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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단축 코드 
단축 코드를 눌러 다양한 시스템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기본 단축 코드를 보여줍니다. 
전화기의 기본 단축 코드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IP Office 2402 와 5202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된 N 을 해당 번호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전달 기능을 설정했을 때 *07*N#에서 N 은 전화가 전달되는 

내선 번호입니다. 

단축 코드 설명  단축 코드 설명 
*00 모든 전달 취소  *30 전화 받기 모두 
*01 무조건 전달 켜기  *31 전화 받기 그룹 
*02 무조건 전달 끄기  *32*N# 전화 받기 내선 번호 
*03 통화 중일 때 전화 전달 켜기  *33*N# 통화 대기열 
*04 통화 중일 때 전화 전달 끄기  *34 보류 중 음악 
*05 무응답 시 전화 전달 켜기  *35*N# 내선 번호 로그인 
*06 무응답 시 전화 전달 끄기  *36 내선 번호 로그아웃 
*07*N# 번호로 전달  *37*N# 통화 대기 
*08 방해 차단 켜기  *38*N# 통화 검색 
*09 방해 차단 끄기  *39 릴레이 켜기 
*10*N# 방해 차단 예외 추가  *40 릴레이 끄기 
*11*N# 방해 차단 예외 삭제  *41 릴레이 펄스 
*12*N# 시작 지정 번호  *45*N# 통화 인계 
*13*N# 시작 지정 번호 취소  *46 통화 인계 
*14*N# 대상 지정 번호  *47 회의 추가 
*17 음성 메일 수집  *48 음성 메일 재발신 켜기 
*18 음성 메일 켜기  *49 음성 메일 재발신 끄기 
*19  음성 메일 끄기  *50 Hunt Group 전화 전달 켜기 
*20*N# Hunt Group Night Service 설정  *51 Hunt Group 전화 전달 끄기 
*21*N#  Hunt Group Night Service 지우기  *53*N# 전화 받기 구성원 
*29 통화 전환  *57*N# 통화 중일 때 전화 전달 번호 
   
 
 
 
 
 
 
 
 
 
 

 
 
 

 
 
 

Avaya IP Offic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vaya.com/support 및 
http://marketingtools.avaya.com/knowledgeba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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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서는 IP Office 2402 전화기의 기본 기능을 설명합니다.  
전화기 설정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 Office 2402 와 5402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그림은 기본 전화기 기능을 보여줍니다. 

     
      

1   표시/전화 화면 표시 8  다시 걸기 

2  메시지 대기 램프 9  다이얼 패드 
3   메시지 10  볼륨 

4  보류 11  송수화기/헤드셋 소켓 

5  전환 12  음소거 

6  회의 13  기능 

7  전화 끊기 14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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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전화 응답 

• 송수화기를 들거나 을 눌러 스피커폰을 사용합니다. 

전화 걸기 

• 송수화기를 들거나 을 눌러 스피커폰을 사용합니다. 

• 외선 번호 및/또는 지역 번호를 포함하여 전화를 겁니다. 

음성 메일 액세스 

• 음성 메일을 검색하려면  MESSAGES 를 누릅니다. 

보류 

• 통화를 보류하려면  Hold 를 누릅니다.  
• 보류된 통화를 검색하려면 보류된 통화에 해당하는  을 누릅니다. 

전화 전환 

1. 통화 중에  Transfer 를 누릅니다. 통화가 보류 중에 있으면 가 표시되며 발신음이 들립니다. 
통화를 전환할 번호를 누릅니다. 

2. 통화에 알리지 않고 전환하려면 해당 전화선이 사용 중이 아닐 경우 연결을 끊습니다. 해당 전화선이 

통화 중이거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보류된 통화에 해당하는 을 누릅니다. 
 
또는 
 
해당 전화를 알리려면 전화선에 남아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통화를 알리고 연결을 끊습니다.  

해당 전화선이 통화 중이거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보류된 통화에 해당하는 을 누릅니다. 

회의 
1. 회의 전화를 구축하려면 첫 번째 참가자에게 전화를 건 후 응답을 기다립니다. 

2.  CONFERENCE 를 누릅니다. 현재 통화가 보류 중에 있으면 가 표시되며 발신음이 들립니다. 
3. 다음 통화자에게 전화를 걸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4. 통화자를 새로 추가하려면  CONFERENCE 를 다시 누릅니다.  
5. 참가자를 더 추가하려면 2 단계부터 4 단계까지 반복합니다. 

 
회의에서 나오려면 연결을 끊습니다. 

 

 

 

 

 

 

 

 

 

 

참고: 이 설명서에 설명된 단축 코드는 기본 단축 코드의 사용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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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폰 

• 스피커 기능을 사용하면 수신된 전화만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통화자와 통화하려면 송수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피커는 스피커를 켜거나 끕니다.  

방해 차단 

• 방해 차단을 켜려면 *08 을 누릅니다. N 이 표시됩니다. 방해 차단을 끄려면 *09 를 누릅니다. 

음소거 

• 전화 상대방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Mute 를 누릅니다.  
• 양방향 대화로 복귀시키려면  Mute 를 다시 누릅니다. 

다시 걸기 

• 마지막으로 걸었던 번호로 다시 걸려면  Redial 을 누릅니다. 

전화 변환 

• 다른 내선 번호에서 전화를 변환하려면 *12*N#을 누릅니다(N 은 내선 번호임). 내선 번호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가 사용 중인 내선 번호로 변환됩니다.  
 
자신의 내선 번호로 전화를 다시 지정하려면 *13*N#을 누릅니다.  

• 자신의 내선 번호에서 전화를 변환하려면 *14*N#을 누릅니다(N 은 통화가 변환되는 내선 번호임).  
 
자신의 내선 번호에서 거는 전화의 변환을 취소하려면 *14*#을 누릅니다.  

전화 전달 

• 전화가 전달되는 번호를 설정하려면 *07*201#을 누릅니다(이 예에서 201 로 전달됨). 

• 무조건 전달 켜기를 설정하려면 *01 을 누릅니다.  D 가 표시됩니다. 해제하려면 *02 를 누릅니다. 

• 통화 중일 때 전화 전달 켜기를 설정하려면 *03 을 누릅니다. 해제하려면 *04 를 누릅니다. 

• 무응답 시 전화 전달 켜기를 설정하려면 *05 를 누릅니다. 해제하려면 *06 을 누릅니다. 

시스템 기능 

시스템 기능은 다이얼 패드 숫자에 대해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Feature 를 누른 다음 0 - 9, 
* 또는 # 중 하나를 눌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