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DX70 빠른 참조 설명서
앞면 및 홈 화면

셀프 뷰 표시
DX70은 공용 모드, 단순 모드, 확장 모드, 이렇게 세 모드
중 하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공용 모드는 키오스크
모드와 유사합니다. 공용 모드는 이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장 모드에서는 DX70이 안드로이드 태블릿 역할을
수행하고 장치의 전화기 부분이 통화 앱이라는 앱으로
나타납니다. 작동 모드는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단순 모드: 다음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 걸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메뉴에서 셀프
뷰를 선택합니다.

모든 통화 착신 전환
1. 필요한 경우, 전화 걸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모든 통화
착신 전환을 선택합니다.

전화 걸기

2. 대상 전화 번호 지정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연락처 목록 액세스

3. 모든 통화 착신 전환을 취소하려면 프로세스를
반복하십시오.

최근 통화 목록 표시
음성메일(메시지) 표시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는 카메라. 닫으려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고 열려면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마이크 음소거 단추 및 스피커 볼륨 컨트롤
 스피커

PC 보기(해당하는 경우)

방해사절 설정

설정 메뉴 표시
확장 모드: 시스템을 전화기로 사용하려면 먼저 통화 앱을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 걸기 아이콘을 누른 다음,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방해사절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표시됩니다).

통화 앱을 시작하려면 검은색 하단 바의 왼쪽 끝에 있는
전화기( )를 누릅니다. 전화기 아이콘은 확장 모드에서만
표시됩니다.

통화 음소거

통화 앱이 실행 중인 경우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탐색 단추
(뒤로 및 홈 및 최근에 사용된 앱)가 표시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제공된 설명은 시스템이 단순 모드에
있거나 통화 앱이 실행 중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시스템의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음소거 단추를 누릅니다.
통화의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영상 전송 중지
카메라 셔터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영상 전송을
다시 시작하려면 셔터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헤드셋 및 USB용 SD 카드 슬롯 또는 커넥터. 이 USB
소켓은 적합한 장치용 충전 포트로 사용될 수 있는
고전류(2A) 유형입니다.

 전원 켜기/끄기

음성메일

 마이크

메시지 대기 중 아이콘(MWI) 표시등은 새 음성 메시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뒷면

음성 메시지를 보려면:
1. USB 포트
2. HDMI 소켓
3. LAN 연결. 여기에 PC LAN을 연결하여
DX70과 PC가 공통 LAN 연결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4. LAN 연결
5. 전원 공급장치 소켓

1. 최근 항목을 누릅니다.
2. 음성메일 통화를 누릅니다.
음성 메시지 재생:
재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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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전화회의 만들기

통화 전환

통화 보류

1. 표시된 대로 통화를 누릅니다.

1. 통화에서 추가를 누릅니다.

1. 통화에서 전환을 누릅니다.

수신 통화 또는 보류된 통화를 선택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호전환 또는 전화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활성 통화가 대기 중으로 전환됩니다.

2. 추가 대상 검색 또는 통화 필드를 누릅니다.
연결된 외부 키보드가 없으면 가상 키보드가
호출됩니다.

2. 추가 대상 검색 또는 통화 필드를 누릅니다.
연결된 외부 키보드가 없으면 가상 키보드가
호출됩니다.

3.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함에
따라 가능한 일치 항목이 검색됩니다. 전화
걸기를 누릅니다.

3.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함에
따라 가능한 일치 항목이 검색됩니다. 전화
걸기를 누릅니다.

4. 현재 통화가 보류로 전환됩니다. 병합을
눌러 통화를 전화회의에 결합합니다.

4. 현재 통화가 보류로 전환됩니다. 전환을
눌러 작업을 완료합니다.

또한 고의로 통화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맨 위에 있는 통화 대상 입력 필드를
누릅니다. 키패드 또는 키보드를
선택합니다.

1. 보류할 통화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보류를 누릅니다.

3. 통화를 다시 하려면 녹색 보류해제 단추를
누릅니다.

통화 기록
통화 기록을 보려면 왼쪽 열에 있는 최근 항목을
누릅니다.
3.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함에 따라
가능한 일치 항목이 나타납니다. 또는 왼쪽
열에서 최근 항목, 즐겨찾기, 연락처 또는
디렉터리를 눌러 이러한 목록에서 통화할
상대자를 선택합니다(눌러서 통화하면 됨).

5.

추가 참가자를 포함하려면 1–4를
반복합니다.

최근 항목의 항목을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회의에서 나가기
전화회의 참가자는 언제든지 종료를 눌러
전화회의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화회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녹색 전화 걸기 단추를 눌러 전화를 겁니다.

연락처에 최근 항목 추가
1. 최근 항목에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세부 정보 아이콘 을 누릅니다.
3. 연락처에 추가를 누르고 확인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새 연락처를 만들거나, 기존
연락처에 항목을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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