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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While reasona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complete and accurate at the time of
printing, Avaya assumes no liability for any errors. Avaya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and corrections to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without the obligation to notify any person or organization of such changes.
For full support, please see the complete document, Avaya Support Notices for Hardware Documentation, document number
03 600759.
For full support, please see the complete document, Avaya Support Notices for Software Documentation, document number
03 600758.
To locate this document on our website, simply go to http://www.avaya.com/support and search for the document number in the
search box.

Documentation disclaimer
“Documentation” means information published by Avaya in varying mediums which may include product information, operating
instructions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that Avaya generally makes available to users of its products. Documentation does not
include marketing materials. Avaya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modifications, additions, or deletions to the original published
version of documentation unless such modifications, additions, or deletions were performed by Avaya. End User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Avaya, Avaya's agents, servants and employees against all claims, lawsuits, demands and judgment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subsequent modifications, additions or deletions to this documentation, to the extent made by End User.

Link disclaimer
Avaya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s or reliability of any linked websites referenced within this site or documentation provided by
Avaya. Avaya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statement or content provided on these sites and does not
necessarily endorse the products, services, or information described or offered within them. Avaya does not guarantee that these links
will work all the time and has no control over the availability of the linked pages.

Warranty
Avaya provides a limited warranty on its hardware and Software (“Product(s)”). Refer to your sales agreement to establish the terms of
the limited warranty. In addition, Avaya’s standard warranty language, as well as information regarding support for this Product while
under warranty is available to Avaya customers and other parties through the Avaya Support website: http://support.avaya.com. Please
note that if you acquired the Product(s) from an authorized Avaya Channel Partne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warranty is provided to you by said Avaya Channel Partner and not by Avaya. “Software” means computer programs in object code,
provided by Avaya or an Avaya Channel Partner, whether as stand-alone products or pre-installed on hardware products, and any
upgrades, updates, bug fixes, or modified versions. 

Licenses
THE SOFTWARE LICENSE TERMS AVAILABLE ON THE AVAYA WEBSITE, HTTP://SUPPORT.AVAYA.COM/LICENSEINFO ARE
APPLICABLE TO ANYONE WHO DOWNLOADS, USES AND/OR INSTALLS AVAYA SOFTWARE, PURCHASED FROM AVAYA INC., ANY
AVAYA AFFILIATE, OR AN AUTHORIZED AVAYA CHANNEL PARTNER (AS APPLICABLE) UNDER A COMMERCIAL AGREEMENT WITH
AVAYA OR AN AUTHORIZED AVAYA CHANNEL PARTNER. UNLESS OTHERWISE AGREED TO BY AVAYA IN WRITING, AVAYA DOES NOT
EXTEND THIS LICENSE IF THE SOFTWARE WAS OBTAINED FROM ANYONE OTHER THAN AVAYA, AN AVAYA AFFILIATE OR AN AVAYA
AUTHORIZED AVAYA CHANNEL PARTNER; AVAYA RESERVES THE RIGHT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YOU AND ANYONE ELSE
USING OR SELLING THE SOFTWARE WITHOUT A LICENSE. BY INSTALLING, DOWNLOADING OR USING THE SOFTWARE, OR
AUTHORIZING OTHERS TO DO SO, YOU, ON BEHALF OF YOURSELF AND THE ENTITY FOR WHOM YOU ARE INSTALLING,
DOWNLOADING OR USING THE SOFTWARE (HEREINAFTER REFERRED TO INTERCHANGEABLY AS “YOU” AND “END USER”), AGREE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CREATE A BINDING CONTRACT BETWEEN YOU AND AVAYA INC. OR THE APPLICABLE
AVAYA AFFILIATE (“AVAYA”).
Avaya grants you a license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types described below, with the exception of Heritage Nortel Software, for
which the scope of the license is detailed below. Where the order documentation does not expressly identify a license type, the
applicable license will be a Designated System License. The applicable number of licenses and units of capacity for which the license
is granted will be one (1), unless a different number of licenses or units of capacity is specified in the documentation or other
materials available to you. “Designated Processor” means a single stand-alone computing device. “Server” means a Designated
Processor that hosts a software application to be accessed by multiple users.

License type(s)
Designated System(s) License (DS).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each copy of the Software only on a number of Designated
Processors up to the number indicated in the order. Avaya may require the Designated Processor(s) to be identified in the order by
type, serial number, feature key, location or other specific designation, or to be provided by End User to Avaya through electronic
means established by Avaya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Concurrent User License (CU).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on multiple Designated Processors or one or more Servers,
so long as only the licensed number of Units are accessing and using the Software at any given time. A “Unit” means the unit on
which Avaya, at its sole discretion, bases the pricing of its licenses and can be, without limitation, an agent, port or user, an e-mail or
voice mail account in the name of a person or corporate function (e.g., webmaster or helpdesk), or a directory entry in the
administrative database utilized by the Software that permits one user to interface with the Software. Units may be linked to a specific,
identified Server.

Database License (DL).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each copy of the Software on one Server or on multiple Servers provided that
each of the Servers on which the Software is installed communicates with no more than a single instance of the same database.

CPU License (CP). End User may install and use each copy of the Software on a number of Servers up to the number indicated in the
order provided that the performance capacity of the Server(s) does not exceed the performance capacity specified for the Software.
End User may not reinstall or operate the Software on Server(s) with a larger performance capacity without Avaya’s prior consent and
payment of an upgrad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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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d User License (NU). You may: (i)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on a single Designated Processor or Server per authorized
Named User (defined below); or (ii)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on a Server so long as only authorized Named Users access and use
the Software. “Named User”, means a user or device that has been expressly authorized by Avaya to access and use the Software. At
Avaya’s sole discretion, a “Named User” may be, without limitation, designated by name, corporate function (e.g., webmaster or
helpdesk), an e-mail or voice mail account in the name of a person or corporate function, or a directory entry in the administrative
database utilized by the Software that permits one user to interface with the Software.

Shrinkwrap License (SR). You may install and use the Softwar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pplicable license
agreements, such as “shrinkwrap” or “clickthrough” license accompanying or applicable to the Software (“Shrinkwrap License”).

Heritage Nortel Software
“Heritage Nortel Software” means the software that was acquired by Avaya as part of its purchase of the Nortel Enterprise Solutions
Business in December 2009. The Heritage Nortel Software currently available for license from Avaya is the software contained within
the list of Heritage Nortel Products located at http://support.avaya.com/LicenseInfo under the link “Heritage Nortel Products”. For
Heritage Nortel Software, Avaya grants Customer a license to use Heritage Nortel Software provided hereunder solely to the extent of
the authorized activation or authorized usage level, solely for the purpose specified in the Documentation, and solely as embedded
in, for execution on, or (in the event the applicable Documentation permits installation on non-Avaya equipment) for communication
with Avaya equipment. Charges for Heritage Nortel Software may be based on extent of activation or use authorized as specified in
an order or invoice.

Copyright
Except where expressly stated otherwise, no use should be made of materials on this site, the Documentation, Software, or hardware
provided by Avaya. All content on this site, the documentation and the Product provided by Avaya including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design of the content is owned either by Avaya or its licensors and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cluding the sui generis right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databases. You may not modify, copy, reproduce,
republish, upload, post, transmit or distribute in any way any content, in whole or in part, including any code and software unless
expressly authorized by Avaya. Unauthorized reproduction, transmission, dissemination, storage, and or u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Avaya can be a criminal, as well as a civil offense under the applicable law.

Virtualization
Each vAppliance will have its own ordering code. Note that each instance of a vAppliance must be separately ordered. If the end user
customer or Avaya channel partner would like to install two of the same type of vAppliances, then two vAppliances of that type must
be ordered.
Each Product has its own ordering code. Note that each instance of a Product must be separately licensed and ordered. “Instance”
means one unique copy of the Software. For example, if the end user customer or Avaya channel partner would like to install two
instances of the same type of Products, then two Products of that type must be ordered.

Third Party Components
“Third Party Components” mean certain software programs or portions thereof included in the Software that may contain software
(including open source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ird party agreements (“Third Party Components”), which contain terms regarding
the rights to use certain portions of the Software (“Third Party Terms”). Information regarding distributed Linux OS source code (for
those Products that have distributed Linux OS source code) and identifying the copyright holders of the Third Party Components and
the Third Party Terms that apply is available in the Documentation or on Avaya’s website at: http://support.avaya.com/Copyright. You
agree to the Third Party Terms for any such Third Party Components.

Note to Service Provider
The Product may use Third Party Components that have Third Party Terms that do not allow hosting and may need to be
independently licensed for such purpose.

Preventing Toll Fraud
“Toll Fraud” is the unauthorized use of your telecommunications system by an unauthorized party (for example, a person who is not a
corporate employee, agent, subcontractor, or is not working on your company's behalf). Be aware that there can be a risk of Toll
Fraud associated with your system and that, if Toll Fraud occurs, it can result in substantial additional charges for you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vaya Toll Fraud intervention
If you suspect that you are being victimized by Toll Fraud and you need technical assistance or support, call Technical Service Center
Toll Fraud Intervention Hotline at +1-800-643-2353 fo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additional support telephone numbers,
see the Avaya Support website: http://support.avaya.com. Suspected security vulnerabilities with Avaya products should be reported
to Avaya by sending mail to: securityalerts@avaya.com.

Trademarks
The trademarks, logos and service marks (“Marks”) displayed in this site, the Documentation and Product(s) provided by Avaya are
the registered or unregistered Marks of Avaya, its affiliates, or other third parties. Users are not permitted to use such Marks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Avaya or such third party which may own the Mark. Nothing contained in this site, the Documentation and
Product(s) should be construed as granting,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ny license or right in and to the Mark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Avaya or the applicable third party.
Avaya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vaya Inc.
All non-Avaya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Linux® is the registered trademark of Linus Torvald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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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ing Documentation
For the most current versions of Documentation, see the Avaya Support website: http://support.avaya.com.

Contact Avaya Support
See the Avaya Support website: http://support.avaya.com for product notices and articles, or to report a problem with your Avaya
product. For a list of support telephone numbers and contact addresses, go to the Avaya Support website: http://support.avaya.com,
scroll to the bottom of the page, and select Contact Avaya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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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1. 소개
이  안내서는  IP Office Essential Edition, Preferred Edition, Advanced Edition 또는  Server Edition 모드에
서  실행되는  Avaya IP Office 전화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1608 및  1616 전화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1616 전화기 1608 전화기  

1.1 중요한  보안  정보
· ! 경고 : 이  핸드셋은  금속  핀이나  철사  침과  같은  작은  금속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 

· 전원  서지 , EFT 또는  ESD 중에는  통화가  끊길  수  있습니다 . 전원  서지 , EFT 또는  ESD 후에는  전화가  정
상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

· Avaya 전화기와  가까운  곳에서  핸드폰 , 휴대폰  및  GSM 전화  또는  양방향  라디오를  사용하면  간섭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전화기를  외부  전기  통신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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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8 전화기
아래  다이어그램은  1608 전화기의  주요  기능을  보여줍니다 . 

· 이  전화기에는  8개의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이  있습니다 . 

· 기본적으로  처음  3개의  버튼은  걸고  받는  전화에  대한  표시  버튼으로  사용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표시  버튼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표시  버튼으로  구성되지  않은  버튼은  다양한  전화  시스템  기능을  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를  기능
버튼이라고  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제한된  수의  기능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전화
기  자체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전화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위치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는  내장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 똑바로  세운  위치에서  사용할  경우 ,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핸드셋에  보다  튼튼한  손잡이가  필
요한  경우  핸드셋용  이어폰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고정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 전화기에는  핸즈프리  스피커폰과  같은  작업용으로  핸즈프리  스피커  및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스피
커는  핸드셋  아래에  있습니다 . 마이크는  키패드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

· 전화기에는  전화기  헤드셋  연결용  헤드셋  소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1608 및  1616 전화기는  IP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  시스템에  연결되므로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P 전화기  기능 을  참조하십시오 . 

1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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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08 전화기

1.3 '16 전화기
아래  다이어그램은  1616 전화기의  주요  기능을  보여줍니다 . 

· 표시  각도는  최적의  보기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이  전화기에는  16개의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이  있습니다 . 

· 또한  이  전화기는  최대  3개의  추가  기능  BM32 버튼  모듈을  지원하며  각  모듈에서는  32개의  추가  버튼을
제공합니다 . 

· 기본적으로  처음  3개의  버튼은  걸고  받는  전화에  대한  표시  버튼으로  사용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표시  버튼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표시  버튼으로  구성되지  않은  버튼은  다양한  전화  시스템  기능을  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를  기능
버튼이라고  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제한된  수의  기능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전화
기  자체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전화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위치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는  내장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 똑바로  세운  위치에서  사용할  경우 ,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핸드셋에  보다  튼튼한  손잡이가  필
요한  경우  핸드셋용  이어폰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고정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 전화기에는  핸즈프리  스피커폰과  같은  작업용으로  핸즈프리  스피커  및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스피
커는  핸드셋  아래에  있습니다 . 마이크는  키패드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

· 전화기에는  전화기  헤드셋  연결용  헤드셋  소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1608 및  1616 전화기는  IP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  시스템에  연결되므로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P 전화기  기능 을  참조하십시오 . 

1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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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버튼  모듈
1416 및  1616 전화기는  버튼  모듈이라고  하는  추가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각  버튼  모듈은  전화기에  표시
버튼  및 /또는  기능  버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32개의  버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최대  3개의  버튼  모듈을  전화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단 , 전화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버튼  모듈  수는  전화  시스
템의  다른  전화기에  연결된  버튼  모듈의  총  개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버튼  모듈을  직접  연결하거나  연결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 필요한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처리할  것입니다 .
올바른  순서로  장비를  연결하거나  재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버튼  모듈과  함께  사용할  경우  1616은  개별  전력  공급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PoE(Power over
Ethernet)를  사용하여  전화기와  버튼  모듈을  구동할  수  없습니다 . 

· 1416 전화기에  사용되는  버튼  모듈은  1616 전화기에  사용되는  버튼  모듈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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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버튼  모듈

1.5 전화기  키
전화기에는  다음과  같은  키가  있습니다 .

키 설명

소프트  키  -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3개의  키로 ,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 이  키가  활성화된  경우 ,
기능이  키  위에  있는  텍스트  레이블에  표시됩니다 . 왼쪽  키는  보통  확인  키에  연결됩니다 . 

메시지  - 이  키는  음성  메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전화기의  디스플레이
에  있는  일련의  메뉴를  사용합니다 . 

탐색  키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눌러  목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화살표  아이콘은
목록에서의  사용자  위치를  표시합니다 . 일부  메뉴에서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다
양한  수준의  메뉴에  들어갔다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하위  메뉴에  액세스하는  메뉴  옵션은  이름  뒤
에  있는  ... 점 (줄임표 )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 
일부  메뉴에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및   기호는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  변경할  수
있는  값을  표시합니다 . 

확인  - 확인  키는  보통  화면  아래에  있는  왼쪽  소프트  키가  제공하는  기능과  일치합니다 . 

전화기 /종료  - 이  키는  현재  사용  중인  메뉴를  종료하고  표시  버튼  메뉴으로  되돌아가는  데  사용됩
니다 . 통화  중에  이  키를  사용하여  표시  메뉴에  표시된  옵션을  토글할  수도  있습니다 . 

메뉴  - 이  키는  전화  설정  및  정보용  메뉴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 

연락처  - 이  키는  액세스한  이름  및  전화  번호의  다양한  디렉토리 (개인  및  공유 )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

통화  로그  - 이  키는  가장  최근의  응답  통화 , 부재중  통화  및  발신  통화  녹음을  표시합니다 . 이  버
튼은  새로운  부재중  통화가  있는  경우  켜집니다 .

재발신  - 이  키는  마지막  통화를  재발신하거나  재발신할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통화  목
록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 

보류  - 이  키는  현재  대화  중인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회의  - 이  키는  회의  통화를  시작하고  발신자를  기존  회의에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 

호  전환  - 이  키는  통화를  다른  번호로  호  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끊기  - 활성  통화를  끊으려면  끊기  키를  누릅니다 . 또한  벨이  울리고  있는  통화를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회의  통화  중에  끊기  키를  눌러  회의  통화에서  한  명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 

볼륨  - 볼륨  키에  있는  +(더하기 ) 또는   (빼기 )를  눌러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합니다 . 벨소리 , 핸
드셋 , 헤드셋  및  스피커용으로  개별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헤드셋  - 이  키는  전화기의  헤드셋  소켓에  연결된  헤드셋을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하고  통화를
종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헤드셋을  사용하여  통화에  연결된  경우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 

음소거  - 이  키는  현재  연결된  통화에  말하는  내용을  음소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음소거가  활성
상태인  경우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 

스피커  - 이  키는  전화기의  핸즈프리  스피커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하고  통화를  종
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통화에  핸즈프리로  연결된  경우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 

이러한  키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 

· 표시  키   -
이  버튼은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는  통화를  나타냅니다 . 

· 기능  버튼  - 표시  키로  구성되지  않은  키는  다른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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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화기  받침대
모든  전화기에는  아래에  표시된  전화기  아랫  부분에  클립으로  고정되는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두  가지  위치
가  가능합니다 . 받침대를  부착하면  두  가지  위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화기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받침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받침대가  선택한  위치에  잘  고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작은  플라스틱  고정핀이
전화기  핸드셋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 받침대를  사용하여  전화기를  똑바로  세울  경우 , 이  고정핀  위치를  바꿔  핸
드셋을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 

1416 및  1616 전화기에서  전화기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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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전화기  받침대

1.7 레이블
각  통화  상태  화면  버튼  및  기능  버튼  옆에는  종이  레이블이  있습니다 . 이  레이블을  통해  시스템  관리자가  버튼
에  프로그래밍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레이블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레이블을  제거하거나  빈  레이블  위
에  쓸  수  있습니다 . 인쇄한  레이블은  전화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

1.8 IP 전화기  기능 (1608 및  1616)
1608 및  1616 전화기는  IP 연결을  사용하는  전화  시스템에  연결되며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 

· 이  전화기는 10/100 이더넷  연결을  사용하여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 

· 전화기에는  전화기와  동일한  연결을  통해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100 이더
넷  포트를  통과하는  P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이  포트를  사용  안  함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전화기는  PoE(Power over Ethernet)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
니다 . 기타의  경우에는  전화기에  고유한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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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본  전화기  메뉴
기본  메뉴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전화기  키를  사용하여  기본  메뉴  간에  이동할  수  있습
니다 . 통화  경고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통화  중에도  메뉴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태  및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이  키를  눌러  통화  상태  화면  메뉴에서  기본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메뉴
유휴  

 

활성  

 

이  메뉴는  표시  기능을  위해  구성된   버튼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
니다 . 이  버튼은  일반적으로  전화기에  있는  처음  3개의  버튼이며  시스템
관리자가  추가  버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각  버튼의  세부  정보  전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현재  진행  중인  버튼에는  연결된  통화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유휴  상태인  버튼에는  버튼에  대한  기본  레이블과  다른  기본  메뉴에  액세
스하기  위한  소프트  키  레이블도  표시됩니다 . 

표시  버튼으로  구성되지  않은  버튼은  기능  버튼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상태  메뉴

 

상태  메뉴는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특별한  통화  라우팅  기능을  활
성화한  경우  표시됩니다 . 예를  들어 , 방해  금지가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 

또한  시스템  관리자가  헌트  그룹  멤버십  상태를  변경하거나  헌트  그룹의
서비스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표시됩니다 . 

메뉴  옵션  요약은  상태  메뉴  다이어그램 에  표시됩니다 . 

기능  메뉴

 

기능  메뉴는  다양한  사용자  설정에  액세스하고  설정을  구성하는  데  사용
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  중  일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전화  시스템에  저장된  설정이며 , 다른  전화기에  로
그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옵션  요약은  기능  메뉴  다이어그램 에  표시됩니다 . 

버튼  기능  메뉴

 

시스템  관리자가  표시  버튼으로  구성하지  않은   버튼은  다른  특수  기능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  기능에는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단 , 기능
메뉴 (기능  소프트  키를  누르고  버튼  기능을  선택 )의  버튼  기능  섹션을  통
해서도  버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위로  및  아래로   화
살표  키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된  버튼  전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연
결된  버튼에서  빨간색  램프가  잠시  깜빡거립니다 . 

각  버튼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 단 , 자체  설정
메뉴 를  사용하여  작업을  선택하고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123

172

16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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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전환

통화에  연결된  상태에서도  다른  기본  메뉴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  키를  눌러  일반  표시  메뉴
또는  액세스  가능한  다른  메뉴를  표시하는  메뉴  간에  전환합니다 . 

또한   왼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표시  메뉴 , 기능  메뉴  및  버튼  기능  메뉴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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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타  메뉴
기본  전화기  메뉴  이외에 , 특정한  키를  눌러  액세스  가능한  여러  가지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 

 - 재발신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최근의  발신  통화가  최대  10건
포함된  목록이  표시됩니다 . 

메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번호로  재발신하도록  전
화기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 A 메뉴

 

  메뉴  키를  눌러  다양한  전화  설정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에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는  사용자에  따라  변경되는  사용자  설정이  아니
라  주로  전화기에  저장된  설정입니다 . 

이  전화기  A 메뉴  다이어그램 에  메뉴  옵션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
다 . 

 - 연락처 /디렉토리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및  번호를  표시합니다 . 

디렉토리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저장한  이름 , 사용자  본인만  사
용하도록  저장한  이름 , 전화  시스템에  있는  모든  다른  사용자  및  그룹의
이름과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메뉴  다이어그램에  메뉴  옵션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 

 - 통화  로그  메뉴

 

이  메뉴에는   통화  로그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표시되는  통화  로그는
전화  시스템에  저장된  통화  로그입니다 . 이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전화기
에  로그인한  경우  통화  로그가  사용자를  따라  이동합니다 . 

통화  로그에는  가장  최근의  응답  통화  10건 ,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
및  가장  최근의  부재중  통화  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 , 멤버로  소속된  헌트  그룹의  부재중  통화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로그  메뉴  다이어그램에  메뉴  옵션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 

 - 비주얼  음성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는  음성  메일  시스템에
액세스한  다음  음성  메일  사서함에  있는  메시지를  재생하고 , 메시지를  녹
음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며  다양한  사서함  설정을  변경하는  데  사
용됩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  다이어그램 에  메뉴  옵션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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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전화기  상태  문자
화면  왼쪽  맨  위에  표시되는  일련의  문자는  다양한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 

· B = 차단됨  
시스템  관리자가  발신  통화  차단  상태로  사용자를  설정한  경우 , 전화기  화면에  B가  표시됩니다 . 이  설정
이  적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선  전화만  걸  수  있습니다 . 

· D = 통화  전환 (착신  전환 ) 
무조건  착신  전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화기  화면에  D가  표시됩니다 . 

· G = 그룹  멤버 (그룹  내 )
헌트  그룹의  멤버로  구성되었으며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G가  표시됩니다 .
이  경우 , 사용자가  헌트  그룹에  걸려  오는  통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N = 통화  내역  없음 (방해  금지 ) 
방해  금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N이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 O = 서비스  불가능  
그룹의  멤버로서  야간  서비스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O가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
다 . 이  모드에서  해당  그룹에  걸려오는  통화는  설정된  대체  번호로  전환되거나  기타의  경우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전환됩니다 . 

· T = 트위닝됨  
전화기와  내부에서  트위닝된  경우  전화기  화면에  T가  표시됩니다 . 전화가  걸려오면  두  대의  전화기  모두
에  경보를  보내며  이  중에서  한  대의  전화기를  통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R = 복원  
전화기가  복원  모드에서  작동  중인  경우  전화기  화면에  R이  표시됩니다 . 전화기가  등록된  전화  시스템  및
현재  전화기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모드가  사용됩니다 . 이  모드에
서  일부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화는  다른  방법으로  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 

· S = 시스템  경보  
사용자가  시스템  관리자로  구성된  경우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있는  S는  시스템  경보 를  표시합니다 . 160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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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표시  버튼 /메뉴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  및  다른  사용자가  걸고  받은  받은  전화를  표시합니다 . 이  버튼
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합니다 . 일반적으로  처음  3개의  버튼이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며  추가  버튼을  표시  버
튼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할  수  있는  표시  키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

· 통화  상태  화면  버튼  
일반적인  전화기  통화를  나타냅니다 . 보유한  각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
습니다 . 기본적으로 , 3개의  통화  상태  화면  키가  있으며  다른  표시  키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브리지된  표시  버튼  
이  표시  키는  각각  다른  사용자의  특정  통화  상태  화면  키와  일치합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통
화  상태  화면에  있는  다른  사용자  통화에  응답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픽업할  수  있는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 통화  처리  버튼  
이  표시  키는  다른  사용자를  나타냅니다 . 다른  사용자에게  응답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통
화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용자에  대한  통화  처리  키가  경고를  보내기  시작하며  이  키를  사용하여  통화에  응
답할  수  있습니다 . 

· 회선  표시  버튼  
전화  시스템에  특정  전화  회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여  회선을  사용하는  전화
를  걸거나  해당  회선에  있는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용자는  동일한  회선을  나타내는  회선  표
시  키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의  디스플레이와  키  램프는  이  회선을  사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  경우를  표시합니다 . 

표시  버튼  디스플레이 /메뉴
유휴  

 

활성  

 

이  메뉴는  표시  기능을  위해  구성된   버튼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
니다 . 이  버튼은  일반적으로  전화기에  있는  처음  3개의  버튼이며  시스템
관리자가  추가  버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각  버튼의  세부  정보  전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현재  진행  중인  버튼에는  연결된  통화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유휴  상태인  버튼에는  버튼에  대한  기본  레이블과  다른  기본  메뉴에  액세
스하기  위한  소프트  키  레이블도  표시됩니다 . 

표시  버튼으로  구성되지  않은  버튼은  기능  버튼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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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표시  버튼 /메뉴

1.12.1 표시  메뉴  사용
이  아이콘은  현재  표시된  표시  버튼에  통화  상태를  표시할  때  나타납니다 . 

1.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각  표시  버튼에  있는  현재  통화의  세부  정보  전체를  스크롤합
니다 . 

2. 현재  표시  버튼에  통화가  있는  경우 , 아이콘은  통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 

· 경고  
통화가  전화기에  경고를  보냅니다 . 

·  연결됨  
현재  대화  중인  통화에  연결되었습니다 . 

·  보류  중  
통화가  보류  중입니다 . 

·  다른  곳에서  보류됨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한  다른  사람이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
습니다 . 

· 회의  
회의  통화  중입니다 . 

3.  >> 왼쪽  하단의  양방향  화살표는  통화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  키  옵션 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입
니다 . 이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르고  필요한  기능을  선택합니다 . 

32



1608/1616 User Page 22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1.12.2 통화  상태  화면  버튼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기에  걸려오는  통화  및  전화기에서  거는  통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을  사용하면  여러  통화에  응답하고  전화를  걸고 , 통화  간  전환이  가능하며  다른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사용  중인  경우 , 사용자  번호로  걸려오는  추가  통화는  설정된  통화  중  착신  전환  설
정을  따르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이동합니다 . 

통화  상태  화면  버튼  램프
다음  램프  상태는  통화  상태  화면  버튼으로  구성할  표시  버튼에서  사용됩니다 . 

버튼  램프 상태

빨간색  꺼짐 .
녹색  꺼짐 .

유휴  
통화  상태  화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 

빨간색  켜짐 .
녹색  꺼짐 .

유휴  + 선택됨  
통화  상태  화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선택한  버튼이며  사용자가  오프  후크  상태
가  되면  사용하게  됩니다 .

빨간색  꺼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에서  수신  통화에  대해  경고를  보냅니다 . 벨  울림과  함께  사용
됩니다 . 사용자가  이미  통화  중인  경우  벨이  한  번만  울립니다 .

빨간색  켜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 선택됨  
위와  동일하나  벨  울림  회선  기본  설정에서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버튼입니다 .

빨간색  켜짐 .
녹색  켜짐 .

이  위치에서  사용  중  
사용자가  통화  상태  화면  버튼에서  연결된  통화가  있거나  다이얼  중입니다 .

빨간색  꺼짐 .
녹색  켜짐 .

다른  위치에서  사용  중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을  브리지된  표시에서  사용  중입니다 .

빨간색  꺼짐 .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이  위치에서  보류  중  
이  사용자가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녹색  플래시 .

다른  위치에서  보류  중  
통화  상태  화면과  일치하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의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다
른  사용자가  보류  상태로  설정한  통화  상태  화면에  있는  통화는  전화기  디스플레이가  보
류  통화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결된  램프  상태를  표시합니다 .

빨간색  꺼짐 .
작동하지  않는  녹
색  플래시 .

액세스  불가  
누른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통화가  계속  다이얼  중이고  벨이  울리거나  브리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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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상태  화면  버튼  디스플레이

유휴  
전화를  걸거나  수신  통화를  받는  데  이  통화  상태  화면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 

경고  
이  통화  상태  화면은  수신  통화에  경고를  보냅니다 . >> 양방향  화살표  소프
트  키를  눌러  무시  또는  V M으로  소프트  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신  통화  
이  표시와  함께  전화를  걸었지만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연결됨  
이  표시는  현재  대화  중인  통화를  표시합니다 . 

보류됨  
통화  상태  화면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은  통화를  다른  통화자가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보류  중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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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브리지된  표시  버튼
브리지된  표시  버튼은  다른  사용자의  통화  상태  화면  버튼  중  하나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여  다
른  사용자의  통화  상태  화면  버튼에서  통화에  응답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은  또한  통화  상태  화면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보류  상태에서  재개할  수  있는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 사용자의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경고를  보내는  경우 , 일치하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도  경고를  보냅니다 .
브리지된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자  대신  통화  상태  화면  버튼에서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가  응답하거나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하는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의  경우 , 일치하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
에  통화  상태 (예 : 연결됨 , 보류  중 )가  표시됩니다 . 브리지된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보류  중인  경우  통화를
재개하거나  활성  상태인  경우  통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브리지된  표시  버튼은  Small Community Network 의  다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

브리지된  표시  및 /또는  통화  처리  버튼이  있는  경우 , 해당  버튼  중  하나에  통화  경고가  있을  때  사용할  벨  울림
(처리  벨 ) 유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옵션에는  일반  벨  울림 ,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짧은  벨  울림 ) 또
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처리  벨  설정은  연결된  통화가  아직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진행  중인  통화에
이미  연결된  경우 , 처리  벨이  짧으면  시스템  관리자가  주의  벨  울림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브리지된  표시  버튼  램프
다음  램프  상태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으로  구성한  표시  버튼에서  사용됩니다 . 

버튼  램프 브리지  표시  버튼  상태

빨간색  꺼짐 .
녹색  꺼짐 .

유휴  
브리지된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에서  수신  통화에  대해  경고를  보냅니다 . 벨  울림과  함께  사
용됩니다 . 사용자가  이미  통화  중인  경우  벨이  한  번만  울립니다 .

빨간색  켜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 선택됨  
위와  동일하나  벨  울림  회선  기본  설정에서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버튼입니다 .

빨간색  꺼짐 .
녹색  켜짐 .

다른  위치에서  사용  중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사용  중입니다 .

빨간색  켜짐 .
녹색  켜짐 .

이  위치에서  사용  중  
사용자가  브리지된  표시에서  전화를  걸었거나  응답했거나  브리지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이  위치에서  보류  중  
이  사용자가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녹색  플래시 .

다른  위치에서  보류  중  
해당  통화  상태  화면에  있는  통화를  다른  사용자가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작동하지  않는  녹
색  플래시 .

액세스  불가  
누른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통화가  계속  다이얼  중이고  벨이  울리거나  브리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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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된  표시  버튼  표시

유휴  
기본적으로  브리지된  표시는  사용자  이름과  브리지된  표시와  일치하는  사용
자의  통화  상태  화면  버튼  레이블로  레이블됩니다 . 

사용  중  
브리지된  표시는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이  통화에서  사용  중인  경우  나타
납니다 . 참여  소프트  키가  표시된  경우  소프트  키  또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
을  눌러  회의  통화를  하기  위해  통화에  개입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벨울림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이  응답할  통화에  제공되는  경우  브리지된  표시가
나타납니다 . 일반적으로  전화기에서  단일  벨이  울릴  수  있지만  시스템  관리
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브리지된  표시  버튼을  눌러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걸기  
유휴 (위  내용  참조 ) 상태인  경우 , 브리지된  표시를  눌러  전화를  걸  수  있습니
다 .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은  현재  사용  중이며  다른  사용자가  해당  통화
상태  화면을  눌러  통화에  참여할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 

보류  통화  
다른  사용자가  일치하는  통화  상태  화면의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하는  경
우  브리지된  표시가  보류  통화를  표시합니다 . 픽업  소프트  키  또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을  눌러  보류  통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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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통화  처리  버튼
각  통화  처리  버튼은  전화  시스템의  다른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가  응답
하지  않아  벨이  계속  울리는  통화를  보유한  경우  사용자가  경고를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통화  세부  정보를  확인
하고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처리되는  사용자  설정은  다른  사용자에  대한  통화  처리  버튼에서  경고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의  전화기에
서  벨이  얼마나  오래  울리는지  제어합니다 . 

브리지된  표시  및 /또는  통화  처리  버튼이  있는  경우 , 해당  버튼  중  하나에  통화  경고가  있을  때  사용할  벨  울림
(처리  벨 ) 유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옵션에는  일반  벨  울림 ,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짧은  벨  울림 ) 또
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처리  벨  설정은  연결된  통화가  아직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진행  중인  통화에
이미  연결된  경우 , 처리  벨이  짧으면  시스템  관리자가  주의  벨  울림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통화  처리  버튼  램프
다음  램프  상태는  통화  처리  버튼으로  구성한  표시  버튼에서  사용됩니다 . 

버튼  램프 통화  처리  버튼  상태

빨간색  꺼짐 .
녹색  꺼짐 .

유휴  
버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통화  처리는  처리된  사용자  전화기에서  응답되지  않은  통화에  대해  경고를  보냅니다 .
벨  울림과  함께  사용됩니다 . 사용자가  이미  통화  중인  경우  벨이  한  번만  울립니다 .

빨간색  켜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 선택됨  
위와  동일하나  벨  울림  회선  기본  설정에서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버튼입니다 .

빨간색  켜짐 .
녹색  켜짐 .

이  위치에서  사용  중  
사용자가  처리가  필요한  통화에  응답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이  위치에서  보류  중  
통화  처리  버튼  사용자가  처리된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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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  버튼  디스플레이

유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처리되는  사용자  이름  및  처리가  표시됩니다 . 이
상태에서는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
다 . 

경고  
처리되는  사용자에게  경고  통화가  있는  경우 , 통화  처리  시간에  도달하면  이
통화는  처리되는  사용자용  통화  처리  버튼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 이  버튼을
눌러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됨  
통화  처리  버튼을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하는  경우  이  통화는  사용자  소유가
됩니다 . 

보류  중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한  경우  표시됩니다 . 

보류됨  
다른  내부  사용자로부터  통화가  걸려온  경우  및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한
경우  보류됨  상태가  표시됩니다 . 통화  처리  버튼을  다시  눌러  보류  중인  통
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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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회선  표시  버튼
회선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  연결된  특정  전화  회선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이  회선을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통화의  경우  전화  시스템에서  통화  대상을  결정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일  수  있습니다 . 단 , 회선에  회선
표시  버튼이  있는  경우 , 통화  경고가  있으면  필요  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회선  
사용자에게  연결된  회선에  대한  회선  표시가  있고  통화에  대해  수신  통화  라우팅  대상이  있는  경우 , 특별
한  행동  특성이  통화에  적용됩니다 . 이러한  통화는  회선  표시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버튼에도  경고를  보냅
니다 . 또한  착신  전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회선  표시  버튼  램프
다음  램프  상태는  회선  표시  버튼으로  구성한  표시  버튼에서  사용됩니다 . 

버튼  램프 회선  표시  버튼  상태

빨간색  꺼짐 . 
녹색  꺼짐 . 

유휴  
연결된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빨간색  켜짐 .
녹색  꺼짐 .

유휴  + 선택됨  
연결된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버튼을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상태입니다 . 

빨간색  꺼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수신  통화  라우팅  대상에서  이  회선의  벨이  울립니다 . 벨  울림과  함께  사용됩니다 . 사용
자가  이미  통화  중인  경우  벨이  한  번만  울립니다 .

빨간색  켜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경고  + 선택됨  
위와  동일하나  벨  울림  회선  기본  설정에서  사용자가  현재  선택한  버튼입니다 .

빨간색  꺼짐 .
녹색  켜짐 .

다른  위치에서  사용  중  
회선이  사용  중입니다 .

빨간색  켜짐 .
녹색  켜짐 .

이  위치에서  사용  중  
사용자가  회선에  응답했으며  전화를  걸었거나  회선에서  통화에  브리지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이  위치에서  보류  중  
이  사용자가  회선에서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녹색  플래시 .

다른  위치에서  보류  중  
다른  표시  버튼  사용자가  회선에서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

빨간색  꺼짐 .
작동하지  않는  녹
색  플래시 .

액세스  불가  
누른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통화가  계속  다이얼  중이거나 , 전화  벨이  울리고  있거
나 , 라우팅  중이거나  브리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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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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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걸기
아직  통화  중이  아닌  경우  번호를  다이얼하기만  하면  됩니다 . 빨간색  램프로  표시된  현재  선택한  표시  버튼이  통
화에  사용됩니다 . 

또는  특정  표시  버튼을  눌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Dir 소프트  키를  눌러  디렉토리에서  번
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다이얼하는  번호가  전화  시스템의  사용자  또는  그룹과  일치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룹의  디렉토리  이름이  표
시되며  통화에서  대상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 

이  통화가  사용자에게  발신되었으며  응답이  없는  경우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눌러  추가  옵션에  액세스
합니다 . 예를  들어 , 콜백을  설정하려면  자동  콜백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통화가  외부용이며  외부  회선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회선  대기  중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  화면은  통화가  대상  또는  발신  회선에  연결된  경우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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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2.1 일괄  전화  걸기
기본적으로  전화기에  있는  번호로  다이얼하면  전화기는  즉시  전화  시스템에  연결되고  다이얼한  숫자를  전화  시
스템에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 이미  다이얼한  숫자는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  외에는  수정할  수  없
습니다 . 전화  걸기를  너무  오래  일시  중지하면  전화기  시스템에서  전화  걸기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금까
지  전화  걸기를  완료한  숫자만을  사용하여  통화에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 

일괄  전화  걸기를  사용하면  번호를  다이얼할  전화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전에  전화기  디스플레이에서  다이얼할
번호를  구성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  메뉴에서  전화를  걸  때  기존  전화  걸기  또는  일괄  전화  걸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
택한  설정은  일괄  전화  걸기를  지원하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적용됩니다 . 

일괄  모드를  사용하여  번호로  전화  걸기
1. 전화기에  연결된  통화가  없는  경우  전화를  겁니다 . 전화를  걸기  전에  핸드셋을  들어  올리거나  헤드셋  또
는  스피커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 

2. 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를  건  이전  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필요에  따라  번호  수정을  완료한  경우  전화를  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핸드셋을  사용하여  통화하려면  핸드셋을  들어  올립니다 . 

· 통화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  전화기의  기본  핸즈프리  오디오  경로 (스피커  또는  헤드셋 )
를  사용하여  통화를  시작합니다 . 또한  유휴  통화  상태  화면  중  하나를  눌러  해당  표시를  사용하여  전
화를  걸  수  있습니다 . 

· 전화기에  연결된  헤드셋에서  통화를  시작하려면  헤드셋  버튼을  누릅니다 . 

· 전화기의  핸즈프리  스피커에서  통화를  시작하려면  스피커  버튼을  누릅니다 . 

일괄  전화  걸기  사용 /사용  안  함
전화기의  기능  메뉴를  통해  일괄  전화  걸기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일괄  다이얼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표시된  소프트  키를  사용합니다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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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화  소프트  키  옵션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통화  중인  경우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액세스  가능한  추가
옵션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 이  옵션은  통화  유형  및  사용  가능한  시스템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 

· 계정  
통화에  연결된  계정  코드를  입력합니다 . 

· 응답  
호출  통화를  일반  통화로  전환하여  통화에  응답합니다 . 

· 자동  콜백  
사용자가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하지  않은  대상  사용자에게  자동  콜백을  설정합니다 . 다음에  이  사용자가
통화를  종료하면  전화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며  응답한  경우 , 응답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
화를  겁니다 . 

· 완료  
보류  통화  호  전환을  완료합니다 . 또한  취소  옵션이  표시되면  호  전환  시도가  종료됩니다 . 

· 디렉토리  
이름별로  번호를  선택하기  위해  디렉토리에  액세스합니다 . 

· 끊기  
통화를  종료합니다 . 

· 무시  
현재  경고가  울리는  통화의  벨소리를  끕니다 . 통화에  응답하거나  음성  메일로  이동할  때까지  통화에서  경
고가  계속  표시됩니다 . 

· 픽업  
보류  중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통화에  응답합니다 . 

· V M 
음성  메일로  경고  통화를  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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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통화  소프트  키  옵션

2.3 연락처  목록에서  전화  걸기
모든  디렉토리  연락처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대상  번호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예 : 호  전환  중 ) 대부
분의  전화기  기능에서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1. 연락처  디렉토리에  액세스하려면

a.   연락처  키를  누릅니다 . 디렉토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 

b.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표시할  디렉토리  항목  유형을  선택합니다 . 

· 모두  
모든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 외부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전화  통신  시스템에  저장된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 그룹  
전화  시스템에  있는  헌트  그룹의  이름  및  번호입니다 . 

· 사용자  
전화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이름  및  번호입니다 . 

· 개인  
고유한  개인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c. 목록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디렉토리  항목을  표시하거나  이름  다이얼링을  시작하여  일치하는  항목
만  표시합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일치하는  항목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다양한  디렉토리  선
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작으로  되돌아가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필요한  항목이  표시되는  경우  통화를  누릅니다 .

3. 일반적인  다이얼  통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 

2.4 통화  로그에서  전화  걸기
통화  로그를  사용하여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에  포함된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통화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눌러  통화  녹음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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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전  번호로  재발신
전화기의   재발신  키는  재발신  모드  설정 에  설정된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목록  모드
전화기의  재발신  모드 가  목록으로  설정된  경우  이  재발신  방법이  사용됩니다 . 

1. 재발신  목록에  액세스합니다 . 

a.  재발신  키를  누릅니다 . 발신  통화  목록이  표시됩니다 . 

b.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통화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눌러  통화  녹음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3. 일반적인  다이얼  통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 

단일  번호  모드
전화기의  재발신  모드 가  1개로  설정된  경우  이  재발신  방법이  사용됩니다 . 

1.  재발신  키를  누릅니다 .

2. 개인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번호로  재발신됩니다 . 

3. 일반적인  다이얼  통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 

2.6 호출  전화  걸기
호출  전화를  걸려면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한  호출  약식  코드  또는  호출  기능  버튼 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
니다 . 

전화  걸기  약식  코드  또는  호출  버튼이  번호와  함께  사전  구성된  경우 , 해당  번호의  사용자  또는  그룹이  가능한
경우  호출됩니다 . 

전화  걸기  약식  코드는  다이얼할  때  호출할  사용자  또는  그룹  번호를  수락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와  유사
하게  호출  버튼을  다음과  같이  누를  경우  번호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 

2. 호출할  사용자  또는  그룹  번호를  다이얼합니다 . 

3. 전화  걸기가  완료되면  호출  전화가  걸립니다 . 

· 대상이  사용자이고  이미  통화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호출할  수  없습니다 . 대상이  서비스  중이  아니거
나  통화  가능한  멤버가  없는  그룹인  경우  호출할  수  없습니다 . 

기능  버튼
해당  자체  설정  기능 을  사용하여  기능  버튼을  그룹  호출  작업을  사용하는  호출  버튼으로  할당할  수  있습
니다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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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 호출  전화  걸기

2.7 번호  보류
외부  통화에서  사용자  번호를  보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일부  상황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화  회선  제공업체에서  이  옵션을  지원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메뉴  키를  사용하여  보류  번호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현재  설정을  변경하거나  표시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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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통화  볼륨  조정
통화  중인  경우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장치 (핸드셋 , 헤드셋  또는  스피커 )에
대해  볼륨을  각각  조정합니다 . 

1. 통화에  연결된  상태에서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2.9 통화  음소거
통화를  음소거하면  발신자가  사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 단 , 사용자는  발신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
다 . 

· 보류  또는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통화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음소거  설정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 

· 통화  듣기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핸드셋에서  스피커로  전환하면  음소거  설정이  취소됩니다 . 

1. 음소거를  활성화하려면   음소거  키를  누릅니다 . 음소거가  활성  상태인  경우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
다 . 

2. 음소거를  끄려면  이  키를  다시  누릅니다 . 

2.10 통화  종료
·  끊기  키를  사용하여  대화  중인  현재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회의  통화인  경우 , 연결을  끊
을  회의  통화자  선택이  가능한  메뉴가  표시됩니다 . 

· 통화가  전화기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스피커  키에  불이  들어옵니다 . 이  키를  다시  누르면  통화
가  종료됩니다 . 

· 통화가  전화기  헤드셋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헤드셋  키에  불이  들어  옵니다 . 이  키를  다시  누르면  통화
가  종료됩니다 . 

· 통화가  전화기  핸드셋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핸드셋을  다시  놓으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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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응답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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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  응답
  표시  버튼에  있는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램프는  경고  통화를  표시합니다 . 이  램프는  벨  울림  및  메시지
램프  깜빡임과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한  버튼

버튼에  빨간색  램프 ( )도  있는  경우  이  버튼은  이미  선택한  버튼이며  핸드셋을  들어  올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오프  후크로  전환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이러한  경우 , 다음  방식으로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
다 . 

선택한  버튼에서  통화에  응답하려면 :   = 빨간색  켜짐 ,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 . 

1. 발신자와  통화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 벨  울림  소리를  끄려면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무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통화에
서  시각적으로  경고가  계속  표시되며  통화에  응답하거나  통화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 

· 통화를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하려면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V M으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핸드셋을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하려면  핸드셋을  들어  올립니다 . 

· 핸즈프리로  통화에  응답하려면   스피커  키를  누릅니다 . 

· 헤드셋에서  통화에  응답하려면   헤드셋  키를  누릅니다 . 

·   키를  누르기만  하면  전화기의  오디오  경로  설정에  따라  스피커  또는  헤드셋  중  하나로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2. 녹색  램프에서  느린  깜빡임이  중지됩니다 .  통화에  일단  응답하면  대화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핸드셋을  사용하여  전환하려면  핸드셋을  들어  올립니다 . 

· 핸즈프리로  전환하려면   스피커  키를  누릅니다 . 핸드셋을  사용  중인  경우 , 이제  안전하게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 

· 헤드셋  모드로  전환하려면   헤드셋  키를  누릅니다 . 핸드셋을  사용  중인  경우 , 이제  안전하게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 

· 스피커  또는  헤드셋에서  통화에  응답한  경우  다른  모드를  선택하기  전에  스피커  또는  헤드셋  키를  다
시  누르면  통화가  종료됩니다 . 

·   키  또는  다른  표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통화가  보류  상태로  설정됩니다 . 

다른  전화에  응답하기
느리게  깜빡이는  녹색  플래시가  있는  버튼에는  빨간색  라이트가  없으며  현재  선택한  버튼이  아닙니다 . 이미  다
른  버튼에서  통화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 새  통화에  응답하면  기존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  상태로
설정됩니다 .[ 1 ] 

1.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대기  중인  통화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 벨  울림  소리를  끄려면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무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통화에
서  경고가  계속  표시되며  통화에  응답하거나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 

· 통화를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하려면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V M으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깜빡이는  녹색  표시  버튼 ( )을  눌러  새  통화에  응답하고  기존  통화를  보류  상태로  설정합니다 . 기존  통
화에  이미  사용  중인  대화  모드를  사용하여  새  통화에  응답하게  됩니다 . 

참고
1. 이  안내서에서는  자동  보류를  사용  가능 (기본값 )으로  가정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전체에서  자동
보류를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경우  통화가  보류되는  대신  자동으로  연결이  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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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응답 :  

3.1 음성  메일로  통화  전환
자신에게  걸려온  통화를  직접  음성  메일로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이  통화가  디스플레이에  있는  현재  통화가  아닌  경우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경고  통
화로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 

2.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V M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통화가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3.2 수신  통화  무시
현재  통화  경보의  벨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 가청  벨소리  없이  통화  경보가  계속됩니다 . 

1. 이  통화가  디스플레이에  있는  현재  통화가  아닌  경우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경고  통
화로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 

2.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무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가청  벨소리  없이  통화  경보가  계속됩니다 . 

3.3 호출  통화  응답
진행  중인  다른  통화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전화기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 호출  소리는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들
립니다 . 

1. 호출  통화는  디스플레이에  호출이라는  단어로  표시됩니다 . 

· 호출  통화에  응답하려면   회의  키를  누릅니다 . 

· 또는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응답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통화가  일반  통화로  전환됩니다 . 

3.4 자동  응답
아직  통화  중이  아닌  경우 , 내선  통화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에서  짧은  음이  발생한
이후에  전화기의  오디오  경로  설정 에  설정된  대로  전화기  스피커  또는  헤드셋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화에  연
결됩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내부  자동  응답  옵션을  찾습니다 . 

5.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이  기능은  내부  자동  응답  작업으로  구성된  기능  버튼 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버튼  램프는  내부  자동  응답
이  켜져  있음을  표시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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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화  픽업
픽업은  전화  시스템에서  벨이  울리고  있는  통화에  응답하는  데  사용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 벨이  울리고  있는  통화에  응답하려면  모두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특정  대상에  대해  벨이  울리고  있는  통화에  응답하려면  대상  번호로  다이얼합니다 . 또는  디렉토리  소
프트  키를  눌러  디렉토리에서  대상을  선택합니다 . 

3. 다음  메뉴는  입력한  번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사용자  번호  

· 사용자에  대해  벨이  울리고  있는  통화에  응답하려면  픽업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번호  입력으로  되돌아가려면  지우기  키를  누릅니다 . 

· 헌트  그룹  번호  

· 그룹  멤버에  대해  벨이  울리고  있는  통화에  응답하려면  멤버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이  통화는  헌
트  그룹  통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 

· 헌트  그룹에  대해  벨이  울리고  있는  통화에  응답하려면  그룹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번호  입력으로  되돌아가려면  지우기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통화  픽업 : *30 
전화  시스템에서  벨이  울리는  통화에  응답합니다 . 

· 그룹  통화  픽업 : *31 
멤버로  속해  있는  그룹에  걸려온  벨이  울리는  통화에  응답합니다 . 

· 사용자  통화  픽업 : *32*N# 
사용자의  내선  번호 (N)로  벨이  울리는  통화를  픽업합니다 . 

· 그룹  멤버  통화  픽업 : *53*N# 
그룹의  멤버 (N)에게  벨이  울리는  통화를  픽업합니다 . 반드시  그룹  통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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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신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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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발신
전화기의  재발신  작업은  다음  모드  중  하나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 

· 목록  
이  모드를  선택한  경우  재발신을  누르면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의  메뉴가  표
시됩니다 . 재발신할  통화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1개  
이  모드를  선택한  경우  재발신을  누르면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가  즉시  반복됩니다 .
다른  재발신  기능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전화기에서  사용하는  재발신  모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경우에나 , 재발신  기능은  개인  통화  로그
에  있는  발신  통화  기록을  사용합니다 . 통화  로그에  있는  기록을  삭제한  경우 , 새로운  발신  통화  기록이  개인  통
화  로그에  존재해야  재발신  작업이  수행됩니다 .  

참고
1. 시스템  관리자가  중앙  집중식  통화  로그  사용을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재발신  기능
에  사용된  번호가  전화기에  저장됩니다 . 이  안내서에서는  사용자의  중앙  집중식  통화  로그에  있는  발신
통화  기록을  사용하는  재발신  작업만  다룹니다 . 

4.1 통화  재발신 (단일  모드 )
전화기의  재발신  모드 가  1개로  설정된  경우  이  재발신  방법이  사용됩니다 . 

1.  재발신  키를  누릅니다 .

2. 개인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번호로  재발신됩니다 . 

3. 일반적인  다이얼  통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 

4.2 통화  재발신 (목록  모드 )
전화기의  재발신  모드 가  목록으로  설정된  경우  이  재발신  방법이  사용됩니다 . 

1. 재발신  목록에  액세스합니다 . 

a.  재발신  키를  누릅니다 . 발신  통화  목록이  표시됩니다 . 

b.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통화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눌러  통화  녹음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3. 일반적인  다이얼  통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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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신 : 통화  재발신 (목록  모드 )

4.3 재발신  모드  선택
전화기에서  재발신  목록  또는  마지막  통화  재발신  모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재발신  작업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현재  모드에서  목록  또는  1개가  표시됩니다 . 

· 목록  
이  모드를  선택한  경우  재발신을  누르면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의  메뉴가  표
시됩니다 . 재발신할  통화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1개  
이  모드를  선택한  경우  재발신을  누르면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가  즉시  반복됩니다 .
다른  재발신  기능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6. 변경  소프트  키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모드를  변경합니다 .

7. 필요한  모드가  표시되면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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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화  세부  정보  보기
현재  표시된  통화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1. 재발신  목록에  액세스합니다 . 

a.  재발신  키를  누릅니다 . 발신  통화  목록이  표시됩니다 . 

b.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의  개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세부  정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
다 . 

· 시간  
통화  시간입니다 . 

· 벨  울림  시간  
통화  벨이  울리는  시간  길이입니다 . 

· 이름  
발신자  이름 (알려진  경우 )입니다 . 

· 번호  
발신자  번호 (사용  가능한  경우 )입니다 . 

· 이유  
통화  녹음  유형입니다 . 예 : 응답함 , 발신  또는  부재중 . 

· 수  
동일한  유형 , 이름  및  번호를  지닌  통화가  발생한  횟수입니다 . 가장  최근의  통화  세부  정보만  통화  로
그에  보관됩니다 . 단 , 발신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었거나  받은  경우  통화  수가  표시됩니다 . 

4. 통화  녹음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다음의  소프트  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통화  
통화  녹음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또한  확인  버튼을  눌러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연락처 +  
개인  디렉토리에  이름  및  번호를  추가합니다 . 추가하기  전에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뒤로  
일반  통화  화면으로  되돌아가  다른  통화  녹음을  선택합니다 . 

4.5 연락처에  통화  추가
재발신  목록에  있는  통화  세부  정보를  개인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재발신  목록에  액세스합니다 . 

a.  재발신  키를  누릅니다 . 발신  통화  목록이  표시됩니다 . 

b.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의  개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연락처 +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새  연락처  이름과  번호  세부  정보  간에  전환합니다 . 

5. 전화기  키패드  및  ←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이름  및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6. 필요에  따라  이름  및  번호를  설정한  다음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이름  및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되돌
아가려면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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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보류  및  파크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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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화  보류  및  파크
통화  보류  및  통화  파크는  두  가지  유사한  작업입니다 . 현재  발신자가  보류  상태로  전환되며  가능한  경우  보류
중  음악을  듣게  됩니다 . 아래  표는  통화  파크  또는  통화  보류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 

통화  파크  또는  통화  보류를  사용하는  경우 ... 보류 파크

... 통화가  표시  버튼에  나타납니다 . 예 아니요

... 발신자가  보류  중  음악을  듣습니다 (가능한  경우 ). 예 예

... 약식  코드로  전화를  거는  다른  사용자가  통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아니요 예

... 전화기가  유휴  상태일  때  통화가  자동으로  재통화됩니다 . 예  
기본값은  15
초입니다 .

예  
기본값은  5분
입니다 . 

... 회의  통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아니요

... 통화를  시작하거나  통화를  회의에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아니요

... 통화에  고유한  ID가  할당됩니다 .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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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보류  및  파크 :  

5.1 통화  보류
단일  통화  또는  여러  개의  통화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 보류  통화는  전화를  걸거나  전화에  응답한  표시  버튼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 

· 보류  중인  발신자는  보류  중  음악을  듣게  됩니다 .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보류  중  음악이  없는  경우 , 발신자
는  몇  초마다  두  번의  경고음을  듣게  됩니다 . 

· 두  개  이상의  보류  통화가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보류  통화  및  연결된  통화가  있는  경우 ,  회의  키를
누르면  자신과  통화  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 

중요  - 회의  통화  보류
일반  통화  보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  통화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회의  통화를  보류해도  계속  통화  중인  다른
회의  통화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또한  회의  세부  정보에  회의  통화의  멤버로도  계속  나열됩니다 . 

경고 : 이  설정은  자신의  전화  시스템에서  호스트하는  회의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전화  시스템에서  호스트
하는  회의에  대해  통화를  보류하면  해당  회의에서  시스템의  보류  중  음악이  들릴  수  있습니다 .  

5.1.1 통화  보류

1. 현재  통화를  보류하려면   보류  키  또는  통화의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 

2. 보류  통화는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램프를  사용하는  표시  키 ( )로  나타납니다 . 

3. 보류  중인  발신자는  보류  중  음악을  듣게  됩니다 .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보류  중  음악이  없는  경우 , 발신
자는  몇  초마다  두  번의  경고음을  듣게  됩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할  수  있으며  보류  통화가   아이콘에
표시됩니다 . 

5.1.2 통화  보류  해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류  통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결된  통화가  있는  경우 , 해당  통화가  자
동으로  보류됩니다 . 

1.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램프 ( )가  있는  표시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하면  보류  통화가   아이콘으로  나타납
니다 . 

·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를  수  있습니다 .

· 픽업  소프트  키를  눌러  통화  보류를  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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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통화  간  전환
통화가  보류  중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 )표시  버튼 )인  상태에서  다른  통화에  연결 (빨간색  및  녹색 ( )표시  버
튼 )된  경우  보류  통화의  표시  버튼을  눌러  통화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  상태로  설
정되며  이전  보류  통화에  연결됩니다 . 

호  전환 을  수행하기  위해  통화를  보류  상태로  전환하는  경우 , 이  통화는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로  간주되
며  빠르게  깜빡이는  빨간색  및  녹색  표시  버튼으로  표시됩니다 .  단일  표시  버튼 (또는  아이콘 )만  사용하는  전화
기에  통화의  애플리케이션  회선에  대한  통화  정보  앞에  "보류  중  호전환 "이  표시됩니다 .

5.1.4 보류  통화  호  전환
이미  보류  중인  통화와  연결된  통화가  있는  경우 , 회의를  시작하여  보류  중인  통화와  이  통화를  연결할  수  있습

니다 .  회의  키를  누릅니다 . 현재  통화  및  보류  통화가  연결됩니다 . 이제  회의에서  본인의  연결  끊기 가  가
능합니다 . 

참고 : 회의에서  유일한  내부  사용자인  경우 , 전화  시스템  구성에  따라  사용자  본인의  연결을  끊으면  회의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55 47

60



1608/1616 User Page 49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통화  보류  및  파크 : 통화  보류

5.2 통화  파크
통화  파크는  통화  보류와  유사합니다 . 단 , 파크된  통화는  전화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자가  파크  취소할  수  있습니
다 . 파크된  각  통화에는  번호가  제공됩니다 . 기본적으로 , 이  번호는  내선  번호에  숫자를  더  한  것입니다 . 

통화가  너무  오랫  동안  파크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파크한  통화가  사용자의  전화기로  반송됩니다 (유휴  시 ). 기본
반송  지연  시간은  5분입니다 . 이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시스템  지연  시간이며  시스템  관리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반송된  통화는  착신  전환이나  방해  금지  설정을  무시합니다 . 

통화  파크  작업에  설정된  기능  버튼 은  통화를  파크  및  파크  취소하고  파크된  통화를  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통화  파크 : *37*N# 
 N 대신  다이얼한  파크  번호를  사용하여  보류  통화를  파크합니다 . 

· 통화  파크  취소 : *38*N# 
파크  번호  N을  사용하여  파크된  통화를  파크  취소합니다 . 

12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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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메뉴를  사용하여  파크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파크로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통화를  파크하고  파크된  통화  표시를  자신의  전화기  또는  다른  전화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다음  파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여기에  파크  
여기에  파크가  표시된  상태에서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
다 . 

· 다른  사용자에게  파크  

·  다른  사용자에게  파크가  표시된  상태에서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 대상  사용자의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 또는  Dir 소프트  키를  눌러  디렉토리를  사용 합니다 . 

· 완료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5.2.2 파크  취소 (기능  메뉴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파크로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파크된  통화가  있는  경우  나열됩니
다 . 

5.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파크된  통화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6. 특정  통화를  파크  취소하려면  통화  픽업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5.2.3 파크  취소 (상태  메뉴 )
파크된  통화가  전화  시스템에서  파크되고  다른  사용자가  파크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파크된  통화  표시가  특정  내
선에  전송됩니다 . 전화기에  파크된  통화가  있는  경우 , 상태  메뉴를  사용하여  통화를  확인하고  파크  취소할  수  있
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파크된  통화가  있는  경우  파크  옵션이  표시됩니다 . 내선에  통화를  파크하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이  표시되
지  않습니다 . 

3.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파크된  통화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5. 특정  통화를  파크  취소하려면  통화  픽업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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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보류  및  파크 : 통화  파크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5.2.4 파크  및  호출
이  파크  통화  방법은  전화  시스템에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전화기에  파크  및  호출  버튼을  추가해야  합니다 . 버튼  기능 을  참조하십시오 .

파크  및  호출  시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내선  번호  역할을  하는  일련의  파크  슬롯  번호를  사용합니다 . 파크  슬
롯  중  하나로  통화를  파크하는  경우 , 시스템  사용자는  해당  파크  슬롯  번호로  다이얼하여  통화를  파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호출을  위해  최대  3개의  헌트  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통화를  파크하는  경우 , 사용된  파
크  슬롯  번호가  표시된  후  전화기에  호출용  옵션이  표시됩니다 . 

파크  및  호출을  사용하여  파크된  통화는  전화기의  상태  메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단 , 통화가  너무  오랫  동안
파크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파크한  통화가  사용자  전화기로  재통화됩니다 . 

전화기에  파크  및  호출을  위해  구성된  파크  슬롯  번호와  일치하는  통화  파크  버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이
버튼을  사용하여  통화를  파크 /파크  취소하고  통화가  해당  파크  슬롯에서  파크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
다 . 단 , 통화를  파크할  때  사용할  경우  전화기에  호출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파크  및  호출을  사용하여  통화를  파크하려면
1. 전화기의  파크  및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 통화가  파크되며  통화를  파크  취소하는  데  필요한  파크된  슬롯  번
호가  표시됩니다 . 

2. 파크된  통화의  호출  안내  메시지를  작성하려면  호출을  누릅니다 . 안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으려면  나가
기를  누릅니다 .

3. 호출할  사용자  또는  헌트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사전  구성된  헌트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2. 호출할  사용자  또는  헌트  그룹의  내선  번호로  다이얼한  다음  완료를  누릅니다 . 

3. *를  다이얼한  다음  디렉토리를  누릅니다 . 디렉토리에서  필요한  사용자  또는  헌트  그룹을  선택하고  호
출을  누릅니다 .

통화를  파크  취소하려면
1. 파크된  통화에  할당된  파크  슬롯  번호로  다이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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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화  호  전환
모든  현재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통화를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호  전환  키를  누릅니다 . 현재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  상태가  됩니다 . 

2. 호  전환할  번호를  다이얼합니다 . 또는  디렉토리를  눌러  디렉토리에서  대상을  선택 하거나  가능한  경우
재발신  옵션을  사용합니다 . 

· 호  전환을  완료하려면   호  전환  키  또는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통화  벨이  계속  울리는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통화  벨이  계속  울리는  동안  통화를  호  전환하는  것을  감독안된  호  전환이라고  합니다 . 

· 통화  벨이  종료된  후에  통화를  호  전환하는  것을  감독된  호  전환이라고  합니다 .  

· 호  전환  대상이  응답하지  않거나  통화에  응답한  이후  통화를  수락하지  않으려는  경우 , 취소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3. 호  전환을  완료하려면   호  전환  키  또는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호  전환  대상이  응답하지  않거나
통화를  수락하지  않으려는  경우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참고
· 통화  및  버튼  상태  표시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에  대한  상태  표시는  표준  보류  통화에  사용되는  상태  표시와  다릅니다 .

· 이중  램프  버튼이  있는  전화기에서  버튼이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를  표시하는  경우 , 녹색  및  빨간
색  램프가  빠르게  깜빡 (떨림 )입니다 . 

· 단일  램프  버튼  또는  상태  아이콘이  있는  전화기에서  호전환 :은  버튼  이름이  아닌  발신자  ID 정보  앞
에  표시됩니다 . 예를  들어  호전환 :Extn299는  a = Extn299 대신  표시됩니다 .

·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가  강조  표시될  때  표시되는  통화  상태  정보는  보류  중  대신  보류  중  호전환
으로  접두사가  붙습니다 .

· 통화  간  전환  
연결된  통화를  기존의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로  전환하면  연결된  통화가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상태가
됩니다 . 

6.1 음성  메일로  호  전환
비주얼  음성  모드로  설정된  경우   키를  사용하여  현재  통화를  다른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음성  메일  사서함으
로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에  연결된  상태에서   키를  누릅니다 . 통화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계속  통화할  수  있습니다 . 

2. 통화를  호  전환할  사용자  또는  그룹의  내선  번호를  다이얼합니다 . 

3. 번호가  사용자  또는  그룹과  일치하는  경우  이름이  표시됩니다 . 

· 통화를  사용자에게  또는  그룹  사서함에  호  전환하려면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발신자는  몇  초  동
안  벨  울림  소리를  들은  다음  사서함  인사말을  듣습니다 . 

· 호  전환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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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보류  통화  호  전환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통화  호  전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1.  여러  통화를  보류  중이며  연결된  통화를  보류  통화  중  하나로  호  전환하려는  경우 ,

·  호  전환  소프트  키를  누르고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원하는  통화  상태  화면을  선
택합니다 . 조건이  충족된  경우 , 다른  보류  통화가  보류  상태인  동안  완료를  눌러  통화를  호  전환합니
다 .

2.  통화를  보류했으나  현재  통화를  새  대상에  연결하려는  경우 , 

·  호  전환  소프트  키를  누르고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대상을  입력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 또
는  디렉토리를  눌러  디렉토리에서  대상을  선택 하거나  가능한  경우  재발신  옵션을  사용합니다 .

3.  대상  통화에  연결되었으나  호  전환을  완료하기  전에  원래  통화를  다시  참조하려는  경우 , 

· 대상  통화를  시나리오  #2와  같이  호  전환하려면  완료를  누르지  마십시오 .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을  눌
러  원래  통화 (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 )를  선택합니다 . 이렇게  하면  대상  통화가  '보류  중  호  전환  보
류 '로  전환되므로  원래  발신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원래  통화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완료를  눌
러  두  개의  통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호  전환  보류  상태가  아닌  보류  통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
다 . 또한  두  개  이상의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 통화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 

6.3 휴대폰으로  호  전환
휴대폰  트위닝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 , 기능  메뉴  제어를  통해  휴대폰  장치에  통화를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필요한  경우  p 위로  및  아래로  q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호  전환을  강조  표시합니다 . 선택을  누
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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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코드 :  

7. 계정  코드
전화  시스템에  여러  개의  계정  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코드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  또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통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  사용자  또는  일련의  사용자가  통화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 전화를  걸거나  통화  중에  계정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  코드는  시스템의  통화  녹음  출력에  포함됩니
다 . 

· 입력한  계정은  전화  시스템에  저장된  계정과  비교하여  확인됩니다 . 잘못된  코드가  입력된  경우  계정  코드
가  다시  요청됩니다 . 

· 시스템  관리자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려면  계정  코드를  입력하도록  특정  번호  또는  번호  유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시스템  관리자는  외부  전화를  걸기  전에  계정  코드를  입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7.1 계정  코드  강제  입력
시스템  관리자는  특정  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려면  계정  코드를  입력하도록  특정  번호  또는  번호  유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1.계정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계정  입력이  표시됩니다 .

2.사용하려는  계정  코드를  입력합니다 . 

3.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계정  코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계정  다시  입력  메뉴가  표시됩니다 . 

7.2 계정  코드  수동  입력
통화  중에  또는  전화를  걸기  전에  계정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계정  코드는  전화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계정  코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계정  코드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사용하려는  계정  코드를  입력합니다 . 

7.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8. 계정  코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계정  다시  입력  메뉴가  표시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기능  버튼
계정  코드  입력  메뉴에  대한  액세스를  계정  코드  입력  작업을  통해  구성한  기능  버튼 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 이  버튼은  또한  특정  계정  코드로  사전  설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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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통화 :  

8. 회의  통화
여러  개의  회의  통화가  지원되어  시스템  회의  용량인  최대  128개에  도달할  때까지  각  회의  통화에  통화자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 단 , 특정  회의  통화에서는  최대  64명의  통화자가  지원됩니다 . 

회의  리소스는  통화  녹취  및  다른  기능에도  사용되므로  일반  회의  통화에  사용  가능한  회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 

참고 : 회의에서  유일한  내부  사용자인  경우 , 전화  시스템  구성에  따라  사용자  본인의  연결을  끊으면  회의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보류  통화  회의 : *47 
자신과  보류한  통화  간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 

8.1 회의  시작
보류  통화가  아직  없는  경우 , 아래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시나리오에  대
해서는  상황에  맞는  회의 를  참조하십시오 . 

1. 첫  번째  통화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화에  응답합니다 . 

2.  회의  키를  누릅니다 . 현재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  상태가  됩니다 . 

3. 회의에  추가하려는  통화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 

4. 상대방이  통화에  응답하고  참여를  원하면   회의  키를  다시  누르거나  참여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5. 상대방이  통화  참여를  원치  않거나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   끊기를  누른  다음  보류  통화 (빠르게  깜
빡이는  녹색  플래시 )의  표시  키를  누릅니다 . 

회의  통화  관련  참고사항

· 통화  호  전환에  대한  대안으로  회의  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키는  내부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단 , 회의에서  유일한  내부  사용자인  경우 , 자신이  회의  호스트이며  통화에서  본인의  연결을  끊으면  모든
참가자에  대해  회의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

· 보류  통화를  보유한  경우 , 회의  키를  눌러  연결된  통화  및  보류  통화가  포함된  회의를  만듭니다 . 필요하면
통화를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 통화가  있으며  사용자  자신 , 현재  통화  및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 통화가  있는
회의를  수행하려면  회의  키를  눌러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류  통화
는  포함되지  않지만 , 더  많은  통화를  추가 하거나  필요  시  자신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

· 보류  통화에  대해  회의  키를  누르면  해당  통화가  내선의  현재  통화 (경고  또는  연결됨 )에  추가됩니다 .  '보
류  중  호  전환  보류 ' 통화도  이  통화에  추가됩니다 .

8.2 회의에  통화  추가
기존  회의에  통화자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보류  키를  눌러  회의를  보류  상태로  설정합니다 . 이  설정은  서로  계속  통화할  수  있는  다른  회의  통화
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 전화를  걸려면  사용  가능한  표시  키를  누릅니다 . 

3. 회의에  추가하려는  통화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 

4. 상대방이  통화에  응답하고  참여를  원하면   회의  키를  다시  누르거나  참여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5. 상대방이  통화  참여를  원치  않거나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   끊기를  누른  다음  보류  통화 (빠르게  깜
빡이는  녹색  플래시 )의  표시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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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회의  세부  정보  보기
회의  통화에  참여한  통화자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목록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위로  또는  아래로   화살표  키를  누르면  회의  통화가  표시됩니다 . 

2.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회의에서  발신자  목록  전체를  스크롤하려면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 회의에서  표시된  발신자  연결을  끊으려면  끊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끊기  버튼을  눌러도  표시
된  통화자  연결이  끊깁니다 . 

· 발신자를  음소거하려면  강조  표시한  다음  음소거를  누릅니다 .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이  방법을  반복합
니다 .

· 통화  디스플레이로  되돌아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8.4 통화자  연결  끊기 /음소거
사용자  자신을  포함하여  회의  통화에서  통화자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통화자를  음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 

1. 회의  통화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 상세  키를  누르면  회의  세부  정보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메뉴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회의에서  발신자  목록  전체를  스크롤하려면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 회의에서  표시된  발신자  연결을  끊으려면  끊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끊기  버튼을  눌러도  표시
된  통화자  연결이  끊깁니다 . 

· 발신자를  음소거하려면  강조  표시한  다음  음소거를  누릅니다 .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이  방법을  반복합
니다 .

· 통화  디스플레이로  되돌아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참고 : 회의에서  유일한  내부  사용자인  경우 , 전화  시스템  구성에  따라  사용자  본인의  연결을  끊으면  회의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8.5 회의  통화  보류
  보류  키를  사용하여  일반  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  통화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회의  통화의  표시  키
는  빠르게  깜빡이는  녹색  램프를  보여줍니다 . 

회의  통화의  보류를  해제하려면  표시  키를  누릅니다 . 

중요  - 회의  통화  보류
일반  통화  보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  통화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회의  통화를  보류해도  계속  통화  중인  다른
회의  통화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또한  회의  세부  정보에  회의  통화의  멤버로도  계속  나열됩니다 . 

경고 : 이  설정은  자신의  전화  시스템에서  호스트하는  회의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전화  시스템에서  호스트
하는  회의에  대해  통화를  보류하면  해당  회의에서  시스템의  보류  중  음악이  들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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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통화 : 회의  통화  보류

8.6 상황에  맞는  회의
회의  시작  및  회의에  통화  추가 를  위한  시나리오에서는  진행  중인  다른  통화가  없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 전화기에서는  어떤  통화가  회의에  추가되는지  제어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 

이  전화기의  경우 , 회의 (Conf) 또는  회의를  누른  경우  회의할  통화가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현재  강조  표시된  통
화  및  다른  보류  통화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강조  표시된
통화

우선  순위별  기타  상
태

회의 (Conf) 또는  회의를  누른  경우  결과 : 회의  중  통화

현재  통화 보류  통화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연결된  통화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  없음

연결된  통화  및  모든  보류  통화에서  회의
합니다 . 

예 예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

연결된  통화  및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
화에서  회의합니다 . 다른  보류  통화는  영
향을  받지  않습니다 .

예  예

보류  통화 연결된  통화 보류  통화  및  연결된  통화에서  회의합니
다 . 보류  중  호  전환  보류가  포함된  다른
보류  통화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예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

보류  통화  및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
에서  회의합니다 . 모든  다른  보류  통화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예

보류  통화 다른  모든  보류  통화에서  회의합니다 .  예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
화

연결된  통화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에서  연결된  통
화로  회의합니다 . 다른  보류  통화는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

예  예

보류  통화 다른  모든  보류  통화와  함께  보류  중  호
전환  보류  통화에서  회의합니다 .

 예 예

위  사항은  전화기에서  시작한  회의에만  적용됩니다 .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현재  및  보류  통화  회의의  기존  행동
특성은  one-X Portal for IP Office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등의  다른  위치에서  회의를  시작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 

· 현재  강조  표시된  통화  변경  
여러  커서  키가  있는  전화기에서  위로  및  아래로  커서  키를  사용하여  현재  연결된  통화가  있는  경우에도
현재  강조  표시된  통화  상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  전화기에서  화면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커서  버튼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  전화기에서  단일  통화의  세부  정보만  디스플레이에  항상  표시됩니다 . 표시된  통화가  현재  강조  표
시된  통화  상태  화면입니다 . 

5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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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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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헤드셋 /핸즈프리  작업
9.1 헤드셋  작업
전화기  아래에  헤드셋  소켓이  있습니다 . 이  소켓은  HIS 헤드셋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전화기  헤드셋  연결에  적
합합니다 . 

· 현재  대화  중인  연결된  통화가  없는  경우 , 표시  버튼을  눌러  응답된  통화는  전화기의  오디오  경로  설정
에  따라  핸즈프리  또는  헤드셋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결됩니다 . 

· 헤드셋을  통해  대화  중인  통화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 , 표시  버튼을  눌러  다른  통화에  응답하면  헤드
셋을  사용하여  해당  통화에  응답하게  됩니다 . 

헤드셋  사용

헤드셋을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하려면  

1. 헤드셋을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하려면   헤드셋  버튼을  누릅니다 . 헤드셋에서  통화에  연결되어  있는  동
안에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 

헤드셋  통화를  종료하려면  

1. 헤드셋  통화를  종료하려면   헤드셋  버튼을  누릅니다 . 

헤드셋에서  핸드셋으로  전환하려면  
1. 헤드셋에서  핸드셋으로  전환하려면  핸드셋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 

헤드셋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하려면  

1. 헤드셋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하려면   헤드셋  버튼을  누릅니다 . 헤드셋에서  통화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에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

2. 핸드셋을  다시  놓습니다 . 

헤드셋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하려면  
1.  스피커  버튼을  누릅니다 . 핸즈프리  스피커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

핸즈프리에서  헤드셋으로  전환하려면  

1.  헤드셋  버튼을  누릅니다 . 핸즈프리로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
다 . 

헤드셋을  사용하는  동안  통화를  음소거하려면  

1.  음소거  버튼을  누릅니다 . 통화가  음소거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 핸드셋
또는  핸즈프리로  전환하는  경우 , 음소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헤드셋  작업  설정
다음  헤드셋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헤드셋  볼륨  

· 기본  오디오  경로  

· 헤드셋  자동  음량  제어  켜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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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헤드셋  볼륨
헤드셋을  통해  통화  중인  경우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가  헤드셋에  연결된  상태에서 ,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9.1.2 기본  핸즈프리  오디오  경로
기본적으로 , 핸드셋을  들어올리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통화에  응답하는  경우  전화기의  마이크를  통해  말하는  동
안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 

헤드셋을  연결한  경우 , 전화기  행동특성을  변경하여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셋을  통해  오디오가  재생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오디오  경로  옵션을  찾습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9.1.3 자동  음량  제어
AGC(자동  음량  제어 )를  사용하는  경우  전화기는  수신  통화가  큰  볼륨과  작은  볼륨  사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오디오  수준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고급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음량  제어  옵션을  찾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음량  제어를  위해  핸드셋 , 헤드셋  또는  스피커  설정
간에  전환합니다 . 

· 설정을  변경하려면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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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핸즈프리  스피커  작업
전화기에  스피커  및  마이크가  있어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피커는  핸드셋  아래에  있습니
다 . 마이크는  전화기  키패드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 

· 현재  통화  중인  연결된  전화가  없는  경우 , 표시  버튼을  눌러  응답한  통화는  전화기의  오디오  경로  설정
에  따라  핸즈프리  또는  헤드셋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결됩니다 .

· 핸즈프리로  통화  중인  전화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 , 표시  버튼을  눌러  다른  통화에  응답하면  핸즈프
리로  해당  통화에  응답하게  됩니다 . 

회의  전화기
사용자  전화기는  회의실  스피커폰으로  설계된  제품이  아닙니다 . 사용자와  마이크  사이에  장애물  없이  전화기  바
로  앞에  있는  스피커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회의  스피커폰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화기에는  일반적
으로  여러  개의  마이크가  있어  여러  위치에서  오는  소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회
의  스피커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핸즈프리  사용

핸즈프리로  통화에  응답하려면  
1. 핸즈프리로  통화에  응답하려면   스피커  버튼을  누릅니다 . 핸즈프리로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 

핸즈프리  통화를  종료하려면  
1. 핸즈프리  통화를  종료하려면   스피커  버튼을  누릅니다 . 

핸즈프리에서  핸드셋으로  전환하려면  
1. 핸즈프리에서  핸드셋으로  전환하려면  핸드셋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 

핸드셋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하려면  
1. 핸드셋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하려면   스피커  버튼을  누릅니다 . 핸즈프리로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

2. 핸드셋을  다시  놓습니다 . 

핸즈프리에서  헤드셋으로  전환하려면  

1.  헤드셋  버튼을  누릅니다 . 헤드셋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

헤드셋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하려면  
1.  스피커  버튼을  누릅니다 . 핸즈프리로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
다 . 

핸즈프리  사용  중에  통화를  음소거하려면  

1.  음소거  버튼을  누릅니다 . 통화가  음소거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버튼에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 핸드셋
또는  헤드셋으로  전환하는  경우 , 음소거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핸즈프리  작업  설정
다음  핸즈프리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스피커  볼륨  

· 기본  오디오  경로  

· 스피커  자동  음량  제어  켜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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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스피커  볼륨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핸즈프리로  통화  중인  경우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가  스피커에  연결된  상태에서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9.2.2 기본  핸즈프리  오디오  경로
기본적으로 , 핸드셋을  들어올리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통화에  응답하는  경우  전화기의  마이크를  통해  말하는  동
안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 

헤드셋을  연결한  경우 , 전화기  행동특성을  변경하여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셋을  통해  오디오가  재생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오디오  경로  옵션을  찾습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9.2.3 자동  음량  제어
AGC(자동  음량  제어 )를  사용하는  경우  전화기는  수신  통화가  큰  볼륨과  작은  볼륨  사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오디오  수준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고급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음량  제어  옵션을  찾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음량  제어를  위해  핸드셋 , 헤드셋  또는  스피커  설정
간에  전환합니다 . 

· 설정을  변경하려면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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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디렉토리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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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락처 /디렉토리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및  번호를  표시합니다 . 

디렉토리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저장한  이름 , 사용자  본인만  사
용하도록  저장한  이름 , 전화  시스템에  있는  모든  다른  사용자  및  그룹의
이름과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메뉴  다이어그램에  메뉴  옵션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 

디렉토리에  표시된  연락처는  여러  소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 개인  디렉토리  연락처  
이  연락처는  사용자  설정의  일부로  전화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 

· 전화기를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  이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 전화  시스템에  연락처가  저장된  다른  전
화기에  핫  데스크하는  경우 , 개인  연락처도  사용자를  따라  이동합니다 . 

· 최대  100개의  개인  디렉토리  항목을  보유할  수  있으며 [ 2 ] 전화기를  사용하여  이  항목을  추가 ,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의  개인  디렉토리  항목을  추가 ,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연락처  
이  연락처에는  전화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용자가  모두 [ 3 ] 나열됩니다 . 시스템이  IP Office 전화  시스템의
Small Community Network의  일부인  경우 , 다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 

· 그룹  연락처  
이  연락처에는  전화  시스템에  있는  헌트  그룹이  모두  나열됩니다 . 시스템이  IP Office 전화  시스템의
Small Community Network의  일부인  경우 , 시스템  관리자가  네트워크  전체에서  알려지도록  구성한  헌
트  그룹이  포함됩니다 . 

· 외부  연락처  
이  연락처는  모든  전화기  사용자가  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연락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 외부  연락처  중  일부는  시스템  관리자가  전화  시스템  구성에  입력합니다 .[ 1 ] 

· 기타  외부  연락처는  다른  디렉토리  소스에서  전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져옵니다 . 

참고
1.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한  경우  사용자는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  중  일부
를  추가 , 편집  및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참고사항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에  포함된  로컬에서  입력한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에
만  적용됩니다 . 

· 시스템에  가져온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 단 , 로컬  항목이  가져온  항목과  동일한  이름  또는  번호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 가져온  항목은  로컬
항목에  도움이  되도록  버려집니다 . 

2. 각  사용자에게  최대  100개의  개인  디렉토리  항목이  허용되는  반면  시스템  총  용량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
개인  디렉토리  항목을  더  추가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및  헌트  그룹을  외부  디렉토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후에는  이  사용자  및  헌
트  그룹이  디렉토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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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디렉토리 :  

10.1 연락처  세부  정보  보기
1. 연락처  디렉토리에  액세스하려면

a.   연락처  키를  누릅니다 . 디렉토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 

b.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표시할  디렉토리  항목  유형을  선택합니다 . 

· 모두  
모든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 외부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전화  통신  시스템에  저장된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 그룹  
전화  시스템에  있는  헌트  그룹의  이름  및  번호입니다 . 

· 사용자  
전화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이름  및  번호입니다 . 

· 개인  
고유한  개인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c. 목록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디렉토리  항목을  표시하거나  이름  다이얼링을  시작하여  일치하는  항목
만  표시합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일치하는  항목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다양한  디렉토리  선
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작으로  되돌아가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필요한  항목이  표시되면  상세를  눌러  이름  및  번호를  표시합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름  및  번호  간에  전환합니다 . 

4. 사용  가능한  소프트  키  범위는  디렉토리  항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 통화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 뒤로  
디렉토리  목록으로  되돌아갑니다 . 

· 더보기  
연락처가  개인  디렉토리  항목  중  하나인  경우 , 아래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더보기  소프트  키가
표시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설정한  경우  외부  디렉토리  항목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  키가  표시됩니다 . 

· 편집  
이름  및  번호를  편집합니다 . 

· 삭제  
이름  및  번호를  삭제합니다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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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디렉토리에서  전화  걸기
모든  디렉토리  연락처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대상  번호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예 : 호  전환  중 ) 대부
분의  전화기  기능에서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1. 연락처  디렉토리에  액세스하려면

a.   연락처  키를  누릅니다 . 디렉토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 

b.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표시할  디렉토리  항목  유형을  선택합니다 . 

· 모두  
모든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 외부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전화  통신  시스템에  저장된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 그룹  
전화  시스템에  있는  헌트  그룹의  이름  및  번호입니다 . 

· 사용자  
전화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이름  및  번호입니다 . 

· 개인  
고유한  개인  디렉토리  항목입니다 . 

c. 목록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디렉토리  항목을  표시하거나  이름  다이얼링을  시작하여  일치하는  항목
만  표시합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일치하는  항목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다양한  디렉토리  선
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작으로  되돌아가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필요한  항목이  표시되는  경우  통화를  누릅니다 .

3. 일반적인  다이얼  통화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 

10.3 다른  기능용  디렉토리  사용
번호  입력이  필요한  다른  메뉴에서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이름별로  기존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사용  가능한  상태는  메뉴에  있는  디렉토리  소프트  키로  나타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이름은  설정  중인  기능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
어 , 일부  기능의  경우  그룹  이름만  표시되며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자  이름만  표시됩니다 . 

1. 디렉토리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일치하는  항목  목록을  표시하려면  이름을  다이얼하거나  목록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이름을  나열합니다 . 

· 이름  목록을  지우고  입력을  다시  시작하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현재  표시된  이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보려면  상세  키를  누릅니다 .

· 필요한  항목이  표시되면  선택을  누릅니다 .

3. 디렉토리  소프트  키를  선택한  메뉴로  되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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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디렉토리 : 다른  기능용  디렉토리  사용

10.4 새  연락처  추가
전화  시스템  용량이  남아  있는  한 , 최대  100개의  개인  디렉토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  디렉토리  연락처에  액세스하려면  

a.  연락처  키를  누릅니다 . 디렉토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 

b.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개인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 

2. 신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이  메뉴에서  이제  이름  및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번
호와  이름  항목  간에  전환합니다 . 

· 필요에  따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필요에  따라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변경하지  않고  나가려면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참고
1.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한  경우  사용자는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  중  일부
를  추가 , 편집  및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참고사항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에  포함된  로컬에서  입력한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에
만  적용됩니다 . 

· 시스템에  가져온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 단 , 로컬  항목이  가져온  항목과  동일한  이름  또는  번호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 가져온  항목은  로컬
항목에  도움이  되도록  버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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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통화  로그에서  연락처  추가
통화  로그에  표시된  이름  및  번호를  개인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의  개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연락처 +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새  연락처  이름과  번호  세부  정보  간에  전환합니다 . 

5. 전화기  키패드  및  ←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이름  및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6. 필요에  따라  이름  및  번호를  설정한  다음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이름  및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되돌
아가려면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0.4.2 재발신  목록에서  연락처  추가
재발신  목록에  있는  통화  세부  정보를  개인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재발신  목록에  액세스합니다 . 

a.  재발신  키를  누릅니다 . 발신  통화  목록이  표시됩니다 . 

b.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의  개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연락처 +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새  연락처  이름과  번호  세부  정보  간에  전환합니다 . 

5. 전화기  키패드  및  ←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이름  및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6. 필요에  따라  이름  및  번호를  설정한  다음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이름  및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되돌
아가려면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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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디렉토리 : 새  연락처  추가

10.5 연락처  편집
고유한  개인  디렉토리에  있는  연락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  디렉토리  연락처에  액세스하려면  

a.  연락처  키를  누릅니다 . 디렉토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 

b.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개인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 

c. 목록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디렉토리  항목을  표시하거나  이름  다이얼링을  시작하여  일치하는  항목
만  표시합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일치하는  항목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다양한  디렉토리  선
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작으로  되돌아가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필요한  항목을  찾습니다 . 

3.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더보기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이  메뉴에서  이제  이름  및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번
호와  이름  항목  간에  전환합니다 . 

· 필요에  따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필요에  따라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변경하지  않고  나가려면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참고
1.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한  경우  사용자는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  중  일부
를  추가 , 편집  및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참고사항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에  포함된  로컬에서  입력한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에
만  적용됩니다 . 

· 시스템에  가져온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 단 , 로컬  항목이  가져온  항목과  동일한  이름  또는  번호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 가져온  항목은  로컬
항목에  도움이  되도록  버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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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연락처  삭제
고유한  개인  디렉토리에서  연락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  디렉토리  연락처에  액세스하려면  

a.  연락처  키를  누릅니다 . 디렉토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 

b.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개인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 

c. 목록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디렉토리  항목을  표시하거나  이름  다이얼링을  시작하여  일치하는  항목
만  표시합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일치하는  항목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다양한  디렉토리  선
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작으로  되돌아가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필요한  항목을  찾습니다 . 

3.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더보기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삭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참고
1.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한  경우  사용자는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  중  일부
를  추가 , 편집  및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참고사항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에  포함된  로컬에서  입력한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에
만  적용됩니다 . 

· 시스템에  가져온  외부  디렉토리  연락처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 단 , 로컬  항목이  가져온  항목과  동일한  이름  또는  번호를  사용하여  생성된  경우 , 가져온  항목은  로컬
항목에  도움이  되도록  버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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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로그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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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화  로그

 

이  메뉴에는   통화  로그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표시되는  통화  로그는
전화  시스템에  저장된  통화  로그입니다 . 이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전화기
에  로그인한  경우  통화  로그가  사용자를  따라  이동합니다 . 

통화  로그에는  가장  최근의  응답  통화  10건 ,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
및  가장  최근의  부재중  통화  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 , 멤버로  소속된  헌트  그룹의  부재중  통화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로그  메뉴  다이어그램에  메뉴  옵션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 

· 전화  걸기

· 통화  세부  정보  보기

· 녹음  삭제

· 모든  녹음  삭제

· 연락처에  녹음  추가

부재중  통화
부재중  통화는  사용자에게  걸려온  통화  중  응답하지  않은  통화입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표시되었지
만  다른  사람이  응답하거나  음성  메일로  응답한  통화를  로그에  포함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통화  로그에  새로운  부재중  통화가  있는  경우  통화  로그  버튼이  켜집니다 . 통화  로그에서  부재중  통화를  확인한
경우  또는  해당  통화에  대한  녹음이  통화  로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램프가  꺼집니다 . 

부재중  그룹  통화
헌트  그룹의  멤버인  경우 , 시스템  관리자는  또한  부재중  통화  로그에  부재중  헌트  그룹  통화를  포함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헌트  그룹의  경우  전화기  벨이  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 헌트  그룹에  표시되었지만  사용자를
포함하여  멤버  중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부재중  통화로  녹음됩니다 . 

참고
1. 중앙  집중식  통화  로그는  시스템  관리자 가  끌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 통화  로그는  전화기에  한  번  저장
되며  전화기를  재설정하는  경우  로그는  없어집니다 . 이  안내서에서는  IP Office 전화  시스템에  저장된  중
앙  집중식  통화  로그만  다룹니다 . 

2. 다른  유형의  전화기에  있는  통화  로그는  해당  전화기에서  유지관리하는  로컬  통화  로그입니다 . 이  통화
로그는  핫  데스크하는  경우  이동하지  않으며  전화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로그는  없어집니다 . 

3. 재발신  기능에서는  통화  로그에  저장된  발신  통화  녹음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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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로그 :  

11.1 통화  로그  사용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확인을  눌러  현재  표시된  기록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3. 기능  이름  아래에  있는  소프트  키를  눌러  디스플레이  하단  부분에  나열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통화  
현재  표시된  통화  로그  기록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 상세  
현재  통화  로그  기록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개인  디렉토리에
발신자  세부  정보를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 

· 더보기  
사용  가능한  여러  소프트  키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 

· 삭제  
현재  표시된  기록을  삭제합니다 . 

· 모두  삭제  
표시된  현재  기록  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  로그  기록을  삭제합니다 . 

4. 통화  로그에서  나가려면  전화기 /나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 

11.2 통화  로그에서  전화  걸기
통화  로그를  사용하여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에  포함된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통화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눌러  통화  녹음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77

78

80

79

79



1608/1616 User Page 78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11.3 통화  세부  정보  보기
현재  표시된  통화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의  개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세부  정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
다 . 

· 시간  
통화  시간입니다 . 

· 벨  울림  시간  
통화  벨이  울리는  시간  길이입니다 . 

· 이름  
발신자  이름 (알려진  경우 )입니다 . 

· 번호  
발신자  번호 (사용  가능한  경우 )입니다 . 

· 이유  
통화  녹음  유형입니다 . 예 : 응답함 , 발신  또는  부재중 . 

· 수  
동일한  유형 , 이름  및  번호를  지닌  통화가  발생한  횟수입니다 . 가장  최근의  통화  세부  정보만  통화  로
그에  보관됩니다 . 단 , 발신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었거나  받은  경우  통화  수가  표시됩니다 . 

4. 통화  녹음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다음의  소프트  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통화  
통화  녹음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또한  확인  버튼을  눌러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연락처 +  
개인  디렉토리에  이름  및  번호를  추가합니다 . 추가하기  전에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 뒤로  
일반  통화  화면으로  되돌아가  다른  통화  녹음을  선택합니다 . 



1608/1616 User Page 79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통화  로그 : 통화  세부  정보  보기

11.4 녹음  삭제
현재  표시된  통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중  헌트  그룹  통화  기록의  경우 , 동일한  헌트  그룹의  부재중
통화를  확인하도록  구성된  다른  사용자의  통화  로그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더보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삭제  소프트  키를  눌러  현재  표시된  통화  로그  기록을  삭제합니다 . 

11.5 모든  녹음  삭제
통화  로그에서  모든  통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이  작업을  수행하면  현재  표시된  유형  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  로그  기록  유형 (응답함 , 부재중  및  발신 )이  삭제됩니다 . 이  작업에서  개인  통화  기록  및  모든  헌트  그룹  통
화  기록을  삭제합니다 .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더보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모두  삭제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통화  로그  기록을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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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연락처에  녹음  추가
통화  로그에  표시된  이름  및  번호를  개인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  로그에  액세스합니다 . 

a.  통화  로그  버튼을  누릅니다 .

b. 통화  로그  기록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 발신자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이름이  표시되
며  기타의  경우에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 

c.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확인하려는  통화  로그  기록을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두 ,
부재중 , 응답함  및  발신이  있습니다 . 

· 새로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화  로그  버튼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 통화  로그
에  부재중  통화  표시가  열립니다 . 

d.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기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현재  선택한  통화  녹음의  개별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3. 연락처 +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새  연락처  이름과  번호  세부  정보  간에  전환합니다 . 

5. 전화기  키패드  및  ←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이름  및  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6. 필요에  따라  이름  및  번호를  설정한  다음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이름  및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되돌
아가려면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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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Chapter 12.



1608/1616 User Page 82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12. 음성  메일
전화  시스템에  음성  메일  서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메시지  버튼을  눌러  음성  메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시스템  관리자는  음성  메일에  액세스할  때  해당  서버의  음성  프롬프트를  사용할지  또는  전화기에서  비주얼
음성이라고  하는  시각적  메뉴를  사용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에서는  기본  작업에서  비주얼
음성  메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비주얼  음성을  사용하여  다음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메시지  확인

· 메시지  녹음  및  전송

· 사서함  인사말  변경

· 사서함  이름  변경

· 음성  메일  이메일  모드  선택

· 음성  메일  코드  변경

· 음성  메일  사용  켜기 /끄기

· 음성  메일로  호  전환

· 음성  메일에  통화  전송

기타  기능
이  안내서에서는  전화기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음성  기능만  다룹니다 . 사용  가능한  전체  사서함  제어
기능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음성  메일  서버  유형  및  사서함  모드에  적합한  IP Office 사서함  사용자
안내서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메시지  확인 : *17 
메시지  확인을  위해  사서함에  액세스합니다 . 

· 음성  메일  켜기 : *18 
음성  메일을  통화  응답에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 

· 음성  메일  끄기 : *19 
음성  메일을  통화  응답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음성  메일  링백  켜기 : *48 
새  메시지가  있는  경우  전화기에서  음성  메일  벨이  울리도록  합니다 . 전화기를  사용하면  전화가  걸립니다 .

· 음성  메일  링백  끄기 : *49 
링백을  꺼짐으로  전환합니다 . 

12.1 메시지  알림  표시
MWI(메시지  알림  표시 )는  음성  메일  사서함에  있는  새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각각의  새  메시지를  재생할  때까
지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 

사용자가  헌트  그룹에  대해  새  메시지  알림  표시를  수신하도록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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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 메시지  알림  표시

12.2 메시지  확인
1.  메시지  버튼을  누릅니다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듣기  옵션에  표시된  숫자는  사서함에  있는  새  메시지 , 이전  메시지  및  저장된  메시지  수를  표시합니다 . 

· 시스템  관리자가  헌트  그룹  사서함에  대한  메시지  대기  표시를  사용자가  수신하도록  구성한  경우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헌트  그룹  이름  및  사서함에  있는  메시지  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들을  메시지 (신규 , 기존  또는  저장됨 )를  선택한  다음  선택을  누
릅니다 . 해당하는  유형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5.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6.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재생  작업을  제어합니다 . 

· 듣기 /일시중지  
현재  표시된  메시지의  재생을  시작 /중지합니다 . 

· 삭제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 

· 더보기  
사용  가능한  여러  소프트  키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 

· 저장  
메시지를  저장됨으로  표시합니다 . 저장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 [ 1 ]

· 복사  
메시지를  다른  사서함으로  복사합니다 . 메뉴에서  대상  번호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 

· 통화  
메시지를  남긴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 

참고
1. 자동  메시지  삭제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재생된  이후에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지연은  특정한  음성  메일  서버
에  따라  다릅니다 (Embedded Voicemail의  경우  24시간 , Voicemail Pro의  경우  30일 ). Voicemail Pro
시스템에  있는  음성  메일  메시지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지연을  사용자  정의하고  자동  삭제  시간을  새
메시지  및  저장된  메시지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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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메시지  전송
비주얼  음성을  사용하여  음성  메일  메시지를  녹음하고  다른  사용자의  사서함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1.  메시지  버튼을  누릅니다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  옵션으로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 

4. 메시지를  전송할  사용자를  입력합니다 . 

5. 메시지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녹음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녹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녹음을  중지하려면  중지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8. 이제  다음  소프트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듣기  
녹음을  듣습니다 . 녹음  옵션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다시  녹음합니다 . 

· 제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 더보기  
사용  가능한  여러  소프트  키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 

· 기타  
메시지를  보낼  대상에  다른  내선  번호를  추가합니다 . 

· 녹음  
메시지를  다시  녹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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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 메시지  전송

12.4 사서함  인사말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발신자에게  일반  인사말을  재생하고  메시지를  남기도록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동안  사용
자는  개인  인사말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1.  메시지  버튼을  누릅니다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인사말  옵션으로  스크롤합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 

3.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사서함  인사말을  듣고  녹음합니다 . 

· 듣기  
현재  인사말  또는  방금  녹음한  새  인사말을  듣습니다 .

· 녹음  
새  인사말을  녹음합니다 . 인사말은  3초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녹
음된  인사말을  삭제합니다 . 

· 더보기  
사용  가능한  여러  소프트  키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 

· 제출  
새  녹음을  사서함  인사말로  제출합니다 . 

· 삭제  
현재  사서함  인사말을  삭제합니다 . 음성  메일에서  기본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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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사서함  이름
다음  절차에  따라  사서함  이름을  녹음합니다 . 이  기능은  Embedded Voicemail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1.  메시지  버튼을  누릅니다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름  옵션으로  스크롤합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 

3.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사서함  이름을  듣고  녹음합니다 . 

· 듣기  
현재  이름  또는  방금  녹음한  이름을  듣습니다 .

· 녹음  
새  이름을  녹음합니다 .

· 더보기  
사용  가능한  여러  소프트  키  기능  간에  전환합니다 . 

· 제출  
새  녹음을  사서함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

· 삭제  
현재  사서함  이름을  삭제합니다 . 음성  메일에서  기본  이름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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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 사서함  이름

12.6 이메일  모드
음성  메일  이메일은  음성  메일  사서함에서  새  음성  메일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이메일이  사용자의  이메일  주
소로  전송되는  기능입니다 . 이메일은  첨부  파일로  음성  메일  메시지를  포함하거나  경고  기능만  할  수도  있습니
다 . 

비주얼  음성  메뉴를  통해  음성  메일  이메일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메시지  버튼을  누릅니다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메일  옵션으로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사
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음성  메일  설정에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 

4. 메뉴에  현재  음성  메일  이메일  모드  설정이  표시됩니다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가능
한  설정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이메일  모드  끄기  
이메일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 

· 이메일  모드  복사  
새  음성  메일  메시지  복사본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 

· 이메일  모드  전달  
새  음성  메일  메시지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음성  메일  사서함에서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 

· 이메일  모드  경고  
새  메시지가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전송하지만  메시지  복사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 

5. 필요한  설정이  표시되면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종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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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음성  메일  암호  변경
1.  메시지  버튼을  누릅니다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암호  옵션으로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 

4. 현재  암호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 

5. 사용할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 

· 새  암호  길이는  4자리  이상의  숫자여야  합니다 . 

· 연속된  숫자 (예 : 1234) 또는  반복되는  숫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6. 완료를  누릅니다 . 

12.8 음성  메일  켜기 /끄기
전화  시스템에서  음성  메일을  사용하여  응답되지  않은  통화에  응답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메시
지를  재생하기  위해  계속해서  액세스  가능하고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서함  설정은  꺼지지  않습니다 . 

1.  메시지  버튼을  누릅니다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주얼  음성  메뉴가  표시됩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음성  메일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켜기  또는  끄기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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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음성  메일로  호  전환
비주얼  음성  모드로  설정된  경우   키를  사용하여  현재  통화를  다른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음성  메일  사서함으
로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에  연결된  상태에서   키를  누릅니다 . 통화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계속  통화할  수  있습니다 . 

2. 통화를  호  전환할  사용자  또는  그룹의  내선  번호를  다이얼합니다 . 

3. 번호가  사용자  또는  그룹과  일치하는  경우  이름이  표시됩니다 . 

· 통화를  사용자에게  또는  그룹  사서함에  호  전환하려면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발신자는  몇  초  동
안  벨  울림  소리를  들은  다음  사서함  인사말을  듣습니다 . 

· 호  전환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2.10 음성  메일에  통화  전송
자신에게  걸려온  통화를  직접  음성  메일로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이  통화가  디스플레이에  있는  현재  통화가  아닌  경우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경고  통
화로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 

2. >> 양방향  화살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V M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통화가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12.11 비주얼  음성
이  메뉴  옵션에서는   메시지  키에  라우팅  설정이  없는  경우  비주얼  음성으로의  대체  라우팅을  제공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비주얼  음성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비주얼  음성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음성  메일  암호를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야  할  수  있습니다 . 

6. 이제  비주얼  음성  메뉴 를  볼  수  있습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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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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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로그아웃 :  

13. 로그인 /로그아웃
사용자는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전화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전화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전화기
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 로그인  
사용할  전화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모든  통화가  해당  전화기로  전환되고  전화를  걸고  받
은  통화에  사용자  설정이  적용됩니다 . 전화  시스템에  저장한  연락처  및  통화  로그가  전화기에  표시됩니
다 . 

· 사용자가  로그인한  동안에는  전화기의  기존  사용자가  로그아웃됩니다 . 

· 다른  전화기에  로그인하면  이전  전화기에서  로그아웃됩니다 . 

· 전화  시스템이  Small Community Network 에  있는  경우 , 네트워크의  다른  전화  시스템에  있는  내
선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원격  핫  데스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때  계속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 

· 로그아웃  
전화기에서  로그아웃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로그아웃되면  전화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기본  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내선으로  아무도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전화로  다시  로그
인됩니다 . 

· 계속  로그아웃한  상태이면 , 걸려온  모든  통화가  음성  메일 (사용  가능한  경우 )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방해  금지  상태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 휴대폰  트위닝  번호를  보유한  경우 , 시스템  관리자는  로그아웃한  상태에서도  휴대폰  트위닝에  통화가
계속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잠금 /잠금  해제  
로그인  및  로그아웃과는  별개로 , 전화  설정을  잠글  수  있습니다 . 전화기  설정을  잠근  경우에도  전화기를
사용하여  통화에  응답하고  내부  및  긴급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 전화기를  사용하여  외부  전화를  걸거
나  전화기  메뉴에서  사용자  설정에  액세스하는  작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일정  시간의  비활성  상태  이후에  전화기가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기본  내선  
각  내선에  기본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내선에서  로그오프했으며  기본  내선을  보유한  경우  다른
사용자가  이  내선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자동으로  기본  내선에  로그인됩니다 . 

· 로그인  유휴  시간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가  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도록  제한  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로그인 : *35*N*P# 
내선  번호 (N) 및  로그인  코드 (P)를  사용하여  전화기에  로그인합니다 . 

· 로그아웃 : *36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전화기에서  로그아웃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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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로그인
전화기에  로그인하면  해당  전화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통화가  전화기로  착신전환되고  사용자  정보  및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로그인한  동안에는  전화기의  기존  사용자가  로그오프됩니다 . 

로그인  방법은  전화기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 사용  중인  전화기  
전화기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용자가  로그아웃됩니다 . 

· 로그아웃됨  
전화기에  현재  사용자가  없는  경우 , 로그인되지  않음이  표시됩니다 . 

·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  
전화기가  전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내선  입력  메뉴가  표시됩니다 . 

13.1.1 이미  사용  중인  전화기에  로그인
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  중인  전화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용자가  로그아웃했습니다 . 

1. 전화기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

·  기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로그인 ...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2. 로그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 

3. 다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로그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 

4.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3.1.2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에  로그인
이  방법은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 에  로그인할  때  사용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에  내선  입력이  표시되므
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핫  데스킹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전화기를  처음  설치
할  때  사용한  원래  기본  내선  번호를  통해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1.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 내선  번호를  입력할  때  ←  및  지우기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
다 . 

2. 번호가  표시되면  확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전화기  암호를  입력합니다 . 암호를  수정하려면  ←  및  지우기  소프트  키를  사용합니다 .
참고 : 이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가  결정하며  등록하는  데  필요합니다 .

4. 전화기  암호를  입력한  경우  확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사용자  세부  정보가  올바르면  세부  정보가  전화
기에  로드됩니다 .

13.1.3 로그인되지  않은  전화기에  로그인
이  방법은  이전  사용자가  로그아웃 했으며  전화기에  현재  사용자가  없는  경우  내선에  로그인할  때  사용됩니
다 . 전화기에  로그인되지  않음이  표시되므로  이  상태의  전화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1.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2. 로그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 

3. 다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로그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 

4.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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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로그아웃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로그아웃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전화기에서  로그아웃됩니다 . 다음  작업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 

· 전화기에  기본  사용자가  없는  경우 , 또는  기본  사용자가  다른  위치에  현재  로그온한  경우  로그인되지
않음이  표시됩니다 . 

· 전화기에  기본  사용자가  있고  다른  위치에  현재  로그온하지  않은  경우 , 자동으로  다시  로그인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3.3 전화기  잠그기
로그아웃하지  않고  전화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전화기를  수동으로  잠그거나  일정  시간의
전화기  비활성  상태  이후에  자동  잠금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가  잠겨  있는  경우  

· 내선  전화  및  긴급  통화를  거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설정에  대한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 로그인  코드를  구성 한  경우  전화기  잠금을  해제 하려면  로그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5. 이제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대로  전화기가  잠깁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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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자동  잠금
로그아웃하지  않고  전화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전화기를  수동으로  잠그거나  일정  시
간의  전화기  비활성  상태  이후에  자동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가  잠겨  있는  경우  

· 내선  전화  및  긴급  통화를  거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설정에  대한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 로그인  코드를  구성 한  경우  전화기  잠금을  해제 하려면  로그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화면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잠금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m)은  설정
이  분  단위임을  표시합니다 . 

7. 설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소프트  키를  누르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 꺼짐  
비활성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5/30/60 
표시된  시간 (분 ) 이후에  전화기를  잠급니다 . 

8.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3.5 전화기  잠금  해제
전화기  잠김  메시지는  전화기가  잠겨  있음 을  표시합니다 . 전화기가  잠긴  경우  다른  내선으로  내선  전화를  거
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기  및  사용자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1. 잠금  해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 로그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 

3.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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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로그인  코드  변경
고유한  보안  PIN(로그인  코드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PIN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PIN은  다른  전화기에
로그인하고 , 전화기를  잠그며 ,  시스템  관리  기능에  액세스 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  코드는  음성  메일  액세
스에  사용되는  음성  메일  코드 는  아닙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암호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이미  로그인  코드가  있는  경우  현재  로그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 

7. 완료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8.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 

9. 몇  분  동안  암호  변경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3.7 등록  해지
이  방법으로  로그아웃하면  전화  시스템에서  전화기가  등록  해지됩니다 . 

· 경고

· 이  상태에서는  전화기를  사용하여  긴급  통화를  포함하여  전화를  걸거나  전화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로그아웃하려면  제공
된  기본  로그아웃  방법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로그아웃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로그아웃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5. 이제  전화기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에  로그인 을  위한  메뉴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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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착신전환

Chapt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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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착신전환 :  

14. 통화  착신전환
이  섹션에서는  통화를  다른  전화기로  착신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 

· 착신  전환  
모든  통화를  전화기의  일반  사용자와  공유할  다른  전화기에  임시로  착신전환합니다 . 이  기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연결  내선  
사용자의  개인  전화기에서  착신  전환  대상을  설정합니다 . 

· 연결  내선  추가  
사용하려는  전화기에서  착신  전환  대상을  설정합니다 . 

· 착신  전환  
내부  또는  외부  번호에  통화를  착신  전환합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전화기가  표시할  수  있는  통화량  제한에  도달한  경우  통화를  착신  전환합니다 .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전화기에서  응답이  없는  상태로  벨이  울리는  경우  통화를  착신  전환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  
통화를  즉시  착신  전환합니다 . 음성  메일로  착신  전환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방해  금지  
가능한  경우  모든  통화를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하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통화중  음으로  착신전환합니다 . 

· 방해  금지  예외  번호는  특정  번호에서  걸려온  통화에서  방해  금지를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트위닝  
트위닝은  다른  두  개의  전화기에서  통화  벨이  울리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 두  개의  전화기  중  하나
에서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트위닝에는  두  개의  내부  내선  번호를  사용하는  내부  트위닝과  내부  내
선  번호를  외부  번호에  트위닝한  휴대폰  트위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방법 통화  착신전환됨 대상

내부 외부 그룹 내부 외부 음성  메일

착신  전환 연결  내선

연결  내선  추가

착신  전환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무조건  착신  전환  

방해  금지

트위닝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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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착신  전환
'연결  내선 '은  작업할  다른  내선으로  통화를  착신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  통화는  사용자  이름과  함께  표시되
어  일반  사용자용  내선에  걸려온  통화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전화기에서  로그  오프하지  않고  다른  사
람의  전화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화가  착신전환되고  이  통화는  사용자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든  사용자  설
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연결  내선
연결  내선  기능은  자신의  전화기에서  연결  내선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연결  내선  추가
연결  내선  추가  기능은  통화를  착신전환할  내선에서  착신  전환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연결  내선  추가 : *12*N# 
통화를  착신전환할  내선으로  다이얼했습니다 . 약식  코드로  다이얼할  때  고유한  내선  번호 (N)를  사용합니
다 . 

· 연결  내선  추가  취소 : *13*N# 
통화가  착신전환된  내선으로  다이얼했습니다 . 약식  코드로  다이얼할  때  고유한  내선  번호 (N)를  사용합니
다 .

· 연결  내선 : *14*N# 
전화기에서  다이얼했습니다 . 통화를  착신전환할  내선  번호 (N)를  다이얼합니다 . *14#만  다이얼하면  착신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착신  전환  취소 : *00 
모든  착신  전환을  끕니다 . 무조건  착신  전환 , 통화  중  착신  전환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 착신  전환  및  방
해  금지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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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착신전환 : 착신  전환

14.1.1 연결  내선 (기능  메뉴 )
사용자  메뉴를  사용하여  연결  내선  설정을  설정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선택  소프트  키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연결  내선  번호를  이미  설정한  경우 , 아래  화면이
생략됩니다 . 

5. 다른  사용자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번호가  사용자와  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또는  
디렉토리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선택 합니다 . 

· 저장  
연결  내선  대상으로  선택한  번호를  저장합니다 . 내선  번호로  걸려온  모든  통화는  해당  대상으로  착신
전환됩니다 . 

· 지우기  
현재  선택한  번호  또는  설정된  번호를  지웁니다 . 

· 뒤로  
이전  메뉴로  되돌아갑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4.1.2 착신  전환 (상태  메뉴 )
사용자  전화기에  통화에  대한  연결  내선  대상을  설정한  경우 , 상태  메뉴를  통해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습
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연결  내선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연결  내선  설정을  지우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설정  대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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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연결  내선  추가 (기능  메뉴 )
기능  메뉴를  사용하여  연결  내선  추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연결  내선  추가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 이  메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름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추가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다른  사용자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번호가  사용자와  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됩
니다 .  또는  디렉토리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선택 합니다 . 

· 저장  소프트  키를  눌러  연결  내선  추가를  설정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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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착신전환 : 착신  전환

14.2 착신  전환
착신  전환을  사용하여  다른  내선  또는  외부  번호로  통화를  착신전환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착신  전환
무조건  착신  전환은  통화를  즉시  착신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수신  외부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단 , 필요한  경우  내선  통화
및 /또는  헌트  그룹  통화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가능한  경우 , 설정과  일치하는  모든  통화는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으로  설정한  번호로  착신  전환됩니다 .
이  번호는  내부용  또는  외부용일  수  있습니다 . 

· 계속해서  전화기를  사용하여  발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오프  후크로  전환하면  끊어진  발신음이  들립니
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옵션에서는  동일한  착신  전환  대상  번호를  사용합니다 . 번호
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 무조건  착신  전환에  설정된  동일한  대상을  사용합니다 . 

· 음성  메일  사용 을  설정한  경우 , 응답  없음  시간 (기본값은  15초 ) 동안  벨이  울린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
이  없으면  전화  시스템에서  착신  전환된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 외부  번호로  착신
전환된  통화에서  음성  메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D = 통화  전환 (착신  전환 ) 
무조건  착신  전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화기  화면에  D가  표시됩니다 . 

통화  중  착신  전환
통화  중  착신  전환은  전화기에서  추가로  통화를  알릴  수  없는  경우  통화를  착신전환합니다 . 

·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수신  외부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단 , 필요한  경우  내선  통화에
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가능한  경우  설정과  일치하는  모든  통화는  통화  중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으로  설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됩니다 . 이  번호는  내부용  또는  외부용일  수  있습니다 . 

· 통화  중으로  정의되면  추가  통화가  표시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없습니다 . 

· 통화  중일  때  헌트  그룹  통화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  설정으로  착신  전환되지  않습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옵션에서는  동일한  착신  전환  대상  번호를  사용합니다 . 번호
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 무조건  착신  전환에  설정된  동일한  대상을  사용합니다 . 

· 음성  메일  사용 을  설정한  경우 , 응답  없음  시간 (기본값은  15초 ) 동안  벨이  울린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
이  없으면  전화  시스템에서  착신  전환된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 외부  번호로  착신
전환된  통화에서  음성  메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은  전화기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통화를  착신전환합니
다 . 

·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수신  외부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단 , 필요한  경우  내선  통화에
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가능한  경우  설정과  일치하는  모든  통화는  통화  중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으로  설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됩니다 . 이  번호는  내부용  또는  외부용일  수  있습니다 . 

· 응답  없음은  응답  없음  시간 (기본적으로  15초 ) 동안  전화기에  표시된  상태로  정의됩니다 . 

· 헌트  그룹  통화는  착신  전환되지  않습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옵션에서는  동일한  착신  전환  대상  번호를  사용합니다 . 번호
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 무조건  착신  전환에  설정된  동일한  대상을  사용합니다 . 

· 음성  메일  사용 을  설정한  경우 , 응답  없음  시간 (기본값은  15초 ) 동안  벨이  울린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
이  없으면  전화  시스템에서  착신  전환된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 외부  번호로  착신
전환된  통화에서  음성  메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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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착신  전환  취소 : *00 
모든  착신  전환을  끕니다 . 무조건  착신  전환 , 통화  중  착신  전환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 착신  전환  및  방
해  금지를  포함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  설정 : *07*N# 
이  설정이  켜져  있는  경우  무조건  착신  전환용  대상  번호 (N)를  설정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  켜기 : *01 
무조건  착신  전환을  켭니다 . 대상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  끄기 : *02 

· 무조건  착신  전환에  헌트  그룹  통화  포함 : *50 

· 무조건  착신  전환에서  헌트  그룹  통화  제외 : *51 

·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  설정 : *57*N#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용  대상  번호 (N)를  설정합니다 . 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  기능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무조건  착신  전환  번호를  사용합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켜기 : *03 

· 통화  중  착신  전환  끄기 : *04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켜기 : *05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끄기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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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착신전환 : 착신  전환

14.2.1 무조건  착신  전환 (상태  메뉴 )
상태  메뉴에서  무조건  착신  전환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무조건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을  꺼짐으로  전환하려면  꺼짐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착신  전환  설정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편집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을  켜거나  끕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외부  전
용 , 외부  및  그룹 , 비그룹  통화  및  모든  통화가  있습니다 . 

· 편집을  선택하여  통화가  착신  전환되는  번호를  변경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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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무조건  착신  전환 (기능  메뉴 )
기능  메뉴를  사용하여  무조건  착신  전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무조건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표시되는  화면은  이미  대상을  설정
했는지  또는  통화를  음성  메일로  착신  전환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 번호  설정  안함  

· 번호를  설정했으나  무조건  착신  전환  꺼짐  
이  메뉴는  대상  번호를  이미  설정했으나  착신  전환을  끈  경우  나타납니다 . 

· 설정된  번호로  무조건  착신  전환을  켜짐으로  전환하려면  켜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아래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음성  메일로  무조건  착신  전환을  켜짐으로  전환하려면  음성  메일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그런
다음  아래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번호를  설정했으며  무조건  착신  전환  켜짐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  설정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편집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을  켜거나  끕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외부  전
용 , 외부  및  그룹 , 비그룹  통화  및  모든  통화가  있습니다 . 

· 편집을  선택하여  통화가  착신  전환되는  번호를  변경합니다 . 

· 음성  메일로  설정  및  켜짐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  설정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끄기를  선택하여  착신  전환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외부  전용 ,
외부  및  그룹 , 비그룹  통화  및  모든  통화가  있습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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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착신전환 : 착신  전환

14.2.3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상태  메뉴 )
전화기가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으로  설정된  경우 , 상태  메뉴에서  착신  전환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
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을  꺼짐으로  전환하려면  끄기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 설정  대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다음  메뉴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합니
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
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든  통
화  또는  외부  통화만이  있습니다 . 

· 착신  전환  대상이  표시됩니다 .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새로운  대상을  입력하거나  대상을  지웁
니다 . 

· 현재  대상이  ( ) 대괄호  안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특정한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지  않아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이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 변경
을  선택하면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며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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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통화  중  착신  전환 (상태  메뉴 )
전화기에  통화  중  착신  전환이  설정된  경우 , 상태  메뉴에서  착신  전환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을  꺼짐으로  전환하려면  꺼짐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설정  대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다음  메뉴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합니
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
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든  통
화  또는  외부  통화만이  있습니다 . 

· 착신  전환  대상이  표시됩니다 .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새로운  대상을  입력하거나  대상을  지웁
니다 . 

· 현재  대상이  ( ) 대괄호  안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특정한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지  않아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이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 변경
을  선택하면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며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79



1608/1616 User Page 107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통화  착신전환 : 착신  전환

14.2.5 통화중 /무응답  착신  전환 (기능  메뉴 )
기능  메뉴를  사용하여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 통화  중  착신  전환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중 /무응답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나타나는  옵션은  올바른  착신  전환
대상을  이미  설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 착신  전환  대상  설정  안  함  
무조건  착신  전환  또는  통화  중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을  설정해야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
을시  착신  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 번호를  입력할지  묻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 

· 번호를  입력하거나  디렉토리  소프트  키를  눌러  디렉토리에서  번호를  선택 합니다 . 

· 번호가  설정되면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이제  번호를  이미  설정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착신  전환  대상  설정함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다음  메뉴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합니
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
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든  통
화  또는  외부  통화만이  있습니다 . 

· 착신  전환  대상이  표시됩니다 .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새로운  대상을  입력하거나  대상을  지웁
니다 . 

· 현재  대상이  ( ) 대괄호  안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특정한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지  않아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이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 변경
을  선택하면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며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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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방해  금지
· '방해  금지 ' 상태인  경우 , 발신자는  가능한  경우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되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통화중  음
을  듣습니다 . 

· 방해  금지  예외  목록에  있는  번호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착신  전환은  이러한  통
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가  멤버로  속해  있는  헌트  그룹으로  걸려온  통화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에서  통화  가능한  마지
막  멤버인  경우는  제외 ). 

· 방해  금지를  설정해도  이미  전화기에  표시된  통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계속해서  전화기를  사용하여  발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오프  후크로  전환하면  끊어진  발신음이  들립니
다 . 

· N = 통화  내역  없음 (방해  금지 ) 
방해  금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N이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방해  금지  설정  켜기 : *08 
전화기를  방해  금지로  설정합니다 . 

· 방해  금지  설정  끄기 : *09 
방해  금지를  끕니다 . 

· 방해  금지  예외  번호  추가 : *10*N# 
방해  금지  예외  목록에  번호 (N)를  추가합니다 . 

· 방해  금지  예외  번호  삭제 : *11*N# 
방해  금지  예외  목록에서  번호 (N)를  제거합니다 . 

· 모든  착신  전환  취소 : *00 
모든  착신  전환을  끕니다 . 무조건  착신  전환 , 통화  중  착신  전환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 착신  전환  및  방
해  금지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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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방해  금지  켜기 /끄기 (기능  메뉴 )
기능  메뉴를  사용하여  방해  금지를  켜짐  또는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방해  금지를  사용해도  이미  전화기
에  표시된  통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유일한  멤버인  경우  헌트  그룹  통화도  사용자
에게  표시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표시된  소프트  키를  사용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4.3.2 방해  금지  끄기 (상태  메뉴 )
상태  메뉴를  사용하여  방해  금지를  꺼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필요한  경우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방해  금지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방해  금지  설정을  지우려면  끄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4.3.3 방해  금지  예외
이  번호는  방해  금지를  켠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사용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허용할  발신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
됩니다 . 방해  금지  상태일  때  표시되지  않는  그룹  통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방해  금지  예외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이  메뉴는  번호가  이미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 번호  설정  안  됨  

·  추가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번호를  입력하거나  디렉토리  소프트  키를  눌러  디렉토리에서  번호를  선택 합니다 . 

· 번호를  입력한  경우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번호  설정됨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번호  목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N 또는  X가  포함된
번호는  다양한  번호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번호는  시스템  관리자가  입력합니다 . 

· 추가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새  번호를  추가합니
다 . 

·  삭제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표시된  번호를  삭제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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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트위닝
트위닝은  두  대의  전화기에서  통화  벨이  울리게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트위닝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트위닝  방법에는  내부  트위닝  및  휴대폰  트위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내부  트위닝
이  트위닝  방법은  일반  전화기를  다른  내부  전화기와  트위닝하는  방법입니다 . 두  전화기  모두에서  수신  통화  벨
이  울립니다 . 또한  내선  중  하나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내부  트위닝의  일반적인  예는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고  건물  주변에서  이동할  때는  휴대폰이  필요한  사용자입니
다 . 

두  전화기  모두에  설정이  적용됩니다 . 이와  유사하게  한  전화기의  메시지  대기  표시  및  음성  메일  액세스는  사서
함으로  이동합니다 . 

트위닝된  전화기  모두에서  연락처를  사용하고  전화  시스템에  통화  로그가  저장된  경우 , 각  전화기의  통화  로그
및  디렉토리  연락처는  동일합니다 . 

· T = 트위닝됨  
전화기와  내부에서  트위닝된  경우  전화기  화면에  T가  표시됩니다 . 전화가  걸려오면  두  대의  전화기  모두
에  경보를  보내며  이  중에서  한  대의  전화기를  통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트위닝
휴대폰  트위닝은  사용자  전화기와  외부  번호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번호  모두에서  통화  벨이  울리는  경우의  트
위닝 입니다 . 휴대폰  트위닝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 , 전화기  메뉴에서  휴대폰  트위닝을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으로  전환하고  통화를  휴대폰으로  호  전환하며  트위닝된  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기  메뉴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  사용  켜기 /끄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트위닝된  통화에  대한  대상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8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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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휴대폰  트위닝  제어
이  메뉴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휴대폰  트위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 트위닝  기능에  설정된  버튼을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 이러한  버
튼을  사용하면  트위닝  대상으로  통화  호  전환 , 트위닝  대상에서  통화  검색  및  아래  메뉴  옵션에  액세스를  수행
할  수  있어  트위닝  대상  번호를  설정하고  트위닝  켜기 /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트위닝  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 메뉴에서  번호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 

7. 번호를  입력한  경우  사용  및  사용  안  함  소프트  키에  액세스하여  휴대폰  트위닝  사용을  켜거나  끌  수  있습
니다 . 지우기  소프트  키는  새  번호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존  트위닝  번호를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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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착신전환 : 트위닝

14.4.2 휴대폰으로  통화  호  전환
휴대폰  트위닝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 , 기능  메뉴  제어를  통해  휴대폰  장치에  통화를  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필요한  경우  p 위로  및  아래로  q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호  전환을  강조  표시합니다 . 선택을  누
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4.4.3 트위닝된  통화  끌어받기
휴대폰  트위닝을  사용하는  경우 , 상태  메뉴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  대상에서  착신전환된  통화  및  응답한  통
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필요  시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검색을  누릅니다 . 

14.4.4 트위닝  끄기  전환 (상태  메뉴 )
휴대폰  트위닝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 , 상태  메뉴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  모드를  끌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필요  시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트위닝을  끄려면  끄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또는  휴대폰  트위닝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세부  정보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휴대폰  트위닝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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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Chap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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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  

15. 그룹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와  함께  그룹의  멤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각  그룹에는  통화  대상으
로  사용  가능한  고유한  내선  번호가  있습니다 . 

통화가  그룹에  표시되면 , 멤버  중  한  명이  응답할  때까지  한  번에  하나  또는  동시에  모든  통화가  사용  가능한  그
룹  멤버에게  표시됩니다 . 

그룹  통화가  다음  멤버에게  표시되기  전에  각  그룹  멤버에게  벨이  울리는  시간은  그룹의  고유한  설정에  따라  제
어됩니다 . 헌트  그룹도  음성  메일을  사용하며  응답되지  않은  통화가  그룹  사서함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대
한  고유한  설정이  있습니다 . 그룹  통화의  경우 , 사용자  설정이  아니라  헌트  그룹의  음성  메일  설정이  사용됩니
다 . 

시스템  관리자는  전화기에서  여러  헌트  그룹  메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옵션은  선택한  헌트  그룹  또는
자신이  멤버로  속한  헌트  그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룹  멤버십  사용 /사용  안  함  
헌트  그룹의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그룹의  헌트  그룹  통화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 여전히
그룹의  멤버인  경우  멤버십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헌트  그룹  서비스  상태  변경  
각  헌트  그룹은  서비스  중 , 야간  서비스  또는  서비스  불가능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야간  서비스  또는  서비스
불가능  상태인  경우 , 그룹  통화는  대체  그룹이나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 헌트  그룹  대체  대상  변경  
이  메뉴에서는  야간  서비스  또는  서비스  불가능  상태인  경우 , 그룹  통화에  대체  그룹을  사용하도록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야간  서비스  상태  켜기 : *20*N# 
내선  번호 (N)를  입력하여  헌트  그룹을  야간  서비스  상태로  설정합니다 .

· 야간  서비스  상태  끄기 : *21*N# 
내선  번호 (N)를  입력하여  헌트  그룹을  야간  서비스  상태에서  해제합니다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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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그룹  멤버십
시스템  관리자만  사용자가  멤버로  속해  있는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 , 그룹  멤버십을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제공됩니다 . 그룹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그룹에  대한  그룹  통화를
받지  않습니다 .

15.1.1 그룹  멤버십  켜기 /끄기 (상태  메뉴 )
시스템  관리자가  허용한  경우 , 사용자가  상태  메뉴에서  그룹  멤버십을  사용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룹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그룹에  대한  그룹  통화를  받지  않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헌트  그룹  이름  및  현재  멤버십  상태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해당  그룹에서  자신의  멤버십  상태를  변경하려면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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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 그룹  멤버십

15.1.2 그룹  멤버십  켜기 /끄기 (기능  메뉴 )
소속된  그룹  중  일부의  그룹  멤버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그룹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5.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헌트  그룹  목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그룹에  대해  모든  그룹을  사용합니다 . 사용  가능한  소프트  키는  특정  그룹  또는  모든  그룹이
선택되었는지  여부  및  선택사항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 모든  그룹  

· 사용  안  함  
모든  그룹의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사용  
모든  그룹의  멤버십을  사용합니다 . 

· 특정  그룹  

· 변경  
현재  선택한  그룹의  멤버십을  변경합니다 . 

· 완료  
메뉴를  종료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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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그룹  서비스  상태  및  대체
· 그룹  서비스  상태  
헌트  그룹은  다음  서비스  모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 InServ = 서비스  중
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멤버에게  통화를  분배합니다 . 

· Night = 야간  서비스
그룹이  야간  서비스  모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야간  서비스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 헌트  그룹은  또한  시간  프로필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야간  서비스로  설정하고  해
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수동  제어를  통해  야간  서비스  상태를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 

· OOS = 서비스  불가능  
그룹이  서비스  불가능  상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서비스  불가능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
타의  경우에는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 대체  그룹  
야간  서비스  및  서비스  불가능  상태의  경우 , 헌트  그룹을  그룹  통화가  착신전환되는  대체  대상으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이  대상은  다른  헌트  그룹입니다 . 대체  대상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 가능하면  그룹의  음성
메일이  사용됩니다 . 별도의  야간  서비스  및  서비스  불가능  대체  대상을  그룹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아이콘
· O = 서비스  불가능  
그룹의  멤버로서  야간  서비스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O가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
다 . 이  모드에서  해당  그룹에  걸려오는  통화는  설정된  대체  번호로  전환되거나  기타의  경우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전환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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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 그룹  서비스  상태  및  대체

15.2.1 그룹  서비스  상태  변경 (기능  메뉴 )
기능  메뉴를  사용하여  소속된  그룹  중  일부의  서비스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그룹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상태로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헌트  그룹  목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구성할
수  있는  모든  그룹에  대해  모든  그룹을  사용합니다 . 사용  가능한  소프트  키는  특정  그룹  또는  모든  그룹이
선택되었는지  여부  및  선택사항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 모든  그룹  

· InServ = 서비스  중
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멤버에게  통화를  분배합니다 . 

· Night = 야간  서비스
그룹이  야간  서비스  모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야간  서비스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 헌트  그룹은  또한  시간  프로필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야간  서비스로  설정하고  해
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수동  제어를  통해  야간  서비스  상태를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 

· OOS = 서비스  불가능  
그룹이  서비스  불가능  상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서비스  불가능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
타의  경우에는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 특정  그룹  

· 변경  
선택한  그룹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 

· 완료  
메뉴를  종료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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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그룹  서비스  상태  변경 (상태  메뉴 )
시스템  관리자가  허용한  경우 , 상태  메뉴에서  그룹의  서비스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헌트  그룹  이름  및  현재  멤버십  상태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상태를  선택합니다 . 

· InServ = 서비스  중
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멤버에게  통화를  분배합니다 . 

· Night = 야간  서비스
그룹이  야간  서비스  모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야간  서비스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 헌트  그룹은  또한  시간  프로필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야간  서비스로  설정하고  해
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수동  제어를  통해  야간  서비스  상태를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 

· OOS = 서비스  불가능  
그룹이  서비스  불가능  상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서비스  불가능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
타의  경우에는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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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 그룹  서비스  상태  및  대체

15.2.3 그룹  대체  변경
기능  메뉴를  사용하여  자신이  멤버로  속해  있는  헌트  그룹  일부에  대한  대체  그룹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그룹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대체로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헌트  그룹  목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구
성할  수  있는  모든  그룹에  대해  모든  그룹을  사용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NS(야간  서비스 ) 변경  또는  OOS(서비스  불가능 )설정  간에
전환합니다 . 

· 소프트  키인  HG야간 + , HG야간 - , HG불가 +  및  HG불가 - 를  사용하여  그룹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그룹의  서비스  상태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한  경우  이  옵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6. 특정  그룹을  볼  때  대체  대상을  이미  설정한  경우  해당  그룹의  이름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  

7. 대체  대상을  변경하려면  변경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8. 헌트  그룹  이름을  다이얼하거나  모든  그룹에  대해  목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디스플레이에  일치하는  모
든  그룹이  나열됩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헌트  그룹  목록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선택  
현재  표시된  헌트  그룹을  대체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 

· 상세  
헌트  그룹  이름  및  번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지우기  
그룹  이름  입력으로  되돌아갑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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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기능

Chapt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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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기능 :  

16. 버튼  기능

 

시스템  관리자가  표시  버튼으로  구성하지  않은   버튼은  다른  특수  기능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  기능에는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단 , 기능
메뉴 (기능  소프트  키를  누르고  버튼  기능을  선택 )의  버튼  기능  섹션을  통
해서도  버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위로  및  아래로   화
살표  키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된  버튼  전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연
결된  버튼에서  빨간색  램프가  잠시  깜빡거립니다 . 

각  버튼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 단 , 자체  설정
메뉴 를  사용하여  작업을  선택하고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버튼  램프
버튼  램프  또는  아이콘  사용은  버튼과  연결된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 

고정된  버튼
모든  전화기에서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기능은  통화  상태  화면  버튼  아래에  나타납니다 . 이  버튼은  전화기  사용
자가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 

16.1 버튼  프로그래밍
이  프로세스는  기능을  선택하고  기능  키에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존  기능을  바꾸거나  삭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키를  사용하여  자체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로그인  코드를  입력합니다 . 

7.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8. 메뉴  및   버튼은  이제  기능을  선택하고  버튼에  적용하기  위한  조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 검사 /삭제  버튼 : 

a.    버튼을  눌러  해당  버튼에  현재  프로그래밍된  기능을  확인합니다 . 

b. 이  기능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누릅니다 . 메뉴로  되돌아가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 

10.버튼  프로그래밍 : 

a.   위로  및  아래로    키를  사용하여  버튼에  적용할  기능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한  다음  선택을
누릅니다 . 

b. 기능에  다이얼할  내선  번호  또는  번호와  같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이  번호로  다이얼합니다 . 

c. 기능을  적용할   버튼을  누릅니다 . 

d. 버튼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이미  구성된  경우 , 기존  기능을  바꿀지  여부를  묻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
다 . 기존  기능을  바꾸려면  바꾸기를  누릅니다 .

e. 뒤로를  누릅니다 . 

11.다른  버튼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반복하거나  뒤로를  누른  다음  종료를  눌러  마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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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기능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이  있습니다 . 이  안내서에는  자체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작업의  세부  정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만이  할당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
리자가  설명할  것입니다 . 

일부  작업은  일부  전화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 다양한  유형의  전화기에서  핫데스크하는  사용자를  위해
일부  작업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 부재중  메시지  

· 단축  다이얼  

· 계정  코드  

· 번호  표시  안  함  

· 모두  착신  전환  

· 통화  파크  

· 다른  위치로  통화  파크  

· 모든  통화  픽업  

· 회의  Meet Me  

· 통화  픽업  

· µT J0

· 플래쉬  후크  

· 그룹  통화  중  램프  

· 호출  

· 자동  응답  

· 파크  및  호출  

· 벨소리  끄기  

· 자체  설정  

· 모든  통화  전송  

· 타이머  

· 트위닝  

· µT �  �̈

작업  데이터  1에  설정된  자체  설정  버튼은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에  있는  다음  기능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단축  다이얼

· 그룹

· 통화  파크

· 사용자

· 플래쉬  후크

일부  작업은  일부  전화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 다양한  유형의  전화기에서  핫데스크하는  사용자를  위해
일부  작업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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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단축  다이얼
이  작업은  단축  다이얼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설정하는  동안  다이얼하려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 

버튼을  누른  후  일부  번호를  입력하고  전화  걸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특정한  국제  전화  걸기  코드
가  있는  버튼을  사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16.2.2 부재중  문자  메시지
전화기에  부재중  문자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하거나  메시지를  지웁니다 . 이  문자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걸려
오는  전화기  디스플레이에도  나타납니다 . 메시지를  설정할  때 , 여러  개의  사전  구성된  메시지에서  선택한  다음
필요한  경우  고유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6.2.3 계정  코드
이  작업은  계정  코드와  함께  또는  계정  코드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코드와  함께  이  버튼을  설정한  경우 , 버튼을  누르면  계정  코드가  현재  통화에  적용됩니다 . 

계정  코드  없이  이  버튼을  설정한  경우 , 버튼을  누르면  계정  코드  입력  메뉴가  표시됩니다 . 

16.2.4 자동  응답
이  작업에서  구성한  버튼을  사용하여  내부  자동  응답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상태 버튼

-  켜짐 녹색  켜짐

-  꺼짐 꺼짐

16.2.5 모두  착신  전환
이  작업  버튼을  사용하여  무조건  착신  전환  켜기 /끄기가  가능합니다 . 

사전  설정  번호와  함께  설정된  경우  해당  번호는  착신  전환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 

번호  없이  설정된  경우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  번호를  확인하거나  새  번호를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 

착신  전환을  사용하는  경우  버튼의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 이  버튼을  다시  눌러  무조건  착신  전환을  끌
수  있습니다 . 

16.2.6 통화  파크
이  작업에  설정된  버튼을  사용하여  통화를  파크  및  파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은  파크  슬롯  번호와  함께
설정하거나  파크  슬롯  번호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파크  슬롯  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버튼을  사용하여  해당  파크  슬롯의  통화를  파크  및  파크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통화  파크  슬롯에서  파크된  경우 , 버튼  램프가  깜빡거립니다 . 통화가  해당  버튼을
사용하여  파크된  경우  녹색으로  표시되며  다른  방법으로  파크된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이  버
튼을  다시  누르면  통화가  재개됩니다 .  

· 특정  파크  슬롯  번호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 , 

· 통화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내선  번호에  기초하여  시스템에서  할당한  파크  슬롯  번호
를  사용하여  통화가  파크됩니다 . 

· 통화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전화기에  파크된  통화  세부  정보가  표시되며  선택한
통화를  파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파크한  통화가  있는  경우 (파크  및  호출과  다름 ) 또는  다른  사용자가  내선에  대해  파크한  경우 , 버튼  램
프가  깜빡거립니다 . 

16.2.7 다른  위치로  통화  파크
이  작업에  대한  버튼  설정을  사용하여  다른  내선을  대상으로  통화를  파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되는  파크  슬롯  번
호는  내선  번호를  기초로  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대상  사용자  번호를  사용하여  버튼을  설정하거나  번호  입력을  위해  버튼을  비워둘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다시  눌러  통화를  파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7



1608/1616 User Page 126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상태 버튼

-  파크된  통화 녹색  플래시

-  파크된  통화  없음 꺼짐

16.2.8 통화  픽업
사용자  또는  헌트  그룹에게  벨이  울리는  통화에  응답합니다 . 

통화를  픽업할  대상  사용자  또는  그룹  번호는  이  버튼을  구성한  경우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 이  버튼을  누르면  번호  입력을  위한  메뉴가  표시됩니다 . 

16.2.9 모든  통화  픽업
전화  시스템에서  현재  벨이  울리는  통화에  응답합니다 . 

16.2.10 Meet Me 회의
이  기능에  프로그래밍된  버튼은  회의  ID를  입력하여  회의를  시작하거나  회의에  입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16.2.11 통화  끊기
현재  통화를  끊습니다 . 

16.2.12 플래쉬  후크
이  작업용으로  구성된  버튼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회선에  후크  플래쉬  신호를  전송합니다 . 

16.2.13 그룹  통화  중  램프
이  기능에  설정된  버튼은  헌트  그룹  대기열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 이  기능은  사용  가능한  대기열이  있는  헌
트  그룹에서만  지원됩니다 . 사용자는  모니터링  중인  그룹의  멤버가  아니어도  됩니다 .

이  버튼은  그룹  통화에  벨이  울리며 (녹색  플래시 ) 대기열에서  대기  중인  통화가  있는  경우 (빨간색  플래시 )를  표
시합니다 . '대기열에서  대기 '는  사용  가능한  그룹  멤버보다  더  많은  수의  대기  중인  통화 (통화  벨울림은  제외 )가
그룹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

16.2.14 호출
이  작업에  구성된  버튼은  호출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은  호출을  위해  대상  사용자  또는  그룹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번호  없이  구성된  경우 , 이  버튼을  누르
면  호출  전화를  걸기  전에  번호  입력을  위한  메뉴가  표시됩니다 . 

16.2.15 파크  및  호출
시스템  관리자가  파크  및  호출 용으로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 , 이  버튼을  사용하여  통화  파크  기능을  사용하고
파크된  통화를  다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16.2.16 벨소리  끄기
이  작업에  구성된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기  벨소리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상태 버튼

-  켜짐  녹색  켜짐

-  꺼짐  꺼짐

16.2.17 자체  설정
이  작업용으로  구성된  버튼을  사용하여  자체  설정  메뉴에  액세스하고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에  기능을  할당
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데이터  2에  설정된  자체  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버전  및  IP 주소와  같은  기본
전화  시스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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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8 모든  통화  전송
이  작업에서  구성한  버튼을  사용하여  방해  금지를  켜짐  또는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상태 버튼

-  켜짐 녹색  켜짐

-  꺼짐 꺼짐

16.2.19 번호  표시  안  함
이  작업은  다이얼하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이얼하는  모든
번호가  s 문자로  표시됩니다 . 이  작업이  켜져  있으면  버튼의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 이  버튼을  다시  누르
면  이  작업이  켜짐  또는  꺼짐  사이에서  토글됩니다 . 

16.2.20 타이머
통화  상태  화면에서  전화를  걸거나  전화에  응답하는  경우  통화  상태  화면  회선에  통화  타이머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 . 전화기의  통화  타이머  설정에서  타이머를  제어합니다 . 

통화  중에는  현재  선택한  통화  상태  화면과  연결된  통화  타이머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발
신자  ID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현재  선택한  통화  상태  화면의  통화  타이머를  일시적으로  켜거
나  끄는  작업은  타이머  버튼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통화한  이후에  통화  상태  화면을  다음으로  사용하면  타이머가  시작  시  표시되는지  여부가  통화  타이머  설정
에서  다시  제어됩니다 . 

16.2.21 트위닝
이  기능용으로  구성된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기의  휴대폰  트위닝  작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은  시스템
관리자가  휴대폰  트위닝용으로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화기가  유휴  상태일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전화기에  휴대폰  트위닝  메뉴 가  표시됩니다 . 이  메뉴를  사
용하여  휴대폰  트위닝을  켜고  끌  수  있으며  트위닝  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트위닝된  통화가  트위닝  대상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서  통화  끌어받기를  시도
합니다 . 

· 전화기에서  통화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서  트위닝  대상으로  통화  호  전환을  시
도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트위닝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 

16.2.22 통화  중  램프
이  유형의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램프  상태는  사용자  상태를  표시합
니다 . 

· 꺼짐  = 사용  가능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 사용자에게  전화  걸기  외에도  사용자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자에게  통화를  호  전환하거나  사용자와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느리게  깜빡임  = 벨  울림  
이  버튼을  누르면  통화를  픽업하기  위한  옵션이  표시됩니다 . 

· 빠르게  깜빡임  = 통화  중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  옵션이  표시됩니다 .

· 통화  - 사용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 

· 메시지  - 사용자  전화기에서  단일  벨  울림을  야기합니다 . 또한  "연락  바람 " 메시지  다음에  내선  번호
가  표시됩니다 . 

· 음성  메일  - 사용자의  음성  메일  사서함으로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 

· 자동  콜백  - 사용자에게  자동  콜백을  설정합니다 . 사용자가  현재  통화를  종료할  때  콜백이  발생합니
다 . 

다음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통화  끊기  - 사용자의  현재  통화  연결을  해제합니다 . 

· 점유  - 사용자의  현재  통화를  차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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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  - 사용자의  현재  통화를  회의  통화로  전환하여  통화에  참여합니다 . 

· 듣기  - 사용자  통화에  대해  자동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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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설정

Chap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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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화  설정

 

  메뉴  키를  눌러  다양한  전화  설정을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에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는  사용자에  따라  변경되는  사용자  설정이  아니
라  주로  전화기에  저장된  설정입니다 . 

이  전화기  A 메뉴  다이어그램 에  메뉴  옵션에  대한  요약이  표시됩니
다 . 

일반 디스플레이  제어

· 휴대폰  트위닝

· 보류  번호

· 재발신  모드

· 백업 /복원

· 일괄  전화  걸기

· 자동  잠금

· 밝기

· 대비

· 통화  타이머  디스플레이

· 언어

· 표시  이름

· A 메뉴  자동  종료

· 종료  메뉴  타이머 (자동  화면  복
귀 )

사운드 벨소리  제어

· 버튼  음

· 오류  음

· 벨소리  볼륨

· 핸드셋  볼륨

· 헤드셋  볼륨

· 스피커  볼륨

· 자동  음량  제어

· 기본  오디오  경로

· 벨소리  사용  안  함

· 시각  경보

· 가청  경보

· 처리  벨

· 벨  울림  소리

· 벨소리  볼륨

· 내부  자동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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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설정 :  

17.1 휴대폰  트위닝
이  메뉴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휴대폰  트위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 트위닝  기능에  설정된  버튼을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 이러한  버
튼을  사용하면  트위닝  대상으로  통화  호  전환 , 트위닝  대상에서  통화  검색  및  아래  메뉴  옵션에  액세스를  수행
할  수  있어  트위닝  대상  번호를  설정하고  트위닝  켜기 /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트위닝  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 메뉴에서  번호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 

7. 번호를  입력한  경우  사용  및  사용  안  함  소프트  키에  액세스하여  휴대폰  트위닝  사용을  켜거나  끌  수  있습
니다 . 지우기  소프트  키는  새  번호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존  트위닝  번호를  제거합니다 . 

17.2 보류  번호
외부  통화에서  사용자  번호를  보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일부  상황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화  회선  제공업체에서  이  옵션을  지원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메뉴  키를  사용하여  보류  번호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현재  설정을  변경하거나  표시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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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재발신  모드
전화기에서  재발신  목록  또는  마지막  통화  재발신  모드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재발신  작업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현재  모드에서  목록  또는  1개가  표시됩니다 . 

· 목록  
이  모드를  선택한  경우  재발신을  누르면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  10건의  메뉴가  표
시됩니다 . 재발신할  통화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1개  
이  모드를  선택한  경우  재발신을  누르면  통화  로그에  있는  가장  최근의  발신  통화가  즉시  반복됩니다 .
다른  재발신  기능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6. 변경  소프트  키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모드를  변경합니다 .

7. 필요한  모드가  표시되면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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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설정 : 재발신  모드

17.4 일괄  전화  걸기
기본적으로  전화기에  있는  번호로  다이얼하면  전화기는  즉시  전화  시스템에  연결되고  다이얼한  숫자를  전화  시
스템에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 이미  다이얼한  숫자는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  외에는  수정할  수  없
습니다 . 전화  걸기를  너무  오래  일시  중지하면  전화기  시스템에서  전화  걸기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금까
지  전화  걸기를  완료한  숫자만을  사용하여  통화에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 

일괄  전화  걸기를  사용하면  번호를  다이얼할  전화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전에  전화기  디스플레이에서  다이얼할
번호를  구성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  메뉴에서  전화를  걸  때  기존  전화  걸기  또는  일괄  전화  걸기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
택한  설정은  일괄  전화  걸기를  지원하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적용됩니다 . 

전화기의  기능  메뉴를  통해  일괄  전화  걸기  설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일괄  다이얼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표시된  소프트  키를  사용합니다 . 

17.5 자동  잠금
로그아웃하지  않고  전화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 아래  단계를  수행하여  전화기를  수동으로  잠그거나  일정  시
간의  전화기  비활성  상태  이후에  자동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가  잠겨  있는  경우  

· 내선  전화  및  긴급  통화를  거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설정에  대한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 로그인  코드를  구성 한  경우  전화기  잠금을  해제 하려면  로그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화면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6.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잠금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m)은  설정
이  분  단위임을  표시합니다 . 

7. 설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소프트  키를  누르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 꺼짐  
비활성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5/30/60 
표시된  시간 (분 ) 이후에  전화기를  잠급니다 . 

8.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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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벨소리  제어
이  섹션에서는  전화기에서  사용되는  벨  울림을  조정하기  위한  제어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 

· 벨소리  켜기 /끄기  전환

· 통화용  메시지  램프  플래시 (시각  경보 )

· 가청  경보  켜기 /끄기

· 처리  벨

· 벨  울림  소리

· 벨  울림  볼륨

· 내부  자동  응답

통화에  여러  개의  다양한  벨  울림  패턴이  제공됩니다 . 

· 내선  통화 : 한  가지  벨이  반복해서  울립니다 . 

· 외부  통화 : 두  가지  벨이  반복해서  울립니다 . 

· 링백 /통화  응답 : 한  가지  벨이  반복해서  울린  다음  두  번의  짧은  벨이  울립니다 . 
이  유형의  벨  울림은  전화기에  반송되는  통화에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 보류  상태로  설정한  통화가  너무
오랫  동안  보류  상태로  남겨져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 

· 처리  벨 : 변수
통화  처리  및  브리지된  표시  버튼에  사용되는  벨  울림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처리  벨 을  참조하십시
오 . 옵션에는  일반  벨  울림 , 짧은  벨  울림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 또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 주의  벨 : 변수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발신자와  이미  통화  중인  경우  새  통화에  사용되는  벨  울림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 옵션에는  짧은  벨  울림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 또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 이미  통화  중인  경우  통화  처리  또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에  경고를  보내는  통화에는  처리  벨  또는  주
의  벨  설정  중  짧은  설정이  사용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또한  벨  울림이  각각의  특정  표시  버튼에  사용되는  경우  벨  울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벨이
즉시  울리거나 , 설정  시간  동안  지연되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여러  가지  벨  울림  패턴에  대한  예제입니다 .

통화 억양 0     1     2 초  3     4      5

|   +  |   +   |    +    |   +  |   +   |    +

내선  통화 1.2/4.0 |MMMMMMXXXXXX                  |

외부  통화 0.2/0.4/0.6/4.0 |MM    XXXXXX                    |

링백  0.1/0.1/0.1/0.3/4.0 |M  M   XXXXXX                    |
M = 중간  음
X = 개인  멜로디

17.6.1 벨소리  사용  안  함
이  옵션을  사용하여  모든  통화에  대해  벨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 옵션이  벨  울림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 , 전화기
의  가청  경보  및  시각  경보  설정이  모두  비활성화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벨소리  사용  안  함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켜기를  선택하면  벨소리가  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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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시각  경보
전화기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시지  대기  램프는  전화기에  통화  경보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램프가  깜빡이며  응답  대기  중인  통화를  표시합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각  경보  옵션을  찾습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6.3 가청  경보
전화기의  가청  벨소리를  끌  수  있습니다 . 벨소리  사용  안  함 과  달리  이  옵션은  벨  울림에만  영향을  주고  시각
경보 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가청  경보  옵션을  찾습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6.4 처리  벨
브리지된  표시  및 /또는  통화  처리  버튼이  있는  경우 , 해당  버튼  중  하나에  통화  경고가  있을  때  사용할  벨  울림
(처리  벨 ) 유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옵션에는  일반  벨  울림 ,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짧은  벨  울림 ) 또
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처리  벨  설정은  연결된  통화가  아직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진행  중인  통화에
이미  연결된  경우 , 처리  벨이  짧으면  시스템  관리자가  주의  벨  울림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다른  전화기를  핫  데스크하는  경우  사용자를  따라  이동하는  사용자  설정입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처리  벨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5.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 벨  울림  
일반  벨  울림을  사용합니다 . 

· 단축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짧은  벨  울림 )을  사용합니다 . 

· 끄기  
벨  울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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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벨소리
통화에  여러  개의  다양한  벨  울림  패턴이  제공됩니다 . 

· 내선  통화 : 한  가지  벨이  반복해서  울립니다 . 

· 외부  통화 : 두  가지  벨이  반복해서  울립니다 . 

· 링백 /통화  응답 : 한  가지  벨이  반복해서  울린  다음  두  번의  짧은  벨이  울립니다 . 
이  유형의  벨  울림은  전화기에  반송되는  통화에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 보류  상태로  설정한  통화가  너무
오랫  동안  보류  상태로  남겨져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 

· 처리  벨 : 변수
통화  처리  및  브리지된  표시  버튼에  사용되는  벨  울림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처리  벨 을  참조하십시
오 . 옵션에는  일반  벨  울림 , 짧은  벨  울림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 또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 주의  벨 : 변수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발신자와  이미  통화  중인  경우  새  통화에  사용되는  벨  울림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 옵션에는  짧은  벨  울림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 또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 이미  통화  중인  경우  통화  처리  또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에  경고를  보내는  통화에는  처리  벨  또는  주
의  벨  설정  중  짧은  설정이  사용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또한  벨  울림이  각각의  특정  표시  버튼에  사용되는  경우  벨  울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벨이
즉시  울리거나 , 설정  시간  동안  지연되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 

전화기에서  사용하는  벨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벨  울림  옵션을  찾습니다 .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
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여러  벨  울림  패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재생  소프트  키를  눌러  현재  표시된  벨  울림  패턴을  반복합니다 . 

· 현재  표시된  벨  울림  패턴을  전화기의  벨  울림  패턴으로  선택하려면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변경하지  않고  메뉴에서  나가려면  취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작업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5.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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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벨소리  볼륨
전화기가  유휴  상태이거나  벨이  울리는  동안  벨소리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기가  유휴  상태이거나  벨이  울리면 ,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17.6.7 내부  자동  응답
아직  통화  중이  아닌  경우 , 내선  통화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에서  짧은  음이  발생한
이후에  전화기의  오디오  경로  설정 에  설정된  대로  전화기  스피커  또는  헤드셋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화에  연
결됩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내부  자동  응답  옵션을  찾습니다 . 

5.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이  기능은  내부  자동  응답  작업으로  구성된  기능  버튼 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버튼  램프는  내부  자동  응답
이  켜져  있음을  표시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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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디스플레이  제어
이  섹션에서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전화기  디스플레이  및  정보를  조정하기  위한  제어  기능에  대해  다룹니
다 . 

· 디스플레이  밝기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합니다 . 

· 디스플레이  대비  
디스플레이  대비를  조정합니다 . 

· 통화  타이머  
벨  울림 /통화  시간이  표시  버튼에  있는  통화에  대해  표시되는지  여부를  조정합니다 . 

· 마지막  통화  시간  표시  
통화  종료  이후  몇  초  동안  통화  시간을  표시합니다 .

· 표시  언어  
전화기  메뉴에  사용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 

· 표시  이름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화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합니다 . 

· A 메뉴  자동  종료  
새  통화가  전화기에  경고를  보낼  때  A 메뉴  화면을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 

· 통화  대기  자동  표시  
이미  통화  중인  경우 , 응답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다른  통화가  있으면  대기  통화의  통화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 종료  메뉴  비활성  타이머 (자동  화면  복귀 )  
메뉴에서  비활성  기간  이후  일반  통화  디스플레이로  되돌아갑니다 . 

17.7.1 디스플레이  밝기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밝기를  조정합니다 . 

5. 조정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7.2 디스플레이  대비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대비  옵션을  찾습니다 .

4.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밝기를  조정합니다 . 

6. 조정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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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통화  타이머  표시
표시  버튼에  통화  경고가  있는  경우 ,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표시  세부  정보에  타이머를  포함시킬  수  있습
니다 . 타이머는  통화가  경고를  보낸  시간을  보여주고  통화에  응답하는  경우 , 통화  연결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재
설정됩니다 . 또한  타이머는  통화를  보류한  경우  통화의  보류  시간을  보여줍니다 .  

타이머  표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타이머  표시를  끄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다른  통화  세부  정보에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선택한  통화  상태  화면의  경우 , 통화  타이머  표시가  타이머  기능에  설정된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켜짐  또는  꺼짐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타이머  옵션을  찾습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7.4 마지막  통화  시간  표시
통화  타이머  표시  대신 , 통화가  종료된  이후에  전화기에  잠시  동안 (4초 ) 통화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마지막  통화  시간  표시를  강조  표시합니다 . 

4. 변경을  눌러  켜기  또는  끄기  중에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 

5. 저장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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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표시  언어
시스템  관리자는  전화기에서  고유한  메뉴에  사용  가능한  언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개의  언어까지  사용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화기에서  사용할  메뉴  언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에  표시된  메시지  상당수는  전화  시스템에서  전송된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전화  시스템
에서  지원되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시스템의  기본  언어를  사용합니다 . 

전화기  언어 전화  시스템  언어

· 네덜란드어

· 영어

· 프랑스어

· 프랑스어 (캐나다 )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포르투갈어 (브라질 )

· 러시아어

· 스페인어 (카스티야 )

· 스페인어 (라틴  아메리카 )

· 덴마크어

· 네덜란드어

· 영어 (영국 )

· 영어 (미국 )

· 핀란드어

· 프랑스어

· 프랑스어 (캐나다 )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노르웨이어

· 포르투갈어

· 포르투갈어 (브라질 )

· 러시아어

· 스페인어 (카스티야 )

· 스페인어 (라틴  아메리카 )

· 스웨덴어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고급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언어  옵션을  찾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다양한  언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7. 현재  표시된  언어를  선택하려면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을  누릅니다 . 

8. 작업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9.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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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표시  이름
전화기의  맨  윗  줄에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단 , 이후에  사용자가  표시하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화면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표시  이름  옵션으로  스크롤합니다 . 

5. 설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소프트  키를  누르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 끄기  
유휴  상태의  전화기에  내선  번호 ,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 

· 켜기  
유휴  상태의  전화기에  내선  번호  및  이름을  표시합니다 . 

6.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7.7 A 메뉴  자동  종료
전화기  화면  표시  옵션은  키를  누를  때  액세스되는  A 메뉴  화면에만  적용됩니다 . 이  옵션이  켜져  있는  경우 ,
A 메뉴  사용  중에  통화를  수신하면  전화기가  자동으로  메뉴를  종료하고  통화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화면  표시  옵션을  찾습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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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통화  대기  자동  표시
기본적으로  통화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전화기에  해당  통화의  세부  정보와  통화  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  키
작업이  표시됩니다 . 통화  대기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면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해야  합니다 . 

통화에서  전화기와  통화  대기  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  키  작업에  경고를  보내는  경우 , 전화기에  자동으로  통화
대기  세부  정보가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스크롤  키를  사용하여  현재  연결된  통화로  디스플레이  초점
을  되돌리는  경우 , 이  초점이  몇  초  후에  자동으로  통화  대기로  되돌아갑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화면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대기  표시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설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소프트  키를  누르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6. 필요에  따라  다음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끄기  - 현재  통화의  세부  정보만  표시합니다 .

· 켜기  - 통화  대기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 

7.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7.9 비활성  타이머 (자동  화면  복귀 )
일정  시간  동안의  전화기  비활성  상태  이후에  일반  통화  디스플레이로  전화기를  복귀시키는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전화기는  60초  이후에  자동으로  화면  복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모든  메뉴에  타이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A 메뉴  및  비주얼  음성  메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능  메뉴의  시스템  관리섹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화면  설정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화면  복귀 (초 )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5. 설정을  변경하려면  변경  소프트  키를  누르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 

· 꺼짐  
비활성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30/60 
선택한  시간 (초 ) 이후에  비활성  타이머를  적용합니다 . 

6. 완료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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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볼륨  및  사운드
이  섹션에서는  전화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사운드  및  볼륨과  관련된  제어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 사용  가능한  
벨소리  제어 의  추가  기능입니다 . 

· 버튼  음  
전화기  메뉴  키  음을  켜거나  끕니다 . 

· 오류  음  
전화기  메뉴  오류  음을  켜거나  끕니다 . 

· 벨소리  볼륨  
전화기에서  사용하는  벨소리  볼륨을  조정합니다 . 

· 핸드셋  볼륨  
전화기  핸드셋을  통해  들리는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합니다 . 

· 헤드셋  볼륨  
전화기에  부착된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합니다 . 

· 스피커  볼륨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합니다 . 

· 자동  음량  제어  
자동  음량  제어를  켜거나  끕니다 . 

참고
시스템  관리자는  각  통화  이후에  볼륨을  재설정하도록  전화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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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버튼  음
전화기  메뉴를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서  키  누름  확인  클릭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방해가  되는  경우  이  설정
을  끌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버튼  음  옵션을  찾습니다 . 

4.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5.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8.2 오류  음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3.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오류  음  옵션을  찾습니다 . 

4.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5.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8.3 벨소리  볼륨
전화기가  유휴  상태이거나  벨이  울리는  동안  벨소리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기가  유휴  상태이거나  벨이  울리면 ,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17.8.4 핸드셋  볼륨
핸드셋을  통해  통화  중인  경우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가  핸드셋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17.8.5 헤드셋  볼륨
헤드셋을  통해  통화  중인  경우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가  헤드셋에  연결된  상태에서 ,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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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설정 : 볼륨  및  사운드

17.8.6 스피커  볼륨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핸즈프리로  통화  중인  경우  수신  통화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통화가  스피커에  연결된  상태에서   키를  누릅니다 .

2. + (더하기 ) 및   (빼기 ) 키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 

3. 몇  초  후에  정상  디스플레이로  되돌아옵니다 . 

17.8.7 자동  음량  제어
AGC(자동  음량  제어 )를  사용하는  경우  전화기는  수신  통화가  큰  볼륨과  작은  볼륨  사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오디오  수준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고급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음량  제어  옵션을  찾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동  음량  제어를  위해  핸드셋 , 헤드셋  또는  스피커  설정
간에  전환합니다 . 

· 설정을  변경하려면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켜기 /끄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7.8.8 기본  핸즈프리  오디오  경로
기본적으로 , 핸드셋을  들어올리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통화에  응답하는  경우  전화기의  마이크를  통해  말하는  동
안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 

헤드셋을  연결한  경우 , 전화기  행동특성을  변경하여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셋을  통해  오디오가  재생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오디오  경로  옵션을  찾습니다 . 

5.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거나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6. 변경을  완료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메뉴에서  나가려면  나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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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백업 /복원
시스템  관리자가  백업 /복원을  설정한  경우 , 전화기에  로그인하거나  전화기에서  로그아웃할  때  이  설정이  자동으
로  사용됩니다 . 

백업 /복원은  전화기의   메뉴  버튼  사용  시  제공되는  메뉴에서  구성한  전화  설정에  사용됩니다 . 다른  1600
Series Phone 내선에  로그인한  경우 , 전화  설정이  복원되고  해당  전화기에  적용됩니다 . 이  설정은  다른  사용자
가  로그인하여  자신의  전화  설정을  적용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통화  로그  및  개인  연락처가  전화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 백업 /복원이  1600 Series Phones에  대해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1600 Series Phone에  로그인하는  경우  설정이  전화  시스템에서  복원됩니
다 . 

백업 /복원을  구성한  경우 , 전화기  메뉴에서  백업  및  복원  기능에  수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
다 . 

· 전화  설정  수동  백업

· 전화  설정  수동  복원

다음  설정이  백업 /복원  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핸드셋  자동  음량  제어  설정

· 헤드셋  자동  음량  제어  설정

· 스피커  자동  음량  제어  설정

· 기본  오디오  경로

· 버튼  음

· 오류  음

· 사용자  정의  벨울림

· 재발신  모드

· 통화  타이머  표시

· 시각  경보

· 표시  언어

17.9.1 백업
시스템  관리자가  백업 /복원을  설정한  경우 , 전화기에  로그인하거나  전화기에서  로그아웃할  때  이  설정이  자동으
로  사용됩니다 . 

또한  아래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설정을  수동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고급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백업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이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백업 /복원  작업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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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복원
시스템  관리자가  백업 /복원을  설정한  경우 , 전화기에  로그인하거나  전화기에서  로그아웃할  때  이  설정이  자동으
로  사용됩니다 . 

또한  아래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설정을  수동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고급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수동  복원  옵션을  찾습니다 . 

5. 복원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이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백업 /복원  작업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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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정보  보기
전화기  설정  및  현재  작업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제를  보고하는  경우 ,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1.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정보 ... 옵션을  찾습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정보가  필요한  전화기  작업을  찾습니다 . 

· 오디오  매개변수  

· IP 매개변수  
설치  프로그램  또는  DHCP 서버를  사용하여  구성된  전화기의  IP 설정입니다 . 

· 서비스  품질  
현재  통화에  대한  QoS(서비스  품질 ) 수치입니다 . 

· 인터페이스  
전화기의  이더넷  포트  및  PC 통과  이더넷  포트의  현재  속도입니다 . 

· 기타  
현재  로드된  전화기  및  펌웨어의  세부  정보입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눌러  현재  표시된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 

6.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정보의  다양한  항목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7. 상위  메뉴로  되돌아가려면  뒤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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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이어그램은  메뉴에서  액세스  가능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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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뉴

Chapt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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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뉴 :  

18. 상태  메뉴

 

상태  메뉴는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특별한  통화  라우팅  기능을  활
성화한  경우  표시됩니다 . 예를  들어 , 방해  금지가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 

또한  시스템  관리자가  헌트  그룹  멤버십  상태를  변경하거나  헌트  그룹의
서비스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표시됩니다 . 

메뉴  옵션  요약은  상태  메뉴  다이어그램 에  표시됩니다 . 

· 휴대폰  트위닝  끄기

· 파크된  통화  보기  및  파크  취소

· 연결  내선  설정  지우기  또는  변경

· 방해  금지  끄기

· 무조건  착신  전환  지우기  또는  변경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지우기  또는  변경

· 통화  중  착신  전환  지우기  또는  변경

· 연결  내선  추가  설정  지우기  또는  변경

· 헌트  그룹  멤버십  상태  변경

· 헌트  그룹  서비스  상태  변경

· 시스템  알람  보기

18.1 방해  금지
상태  메뉴를  사용하여  방해  금지를  꺼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필요한  경우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방해  금지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방해  금지  설정을  지우려면  끄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8.2 연결  내선
사용자  전화기에  통화에  대한  연결  내선  대상을  설정한  경우 , 상태  메뉴를  통해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습
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연결  내선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연결  내선  설정을  지우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설정  대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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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연결  내선  추가
다른  사용자가  전화기에  연결  내선을  설정한  경우 , 상태  메뉴를  통해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연결  내선  추가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각  사용자에  대한  개
별  항목이  있습니다 . 

· 연결  내선  설정을  지우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설정  대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이  메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름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지우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추가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다른  사용자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번호가  사용자와  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름이  표시됩
니다 .  또는  디렉토리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선택 합니다 . 

· 저장  소프트  키를  눌러  연결  내선  추가를  설정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8.4 통화  중  착신  전환
전화기에  통화  중  착신  전환이  설정된  경우 , 상태  메뉴에서  착신  전환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을  꺼짐으로  전환하려면  꺼짐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설정  대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다음  메뉴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합니
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
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든  통
화  또는  외부  통화만이  있습니다 . 

· 착신  전환  대상이  표시됩니다 .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새로운  대상을  입력하거나  대상을  지웁
니다 . 

· 현재  대상이  ( ) 대괄호  안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특정한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지  않아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이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 변경
을  선택하면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며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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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뉴 : 통화  중  착신  전환

18.5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전화기가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으로  설정된  경우 , 상태  메뉴에서  착신  전환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
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을  꺼짐으로  전환하려면  끄기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 설정  대상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다음  메뉴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통화  중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합니
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을  켜짐  또는  꺼짐으로  전환
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모든  통
화  또는  외부  통화만이  있습니다 . 

· 착신  전환  대상이  표시됩니다 . 변경  소프트  키를  눌러  새로운  대상을  입력하거나  대상을  지웁
니다 . 

· 현재  대상이  ( ) 대괄호  안에  표시되는  경우  이는  특정한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지  않아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이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 변경
을  선택하면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이  설정되며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8.6 무조건  착신  전환
상태  메뉴에서  무조건  착신  전환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무조건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을  꺼짐으로  전환하려면  꺼짐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착신  전환  설정을  변경하려면  편집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편집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을  켜거나  끕니다 .  

·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착신  전환할  통화를  선택합니다 . 옵션에는  외부  전
용 , 외부  및  그룹 , 비그룹  통화  및  모든  통화가  있습니다 . 

· 편집을  선택하여  통화가  착신  전환되는  번호를  변경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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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여기로  착신  전환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현재  통화를  착신  전환  중인  사용자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무조건  착
신  전환 , 응답  없을  시  착신  전환  및  통화  중  착신  전환이  포함됩니다 . 각  사용자를  위한  개별  항목이  표시됩니
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여기로  착신  전환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8.8 그룹  멤버십
시스템  관리자가  허용한  경우 , 사용자가  상태  메뉴에서  그룹  멤버십을  사용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룹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그룹에  대한  그룹  통화를  받지  않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헌트  그룹  이름  및  현재  멤버십  상태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해당  그룹에서  자신의  멤버십  상태를  변경하려면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8.9 그룹  서비스  상태
시스템  관리자가  허용한  경우 , 상태  메뉴에서  그룹의  서비스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헌트  그룹  이름  및  현재  멤버십  상태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소프트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상태를  선택합니다 . 

· InServ = 서비스  중
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멤버에게  통화를  분배합니다 . 

· Night = 야간  서비스
그룹이  야간  서비스  모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야간  서비스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 헌트  그룹은  또한  시간  프로필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야간  서비스로  설정하고  해
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수동  제어를  통해  야간  서비스  상태를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 

· OOS = 서비스  불가능  
그룹이  서비스  불가능  상태입니다 . 통화는  설정된  서비스  불가능  대체  그룹으로  착신전환되며  기
타의  경우에는  가능한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됩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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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메뉴 : 그룹  서비스  상태

18.10 휴대폰  트위닝
휴대폰  트위닝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 , 상태  메뉴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  모드를  끌  수  있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필요  시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휴대폰  트위닝으로  메뉴를  스크롤합니다 . 

3. 트위닝을  끄려면  끄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또는  휴대폰  트위닝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세부  정보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휴대폰  트위닝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8.11 파크된  통화
파크된  통화가  전화  시스템에서  파크되고  다른  사용자가  파크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파크된  통화  표시가  특정  내
선에  전송됩니다 . 전화기에  파크된  통화가  있는  경우 , 상태  메뉴를  사용하여  통화를  확인하고  파크  취소할  수  있
습니다 . 

1.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통화  중에  상태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상태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2. 파크된  통화가  있는  경우  파크  옵션이  표시됩니다 . 내선에  통화를  파크하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이  표시되
지  않습니다 . 

3. 상세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파크된  통화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5. 특정  통화를  파크  취소하려면  통화  픽업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오 . 

18.12 시스템  알람
사용자가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라고도  함 )로  구성된  경우 ,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있는  S는  시스템
경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경보의  원인이  되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오류  메시지
를  통해  문제점을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메모리  카드  인식  실패  
전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 관리자를  선택하면  시스템  관리  메뉴
로  이동하며  이  메뉴에서  메모리  카드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확장  실패  
전화  시스템에  첨부된  외부  확장  모듈  중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 

· 음성  메일  실패  
음성  메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음성  메일이  거의  가득  참  
음성  메일  시스템에  추가  메시지 , 프롬프트  및  녹음용  저장  공간이  거의  부족합니다 . 

· 음성  메일이  가득  참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추가  메시지 , 프롬프트  및  녹음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 

· 라이선스  키  실패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사용된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 

· 시스템  부팅  오류  
재시작하는  동안  전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 잘못된  날짜 /시간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날짜  또는  시간에  오류가  있습니다 . 관리자를  선택하면  시스템  관리  메뉴로  이동하
며  이  메뉴에서  날짜  및  시간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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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코드

Chapt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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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코드 :  

19.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코드는  시스템의  모든  전화기에서  다이얼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 예를  들어 , 이  코드를  사용하여  기본  아
날로그  내선에  로그인하고  계속해서  여러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약식  코드의  경우  다이얼할  때  일반적으로  내선  번호와  같은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내선  번호는
아래에  표시된  약식  코드에서  N으로  표시됩니다 . 

파크 /파크  취소
· 통화  파크 : *37*N# 

 N 대신  다이얼한  파크  번호를  사용하여  보류  통화를  파크합니다 . 

· 통화  파크  취소 : *38*N# 
파크  번호  N을  사용하여  파크된  통화를  파크  취소합니다 . 

통화  픽업
· 모든  통화  픽업 : *30 
전화  시스템에서  벨이  울리는  통화에  응답합니다 . 

· 그룹  통화  픽업 : *31 
멤버로  속해  있는  그룹에  걸려온  벨이  울리는  통화에  응답합니다 . 

· 사용자  통화  픽업 : *32*N# 
사용자의  내선  번호 (N)로  벨이  울리는  통화를  픽업합니다 . 

· 그룹  멤버  통화  픽업 : *53*N# 
그룹의  멤버 (N)에게  벨이  울리는  통화를  픽업합니다 . 반드시  그룹  통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 

회의
· 보류  통화  회의 : *47 
자신과  보류한  통화  간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 

방해  금지
· 방해  금지  설정  켜기 : *08 
전화기를  방해  금지로  설정합니다 . 

· 방해  금지  설정  끄기 : *09 
방해  금지를  끕니다 . 

· 방해  금지  예외  번호  추가 : *10*N# 
방해  금지  예외  목록에  번호 (N)를  추가합니다 . 

· 방해  금지  예외  번호  삭제 : *11*N# 
방해  금지  예외  목록에서  번호 (N)를  제거합니다 . 

· 모든  착신  전환  취소 : *00 
모든  착신  전환을  끕니다 . 무조건  착신  전환 , 통화  중  착신  전환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 착신  전환  및  방
해  금지를  포함합니다 . 

착신  전환
· 연결  내선  추가 : *12*N# 
통화를  착신전환할  내선으로  다이얼했습니다 . 약식  코드로  다이얼할  때  고유한  내선  번호 (N)를  사용합니
다 . 

· 연결  내선  추가  취소 : *13*N# 
통화가  착신전환된  내선으로  다이얼했습니다 . 약식  코드로  다이얼할  때  고유한  내선  번호 (N)를  사용합니
다 .

· 연결  내선 : *14*N# 
전화기에서  다이얼했습니다 . 통화를  착신전환할  내선  번호 (N)를  다이얼합니다 . *14#만  다이얼하면  착신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착신  전환  취소 : *00 
모든  착신  전환을  끕니다 . 무조건  착신  전환 , 통화  중  착신  전환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 착신  전환  및  방
해  금지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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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  전환
· 모든  착신  전환  취소 : *00 
모든  착신  전환을  끕니다 . 무조건  착신  전환 , 통화  중  착신  전환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 착신  전환  및  방
해  금지를  포함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  설정 : *07*N# 
이  설정이  켜져  있는  경우  무조건  착신  전환용  대상  번호 (N)를  설정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  켜기 : *01 
무조건  착신  전환을  켭니다 . 대상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무조건  착신  전환  끄기 : *02 

· 무조건  착신  전환에  헌트  그룹  통화  포함 : *50 

· 무조건  착신  전환에서  헌트  그룹  통화  제외 : *51 

· 통화  중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  설정 : *57*N#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용  대상  번호 (N)를  설정합니다 . 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  기능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무조건  착신  전환  번호를  사용합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켜기 : *03 

· 통화  중  착신  전환  끄기 : *04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켜기 : *05 

·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끄기 : *06 

헌트  그룹
· 야간  서비스  상태  켜기 : *20*N# 
내선  번호 (N)를  입력하여  헌트  그룹을  야간  서비스  상태로  설정합니다 .

· 야간  서비스  상태  끄기 : *21*N# 
내선  번호 (N)를  입력하여  헌트  그룹을  야간  서비스  상태에서  해제합니다 . 

로그인
· 로그인 : *35*N*P# 
내선  번호 (N) 및  로그인  코드 (P)를  사용하여  전화기에  로그인합니다 . 

· 로그아웃 : *36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전화기에서  로그아웃합니다 . 

음성  메일
· 메시지  확인 : *17 
메시지  확인을  위해  사서함에  액세스합니다 . 

· 음성  메일  켜기 : *18 
음성  메일을  통화  응답에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 

· 음성  메일  끄기 : *19 
음성  메일을  통화  응답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음성  메일  링백  켜기 : *48 
새  메시지가  있는  경우  전화기에서  음성  메일  벨이  울리도록  합니다 . 전화기를  사용하면  전화가  걸립니다 .

· 음성  메일  링백  끄기 : *49 
링백을  꺼짐으로  전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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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Chap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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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스템  관리
필요한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 사용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전화  시스템
을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 시간  설정  확인  

· 날짜  설정  

· 시간  설정  

· 시간  오프셋  설정  

· 시스템  종료  

· 메모리  카드 /파일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알람  

20.1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잠재적인  문제점을  보고하는  데  유
용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보안  코드 (로그인  코드와  동일 )를  입력하고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정보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8.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누릅니다 .

9. 이제  시스템  IP 주소  및  라이선스  키  일련  번호가  포함된  시스템  정보  전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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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20.2 시간  설정  확인
전화  시스템이  시간  서버에서  시간을  자동으로  가져오도록  구성된  경우 , 전화기를  통해  이  설정을  볼  수  있습니
다 . 세부  정보에는  시간  서버  주소 , 가져온  UTC 시간  값과  현재  로컬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DST(일광  절
약  시간 )를  사용  중인  경우 , 적용된  DST 설정도  표시됩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보안  코드 (로그인  코드와  동일 )를  입력하고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간  서버  상태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8.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전화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현재  날
짜가  표시됩니다 . 

9.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세부  정보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20.3 날짜  설정
아래  프로세스는  전화  시스템에서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을  자
동으로  가져오도록  구성된  시스템에  현재  시간  서버  설정 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보안  코드 (로그인  코드와  동일 )를  입력하고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날짜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8.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전화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현재  날
짜가  표시됩니다 . 

9. 필요한  날짜를  입력하고  *  또는  # 키  중  하나를  사용하여  /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이전  숫자  또는
문자를  삭제하려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10.유효한  전체  날짜를  입력한  경우 ,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  전체  날짜  및  완료  소프트  키
옵션이  표시됩니다 .  

11.전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이  날짜를  새로운  날짜로  설정하려면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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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시간  설정
아래  프로세스는  전화  시스템에서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을  자
동으로  가져오도록  구성된  시스템에  현재  시간  서버  설정 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보안  코드 (로그인  코드와  동일 )를  입력하고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간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8.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전화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현재  시
간이  표시됩니다 . 

9. 필요한  시간을  24시간  시계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  *  또는  # 키  중  하나를  사용하여  : 구분자를  입력합니다 . 

· 입력한  이전  숫자  또는  문자를  삭제하려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10.유효한  전체  시간을  입력한  경우 ,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  완료  소프트  키  옵션이  표시됩
니다 . 

11.전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이  시간을  새로운  시간으로  설정하려면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20.5 시간  오프셋  설정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보안  코드 (로그인  코드와  동일 )를  입력하고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간  오프셋  또는  UTC 오프셋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
다 . 

8.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현재  오프셋이  표시됩니다 . 

9. 필요한  오프셋을  시간  및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 

· : 구분자를  입력하려면  * 또는  # 키  중  하나를  누릅니다 . 

· 입력한  이전  숫자  또는  문자를  삭제하려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 양수  또는  음수  중에서  오프셋을  변경하려면  +/-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0.유효한  오프셋을  입력한  경우  완료  소프트  키가  표시됩니다 . 

11.현재  전화  시스템  시간에  오프셋을  적용하려면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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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 시간  오프셋  설정

20.6 시스템  종료
특정  시간 (분  단위 ) 동안  전화  시스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처리  완료  후  종료가  아니며  이  작업을  일단
확인하면  전화  시스템을  사용  중인  기존  통화  및  서비스  연결이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 그런  다음  전화  시스템은
지정한  시간  동안 (기본값은  10분 )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종료  시간  이후에  전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
는  데  최대  5분  이상이  걸립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보안  코드 (로그인  코드와  동일 )를  입력하고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종료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8.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9. 현재  기본  시간  초과 (10분 ) 설정이  표시되며  완료  소프트  키를  눌러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  초과를  시간  및  분  단위로  입력한  다음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 시간  초과의  허용  가능한  범위는  00:05~ 24:00입니다 . 입력한  시간  초과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
우  완료  소프트  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시간  초과에  : 기호를  입력하려면  *  또는  # 키  중  하나를  누릅니다 . 

· 입력한  이전  숫자  또는  문자를  삭제하려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10.완료  소프트  키를  누르면  전화  시스템을  종료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종료하려는  경
우에만  계속합니다 .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뒤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11.확인  소프트  키를  누른  경우 , 전화  시스템이  종료  상태로  전환됩니다 . 모든  현재  통화  및  서비스  연결이
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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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메모리  카드  관리
전화  시스템에는  다양한  기능에  사용되는  추가  메모리  카드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
드  메뉴를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  설치된  메모리  카드  상태를  확인하고  카드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  소프트  키가  표시되면  누릅니다 .

· 통화  중에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오른쪽  화살표  키  또는   전화기  키를  누른  다음  기능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2.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전화기  사용자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3.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4.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5. 선택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6. 보안  코드 (로그인  코드와  동일 )를  입력하고  완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7.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모리  카드 (IP500/IP500 V2) 또는  파일  시스템 (Server
Edition)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를  스크롤합니다 . 표시된  옵션은  전화  시스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8.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  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

9. 메뉴에  시스템  메모리  카드의  현재  상태  및  카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나열됩니다 . 

· 나열된  각  메모리  카드의  상태는  카드  없음 , 활성  또는  비활성  중  하나입니다 . 항목은  연결된  전화  시
스템에서  지원하는  카드  유형에  대해서만  나열됩니다 . 

· CF - IP500 시스템에  설치  가능한  옵션인  컴팩트  플래시  카드를  의미합니다 . 

· 시스템  - IP500 V2 시스템에  설치해야  하는  첫  번째  SD 메모리  카드를  의미합니다 . 

· 옵션  - IP500 V2 시스템에  설치  가능한  두  번째  옵션인  SD 메모리  카드를  의미합니다 .  

· 메모리  카드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은  카드  상태  아래에  나열됩니다 . 사용  가능한  작업은  카드  유형  및
카드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작업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확인  소
프트  키를  눌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 

· 종료 (IP500/IP500 V2) 
이  옵션은  활성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여  카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시작 (IP500/IP500 V2/Server Edition) 
이  옵션은  비활성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여  카드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백업 (IP500 V2/Server Edition) 
이  옵션은  시스템  카드가  있으며  활성  상태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의  현재  구성  설정을  메모리  카드의  백업  파일에  복사합니다 . 

· 시스템  복원 (IP500 V2/Server Edition) 
이  옵션은  시스템  카드가  있으며  활성  상태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전화  시스템의
현재  구성  설정을  메모리  카드에  있는  백업  파일의  현재  구성  설정으로  덮어씁니다 . 

· 구성  업그레이드 (IP500 V2) 
 옵션  카드의  구성  파일을  시스템  제어  장치의  시스템  카드에  복사합니다 . 

· 바이너리  업그레이드 (IP500 V2) 
옵션  카드의  소프트웨어  파일을  시스템  제어  장치의  시스템  카드에  복사합니다 .

· 복사 (IP500 V2) 
이  옵션은  시스템  및  옵션  메모리  카드가  모두  활성  상태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옵
션은  시스템  카드의  컨텐츠를  옵션  카드에  복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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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 메모리  카드  관리

20.8 시스템  알람
사용자가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라고도  함 )로  구성된  경우 ,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있는  S는  시스템
경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경보의  원인이  되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지만  오류  메시지
를  통해  문제점을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메모리  카드  인식  실패  
전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 관리자를  선택하면  시스템  관리  메뉴
로  이동하며  이  메뉴에서  메모리  카드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확장  실패  
전화  시스템에  첨부된  외부  확장  모듈  중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 

· 음성  메일  실패  
음성  메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음성  메일이  거의  가득  참  
음성  메일  시스템에  추가  메시지 , 프롬프트  및  녹음용  저장  공간이  거의  부족합니다 . 

· 음성  메일이  가득  참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추가  메시지 , 프롬프트  및  녹음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 

· 라이선스  키  실패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사용된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 

· 시스템  부팅  오류  
재시작하는  동안  전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 잘못된  날짜 /시간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날짜  또는  시간에  오류가  있습니다 . 관리자를  선택하면  시스템  관리  메뉴로  이동하
며  이  메뉴에서  날짜  및  시간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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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메뉴

Chapt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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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메뉴 :  

21. 전화기  메뉴
이  섹션에서는  전화기  메뉴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 

· 기능  메뉴  
이  메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사용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자체  설정  메뉴  
기능  메뉴의  하위  메뉴입니다 . 이  메뉴를  사용하여  기능  버튼에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 비주얼  음성  메뉴  
이  메뉴를  사용하여  음성  메일  메시지  및  기타  음성  메일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 

· 상태  메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메뉴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  설정을  변경합니다 . 

· A 메뉴  
이  메뉴를  사용하여  다양한  전화  설정을  구성하고  전화기  소프트웨어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 통화  로그  메뉴  
이  메뉴를  사용하여  부재중  통화 , 발신  통화  및  응답  통화의  로그를  표시합니다 . 

· 연락처  메뉴  
이  메뉴를  사용하여  개인  및  시스템  디렉토리  항목을  표시하고  선택합니다 . 

· 재발신  메뉴  
이  메뉴는  재발신  키가  목록  모드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표시됩니다 . 

· 전화기  잠김  메뉴  
이  메뉴는  전화기를  잠근  경우  표시됩니다 . 

· 시스템  관리  메뉴  
이  메뉴는  시스템  유지  관리자가  '시스템  전화기 ' 사용자로  구성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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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기능  메뉴
이  메뉴에는  기능  소프트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메뉴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전체  사용자  메뉴를  종료하고  표시  메뉴로  돌아가려면 ,  전화기 /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나가기  소프트  키
가  표시되면  이  키를  누릅니다 . 

메뉴에서   위로  및  아래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메뉴  옵션  전체를  스크롤합니다 . 추가  옵션을  사용  가능한
지  여부는     화살표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 

표시된  메뉴  옵션에  하위  메뉴가  있는  경우 , 메뉴  옵션  이름  뒤에  있는  ... 3개의  점 (줄임표 ) 아이콘으로  표시됩
니다 .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참조 )를  제외하고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하위  메뉴를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선택  소프트  키  또는  확인  버튼을  눌러  하위  메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하위  메뉴는  뒤로  소프트  키를  눌러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설정  주변에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을  사용하는  메뉴  옵션은  소프트  키  옵션  외에   왼쪽  및  오
른쪽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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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메뉴 : 기능  메뉴

액세스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일부  메뉴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특정  권한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다
른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화기가  잠겨  있는  동안에는  기능  메뉴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 그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착신  전환  및  연결  내선  메뉴  및  상태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파크  메뉴  및  상태  옵션에는  발신자와  대화  중인  경우  또는  이미  통화를  파크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 

· 계정  코드  메뉴에는  시스템에  계정  코드를  구성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트위닝  옵션은  휴대폰  트위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시스템  관리  옵션은  '시스템  전화기 '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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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체  설정  메뉴
이  메뉴에는  기능  소프트  키를  누르고  전화기  사용자  및  자체  설정을  선택하여  액세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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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메뉴 : 자체  설정  메뉴

21.3 비주얼  음성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이  버튼을  누른  후  음성  메일  코드를  입력하도록  메
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옵션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헌트  그룹  사서함  액세스는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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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태  메뉴
이  메뉴에는  상태  소프트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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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메뉴 : 상태  메뉴

21.5 전화기  A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는  사용자  설정  대신  전화기의  특정  설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
또한  전화기  소프트웨어의  세부  정보를  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통화로  이동  옵션은  사용되지  않으며  이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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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통화  로그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아래  다이어그램은  메뉴  구조에  대해  요약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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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메뉴 : 통화  로그  메뉴

21.7 연락처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를  사용하여  고유한  개인  연락처  및  연락처의  시스템  디렉토
리에  액세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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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재발신  메뉴
이  메뉴에는   키를  눌러  액세스합니다 . 이  메뉴는  재발신  모드를  목록에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발신  통화  로그에서  가져온  번호 (최대  10개 )가  표시됩니다 . 

43



1608/1616 User Page 177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전화기  메뉴 : 재발신  메뉴

21.9 전화기  잠김  메뉴
전화기가  잠겨  있는  경우  

· 내선  전화  및  긴급  통화를  거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설정에  대한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 로그인  코드를  구성 한  경우  전화기  잠금을  해제 하려면  로그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9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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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시스템  관리  메뉴
이  메뉴는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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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메뉴 : 시스템  관리  메뉴

21.11 오류  화면
표시 가능한  원인

사용자  없음  
이  화면은  전화기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없는  경우  표시됩니다 . 전화기
는  내선  전화  및  긴급  통화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하려
면  선택을  누릅니다 . 

전화기  잠김  
이  화면은  사용자가  전화기를  잠근  경우  표시됩니다 . 전화기는  내선  전화를
걸고  받으며  긴급  통화를  거는  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본인의
전화기인  경우  로그인  코드를  사용하여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전화기가  아닌  경우에도  계속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내선  입력  
이  화면은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에  표시됩니다 . 1608 및  1616만  해당합니
다 . 

검색  
이  화면은  일반적으로  전화기가  몇  분  동안  전화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표시됩니다 .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1608 및  1616만  해당합니다 . 

부팅  
이  화면은  전화기  전원이  방금  켜졌거나  시스템  관리자가  원격으로  재시작
한  경우  표시됩니다 . 전화기에서  고유한  소프트웨어를  로드  중임을  표시합
니다 .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아래  화면이  표시됩니다 . 1608 및  1616만  해당
합니다 . 

이더넷  
전화기를  재시작한  이후에  표시됩니다 . 네트워크  연결이  설정되었음을  표
시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를  누르지  마십시
오 . 1608 및  1616만  해당합니다 . 

DHCP 
전화기를  재시작한  이후에  표시됩니다 . 전화기에서  DHCP 서버로부터의  정
보를  대기  중입니다 . 시스템  관리자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를  누르
지  마십시오 . 1608 및  1616만  해당합니다 . 

HTTP/HTTPS 
전화기를  재시작한  이후에  표시됩니다 . 전화기에서  파일  요청  및  파일  다운
로드  프로세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세스는  몇  초  동안만  지속되
어야  합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새  전화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한  경우 , 몇  분이  걸릴  수  있으며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 
1608 및  1616만  해당합니다 . 

21.12 메뉴  액세스  제어
일부  메뉴  옵션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 예를  들어 , 전화기가  잠겨  있는  경우에는  기
능  메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메뉴  옵션에  대한  액세스는  시스템  관리자가  제어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
는  전화기  사용자가  액세스  가능한  옵션에  대해  시스템  수준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  전화기  사용
자에  대해  특정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옵션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이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
어 ,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용으로  통화  착신  전환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의  기능  그룹에  대한  메뉴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 기본  통화  기능  
사용자가  통화  픽업 , 파크 , 파크  취소  및  휴대폰으로  호  전환  기능을  위한  전화기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
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 고급  통화  기능  
방해  금지 , 계정  코드 , 보류  번호  및  내부  자동  응답  기능을  위한  전화기의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또한  계정  코드  메뉴는  시스템에  계정  코드가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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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신  전환  기능  
착신  전환  및  연결  내선  기능을  위한  전화기의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 핫  데스크  기능  
로그인  및  로그아웃을  위한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 암호  변경  
로그인  코드 (보안  자격  증명 )를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 전화기  잠금  
전화기  잠금  및  자동  잠금  설정을  위한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 자체  설정  
자체  설정  메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 음성  메일  제어  
전화기의  기능  메뉴에서  비주얼  음성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 또한  시스템  관리자는
비주얼  음성  메뉴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메시지  버튼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그룹  제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그룹의  멤버십 , 상태  및  대체  옵션에  액세스  가능한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 그룹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룹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모빌리티  제어  
 휴대폰  트위닝  옵션은  휴대폰  트위닝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시스템  관리  제어  
'시스템  전화기 '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에만  시스템  관리  옵션이  표시됩니다 . 

메뉴  액세스를  제한해도  사용  가능한  약식  코드  및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을  사용하는  액세스는  제한되지  않습니
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이  코드  및  버튼을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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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Chapter 22.



1608/1616 User Page 182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22. 용어집

22.1 짧은  벨  울림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입니다 . 기본적으로  이미  통화에  연결한  상태에서 , 다른  통화  경고가  있을  경우  사용
되는  벨  울림  유형입니다 . 

22.2 표시  버튼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  및  다른  사용자가  걸고  받은  받은  전화를  표시합니다 . 이  버튼
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합니다 . 일반적으로  처음  3개의  버튼이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며  추가  버튼을  표시  버
튼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22.3 주의  벨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이미  통화에  연결한  상태에서 , 다른  통화  경고가  있을  경우  사용해야  할  벨  울림  유형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옵션에는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짧은  벨  울림 ) 또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22.4 자동  보류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통화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다른  표시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통화가  자동으로  보류  상태
로  설정됩니다 . 자동  보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연결된  통화는  다른  표시  버튼을  누르면  종료됩니다 . 

22.5 브리지된  표시  버튼
브리지된  표시  버튼은  다른  사용자의  통화  상태  화면  버튼  중  하나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여  다
른  사용자의  통화  상태  화면  버튼에서  통화에  응답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은  또한  통화  상태  화면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보류  상태에서  재개할  수  있는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 사용자의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경고를  보내는  경우 , 일치하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도  경고를  보냅니다 .
브리지된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자  대신  통화  상태  화면  버튼에서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가  응답하거나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하는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의  경우 , 일치하는  브리지된  표시  버튼
에  통화  상태 (예 : 연결됨 , 보류  중 )가  표시됩니다 . 브리지된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보류  중인  경우  통화를
재개하거나  활성  상태인  경우  통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브리지된  표시  버튼은  Small Community Network 의  다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

22.6 통화  상태  화면  버튼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기에  걸려오는  통화  및  전화기에서  거는  통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을  사용하면  여러  통화에  응답하고  전화를  걸고 , 통화  간  전환이  가능하며  다른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사용  중인  경우 , 사용자  번호로  걸려오는  추가  통화는  설정된  통화  중  착신  전환  설
정을  따르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음성  메일로  이동합니다 . 

22.7 통화  처리  버튼
각  통화  처리  버튼은  전화  시스템의  다른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가  응답
하지  않아  벨이  계속  울리는  통화를  보유한  경우  사용자가  경고를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통화  세부  정보를  확인
하고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처리되는  사용자  설정은  다른  사용자에  대한  통화  처리  버튼에서  경고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의  전화기에
서  벨이  얼마나  오래  울리는지  제어합니다 . 

22.8 처리  벨
브리지된  표시  및 /또는  통화  처리  버튼이  있는  경우 , 해당  버튼  중  하나에  통화  경고가  있을  때  사용할  벨  울림
(처리  벨 ) 유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옵션에는  일반  벨  울림 , 반복되지  않는  단일  벨  울림 (짧은  벨  울림 ) 또
는  벨  울림  없음이  있습니다 . 처리  벨  설정은  연결된  통화가  아직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진행  중인  통화에
이미  연결된  경우 , 처리  벨이  짧으면  시스템  관리자가  주의  벨  울림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 

22.9 방해  금지
· '방해  금지 ' 상태인  경우 , 발신자는  가능한  경우  음성  메일로  착신전환되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통화중  음
을  듣습니다 . 

· 방해  금지  예외  목록에  있는  번호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착신  전환은  이러한  통
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가  멤버로  속해  있는  헌트  그룹으로  걸려온  통화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에서  통화  가능한  마지
막  멤버인  경우는  제외 ). 

· 방해  금지를  설정해도  이미  전화기에  표시된  통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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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방해  금지

· 계속해서  전화기를  사용하여  발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오프  후크로  전환하면  끊어진  발신음이  들립니
다 . 

· N = 통화  내역  없음 (방해  금지 ) 
방해  금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N이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22.10 방해  금지  예외
· 방해  금지를  설정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발신자의  번호입니다 . 사용자에게  걸려온  전
화에만  적용됩니다 . 멤버로  속해  있는  헌트  그룹에  걸려온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11 착신  전환
'연결  내선 '은  작업할  다른  내선으로  통화를  착신전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  통화는  사용자  이름과  함께  표시되
어  일반  사용자용  내선에  걸려온  통화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전화기에서  로그  오프하지  않고  다른  사
람의  전화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화가  착신전환되고  이  통화는  사용자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든  사용자  설
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 

22.12 연결  내선  추가
연결  내선  추가  기능은  통화를  착신전환할  내선에서  착신  전환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22.13 연결  내선
연결  내선  기능은  자신의  전화기에서  연결  내선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22.14 통화  중  착신  전환
통화  중  착신  전환은  전화기에서  추가로  통화를  알릴  수  없는  경우  통화를  착신전환합니다 . 

·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수신  외부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단 , 필요한  경우  내선  통화에
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가능한  경우  설정과  일치하는  모든  통화는  통화  중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으로  설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됩니다 . 이  번호는  내부용  또는  외부용일  수  있습니다 . 

· 통화  중으로  정의되면  추가  통화가  표시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통화  상태  화면  버튼이  없습니다 . 

· 통화  중일  때  헌트  그룹  통화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  설정으로  착신  전환되지  않습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옵션에서는  동일한  착신  전환  대상  번호를  사용합니다 . 번호
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 무조건  착신  전환에  설정된  동일한  대상을  사용합니다 . 

· 음성  메일  사용 을  설정한  경우 , 응답  없음  시간 (기본값은  15초 ) 동안  벨이  울린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
이  없으면  전화  시스템에서  착신  전환된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 외부  번호로  착신
전환된  통화에서  음성  메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2.15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은  전화기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통화를  착신전환합니
다 . 

·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수신  외부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단 , 필요한  경우  내선  통화에
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가능한  경우  설정과  일치하는  모든  통화는  통화  중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대상으로  설정된  번호로  착신
전환됩니다 . 이  번호는  내부용  또는  외부용일  수  있습니다 . 

· 응답  없음은  응답  없음  시간 (기본적으로  15초 ) 동안  전화기에  표시된  상태로  정의됩니다 . 

· 헌트  그룹  통화는  착신  전환되지  않습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옵션에서는  동일한  착신  전환  대상  번호를  사용합니다 . 번호
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 무조건  착신  전환에  설정된  동일한  대상을  사용합니다 . 

· 음성  메일  사용 을  설정한  경우 , 응답  없음  시간 (기본값은  15초 ) 동안  벨이  울린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
이  없으면  전화  시스템에서  착신  전환된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 외부  번호로  착신
전환된  통화에서  음성  메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2.16 무조건  착신  전환
무조건  착신  전환은  통화를  즉시  착신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자에게  걸려오는  수신  외부  통화에만  적용됩니다 . 단 , 필요한  경우  내선  통화
및 /또는  헌트  그룹  통화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8

88



1608/1616 User Page 184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 가능한  경우 , 설정과  일치하는  모든  통화는  무조건  착신  전환  대상으로  설정한  번호로  착신  전환됩니다 .
이  번호는  내부용  또는  외부용일  수  있습니다 . 

· 계속해서  전화기를  사용하여  발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오프  후크로  전환하면  끊어진  발신음이  들립니
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을시  착신  전환  옵션에서는  동일한  착신  전환  대상  번호를  사용합니다 . 번호
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 무조건  착신  전환에  설정된  동일한  대상을  사용합니다 . 

· 음성  메일  사용 을  설정한  경우 , 응답  없음  시간 (기본값은  15초 ) 동안  벨이  울린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
이  없으면  전화  시스템에서  착신  전환된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하려고  시도합니다 . 외부  번호로  착신
전환된  통화에서  음성  메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D = 통화  전환 (착신  전환 ) 
무조건  착신  전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화기  화면에  D가  표시됩니다 . 

22.17 그룹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와  함께  그룹의  멤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각  그룹에는  통화  대상으
로  사용  가능한  고유한  내선  번호가  있습니다 . 

통화가  그룹에  표시되면 , 멤버  중  한  명이  응답할  때까지  한  번에  하나  또는  동시에  모든  통화가  사용  가능한  그
룹  멤버에게  표시됩니다 . 

그룹  통화가  다음  멤버에게  표시되기  전에  각  그룹  멤버에게  벨이  울리는  시간은  그룹의  고유한  설정에  따라  제
어됩니다 . 헌트  그룹도  음성  메일을  사용하며  응답되지  않은  통화가  그룹  사서함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대
한  고유한  설정이  있습니다 . 그룹  통화의  경우 , 사용자  설정이  아니라  헌트  그룹의  음성  메일  설정이  사용됩니
다 . 

22.18 유휴  회선  기본  설정
전화  통화  또는  회선  표시  버튼  중  하나를  현재  선택한  표시  버튼으로  설정하는  경우 , 오프  후크로  전환할  때  이
설정을  표시  버튼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  후크로  전환하기  전에  표시  버튼을
선택해야  합니다 . 

유휴  회선  기본  설정은  연결된  통화가  없는  경우 , 첫  번째로  사용  가능한  통화  상태  화면  또는  회선  표시  버튼을
현재  선택한  버튼으로  자동  선택합니다 . 

22.19 내부  트위닝
이  트위닝  방법은  일반  전화기를  다른  내부  전화기와  트위닝하는  방법입니다 . 두  전화기  모두에서  수신  통화  벨
이  울립니다 . 또한  내선  중  하나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내부  트위닝의  일반적인  예는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고  건물  주변에서  이동할  때는  휴대폰이  필요한  사용자입니
다 . 

두  전화기  모두에  설정이  적용됩니다 . 이와  유사하게  한  전화기의  메시지  대기  표시  및  음성  메일  액세스는  사서
함으로  이동합니다 . 

트위닝된  전화기  모두에서  연락처를  사용하고  전화  시스템에  통화  로그가  저장된  경우 , 각  전화기의  통화  로그
및  디렉토리  연락처는  동일합니다 . 

22.20 회선  표시  버튼
회선  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에  연결된  특정  전화  회선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이  회선을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통화의  경우  전화  시스템에서  통화  대상을  결정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일  수  있습니다 . 단 , 회선에  회선
표시  버튼이  있는  경우 , 통화  경고가  있으면  필요  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회선  
사용자에게  연결된  회선에  대한  회선  표시가  있고  통화에  대해  수신  통화  라우팅  대상이  있는  경우 , 특별
한  행동  특성이  통화에  적용됩니다 . 이러한  통화는  회선  표시  버튼뿐만  아니라  다른  버튼에도  경고를  보냅
니다 . 또한  착신  전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22.21 로그아웃됨
전화기에서  로그아웃한  경우 , 수신  통화에  대해  통화  중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 발신자는  설정된  착신  전환  설정
을  따르거나  가능한  경우  음성  메일로  이동합니다 .

22.22 로그인  코드
로그인  코드를  사용하여  전화  시스템의  모든  전화기에  로그인한  다음  개인  전화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로그
인한  동안  전화기의  메뉴를  사용하여  로그인  코드를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88



1608/1616 User Page 185
15-601040 Issue 08a (20 December 2014)IP Office™  Platform

용어집 : 부재중  통화

22.23 부재중  통화
부재중  통화는  사용자  전화기에서  벨이  울렸지만  직접  응답하지  않은  통화입니다 . 가장  최근의  부재중  통화  10
건이  통화  로그에  포함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부재중  통화에  직접  응답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용자가  대신  응답한  통화를  포함해야  할지  여부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통화에  대해  설정된  통화  커버리지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응답한  경우입
니다 .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 음성  메일로  응답한  통화도  포함됩니다 . 

22.24 부재중  그룹  통화
시스템  관리자는  전화  시스템에서  부재중  헌트  그룹  통화의  내부  로그를  유지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사용자가  어떤  그룹의  멤버가  될지 , 그룹의  부재중  통화를  사용자의  부재중  통화  로그의  일부로  표시
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룹  통화가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부재중  상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 

22.25 휴대폰  트위닝
휴대폰  트위닝은  사용자  전화기와  외부  번호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번호  모두에서  통화  벨이  울리는  경우의  트
위닝 입니다 . 휴대폰  트위닝  사용자로  구성된  경우 , 전화기  메뉴에서  휴대폰  트위닝을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으로  전환하고  통화를  휴대폰으로  호  전환하며  트위닝된  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22.26 통화  파크
통화  파크는  통화  보류와  유사합니다 . 단 , 파크된  통화는  전화  시스템에서  다른  사용자가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파크한  통화를  너무  오랫  동안  파크된  상태로  두면  사용자  전화기로  재통화됩니다 . 재통화  시  방해  금지  및  착신
전환  설정이  무시되며 , 파크가  시작된  전화기로  재통화됩니다 . 

22.27 파크  슬롯  번호
파크  슬롯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통화를  파크한  경우 , 시스템에서  내선  번호에  단일  숫자를  추가하여  번호를  할
당합니다 . 예를  들어 , 내선  201의  경우  첫  번째  파크된  통화에서  파크  슬롯  번호  2010(사용  가능한  경우 )을  사
용합니다 . 파크된  통화가  이미  하나  있는  경우 , 다음으로  파크된  통화는  파크  슬롯  2011(사용  가능한  경우 )을  사
용합니다 . 

통화  파크  버튼은  특정  파크  슬롯  번호와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는  파크된  통화에는  해당하
는  파크  슬롯  번호가  지정됩니다 . 동일한  번호로  설정된  통화  파크  버튼이  있는  다른  사용자는  파크된  통화가  있
는지  확인하고  해당  버튼을  사용하여  이  통화를  파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2.28 벨  울림  회선  기본  설정
이  설정은  시스템  관리자가  제어하며  보통  켜져  있습니다 . 통화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 수신  통화를  받으면  벨
울림  회선  기본  설정에  따라  경고  표시  버튼이  선택한  표시  버튼으로  설정됩니다 . 핸드셋을  들어  올리거나  헤드
셋  또는  스피커  버튼을  눌러  선택한  표시  버튼에서  통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벨  울림  회선  기본  설정이  없는  경우  경고  표시  버튼에서  통화에  응답하려면  표시  버튼을  눌러  통화를  수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22.29 약식  코드
약식  코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  및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이얼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약식  코드입니다 . 단 ,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식  코드를  제
거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2.30 Small Community Network
여러  개의  IP Office 전화  시스템을  연결하여  Small Community Network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자
신의  시스템에  있는  내선  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에게  다이얼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사용자는  디렉토리에  나열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가능한  헌트  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는  또한  네트워크의  다
른  시스템에  있는  전화기에  핫데스크할  수도  있습니다 . 

22.31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는  전화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거나  변경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사용자  설정을  확인
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2.32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는  일부  사용자를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시스템  날
짜  및  시간  변경과  같은  다양한  추가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전화기  사용자는  시스템  디렉토리  항
목을  추가 ,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2.33 트위닝
트위닝은  두  대의  전화기에서  통화  벨이  울리게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 트위닝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성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트위닝  방법에는  내부  트위닝  및  휴대폰  트위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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