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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많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사용자가 V.90 연결 속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56k 모뎀과
V.92 지원 모뎀을 구매합니다.안타깝게도 V.90 성능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이는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모뎀에 기인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문서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연결 문제는 일반적으로 양쪽 끝에 있는 모뎀이 두 개 이상 있습니다.연결 속도가 불량하거나 통화
성공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고객 전화 회선, 통화가 Telco 네트워크를 통
과하는 경로, NAS(Network Access Server)에 대한 최종 레그와 같은 경로를 따라 연결된 모든 요소
를 검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뎀 튜닝에서는 안정성을 희생하여 속도가 증가합니다.V.90 연결은 회선 잡음 및 간섭에 매우 민
감합니다.V.90 성능에 문제가 있는 개별 사용자는 로컬 환경의 라인 노이즈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
다.V.90 성능을 얻는 데 문제가 있는 ISP는 가능한 T1/E1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ISP는
Telco에서 ISP 장비에 연결할 때 통화하는 미디어 경로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연결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더 낮은 속도이지만 더 안정적인 연결로 연결되도록 모뎀을 조정하는 것이 더 좋
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NAS 간의 물리적 경로가 사운드라고 가정할 때 모뎀은 일치하는 기능 및 설정 집합
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서버 측에서 모뎀 설정은 modemcap(modem capability)이라는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제어됩니다. modemcap은 Cisco IOS® 소프트웨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모뎀 유형을 이전에 작동하는 것으로 표시된 설정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Cisco는
modemcap 항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유용한 설
정이 있으면 modemcap의 다음 버전의 기본 설정에 통합됩니다.고객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잘 작동
하는 초기화 문자열을 요청하지만, 이러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으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그러
나 기본 모데모스는 일반 용도로 설계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Access Server의 내장형 디지털 모뎀의
동작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modemcap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사용 중인 다양한 모뎀 펌웨어 및 포트에 대해 권장되는 modemcaps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데모어에 대한 몇 가지 팁과 이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모뎀 펌웨어 업그레이드

Cisco에서는 모뎀을 최신 펌웨어 버전으로 불필요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기
존 모뎀 펌웨어 버전의 성능에 만족하면 동일한 버전을 계속 사용합니다.불필요한 업그레이드로 인
해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잘 수행한 설정 또는 기능이 최신 버전에서 수정되
었을 수 있습니다.그러한 변화는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Mica와 Microcom 모뎀에 대해 show modem version 명령을 사용하여 Access Server에서 실행 중
인 펌웨어 버전과 NextPort SPE(서비스 처리 요소)에 대한 show spe version 명령을 사용하여
Access Server에서 실행 중인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Cisco Software Upgrade Planner로 이동하여 원하는 펌웨어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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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합니다.

MICA, Microcom 및 NextPort 모뎀의 업그레이드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 디지털 모뎀을 사용하여
Cisco 라우터에서 모뎀 펌웨어/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NM-8AM 및 NM-16AM 아날로그 모뎀 모듈의 경우 아날로그 모뎀 펌웨어 업그레이드 구성 참고의
절차를 사용합니다.

모뎀 자동 구성을 사용하여 모뎀 구성

이 섹션에서는 통합 모뎀에 새 modemcap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modemcap은 모뎀
자동 구성 기능에서 모뎀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설정 문자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modemcap은 modem autoconfigure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modemcap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뎀 관리 작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규칙에 유의하십시오.

modem autoconfigure discovery 명령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modem autoconfigure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스크립트 재설정 및 스크립트 시작을 위해 행 구
성 섹션 아래의 모든 명령을 제거합니다.이러한 명령은 이중화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유해했습
니다.

●

modemcap을 작성할 때 show modemcap에 표시된 설명 필드를 무시합니다.원하는 모뎀 초기
화 문자열을 modemcap의 기타(MSC) 필드에 넣습니다.

●

항상 &F로 초기화 문자열을 시작합니다(Cisco 이외의 모뎀의 경우, 원하는 대로 &F1, &F2로 시
작).

●

초기화 문자열에 &W를 넣지 마십시오.&W가 no op가 아닌 모뎀(즉, 아무 작업도 수행하지 않는
명령문 또는 작업)에서 이 경우 EPROM(프로그래밍 가능한 읽기 전용 메모리)이 지워집니다.

●

MICA 모뎀에서 &F&D2를 사용합니다. 단, 조정하려는 특정 설정이 없는 한.●

모뎀에 modemcap을 적용하려면 항상 모뎀 자동 구성 유형 modemcap-name 명령(라인 컨피
그레이션 모드)을 사용합니다.

●

모뎀에서 기본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려면 모뎀 종류에 관계없이 modem autoconfigure type
mica 명령을 사용하여 모뎀을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F).

●

모든 모뎀(내부, 외부 등)은 Reverse Telnet이 허용되고 modemcap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비
스 거부 문제에 취약합니다.따라서 항상 modemcap을 지정합니다.

●

Modemcap 생성 및 적용

다음 섹션에서는 간단한 modemcap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maui-nas-02#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maui-nas-02(config)#modemcap edit MY_MODEMCAP miscellaneous &F&D2

! --- In this example the modemcap name selected is MY_MODEMCAP ! --- The miscellaneous field is

used to input the initialization string &F&D2

maui-nas-02(config)#line 1 192

maui-nas-02(config-line)#modem autoconfigure type MY_MODEMCAP

! --- Apply the modemcap (named MY_MODEMCAP) to the modems in line configu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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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debug confmodem 명령(modemcap을 적용하기 전)을 활성화하여 개별 모뎀에 적용되는 초기
화 문자열을 확인합니다.모뎀이 많은 장치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며 콘솔 메시지가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다음은 예입니다.

maui-nas-02#debug confmodem

Modem Configuration Database debugging is on

maui-nas-02(config)#line 1 192

maui-nas-02(config-line)#modem autoconfigure type MY_MODEMCAP

...

...

*Apr  5 20:30:42.322: TTY7: detection speed (115200) response ---OK---

*Apr  5 20:30:42.322: TTY7: Modem command:  --AT&F&D2--

 ! --- The initialization string &F&D2 (from the modemcap) was applied *Apr 5 20:30:42.322:

TTY8: detection speed (115200) response ---OK--- *Apr 5 20:30:42.322: TTY8: Modem command: --

AT&F&D2-- *Apr 5 20:30:42.322: TTY9: detection speed (115200) response ---OK--- *Apr 5

20:30:42.326: TTY9: Modem command: --AT&F&D2-- *Apr 5 20:30:44.878: TTY7: Modem configuration

succeeded !---Modem configuration is successful *Apr 5 20:30:44.878: TTY7: Detected modem speed

115200 *Apr 5 20:30:44.878: TTY7: Done with modem configuration *Apr 5 20:30:44.878: TTY8: Modem

configuration succeeded *Apr 5 20:30:44.878: TTY8: Detected modem speed 115200 *Apr 5

20:30:44.878: TTY8: Done with modem configuration *Apr 5 20:30:44.878: TTY9: Modem configuration

succeeded *Apr 5 20:30:44.878: TTY9: Detected modem speed 115200 *Apr 5 20:30:44.878: TTY9: Done

with modem configuration ... ...

통합 모뎀

Cisco Access Server에서 사용되는 모뎀은 모뎀 하드웨어에 따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 모뎀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서 RJ-11 커넥터(일반 전화 잭)를
허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날로그 모뎀은 데이터에 사용할 전화 회선이 몇 개만 필요한 사이트
에 가장 유용합니다.아날로그 모뎀 모듈은 Cisco 2600 및 3600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AM"
부품 번호(예: NM-8AM, NM-16AM, WIC-1AM 등)로 지정됩니다. 모든 통합 아날로그 모뎀은
Microcom 모뎀의 유형입니다.

디지털 모뎀은 T1 또는 BRI와 같이 디지털 인코딩된 회선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습니다.디지털 모
뎀은 모든 모듈식 액세스 서버에서 찾을 수 있으며 "DM" 부품 번호(예: NM-30DM 또는 AS53-
6DM)로 지정됩니다. 디지털 모뎀은 MICA, NextPort 및 Microcom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 Microsoft 디지털 모뎀 카드는 일반적으로 AS5200에서만 표시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뎀 간의 원하는 연결을 실현하려면 어떤 서버 모뎀이 어떤 버전의 펌웨어를
실행 중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외부 모뎀에서 지원하는 모듈 목록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뎀

아날로그 모뎀이 있는 액세스 서버에서는 V.90 속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날로그 모뎀은 V.34
속도로 제한됩니다.V.90은 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디지털 액세스의 가용성에 따라 다릅니다.이 항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모뎀 및 NAS 라인 품질 개요를 참조하십시오.아날로그 모뎀 모듈에는
외부 모뎀이 연결된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RJ-11 커넥터가 있습니다.아날로그 모뎀 펌웨어
는 라우터의 플래시에 로드되어야 합니다.

참고: WIC-1AM 및 WIC-2AM 아날로그 모뎀은 디지털 회로에 연결된 NAS에 발신되는 통화에
56kbps(V.9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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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피그레이션을 위해 아날로그 모뎀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interface async

line_number

라인 번호

Cisco 3600 모듈형 라우터에서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슬롯당 32개의 라인 번호를 예약합니다
.AUX 포트는 Cisco 3620의 라인 65와 Cisco 3640의 라인 129입니다.

line_number = (slot * 32) + unit + 1

자세한 내용은 Cisco 3600 Series 라우터에서 비동기 회선 번호 매기기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국가 구성

modem country microcom country global configuration 명령으로 국가를 구성합니다.유럽을 모든
TBR21 국가의 국가 코드로 사용합니다.

어떤 모뎀 펌웨어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EXEC 프롬프트(Router> 또는 Router#:)에서 show
modem version 명령을 입력합니다. 예:

Router> show modem version

   Slot1: MCOM Analog Integrated Modem Firmware

   Source: slot1:1:c3600-2600-analog-fw.1.2.0.bin

   Boot firmware: 1.1.5

   MIMIC firmware: 1.3.3

   Modem firmware: 2.3.8

   DSP firmware: 0.0.2

모뎀 펌웨어 버전

다음은 모뎀 펌웨어 버전 테이블입니다.

명령 출력 실제 모뎀 펌웨어 버전
2.2.44 1.0.0
2.2.46 1.0.1
2.2.47 1.0.2
2.2.48 1.0.3
2.3.8 1.2.0
2.4.0 1.2.2

Microsoft NM-AM 아날로그 모뎀(Cisco 2600 및 3600 라우터):

Access Products 2600 and 3600 Analog Modem Firmware 페이지에서 모뎀 펌웨어 버전
1.2.2를 사용합니다.show modem version 명령 출력에서 펌웨어 버전 2.4.0을 찾습니다.

●

&F 공장의 기본 modemcap을 사용합니다.modem autoconfigure type mica 명령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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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co.com/public/sw-center/access/x600-analog.shtml


있습니다. 이 항목은 &F이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모뎀에 대한 전체 AT 명령 세트를 검토하려면 AT 명령 세트 및 아날로그 모뎀 네트워크
모듈에 대한 요약 등록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모뎀 펌웨어 확인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Cisco 2600 Series 및 3600 Series Analog Modem Firmware Upgrade Configuration Not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NM-AM 모듈과 함께 Cisco 2600 및 3600에 제대로 접지된 전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그
렇지 않으면 NM-AM 모뎀 전화에는 연결 상태가 나쁘거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는 윙윙거리는 소
리가 발생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2600 Series 및 Cisco 3600 Series 라우터에 접지 러그 설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디지털 모뎀

V.92

업계 요구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ITU-T V.90 모뎀 표준 권장 사항이 향상되었습니다.새
로운 표준인 V.92는 PSTN의 디지털 모뎀 및 아날로그 모뎀 쌍에 대한 요구를 충족합니다.V.92는
업스트림 데이터 신호 속도를 개선하고 모뎀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뎀 프로토콜과 표준은 모뎀 수준에서 구현됩니다.

MICA 및 V.92(AS5300 및 AS5800에만 해당)

이 기능 모듈에서는 Cisco AS5300 Universal Access Server와 Cisco MICA Software 버전 2.9.1.0
이상의 V.92(Quick Connect MOH 및 V.44) 기능을 소개합니다.소프트웨어 버전 2.9.5.0은 V.92 응
용 프로그램에 권장됩니다.

V.92는 새로운 모뎀 프로토콜 및 표준으로 모뎀 레벨에서 구현됩니다.새로운 V.92 기능은 기존 소
프트웨어 기능과 함께 제공되며 메모리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HMM(Hex Modem Module) 또는
DMM(Double Density Modem Module)의 하드웨어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Cisco IOS 소
프트웨어는 기능을 제어하고 새 통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V.92 및 V.44 지원은 나머지 Cisco
IOS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성 요소와 함께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2.9.1.0, 2.9.2.0, 2.9.4.0 및 2.9.5.0 이상은 V.92 모뎀 보류 및 빠른 연결(PCM 업스트림
제외) 및 V.44를 지원합니다.V.92 디지털, V.34 등

V.92 애플리케이션에서 2.9.4.0 및 2.9.5.0에 권장되는 modemcap은 다음과 같습니다.

&F&D2S54=16584S0=0S29=12S21=15S62=8S63=3S34=18000S40=10S10=50

S54=16584 Enable V.92(16384) + 200(기본값)

S0=0 응답 신호음을 지연하지 않음

S29=12 V.92 활성화

S21=15 V.44, V.42bis, MNP5 압축 활성화

S62=8 최대 MoH 시간 4분(또는 원하는 값)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2600/software/notes/analogfw.html#wp3178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2600/hardware/notes/nebslugs.html


S63=3 -12dBm에서 V.92 QC ANSpcm 활성화

S34=18000 3분 후 업그레이드(기본값:2000 [20초])

S40=10 연속 재교육 후 연결 끊기(기본값:4)

S10=50 캐리어 손실 5초 후 연결 끊기(기본값:14[1.4초])

다른 V.92 소프트웨어의 권장 modemcap은 다음과 같습니다.

V.92 애플리케이션의 2.9.2.0은 위에 표시된 2.9.4.0 및 2.9.5.0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9.1.0:●

&F&D2S62=8S63=3S21=15S29=12S34=18000S40=10S54=456S10=50debugthismodemS71=4

참고: V.92에는 IOS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92 모뎀 구성 및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
시오.

MICA S-Regsiste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MICA Six-Port Module의 AT 명령 집합 및 등록 요
약을 참조하십시오.

NextPort(CSMV/6) V.92(AS5350, AS5400, AS5800, AS5850용)

NextPort 펌웨어는 기존 NextPort 기능과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V.92 기능을 제공합니다.DFC-
108NP(NextPort Dial Feature Card)는 V.92의 ITU 구현 및 V.92에 대한 추가 협상과 함께 발생하는
새로운 모뎀 상태를 비롯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통계 수집을 담당합니다. 통계는 DFC(Dial
Feature Card)에 의해 수집되지만 Cisco IOS 소프트웨어에 전달되어 저장됩니다.Cisco IOS 소프트
웨어는 기능을 제어하고 새 통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CCO에서 사용 가능한 NextPort 모뎀의 펌웨어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extport 모뎀에는 특정 modemcap을 권장하지 않습니다.기본값은 대부분의 목적으로 조정되었습
니다.

V.92 Modem on Hold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표준 AT 명령과 S-register로 제어됩니다
.V.92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며(S29 = 12), Modem on Hold는 S62 S-register로 제어됩니다(S62는
Modem on Hold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함).AT 명령은 모든 통화 종료 시 모뎀에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ATSn=v와 ATSn은 무엇입니까?AT 명령은 NextPort 플랫폼에서 V.92 모뎀이 보류
상태로 유지되도록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Cisco AS5350, Cisco AS5400 및 Cisco AS5850
Universal Gateway 및 Cisco AS5800 Universal Access Server의 V.92 Modem on Hold 표 1을 참조
하십시오. 여기에는 이 기능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추가 S 등록 매개변수가 나열되
어 있습니다.

V.92 모뎀 보류 상태를 비활성화하려면 modemcap(예: s62=0s63=3s21=15s29=12)을 사용하거나
S29 레지스터를 12 이외의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류 중인 모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S5350, Cisco AS5400 및 Cisco AS5850 범용 게이트
웨이 및 Cisco AS5800 Universal Access Server의 V.92 Modem on Hold를 참조하십시오.

V.92 Quick Connect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표준 AT 명령 및 S-register로 제어됩니다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39.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39.s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modem/AT/Command/reference/atcmnds.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modem/AT/Command/reference/atcmnds.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modem/AT/Command/reference/atcmnds.html
http://www.cisco.com/cgi-bin/tablebuild.pl/nextport-spe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software/ios122/122newft/122limit/122x/122xb/122xb_2/ftv92moh.htm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software/ios122/122newft/122limit/122x/122xb/122xb_2/ftv92moh.htm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software/ios122/122newft/122limit/122x/122xb/122xb_2/ftv92moh.htm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software/ios122/122newft/122limit/122x/122xb/122xb_2/ftv92moh.htm


.S29는 V.92 시퀀스 탐지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며 S63은 Quick Connect 협상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S63 S 레지스터는 ANSpcm 신호를
통해 기능을 제어합니다.기본적으로 -12dBm(미국의 전송 전력 레벨)인 ANSpcm 신호의 전력 레벨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TSn=v와 ATSn은 무엇입니까?AT 명령은 NextPort 플랫폼에서 V.92
Quick Connect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V.92 Quick Connect를 비활성화하거나 다른 ANSpcm 값을 설정하려면 modemcap(예:
v92_v44:MSC=s62=8s63=0s21=15s29=12)을 사용하거나 S29 레지스터를 12 이외의 숫자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Q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92 Quick Connect for Cisco AS5350, Cisco AS5400, Cisco AS5850
Universal Gateway 및 Cisco AS5800 Universal Access Server를 참조하십시오.

NextPort S-Registe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 명령 세트 및 NextPort 범용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플랫폼의 등록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V.92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92 모뎀 구성 및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V.90

MICA, Nextport 및 최근 Microcom 모뎀은 V.90과 K56Flex 1.1을 지원합니다. Microsoft com 모뎀의
초기 버전은 V.34만 지원되므로 Access Server V.90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새 모듈로 교체해야 합
니다.Microcom 모뎀이 V.90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려면 show modem version 명령의 출력에서 공급
업체 배너를 확인합니다.다음 행이 나타나면 Micorcom 모뎀에서 V.90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vendor_banner= Microcom MNP10 V34 Modem

MICA 모뎀 하드웨어는 항상 56K 속도를 지원합니다.

회로가 원하는 변조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펌웨어 버전과 modemcaps는 다음과 같습니다.

NEXTPORT V.90

Cisco에서는 Nextport 모뎀에 대해 특정 modemcap을 권장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성능이 최
적화되도록 기본값이 조정되었습니다.

CCO에서 사용 가능한 NextPort 모뎀의 펌웨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V.92를 지원하는 NextPort Firmware에서만 V.90을 실행하려면 modemcap &Fs29=n을 사용하여
S29를 12가 아닌 값으로 설정합니다.이렇게 하면 NextPort 모뎀에서 V.92가 비활성화됩니다.

NextPort S-Registe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 명령 세트 및 NextPort 범용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플랫폼의 등록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MICA V.90

소프트웨어 릴리스 2.7.4.0 및 2.9.5.0은 V.90 디지털, K56Flex V1.1, V.34 이하, V.110 및 오프로램
프 팩스를 지원합니다.2.9.2.0(이전의 2.9.1.2)은 V.92 Modem on Hold 및 Quick Connect(PCM 업스
트림 아님)도 지원하지만 2.7.4.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두 소프트웨어는 V.90 이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software/ios122/122newft/122limit/122x/122xb/122xb_2/ftv92qc.htm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software/ios122/122newft/122limit/122x/122xb/122xb_2/ftv92qc.htm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modem/AT/Command/reference/atnextpt.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modem/AT/Command/reference/atnextpt.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39.shtml
http://www.cisco.com/cgi-bin/tablebuild.pl/nextport-spe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modem/AT/Command/reference/atnextpt.html
http://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modem/AT/Command/reference/atnextpt.html
http://www.cisco.com/cgi-bin/tablebuild.pl/mica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1b.shtml#11


릴리스 2.7.4.0(또는 2.9.5.0)은 매우 권장됩니다. 특히 이전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보고하는 사이
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팁: 향후 V.92를 지원하려는 경우 2.9.5.0;V.92를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V.92 애플리케이션에서 릴리스 2.9.2.0, 2.9.4.0 및 2.9.5.0에 권장되는 모델 한도는 다음과 같습
니다.

&F&D2S0=0S29=6S21=3S34=18000S40=10S10=50

V.92 애플리케이션의 2.9.5.0, 2.9.4.0 및 2.9.2.0 modemcap에 대해서는 V.92 절을 참조하십시오.

릴리스 2.7.4.0 및 2.7.3.0에 권장되는 모데모캡은 다음과 같습니다.

&F&D2S0=0S34=18000S40=10S10=50debugthismodemS71=4

S34=3분 후 18000 업그레이드●

S40=10번 연속 재교육 후 연결 끊기●

S10=50 연결 끊기(기본:14[1.4초])●

debugthismodemS71=4 최대 3200Hz V.90 업링크 기호 속도●

K56Flex를 희생하려면 V.8bis(S53=0)를 비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이전 클라이언트(예: 기
존 Rockwell ACF V.34 클라이언트, 순회 Xircom LT 비너스 클라이언트, a-law)의 CSR이 개선되고
모든 모뎀 연결에 대해 모뎀 교육 시간이 약 3초 단축됩니다.

펌웨어를 사용하는 경우:2.7.2.0 또는 2.7.2.1:Modemcap:

&F&D2S34=18000S40=10S54=392S10=50debugthismodemS41=4

K56Flex를 사용하는 경우 K56Flex V1.1 이상을 지원하는 Rockwell 또는 Lucent 클라이언트가
작동해야 합니다.K56Plus 또는 K56Flex V1.0만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는 56K 속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V.34 속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K56Flex를 원하지 않을 경우 modemcap 항목에서
S53=0으로 V.8bis를 비활성화합니다.

●

소프트웨어 2.7.1.4는 2.7.2.0과 동일합니다.●

Software 2.7.1.3은 버그 ID CSCdr24758로 인해 권장되지 않습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2.7.1.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되는 시작 modemcap은
&F&D2S32=3S34=12000S40=10S54=44S59=6s10=50입니다.

●

2.5.1.0, 2.6.1.0, 2.6.2.0, 2.7.1.0 또는 2.7.1.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되는 시작
modemcap은 &F&D2S32=3S34=12000S40=10S52=1S10=50DebugthmodemSS41=44입니다
.

●

오래된 펌웨어가 있는 Lucent 클라이언트 모뎀(특히 Xircom)이 많은 경우 S53=1을 modemcap
항목에 추가하여 V.8bis의 K56Flex만 광고하여 LT 클라이언트가 V.90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합
니다. 이는 LT 비너스 코드가 11098보다 크거나 같고 052099.9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0가지 교
육 문제가 있습니다.참고: 위 정보는 U-law 영역에 적용됩니다.A-law 영역에서 Xircom 클라이
언트는 K56Flex 비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경우(예: 클라이언트 측에서 S109=2) 더 효과적으
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K56Flex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지 않은 경우 V.8bis(S53=0)를 비활성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V.8bis(예: 이전 V.34 Rockwell ACF)를 듣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통해 CSR(통화 성공률

●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9491b.shtml#1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dr24758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이 개선되며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 약 3초 정도 기차 시간이 단축됩니다.
3429Hz 업링크 기호 속도로 V.90에 연결된 상태에서 "소프트" 모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
우 DEBUGTHISMODEM.41=4로 3429Hz를 비활성화하십시오.

●

MICA 및 NextPort 모뎀에서 modemcap을 설정하려면 위의 Modem Autoconfigure를 사용하여 모
뎀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ICA 모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MICA S-Regsiste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MICA Six-Port Module의 AT 명령 집합 및 등록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V.90

권장 펌웨어:5.3.30.K56Flex를 사용하는 경우 K56Flex V1.0 이상 및 모든 Rockwell 클라이언트
를 지원하는 모든 Lucent 클라이언트가 작동해야 합니다.Access Server에서 K56Flex를 제공하
지 않으려면 V.8bis를 <:T110=38로 비활성화하고 K56Plus를 <:T124=11)로 비활성화합니다
.V.90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펌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V.90을 달성할 수 있어
야 합니다.LT 클라이언트는 K56Flex(winmodem의 경우 S38=0, 비너스의 경우 S109=2)를 비
활성화하여 V.90을 가져와야 합니다(위에서 설명한 대로 서버 측에서 V.8bis를 비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

권장되는 modemcap이 없습니다.공장 기본값을 사용합니다.속도를 좀 더 신중하게 하려면
register:T127을 덜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Cisco Universal Access Server 56K
12-Port Modem Modules 설명서의 펌웨어 릴리스 정보 버전 5.3.30의 표 2 참조).

●

Microcom 모뎀에서 modemcap을 설정하려면 위의 모뎀 자동 구성을 사용하여 모뎀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56K 모뎀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더 많은 마이크로콤 모뎀은 V.34, 56K 및 V.90 12포
트 모듈에 대한 AT 명령 집합 및 등록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V.34 디지털 모뎀(AS5200 및 AS5300s)

권장 펌웨어:2.3.6.●

공장 기본 modemcap &F를 사용합니다.모뎀 autoconfigure type mica 명령(여기에 있는 모뎀은
MCOM이지만)은 단순히 &F이므로 사용합니다.

●

Microsoft Com V.34 모뎀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Microsoft 모뎀에 대한 V.34, 56K 및 V.90 12-
Port Modules의 경우 AT 명령 집합 및 등록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디지털 모뎀 펌웨어 확인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뎀 관리 운영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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