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AT&T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 

기기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주십시오. 
 

내 번호 찾기 

● “OK” 키를 선택하고 설정 > 기기 > 전화 번호를 선택합니다 

●기기 IMEI/시리얼 번호 찾기를 선택합니다 

●*#06# 키를 누르고 통화/응답 키를 누릅니다 

음성 메일 설정 

음성 메일을 설정하고 청취하려면 “1” 키를 누른 상태로 있으십시오. 
그러면 음성 메일 설정 메뉴가 시작됩니다. 

●음성 메일 암호 설정의 기본값은 켜짐입니다. 

●고유하고 추측하기 어려운 암호를 설정합니다(7-15 자리). 

●암호 설정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일 기본 메뉴에서 옵션을 4 > 2 > 1 > 2 차례로 누릅니다. 

●다른 전화에서나 로밍 중에 음성 메일을 확인할 때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고객 지원 

암호를 잊은 경우, 7 자리 무선 번호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비즈니스 사용자 서비스에 전화를 걸되, 핸드셋에서 611 번으로 또는 

다른 휴대폰에서 800-331-0500(월요일 – 금요일: 오전 8 시-오후 10 시, 토요일-일요일: 
오전 9 시-오후 10 시, 영어 및 스페인어 이용 가능)번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 지원 리소스는 일반적 문제 해결 또는 질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활성화 

기기는 24 시간 이내로 활성화됩니다. 
기기는 Test and Trace Program(검사 및 추적 프로그램)을 위해 30 일 동안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기가 비활성된 후, 다음 채널을 통해 환자 개인이 청구된 요금의 지불 책임을 부담하면서 
기기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매장: www.att.com/stores/ 

●온라인 24/7: www.att.com/wireless/byod/ 

●전화를 통해: 888-573-0658(월요일 – 금요일: 오전 8 시-오후 10 시, 토요일-일요일:  
오전 9 시-오후 10 시, 영어 전용) 

모니터링 후에 전화기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기를 NYC Health and Hospitals 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납이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기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반납을 원하시면  

AT&T 소매 매장으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기 사용자 가이드: www.att.com/device-support/index/ATT/EmblemU102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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