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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6.0 이상 릴리스에 도입되는
MVA(Mobile Voice Access Feature)에 대해 설명합니다.Cisco MVA 기능을 사용하면 CUCM에 액
세스할 수 있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전화 사용자가 사무실 DID 번호(예:
XXX-XXXX)로 전화를 걸어 내부 전화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대폰은 회사 내의 다른 IP 데스
크톱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UCM 10.X 이상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서비스 활성화

Cisco Unified Serviceability(Cisco Unified 서비스 가용성) > Control Center Feature Services(제어
센터 기능 서비스) > Activate Cisco Unified Mobile Voice Access Service(Cisco Unified Mobile
Voice Access 서비스 활성화)로 이동합니다.

MVA DN 구성

Media Resource(미디어 리소스) > Mobile Voice Access(모바일 음성 액세스) > Configure your
MVA number(MVA 번호 구성)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번호는 5050입니다.



서비스 매개변수 구성

Service Parameter(서비스 매개변수) > Cisco CallManager > Change below parameters(아래 매개
변수 변경)로 이동합니다.

H323 게이트웨이 구성

H323 게이트웨이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10.106.103.149은 CUCM 주소입니다.

application

 service mva http://10.106.103.149:8080/ccmivr/pages/IVRMainpage.vxml

 dial-peer voice 5050 pots

 service mva

 incoming called-number 5050

 no digit-strip

 direct-inward-dial

!

dial-peer voice 3001 voip

 destination-pattern 5050

 session target ipv4:10.106.103.149



 dtmf-relay h245-alphanumeric

 codec g711ulaw

 no vad

최종 사용자 구성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End User(최종 사용자) > End User for MVA access(MVA 액세
스용 최종 사용자)로 이동합니다.

또한 적절한 사용자 그룹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ID 연결 

사용자를 장치와 디렉터리 번호(DN)에 연결합니다. 장치 소유자 ID도 해당 사용자에게 변경합니다.



RDP 및 RD 구성

RDP(원격 대상 프로필) 및 RD(원격 대상)를 만듭니다. 라우팅 CSS가 Mobile Connect의 경로 패턴
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RDP의 DN을 사용자에게 연결합니다.



소프트키 템플릿 구성

Device(디바이스) > Device settings(디바이스 설정) > Softkey template(소프트키 템플릿) >
Standard User(표준 사용자) > Copy(복사) > Rename it(이름 바꾸기)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On Hook 상태 > Select Mobility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onnected status(연결됨 상태) > Select Mobility(모빌리티 선택
)로 이동합니다.

할당된 소프트키 템플릿

전화기에서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모바일 연결을 위한 소프트키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하려면 PSTN에서 MVA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PSTN 번호가 원격 대상 번호와 일치하면(이
전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부분 일치) MVA 번호를 호출할 때 원격 대상 번호에 키 없이 PIN을 입력해
야 합니다.또한 Mobile Connect를 시도하고 재라우팅 CSS가 원격 대상 번호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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