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메시지 재생

1단계 탐색 단추(6)를 사용하여 필요한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2단계 메시지를 재생하려면 재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
려면 회선 단추가 켜진 후에만 핸드셋을 드십시오.

6  전화 수신 및 발신
Visual Voicemail은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거나, 메시지를 재생하거나, 메시지
할 때만 회선을 엽니다. Visual Voicemail이 실행 중인 동안 전화를 수신하거나 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회선 열림, 단추 켜짐 
회선 열리지 않
단추 안 켜짐 

전화 수신 경고음이 들리고, 수신 전화 번호가 화면 맨 아래
에 표시됩니다.

전화에 응답하려면 켜진 회선 단추 를 누르
십시오. 벨이 울립니다. 핸드셋을 들거나 응답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음성 메시지를 듣는 중이
었다면 메시지가 일시 중지됩니다. 

종료하면 음성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
회선 단추가 황

으로 깜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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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신 전화는 음성 메시지 서비스로 전환됩

전화 발신 전화를 발신하려면 회선 단추 를 누르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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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가 일시 중지됩니다. 

종료하면 음성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1 메시지 단추 를 눌러 Visual Voicemail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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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눌러 음성 메시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키를 눌러야 하는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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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합니다.

oicemail에 음성 메시지 목록이 

4  사인인 유지 및 사인아웃
 Visual Voicemail은 종료 후에도 사인인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옵션

다. 

를 유지하려면 종료 소프트키를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다음에 
 때 다시 사인인해야 합니다.

인아웃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2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재생, 삭제, 착신 전환 및 작성합니다.

3 다른 음성 메시지 기능을 보려면 다음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이 설명서에서 
참조되는 소프트키를 볼 수 없는 경우 다음 소프트키를 눌러 해당 소프트키를 
표시합니다.

4, 5 Visual Voicemail을 시작하기 전에 회선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회선 단추가 켜진 후에만 핸드셋을 
드십시오.

6 탐색 단추의 화살표를 눌러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눌러 화면의 옵션
(예: 사인인 유지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사인인할 때 사인인 유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을 유지합니다. 처음 사인인하거나 사이트에서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인아웃 및 종료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

옵션 상태 동작

선택됨 종료하지만 사인인한 상태
누릅니다. 

사인아웃하려면 사인아웃

Visual Voicemail을 사용할

선택되지 않음 또
는 사용할 수 없음

종료 및 사인아웃하려면 사
1  Visual Voicemail이란?
Visual Voicemail은 오디오 음성 메일의 대체 방법입니다. 오디오 프롬프트에 응답하지 
않고 전화기의 화면을 사용하여 메시지 작업을 합니다. 메시지 목록을 보고 메시지를 재
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작성, 응답, 착신 전환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화기에 Visual Voicemail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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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사용

터치스크린 전화기가 있는 경우 Visual Voicem
있습니다.

• 화면의 메시지를 눌러 메시지를 선택합니

• 아이콘을 눌러 메시지를 재생하거나 일시

• 메시지의 진행률 표시줄을 눌러 메시지를

• 메시지 목록 왼쪽의 스크롤 바를 눌러 메시

키패드 사용

오디오 음성 메시지 서비스에서 키패드의 숫자
습니다. Visual Voicemail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지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

3  액세스 Visual Voicem
Visual Voicemail을 사용하려면 사인인해야 합

1단계 메시지 버튼 을 눌러 Visual Vo

2단계 음성 메시지 서비스의 숫자 암호를 입

3단계 사인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Visual V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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