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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P Phone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Bluetooth 장치 구성 
목표
 
Cisco IP Phone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을 사용하면 휴대폰, 아날로그 헤드셋, Bluetooth
헤드셋 및 USB 헤드셋을 전화기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 번에 하나의 헤드셋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여러 헤드셋을 전화기에 연결할 때 통화에 사용할 기본 오디오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통화의 기본 오디오 경로는 기본 오디오 장치에 대해 선택된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Cisco IP Phone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기본 오디오 출력 장치를 구성하는 방
법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isco IP Phone은 최대 50개의 헤드셋을 한 번에 하나씩 연결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연결된 헤
드셋이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페어링은 일반적으로 각 헤드셋에 대해 한 번 수행됩니다.장치가 페
어링되면 두 장치(전화기 및 헤드셋)가 모두 활성화되고 서로 범위 내에서 Bluetooth 연결이 유지됩
니다.일반적으로 두 디바이스 중 하나의 전원이 꺼진 다음 전원이 켜지면 연결이 자동으로 재설정
됩니다.그러나 일부 헤드셋에서는 연결을 재설정하기 위해 사용자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화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에 있는 Bluetooth 아이콘은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Bluetooth가 켜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Bluetooth 헤드셋과 모바일 장치가 모두 연
결되어 있으면 Bluetooth 헤드셋을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에서 오는 오디오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Cisco IP Phone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휴대폰 또는 Bluetooth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IP Phone 8851 Series | 11.0.1(최신 다운로드)
IP Phone 8861 Series | 11.0.1(최신 다운로드)
  

IP 전화에서 Bluetooth 장치 구성
 
IP 전화에서 Bluetooth 설정 구성
 
1단계. IP Phone에서 Applications 버튼을 누릅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collaboration-endpoints/cisco-ip-phone-7800-series/smb5630-configure-a-primary-audio-output-device-on-a-cisco-ip-phone.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729655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729655


 

2단계. 탐색 클러스터    버튼을 사용하여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3단계. Bluetooth 설정을 On으로 전환하려면 탐색 클러스터    단추의 왼쪽 또는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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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기본 Bluetooth 모드를 선택하려면 탐색 클러스터 버튼의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Phone(전화기) - Bluetooth 헤드셋을 사용하는 IP 전화입니다.Bluetooth 지원 휴대폰과 함께
Cisco IP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핸즈프리(handsfree) - IP 폰은 Bluetooth 지원 휴대폰을 통해 핸즈프리 장치로 작동합니다.
둘 다 - Cisco IP Phone에서 Bluetooth 헤드셋을 사용하거나 Bluetooth 지원 휴대폰으로 작동합
니다.IP 전화는 한 번에 하나의 장치에만 연결됩니다(Bluetooth 헤드셋 또는 Bluetooth 지원 휴
대폰).
 

 
참고:이 예에서는 Both가 선택됩니다.
 
5단계. Set(설정) 소프트키를 눌러 Bluetooth 설정을 저장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로그인 양식에 메시지가 표시되면 IP 전화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
그인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참고:IP Phone은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적용할 때 재부팅됩니다.
 
이제 Cisco IP Phone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Bluetooth 설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했어
야 합니다.
 



  
Bluetooth 장치를 IP 전화기와 페어링
 
1단계. Bluetooth 헤드셋을 켜거나 모바일 장치에서 Bluetooth를 켜서 페어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단계. IP Phone에서 Applications 버튼을 누릅니다.
 

 

3단계. 탐색 클러스터    버튼을 사용하여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4단계. Devices(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Navigation cluster(탐색 클러스터) 버튼을 누릅니다.
 

 
5단계. 스캔 소프트키를 눌러 사용 가능한 Bluetooth 장치를 검색합니다.
 



 
IP Phone에서 사용 가능한 Bluetooth 장치 검사를 시작합니다.완료되면 탐지된 모든 Bluetooth 장
치가 표시됩니다.
 

 

6단계. 탐색 클러스터    단추의 위쪽 또는 아래쪽 단추를 눌러 기본 Bluetooth 장치를 선택한 다
음 연결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AWEI MUSIC이 선택됩니다.모바일 장치를 IP Phone과 페어링하려면 여기를 클
릭하여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Bluetooth 장치가 페어링되면 구성된 장치 옆에 확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7단계. IP Phone의    뒤로 단추를 눌러 Bluetooth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8단계. Set(설정) 소프트키를 눌러 구성된 Bluetooth 디바이스를 저장합니다.
 

ukp.aspx?login=1&pid=2&app=search&vw=1&articleid=5670


 
이제 Bluetooth 장치를 Cisco IP Phone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과 성공적으로 페어링해야
합니다.
  
IP 전화에서 Bluetooth 장치 분리 또는 제거
 
1단계. IP Phone에서 Applications 버튼을 누릅니다.
 

 

2단계. 탐색 클러스터    버튼을 사용하여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3단계. Devices(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가운데 있는 Navigation cluster Select(탐색 클러스터 선
택) 버튼을 누릅니다.
 

 
4단계. (선택 사항)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를 분리하려면 연결 끊기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5단계. (선택 사항) 목록에서 Bluetooth 장치를 제거하려면 옵션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6단계. (선택 사항) Navigation cluster    버튼을 사용하여 Delete(삭제)를 선택한 다음 Select(선
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7단계. 액세서리 삭제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면 삭제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이제 Cisco IP Phone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Bluetooth 장치를 성공적으로 분리하거
나 제거해야 합니다.
 



 
7800 및 8800 Cisco IP 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Cisco Tech Talk:7800 및 8800 Series Multiplatform Phone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Cisco Tech Talk:Cisco의 7800 및 8800 Series IP Phone에서 단축 다이얼 구성
 

https://youtu.be/a0nheo8jBTg?list=PLB4F91009260AB3D7
https://youtu.be/AHh70pN6Amo?list=PLB4F91009260AB3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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