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발신자 정보표시(CID)를 받으시려면 서비스 제공 사업자
(예: 한국통신, 하나로 통신 등)에 먼저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
니다.(유료서비스)

※제조원※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
TEL : (054)977-9000    
FAX : (054)977-9003
www.aprotech.co.kr

TEL : (02)3281-3047   

발신자 정보 표시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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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BACK DIAL포함)

■현재시각 설정

■지역번호 설정

■재발신 시간 설정

■LCD밝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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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나 먼지 또는 부식성가스(연탄가스)가 많
은 곳에 설치하면 수명이 짧아지므로 이런 장
소를 피하여 주시고 화기에서 일정거리를 유지
시켜 설치 하십시오.

제품에 진동이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 외부를 알콜이나 벤젠. 아세톤등 인화성
물질로 닦으면 화학변화를 일으켜 제품 표면이
변질 될 우려가 있으니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
십시오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전화기 코드를 임의로 꼬거나 무리하게 당기면
코드가 늘어나 수명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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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LCD 표시창

● 발신자 정보 저장 (180개)

● 발신번호 저장 (60개)

● 메모리 다이얼번호 (12개)

● CALL BACK DIAL 기능

● 표시창 명암조절 (5단계)

● 현재시각 표시기능

● 통화시간 표시

● 온훅 다이얼 기능

● 재다이얼/재발신/포즈기능

● 대기다이얼 기능

1. 송수화기 코드를 전화기 본체에 연결합니다.

2. 전화기 연결단자 코드를 제품 뒷면에 위치한 LINE 연결 잭에

연결 하십시오.

3. 건전지를 제품 뒷면의 뚜껑을 열고 삽입합니다. 

(건전지 1.5V AAA 2개)

고정장치 송수화기 전화연결선 사용설명서

사용전 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을 숙지 및 점검

하셔야 제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전지가 없어도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는 있지
만 발신자정보 수신 및 온후크기능 등 기타 편리한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으므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후 기본동작(발신, 수신, 표시창등)을 점검 하십시오.

▶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발신자 정보를 표
시할 수 없습니다.

▶ 발신자정보는 반드시 전화벨이 2번 울려야 수신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바랍니다.

▶ 본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현재시각을 입력하십시오.

▶ 건전지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사용하면 제품의 모든정보 및 설
정내용이 삭제되어 초기화되므로 주의하십시오.

▶ 일부 사설교환기를 이용한 수신전화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표
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능 수행중에 7~8초동안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대기 상태로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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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상태: 현재시가, 지역번호, 재발신 시간, LCD밝기 설정시
수화기든 상태: 단축번호 설정시 사용함.

단축다이얼 사용(온후크나 수화기 든 상태에서)

다이얼하거나 단축버호입력시 3초동안 휴지할 때 사용포    즈

보    류

자동다이얼

설    정

단축다이얼

삭    제

발신검색

재다이얼

재 발 신

온 후 크

벨음량 스위치

온후크음량스위치

VIP

▲,▼

번호 명        칭 기      능      설      명

발신자 정보나 발신정보 검색중 삭제시 사용함.

발신자 정보 검색시 사용함.

발신번호 검색시  사용함.

특정 발신자 정보나 발신번호를 삭제 방지시킬 때 사용함.

가장 최근에 다이얼한 번호로 재다이얼할 경우에 사용

통화중 전화를 끊고 새로운 전화를 걸거나 교환기에서 
서비스해주는 특정 기능 수행시 사용함.

수화기를 들지 않고 전화를 걸 때 사용함.

본체 앞면부 좌측 벨음향 스위치(대,소조절)

본체 앞면부 우측 온후크 음량스위치(대,소조절)

통화중 통화를 잠시 보류할 때 사용함(멜로디 나옴)

대기상태에서 발신자 검색시 바로 다이얼 하고자 
할 때 사용함(발신기록 검색시도 동일한 동작함)

1. 전화라인을 연결한 대기상태에서 송수화기를 들거나 
  온후크버튼을 누른다.
2. [설정]버튼을 누르고 등록할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3. 전화번호입력이 끝나면 [설정]버튼을 다시 누르고 저장할 
  메로리번호(0~9, ,#)를 한자리 누른다.
4. 송수화기를 내려놓는다.(대기상태로 돌아온다)
   ➔ 단축번호12개 까지 등록 가능함.
예) 단축번호 1에 전화번호 9771234를 등록할 경우 송수화기를 
    들고 [설정],9771234,[설정],1를 차례대로 누르고 
    송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1. 송수화기를 들거나 온후크 버튼을 누른다.
2. [단축다이얼]버튼을 누르고 기동록된 단축번호 1자리
   (0~9, ,#중 하나)를 누르면 다이얼링이 된다.
3. 전화가 연결되면 통화를 한다.

등록하는 순서와 동일하나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된다.
    예) 단축번호1을 삭제하고자 할 때

 송수화기를 들고 [설정],[설정],1를 차례대로 누르고 송수화기
   를 내려 놓는다.

등

록

다
이
얼
링

삭

제

대기모드에서 다이얼버튼(0~9, ,#)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누
르면 표시창에 디스플레이되며 [자동다이얼]버튼을 누르면 자동
으로 다이얼이 되어 연결되면 송수화기를 들고 통화할 수 있다.
☞ 번호를 잘못입력하면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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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검색 및 
다이얼링

삭     제

VIP기능

발신한�번호가�자동으로�저장됨(최대�60개)

대기상태에서�[발신검색]버튼을�누르면�최근에�통화한�
발신번호가�표시되며�버튼을�반복해서�누를�때�마다�
이전의�발신기록을�검색할�수�있다.
➔�검색중에�[자동다이얼]버튼을�누르면�현재�
���표시되고�있는�번호로�자동으로�다이얼링되며�
���통화가�연결되면�송수화기를�들고�통화를�할�
���수�있다.
☞�자동다이얼은�대기모드�검색시에만�동작함.

▶�개별삭제�:�검색중�[삭제]버튼을�누르면�현재�
��������������디스플레이되고�있는�발신번호가�삭제됨.
▶�모두삭제�:�검색중�[삭제]버튼을�3초이상�누르고
��������������있으면�모두삭제됨

검색중에�[VIP]버튼을�누르면�자물쇠모양의�아이콘이�
표시되어�발신번호�삭제시�지워지지�않음.
한번더�누르면�VIP기능이�해제됨.

등   록

검색 및 
다이얼링

삭     제

VIP기능

전화가 걸려오면 벨소리2번 올린 후 자동으로 저장됨.(최대 180개)

대기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최근에 통화한 
발신번호가 표시되며 버튼을 반복해서 누를 때 마다 
이전/이후의 발신기록을 검색할수 있다.
➔ 검색중에 [자동다이얼]버튼을 누르면 현재 표시되고 
   있는 번호로 자동으로 다이얼링되며 통화가 연결되면
   송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할 수 있다(CALL BACK DIAL)
☞ 자동다이얼은 대기모드 검색시에만 동작함.

▶ 개별삭제 : 검색중 [삭제]버튼을 누르면 현재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발신번호가 삭제됨.
▶ 모두삭제 : 검색중 [삭제]버튼을 3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모두삭제됨

검색중에 [VIP]버튼을 누르면 자물쇠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되어 발신번호 삭제시 지워지지 않음.
한번더 누르면 VIP기능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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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번호

현재시각 설정

지역번호 설정

1

2

기                  능

·대기상태에서 [설정]버튼을 누르고“SET 1 DATE”
  디스플레이 되면 [설정] 버튼을 한번더 누른다.
·“20XX”가 디스플레이된 상태어서 [▲,▼]버튼을 
  이용하여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연도를 변경후 [설정] 버튼을 누르면 월변경 위치에서
  월변경 위치에서 월표시가 깜박이며 [▲,▼]버튼을 이용하여
  월표시를 변경 할 수 있다.
·월표시를 변경후 [설정]버튼을 누르면 일변경 위치에서
  일표시가 깜박이며 [▲,▼]버튼을 이용하여 일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
·[설정]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시각
  시의 십자리, 일자리, 분의 십자리, 일자리까지 계속해서
  [▲,▼]버튼과 [설정]버튼으로 현재시각을 설정할 수 있다.

·대기상태에서 [설정]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한번누르면 “SET 2 COdE”가 디스플레이 된다.
·[설정]버튼을 누르면 “CodE 1----”이 디스플레이
  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설정]버튼을 한번더 누른다.
·“-----”자리가 깜박이면 지역번호를 입력하고
  [설정]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됨.

발신자정보를 수신하면 현재시각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반드시 지역번호 뒷자리는 “-”로 채워져야함
입력중 [설정]버튼을 누르면 자리가 이동하며
[▲,▼]버튼을 이용하여 “-”를 입력할 수 있음.
예) 서울 02:02- -- -, 경북 054:054--

10

아이콘/디스플레이번호

6M 12D 14:371

2

3

4

5

6

7

8

9

10

2002

IN 24

OUT 38

NEW

REP

---P---

---0---

--End--

SUN(MON,TUE..)

기                  능

대기상태:��현재시각�표시
발신자정보검색�:�수신시각�표시
발신번호검색�:�통화시간�표시

대기상태�:�년도�표시
통화직후�:�통화시간�표시(약8초간)
발신자�정보검색�:�발신자정보�표시
발신번호�검색�:�발신번호�표시

대기상태�:�발신자정보�총�개수표시
발신자�정보검색�:�현재검색순서�표시

발신번호�검색시�검색순서표시

대기상태�:�신규�발신자정보가�있음을�표시
발신자�정보검색�:�현재검색중인�정보가�신규임을�표시

같은�발신자�정보가�연속적으로�수신됨을�표시

대기상태에서�영문�약자로�요일을�표시함

숨겨진�발신자�정보를�수신했을�때�표시

공중전화�및�해외전화의�발신자�정보�수신시�표시

발신번호�및�발신자정보검색시�순서의�마지막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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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후크버튼을누르면
-스피커의소리는들리는데다이얼
이되지않는다.
-표시창의화면이지워지고통화가
되지않는다.
-통화중에갑자기전화가끊어진다.

표시창에아무런표시가되지않는다.

발신자번호나 발신 검색을 한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지워지고통화가되지않는다.

발신자정보가
표시되지않는다.

메모리에 저장되어있는 발신자
정보가지워지지않는다.

메시지정보수신이되지않는다.

온후크 다이얼 버튼을 눌
렀을 때 발신자음이 들리
지않는다.

전화벨이울리지않는다.

●건전지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완전히 소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전지가 없으면 온후크를 누르고 통화 하실 수 없습니다.

●건전지가 바르게 연결 되어 있지 않거나 완전히 소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전지가 없으면 전화기의 기능버튼이 동작 되지 않습니다.

●건전지나

●전화선에 너무 많은 전화기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발신자 정보표시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화선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전화벨이 완전히 울리기 전에 송수화기를 들면

발신자 정보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발신자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교환망 영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경우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PABX(사설교환기) 및 키폰시스템이발
신자 정보표시(CID)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기 전화기를 같이 연결하여 사용시 자동응답기
의 응답벨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십시오.

●VIP기능을 해제한 후 삭제를 수행해 보세요.

●발신자정보표시(CID)서비스 중 메세지 정보 수신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화선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전지가 바르게 끼워져 있습니까?
●온후크 음량을 조절해 보십시오.

●수화기가 잘못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점검사항증 상항    목번호

재발신 시간설정

LCD밝기 설정

3

4

기                  능

·“대기상태에서 [설정]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두번 누르면“SET 5 LCd”가 디스플레이 된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FLASH X YYY”가
  디스플레이된다.
·그리고 [▲,▼] 버튼을 이용하여 재발신 시간을 설정한 후
  [설정]버튼을 누르면 된다.

·대기상태에서 [설정]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한번누르면 “SET 3 FLASH”가 디스플레이 된다.
·[설정]버튼을 누르면 “LCD X”가 디스플래이 된다.
·그리고 [▲,▼]버튼을 이용하여 LCD밝기를 조절해보며
  [설정]버튼을 누르면 된다.

100,300,600,1000ms 을 선택할 수 있다.

LCD밝기는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메뉴 설정중 송수화기를 들었다 놓거나 
약 8초가 경과하면 대기상태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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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1.5V (AA)2개

0~+40OC

0~90%

- 발신자 정보 : 180
- 발신번호 : 60개
- 단축번호 : 12개

- 전화번호표시 : 12자
- 날짜 및 시각 표시 : 년, 월, 일, 요일, 시각
- 발신자 정보 총개수 표시
- 아이콘 표시 : 5개

AT-i213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