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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터 스위치 9 보류

2 카메라 10 전화회의

3 전화기 화면 11 비디오 중지

4 키패드 12 스피커폰

5 microSD 슬롯 13 음소거

6 잠금 14 헤드셋

7 호전환 15 볼륨

8 통화종료 16 MWI가 있는 핸드셋

1 보안 슬롯 6 컴퓨터 포트

2 microUSB 포트 7 보조 포트

3 회선 입력/출력 8 USB 포트

4 전원 9 HDMI

5 네트워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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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설정

전화기를 처음 켜면 전화기를 설정할 것인지 묻는 프
롬프트가 표시됩니다. 관리자가 사용자를 위해 전화
기를 설정한 경우 이러한 단계 중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해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자격 증명을 입력하
고 연결을 누릅니다.

2. TFTP 서버 설정을 입력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업데이트된 펌웨어가 있을 경우 펌웨어가 설치
되고 전화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3. 시작 화면에서 여기를 눌러 시작을 선택하고 자
동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PIN 또는 
암호 선택을 위한 프롬프트를 따릅니다.

액세서리

HDMI 포트를 통한 외부 모니터 연결, USB 포트를 통
한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 블루투스를 통한 헤드셋 
또는 휴대폰 연결 등 전화기에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해제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면 PIN 또는 암호를 입력하고 
#을 누릅니다.

Cisco Extension Mobility로 로그인

1. 새 사용자로 로그인을 누릅니다.

2. 사용자 ID와 PIN을 입력합니다.

3.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장치 프로파일을 선택합
니다.
제스처

탐색

위젯

홈 화면에서 전화 기능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액세
스하려면 위젯을 사용합니다.

홈 화면에 위젯을 추가하려면:

1. 을 누릅니다.

2. 위젯을 누릅니다.

3. 위젯을 길게 누릅니다.

4. 홈 화면의 빈 공간으로 위젯을 끕니다.

제스처 동작

누르기 손끝으로 터치스크린을 누릅니다.

길게 누르기 누르고 2초간 기다립니다.

스와이프 누르고 이동합니다.

끌기 누른 채로 이동합니다.

두 번 누르기 연속해서 빠르게 두 번 누릅니다.

집어서 열기 두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 손가락을 
벌립니다.

집어서 닫기 두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 손가락을 
모읍니다.

아이콘 동작

이전 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
하거나 화면 키보드를 숨기려면 뒤로를 
누릅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오려면 홈을 누릅니다.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전화를 
누릅니다.

최근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보려
면 최근 항목을 누릅니다.
미주 지역 본사

전화 애플리케이션

전화 걸기

연락처에서

1. 을 누릅니다.

2. 연락처 목록의 연락처를 전화걸기로 끕니다.

스피커폰 사용 시

1. 을 누릅니다.

2. 번호를 누릅니다.

헤드셋 사용 시

을 누르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켜져 
있는 경우 전화걸기를 누르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통화 종료

스피커폰 사용 시

 또는 을 누릅니다.

헤드셋 사용 시

 또는 을 누릅니다.

같은 회선에서 다른 통화 유지

을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처음에 보류한 통화
를 보류 해제합니다.

http://www.cisco.com/go/trademarks


전화 받기

전화를 받으려면 헤드셋을 들어 올립니다. 또는 전화

받기를 누릅니다.

스피커폰 사용 시

을 누르거나 전화받기를 누릅니다.

헤드셋 사용 시

을 누릅니다. 또는 이 켜져 있으면 전화

받기를 누릅니다.

활성 통화 중

전화받기를 누릅니다.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환

전환을 누릅니다.

음소거

통화의 음소거를 설정하려면:

1. 을 누릅니다. 

2. 통화의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을 다시 누
릅니다.

비디오 중지

비디오 전송을 중지하려면:

1. 을 누릅니다. 

2. 비디오 전송을 다시 시작하려면 을 다시 
누릅니다.

통화 보류

통화를 보류하려면:

1. 보류할 통화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을 누릅니다.

여러 통화

수신 통화 또는 보류된 통화를 선택하거나, 전화를 걸
거나, 호전환 또는 전화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활성 통
화가 대기 중으로 전환됩니다.
통화 착신 전환

통화를 착신 전환하려면:

1. 을 누릅니다.

2. 을 누르고 대상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3. 통화 착신 전환을 취소하려면 을 다시 누릅
니다.

호전환

통화를 전달하려면:

1. 을 누릅니다.

2. 대상 번호를 입력합니다.

3. 호전환을 완료하려면 을 다시 누르고 
종료를 눌러 취소합니다.

4. 전화기가 온 훅 호전환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전화를 끊어 호전환을 완료합니다.

전화회의

전화회의를 하려면:

1. 전화걸기에서 을 누릅니다.

2. 참가자의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3.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참가자를 통화에 추가하려면 을 다시 누
릅니다.

5. 참가자를 추가하려면 1~4 단계를 반복합니다.

전화회의에 연락처 추가

1. 을 누릅니다.

2. 연락처 목록의 연락처를 전화걸기로 끕니다.

3. 참가자 추가 과정을 반복합니다.

방해사절

방해사절 기능을 설정 및 해제하려면: 

1. 을 누릅니다.

2. 방해사절을 누르면 설정됩니다.

3. 방해사절을 다시 누르면 해제됩니다.
통화 기록

통화 기록을 보려면 최근 항목을 누릅니다.

음성 메일

핸드셋의 MWI(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표시등은 새
로운 음성 메시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음성 메시지
를 보려면:

1. 최근 항목을 누릅니다.

2. 메시지를 누릅니다.

음성 메시지 재생

재생을 누릅니다.

지능형 근접

휴대폰을 페어링하여 DX650을 통해 모바일 회선을 
사용합니다. 휴대폰이 페어링되면 DX650에서 모바
일 회선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을 검색 가능한 모드로 전환합니다.

2. DX650에서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블루투

스를 누릅니다.

3.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에서 페어링할 휴대폰을 
선택합니다.

4. 휴대폰과 DX650의 패스키를 확인합니다.

5.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Cisco DX650에서 휴대폰 
연락처와 통화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합
니다. 

기타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연락처를 보려면 연락처를 누릅니다.

빠른 연락처 배지

로컬 연락처 중 하나에 대한 아바타를 누릅니다. 하단 
모서리에 화살표가 표시되면 빠른 주소록 배지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IM 주소를 눌러 해당 
미디어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캘린더

일정을 세우고 이벤트를 추적하려면 캘린더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하십시오.

이벤트 추가

캘린더에 이벤트를 추가하려면 + 이벤트를 누릅니다.

전자 메일

여러 계정에서 전자 메일을 보내고 받으려면 전자 메
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 메일 메시지 보내기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내려면 + 새 메시지를 누릅
니다. 

Jabber IM

연락처에 있는 사람과 채팅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업
데이트하려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십시오.

대화 시작

대화를 시작하려면 연락처의 이름을 누릅니다.

Cisco WebEx

WebEx 회의에 참가하려면 WebEx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WebEx 회의 중에 회의 참가자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음성 회의 참여

• 공유 프레젠테이션 보기

• 다른 참가자 보기 및 채팅

설정

전화 설정 및 애플리케이션을 편집 및 사용자 정의하
거나 사용 설명서 및 다른 설명서를 보려면 설정 애플
리케이션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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