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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른 팁은 VVX 250, 350, 450 비즈니스 IP
전화기에 적용됩니다.
주 메뉴 화면

설정 및 장치 정보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항상 사용 가능합니다.
통화 화면

진행 중 및 대기 중
통화가 표시됩니다.
진행 중 혹은 대기 중
통화가 있을 때
표시됩니다.
회선 화면

전화 회선, 즐겨찾기,
상황에 따른 소프트
키가 표시됩니다.
항상 사용 가능합니다.
전화기 화면 간 전환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화면 간에 전환하려면:
를
» 주 메뉴, 회선, 통화 화면을 보려면,
누르십시오.
전화 걸기

전화기에서는 하나의 통화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수화기를 들고 혹은 를 누른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이얼을 누른 후
수화기를 들거나 혹은 를
누릅니다.
회선 키를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을 선택합니다.
새 통화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을 누릅니다.
전화 받기

수화기, 스피커폰, 헤드셋을 사용하여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려면, 를
누르거나 응답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수화기로 전화를 받으려면, 수화기를
듭니다.
헤드셋으로 전화를 받으려면, 를
누릅니다.
통화 종료

현재 통화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통화를 종료하려면, 먼저 통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현재 통화를 종료하려면: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나 혹은
통화 종료 소프트 키를 누르십시오.
대기 중인 통화를 종료하려면:
»

대기 중 통화를 하이라이트하고 통화 재개를
누르십시오.
2 통화 종료를 누르십시오.
1

통화 대기 및 재개

여러 건의 통화를 대기시키고 어떤 통화든
언제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대기시키려면:
» 해당 통화를 하이라이트한 후 대기 소프트
키 혹은 를 누르십시오.
통화를 재개하려면
» 해당 통화를 하이라이트한 후 통화 재개
소프트 키 혹은 를 누르십시오.
통화 돌려주기

통화를 어떤 연락처로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통화를 돌려주려면:

돌려주기 소프트 키를 누르고 있거나, 를
누르십시오.
2 즉시 전송 혹은 확인 후 전송 중 선택하십시오.
3 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를 선택하십시오.
1

즉시 전송을 선택하면 전화는 즉시
돌려집니다.

4

확인 후 전송을 선택한 경우, 연락처와 통화한
후 돌려주기 소프트 키나 를 누르십시오.

착신 전환

수신 전화를 특정 연락처로 착신 전환하거나
모든 통화를 하나의 연락처로 착신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통의 수신 전화를 착신 전환하려면:

»

통화 화면에서 참가를 선택합니다.

회의 통화 관리

회의 통화를 시작하면, 개별 참가자 혹은 전체
참가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를 관리하려면:
1 수신 통화 화면에서 착신 전환을 선택하십시오.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2 연락처 번호를 입력하고 착신 전환을
모든 참가자를 대기시키려면, 대기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모든 수신 전화를 착신 전환하려면:
모든 참가자를 음소거하려면, 음소거를
1 주 메뉴 화면 화면에서 착신 전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개별 참가자를 관리하려면:
2 둘 이상의 회선이 있다면, 회선을 선택하십시오.
1 참가자를 하이라이트한 후 관리를
항상, 무응답, 통화 중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4 연락처 번호를 입력한 후 사용을 누르십시오.
3

무응답을 선택한 경우,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착신 전환할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착신 전환을 해제하려면:

주 메뉴 화면 화면에서 착신 전환을
선택하십시오.
2 둘 이상의 회선이 있다면, 회선을 선택하십시오.
3 착신 전환 유형을 선택한 후 사용 안 함을
선택하십시오.
1

회의 통화 시작하기

선택하십시오.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십시오.

상대방 음소거를 선택하여 참가자를
음소거합니다.
대기를 선택하여 참가자를
대기시킵니다.
제거를 선택해 해당 참가자를 회의에서
제외하고 해당 참가자와 별도 통화를
시작합니다.
정보를 선택하여 해당 참가자의 정보를
봅니다.

최대 24 명까지의 연락처와 회의 통화를 시작할 최근 통화 보기
수 있습니다.
건 통화, 받은 통화, 부재 중 통화를 볼 수
회의 통화를 시작하려면:
있습니다.
1 연락처에 전화를 거십시오.
최근 통화를 보려면:
2 전화 회의를 선택하고 다음 연락처에 전화를
» 디렉토리 > 최근 통화를 선택하십시오.
거십시오.
3

연락처가 응답하면, 전화 회의를 선택하십시오.

회의 통화에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통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통화에 2 개의 통화를 참가시키려면:

연락처 디렉토리 보기

연락처 디렉토리에서 연락처를 보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www.polycom.com

연락처 디렉토리를 보려면:
» 디렉토리 > 연락처 디렉토리를
선택하십시오.
연락처 디렉토리에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연락처 디렉토리에서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2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1

연락처를 즐겨찾기로 하려면 즐겨찾기 색인
필드에 1 부터 99 사이의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음성 메일 듣기

새 음성 메일이 있으면, 음성 메시지 아이콘
이 본인 회선에 표시됩니다.
음성 메일을 들으려면:

주 메뉴 화면 화면에서 메시지을 선택하거나
을 누르십시오.
2 메시지 센터 >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3 프롬프트를 따르십시오.
1

수신 거부 활성화

전화를 받고자 하지 않을 때는 수신 거부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수신 거부를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 주 메뉴 화면 화면에서 DND 를
선택하십시오.
벨소리 설정

모든 연락처 및 개별 연락처의 수신 통화에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 벨소리를 설정하려면:
» 설정 > 기본 > 기본 설정 > 벨소리 종류을
선택하고,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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