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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 하고 센트릭스 회선 연동 구성

1. 센트릭스 회선에서 제공 하고 있는 부가 기능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삼성 UC API/내선번호/당겨받기/넘겨주기/삼성 Call Manager/etc.

- 내선끼리 전화할데는  액정화면에서 수신자/발신자 이름 확인 가능 합니다.

- 당겨 받기를 할 경우 단말기의 액정화면에 고객 전화번호를 확인 가능 합니다.

2. IP-PBX 에서 제공 하는 모든 기능을 동시에 사용 가능 합니다.

(ARS/통화통계 /CTI/CRM/PSTN 일반 회선 백업/전수 녹취/선택 녹취/etc.)

3. IP-PBX 시스템 장애 시 센트릭스 회선으로 자동 복구가 됩니다.



Menu Key 를 통한 설정 CODE 변경:

MENU + 1x는 사용자 기능 설정 모드로 일관성 부여 

MENU + 10 : Wizard Mode IP설정 후 계정 설정으로 연속 진행 

MENU + 11 : Call Waiting설정 

           MENU + 12 : Call Pickup설정 

           MENU + 13 : Speed Dial설정 

   MENU + 14 : Auto prefix설정 

MENU + 2x는 서비스 관련 설정으로 일관성 부여 

           MENU + 21 : IP Address설정 

MENU + 22 : Account설정 

MENU + 23 : VLAN설정 

MENU + 24 : QoS(ToS) 설정 

MENU + 25 : User Mode Factory Default로 Web의 User Mode에서 Factory Default를 실행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사용자 정보 초기화 

MENU + 3x는 상태를 확인 하는 모드로 일관성 부여 

MENU + 31 : Call Waiting설정 확인 

MENU + 32 : Call pickup설정 확인 

MENU + 33 : Speed dial설정 확인 

           MENU + 34 : Auto prefix설정 확인 

           MENU + 35 : IP Address설정 확인 

   MENU + 36 : Auto Provision설정 확인 

   MENU + 37 : S/W Version확인 

MENU + 9x는 Admin설정 모드로 일관성 부여 

   MENU + 91 : Reboot 

   MENU + 92 : Auto Provision 설정 

   MENU + 93 : Application Change 

   MENU + 99 : Admin Factory Default설정 

MENU + 35 를 누르고 단말기의 IP 주소를 확인 합니다.



웹브라우저에 IP PHONE 의 IP 하고 8000 포트를 치고 들어갑니다. 처음 기본의 아이디

admin 하고 비밀번호는 0000 입니다.





     단말기의 자동 설정 기능을 해제 해야됩니다.



   통화중 대기 (Call Waiting)   기능을 해제 해야됩니다.



AMP / IP-PBX    관리 프로그램에서 내선 /  트렁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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