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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

 최근 통화 목록에서 연락처를 선택한 후

다이얼패드 키를 사용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이얼패드 키를 이용해 입력하려면
» 키를 여러번 눌러 문자 옵션을 확인한 후,
누르기를 멈추어 선택합니다.
뒤로 가려면

을 누릅니다.

기타 문자를 입력하려면

 연락처 디렉토리에서 연락처를 선택한 후

다이얼을 선택합니다.

다이얼패드 키를 사용할 때, 1, *, 0 및 # 키를
사용합니다.

전화 걸기

수화기, 스피커폰, 헤드셋을 통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에 수화기, 스피커폰 또는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 수화기를 들어올리거나,
또는
을 눌러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수화기를 든 후

또는
를 누른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다이얼을 누르고

를 누릅니다.

 회선 화면에서 회선 키를 누른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선택합니다.
 홈 화면에서 새 통화를 선택한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홈 화면에서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 통화를 하이라이트한 후 통화 대기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통화를 하이라이트한 후 재개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려면

를
누르거나 응답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듭니다.

 헤드셋으로 전화를 받으려면

다수의 대기 통화를 설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재개하는 방법

 수화기로 전화를 받으려면 수화기를 집어

전화기에 오직 하나의 통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통화 대기 및 재개

통화를 대기시키려면

전화 받기

전화를 받으려면

» 인코딩을 누릅니다.

수화기를 들거나

다이얼을 선택합니다.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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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전달하기
아무 연락처에 통화를 전달할 수 있으며, 통화 전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전달하려면

1 전달 소프트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2 무조건 또는 확인 후를 선택합니다.
3 번호를 다이얼하거나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무조건을 선택한 경우, 통화는 바로 전달됩니다.

4 확인 후를 선택하면, 전달할 연락처와 먼저
확인한 후 전달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수화기를 크래들에 다시 올린 후
또는
을 누르거나 통화 종료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대기 통화를 종료하려면

1 대기 중인 통화를 하이라이트한 후 재개를
누릅니다.

2 통화 종료를 누릅니다.

착신 전환
수신 통화를 연락처에 착신 전환하거나 모든 수신
통화를 연락처에 착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를 착신 전환하려면

1 수신 통화 화면에서 착신 전환을 선택합니다.
2 연락처 번호를 입력한 후 착신 전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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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신 통화를 착신 전환하려면

모든 회의 참가자를 관리하려면

1 홈 화면에서 착신 전환을 선택합니다.
2 하나 이상의 회선을 사용할 경우, 회선을
선택합니다.

3 항상, 무응답, 통화 중을 선택합니다.
4 연락처 번호를 입력한 후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무응답을 선택한 경우, 통화를 착신 전환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 울림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대기를 눌러 모든 참가자를 대기시킵니다.

개별 참가자를 관리하려면

화면에서 착신 전환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2 하나 이상의 회선을 사용할 경우, 회선을
선택합니다.

1 홈 화면에서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2 메시지 센터 > 연결을 선택합니다.

 상대방 음소거를 선택하여 참가자를

음소거합니다.

 제거를 선택하여 참가자를 회의에서

제거하고 해당 참가자와의 통화를
종료합니다.
 정보를 선택하여 참가자의 정보를

3 사용할 착신 전환 유형을 선택한 후 비활성화를
클릭합니다.

회의 통화 시작하기
최대 8 개의 연락처를 포함시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의 통화를 시작하려면

확인합니다.

2 회의를 선택한 후 다음 연락처에 통화를 겁니다.
3 연락처가 통화에 응하면, 회의를 선택합니다.
회의 통화에 별도로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통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통화에 2 개의 통화를 참가시키려면
» 통화 화면에서 참여를 선택합니다.

마이크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를 취소하려면
»

을 누릅니다.
마이크 음소거 또는 마이크 음소거 해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최근 송신 통화, 수신 통화, 부재중 통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 수신 거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화를 보려면

수신 거부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연락처 디렉토리 보기
연락처 디렉토리에서 연락처를 보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디렉토리를 보려면
» 홈 화면에서 디렉토리 > 연락처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1 연락처 디렉토리에서 추가를 선택합니다.

회의 관리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회의 통화 시작 시
회의 참가지 전원 또는 개별 참가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 사용 중인 마이크를 음소거/음소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연락처 디렉토리에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회의 통화 관리

마이크 음소거

최근 통화 보기

» 디렉토리 > 최근 통화를 선택합니다.

1 연락처에 전화를 겁니다.

음성 메일을 들으려면

2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됩니다.

1 홈 화면에서 착신 전환을 선택하거나, 아이들

새로운 음성 메일이 있을 경우, 회선에 메시지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1 참가자를 하이라이트한 후 관리를 선택합니다.

 대기를 선택하면 참가자가 대기 상태가

착신 전환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음성 메일 듣기

2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색인 항목에 1-99 사이의 번호를 입력하여
연락처 즐겨찾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홈 화면 또는 아이들 화면에서 수신 거부를
선택합니다.

벨소리 설정
모든 연락처 및 개별 연락처로부터의 수신 통화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통화의 벨소리를 설정하려면
» 설정 > 기본 > 벨소리 유형을 선택하여 벨소리를
설정합니다.
개별 연락처의 벨소리를 설정하려면

1 디렉토리 > 연락처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2 연락처를 선택한 후 편집을 선택합니다.
3 벨소리를 선택한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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