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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P Phone 7800 또는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밝기 디스플레이 설정
구성 
목표
 
Cisco IP Phone 7800 및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은 IP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 통신을 제공
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VoIP(Voice-over-Internet Protocol) 전화기로 구성됩니다.이 전화기는 통화
착신 전환, 재다이얼, 단축 다이얼링, 통화 호전환, 전화회의 통화 등 기존 비즈니스 전화의 모든 기
능을 제공합니다.Cisco IP Phone 7800 및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은 서드파티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 PBX(IP Private Branch Exchange)에 중점을 둔 솔루션을 대
상으로 합니다.
 
Cisco IP Phone 7800 및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을 사용하면 전화 이름, 배경 무늬, 로고,
화면 보호기, 밝기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설정 등의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Cisco IP Phone 7800 또는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의 웹 기반 유틸리티 또
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해 밝기 디스플레이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IP Phone 7800 시리즈 | 11.0.1(최신 다운로드)
IP Phone 8800 시리즈 | 11.0.1(최신 다운로드)
  

밝기 표시 설정 구성
 
웹 기반 유틸리티를 통해
 
1단계. IP Phone의 웹 기반 유틸리티에 액세스한 다음 Admin Login(관리자 로그인) > Advanced(고
급)를 선택합니다.
 

2단계. 음성 > 전화를 선택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883944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729655


3단계. 아래로 스크롤하여 Screen(화면) 영역으로 이동한 다음 Display Brightness(디스플레이 밝기
) 필드에 1~15의 값을 입력합니다.숫자가 클수록 IP 전화기 화면의 밝기가 높아집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15가 사용됩니다.
 
4단계. Submit All Changes(모든 변경 사항 제출)를 클릭합니다.
 

이제 웹 기반 유틸리티를 통해 Cisco IP Phone 7800 또는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밝
기 디스플레이 설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했어야 합니다.
  
IP Phone의 GUI를 통해
 
1단계. IP Phone에서 Settings(설정) 단추를 누릅니다.
 



2단계. 원 탐색 단추를 사용하여 사용자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
 

3단계. 화면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4단계. [밝기 표시]를 선택합니다.
 
5단계. IP Phone에서 탐색 단추의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밝기 표시를 조정합니다.
 

참고:이 예에서은 디스플레이 밝기가 20으로 설정됩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숫자를 입력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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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디스플레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GUI에서 그에 따라 밝기 표시를 조정합니다.
 
5단계. Set(설정) 또는 Save(저장) 소프트키를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제 GUI를 통해 Cisco IP Phone 7800 또는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밝기 디스플레
이 설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했어야 합니다.
 
7800 또는 8800 Series IP Phones with Multiplatform Firmware에 대한 다른 문서를 보려면 아래 링
크를 클릭하십시오.
 

비교 및 대비:Cisco IP MPP Phone 및 Cisco Unified IP Phone
Cisco IP Phone 7800 Series 및 Cisco IP Phone 8800 Series를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
멀티플랫폼 펌웨어가 포함된 Cisco IP Phone 6800, 7800 또는 8800 Series에서 통화 호전환
Cisco MPP 전화기에서 단축 다이얼을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회선 키 구성
멀티플랫폼 펌웨어를 사용하여 Cisco IP Phone에서 단축 다이얼 구성
 

모든 Cisco 비즈니스 문서, 문서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다음 제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7800 Series IP Phone with Multiplatform Firmware
8800 Series IP Phone with Multiplatform Firmware
 

이 문서와 관련된 비디오 보기...

여기를 클릭하여 Cisco의 다른 기술 대화를 확인하십시오.

/content/en/us/support/docs/smb/collaboration-endpoints/cisco-ip-phone-8800-series/1574-Compare-and-Contrast-Cisco-IP-MPP-Phones-and-Cisco-Unified-IP-Phones.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collaboration-endpoints/cisco-ip-phone-7800-series/smb5233-reset-cisco-ip-phone-7800-series-and-cisco-ip-phone-8800-ser.html?cachemode=refresh
/content/en/us/support/docs/smb/collaboration-endpoints/cisco-ip-phone-8800-series/smb5713-transfer-calls-on-a-cisco-ip-phone-8800-series-multiplatform.html?cachemode=refresh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ollaboration-endpoints/cisco-ip-phone-6800-series/configure-a-plk-for-speed-dial-on-a-cisco-ip-phone-6800-series-with-multiplatform-firmware.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ollaboration-endpoints/cisco-ip-phone-6800-series/configure-speed-dial-on-a-cisco-ip-phone-6800-series-with-multiplatform-firmware.html
/content/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ip-phone-7861-multiplatform-firmware/model.html#~tab-documents
/content/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ip-phone-8800-series-multiplatform-firmware/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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