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화기 기능

통화 끝내기

전화 걸기

수화기 사용하기: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통화 종료(End Call)소
프트 키를 누릅니다.

수화기 사용하기: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거나 먼저 전화 번
호를 누른 다음 수화기를 드십시오.
스피커폰 사용하기:
1. 수화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다음을 누
릅니다.
• 할당된 회선 키 또는
• 새로운 통화(New Call) 소프트 키.
2. 전화 번호를 누릅니다. 또는 번호를 누른
다음 다이얼(Dial)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헤드셋(옵션) 사용하기:
1. 헤드셋이 연결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
니다.
• 할당된 회선 키 또는
• 새로운 통화(New Call) 소프트 키.
2.
를 누릅니다.
3. 전화 번호를 누릅니다. 또는 번호를 누른

다음

SoundPoint® IP 670

통화 중에 수화기 , 헤드셋 또는 핸즈프리 모
드 중에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려면 스피커폰
또는 헤드셋 키를 누르거나 수화기를 들면 됩
니다 .

빠른 사용자 안내서

기본 전화기 기능
내 전화기 구성하기

SIP 3.0.2 이상이 실행되는 전화기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의 종합 SoundPoint
IP 670 사용자 안내서(User Guide)를 참조하십시
오.
www.polycom.com/support/voice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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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릅니다.

전화 받기
수화기 사용하기:
수화기를 듭니다.
스피커폰 사용하기:
다음 중 하나를 누릅니다.
•
•
•

또는
적절한 회선 키 또는
응답(Answer) 소프트 키.

헤드셋(옵션) 사용하기:
을 누릅니다.
다음 키를 누르면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절 (Reject) 소프트 키 또는 수신
거부 키 .

스피커폰 사용하기:
또는 통화 종료(End Call)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헤드셋(옵션) 사용하기:
또는 통화 종료(End Call)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마이크 음소거
통화 도중
을 누릅니다. 음소거는 수화
기, 헤드셋 그리고 핸즈프리 등 모든 모드에
적용됩니다. 음소거를 선택한 경우에도 상
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음소거를 끄려면

을 다시 누릅니다.

통화 대기 및 재개
통화 도중
누릅니다.

또는 대기(Hold) 소프트 키를

통화를 재개하려면
을 다시 누르거나
재개(Resume) 소프트 키 또는 라인 키를 누릅
니다.

재다이얼하기

통화 착신
통화 착신을 활성화하려면:
1. 대기 화면에서 착신 전환(Forward)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2. 활성화하고자 하는 착신 유형을 선택합
니다.
• 항상(Always) -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착신 전환.
• 부재중(No Answer) - 모든 부재중 전화
를 착신 전환.
• 통화 중(Busy) - 통화 중일 때 수신된 전
화를 착신 전환
3. 착신 전환할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부
재중 전화에 대해서는 착신 전환 전에 울
릴 신호음 횟수를 입력합니다.
4. 활성(Enable)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통화 착신을 비활성화하려면:
1. 대기 화면에서 착신 전환(Forward)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2. 비활성화하고자 하는 착신 전환 유형을
선택합니다.
3. 비활성(Disable)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공유 회선에서는 통화 착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전화기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 옵션 및 메뉴 옵션은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번호를 재다이얼하려

단축 번호 이용하기

또는재다이얼(Redial) 소프트
면
키를 누릅니다.

회선 키에 할당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려면,
해당 회선 키를 누르십시오.
단축 다이얼 색인을 변경하려면 연락처 디
렉토리 업데이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전화 전달하기
전화를 전달하려면:

수신 거부 사용하기

1. 통화 도중

전화가 걸려올 때 전화벨이 울리지 않게 하

또는 전달(Trnsfr) 소
프트 키를 누릅니다. 현재 통화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2. 전화를 전달할 상대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전달을 취소하려
면 취소(Cancel)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원
래 통화를 재개합니다.
3. 통화 연결음이 들릴 때나 상대방과 통화
또는 전달(Trnsfr) 소프트
한후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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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통화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전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 단계를 마친 후 익명
(Blind)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그 다음 2 단계를
완료합니다 .

을 누릅니다.
려면
모든 회선에 대해 수신 거부(Do Not Disturb) 아
이콘이 표시되어 수신 거부가 활성화되었
음을 나타냅니다. 수신 거부를 비활성하려
면

을 다시 누릅니다.

사용자의 전화기에 수신 거부가 설정되어 있
는 경우 , 특정 옵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성회의 호스팅*

통화 목록 사용하기

연락처를 편집하려면:

회의를 호스팅하려면:
1. 첫 번째 참여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재중 전화, 수신 전화 또는 발신 전화 내
역을 보려면:

2. 첫 번째 참여자가 응답한 후,
나 회의(Confrnc)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해
당 전화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3. 두 번째 참여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1.

을 누른 다음 연락처 디렉토
리를 선택합니다.
2.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연락
처로 스크롤한 다음 편집(Edit)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3.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
트할 수 있는 필드에 대한 정보는 이전
섹션의 3단계를 참조하십시오.
4. 저장(Save)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나
4. 두 번째 참여자가 응답하면
회의(Confrnc)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이제
모든 참여자가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음성 회의를 대기 상태로 돌리려면,
대기(Hold)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음
성 회의를 재개하려면 재개(Resume)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음성 회의를 종료하려면, 통화 종료
(End Call)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결은 끊기지 않습니다.
• 음성 회의를 대기 상태인 두 개의 통
화로 분리하려면, 분리(Split)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하나의 통화는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대기 상태일 때 , 참여 (Join) 소프트 키를 눌러
모든 참여자들 사이에서 음성 회의를 할 수 있
습니다 .

을 누르고 통화 목록(Call Lists)
> 부재중 전화(Missed Calls), 수신 전화
(Received Calls), 또는 발신 전화를 선택합
니다.

2. 목록에서 통화 내역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걸려면 다이얼(Dial) 소프트 키
를 누릅니다.
• 다이얼하기 전에 전화 번호를 변경하
려면 편집(Edit)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더 보기(More) 소프트 키를 누르면, 다음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목록에서 통화 내역을 지우려면 삭제
(Clear)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 연락처 디렉토리에 연락처를 저장하
려면 저장(Save) 소프트 키를 누릅니
다.
• 통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정보(Info)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1.

을 누른 다음 연락처 디렉토
리를 선택합니다.
2. 검색(Search)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 연락처 이름의 문자 몇 개를 입
력하고 검색(Search) 소프트 키를 다시 누
릅니다.
1.

스피커 및 벨소리 볼륨 조절하기
스피커 볼륨을 변경하려면:

내 전화기 구성하기

니다. 특정 옵션 및 메뉴 옵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 메일 이용하기*
전화기 앞의 메시지 대기 표시등, 개인 회선
표시등이 깜빡이고 끊기는 듯한 신호음(일
반 신호음 대신)이 울리면, 이는 새로운 음성
메일 메시지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음성 메일을 확인하려면:
을 누릅니다.
1.
2. 음성 안내에 따라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음성 메일은 옵션 기능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 특정 옵션 및 메뉴 옵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 누릅니다.

벨소리 볼륨을 변경하려면:
• 전화가 대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을 누릅니다.

연락처 디렉토리 업데이트하기
*음성 회의 기능은 옵션 기능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합

통화 도중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벨소리 종류 업데이트하기

을 누른 다음 연락처 디렉토
리를 선택합니다.
2. 더 보기(More)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추
가(Add)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3.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위(Up)와 아
래(Down)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필드 사
이를 스크롤).
• (옵션) 연락처의 성과 이름을 입력합
니다. 1/A/a 소프트 키를 눌러 숫자, 대
문자 및 소문자 모드를 선택합니다.
• (필수) 연락처 전화번호를 입력합
니다.
• (옵션) 단축 다이얼 색인 번호를 변경
합니다. 해당 연락처는 유효한 다음
번호를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 (옵션) 벨소리를 설정합니다
( 벨소리 종류 업데이트하기참조).
4. 저장(Save)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연락처 통화 목록 디렉토리( 통화 목록 사
용하기참조)에도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전화 신호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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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벨소리 종류를 설정하려면:

1.
2.
3.
4.

연락처를 검색하려면:

•

각 연락처에 대해 각기 다른 신호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걸려오는 신호음을 변경하려면:
을 누른 다음 설정 >기본> 벨
소리 종류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벨소리로 스크롤합니다. 선택하
기 전에 벨소리를 들어보려면 재생(Play)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3. 선택(Select)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1.

무음을 선택하고자 하면 , 회선 키를 누릅니다 .
또는 응답 (Answer) 소프트 키를 눌러 걸려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

5.

을 누른 다음 연락처 디렉토
리를 선택합니다.
연락처를 검색합니다(연락처 디렉토
리 업데이트하기 참조).
편집(Edit) 소프트 키를 누른 다음 아래
(Down) 화살표 키를 눌러 벨소리 종류로
스크롤합니다.
설정 > 기본 > 벨소리 종류아래에 있는
벨소리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저장(Save)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헤드셋 메모리 모드
헤드셋 전용 또는 풀타임 헤드셋 사용자를
위해 모든 통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헤드셋
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 메모리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를 누른 다음 설정 > 기본 >
기본 설정 > 헤드셋 ... > 헤드셋 메모리 ...
를 선택합니다.
2. 헤드셋 메모리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화
살표 키를 이용하고 선택(Select) 소프트
키를 누릅니다.
헤드셋 메모리 모드를 비활성화하려면 1단
계와 2단계를 반복합니다.
1.

헤드셋 메모리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을 두 번 누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