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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시작

1.  로그인 하는법

 IP–PBX 콜 메니저의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버의 아이피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192.168.0.100 )

엔터를 누르거나 탭을 누르면 다음에 있는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입력창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탭을 누르면 패스워드 입력창으로 이동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연결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IP-PBX 콜 매니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IP-PBX 로고가 나타나고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3

패스워드 입력칸

아이디 입력칸

IP주소 입력창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IP-PBX 콜 

메니저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화면의 구조

프로그램은 파일, 편집, 설정, 리포트, 윈도우, 도움말의 순으로 드롭다운 메뉴가 화면의 위쪽에 위치

해 있습니다. 각 메뉴로 마우스를 옮겨서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아래로 펼쳐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펼쳐진 세부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되는 기능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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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설정이  끝난  후 

변경제출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

세부설정 이 끝난

뒤 백업이 가능합

니다.

통화기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

록된  정보등을 

볼수 있습니다.

SIP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세부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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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인쇄가 가능합니

다.

변경제출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설

정이 가능합니다



1. 설정 업데이트

설정 업데이트는 IP-PBX 콜매니저의 설정메뉴에서 특정 기능을 선택하여 추가 하거나 수정, 또는 삭

제하여 IP-PBX 콜 매니저의 설정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콜 매니저에 반영시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선

택하는 메뉴입니다.  설정 업데이트를 누르면 변경된 사항들이 통신서버에 반영되어 실행되게 됩니

다. 

2. 프로그램 설정

IP – PBX 콜 매니저에서 설정 매뉴에서 프로그램 설정 기능을 선택하여 서버탭의 다이알링 시간 변

경이 가능하고 통화 기록탭의 통화 기록 자동 업데이트 설정, 해체를 할수 있고 업데이트 시간 변경이 

가능한 기능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3. 인쇄 설정

IP-PBX 콜 매니저에서 파일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에서 본 내용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 프린터를 설정

하는 메뉴입니다. 

일반적인 윈도우에서 설정하는 프린터 설정과 같다. 따라서 이미 해당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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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가  연결한지  80

초가 지나게 되면 발신

이 꺼지게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설정, 

해제  설정과  업데이

트 시간을 설정 할수 

있습니다.



4. TFTP 서버 설정

접속 서버 IP:포트 설정 : 접속 하고자 하는 아이피 주소와 포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두개의 IP를 

접속하고자 할경우 엔터를 치고 또하나의 아이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접속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 접속한 서버에 있는 클라이언트 주소를 입력하여 클라이언트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5개의 클라이언트에 한번에 접속 하고자 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은 식으로 입력

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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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버튼을  누르

면 삽입,  변경,  삭제, 

펼침, 수축 버튼이 펼

쳐지게 됩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bin

파일을  더블클릭  하

면 상세히 설정히 가

능합니다.



메모 : 자신의 임의대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 사용하고 싶은 음성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Grandstream 링톤 : Grandstream 링톤을 선택한 후 wav파일을 삽입하면 마지막 저장에 ring.bin파

일로 변환이 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집니다.

Binary : Binary를 선택한 후 bin파일을 삽입하면 마지막 저장에 이름만 바뀌어 서버에 저장되어 집

니다.

저장 : 확인버튼 누르면 저장란 안에 있는 이름으로 서버에 저장 되어 집니다. 

저장란 안에 있는 이름은 변경하면 안됩니다.

8

저장란  안의  이름은 

변경하면 안됩니다.



특정전화기에 전화가 올때 다른 벨소리가 나오게 하고자 할 경우 웹 브라우저에 IP PHONE의 IP주소

를 치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ADVANCED SETTINGS탭에서 찾아보면 위와 같은 그림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Default Ring Tone: 란의 1,2,3개의 칸이 나오는데 AMP에서 설정해 놓았던 

링톤의 소리를 설정 할수 있는 전화번호 입력 칸입니다. 010-1111-111이라고 가정하고 1번째 칸에 

‘-’없이 01011111111을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01011111111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면 AMP에서 

설정한 1번째의 링톤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Firmware Upfrade and Upfrade Via Provisioning :란에서 TFTP를 선택하고 Firmware Server P

ath : 입력칸에 해당사항에 맞는 서버 IP주소를 입력합니다.

Automatic Upfrade : 란에는 Yes를 선택합니다. 밑에 Update버튼을 클릭하고 Reboot를 시키면 링

톤설정이 완료됩니다.

5. 종료 

IP-PBX 콜 매니저를 끝내기 위한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IP-PBX 콜 매니저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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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의 세부 메뉴

1. 잘라 내기 

지정한 영역을 잘라 냅니다.

2. 복사

지정한 영역을 복사합니다. 

3. 붙이기

복사되었거나 잘라내었던 영역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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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영역을  복사

합니다.

지정한  영역을  잘라

냅니다.

복사되었거나 잘라내었

던 영역을 붙입니다.



설정의 세부 메뉴

그룹 설정(Group)

트렁크 설정(Outbound Routings)

전화기 설정(Devices)

내선번호 할당

음성비서 설정

링그룹 설정(Ring Group)

콜 센터 설정(Call Center)

시간 조정(Time)

배경음악/통화 대기음

기능 설정(Features)

설정백업(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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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설정

그룹설정 이란 만약 한 회사의 사무실이 두개가 있다면 한 그룹에 한개의 사무실을 할당하고 또 한 그

룹에 두번째 사무실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개의 그룹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1번 그룹과 2번 

그룹의 내선번호가 같아도 문제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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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설정한  것을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기존의  설정한  것을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새로 추가가 가능

한 버튼입니다.

활성화한 그룹설정창

을 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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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경로 설정 탭

ZAP  프로토콜만 

보여집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

는 국선의 개수 입

니다.

포트가  연결되었

으면 ’1’ 연결이 안

되었으면 ’0’  으로 

나오게 됩니다.

트렁크에  등록된 

SIP 프로토콜만 등

록됩니다.

수신트렁크  칸으

로 와야만 사용가

능합니다.

삽입이나 변경버튼을 누르면 위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발신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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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그룹에  포

함된  내선번호

는 외부에 발신

이 가능 합니다.

아무  그룹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선번호  이고 

내선번호  끼리

는 송수신이 가

능합니다.

나가는 경로의 트

렁크를  설정합니

다.

부재시  다음트렁크로  연결이 

되고 끝기를 체크를 하였다면 

부재시 발신자의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_9 VOIP/SIP 070

_9 ZAP      일반전화

_7 IAX2     다른 LUXSYS서버

_9로 설정해놓은 것에 전화가 올 때 우

선순위 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_7로 

설정해 놓은 것은 같은 _9가 없기 때문

에 우선순위를 1로 설정합니다. 



발신경로 설정을 선택하면 발신경로 선택이라면 화면이 나오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발신경로의 경로, 

패턴, 트렁크가 좌우로 나열되어 나타납니다. 

새로운 발신경로를 추가하려면 화면 아래의 삽입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삽입버튼을 누르면 발신경로 업데이트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는 경로이름, 비밀번호, 패턴, 트렁크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 이름은 사용하기 원하는 발신경로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이 경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패턴은 이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번호의 패턴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X          0부터 9까지의 모든 번호에 대응됩니다.

   Z          1부터 9까지의 모든 번호에 대응됩니다.

   N          2부터 9까지의 모든 번호에 대응됩니다.

  [1237-9]  괄호안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응됩니다. 

(이 예에서는 1,2,3,7,8,9가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           하나 이상의 숫자에 대응되는 와일드카드입니다. 

   |          숫자와 다이알 프리픽스와 분리합니다.

추가 예 

  9|NXXXXXX   "95551234"가 대응되는 숫자이지만 "5551234"만을 통과시킵니다. 

[2-7]XX     200에서 799까지의 숫자는 모두 대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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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VOIP  트렁크에

서  컬러링이  안나올 

때 선택합니다.

SOYO전화기를 사용

할 때 선택합니다.

전화선 (PSTN)에 맞

는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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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경로설정

외부로부터 IP-PBX 콜 매니저가 설치된 서버로 전화가 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신하여 내부를 연결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수신시간은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이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대상은 내선, 음성비서, 링 그룹, 콜 센터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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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랜턴 버튼

플래시 랜턴 버튼을 누르면 위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 나타나는 탭을 보면 내선, 음성비서, 링 그룹, 콜 센터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우선 수신방법으로 결정한 대상의 탭(예:내선)을 클릭하고 그 중에서 수신을 원하는 대상(예:100

0)을 클릭한 후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수신 경로 메뉴에서는 ---로 보냄 내선번호<1000>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업무시간 이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택하여 내선번호 100을 선택하면 내선번호 100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정을 끝낸 후에 파일 메뉴의 설정 업데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회사로 오는 전화는 

설정한 바와 같이 수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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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그룹탭음성 비서탭내선탭 콜 센터탭 시간조정탭



2. 트렁크 설정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트렁크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삽입이나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 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트렁크는 발신경로가 연결되는 프로토콜을 표시합니다. 

서버에 통신카드를 설정한 경우에는 ZAP, SIP, IAX2의 세가지 프로토콜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룹설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ZAP/g 또는 SIP/r 과 같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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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영역을 

삭제할수  있는 

버튼입니다.

Info는 SIP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화할 때  인터넷선인지 전

화선인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SIP로 설정해 놓았다면 Inbound VoIP 코덱 설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기본으로 아래의 

코덱이 깔려있어 불러올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IAX2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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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h263 코덱을 설정하고 싶을경우 위의 화면으로 H263하나만 설정 해놓으면 안됩니다.

H236 한 개만 설정해 놓았다면 기본 코덱들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SIP일경우 H263을 설정하려면 위의 화면과 같이 ulaw, alaw, g723, g729 코덱을 같이 설정해 놓아

야 합니다.

발신코덱의 경우 트렁크 코덱에 적용 되어있는 것으로만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단 h236코덱을 설정

해 놓지 않은 경우 트렁크 코덱란에 아무것도 설정해 놓지 않아도 기본 코덱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신

코덱을 ulaw로 설정해 놓아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21

SIP 코덱설정이 올바르지 않는경우

SIP 코덱설정이 올바른 경우



ZAP 프로토콜에는 그룹전략을 G,g,R,r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만약 국선이 4개가 있다고 보면 g로 설정해 놓았을 때 1부터 4까지 순서대로 전화가 오고

G로 설정해 놓았을 때 4부터 1까지의 순서대로 전화가 오고 

r로 설정해 놓았을 때 1부터 4까지의 전화가 오며 4번의 국선도 사용하고 있을 때 다시 1로 돌아가 

순환되는 것이고 R은 r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큰 순부터 작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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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KT장비가 ISDN일 경우에는 ‘0’

으로 설정을 하고  PSTN일경우

에는 ‘1’로 설정하고 그래도 늦

다면 ‘2’로 설정 하여야 합니다.

발신자

IVR을 넣는 경우가 있고 않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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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R이  나오지  않으면 

전화선인지  인터넷  선

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

화선이면 요금이 더 비

싸질수 있습니다.

한 개의 선밖에 없으면 

IAX2트렁크에는  IVR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070에 IVR이 있으

니  IAX2  트렁크에는  IVR이 

필요 없게 됩니다.



3. 전화기 설정

전화기 설정 메뉴는 IP-PBX 콜매니저와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에 대한 사항을 설정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전화기를 IP-PBX 콜 매니저와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전화기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전화기가 사용하는) 통신기술을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전화기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술은 SIP, IAX2, ZAP의 세가지 중 하나이므로 전화기를 파악하여 해

당되는 기술을 파악하여 클릭합니다. 

통신기술을 클릭하면 현재 해당되는 통신기술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의 내선번호와 함깨 해당 전화

기의 설정사항들이 나타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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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외부 모두 연결하고 싶으면 도메인 주소를 써야합니다. 내부만 

사용하고 싶으면 내부 서버IP를(192.168.0.100) 입력하고 외부만 사

용하고 싶을때에는 외부 공유기 DNS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꼭 체크를 해

야 합니다.

SIP를 한 개더 추가하게 되면 위

와 다른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포

함에 체크를 하면 위의 포함란에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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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만 사용하고 싶을때  웹브라

우저에 공유기 아이피 주소를 치

고 들어가서 로그인한뒤 NAT 설

정에 포트포워드 설정으로 들어

가서  SIP udp와  rtp를 설정해주

어야 합니다.

그뒤 고급설정에 DDNS설정을 들

어간뒤 호스트 이름을 추가해 주

어야 합니다.



신호 지속 시간:만약 SOYO나 GRANDSTREAM IP PHONE을 사용할때에는 32~45까지의 입력을 

권장하고 AVAYA, Polycom 나 CISCO사의 IP PHONE을 사용할때는 80의 입력을 권장하고 KT에

서 사용하는 계전기가 안좋을때 에는 100을 권장 합니다. 단 숫자가 적을수록 전화는 빨리 나가게 됩

니다.

DTMF 완화 : DTMF완화를 체크하게 되면 신호가 세집니다. 신호가 약하면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

다. 하지만 체크를 하면 잡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 실행 해가면서 더좋은 쪽을 선택합니

다.

 

국선은 FXO에 연결합니다.

FXS에 일반 전화기를 연결하면 일반 전화기를 IP PHONE같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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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속시간 

입력칸.

FXS 채널 번

호를  세팅합

니다.

만약 그룹설정 #탭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4까지 있다

면 1-4 할수있고 3번을 쓰지 않고 싶다면 1,2,4 식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가상번호 만드는방법

채널 세팅에서 FXS대신에 FXO번호를 세팅하고 미설정도 체크하고 내선번호를 입력하면 가상번호

가 만들어 집니다.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KT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예)KT착신 서비스 **8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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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를  입력

할수  있습니

다.

NAT  뒤에 전화기 있음 사

항을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GRANDSTREAM  BT-100

모델을 쓸 때 무조건 체크를 

합니다.
현재  내선번호를 

잠깐  사용하지 않

게하고 싶을때  미

설정을  체크합니

다.

트렁크를  체크

하면 다른 서버

에서 우리 연결

할수 있습니다.

링 그룹의 헌트

의 기능을 쓴다

면 체크를 해야 

합니다.

콜 센터 추가할수 있

는  항목에  내선번호

를 추가 하실려면 체

크를 해야 합니다.



GRANDSTREAM IP PHONE의 ADVANCED SETTINGS 화면

모든 IP PHONE은 IP주소가 하나만 갖고있고 그 IP로 서버에 등록 됩니다. 등록정보에 들어가면 어

떤 IP PHONE이 어떤 IP주소를 갖고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BT-100모델의 IP PHONE이나 일반 IP PHONE들은 내선번호 하나 밖에 등록할수 없는데 고급 IP 

PHONE들은 내선번호를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하지만 IP주소가 한 개 밖에 없으니까 내선번호 하나당 

포트를 따로따로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내선번호, 비밀번호, 이름, (나타내길 원하는) 발신자번호칸이 있으며 수신시 녹음할 것인지의 여부, 

발신시 녹음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으며 통화그룹과 당겨받기 그룹의 설정메뉴, 통화거

부, 통화대기 여부, 착신전환시 수신대상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1.내선번호 : 원하는 내선번호를 입력합니다. 

2.비밀번호 :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이     름 : 담당자의 이름등을 입력합니다. 이름이 아닌 내선번호을 입력 하여도 됩니다. 

4.발신자번호: 수신자가 보길 원하는 발신자번호를 입력합니다. 통신사에 따라서 이 번호가 나타나지 

않고 통신사가 부여한 전화번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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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는 포트를 인식 

하고 찾아갑니다.

STUN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포트를  50 

60으로 설정하고 밑

의 화면에 YES를 클

릭하면 따로 포트설

정이 필요 없습니다.



5.수신시 녹음: 해당 전화기에서 수신시 대화내용이 녹음파일로 생성됩니다. 

요청시 녹음 : 수신자가 녹음기능버튼(나중에 설명됨)을 누르는 경우에만 녹음됩니다. 

항상 녹음 : 수신할 경우에는 항상 녹음됩니다. 

항상 녹음안함 : 수신할 경우 항상 녹음하지 않습니다. 

6.발신시 녹음: 해당 전화기에서 발신시 대화내용이 녹음파일로 생성됩니다. 

요청시 녹음 : 발신자가 녹음기능버튼(나중에 설명됨)을 누르는 경우에만 녹음됩니다.

항상 녹음   : 발신할 경우에는 항상 녹음됩니다.

항상 녹음안함: 발신할 경우에는 항상 녹음하지 않습니다. 

7.통화그룹: 해당 전화기가 포함되는 통화그룹

8.당겨받기 그룹: 해당 전화기가 포함되는 그룹

(예) SIP와 IAX단말기가 함께 통화그룹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당겨받기그룹에는 함께 포함될 수 없습

니다. 왜냐하면 SIP에서 IAX로 당겨받기나 IAX에서 SIP로 당겨받기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통화그룹

은 해당 그룹의 전화에 모두 전화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통화그룹 지정은 누가 어느 전화에 대

해 당겨 받기가 허용 되느냐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9.통화거부 :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 표시합니다. 전화 건사람은 통화중음을 듣게됩니다. 

10.통화대기 :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통화가 오면 통화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11.착신전환: 해당 전화기로 전화가 오는 경우에 착신 전환하여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할 수 있

습니다. 

12.무조건 착신전환 : 해당 전화기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착신 전환하여 수신할 전화번호로 연결합니

다. 

13.통화중 착신전환 : 해당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중에 오는 전화는 착신전환 수신 전화번호로 연결합

니다. 

14.통화거부 착신전환: 해당 전화기에 통화거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오는 전화는 착신전환 수신 

전화번호로 연결합니다. 

15.부재중 착신전환 : 해당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착신전환 수신전화번호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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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선번호 할당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내선번호 할당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

다. 설정할 내선번호 개수가 많을 때 수량으로 내선번호를 늘려 추가시킵니다.

32

화살표로  수량을 

늘리거나  줄일수

가 있습니다.



5. 음성비서 설정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음성비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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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의 0버튼을 누

르게 되면 내선번호 

1900의 전화와 연결

됩니다.

전화기의 #버튼을 누

르게 되면 처음 ARS

음성을 들을수 있습

니다.

음성메뉴  내부의  항

목들을  삽입할수  있

습니다.

새로  음성메뉴를  추

가 할수 있습니다.



음성비서 (Digital Receptionist) 또는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메뉴를 만들기 위한 메뉴입

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제목과 음성파일명이 나열되는 창이 나타납니다. 

새로 음성메뉴를 추가하기 원하면 새 음성 메뉴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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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음성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음성파일의 경로입니

다.  경로와 음성파일

의 이름은 꼭 영문으

로 사용합니다.

음성파일을  서버

에 올린후 하드에

있는  음성파일은 

삭제합니다.

음성파일의  미리

듣기 버튼입니다.

Ex))c:\songpa.wav

새 항목 삽입의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메뉴번호를 입력합니다.

Ex))1, 2, #

자기 편의에 맞게 이름

을 입력합니다.



6. 링 그룹 설정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링그룹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링 그룹을 설정하고 설정된 링 그룹에 링 방법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링 그룹에 포함될 전화기를 설정

하는 메뉴입니다. 

새로운 링 그룹을 설정하기 위해서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링 그룹 업데이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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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방법 :  모두 울리기: 모든 전화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연속 : 랜덤으로 전화가 울리게 됩니다.

   헌트 : 링 그룹중 어는 하나에 전화가 오면 하나씩 점검합니다. 예를 들면 200번이 통화중

          이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201번이울립니다.201번이 대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링 

          그룹의 다음 전화 202번으로 넘어갑니다. 202번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이

          루어 집니다.

 메모리 헌트 : 헌트방식이지만 지난 번 통화가 이루어 진 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 다음번호 

         부터 헌트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녹음방법 : 요청시 녹음 : 녹음 설정이 되었다면 녹음이 실행됩니다

   항상 녹음 : 항상 녹음이 시작됩니다.

   항상 녹음안한 : 항상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링 배경 :  일반 벨 : 일반 벨이 울리게 됩니다.

  음악 : 설정해놓은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없음 :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링 시간 : 그룹에 링이 울릴 경우 최대 시간을 설정합니다. (최대시간은 255초입니다) 화살표를 클릭

하여 링 시간을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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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일  경우  수신을 

없음으로 해줍니다.

모두  울리기와  메모

리헌트로 설정해놓았

다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초를 설정해 놓았

다면 10초후 다른 전

화기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사용되는  내선번호가 

부재중  이라면 설정 해

놓은  번호로  연결됩니

다.

추가할수  있는 

내선번호  입니

다.

현재  사용되는 

내선번호입니다.



그룹 이름 : 설정하고자 하는 링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링 방법: 모두울림: 대기열에서 통화중이 아닌 구성원에게 순서대로 전화가 울립니다. 

가장최근: 대기열에서 최근 가장 전화에 덜 온 구성원에게 전화가 연결됩니다. 

가장적은통화: 대기열에서 가장 통화율이 적은 구성원에게 전화가 울립니다. 

임의의통화: 랜덤하게 전화가 연결됩니다. 

연속기억: 마지막 통화가 연결된 구성원을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순환(라운드로빈)방식으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헌트(Hunt): 링 그룹중 어는 하나에 전화가 오면 하나씩 점검합니다. 예를 들면 200번이 통화중이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201번이 울립니다.201번이 대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링 그룹의 다음 전화 2

02번으로 넘어갑니다. 202번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면 통화가 이루어 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

루어 지는 것이 헌트 방식입니다. 

메모리헌트(Memory Hunt): 헌트방식이지만 지난 번 통화가 이루어 진 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 다음번

호부터 헌트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녹음방법:모두 울리는 경우와 메모리 헌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청시 녹음 : 수신자가 녹음기능버튼(나중에 설명됨)을 누르는 경우에만 녹음됩니다. 

항상 녹음   : 수신할 경우에는 항상 녹음됩니다. 

항상 녹음안함: 수신할 경우 항상 녹음하지 않습니다. 

부재시 연결번호 

링 그룹이 모두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연결되는 번호를 설정합니다. 

링그룹포함 내선번호

링그룹에 포함되는 내선번호를 나타냅니다. 

전체 내선

IP-PBX 콜 매니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선번호를 나타냅니다. 

전체 내선에서 링 그룹에 포함될 내선번호를 선택하여 화살표를 클릭하면 링그룹에 포함됩니다. 반대 

화살표를 클릭하면 링 그룹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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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웹브라우저로 전화기의 아이피 주소로 치고 들어가서 찾아보면 Disable Call-Waiting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yes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no로 설정한 후 통화중에 또 전화가 오게 된다면 

일반벨 소리가 들이면서 통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그랜드 스트림의 전화기 화면

이고 각 전화기마다 화면은 다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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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콜 센터 설정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콜 센터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콜 센터방식으로 전화를 받기 원할 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콜 센터 설정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름: 콜 센터 대기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링방법: 다음 전략에 따라 대기열에 있는 구성원에게 통화가 배분됩니다. 

모두울림: 대기열에서 통화중이 아닌 구성원에게 순서대로 전화가 울립니다. 

가장최근: 대기열에서 최근 가장 전화에 덜 온 구성원에게 전화가 연결됩니다. 

가장적은통화: 대기열에서 가장 통화율이 적은 구성원에게 전화가 울립니다. 

임의의통화: 랜덤하게 전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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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콜 센터 대기열의 

이름을  입력합니

다. 

위의  영역이  아래의 

영역으로 변경됩니다.

아래의  영역이  위의 

영역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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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내선번호가  모 

두 통화중일때  콜 센터와 

연결을 하여 수신자가 대 

기상태로 넘어갈수 있습니

다.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

른점이 있다면 링방법과 부

재시 연결번호와 링시간 등

이 없다는 점입니다.



8. 시간 조정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시간조정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때에 맞는 전화를 설정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42

선택한 영역에서 추가로 삽

입하는  버튼입니다.  변경버

튼과 같은 의미입니다.

새로삽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업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55부터 오후 6시까지 오는 전화는 모두 내선 1000번에

  서 받습니다.  

업무시간 이후: 모두 100번에서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에서 요일은 월–금 과 같이 입력하고 시간은 07:55 (화살표를 클릭하면 시

간을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터 18:00 (24시간 표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지로 입

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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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시간 외에 전화 받

을수 있는 링크로 연결

됩니다.

설정시간에 전화 받을수 있는 

링크로 연결합니다.  음성비서

를 설정해 놓았다면 음성비서

에 링크를 걸어야 합니다.

시간조정할  제목을 

입력합니다.



9. 배경음악/통화 대기음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배경음악/통화 대기음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

게 됩니다. 배경음악이나 통화 대기음을 서버에 추가하여 저장하거나 필요한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서버에 WAV, MP3, GSM 파일을 옴길 수 있습니다.

10. 기능설정메뉴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기능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화시스템의 일반적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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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설정후에  미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서버에 추가 후 다시 보

기 버튼을 눌러야 추가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랜덤하게 작용됩니다.



통화주차 내선번호  

통화주차(call parking)기능을 작동하기 위한 기능버튼을 설정합니다. 

통화주차위치

통화주차가 될 경우 주차구역번호을 설정합니다.

통화주차시간

통화주차되는 최대시간을 설정합니다. 통화주차가 끝나는 경우에는 통화를 끊어집니다

착신전환시 번호입력시간

착신전환시 최대 번호입력시간을 설정합니다. 

당겨받기 내선번호

당겨받기(Pickup Call)를 작동하기 위한 기능버튼을 설정합니다. 

무조건 넘겨주기

무조건 넘겨주기를 작동하기 위한 기능버튼을 설정합니다.

확인후 넘겨주기

확인후 넘겨주기를 작동하기 위한 기능버튼을 설정합니다. 

끊기

통화 끊기를 작동하기 위한 기능버튼을 설정합니다. 

원터치 녹음

원터치 녹음을 작동하기 위한 기능버튼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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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정백업

IP-PBX 콜 메니저의 설정탭에서 설정 백업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정사항에 대한 파일을 백업과 복구를 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경로 설정은 반드시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C:\LUXSYS

설정정보를 항상 백업해두어서 문제사항이 있을 시 백업파일로 대처합니다.(1주일에 한번씩 백업 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가장 최근 백업파일은 가장 처음 저장 하였을 시 last.TPS 이름의 백업파일이

고 같은 폴더에 두번째 백업 하였을 시 last_old.tps 이름의 백업파일이 가장 최근 백업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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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경로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장된  백업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세부 메뉴

통화 기록 보기

기능 목록

IP PBX 서버 정보

IP 전화기의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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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기록 보기

IP-PBX 콜 메니저의 리포트탭에서 통화기능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

니다.

통화기록 보기메뉴를 선택하면 통화일자, 통화시간, 발신자표시(CID), 발신번호, 수신번호, 응답시간, 

종료시간, 지속시간, 요금청구시간, 상태, 녹음여부, 최종단계의 내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

하단에는 검색과 인쇄, 녹음파일 듣기, 파일저장 등을 위한 메뉴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화기록이 많을 경우 특정 수신번호나 발신번호를 선택하여 일자와 시간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

니다. 

수신번호: 찾고자 하는 수신번호가 있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일자 :  찾고자 하는 일자의 시작과 끝을 입력합니다. 

시간 : 찾고자 하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입력합니다. 

발신번호: 찾고자 하는 발신번호가 있는 경우에 입력합니다. 

깔때기 : 필터명령을 내리기  위한 버튼입니다. 

스피커 : 녹음파일을 듣기 위한 버튼입니다. 

로그 인쇄: 통화내역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저장 : 로그파일와 녹음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저장한 후에 record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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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통화를 듣

는 도중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후 저장한 시간의 이름으로 html파일이 생기게 되는데 html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위와같이 나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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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 상세 기록 통계

50

AMP 로그인 할때

의 ID와 PW를 입

력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월 선택 : 찾고자 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부터와 까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전체 일자 검색이 됩니다.

일 선택 : 찾고자 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부터와 까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전체 일자 검색이 됩니다.

발신 : 찾고자 하는 발신자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 : 찾고자 하는 수신자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신자 : 찾고자 하는 수신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발신자 : 찾고자 하는 발신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통신 채널 : 찾고자 하는 통신채널을 입력합니다. SIP, Zap, IAX2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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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계를 

Excel  파일로 변

환할 수 있습니다.

위의 통계를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세부검색 : 찾고자 하는 항목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야 검색 목록이 나옵니다.

처음검색 : 찾고자 하는 항목 이름의 처음 부분만 입력하여도 그 해당사항에 

맞는 검색 목록이 나옵니다.

전체검색 : 찾고자 하는 항목 이름의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부분만 입력하여도 그 해당사항에 맞는 

검색 목록이 나옵니다.

뒤부터 : 찾고자 하는 항목 이름의 끝부분만 입력하여도 그 해당사항에 맞는 검색 목록이 나옵니다.

지속 시간 : 통화시간을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 초과를 의미합니다. 초과는 50초과를 설정하였을 때 49이상의 숫가자 검색 됩니다.

≥: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50이상을 설정하였을 때 50이상의 숫자가 검색 됩니다.

＝: 같은 수를 의미합니다. 50을 설정하였을 대 50의 숫자만 검색 됩니다.

≤: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하는 50이하를 설정하였을 때 50이하의 숫자가 검색 됩니다.

＜: 미만을 의미합니다. 미만은 50미만을 설정하였을 때 49미만의 숫자가 검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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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10을 입력하고 ≥선택후 오른쪽에 20를 입력하고 ≤을 선택

하면 10과 20사이의 지속시간이 검색되어 집니다.



3. 기능목록

IP-PBX 콜 메니저의 리포트탭에서 기능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정한 기능들과 내선단말기의 목록들을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로 그 기능들을 사용할때 

IVR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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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시스 IP PBX 기본 전화기능 설정  

1.전화회의 (_8):

● 8번을 누르시고 내선번호를 입력하신후에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회의방이 개설됩니다. 

●  다른 내선번호로 회의실에 입장하실때에는 8번을 누르시고 개설된회의번호를 입력하신후에 

#버튼을 누르시면 전회 회의방에 입장하실수 있습니다.

● 다른 서버에 있는 전화선을 통해 같은 회의실에서 회의할수 있습니다.

2.수신거부시 착신전환 

● 수신거부시 다른 전화로 연락을 받으시려면 먼저 수신거부(*78)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 *20버튼을 누르신 후,곧바로 연락받으실 번호를 입력한후 #버튼을 누릅니다. 외선번호 입력

시 외선번호 앞에 9버튼을 눌러줍니다.

● 외선번호 입력시 앞에 9 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방법: 전화가 왔을경우 입력한 번호로 전화가 와야 합니다.

예)*20901012341234#

3.수신거부시 착신전환 취소 

● *21버튼을 누르신 후, 곧바로 #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확인방법: 전화가 올경우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4.부재시 착신전환 

● *52버튼을 누르신 후, 곧바로 연락받으실 번호를 입력한후 #버튼을 누릅니다. 외선번호 입력

시 외선번호 앞에 9버튼을 눌러줍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외선전화번호입력시 앞에 9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방법: 전화가 왔을 경우 일정시간이 전화벨이 울린후 받지않았을경우 입력한 착신번보로 

전화가 와야 합니다.

예)*52901012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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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재시 착신전환 취소

● *53을 누르신후 곧바로#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방법: 전화가 올경우 일정시간 전화를 받지않아도 지정 취소한 번호로

 벨이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6.착신전환 (전화번호 나중에 입력 촉구- 무조건 착신전환)

● *72를 누르신후 곧바로 #버튼을누릅니다. 나오는 안내멘트에 따라서 버튼을 입력합니다.(#

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확인방법: 전화가왔을경우 입력한 착신번호로 벨이 울려야 합니다.

7.착신전환취소 (전화번호 나중에 입력촉구)

● *73 을입력하신후 곧바로 #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나오는 안내멘트에 따라서 버튼을 입력합니다.

● 확인방법: 전화가 왔을경우 취소하신 번호로 벨이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8.착신전환 (누르는 번호로 무조건착신전환)

● *72을 입력하신후 바로 연락받으실 번호를 입력한후 #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

만 해당) 외선번호 입력시 외선번호 앞에 9버튼을 눌러줍니다.

예)*7290101231234#

확인방법:전화가 왔을경우 설정했던 번호로 전화가 올경우 테스트가 성공입니다.

9.착신전환 취소 (누른번호로 무조건 착신전환취소)

● *73을누르신후 곧바로 연락받으실 번호를 입력한후 #버튼을 누릅니다. 외선번호 입력시 외

선번호 앞에 9버튼을 눌러줍니다.

● 확인방법: 전화가 왔을경우 설정 취소했던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739010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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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화대기(작동) 

● *70을 누르신후 #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확인방법: 통화중일때 다른 전화가 들어올경우 액정에 대기전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11.통화대기(중지)

● *71튼을 누르신 후,#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확인방법: 통화중일때 다른 전화가 들어올경우 다른전화에서 통화벨이 

울려야 합니다.

12.수신거부(작동)

● *10튼을 누르신 후,#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확인방법: 수신거부설정한 번호로 전화를 할경우 수신거부설정한 전화의 벨이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13.수신거부(중지)

● *78튼을 누르신 후,#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확인방법: 수신거부를 해지한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수신거부 해지한 전화의 벨이 울려야 합

니다.

14.통화중 착신전환

● *79튼을 누르신 후,바로 연락받으실 번호를 입력한후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은 IP전화기

에만 해당)외선번호 입력시 외선번호 앞에 9버튼을 눌러줍니다.

● 확인방법: 통화중일경우 설정한 착신번호로 전화벨이 울려야 합니다.

15.통화중착신전환취소

● *43튼을 누르신 후,#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확인방법: 통화중일경우 설정 취소한 착신번호로 전회벨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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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음성녹음(녹음시) 

● *77튼을 누르신 후, #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 *99버튼을 눌렀을경우 음성녹음된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17.음성녹음 (확인시) 

● *99튼을 누르신 후,#버튼을 누릅니다.(#버튼은 IP전화기에만 해당)

18.넘겨주기 

● 전화를 받은후 *버튼을 연달아 2번눌러줍니다.

● 전화를 받은후 *버튼을 2번눌러서 다른전화기로 전화가 넘어가야 합니다. 넘겨진 상태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방과 확인 후 연결이 됩니다.

19.통화주차 내선번호

● **버튼을 누르신 후 700 번호를 눌러줍니다.

● 확인방법: 안내멘트된 통화주차번호를 들으신후 다른 전화기에서 통화주차번호를 눌러서 전

화가 연결 되어야 합니다.

20.원터치녹음 

● 통화하는 도중 *1버튼을 눌러줍니다.

● 확인방법: 시스템에 녹음기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1.끊기

● 통화가 끝난후  *0을 눌러줍니다.

● 확인방법: *0버튼을 눌렀을경우 전화가 끊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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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당겨받기 내선번호

● 전화가 다른 내선번호로 왔을경우 수화기를 들고 *8#버튼을 눌러줍니다. 

● 확인방법: 다른 전화의 전화벨이 울렸을때 *8#버튼을눌러 자신의 전화기에 전화가 연결되어

야 합니다.

23.마지막 통화한 번호와 바로 연결 

● *7을 누르신 후 #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방법: 마지막 통화한 번호에 전화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24.마지막 통화한 번호 확인

● *47을 누르신 후 #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방법: 마지막 통화한 번호 IVR이 나와야 합니다. 텍스트를 지원하는

 IP PHONE은 전화번호도 나오게 됩니다.

25.자신의 번호 확인

● *65를 누르신후 #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방법: 자신의 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26.IVR/ 모든 기능에 대한 단축 번호

● *55을 누르신후 #버튼을 누릅니다.

● 안내멘트에 따라서 버튼을 입력합니다.

음성기능 메뉴 

● 무조건 착신전환은 일번, 부재중 착신전환은 이번

● 통화중 착신전환은 삼번, 수신거부시 착신전환은 사번,

● 통화대기는 오번, 통화거부는 육번을 눌러 주십시오

● 무조건착신전환 설정은 일번, 해제는 이번을 눌러 주십시오

1. 수신될 전화번호를 눌러 주십시오.

2. 착신이 해제 되었습니다. 

3. XXX번이 XXX번으로 무조건 착신전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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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착신전환 설정은 일번, 해제는 이번을 눌러 주십시오 

1. 수신될 전화번호를 눌러주십시오

2. 착신전환이 해제되었습니다.

3. XXX번이XXX번으로 부재중 착신전환되었습니다.

● 통화중 착신전환 설정은 일번 해제는 이번을 눌러 주십시오 

1. 수신될 전화번호를 눌러주십시오.

2. 착신전환이 해제되었습니다.

3. XXX 번이 XXXX 번으로 통화중 착신전환 되었습니다.

● 수신거부시 착신전환 설정은 일번, 해제는 이번을 눌러 주십시오 

1. 수신될 전화번호를 눌러주십시오.

2. 착신전환이 해제되었습니다.

3. xxx번이 xxx 번으로 수신거부 착신전환 되었습니다.

● 통화대기 설정은 일번 , 해제는 이번을 눌러 주십시오.

1. 통화대기가 설정되었습니다.

2. 통화거부가 설정되었습니다.

● 통화거부 설정은 일번, 해제는 이번을 눌러주십시오.

1. 통화거부가 설정되었습니다.

2. 통화거부가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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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 PBX 서버 정보

IP-PBX 콜 메니저의 리포트탭에서 IP PBX 서버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서버 IP를 변경하거나 종료 재시작 기능이 있으며 현재 서버의 메모리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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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여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중지 되었다

면  서버 리부팅 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전화기 등록 정보

IP-PBX 콜 메니저의 리포트탭에서 IP 전화기의 등록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

나게 됩니다.

현재 등록 되어있는 내선전화 설정과 다른 곳 전화기 설정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되었을 경우 IP 주소가 나옵니다. (내선 192.168….외선 iptime.org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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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메뉴

IP-PBX 콜 메니저의 도움말에서 패스워드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움말메뉴에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객 상담 전화번호 : 1600-5998

홈페이지 : http://www.luxsy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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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600-5998
E-mail: support@luxsys.net
Home: www.luxsy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