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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Unified IP Phone 벨소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벨소리 구성 조정

컨피그레이션을 조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User Preferences > Ring을 선택합니다.1.

전화 회선 또는 기본 벨소리 설정을 선택합니다.2.

샘플을 재생하려면 벨소리를 선택합니다.3.

벨소리를 설정하려면 선택 및 저장을 누르고, 취소를 누릅니다.4.

벨소리 파일 확인

기본적으로 다양한 벨소리가 있습니다.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TFTP 파
일에서 .raw를 검색하는 경우 벨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목록은 요청이 수행될 때 CUCM에서
TFTP의 ringlist.xml 파일을 통해 전화로 전송됩니다.

이 파일은 전화 부팅 중에 전송되지 않지만 User Preference(사용자 기본 설정) > Rings(벨소리) >
Default Ring(기본 벨소리)으로 이동하면 전화기에서 ringlist.xml 파일을 요청하는 TFTP 서버로 전
송되는 HTTP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목록을 탐색하고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면 전화기에서 이 파일의 TFTP 서버로 GET 요청이
표시됩니다.

이 파일은 전화기에 다운로드되지 않은 경우에만 요청이 표시됩니다.파일을 다시 재생하려고 하면
전화기에서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벨소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벨소리 파일이 재생되지 않으면 기본 벨소리 Chip1과 함께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CUCM의
다른 기본 파일과 함께 작동합니다.

1.

재생되지 않는 파일이 기본 벨소리 또는 TFTP에 업로드된 사용자 지정 링 파일인지 확인합니
다.

2.

사용자 지정 링 파일인 경우 Cisco의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최대 링 크기 - 샘플 16,080개최소 링 크기 - 샘플 240개링에서 샘플 수는 240개로 균등하게 나
눌 수 있습니다.벨소리가 제로 교차점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이러한 파일 형식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오디오 편집 패키지

참고:사용자 지정 전화 링에 대한 PCM(Pulse Code Modulation) 파일을 생성하려면 모든 표준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파일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에서 파일을 재생해 보십시오.4.

전화기에서 패킷 캡처를 수집합니다.5.

링 파일의 실패 시나리오 예

사용자 지정 링 파일이 전화기에서 재생되지 않았지만 모든 기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패킷 캡처는 전화기가 파일을 요청했음을 보여주며, 200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TFTP 파일 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TFTP 전송 중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파일이 Cisco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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