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112 및 SPA122의 링 설정 컨피그레이션 
목표
 

SPA100 Series 아날로그 전화 어댑터에서 벨소리 설정 컨피그레이션은 통화 대기, 수신 통화
, 콜백 및 보류 알림에 특정 벨소리 패턴을 할당합니다.또한 링 설정은 사용 중인 각 음성 서비
스에 특정 벨소리를 할당하여 제공된 전화 포트에서 디바이스의 음성 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음성 서비스에는 음성 메일 또는 음성 메시지가 포함됩니다.이 문서에서는 SPA112 또는
SPA122의 링 설정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
 

·SPA112 
· SPA122
  

소프트웨어 버전
 

·1.3.2(014)
  

벨소리 설정 구성
 

1단계.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여 Voice(음성) > User 1 또는 User
2(사용자 1)를 선택합니다. User 1(사용자 1) 또는 User 2(사용자 2)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고:사용자 1에 설정된 벨소리 설정은 사용자 2에 적용됩니다.
 

 
Ring Settings(벨소리 설정) 영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2단계. Default Ring(기본 링) 드롭다운 목록에서 1~8의 값을 선택합니다.이렇게 하면 디바이
스에 연결된 각 전화기의 기본 벨소리 패턴이 설정됩니다.
 
3단계. 기본 CWT 드롭다운 목록에서 1~8의 값을 선택합니다.이렇게 하면 디바이스에 연결된
모든 전화에 대한 기본 통화 대기 신호음이 설정됩니다.
 
4단계. Hold Removal Ring(남은 통화 보류) 드롭다운 목록에서 1~8의 값을 선택합니다.이렇
게 하면 전화기가 온후크 상태일 때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사용되는 벨소리 패턴이 설정됩니
다. 
 
5단계. Call Back Ring(콜백 링) 드롭다운 목록에서 1~8의 값을 선택합니다.그러면 콜백 알림
에 대한 벨소리 패턴이 설정됩니다.
 
6단계. 통화가 Cfwd Ring Splash Len(cfwd 링 스플래시 길이) 필드에 착신 전환될 때 벨소리
스플래시의 기간(0~10초)을 입력합니다.벨소리 스플래시는 통화가 착신 전환되었음을 알리
기 위해 전화기에서 만드는 링입니다.
 
7단계. Cblk Ring Splash Len 필드에 통화를 차단할 때 벨소리 스플래시 기간을 0~10초 사이
로 입력합니다.
 
8단계. VMWI Ring Policy(VMWI 링 정책) 드롭다운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여 음성 메일 서버
가 가입자 사서함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전화 어댑터에 SIP NOTIFY 메시지를 보낼 때 재생되
는 벨소리 스플래시를 제어합니다.
 

·새 VM 사용 가능 — 새 음성 메일 메시지가 있는 한 전화를 겁니다.이것이 기본값입니다.
 
·새 VM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첫 번째 새 음성 메일 메시지가 수신되면 벨울립니다.
 
·새 VM 도착 — 새 음성 메일 메시지 수가 증가하면 벨소리가 울립니다.
 

9단계. VMWI 신호가 VMWI Ring Splash Len(VMWI 링 스플래시 길이) 필드에 적용되기 전에
새 메시지가 도착할 때 벨소리 스플래시 기간을 0~10초 사이로 입력합니다.
 
10단계. SIP NOTIFY 메시지를 음성 메일 서버에서 전화 어댑터로 보낼 때 읽지 않은 음성 메
일이 더 이상 없음을 알리는 벨소리 스플래시 재생 옵션을 Ring On No New VM 드롭다운 목
록에서 선택합니다.
 

·예 — 음성 메일 서버가 SIP NOTIFY 메시지를 SPA에 보낼 때 읽지 않은 음성 메일이 더 이
상 없음을 나타내는 벨소리 스플래시 재생일부 장비에는 VMWI 램프를 끄려면 FSK 신호 앞
에 짧은 링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 읽지 않은 음성 메일이 없는 경우 링 스플래시 재생하지 않습니다.
 

11단계(선택 사항) 설정을 새로 고치려면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12단계. Submit(제출)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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