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300/SPA500 Series IP Phone에서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페이로드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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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고, 기능 협상을 제공하여 한 세션의 모든 참가자가 해당 참가자 간에 지원되는 기능
에 동의하며, 진행 중인 세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는 멀티미디어 세션의 미디어 스트림을 설명하는 표준 표
현입니다.SDP 자체는 미디어를 전달하지 않지만 미디어 유형 및 형식의 엔드포인트 간에 협
상합니다.SDP 페이로드는 아웃바운드 통화에만 사용됩니다.인바운드 통화가 있는 경우 IP
Phone이 발신자 페이로드 유형을 따릅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SPA300 및 SPA500 Series IP Phone에서 SDP 페이로드 유형의 컨피그레
이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PA300 Series IP Phone
 
·SPA500 Series IP Phone
  

SDP 페이로드 유형 컨피그레이션
 

참고:  실제 SPA300 또는 SPA500 Series IP Phone 설정 신호 프로토콜(Signaling Protocol)에
서 SIP로 탐색 키를 사용하여 Device Administration(디바이스 관리) > Call Control
Settings(통화 제어 설정) > Signaling Protocol SIP로 이동합니다.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Admin Login(관리 로그인) > Advanced(고급) >
Voice(음성) > SIP를 선택합니다.SIP Parameters(SIP 매개변수)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SDP Payload Types(SDP 페이로드 유형) 영역으로 스크롤합니다.
 

 
3단계. 발신자와 수신자가 세션 이벤트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번호를 AVT Dynamic Payload 
필드에 입력합니다.범위는 96~127이며 기본값은 101입니다.
 
4단계. INFOREQ Dynamic Payload 필드에 SIP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코덱을 입력합
니다. 최상의 범위는 96에서 27까지입니다. 기본값은 비어 있습니다.
 
참고: INFOREQ 동적 페이로드 번호는 동적 페이로드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또는 다
른 상대방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5단계. G726r16 Dynamic Payload 필드에 RTP Payload Type Number를 입력합니다



.G.726r16 코덱이 전송된 패킷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범위는 96~127이며 기본값은 98입니
다.
 
참고: G26r16 동적 페이로드는 SPA525G 및 SPA525G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단계. G726r24 Dynamic Payload 필드에 RTP Payload Type Number를 입력합니다
.G.726r24 코덱이 전송된 패킷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범위는 96~127이며 기본값은 97입니
다.
 
참고: G26r24 동적 페이로드는 SPA525G 및 SPA525G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7단계. G726r32 Dynamic Payload 필드에 RTP Payload Type Number를 입력합니다
.G.726r32 코덱이 전송된 패킷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범위는 0~268435455입니다. 기본값은
2입니다.
 
8단계. G726r40 Dynamic Payload 필드에 RTP Payload Type Number를 입력합니다
.G.726r40 코덱이 전송된 패킷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범위는 0~268435455입니다. 기본값은
2입니다.
 
9단계. G729b Dynamic Payload 필드에 RTP Payload Type Number를 입력합니다.G.729b 코
덱이 전송된 패킷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범위는 0~268435455이고 기본값은 99입니다.
 
10단계. Encapsulated RTP Dynamic Payload 필드에 Encapsulated RTP Dynamic Payload
Type을 입력합니다.범위는 0~268435455이고 기본값은 112입니다.
 
11단계. RTP-Start-Loopback Dynamic 필드에 RTP-Start-Loopback을 나타내는 값을 입력합
니다.RTP-Start-Loopback에서 네트워크 요소는 루프백 미러가 패킷의 전송을 시작할 때까지
루프백 소스의 미디어를 차단합니다.기본값은 113입니다.
 
12단계. 해당 RTP-Start-Loopback Codec(RTP-Start-Loopback Codec)을 선택하여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RTP-Start-Loopback Codec 드롭다운 목록에서 디지털 인코딩 음성 신호로 변환
합니다.기본값은 G711u입니다.
 

·G711u — PCM(Pulse Code Modulation) 체계입니다.이 코덱은 추가 데이터 없이도 신호 대
잡음 비율을 개선하는 mu-law 코덱을 사용합니다.그것은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됩니다.
 
·G711a — PCM(Pulse Code Modulation) 체계입니다.이 코덱은 A-law 코덱을 사용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됩니다.
 
·G726-32 — ADPM(Adaptive Different Pulse Code Modulation) 체계입니다.이는 a-law와
mu-law를 모두 사용하며 대역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G729a — G729의 확장으로, G729보다 적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G729의 확장으로,
ACELP(Measure Code Increditing Linear Prediction)를 사용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높은 비
용을 절감합니다.
 
·G722 — 음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7kHz 와이드 밴드 오디오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SB-
ADPCM(Sub-Band Adaptive Different Pulse Code Modulation) 체계입니다. 
 

13단계. AVT Codec Name 필드에 AVT(Audio Video Transport)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기
본값은 telephone-event입니다.
 
14단계. G711u Codec Name 필드에 G711u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이 PCM(Pulse Code
Modulation) 체계로, 추가 데이터 없이 mu-law 코덱을 사용하여 신호 대 잡음 비율을 개선합니
다.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됩니다.기본값은 PCMU(Pulse Code Modulation mu-law)입니다.
 



15단계. G711a Codec Name 필드에 G711a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이것은 A-law 코덱을
사용하는 PCM(Pulse Code Modulation) 체계입니다.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됩니
다.기본값은 PCMA(Pulse Code Modulation A-law)입니다.
 
16단계. G726r16 Codec Name 필드에 G726r16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초당 16kbit를 사
용하는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구성표입니다. 기본값은 G726-
16입니다.
 
참고: G726r16 동적 페이로드는 SPA525G 및 SPA525G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7단계. G726r24 Codec Name 필드에 G726r24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초당 24kbit를 사
용하는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구성표입니다. 기본값은 G726-
24입니다.
 
참고: G726-24 동적 페이로드는 SPA525G 및 SPA525G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8단계. G726r32 Codec Name 필드에 G726r32 코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초당 32kbit를 사
용하는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구성표입니다. 기본값은 G726-
32입니다.
 
19단계. G726r40 Codec Name 필드에 G726r40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초당 40kbit를 사
용하는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구성표입니다. 기본값은 G726-
40입니다.
 
참고: G726-40 동적 페이로드는 SPA525G 및 SPA525G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단계. G729a Codec Name 필드에 G729a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이 기능은 G729의 확
장으로, G729보다 적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며, G729보다 적은 G729a를 필요로 합니다.
 
21단계. G729b Codec Name 필드에 G729b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이는 광대역 음성 및
오디오를 지원하기 위한 G729의 확장입니다.기본값은 G729ab입니다.
 
22단계. G722 Codec Name 필드에 G722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이 코덱은 7kHz 광대역
오디오를 지원합니다.기본값은 G722입니다.
 
23단계. G723 Codec Name 필드에 G723 코드 이름을 입력합니다.이는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을 사용하여 300Hz~3400Hz 음성 품질을 제공하는
G721의 확장입니다.기본값은 G723입니다.
 
참고: G723 동적 페이로드는 SPA525G 및 SPA525G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4단계. EncapRTP Codec Name 필드에 EncapRTP 코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캡슐화된 실
시간 프로토콜 이름입니다.기본값은 encaprtp입니다.
 
25단계. 모든 변경 사항 제출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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