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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8.5 x 14”
(legal 크기) 용지에 인쇄합니다.
1  다이얼
전화를 걸려면 핸드셋을 들고 번호를 다이얼합니다. 

마지막 번호 재다이얼

오프 훅 상태로 전환한 다음 재다이얼 단추 를 
누릅니다.

2  응답
새 통화가 걸려오면 전화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
니다.

• 핸드셋에서 적색 표시등이 깜박임

• 황색 회선 단추가 깜박임

통화에 응답하려면 핸드셋을 듭니다.

3  음성 메일
새 메시지를 받으면 전화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
니다.

• 핸드셋에 적색 표시등이 켜져 있음

• 셔터 신호음(사용 가능한 경우)

메시지 듣기

음성 메일 액세스 번호(시스템 관리자가 제공)를 
다이얼한 다음, 음성 안내에 따라 메시지를 듣습니다.

4  보류
1. 보류 단추 를 누릅니다.

2. 보류 상태의 통화를 재시작하려면 핸드셋이 
거치대에 있는 경우 오프 훅 상태로 전환하거나 
깜박이는 녹색 회선 단추를 누릅니다.

5  전화회의
1. 보류 중이 아닌 연결된 통화에서 훅스위치를 

눌렀다 놓으면 신호음이 들립니다.

2. 새 전화를 겁니다. 
3. 수신인이 응답하거나 벨소리가 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4. 훅스위치를 다시 눌렀다 놓습니다.

전화회의는 한 번에 세 명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회의에서 참가자 제거

전화회의에 참가 중일 때 훅스위치를 눌렀다 놓으면 
전화회의에 참가한 마지막 참가자가 제거됩니다.

6  호전환
1. 보류 중이 아닌 연결된 통화에서 훅스위치를 

눌렀다 놓으면 신호음이 들립니다.

2. 수신자의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전화를 끊으면 호전환이 완료됩니다.

7  통화 착신 전환
1. 기본 회선에서 받은 통화를 다른 번호로 통화 

착신 전환하려면 사용자 옵션 웹 페이지에 로그
인합니다.

2. 장치 > 회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3. 통화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저장을 누릅니다. 모두 착신 전환이 활성화된 
경우 회선 단추가 황색으로 깜박이고 셔터 신호
음(사용 가능한 경우)이 들릴 수 있습니다.

8  볼륨 설정
볼륨 단추는 키패드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 핸드셋 볼륨을 조정하려면 전화기가 오프 훅
상태일 때 볼륨 단추를 위 또는 아래로 누릅니다.

• 벨울림 볼륨을 조정하려면 전화기가 온 훅 상태
이거나 통화가 보류 중일 때 볼륨 단추를 위 또는 
아래로 누릅니다.

• 벨이 울릴 때 전화기 소리를 제거하려면 볼륨 
단추를 아래로 한 번 누릅니다(여러 번 누르면 
벨울림 볼륨이 낮아짐).
미주 지역 본사
Cisco Systems, Inc.

9  팁
훅스위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훅스위치는 전화기의 거치대에 있습니다. 훅스위치 
단추를 눌렀다 놓으면 전화기에서 기능(훅 플래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화를 계속 추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선 단추 색상은 통화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를 통해 
여러 통화를 처리할 때 상태를 계속 파악할 수 있습
니다.

• 연결된 통화 — 녹색으로 켜져 있음

• 보류 중인 통화 — 녹색으로 깜박임

• 원격으로 사용 중인 공유 회선 — 적색으로 켜져 
있음

• 원격으로 보류 중인 공유 회선 — 적색으로 깜박임 

• 수신 전화 — 황색으로 깜박임

• 모두 착신 전환 — 황색으로 켜져 있음

관리자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프 훅 상태로 전환하여 *, # 및 0 단추를 동시에 
눌러 전화기 관리자 설정을 위해 IVR에 액세스합니다. 
기본 PIN은 24726입니다.

전체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0326/pr
oducts_user_guide_list.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phones/ps379/products_user_guide_list.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phones/ps379/products_user_guide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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