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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Agent Desktop Global Phone Book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
변을 제공합니다.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Q. 모든 상담원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화 번호부로 레코드를 대량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까?

A. 글로벌 전화 번호부에 항목을 대량으로 입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Q. 글로벌 전화 번호부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A. 전역 전화 번호부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경로는 Spanlink Communications > Company > (LCC name) > Phone Book입니다.

Q. Global Phone Book은 어떻게 동기화됩니까?(IPCC Enterprise의 A측 및 B 측 또
는 IPCC Express의 HA 노드)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A. 디렉토리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처리합니다.

Q. 어떤 로그를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Cisco Agent Desktop 및 Cisco Desktop Agent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 로그 및 디버그 추적(디버
그 레벨로 설정)에 대한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Q. 구성의 어디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까?

A. Cisco Desktop Agent를 사용하면 관리자가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에이전트
는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그러면 상담원은 직원 전화 번호부를 편집할 수 있지
만 관리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담원용 전화 번호부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고 상담원별 직
원 전화 번호부를 사용할 수 없는 확인란도 있습니다.

Q. Cisco Desktop Administrator에서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현재 간단한 수동 입력 외에는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
다.

Q. 글로벌 전화 번호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됩니까?

A. 이전 버전에서는 다이얼 패드가 시작될 때마다 Cisco Agent Desktop이 LDAP에서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로드했습니다.현재 버전은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한 번 로드하여 메모리에 저장하여 지연
을 방지합니다.

Q.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Cisco CallManager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사용자 목록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까?예를 들어, IP 전화기의 기업 디렉
토리는?

A. 아니요.

Q. Cisco Agent Desktop 에이전트가 ICD(Integrated Contact Distribution) 내선에 있
는 동안 Cisco Agent Desktop의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Cisco Agent Desktop Global Phone Book은 호전환 및 전화회의 대화 상자를 통해 사용할 수 있
습니다.

Q. 팀별로 글로벌 전화 번호부에 대한 목록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A. 크기는 Cisco Agent Deskto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로만 제한됩니다.

Q. 특정 팀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팀 글로벌 전화 번호부를 잠글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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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cad_enterprise/cadenterprise6_0/user/guide/cda60ug.pdf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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