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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는 Cisco TelePresence ISDN GW 3241 및 Cisco TelePresence ISDN GW MSE 8321 제품
에 대해 다룹니다.

Q. IP에서 ISDN으로, ISDN에서 IP로 통화를 발신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Codian
ISDN GW 규칙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다이얼 플랜은 '첫 번째 일치' 라우팅에서 작동합니다.즉, 지정된 통화 방향(IP->ISDN 또는 ISDN-
>IP)의 경우 ISDN 게이트웨이는 다이얼 플랜의 맨 위에서 시작하여 규칙 목록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그러면 해당 규칙에 지정된 작업을 수행합니다.규칙 이름을 끌어서
놓거나, 각 규칙 오른쪽에 있는 'up' 및 'down' 링크를 사용하거나, 둘 다 사용하여 규칙의 순서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ISDN 게이트웨이가 실행 중인 빌드에 따라 다름).다이얼 플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인 예입니다.

IP-ISDN 규칙

예 1

게이트키퍼를 사용하고 있으며 Codian ISDN Gateway 다이얼 플랜 접두사를 99로 설정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99 + PSTN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고, Codian ISDN 게이트웨이가 PSTN 번호로 직
접 전화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IP-ISDN 다이얼 플랜 규칙을 생성합니다.

호출된 번호 일치:99(D+)●

전화 번호:1달러●

설명:$1은(는) 숫자 일치 필드의 첫 번째 괄호 안의 그룹을 나타냅니다.D+입니다. 즉, 임의의 숫자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먼저 99를 입력하면 D+ 그룹에서 제외됩니다. 즉, 전화를 걸 유효한
PSTN 번호가 남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전화기에서 990149454339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ISDN 게이트웨이는 99를 제거하고 PSTN을 통해 0149454339로 전화를 겁니다.

예: 2:

게이트키퍼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른 H.323 게이트웨이(예: Codian MCU 또는 Cisco
CUCM)는 4자리 E.164 번호를 Codian ISDN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하고 있습니다.특정 숫자 그룹에
접두사를 붙이면 ISDN 게이트웨이가 다이얼할 수 있는 유효한 PSTN 번호로 바뀝니다.

다음과 같은 IP-ISDN 다이얼 플랜 규칙을 생성합니다.

호출된 번호 일치:DDD(받은 모든 숫자를 사용할 것이므로 괄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번호:01 49 45$A($A는 수신한 모든 숫자를 의미합니다.)●

설명:DDD는 4자리 그룹입니다.$A는 ISDN 게이트웨이가 H.323 디바이스에서 전화를 건 모든 숫자
입니다.따라서 Codian MCU가 4339로 ISDN 게이트웨이에 H.323 게이트웨이 통화를 발신하면
ISDN 게이트웨이는 PSTN을 통해 01 49 45 43 3 39로 전화를 겁니다.

ISDN-IP 규칙

예: 3:

게이트키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Telco에서 01 49 45 43 30~01 49 45 43 49 범위의 20개의 DDI(직
접 다이얼) 번호 블록을 할당했으며, 이 중 최종 6자리는 PRI에서 제공합니다.H.323 엔드포인트가
20개 있으며 E.164 번호 1030~1049로 게이트키퍼에 등록합니다.PSTN의 ISDN 엔드포인트가 DDI
번호를 사용하여 직접 H.323 엔드포인트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ISDN to IP 다이얼 플랜 규칙을 생성합니다.

호출된 번호 일치:4543(DD)(여기서 (DD) 대신 (D+)를 사용할 수 있음, 텔코에서 6자리 숫자를
얻을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전화 번호:10달러(10번을 누르고 첫 번째 괄호 안의 그룹을 누릅니다. 즉, DDI 번호의 마지막
2자리)

●

설명:ISDN 엔드포인트가 01 49 45 43 39에 전화를 걸면 통화가 PRI에 도착하여 45 43 3 39가 표시
됩니다. 게이트키퍼를 통해 IP 전화를 걸려면 45 43을 제거하고 10이 앞에 있는 나머지 2자리 번호
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는 H.323 엔드포인트의 E.164 번호와 일치합니다.

예 4

게이트키퍼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예 3과 동일한 DDI 정렬이 있지만 이번에는 숫자 ID가
4330~4349인 MCU에 대해 20개의 회의가 있습니다.DDI 번호를 사용하여 PSTN의 ISDN 엔드포인
트를 이 전화회의로 직접 다이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01 49 45 43 3 30으로 전화를 걸면 회의
4330에 직접 연결됩니다).

다음과 같이 ISDN to IP 다이얼 플랜 규칙을 생성합니다.

호출된 번호 일치:45(D+)●

전화 번호:194.178.0.5:$1(194.178.0.5은 MCU의 IP 주소이며, 이 구문은 ISDN 게이트웨이가
해당 IP 주소에서 $1로 확장 H.323 게이트웨이 호출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

설명:ISDN 엔드포인트가 01 49 45 43 30(예:)으로 전화를 걸면 45 43 30이 PRI에 도착합니다.ISDN
gw는 45를 분리하고 통화를 컨퍼런스 4330에 직접 연결하는 194.178.0.5, E.164 내선 번호 4330으
로 게이트웨이 통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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