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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는 Cisco TelePresence MCU 4203, Cisco TelePresence MCU MSE 8420, Cisco
TelePresence IP VCR 2210, Cisco TelePresence VCR 8220, Cisco TelePresence GW 3241,
Cisco Isdn MSE 8 MSE에 대해 다룹니다. 321, Cisco TelePresence IP GW 3510, Cisco
TelePresence MCU 4505 및 Cisco TelePresence MCU 8510 제품.

Q. TelePresence 제품을 Voiptalk와 함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Voiptalk를 사용하면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세계 어디서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고 등록
할 수 있습니다.Codian MCU, IP VCR 및 IP GW 제품은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Voiptalk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Codian 유닛에 대한 Voiptalk login*을 https://www.voiptalk.org/products/signup.php에서 가져
옵니다.이렇게 하려면 ID와 암호를 보낼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1.

Settings(설정) > SIP로 이동하여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SIP 등록 설정의 경우 Register
MCU only(MCU만 등록)를 선택합니다.SIP 등록자 주소의 경우 voiptalk.org를 입력합니다.SIP
등록자 유형의 경우 Standard SIP(표준 SIP)를 선택합니다.사용자 이름에 <소개 이메일의
voiptalk id>를 입력합니다.Password(비밀번호)에 <소개 이메일의 음성 통화 암호>를 입력합
니다.SIP 프록시 주소의 경우 nat.voiptalk.org:5065를 입력합니다.발신 전송의 경우 UDP 선택
비디오 코덱의 경우:H.263 선택오디오 코덱의 경우:G.711 선택

2.

Apply changes(변경 사항 적용)를 클릭합니다.Codian 제품이 Voiptalk에 등록됩니다.이제
Voiptalk ID로 전화를 걸어 이 계정과 다른 Voiptalk 계정 간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참고:엔
드포인트와 Codian 제품 간의 방화벽은 SIP를 인식해야 하며 통화 메시지와 미디어를 허용하
는 관련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FAQ 참조 Codian 제품에서 어떤 TCP/UDP 포트를 사용합니
까?)

3.

발신자가 전화회의로 직접 전화를 걸려면 Voiptalk ID 번호를 사용하여 MCU에 전화회의를 추
가합니다.또는 설정 > 전화회의로 이동하고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새 임시
전화회의 생성을 선택합니다.그러면 사용자가 전화를 걸 때마다 해당 번호로 새 전화회의가
생성됩니다.디바이스 전체의 설정입니다.(이 필드를 기본 자동 전화 교환으로 설정하면 사용
자가 다른 전화회의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본 자동 전화 교환에 연결됩니다.)

4.

IP GW 사용자의 경우 전화 번호를 SIP 등록자로 라우팅하는 다이얼 플랜 규칙을 설정하여
Voiptalk를 통해 PSTN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5.

* Codian은 타사 웹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ttps://www.voiptalk.org/products/signup.php
https://www.voiptalk.org/products/signup.php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342/products_qanda_item09186a0080b61503.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342/products_qanda_item09186a0080b61503.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1342/products_qanda_item09186a0080b6150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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