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112 및 SPA122의 지역별 음성 파라미터에서
컨트롤 타이머 값 구성 

목표
 

컨트롤 타이머 값은 특정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을 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여기에는 SPA122
및 SPA112에서 콜백 지연, 후크 플래시 시간 간격, 숫자 긴 숫자 및 숫자 중간 타이머에 대한
값 컨피그레이션이 포함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SPA112 및 SPA122의 국가별 음성 설정에서 제어 타이머 값을 구성하는 방
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PA112 
· SPA122
  

소프트웨어 버전
 

·1.3.2(014)
  

컨트롤 타이머 값 구성
 

1단계.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고 Voice(음성) > Regional(지역별)을 
선택합니다.Regional(지역) 페이지가 열립니다.
 

 



 
Control Timer Values(sec) 영역에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2단계. Hook Flash Timer Min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이 시간은 오프후크가 후크플래시로
식별되기 전의 최소 온후크 시간입니다.후크플래시는 플래시라고도 합니다.통화 대기 또는
3방향 진행 통화 등의 기능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전화의 단추입니다.범위는 0.1초~0.4초입
니다.
 
3단계. Hook Flash Timer Max(후크 플래시 타이머 최대)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오프후크가
hookflash로 정규화되기 전의 최대 온후크 시간입니다. 범위는 0.4초~1.6초입니다.
 
4단계. Calle On Hook Delay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아날로그 전화 어댑터가 현재 인바운드
통화를 해제하기 전에 필요한 온후크 시간입니다. 범위는 0초~255초입니다.
 
5단계. 재주문 지연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이는 재주문음이 재생되기 전에 원거리의 종말이
정지되는 이후의 지연입니다. 범위는 0초~255초입니다.
 
6단계. 콜백 만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콜백 활성화의 만료 시간입니다. 범위는 0초
~65535초입니다.
 
7단계. Call Back Retry Intvl(콜백 재시도 간격)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콜백 재시도 간격입니
다. 범위는 0초~255초입니다.
 
8단계. 콜백 지연 필드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원격 종단이 울리고 있다고 선언하기 전에 첫
번째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18x 응답을 받은 이후의 지연입니다.
 
9단계. VMWI(Visual Message Waiting Indication) Refresh Invl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VMWI가 CPE(고객 구내 장비)로 업데이트되는 간격입니다.CPE는 통신 장치에 연결된 장치
입니다.CPE 디바이스에는 스위치, 라우터, 전화기가 포함됩니다.VMWI 새로 고침 간격은
VMWI를 새로 고치는 간격입니다.
 
10단계. Interdigit Long Timer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다이얼할 때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의
긴 시간 제한입니다. 범위는 0초~64초입니다.
 
11단계. Interdigit Short Timer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다이얼할 때 숫자를 입력할 때의 짧은
시간 제한입니다. 범위는 0초에서 64초입니다.
 
12단계. CPC(Calling Party Control) Delay(CPC)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이는 아날로그 전화
어댑터가 발신자의 연결된 장비에 대한 팁-링 전압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발신자가 전화를 끊
은 이후의 지연입니다. 범위는 0초~255초입니다.
 
13단계. CPC 기간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발신자가 전화를 끊은 후 Tip-to-Ring 전압이 제거
되는 기간입니다. 기본값은 0초(CPC 비활성화)입니다.
 
14단계.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제출 단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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