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과 기능

고정장치 앞면/LED 설명

LED 설 명

전원 전원이 연결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인터넷 인터넷 포트가 연결되어 인터넷 트래픽이 정상인 경우 불이 들어옵니다.

컴퓨터 컴퓨터가 연결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통화 통화/발신 중인 경우 불이 들어옵니다.

착신/등록 중인 경우 빠르게 깜박입니다. 

휴대장치 호출 중인 경우 느리게 깜박입니다. 

휴대장치

 

SMT-W3150의 제품 패키지에는 휴대장치, 고정장치, 충전 거치대, 고정장치용 어댑터,  
휴대장치용 어댑터, 배터리, LAN 케이블, 사용 설명서, 빠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치하기

고정장치 연결하기

1 댁 내의 일반전화와 전화기 포트를 전화선(RJ11)로 연결합니다.

2 컴퓨터의 LAN 포트와 고정장치의 컴퓨터 포트를 LAN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의 컴퓨터 포트와 공유기의 UP LINK 포트를  
연결하고, 공유기의 LAN 포트와 컴퓨터의 LAN 포트를 연결합니다.

3 댁내의 인터넷 연결 포트 또는 케이블 모뎀, 셋톱박스의 LAN 포트와  고정 장치의 
인터넷 포트를 LAN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4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콘센트를 꼽아 전원을 공급합니다.

- 본 제품은 AC220 V 전용이며 정전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정장치는 유/무선 전화기 및 TV를 포함한 전자제품과 2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
치해서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에 잡음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기에 잡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휴대장치 등록/충전하기

1 고정장치 설치 후 휴대장치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2 고정장치의 무선 자동 설정 버튼을 2초이상 누르면 고정장치의 통화 LED가 깜박
입니다.

3 휴대장치 전원이 켜진 후, [메뉴] 소프트 버튼  환경 설정  고정장치 관리  
 고정장치 등록메뉴룰 선택하여 휴대장치를 등록합니다. 

- 휴대장치를 여러 대 등록하려면, 전화기 마다 1, 2 단계 과정을 실행합니다.  
휴대장치는 3대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4 충전 거치대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휴대장치를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 본 제품은 국내(대한민국)용 입니다. 

- 전원 환경이 다른 국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씨앤앰 인터넷 전화는 국내 전자파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 휴대 장치용 배터리는 소모품이며, 보증기간은 구입 후 6개월입니다.

- 처음 구입하신 휴대장치는 충분히 충전(5시간 이상)한 후 사용하십시오.

- 발신자 번호표시(CID)서비스를 받으려면 씨앤앰 고객센터(1644-1100)로 신청하십
시오.

LED

무선 자동 설정 버튼:
단말과 통신을 위한 
암호화 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소프트 버튼

방향/바로가기 버튼
리모컨 버튼

통화/플래시 버튼

스피커 버튼

확인 버튼
지움/이전 버튼

종료 버튼

숫자 버튼

내선 버튼
#/잠금 버튼

SMT-W3150 빠른 사용설명서



제품 제원
SMT-W3150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사 양

모델명 SMT-W3150

주파수(MHz) 1786.750~1791.950

공급 전원 고정장치: DC 5 V/2 A
휴대장치 : DC 3.7 V 재충전용 배터리
충전 거치대 : DC 5 V/1 A 

배터리 지속 시간 통화 지속 시간: 10시간
대기 지속 시간: 100시간

배터리 충전 시간 5시간(Li-Ion)

소모 전력(Watts) 고정장치: 10
휴대장치: 5

크기(mm)
(가로×세로×두께)

고정장치: 160 × 106 × 50
휴대장치:  47 × 154 × 26
충전 거치대: 67 × 68 × 31

작동 온도(℃) 0~45

작동 습도(%) 10~80

무게(g) 고정장치: 220
휴대장치: 113
충전 거치대: 45

B급 기기(가정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SMT-W3150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능 사용하기

기 능 설 명

통화하기 숫자 버튼으로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지역번호 포함),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 내역 확인 대기 상태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최근 수신/발신/부재중 수신 
목록이 나타납니다. 위 아래 방향 버튼으로 이동하여 [통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번호로 전화가 걸립니다.

스피커폰 통화중에 휴대장치의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 폰으로 작동합
니다.

문자 메시지 기능 핸드폰, 다른 인터넷 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뉴  문자메시지  메시지 작성  내용 입력/전화번호 입력 

 전송

내선 통화 기능 휴대장치의 [내선] 버튼을 누르면 같은 고정장치에 등록된 휴대장
치, 일반전화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 사용하기

기 능 설 명

지역번호 설정 자동으로 다이얼할 지역번호를 설정합니다.
메뉴  통화 관리  지역번호 설정

리모컨 설정 - 전화기를 리모컨으로 사용합니다.
메뉴  편의 기능  리모컨 선택  화면에 표시된 기능으로 
버튼이 동작합니다. 

- 등록된 리모컨이 없으면, 새로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메뉴  편의 기능  리모컨 선택  등록  종류/제조사/코드 
선택  기기가 켜지거나 꺼지면 [예] 선택

문제 해결하기
전화기 사용 도중 주로 발생 가능한 문제 현상과 해결 방법입니다.

고객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점검해 보십시오. 

아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씨앤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연결

문 제 해 결

휴대장치 통화중에 잡음과 혼선으로 
통화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정장치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휴대장치 통화중에‘삐삐’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 고정장치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지 확인하십
시오.

- 고정장치의 설치장소를 바꾸어 보십시오.

전화기가 이상 작동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한 후 다시 삽입하고,  
전화기의 전원을 켭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발신자 정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 확인 및 가입신청은 씨앤앰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컴퓨터의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포트와 댁내의 인터넷 선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결되지 않는 경우 씨앤앰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씨앤앰 고객센터 연락처

서울 1644-1100 

070-8955-1100

경기 1644-2100 

 070-8955-2100

Part No. GB68-00179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