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300/SPA500 Series IP Phone에서 Linksys
Key System 구성 

목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는 IP 기반 네트워크에서 세션을 생성, 관리 및 종료하는 데 사
용되는 신호 처리 프로토콜입니다.SIP는 통화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입니다.또한 사용자 위치
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능 협상을 통해 세션의 모든 참가자가 해당 참가자 간에 지원되는 기능
에 대해 동의하며 진행 중인 세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Linksys 키 시스템 매개 변수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PA300 Series IP Phone
 
·SPA500 Series IP Phone
  

Linksys 키 구성
 

참고:실제 SPA300 또는 SPA500 Series IP Phone 설정 신호 프로토콜(signaling protocol as
SIP)에서 탐색 키를 사용하여 Device Administration(디바이스 관리) > Call Control
Settings(통화 제어 설정) > Signaling Protocol(신호 프로토콜) > SIP로 이동합니다.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Admin Login(관리 로그인) > Advanced(고급) > Voice(음
성) > SIP를 선택합니다.SIP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Linksys Key System(Linksys 키 시스템) 드롭다운 목록에서 Yes(예) 또는 No(아니오
)를 선택하여 Linksys 키 시스템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예를 선택하면 전화기가
Linksys 키 시스템의 일부로 구성됩니다.기본값은 Yes입니다. 
 
3단계. 통화 제어 서버의 자동 검색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Key System Auto
Discovery(키 시스템 자동 검색) 드롭다운 목록에서 Yes(예) 또는 No(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멀티캐스트가 작동하지 않는 재택근무자나 기타 시나리오에 대해 비활성화됩니다.
 
4단계. Force LAN Codec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Force LAN Codec을 선택합니다.
 

·G.711u —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에 사용되는 G.711u 코덱의 이름입니다. 기
본값은 PCMU(Pulse Code Modulation mu-law)입니다.
 
·G.711a —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에 사용되는 G.711a 코덱의 이름입니다. 기
본값은 PCMA(Pulse Code Modulation A-law)입니다.
 
·없음 — 기본값은 none입니다.
 

5단계. Multicast Address 필드에 Multicast Address(멀티캐스트 주소)를 입력합니다.Cisco
SPA IP Phone과 통신하는 데 사용됩니다.기본값은 224.168.168.168:6061입니다.
 
6단계. Key System IP Address(키 시스템 IP 주소) 필드에 통화 제어 서버 IP의 IP 주소를 입
력합니다.멀티캐스트가 작동하지 않는 재택근무자 또는 기타 시나리오의 IP 주소입니다.
 
7단계. Submit All Changes(모든 변경 사항 제출)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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