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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액세스
하는 것입니다.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는 관리자가 디바이스를 직접 조작하고 디바이스의 성능
및 해당 디바이스의 네트워크를 수정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입니다.이 문서의 목적은 SPA122에서 로그인하고 웹 구성 유틸리티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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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122 | 1.3.2(최신 다운로드)
  

웹 구성 유틸리티 액세스
 
1단계.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표시줄에 전화 어댑터의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누릅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보안 경고가 브라우저에 나타날 수 있습니
다.Proceed 또는 Continue를 클릭합니다.브라우저가 인증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인증서가 서
드파티가 아닌 웹 사이트 자체에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전화 어댑터의 기본 IP 주소는 192.168.15.1입니다. 웹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IP 주소를 재설정
해 보십시오.IP 주소를 재설정하려면 재설정 버튼을 30초 동안 누릅니다.이렇게 하면 기본 IP 주소
와 다른 모든 설정이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IP 주소가 알려진 경우
전화 어댑터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도록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3998793/type


디바이스는 두 가지 액세스 모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관리자로, 다른 하나는 as 및 사용자로 사용
합니다.관리자 로그인을 통해 관리자는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로그인은 네트워크에 기본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2단계. Username(사용자 이름) 필드에 디바이스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관리자의 기본 사용
자 이름은 admin이고 사용자의 기본 사용자 이름은 cisco입니다.
 
3단계. Password(비밀번호) 필드에 디바이스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관리자의 기본 비밀번호는
admin이고 사용자의 기본 비밀번호는 cisco입니다.
 
참고: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전화기 어댑터를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으며, 그러면 디바이
스가 기본 로그인으로 돌아갑니다.
 
4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여 웹 구성 유틸리티를 입력합니다.빠른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관리자는 Quick Setup(빠른 설정) 페이지에서 라인 1 및 라인 2의 기본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툴바는 라우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그아웃 링크는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서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킵니다. 
· About(정보) 링크는 디바이스의 이름과 펌웨어 버전을 표시하는 창을 엽니다. 
· 도움말 링크는 현재 표시되는 페이지의 다양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을 엽니다.
 

SPA122의 모든 Cisco 문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SPA122 ATA with Router
Product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ntent/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spa122-ata-router/model.html
/content/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spa122-ata-router/mod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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