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CISCO WIRELESS IP PHONE 7920, VERSION 2.0 
 

시스코 IP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지능적인 무선 인프라를 포함한 강력한 컨버지드 무선 솔루션 및 Cisco Wireless IP Phone 7920,  
Version 2.0을 장착한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Cisco Wireless IP Phone 7920은 Cisco 
CallManager 및 Cisco CallManager Express와 결합하여 포괄적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사용이 간편한 IEEE 802.11b 무선 IP 
폰입니다. Cisco Wireless IP Phone 7920 Version 2.0의 향상된 기능에는 보안 강화 및 고속 로밍은 물론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Figure 1. Cisco Wireless IP Phone 7920, Version 2.0 

 

기능 
Cisco® Wireless IP Phone 7920, Version 2.0 은 시스코 IP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최신 무선 IP 폰으로, 다양한 통화 기능 및 향상된 

음성 품질을 지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향상된 시스템 기능을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 

Table 1. 기능 

기능 설명 

메시지 • Menu Key 또는 Hot Key를 통해 음성 메일에 직접 액세스 

디렉토리 • Cisco Wireless IP Phone 7920, Version 2.0은  수신 메시지를 식별하여 사용자가 직접 다이얼백(dial-
back) 기능을 사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화에 회신하도록 합니다. 

기능 • 6개의 다중 회선 확장 또는 단축 다이얼 
• 통화 이름 및 번호 표시 
• 통화 대기 
• 콜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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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 통화 전송 
• 3자 통화(회의) 
• 전송 전 사전 다이얼링 
• 재다이얼 
• 통화 보류/재개 
• 통화 음소거 
• 통화 보류 
• 전화 받기/그룹 받기 
• "음성 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 표시 
• 키패드 잠금 바로 가기 키 
• 음성 메일 액세스 바로 가기 키 
• 세트에서 9개의 단축 다이얼 구성 가능함 
•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단축 다이얼 바로 가기 키 2-9 
• 시간/날짜 디스플레이 
• 대기/통화 상태 기반 소프트 키 
• 키패드 잠금/진동 지표 
• RF 및 배터리 수준 지표 
• CNG(Comfort noise generation), VAD(voice activity detection), 적응형 지터 버퍼링 및 반향 소거 
• 지원 언어: 최초의 릴리스 시 영어, 불어 및 독어 
• 로컬 전화 번호부 

키 • 스크린 기반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소프트 키 2개 
• 보류 
• 음소거 
• 메뉴 
• 디스플레이 액세스용 4중 rocker 
• 볼륨 조절 
• 전송 및 엔드/전원 키 

디스플레이 • 128 X 80 픽셀 그래픽 디스플레이 
• 후면발광 

스피커/MIC • 내장됨 

경보 • 고주파수 응답 링거/진동/시각 디스플레이 경보 

다중 신호음 • 사용자가 조절 가능한 신호음이 24개 이상 있습니다.   

프로토콜 지원 • SCCP(Skinny Client Protocol)을 사용하여 Cisco CallManager Version4.1, 4.0, 3.3 이상 및 Cisco 
CallManager Express Version 3.2와 호환됨. 

•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Version 2.0 이상과 호환됨 
• CCX Version 2.0 

코덱 지원 • G.711a, G.711u 및 G.729a 오디오 압축 코덱 

구성 옵션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클라이언트 또는 정적 구성 
• 대체 TFTP 지원 
•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를 이용한 FOTA(firmware over the air) 업그레이드가 지원됨  

네트워크 기능 • Cisco Discovery Protocol 
• 자동 IEEE 802.1q (가상 LAN [VLAN] ) 구성 
• SNMP 관리자 
• 사이트 검사, Trace Route (Hidden Feature), 고속 보안 로밍 및 VLAN 지원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를 통한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프로비저닝 

보안 • Cisco Wireless Security Suite IEEE 802.1X Cisco LEAP 인증: power-up 시 암호 프롬프트 옵션  
• 40 및 128비트 정적 WEP(Wired Equivalent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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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 WPA(Wi-Fi Protected Access) 
• WPA PSK(Pre-shared Key) 
• 시스코 중앙 집중식 키 관리 
• TKIP(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 및 MIC(Message Integrity Check) 
• 전화 잠금 암호 옵션 

무선 특성 

Table 2. 무선 특성 

항목 설명 

무선 액세스 프로토콜 IEEE 802.11b, Direct Sequence with Dynamic Rate Scaling, 1, 2, 5.5, 11 Mbps 

RF 채널 규정 영역에 따라 최대 14개 북미: 11, ETSI: 13; 일본: 14 

주파수 범위 2.4–2.497 GHz 

무선 출력 전원 100mW EIRP(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 1, 5, 20, 50, 100mW에서 확장 

범위 환경에 따라 실내 500–1000 ft/15–300 m   

액세스 포인트 지원 1300, 1200, 1130, 1100, 350 및 340 시리즈를 포함한 Cisco Aironet 시리즈 액세스 포인트 

사양 

Table 3. 사양 

항목 설명 

치수 • 전화: 5.2 x 2.1 x 10 인치(132.1 x 53.3 x 25.4mm) (높이 x 가로 x 세로) 
• 데스크탑 차저(Desktop Charger): 3.0 x 3.7 x 5.1 인치(75 x 93 x 129 mm) (높이 x 가로 x 세로) 

중량 • 4.8 파운드(136.1 g) 

전원 공급 장치 • 표준 1440mA Li-ion 배터리 수명: 통화 3.5시간, 대기 21시간 
• 확장형 1960mA Li-on 배터리 수명: 통화 4.25 시간, 대기 30 시간 
• AC 어댑터(지역에 따라) 

동작 온도 • 32°F - 113°F (0°C - 45°C) 

스토리지 온도: • -22°F - 140°F (-30°C - 60°C) 

상대 습도: • 10% ~ 95%(비응결) 

드롭 사양 • 콘크리트 1m  

진동 • 최대 1.5 g, 5-500-5 Hz 스위프에서 분당 0.1” 이중 진폭 @0.887 옥타브, 세 개의 서로 수직인 3개의 주요 
톱날 각각의 주요 피크 3개에서 10분 간 머문다 

열 충격 • -30C 24 시간/+70C 24 시간 

헤드셋 잭 • 2.5mm 

커넥터 • USB 종속 

액세서리 

Table 4. 액세서리 

항목 설명 

액세서리 • USB를 갖춘 데스크탑 차저 
• 2.5mm 이어버드 
• 추가 헤드셋은  http://www.cisco.getheadsets.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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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터 및 전체 커버 전달 사례 선택 
• 신속한 폰 구성을 위한W2K기반 관리 유틸리티 

인증/규정준수 

Table 5. 인증 및 규정준수 

항목 설명 

USA • 안전: UL 60950, 제 3판 
• FCC Part 15B, FCC Part 15.247 
• OET 65 C 

캐나다 지사 • 안전: CAN/CSA–C22.2/UL No. 60950 
• RSS–102, RSS–210 

유럽 • 규격 1999/5/EC 
• EN 300.328 
• EN 301.489.1 
• EN 301.489.17 

호주/뉴질랜드 • 안전: AS/NZS 3260, ACA TS001, AS/NZS 60950-1 
• AS/NZS 4771 
• AS/ACIF S004 
• DR PTC220 
• ACA 무선 통신(Electromagnet Radiation–Human Exposure) 표준 

• 일본  • 안전: MITI 
• TELEC 33a, VCCI Class B 
• TELEC Std 66 

방출 • EN 55022, class B 
• CISPR22, class B 
• EN 300 328 
• CFR47, Part 15, Subpart B, 199, class B 

전자파 내성 • CISPR24 
• EN 55024 
• EN 50082-1 
• EN 301 489-1 & -17 

주문 정보 

Note:   모든 시스코 IP 폰을 구입할 때는 사용 중인 통화 프로토콜과는 상관없이 전화 기술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Table 6. 주문 

SKU 설명 

CP-7920-BUN-ST-K9 Cisco 7920 Phone ASSY, Standard Phone Package 

CP-7920-CH1-K9 Cisco 7920 Phone ASSY w/ 사용자 라이센스 

CP-7920-FC-K9= Cisco Wireless IP Phone 7920/FCC 예비 

SW-CCM-UL-7920 단일 무선 IP 폰 7920용 Cisco CallManager Unit License 

SW-CCME-UL-7920 단일 무선 IP 폰 7920용 Cisco CallManager Expres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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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Table 7. 액세서리 옵션 

SKU 설명 

CP-BATT-7920-STD= Cisco 7920 배터리, 표준 

CP-BATT-7920-EXT= Cisco 7920 배터리, 확장 

CP-CASE-7920-FLC= Cisco 7920 Leather Carry Case, Full Cover 

CP-CASE-7920-HOL= Cisco 7920 Leather Carry Case, Holster 

CP-CFGPR-BUN-7920 Cisco 7920 구성 프로그램 ASSY, 표준 패키지 

CP-DSKCH-BUN-7920 Cisco 7920 데스크탑 차저 ASSY, 표준 패키지 

CP-EARBUD-7920-ST= Cisco 7920 Series 유선 이어버드, 표준 

CP-PWR-7920-AU= Cisco 7920 Series의 호주용 전원 공급 

CP-PWR-7920-CE= Cisco 7920 Series의 중부 유럽용 전원 공급 

CP-PWR-7920-JP= Cisco 7920 Series의 일본용 전원 공급 

CP-PWR-7920-NA= Cisco 7920 Series의 북미용 전원 공급 

CP-PWR-7920-UK= Cisco 7920 Series의 영국용 전원 공급 

CP-PWR-7920-CN= Cisco 7920 Series의 중국용 전원 공급 

보증 기간 
시스코 IP 폰은 시스코 표준 기간인 1 년 교환 보증의 적용을 받습니다. Cisco SMARTnet 옵션 서비스 계약은 Cisco Wireless IP 

Phone 7920 하드웨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배터리와 같은 액세서리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코 IP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 IP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지원은 컨버전스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의 비용, 시간 및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시스코와 협력업체는 

오늘날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여러 IP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현해왔습니다. 이는 시스코와 파트너들이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IP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스코의 설계 툴과 모범사례들은 솔루션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업무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비용이 드는 재설계 및 

다운타임을 없애줍니다. 시스코의 입증된 방법론을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능과 혜택을 선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시적소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원격 네트워크 운영 서비스, 컨버지드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툴, 그리고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조직은 시스코와 시스코 파트너가 축적한 경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업무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컨버지드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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