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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8000 Phone 어댑터의 네트워크 설정 
목표
 

SPA8000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및 RTP(Real Time Protocol) 프로토콜을 통해 서
비스 품질 구성을 지원합니다.CoS(Class of Service) 및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비트
는 네트워크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CoS(Class of Service)는 QoS(Quality of
Service)에서 사용자가 전송하는 패킷 트래픽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값
(0~7 포함)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DiffServ는 인터넷 미디어 연결에 대한 대역폭 할당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QoS(Quality of Service) 프로토콜입니다.DiffServ 값은 RFC2474 표준
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만든 16진수 형식으로 표시됩니다.DiffServ는 서비스 유형(ToS)을 기반
으로 우선 순위가 있는 트래픽도 제어합니다. ToS는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패킷의 우선 순위
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네트워크 설정은 SPA8000에 필요한 지터 버퍼, SIP 및 RTP CoS
값 및 기타 매개변수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SPA8000 아날로그 전화 어댑
터의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
 

SPA8000
  

소프트웨어 버전
 

6.1.12
  

네트워크 설정 구성
 

1단계. 관리자로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고급 > 음성 > L1- L8을 선택합니다. 라인 페
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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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Line(라인) 페이지에서 Network Settings(네트워크 설정)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3단계. SIP ToS/DiffServ Value 필드에 ToS/DiffServ 값을 입력합니다.ToS/DiffServ는 SIP 메
시지를 전달하는 UDP IP 패킷을 분류합니다.IP 헤더의 Type of Service 필드는 패킷의 우선순
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기본적으로 0x68로 설정됩니다.
 
4단계. SIP Cos Value 필드에 SIP 메시지에 대한 CoS 값을 입력합니다.이렇게 하면 SIP 패킷
에 CoS 값이 할당됩니다.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우선순위입니다.SIP CoS Value 필드에
서 기본적으로 3으로 설정됩니다.SIP CoS 값의 범위는 [0 - 7]입니다.
 
5단계. RTP ToS/DiffServ Value 필드에 TOS/DiffServ 값을 입력합니다.ToS/DiffServ는 RTP
데이터를 전달하는 UDP IP 패킷을 분류합니다.기본적으로 0xb8로 설정됩니다. 
 
6단계. RTP CoS 값 필드에 RTP 데이터에 대한 CoS 값을 입력합니다.이렇게 하면 CoS 값이
RTP 패킷에 할당됩니다.기본적으로 6으로 설정됩니다.RTP CoS 값의 범위는 [0 -7]입니다.
 
7단계. Network Jitter Level(네트워크 지터 레벨)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Network Jitter Level(네트워크 지터 레벨)은 Linksys IP Phone에서 지터 버퍼 크기를 조정하
는 방법을 결정합니다.이 설정은 지터 버퍼 크기가 최소값에 도달하도록 조정되는 속도를 제
어합니다.최소 지터 버퍼 크기는 30밀리초입니다.시작 지터 버퍼 크기 값이 더 높은 지터 수준
에 대해 더 큽니다.
 

낮음 — 이 레벨은 지터 버퍼 크기가 최소값에 도달하도록 조정되는 낮은 속도를 제공합니다.
중간 — 이 레벨은 지터 버퍼 크기가 최소값에 도달하도록 조정되는 중간 비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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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이 레벨은 지터 버퍼 크기가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된 높은 속도를 제공합니
다.
매우 높음 — 이 레벨은 지터 버퍼 크기가 최소값에 도달하도록 조정되는 매우 높은 속도를 제
공합니다.
매우 높음 — 이 레벨은 지터 버퍼 크기가 최소값에 도달하도록 조정되는 매우 높은 속도를 제
공합니다.
 

8단계. [지터 버퍼 조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지터 버퍼 조정]은 지터 버퍼
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지터 버퍼 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
지터 버퍼가 조정됩니다.
 

위/아래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지터 버퍼가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로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지터 버퍼가 위로 이동할 수만 있습니다.
아래로만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지터 버퍼가 아래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 이 옵션은 지터 버퍼 조정을 비활성화합니다.지터 버퍼를 조정하는 방법은 제어되
지 않습니다. 
 

9단계. Submit All Change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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