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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유형유형유형

내선번호와 자신의 전화기의 내선번호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예)  *70   : 기능번호 앞에 (-) 기호가 없을경우 기능번호를 누르신후 안내 멘트에 따라 입력한 번호를 누르시면 다른 전화기의

예) _*91.  : 기능번호 앞에 (-) 기호가 있을경우 기능번호를 누른후 설정할 번호를 입력하시면 곧바로 자신의 내선번호가 설정됩니다.

#### 이름이름이름이름번호번호번호번호

     1 음성 비서 <main> 음성 비서*55

     2 음성 비서 <Our IVR> 음성 비서5555

     3 수신거부중  착신전환 (전환번호 나중에 입력 촉구 - 수신거부중  착신전환) 기능*24

     4 수신거부시 착신전환 취소 기능*240

     5 수신거부: 번호 추가 기능*30

     6 수신거부: 번호 제거 기능*35

     7 수신거부: 마지막 받은 번호를 주가 기능*36

     8 부재중  착신전환 (전환번호 나중에 입력 촉구 - 부재중  착신전환) 기능*37

     9 부재시 착신전환 취소 기능*370

    10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를 기억하여 알려주는 기능 기능*47

    11 현재 자신의 ip전화기 내선번호를 알려주는 기능 기능*65

    12 호 재시도 (Callback Busy Subscriber) 기능*67

    13 마지막 통화한번호로 바로 연결해주는 기능 기능*7

    14 수신거부 (작동) 기능*78

    15 수신거부 (중지) 기능*780

    16 착신전환 (전환번호 나중에 입력 촉구 - 무조건 착신전환) 기능*88

    17 착신전환취소 (전환번호 나중에 입력촉구 - 무조건 착신전환 취소) 기능*880

    18 통화중  착신전환 (전환번호 나중에 입력 촉구 - 통화중  착신전환) 기능*91

    19 통화중 착신전환 취소 기능*910

    20 음성사서함 VMS 기타*44

    21 VMSMain_ARS 기타*444

    22 설정된 모든 부가서비스 해지 기능 기타*550

    23 음성녹음 (녹음시) 기타*77

    24 음성녹음 (확인시) 기타*99

    25 ENUM E.164/E.165 SIP URI 걸기 기타_**0.

    26 ENUM E.164/E.165 IAX URI 걸기 기타_**1.

    27 ENUM E.164/E.165 TEL URI 걸기 (fixed) 기타_**2.

    28 ENUM E.164/E.165 FAX URI 걸기 기타_**3.

    29 SIP 외부로 발신번호 금지 기타_*23.

    30 수신거부시 착신전환 기타_*24.

    31 Intrusion 기타_*32내선번호

    32 통화중끼어들기 (Barge-in) [#: 볼륩 조절,*:채널 선택] 기타_*33내선번호

    33 부재시 착신전환 기타_*37.

    34 음성사서함 VMS 누른 내선번호로 기타_*44내선번호

    35 누른 내선번의 설정된 모든 부가서비스 해지 기능 기타_*550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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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름이름이름번호번호번호번호

    36 음성녹음 (누른 내선번호로 녹음시) 기타_*77.

    37 착신전환 (누른 번호로 무조건 착신전환) 기타_*88.

    38 착신전환 취소 (누른 번호로 무조건 착신전환 취소) 기타_*880내선번호

    39 번호 지정 후 당겨받기 기타_*8내선번호

    40 통화중 착신전환 기타_*91.

    41 음성녹음 (누른 번호로 삭제 됩니다) 기타_*97.

    42 음성녹음 (누른 내선번호로 확인시) 기타_*99.

    43 인터콤 기능 기타_*내선번호

    44 전화회의 기타_8내선번호

    45 PSTN 국선 바로 걸기 기타_9

    46 확인 후 돌려주기 특수 기능##

    47 바로 넘겨주기 특수 기능#9

    48 전화 끊기 특수 기능*0

    49 원터치녹음 특수 기능*7

    50 당겨받기 특수 기능*98

    51 통화주차기능 특수 기능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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