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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서비스 설정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발신자 ID 옵션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
니다.이 문서에서는 SPA8000에서 다양한 보조 서비스 설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
명합니다. 이 문서에서 구성된 모든 설정은 선택 사항이며, 이 설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
려면 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지정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이미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모든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
 

·SPA8000
  

소프트웨어 버전
 

•6.1.12
  

보조 서비스 설정
 

1단계. 관리자로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기본 > 음성 > L1- L8을 선택합니다. 회선 페
이지가 열립니다.아래로 스크롤하여 Supplementary Service Settings(보조 서비스 설정) 영역
으로 이동합니다.
 



 
참고:줄의 이름은 Ln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n은 라인 번호입니다.관리자는 1단계에서 구성
할 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CW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통화 대기 옵션에 할당할 상태를 선택합니다.통화 대기는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통화를 보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3단계. 차단 CID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차단 발신자 ID 옵션에 할당할 상태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모든 아웃바운드 통화의 발신자 ID를 차단합니다.
 
4단계. 차단 ANC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차단 익명 통화에 할당할 상태를 선택합니다.이 기
능은 사용자가 발신자 ID가 없는 통화를 수신한 경우 디바이스에서 이를 차단할 때 사용됩니
다.
 
5단계. DND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DND(Do Not Disturb)에 할당할 상태를 선택합니다.이
기능은 사용자가 수신 통화 사운드로 방해 받지 않으려는 경우 사용되므로, 사용자가 여전히
전화에 응답하기를 원할 경우 장치에서 전화기의 벨소리를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시각적 신호
를 보냅니다.
 



6단계. CID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발신자 ID 생성에 할당할 상태를 선택합니다.이 기능은
통화에 대한 ID를 할당합니다.
 
7단계. CWCID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통화 대기 발신자 ID 생성에 할당할 상태를 선택합니
다. 이 기능은 대기 중인 통화에 대해 발신자 ID를 할당합니다.
 
8단계. Dist Ring Setting(디스트리트 링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벨울림에 할당할 상태를 선
택합니다.이 기능은 동일한 전화기에 서로 다른 번호를 구성하지만 다른 기능에 대해 다른 벨
소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참고:SPA8000에서 고유한 벨소리 설정을 구성하려면 SPA8000 Phone Adapter의 Spective
Ring Settings(고유 벨소리 설정) 문서에 설명된 단계를 따릅니다.
 
9단계. Message Waiting(메시지 대기) 드롭다운 목록에서 대기 메시지에 할당할 상태를 선택
합니다.IP 전화에서 수신한 음성 메일 알림이 있는 경우 메시지 대기 매개변수가 업데이트됩
니다.
 
참고:메시지 대기 표시기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읽기를 대기 중인 메시지가 있다는 시각적
경고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수동으로 수정하여 플래그를 지우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9단계에서 yes를 선택하면 스터터 톤 및 VMWI 신호가 활성화됩니다.장기 메모리에 저장되
며 재부팅 또는 전원 주기 이후에도 유지됩니다.기본적으로 no로 선택됩니다.
 
10단계. Submit All Changes(모든 변경 사항 제출)를 클릭하여 구성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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