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112 및 SPA122 Phone 어댑터의 로그 설정 
목표
 

시스템 로그(Syslog)는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로그를 생성할 특정 인
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인스턴스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의 시간 및 정보가 기록되어
사용자 정의 syslog 서버 또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그런 다음 Syslog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의 목적은 SPA112 및 SPA122에서
로그 설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SPA 112 및 SPA122 Phone Adapter의 로그를 활성화하려면 SPA100 Series에서 로그 모듈
구성에 설명된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SPA122 및 SPA122 Phone Adapter의 로그를 보려면 SPA100 Series의 Log Viewer(로그 뷰
어)에 설명된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PA112 
· SPA122
  

소프트웨어 버전
 

·1.3.2(XU)
  

로그 설정
 

1단계. 관리자로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Log(로그) >Log Setting(로그 설정)을 선택합니다. Log Setting(로그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 값을 Log Size 필드에 KB 단위로 입력합니다.유효한 값은
128~1024입니다.
 
3단계. Submit(제출)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Syslog 서버
 

 
1단계. 메시지가 IP Address(IP 주소) 필드의 IP Address(IP 주소)에 전송될 syslog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단계. Port(포트) 필드에 서버에서 사용할 포트를 입력합니다.유효한 값은 1~65535입니다.
포트 번호는 관리자가 장치 로그를 서버에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3단계. Submit(제출)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이메일
 

로깅이 활성화된 경우 SMTP를 사용하여 이메일 주소로 로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통신 사업
자 요구 사항은 다릅니다.일부 공급자는 무료 계정의 SMTP 이메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다
른 공급자는 전자 메일을 보내기 전에 사용자가 새 사서함에 로그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



다.자세한 내용은 제공 기관의 지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공급자의 지원 또는 도움말 시스
템에서 SMTP 서버 설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1단계. 로그 항목을 전자 메일 계정으로 보내려면 보낸 사람 필드에 전자 메일의 보낸 사람을
식별할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2단계. Receiver(수신자) 필드에 이메일을 전송할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3단계. 이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할 메일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SMTP 서버 필
드에 입력합니다.
 
4단계. SMTP Port(SMTP 포트) 필드에 SMTP 서버에서 사용할 포트를 입력합니다.기본값은
25입니다. 전자 메일 서버 관리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지정한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5단계. Subject(제목) 필드에 이메일의 제목 라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합니다.예:내
ATA에서 로그인합니다.
 
6단계. Number of Logs(로그 수) 필드에 이메일에 포함할 로그 항목 수를 입력합니다.유효한
범위는 10~200입니다.
 
7단계. 간격 필드에 이메일을 보낼 간격(분)을 입력합니다.유효한 범위는 1~1440(24시간)입
니다.
 
8단계. Username(사용자 이름) 필드에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할 이메일 계정의 사
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서비스 공급업체에 필요한 형식을 사용합니다.일반적으로 전체 이메
일 주소입니다.
 
9단계. 이러한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Password 필드에 입력
합니다.
 
10단계. 설정을 저장하려면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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