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얼 플랜 규칙은 Codian ISDN GW에서 어떻
게 작동합니까? 
  

목차

소개
다이얼 플랜 규칙은 Codian ISDN GW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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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Cisco TelePresence ISDN GW 3241 및 Cisco TelePresence ISDN GW MSE 8321 제품
에 대해 다룹니다.

Q. 다이얼 플랜 규칙은 Codian ISDN GW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A. Codian ISDN GW는 두 개의 개별 다이얼 플랜을 저장합니다.ISDN-IP 및 IP-ISDN.지정된 통화
방향의 경우 다이얼 플랜 목록은 '첫 번째 일치'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ISDN GW는 목록의 맨 위에
서 시작하여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때까지 아래로 이동합니다.그런 다음 특정 규칙에 지정된 작업
을 수행합니다.라우팅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다이얼 플랜 규칙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ISDN-IP
전화/H.320 엔드포인트에서 IP 기반 엔드포인트(예: MCU 또는 H.323 엔드포인트)로 전화 걸기

H.320 엔드포인트 및 전화: 단일 다이얼 플랜 규칙은 H.320 엔드포인트와 전화기 모두에서 통
화를 라우팅하는 데 충분합니다.통화 유형의 경우 비디오를 선택하고 최대 통화 대역폭의 경
우 1920kbps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전화 통화가 수신되면 ISDN GW는 64kbps의 오디오 채
널만 열지만 다른 H.320 엔드포인트의 경우 적절한 속도로 비디오 및 오디오 채널을 엽니다

1.

MCU 자동 전화 교환 또는 전화회의에 연결:특정 MCU 자동 전화 교환(또는 다른 IP 주소)으로
수신 ISDN 통화를 라우팅하려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MCU 또는 엔드포인트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수신 ISDN 통화를 MCU의 특정 전화회의로 라우팅하려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려
면 <ip address>:<전화회의 숫자 ID>를 입력합니다.ISDN GW 및 MCU가 동일한 게이트키퍼
에 등록된 경우 이 번호로 전화하려면 전화회의 <E.164 번호 또는 등록된 숫자 ID를 입력합니
다.>

2.

DDI 번호로 라우팅:ISDN 네트워크에 연결된 DDI(직접 다이얼) 번호 범위가 있는 경우 ISDN
GW에서 다른 DDI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다른 다이얼 플랜 규칙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의
예 3을 참조하십시오. IP에서 ISDN으로, ISDN에서 IP로 통화를 발신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Codian ISDN 게이트웨이 규칙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IP-ISDN:

IP 엔드포인트(MCU/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H.323 엔드포인트)에서 H.320 엔드
포인트 또는 전화로 전화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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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SDN의 경우 두 가지 다이얼 플랜 규칙이 필요합니다.하나는 H.320 엔드포인트에 전화를 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게이트키퍼가 없는 MCU에서 전화 걸기:MCU 및 ISDN GW가 동일한 게이트키퍼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ISDN GW를 MCU에서 H.323 게이트웨이로 구성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두 개의 다
이얼 플랜 규칙을 만듭니다.H.320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려면Called number matches의 경우
5(D+)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유형의 경우 Video를 선택하고 Call this number의 경우
$1을 입력합니다.전화를 걸려면예를 들어, Called number matches type 6(D+)에 대해 Call
type(통화 유형)에 Telephone(전화)을 선택하고 Call this number(이 번호)에 $1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다이얼 플랜 구문(예: D+, $1)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구문 사용 방법에 대
한 예제는 IP에서 ISDN으로, ISDN에서 IP로 통화를 발신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Codian
ISDN 게이트웨이 규칙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를 참조하십시오.

1.

게이트키퍼가 있는 MCU에서 전화 걸기:MCU 및 ISDN GW가 동일한 게이트키퍼에 등록된 경
우 ISDN GW에 서비스 접두사를 등록해야 합니다(예: 4). 그런 다음 두 개의 다이얼 플랜 규칙
을 만듭니다.H.320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려면Called number matches의 경우 45(D+)를 입력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유형의 경우 Video를 선택하고 Call this number의 경우 $1을 입력합
니다.전화를 걸려면예를 들어, 호출된 번호 일치 유형 46(D+)에 대해 통화 유형에 대해 전화를
선택하고 이 번호에 $1를 입력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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