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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WebAttendant는 Cisco IP Phone과 함께 작동합니다.Cisco CallManager, Cisco
WebAttendant 클라이언트 및 Cisco IP Phone은 Cisco WebAttendant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대화 상
자에 정의된 MAC 주소로 연결됩니다.

Cisco WebAttendant 클라이언트는 연결된 Cisco IP Phone과 동일한 Cisco CallManager 서버에 연
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즉, 클라이언트 설정 대화 상자의 Cisco TCD(Telephony Call
Dispatcher) 설정 섹션에 있는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필드는 Cisco IP Phone이 일반적으로 등록
된 Cisco CallManager 서버의 주소여야 합니다.

Cisco WebAttendant와 함께 사용되는 Cisco IP Phone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Cisco WebAttendant는 모든 Cisco IP Phone 7960/7940 모델, Cisco IP Phone 12-Series 모델
또는 Cisco IP Phone 30VIP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IP Phone을 Cisco WebAttendant와 함께 사용하려면 먼저 Cisco CallManager에서 장치
로 추가해야 합니다.

●

Cisco WebAttendant와 함께 사용할 전화기에서 공유 회선 모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Cisco
WebAttendant와 함께 사용되는 Cisco IP Phone에 할당된 디렉토리 번호는 시스템의 다른 디
바이스에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

Cisco WebAttendant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Cisco IP Phone에 보류 및 호전환 단추가 있어야 합
니다.헤드셋을 사용할 경우 응답/릴리스의 단추도 할당해야 합니다.Cisco WebAttendant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의 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Attenda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SL(Smart Lines) 수는 Cisco IP Phone의 전화기 버튼
템플릿에 구성된 회선 수(최대 8개)와 동일합니다.

●

Cisco WebAttendant 콘솔로 사용되는 Cisco IP Phone에서 회선 및 디렉터리 번호에 대해 통화
대기 및 통화 착신 전환을 비활성화합니다.

●

Cisco WebAttendant 사용자가 둘 이상의 전화기로 Cisco WebAttendant에 로그인하는 경우 각
전화기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설정되고 각 전화기가 자체 Cisco WebAttendant 클라이언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 생성 및 Cisco CallManager에서 사용자 연결 지원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Cisco
CallManager에서 사용자, 전화 및 연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인덱스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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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정보

추가 리소스는 Cisco TAC Tools for Voice, Telephony and Messaging Technologies를 참조하십시
오.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필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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