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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100 Series에서 VOIP에 대한 빠른 설정 
목표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인터넷과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통
화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관리자는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전화 포트를 구성하여 VoIP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사용자가 처음으로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때 SPA100 Series에서
VoIP(Voice over IP)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SPA100 시리즈 | 1.1.0(최신 다운로드)
  

VOIP 설정
 
참고: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ATA의 기본 설정은 케이블
을 ATA의 WAN 포트에서 라우터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포트로 연결할 때 자동으로 연
결됩니다.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합니다.빠른 설정 페이지는 가장 먼저 열리는 페이지입니다.
 

 
 

 
2단계. 회선 1의 프록시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서비스 공급자 프록시 서버의 도메인 이름 또는
URL입니다.원하는 경우 행 2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두 필드의 프록시 이름은 달라야 합
니다.
 

 
3단계. 표시 이름을 입력하여 라인 1의 표시 이름 필드에 계정을 식별합니다. 발신자 ID 이름으로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경우 행 2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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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Line1 사용자 ID 필드에 대한 인터넷 계정에 로그인할 사용자 ID 번호를 입력합니다.알파벳
또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원하는 경우 행2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5단계.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Password 필드에 Line 1의 인터넷 계정에 로그인합니다.원하
는 경우 행 2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6단계. Dial Plan(다이얼 플랜) 필드에 관리자 통신 제품군에 맞는 다이얼 플랜을 입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행 1과 행 2에 대한 기본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다이얼 플랜에는 파이프 문자 "I"로 구분된 숫자 시퀀스가 포함됩니다. 시퀀스는 괄호 안에 표
시됩니다.다이얼 플랜의 각 숫자 시퀀스에는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개별적으로 일치하는 일련의 요
소가 포함됩니다.다이얼 플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1-8]xx) | 9, xxxxxxx | 9, <:1>[2-9]xxxxxxx |
8, <:1212> xxxxxxx | 9, 1 [2-9] xxxxxxx | 9, 1 900 xxxxxxx ! | 9, 011xxxxxx. | 0 | [49]11 )
 

[1-8]xx — 사용자가 숫자 1부터 8까지 시작하는 3자리 숫자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서 4자리 내선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 문자열을 입력합니다.[1-8]xxx.이 다이얼 플랜은 시스
템의 내선 번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9, xxxxxxx — 사용자가 9를 누른 후 로컬 통화에서와 같이 7자리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이 다이
얼 플랜은 7자리 번호로 로컬 다이얼링과 연결됩니다.
9, <:1>[2-9]xxxxxxx — 이 예는 지역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사용자가 9를 누른 후
2부터 9까지의 숫자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 다이얼 플랜은 3자리 지역 코드
및 7자리 로컬 번호로 로컬 다이얼링과 연결됩니다.
8, <:1212> xxxxxxx — 이 예는 운송업체에서 지역 번호를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통화가 하나
의 지역 번호로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사용자가 8을 누른 후 7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캐리어에 번호를 전송하기 전에 1개의 접두사와 212 영역 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이 다
이얼 플랜은 자동으로 삽입된 3자리 지역 번호로 로컬 다이얼링과 연결됩니다.
9, 1 [2-9] xxxxxxxxx — 사용자가 9를 누른 후 1로 시작하고 그 뒤에 2에서 9까지의 11자리 숫자
를 입력합니다. 이 다이얼 플랜은 미국 장거리 통화와 연결됩니다.
9, 1 900 xxxxxxx !— 이 예는 미국에서 1-900개의 번호와 같이 높은 통행료 또는 부적절한 내용
과 연결된 번호에 전화를 걸 수 없도록 하는 데 적용됩니다.사용자가 9를 누른 후 11자리 숫자
를 입력합니다.시퀀스가 1900의 숫자로 시작하면 통화가 거부됩니다.이 다이얼 플랜은 차단된
번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9,011xxxxxx.— 사용자가 9를 누른 후 011로 시작하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다이얼 플랜은 미



국의 국제 통화와 연결됩니다.
 

7단계.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디바이스가 업데이트되고 변경 사항이 구성됩니다.
  
진행 상황 확인 단계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음성 > 정보를 선택하여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페이지
의 FXS1 또는 FXS2 Status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등록 상태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회선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완료되는 데 몇 초가 걸릴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를 몇 번 새로 고칩니다
.또한 인터넷 설정 및 DNS 서버 설정이 ISP의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ITSP에서 할당한 번호로 외부 전화를 통해 인바운드 통화를 합니다.전화기가 울리면 통화의
양방향 오디오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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