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WiFi 폰 및 충전기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를 입에 넣거나 파손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전, 전자파 노출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제품의 덮개 류(이어마이크, 폰 하단의 뚜껑 등)를 비롯한 부속물을 어린이가 삼키지 못하게 주의하세요. 
질식이나 식도 걸림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정상 동작하지 않고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중인 상태로 전화를 걸거나 받지 마세요.
감전,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꽂아주시고, 뺄 때는 코드를 잘 잡고 빼 주세요.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 심선의 일부가 단선된 경우는 발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손상(가공하거나,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잡아당기거나, 틈 사이에 끼우거나, 가열하거나, 
절단하거나)시키지 말고, 콘센트 끼우는 부분이 헐거울 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코드가 파손되어 화재, 감전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 위에 무거운 것을 놓거나 기기 밑에 깔려 눌리지 않도록 하세요. 화재나 감전의 위
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WiFi 폰이 젖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원버튼을 누르면 안되며, 젖은 손으로 WiFi폰이나 어뎁터
또는 전원 코드를 만지지 마세요.

WiFi 폰 옆에 꽃병, 화분, 컵, 화장품, 약품 등 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두지 마세요.
WiFi 폰에 물이 들어가면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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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통화 중에는 안테나를 손으로 잡거나 신체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장시간 통화 시 WiFi 폰에서 열이 발생하며, 통화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전화카드, 통장, 승차권 등의 자성을 이용한 제품은 WiFi 폰 가까이 두지 마세요.
WiFi 폰의 자기에 의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진동 및 충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나 부재 시에는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뺀 후, 떨어뜨리
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WiFi폰을 심하게 떨어뜨리거나, 두드리거나, 흔들지 마세요. 또한 윗 주머니에 넣거나 허리 등에 차지 마세요. 
WiFi폰이 파손되어 다칠 우려가 있으며, 내부의 H/W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할 때는 충전시킨 후, 실온에서 보관해 주세요.
장시간 방치 후 다시 사용하려면 완전히 충전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곳에서는 충전이 되
지 않습니다. 또한 충분히 충전된 배터리라도 자체 특성에 의해 전압이 낮아져 사용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시고, 전원 코드를 열기구에 근접하지 마세요.
청소시 전원 코드를 빼고, 전원 플러그의 핀 부위에 먼지 등이 묻어 있을 때는 깨끗이 닦아 주세요.

제품의 덮개 류는 꼭 끼워 이물질(모래, 먼지, 담뱃재 등) 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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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1.전화번호부

1.Speed 찾기

2.이름으로 찾기

3.전자메일로 찾기

4.전화부입력

5.단축다이얼

6.그룹편집

1.문자메시지작성

2.수신함

3.발신함

1.메일작성

2.메일받기

3.수신함

4.발신함

5.계정관리

2.문자메시지 3.전자메일

4.내 전화기

1.대기화면 설정

2.벨소리선택

3.벨음량조절

4.키음량조절

5.통화음량조절

6.Language

1.WiFi프로파일

2.정보

1.SIP
2.시스템

5.네트워크 6.관리자

대기 상태에서 왼쪽 기능 버튼을 눌러 메뉴 기능을 선택한 후, 화살표로 메뉴 기능을 선택하세요. 

4



기능버튼 설명

대기 상태에서 왼쪽 기능(         ) 버튼을 누르면 메뉴 기능이 선택됩니다.

WiFi AP 를 설정할 때콜센타를 연결할 때

전원을 켜거나 끌때, 통화를 종료할 때최근통화목록을 확인할 때, 전화를 때

통화중 음량을 키울 때, SMS시 글자를 지울 때

SMS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화중 음량을 줄일 때

메뉴를 선택할 때, 왼쪽 기능 버튼을 선택할 때 오른쪽 기능 버튼을 선택할 때

기능을 선택할 때 문자나 숫자를 지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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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설명

직사광선에서는 WiFi 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니 직사광선을 피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설명

통화지역의 신호 세기 표시

무선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을 경우

통화 상태 표시

착신 전환 상태 표시

SMS 수신 표시

E-mail 수신 표시

현재 사용중인 배터리의 잔량 표시
통화중이거나 데이터 교환중에 안테나 부
분(LCD 화면)을 손으로 잡게 될 경우 통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절약을 위해 외부 입력이 없을 시 화
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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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성품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그림이나 사진은 모델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iFi폰(배터리 포함) 어뎁터 사용설명서

배터리 끼우고 빼기

WiFi 폰의 배터리 커버를 빼면 배터리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 방향이 틀리면 단자와 접속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WiFi 폰에서 빼기 전에 폰의 전원을 반드시 끈 후, 배터리를 빼주세요.(갑작스런 전원 차단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하여

배터리 사용시간은 사용온도, 사용기간, 사용자의 유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구입시보다 사용
시간이 점차적으로 단축되므로 사용시간이 반으로 떨어지면 새 배터리를 구입하세요.(보증기간은 구입 후 6개월입니다)

최첨단 리튬폴리머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 채용으로 완전히 방전하지 않고 충전하여도 배터리 수명에는 전혀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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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배터리 사용 시간

충전중 램프 상태

!
충전중 충전램프가 녹색으
로 바뀌어도 충분한 충전을
위하여 바로 충전기에서 분
리하지 마시고 1시간 가량
더 충전하세요.

충전램프의 상태가 적색에
서 녹색으로 바뀌면 배터리
가 85%이상 충전된 상태이
며, 1시간 정도 더 충전하면
100% 충전됩니다.

?
충전상태에 따라서 충전 시
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터
리 구입했을 때 보다 사용시
간이 짧아지면 새 배터리를
구입하여 사용하세요.

녹색적색충전램프

충전완료충전중상태

충전에 걸리는 시간

약 180분 이하시간

표준형(1100mAh)구분 일정시간이 지나면 배터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충전한 후 사용
하세요.
배터리 눈금이 절반 이하면 충전하세요.

제품구입시에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니
충분히 충전하여 사용하세요.

충전기의 충전램프가 녹색으로 바뀐 뒤 충전기
에 휴대폰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도 제품은 손상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

배터리 사용시간은 당사의 실험실에서 실제환경
에서 측정한 수치이나 사용형태와 사용 무선랜
(WiFi) AP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약 180분 이상연속통화

약 60시간 이상연속대기

표준형(1100mAh)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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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능

!
WiFi폰을 처음 사용하
세요?
이 페이지부터 천천히 따라
하세요. 사용에 꼭 필요한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
WiFi폰이 사용중 이상동작이
발생하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를 빼서 다시
끼운 후, WiFi폰을 켜주세요.

다시 켤 때는 약 5초 정도 경
과 후에 켜주세요.

WiFi 폰 켜고 끄기

1. 켜려면

누름(약 3초)

2. 끄려면

누름(약 3초)

전화기 설정

무선 인터넷 전화기(WiFi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랜(WiFi) AP와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
되어야 하고, 인터넷 전화사업자의 SIP 서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WiFi 네트워크 설정
WiFi폰이 W-LAN AP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WiFi 프로파일에서 W-LAN AP의
SSID, WEP, WPA-PSK 및 IP 주소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WiFi폰은 4개의 WiFi 프로파일을 지원하며,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WiFi 프로파일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4쪽의 네트워크 메뉴의 WiFi 프로파일
기능을 참고하세요.

SIP 설정
WiFi폰이 W-LAN AP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 후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SIP 서버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SIP 서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가입한 SIP 계정의
사용자 이름, 사용자 전화번호,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SIP 서버의 인터넷 주소도 입
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9쪽의 관리자 메뉴의 SIP 기능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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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폰 서비스 상태

WiFi폰 서비스 상태

WiFi폰의 종료버튼을 2~3초 누르면 전화기가 기동되고 LCD 에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1]은 WiFi폰이 W-LAN AP와 접속시도 중인 상태입니다. 접속할 W-LAN AP와 수차례 연
결을 시도하여 실패한 경우는 “AP연결안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때 접속 버튼(우측 기능
키)를 누르면 다시 연결을 진행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WiFi폰의 WiFi 프로파일 설정이
올바른지, WLAN-AP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지를 확인합니다. WiFi 프로파일 설정이 올바
르고 WLAN-AP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WiFi폰을 재 부팅하여 다시 동작시킵니다

그림[2]는 W-LAN AP의 무선 채널이 접속되어 W-LAN AP와 인터넷 연결중인 상태입니다. 실
패한 경우는 “네트워크연결안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때 접속 버튼(우측 기능키)를 누르
면 다시 연결을 진행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W-LAN AP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3]은 WiFi폰을 서비스 등록을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실패한 경우는 “프로비저닝안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때 접속 버튼(우측 기능키)를 누르면 다시 연결을 진행합니다. 이 상
태가 지속되면 프로비저닝 서버의 동작 상태 및 WiFi폰이 적합하게 등록되었는 지 MAC 주소
를 점검합니다. 모두 이상이 없으면 WiFi폰을 껐다가 다시 시도합니다. 프로비저닝 기능은
VOIP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4]는 전화 사업자의 SIP 서버(프록시서버)에 등록을 진행하는 상태입니다.이 상태가 지
속되면 WiFi폰을 재부팅하여 다시 동작시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콜센타로 연락해주시
기 바랍니다.

[1]

[2]

[3]

[4]

SIP 서버에 등록되면 WiFi폰이 서버에 등록되면, 연결상태 창이 사라지
고 그림[5]와 같이 WiFi폰의 LCD에 설정된 정보(예, 자신의 전화번호, 시
간 표시)가 표시됩니다. (대기화면 22 쪽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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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걸기,받기

전화 걸기, 끊기

지역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후 통화버튼(       ) 누름 (번호를 지우려면 위 화살표
를 누르세요)

통화가 끝나면 종료버튼(        ) 누름

전화 받기

전화벨이 울리면 을 눌러주세요

최근 번호로 다시 걸기

를 누른 후 위.아래 화살표로 걸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선택 후 을 누르
세요.
최신 통화목록은 20개까지 저장됩니다. 최신 통화목록에서 보기를 선택하면 통화한 내역을
표시합니다.

를 누를 경우
나오는 아이콘

걸려운 전화표시

내가 건 전화

부재중 통화표시

수신거부

오류

착신 전환

!
의도하지 않은 버튼이 눌리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키
잠금/해제 기능은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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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WiFi폰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

통화 보류(Hold)

통화 전달(Transfer)

통화 대기(Waiting)

통화 전환(Forwarding)

!
VoIP 서비스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 규격 및 가입 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통화 보류(Call Hold)/통화 전달(Transfer)

현재 통화 상태의 호(예: 010-111-1111)를 보류하고자 하면, 우측 기능(         ) 버튼을 누르
면 현재 호가 보류 상태로 되고 LCD에 표시됩니다. (보류상태에서 취소할 경우는 우측 기
능 버튼을 사용합니다.)
보류된 호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류 상태에서 전달할 전화번호(예:010-222-
2222)를 입력한 후 통화버튼을 누릅니다.통화전달이 완료된 후에는 호가 해제됩니다.

상대방(예:010-111-1111)과 통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착신호(예:010-333-3333)가 수
신된 경우에는 기존 호를 통화 대기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새로운 착신호를 연결할 수 있습
니다. 기존 호를 종료하고 새로운 착신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종료버튼을 누릅니다. 새로
운 호를 거부하려면 우측 기능 버튼을 누른 후 종료버튼을 누릅니다.
통화상태인 호에서 통화 대기중인 호로 복귀할 경우는 통화버튼을 누릅니다. 통화상태인 호
를 끊고 통화 대기중인 호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버튼을 누릅니다.

통화 대기(Call Waiting)

New
Call

12



통화중 기능

통화 상태에서 숫자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 DTMF 전달기능은
ARS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DTMF 전달기능은 In-band 방식과 Out-band 방식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 쪽 참조)

DTMF 전달 기능

통화 상태에서 통화음량 조절을 하고자 할 때는 측면의 통화음량 조절 버튼을 눌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 음량 조절 기능

통화 상태에서 송화음을 차단하고자 할 때는 좌측 기능 버튼을 누릅니다. 송화음을 다시 복
구하기 위해서는 좌측 기능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송화음 차단 기능

수신되는 전화를 다른 전화기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는 관리자/SIP 메뉴의 착신 전환 기능
(항상, 30초 후, 통화중)을 설정합니다. 착신 전환이 설정된 경우는 LCD에 이를 표시합니
다.(6쪽, 30 쪽 참조)

착신 전환(Call Forwarding)
!

WiFi폰으로 통화 상태에서
는 DTMF 전달, 송화음 차
단 및 통화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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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검색

대기 화면에서 우측 기능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부 메뉴가 선택됩니다.

그룹/이름/번호/전자메일을 선택 입력 후 검색

검색한 번호로 통화하려면 메뉴의 통화를 누르세요

대기화면에서 우측 기능버튼을 누른
후, 찾고자 하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의 첫 글자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전화번호부 입력

전화부입력을 선택

이름 입력 그룹 선택

집전화 입력 휴대폰 입력

회사전화 입력 VoIP전화 입력

전자메일 입력 대표전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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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다이얼

단축 다이얼

대기 화면에서 우측 기능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부 메뉴가 선택됩니다.

단축다이얼 선택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
중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를 등록시킨 후, 간편하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입니
다. (1 ~ 200까지 저장 가능)

단축다이얼 번호가 18번일 경우
대기화면에서 18 통화 버튼을 누르거나 1(짧게) 8(길게) 눌러 통화할 수 있습니다.

등록 검색 선택

?

단축다이얼 선택 후, 메뉴를 누름
1. 수정 : 단축다이얼로 등록된 내용을 변경합니다.
2. 통화 및 문자 보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삭제 : 선택한 단축다이얼을 삭제합니다.
4. 전체 삭제 : 저장된 모든 단축다이얼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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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편집

그룹 편집

대기 화면에서 우측 기능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부 메뉴가 선택됩니다.

그룹 편집 선택

그룹을 선택하고 메뉴를 누름
1. 추가 : 그룹명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수정 : 그룹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동 : 그룹명의 순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 해당 그룹명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전체삭제 : 등록된 모든 그룹명을 삭제합니다.

전화번호부에 그룹 기능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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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보내기

대기 화면에서 하단 중앙 기능 버튼(또는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문자메시지 메뉴가 선택됩니다. 또는 메뉴에서
문자메시지를 선택합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영문 80자(한글 40자)이며, 동시에 10개의 다른 전
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작성 선택

직접 전화번호 입력
번호 검색으로 입력

내용 입력 보내기

수신함/발신함

수신함

받은 문자메시지를 선택하여 보기,답장,통화,삭제, 전체삭제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발신함

보관된 메시지를 선택하여 보기, 통화, 삭제, 전체삭제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착신 번호에는 자기의 번호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는 VoIP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제공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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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방법

좌측, 우측 화살표로 좌우 상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글자를 수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한 글자 사이에 빈 칸을 넣으려면 우측 기능 버튼으로 ‘특수문자’에서 빈칸을 선택합니다.

위 화살표를 누르면 현재 커서 위치의 글자가 한 자씩 지워지며, 길게 누르면 모두 지워집니다. 커서 뒤에 글자가 없으
면 앞의 글자가 지워집니다. (위 화살표는 Delete와 Back Space 역할을 수행합니다.)

버튼

ㅆㅌ

ㅊㄷ

ㅈㄴ

ㅅㄲ

ㅃㅋ

ㅍㄱ

ㅇㄹ

ㅉㄸ

ㅎㅁ

ㅂ

버튼자음자음

1ㄱ

1ㄱ

1ㄱ

2ㄴ

2ㄴ

2ㄴ

2ㄴ

4ㄹ

5ㅁ

5ㅁ

*

#

*

*

*

*

#

*

5ㅁ

5ㅁ

7ㅅ

7ㅅ

7ㅅ

7ㅅ

7ㅅ

8ㅇ

8ㅇ

* #

*

*

*

*

#

*

*

*

#

버튼

ㅚㅛ

ㅙㅗ

ㅖㅕ

ㅔㅓ

ㅒㅑ

ㅐㅏ

ㅟㅠ

ㅞㅜ

ㅢㅡ

ㅣ

버튼모음모음

3ㅏ

3ㅏ

3ㅏ

3ㅏ

6ㅗ

6ㅗ

6ㅗ

6ㅗ

0ㅡ

9ㅣ

*

*

*

3ㅏ

3ㅏ

3ㅏ

3ㅏ

6ㅗ

*

*

3ㅏ

3ㅏ *

6ㅗ

6ㅗ

9ㅣ

9ㅣ

3ㅏ 9ㅣ

3ㅏ 9ㅣ

3ㅏ 9ㅣ

6ㅗ 9ㅣ

6ㅗ 6ㅗ 3ㅏ 9ㅣ

6ㅗ 6ㅗ 9ㅣ

0ㅡ 9ㅣ

?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버튼 모양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글 문자 입력표 * #획추가 쌍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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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 방법

한글 입력 방법

예) “넷코덱”을 입력하려면

영문 입력 방법

기호 입력 방법

1

3

2

4

메뉴를 선택

한글,영문대,영문소,
숫자,특수문자를 선택

를 눌러 획추가
선택*

# 를 눌러 쌍자음
선택

2ㄴ 3ㅏ 3ㅏ 9ㅣ 7ㅅ

43

1 2

1ㄱ * * 3ㅏ 3ㅏ 9ㅣ 1ㄱ

ㄴ 나 너 네 넷 ㄱ ㅋ 코 ㄴ ㄷ 다 더 데 덱

6ㅗ 2ㄴ

예) “PHONE”을 입력하려면 를 눌러 ‘영문대’를 선택한 후2

7ㅅ 4ㄹ 4ㄹ 6ㅗ 6ㅗ 6ㅗ 6ㅗ 6ㅗ 3ㅏ 3ㅏ

P G      H M     N      O M     N D      E

를 눌러 ‘특수문자’를 선택하면 다양한 문자/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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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메일 보내기

메뉴에서 전자메일을 선택합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전자메일 크기는 최대 영문 300자(한글 150자)입니다.

메일 작성 선택

직접 메일주소 입력
메일 검색으로 입력

내용 입력 보내기

메일 받기

메일 받기를 선택하여 메일을 수신

수신함

받은 메일을 선택하여 보기,회신,메일받기,삭제, 전체삭제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발신함

보관된 메시지를 선택하여 보기, 작성, 삭제, 전체삭제 등의 기능
을 지원합니다.

제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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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계정관리

전자메일을 송.수신 하기 위해서는 메일 계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정 관리 선택

사용자 ID, 암호 설정 받는 서버 설정보내는 서버 설정

!

전자메일의 수신 기능은 수신 제목, 송신자를 표시합니다. 내용과 첨부 파일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
용은 다른 컴퓨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메일의 송신 기능에는 첨부 파일을 넣을 수 없으며, 간단한 내용을 작성 송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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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화기

대기 화면 설정

메뉴에서 내전화기를 선택합니다.

대기화면 설정 선택

표시 항목 선택 배경 그림 선택

벨소리 선택

8종류의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2



내 전화기

음량 조절

벨음량, 키음량, 통화음량을 7단계로 각각 조절합니다.

음량 조절 선택

Language

영어,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
사용자 편의에 따라 Language(언어설정)로 한국어(Hangul)/English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구입시 한글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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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WiFi 프로파일

WiFi프로파일 선택

대기 화면에서 하단 우측 기능키(또는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WiFi 프로파일 메뉴가 선택됩니다. 또는 메뉴에
서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WiFi폰은 다중 Profile을 지원하기 때문에 W-LAN AP의 SSID, DHCP/Static IP 주소, WEP Key, WPA-
PSK 등의 정보를 해당 WiFi 프로파일에 반드시 저장하여야 합니다.

WiFi 프로파일의 메뉴에서 신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AP 찾기 또는 AP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수동으
로 W-LAN AP의 SSID를 설정할 수 있으며, IP 주소는 DHCP로 할당받거나 또는 수동으로 Static IP 주
소를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AP 찾기/선택 보안 설정DHCP 설정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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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AP 수동 설정

WiFi프로파일 선택

WiFi 프로파일 메뉴에서 신규를 선택한 후, AP 설정을 선택합니다. 

신규 AP 설정 SSID/프로파일 입력

Static IP 설정

AP 설정 후, DHCP를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IP 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DNS를 입력합니다.

IP 주소 입력

넷마스크 입력

게이트웨이 입력

DNS 주소 입력

IP 주소 입력시 192*168*0*1로 입력하면 192.168.0.1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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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WEP 설정

WiFi 프로파일 메뉴에서 AP 설정한 후 보안설정을 선택합니다. WEP, WPA-PSK, 802.1X 또는 사용하지 않
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한 후에는 반드시 WiFi프로파일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64/128비트 선택 키값 입력(Hex)

보안 설정(WEP, WPA-PSK, 802.1X)

WPA-PSK 설정

키값 입력

보안설정이 완료되면 WiFi프로파일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WiFi폰을 재설정하면 저장된 설정 값으로 AP와 접속
됩니다. !

저장

저장

IEEE802.1X(Radius) 설정

키값 입력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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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속할 AP의 변경

AP 선택 접속

접속할 AP 우선순위 변경

WiFi 프로파일 메뉴에서 현재 접속된 AP(예. AP_ID 2)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우선 순위는 AP 설정 위치(1,2,3,4)로 설정되며, 선택한 AP를 이동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P 선택 이동

접속 AP 및 우선 순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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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네트워크

WiFi폰의 IP주소, SIP 서버 주
소 및 WiFi폰의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

내 번호

WiFi폰의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

버전

WiFi폰의 버전을 표시합니다.

?

네트워크 선택 정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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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 메뉴는 등록된 암호와 일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암호는 공장에서 출하될 때는 ‘0000’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비밀번호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IP 계정

사용자 이름, 사용자번호 및 사용자
암호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에
신청/등록된 값을 입력,저장하여야 합
니다.

SIP 프록시서버

SIP 프록시 서버에는 SIP 서버 주소, 도메인 이름, 포트 및 SIP 서버 사용 유무를 설정합니다. 
주소는 SIP 서버의 IP 주소(예. 203.254.100.1) 또는 도메인 네임(Domain Name, 예: 
proxy.sip.com)을 설정합니다. 
도메인은 SIP 사용자가 속하는 도메인 이름으로서 SIP 서버가 지정합니다. SIP 서버에 따라 SIP 
서버 주소만 사용하고 SIP 도메인 이름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관리자 선택 SIP 선택

SIP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좌측화살표 또는 메뉴키를 눌러 사
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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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SIP Registrar 서버, SIP Outbound 프록시 서버 및 STUN 서버

SIP Registrar 서버와 SIP Outbound 프록시 서버는 VoIP 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에 따라 SIP프
록시 서버와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에 설정합니다. 통상 SIP 프록시서버가 Registrar와 Outbound 
프록시 서버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데, 이 경우에는 SIP 프록시 서버만 설정하면 됩니다.

STUN 서버는 가상 IP 환경에서 VoIP 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으로 STUN 서버 및 포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코덱

타입 선택 에코제거기 VIF 크기

?

?
음성 코덱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음성코덱 타입(G.729, G.711 A/u Law)을 선택하는 기능이며, 
각 음성코덱에 대해 에코제거기를 지원합니다. 음성코덱과 에코제거기는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설비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일반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해서는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습니
다. VIF(Voice Information Frame) 크기는 G.711은 10~30msec, G.729는 20~40msec를 지원하
나 인터넷 전화사업자의 설비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WiFi폰은 In-band 및 Out-band DTMF 신호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ARS 서비스 제공시 유용합니다.

DTMF형식

착신 전환

수신되는 전화를 다른 전화기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 통화 전환 기능(항상, 30초 후, 통화중)을 설정합니
다. 항상, 벨이 울린 후 30초가 지나도 받지 않을 때, 통화중일 때 통화를 전환할 전화번호를 설정합니다. 착
신 전환기능이 설정된 경우에는 6쪽과 같이 LCD 창에 표시됩니다. 

Ping Method
특정 SIP Proxy 서버에서 요구시 설정하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자가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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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시간서버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시계 정보를 받아오는 시간 서버는 WiFi폰 내부에서 지정하여 동작하며 시
간 서버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특정 시간 서버를 주소(IP or URL)를 입력하
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시간을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시 오프셋은 좌.우 화살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기능은 관리자 암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초의 관리자 비밀번호는 ‘0000’로 설정되어 있
습니다. 변경 후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관리자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WiFi폰에서 W-LAN AP를 통하여 IP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 고정된 IP  주
소로 핑 패킷을 송신한 후 수신 상태를 파악하여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

Ping Test

WiFi폰의 LCD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명도 조절

!

관리자 시스템 선택비밀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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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설정

원격 설정

관리자 선택 시스템 선택 원격 설정 선택

WiFi폰은 WiFi프로파일을 설정 후 구동시키면 무선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무선 연결이 이루어 진
상태에서 WiFi폰의 웹서버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관리자 메뉴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 설정은 WiFi폰과 동일한 IP 도메인을 사용하는 PC/Notebook에서 Internet Explorer를 사용
하여 WiFi폰의 웹서버에 접속합니다.

Internet Explorer의 주소창에 http://192.168.10.105/usr2/wifi_setup.cgi 를 입력합니다. WiFi폰의
주소(예: 192.168.10.105)는 네트워크/정보 메뉴의 네트워크 에 있습니다

원격 설정 기능을 선택하면 LCD 화면에 “원격설정이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원격
설정이 완료되면 “변경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원격 설정된 정보 저장 도중
에 WiFi폰의 전원이 꺼지면
폰이 동작되지 않으므로 서
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
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
니다.

Internet Explorer 수행 WiFi폰 URL 입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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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설정

WiFi 프로파일 설정

설정된 값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Setting Apply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설정 적용
참조)

!

WiFi폰의 대기 화면에서 우측 기능 버튼을 누르면 WiFi 프로파일 메뉴가 선택됩니다. WiFi 프로파
일 기능을 웹서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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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설정
SIP 설정

설정된 값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Setting Apply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설정 적용
참조)

!

WiFi폰 관리자 메뉴의 SIP 기능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IP 설정 기능을 웹서버를 이용하여 간편하
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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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설정

시스템 설정

설정 적용 및 초기값 설정

WiFi폰 관리자 메뉴의 시스템 기능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기능을 웹서버를 이용하여 간편
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서버에서 설정된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etting Apply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설정된 값을 공장 초기값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Setting Initialize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값으로 복
원되면 관리자 비밀번호 및 주소록 등의 정보도 초기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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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증상일 때는?

무선랜(WiFi) AP가 WiFi 폰 사용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계속 표시가 나타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다음 약 2분간 기다려 보세요. (WiFi폰 서비스 상태 참조:10쪽)

W-LAN AP에 접속되지 않고 화면에
표시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측 기능 버튼(접속)을 눌러 접속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다
음 약 2분간 기다려 보세요. (WiFi폰 서비스 상태 참조:10쪽)

화면에 연결상태가 미접속으로 표시
되고 사라지지 않을 때

화면에 연결상태가 미등록으로 표시
되고 사라지지 않을 때

우측 기능 버튼(접속)을 눌러 접속을 다시 시도합니다. SIP 서버와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이므
로 관리자 메뉴의 Ping Test로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원을 껐다가 다
시 켠 다음 약 2분간 기다려 보세요. (WiFi폰 서비스 상태 참조:10쪽)

시간정보는 시간서버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로서 WiFi폰에서 주기적으로 시간 정보 수신을 시도합니
다.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외부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 않으면 시계정보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대기 화면에 시계표시를 설정하였으
나 시계가 표시되지 않을 때

송수신음이 끊겨서 들리거나 안 들릴
때

무선랜(WiFi) AP와 전파 수신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약한 상태, W-LAN AP에 많은 폰이 접속하거나,또
는 W-LAN AP에 노트북을 연결하여 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 건물 내에서 AP가 철문.철근 콘
크리트에 가려서 시야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W-LAN AP와 전파 수신이 좋은 상
태의 위치로 이동해 사용하세요.

화면이 켜지지 않을 때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다시 끼우고 WiFi폰을 켜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충분히 충전시킨 후 사
용해 보세요.

오랜 시간동안 통화중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WiFi폰에서 열이 날 때

안테나 표시는 양호하나 수신이 안될
때

SIP 서버와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관리자 메뉴의 Ping Test로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다음 약 2분간 기다려 보세요. (WiFi폰 서비스 상
태 참조: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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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증상일 때는?

배터리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배터리의 충전이 다 된 후(녹색불) 계
속 꽂아 둘 때

화면에 흰 줄이 생길 때 오랜 시간 꺼진 상태에서 전원을 켜거나 배터리를 강제로 분리할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동작됩니다.

배터리가 충분히 남았는 데 WiFi폰이
켜지지 않을 때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다시 끼우고 WiFi폰을 켜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충전 접촉단자를 확인
하여 다시 끼우고 전원을 켜보세요.

완전 충전에 도달할 시점에 적,녹으로 점멸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입니다. 충전기의 램프가 깜박일 때

원격 설정시 Internet Explorer가 접
속되지 않을 때

WiFi폰에서 원격 설정 기능이 선택되었는 지, WiFi 폰의 IP 주소와 웹서버의 URL을 확인해보세요. 원
격 설정 기능과 URL을 올바르게 동작시킨 경우에도 웹서버가 동작되지 않으며 WiFi폰에서 관리자모
드에서 나갔다가 다시 원격 설정을 선택하시고, Internet Explorer를 종료 후 다시 URL을 입력하여 접
속하여 주세요. 

특정 전화기와 통화시 울릴 때
“에코 현상”이라고 부르는 데 이 현상은 자신 또는 상대방 전화기의 통화 송수신 음량이 너무 크거나
상대방 유선 가입자 교환기의 특성(반전자 교환기)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SIP/음성코
덱 메뉴에서 에코제거기를 사용으로 선택하세요. (30쪽 참조)

배터리 사용시간이 사용설명서와 틀
릴 때

배터리는 소모품이므로 구입했을 때보다 사용시간이 점차적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이
구입 시보다 반으로 짧아지면 새 배터리를 구입하세요. 충전한 배터리를 저온 또는 고온에 방치할 경
우 또는 급방전시 사용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통화전달,대기,보류,착신
전환)가 동작하지 않을 때

부가 서비스는 별도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콜센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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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모델명

WiFi폰 규격

WiFi 폰 규격 및 특성

저희 넷코덱㈜의 WiFi폰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
다.

사용자에 통보없이 일부 형태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
으며,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일부 기능의 차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표시되는 화면과 버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Fi폰 정보

uVP-500uVP-500VoIP 프로토콜VoIP 프로토콜 SIP(RFC3261)SIP(RFC3261)

Voice 코덱Voice 코덱 G.729A, G.711 A/u LawG.729A, G.711 A/u Law

배터리배터리 1100mAh, Li Polymer Battery1100mAh, Li Polymer Battery

Wireless Access ProtocolWireless Access Protocol CSMA/CACSMA/CA

사용 주파수 범위사용 주파수 범위 2.4 ~ 2.483 GHz2.4 ~ 2.483 GHz

W-LANW-LAN IEEE802.11b/gIEEE802.11b/g

송신 출력송신 출력 최대 11b(18dBm), 11g(15dBm)최대 11b(18dBm), 11g(15dBm)

충전기충전기 어뎁터(5V, 500mA 출력)어뎁터(5V, 500mA 출력)

동작온도동작온도 0 oC ~ 50 oC0 oC ~ 50 oC

상대 습도상대 습도 10% ~ 85%10% ~ 85%

제조자/제조국가제조자/제조국가 넷코덱㈜/한국넷코덱㈜/한국

WiFi폰 정보 안내

폰 크기/무게폰 크기/무게 약 152 x 46 x 27 mm,  99 g약 152 x 46 x 27 mm,  99 g

거치대 크기/무게거치대 크기/무게 약 80 x 78 x 60 mm,  69 g약 80 x 78 x 60 mm,  6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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