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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IOS 디버그에서 Cisco CUE(Unity Express) 또는 Cisco Unity PhraseServer
디버그용 호출자에게 재생되는 프롬프트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ce는 CUE용 디버그 유틸리티이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추적 기능이 활성화
되면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로 인해 Cisco에서는 특정 문제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Cisco 기술 지원 요청에서만 추적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Lab
또는 유지 보수 윈도우에 있는 시스템의 경우 추적 기능을 사용하여 CUE 동작을 트러블슈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Unity Expres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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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배경 정보

디코더 링을 사용하면 CUE에서 디버깅을 실행할 때 프롬프트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Cisco IOS®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사용자는 CUE CLI(command-line interface) 및 강력한 디버그
기능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UE에는 기능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CUE에서
debug 명령이 없습니다.대신 CUE는 trace 명령과 함께 호출되는 진단 유틸리티를 제공하여 커널
버퍼 내에 메모리를 기록합니다.이 메모리 공간은 최대 10MB까지 가능하며(구성된 경우) 로컬 추
적 파일(atrace.log)에 주기적으로 기록되거나, 외부 FTP 서버의 파일에 기록되거나, 둘 모두에 기록
됩니다.

CUE 디코딩된 추적

추적

CUE의 추적 컨피그레이션은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활성화된 로
컬 로그 파일에 쓸 때 그렇습니다.이러한 영향에는 프롬프트 지연, DTMF(Dual-Tone
Multifrequency) 톤 응답 시간, 녹음 또는 재생된 오디오의 품질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추적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음성 메일 VXML 추적 사용

trace voicemail vxml all 명령을 사용하면 DTMF에 대한 응답으로 재생된 DTMF와 프롬프트를 표시
하도록 추적이 가능합니다.이 추적에는 음성 메일에 대한 다른 통화를 구별하기 위한 통화 ID도 표
시되며 음성 메일 TUI(Telephone User Interface) 위치도 표시됩니다.

음성 메일 VXML 추적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UE에 로그인하려면 service-module service-Engine <mod/slot> session 명령을 사용합니다.1.
음성 메일 추적을 활성화하려면 trace voicemail vxmlr all 명령을 사용합니다.2.
로그를 보려면 show trace buffer long 명령을 사용합니다.3.

se-1-3-6-199

se-1-3-6-199#trace voicemail vxml all

se-1-3-6-199#show trace buffer long

Press any key to exit...

1569 03/01 21:38:57.711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SignInENU002.wav

1569 03/01 21:39:00.016 voicemail vxml

"login.login_password.password"

     0x00000003f5476a0b 1234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1569 03/01 21:39:00.868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rkoulagi-spokenName

1569 03/01 21:39:00.882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MsgCountENU128.wav

1569 03/01 21:39:00.916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MsgCountENU001.wav

1569 03/01 21:39:00.936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MenuENU002.wav

1569 03/01 21:39:01.010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MenuENU012.wav

1569 03/01 21:39:01.012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MenuENU004.wav

1569 03/01 21:39:01.013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MenuENU005.wav

1569 03/01 21:39:01.016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SubMenuENU006.wav

1569 03/01 21:39:04.562 voicemail vxml

"main.sub_option.msg_option" 0x00000003f5476a0b 2

1569 03/01 21:39:04.953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esopCustomENU002.wav

1569 03/01 21:39:04.953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05.wav

1569 03/01 21:39:04.954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30.wav

1569 03/01 21:39:04.956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75.wav

1569 03/01 21:39:08.577 voicemail vxml

"addressingSubscriber.dial_by_name.ext_name"

0x00000003f5476a0b 568

1569 03/01 21:39:12.053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13.wav

1569 03/01 21:39:12.055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rkoulagi-spokenName

1569 03/01 21:39:12.064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14.wav

1569 03/01 21:39:12.066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31.wav

1569 03/01 21:39:12.107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play:7008

1569 03/01 21:39:12.109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51.wav

1569 03/01 21:39:12.110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24.wav



1569 03/01 21:39:20.182 voicemail vxml

     

"addressingSubscriber.name_search_and_select.select_name

" 0x00000003f5476a0b 1

1569 03/01 21:39:22.181 voicemail vxml "TIMEOUT"

0x00000003f5476a0b AvAddrSearchENU008.wav

이 표에서는 디버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코드 메시지

AvAesopCusto
mENU001

{"안녕하세요. Aesop Messaging
System.터치톤 전화기에서 언제든지 내
선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연산자를 보유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02 {"사람의 이름 철자"}

AvAesopCusto
mENU003

{"녹음 도움말.녹음을 들으시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녹음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
하려면 3번을 누르십시오. 녹화를 중지하
시려면 #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04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3번을 누르십시오
. 다시 녹음하시려면 4번을 누르십시오. "}

AvAesopCusto
mENU005 {"새 메시지가 20개 이상 있습니다."}

AvAesopCusto
mENU006

{"그리고 20명 이상이 긴급한 경우입니다
."}

AvAesopCusto
mENU007 {"저장된 메시지가 20개 이상 있습니다."}

AvAesopCusto
mENU008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20개 이상 있습니
다."}

AvAesopCusto
mENU009 {"아직 새 메시지가 20개 이상 있습니다."}

AvAesopCusto
mENU010

{"메시지 요약 도움말.메시지 요약에서 메
시지를 보낸 사람, 메시지 도착 시간 등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AvAesopCusto
mENU011

{"메시지 메뉴 도움말.메시지를 재생한 후
이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메
시지를 반복하려면 1을 누릅니다. 저장하
려면 2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3을 누릅니다. 가입자가 보낸 메시지인
경우 4를 눌러 메시지에 회신할 수 있습



니다. 가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5를 누릅니다. 새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
려면 6을 누릅니다. 메시지를 건너뛰고
그대로 유지하려면 #을 누릅니다.메시지
재생을 종료하려면 *."}을 누릅니다.

AvAesopCusto
mENU012

{"메시지 도움말 보내기.이 메뉴를 사용하
여 보내는 메시지를 변경합니다.주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1을 누릅니다. 메
시지를 기록하거나 다시 녹음하려면 2를
누릅니다. 긴급 또는 반송 영수증과 같은
특수 배달 설정을 확인하려면 3을 누릅니
다. 메시지 및 설정을 검토하려면 4를 누
릅니다. 메시지를 현재 상태로 보내려면
#을 누릅니다.이 메시지 전송을 취소하고
가입자 메뉴로 종료하려면 *."}을 누르십
시오.

AvAesopCusto
mENU013

{"녹음을 들으시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저장하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다시 녹음
하시려면 3번을 누르십시오. 메시지를 보
내려면 #을 누르십시오.메시지 옵션을 보
려면 *."}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14

{"메시지 도움말 편집이 메뉴를 사용하여
메시지 녹음을 편집합니다.현재 녹음을
들으시려면 1번. 현재 녹음을 저장하려면
2번. 녹음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3번.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려면 #을 누르
십시오.메시지 옵션을 보려면 *."}을 누르
십시오.

AvAesopCusto
mENU015

{"인사말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십시오.
개인 설정을 원하시면 3번을 누르십시오
."}

AvAesopCusto
mENU016

{"설치 옵션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사서함 설정을 변경합니다.인사말을 다시
녹음하고 녹음된 이름과 같은 개인 설정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vAesopCusto
mENU017

{"Cisco 메시징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메시징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려
면 잠시 시간을 내어 설정을 맞춤 설정하
거나 업데이트하십시오.종료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18

{"제공 옵션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특수 배송 옵션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긴급 메시지는 일반 메시지보다 먼저 전
송됩니다.긴급한 경우 1을 누릅니다. 개
인 메시지는 전화를 사용하여 다른 수신
자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비공개 메시
지는 3을 누르고,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
려면 #을 누릅니다.배달 옵션을 종료하려
면 *. "}을 누릅니다.

AvAesopCusto
mENU019 {"경고음"}



AvAesopCusto
mENU020 {"이 사서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vAesopCusto
mENU021

{"사서함의 다음 메시지가 만료되었습니
다."}

AvAesopCusto
mENU022 {"다음?"}

AvAesopCusto
mENU023

{"만료된 메시지가 사서함에서 삭제됩니
다."}

AvAesopCusto
mENU024

{"만료된 메시지 도움말.이 메시지는 메시
지를 이 사서함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기
간에 도달했습니다.이 메시지를 반복하려
면 1을 누릅니다. 최대 기간 동안 다시 저
장하려면 2를 누릅니다. 삭제하려면 3을
누르고 건너뛰려면 #을 누릅니다.}

AvAesopCusto
mENU025

{"받은 편지함이 꽉 찼습니다.새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부 메시지를 삭
제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26

{"일반 배달 사서함의 경우 9번을 누르십
시오."}

AvAesopCusto
mENU027 {"일반 배달 사서함"}

AvAesopCusto
mENU028

{"일반 배달 사서함 도움말.이 목록을 사
용하여 로그인할 일반 배달 사서함을 선
택합니다.원하는 일반 배달 사서함이 들
리면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주 메뉴로 돌
아가려면 *."}

AvAesopCusto
mENU029 {"영어로 1번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30

{"언어 설정을 보려면 4번을 누르십시오
."}

AvAesopCusto
mENU031 {"영국 영어는 2번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32 {"일치하는 이름"}

AvAesopCusto
mENU033

{"죄송합니다. 연결하려는 사서함을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나중에 다시 전화하
십시오."}

AvAesopCusto
mENU034

{"죄송합니다. 현재 사서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AvAesopCusto
mENU035

{"죄송합니다.이 확장과 연결된 사서함이
없습니다."}

AvAesopCusto
mENU036 {"죄송합니다. 메시지..."}

AvAesopCusto
mENU037 {"에 배달할 수 없습니다."}

AvAesopCusto
mENU038

{"다음 받는 사람에게 배달할 수 없습니다
."}



AvAesopCusto
mENU039

{"이 사서함의 소유자가 아닙니다.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40 {"있습니다"}

AvAesopCusto
mENU041 {"알 수 없는 발신자"}

AvAesopCusto
mENU042

{"글로벌 검색을 수행하려면 #을 누르십
시오."}

AvAesopCusto
mENU043

{"언어 설정 도움말을 보려면 선택하십시
오."}

AvAesopCusto
mENU044

{"언어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새 설정은
다음에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적용됩니다
."}

AvAesopCusto
mENU045

{"배달 오류 도움말.전달 오류는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표시
됩니다.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일시
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메시지를 다시
보내 보십시오.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관
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46

{"표준 인사말을 편집하려면 1번을 누르
십시오. 인사말을 번갈아 들으시려면 3번
을 누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0번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47

{"죄송합니다.연결하려는 사서함이 꽉 찼
습니다.나중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48

{"죄송합니다.개인 메시지를 다른 수신자
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AvAesopCusto
mENU049

{"일반 배달 사서함의 수를 더 보려면 9번
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50

{"죄송합니다.받는 사람 사서함이 가득 찼
기 때문에 녹음의 최대 길이에 도달했습
니다."}

AvAesopCusto
mENU051 {"암호는 다음보다 클 수 없습니다."}

AvAesopCusto
mENU052 {"숫자 길이"}

AvAesopCusto
mENU053

{"녹음된 이름을 변경하려면 2번을 누르
십시오."}

AvAesopCusto
mENU054 {"암호를 변경하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55

{"죄송합니다.이 사서함은 이미 사용 중입
니다."}

AvAesopCusto
mENU056 {"나중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57

{"새 이름을 기록하려면 신호음을 사용하
여 사서함 이름을 입력하고 #을 누릅니다
."}



AvAesopCusto
mENU058

{"새 이름을 녹음하려면 신호음에 성과 이
름을 입력하고 #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59 {"현재 기록된 이름을 유지하려면 *."}

AvAesopCusto
mENU060

{"현재 기록된 이름을 유지하려면 #"를 누
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61

{"죄송합니다.받은 편지함이 가득 찼습니
다.인사말은 녹음할 수 없습니다.지금 일
부 메시지를 삭제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62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받기 전에 발신자
에게 표준 인사말이 재생됩니다.대체 인
사말은 표준 인사말 대신 사용됩니다.휴
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인사말을 삭제하려면 신호음 뒤에
#을 누르십시오."}

AvAesopCusto
mENU063

{"죄송합니다.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시지
를 기록하십시오."}

AvAesopCusto
mENU064 {"초 길이"}

AvAesopCusto
mENU065

{"개인 설정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전화 암호 또는 녹음된 이름과 같은 사용
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vAesopCusto
mENU066

{"개인 설정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녹음된 이름을 변경합니다."}

AvAesopCusto
mENU067 {"및 암호"}

AvAddrSearch
ENU001 {"사람 이름 맞춤법"}

AvAddrSearch
ENU005 {"성과 이름의 철자"}

AvAddrSearch
ENU006 {"성과 이름의 철자를 쓰십시오."}

AvAddrSearch
ENU008 {"추가됨"}

AvAddrSearch
ENU013 {"대상"}

AvAddrSearch
ENU014 {"at"}

AvAddrSearch
ENU016 {"일치하는 이름이 2개 있습니다."}

AvAddrSearch
ENU017 {"일치하는 이름이 3개 있습니다."}

AvAddrSearch
ENU018 {"일치하는 이름이 4개 있습니다."}

AvAddrSearch
ENU019 {"일치하는 이름이 5개 있습니다."}

AvAddrSearch
ENU020 {"일치하는 이름이 6개 있습니다."}



AvAddrSearch
ENU022 {"번호로 이름을 선택합니다."}

AvAddrSearch
ENU023 {"새 검색의 경우 #을 누르십시오."}

AvAddrSearch
ENU024 {"새 검색을 수행하려면 *."}

AvAddrSearch
ENU025 {"더 이상 이름이 없습니다."}

AvAddrSearch
ENU030 {"Q는 7번을, Z는 9번을 누르십시오."}

AvAddrSearch
ENU031 {"내선 번호"}

AvAddrSearch
ENU033 {"취소하려면 *."}

AvAddrSearch
ENU037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AvAddrSearch
ENU051 {"1번."}

AvAddrSearch
ENU052 {"2번."}

AvAddrSearch
ENU053 {"3번."}

AvAddrSearch
ENU054 {"4."}

AvAddrSearch
ENU055 {"3번."}

AvAddrSearch
ENU056 {"6번."}

AvAddrSearch
ENU065 {"주소 검색 도움말"}

AvAddrSearch
ENU066

{"이름을 맞춤식으로 입력하거나 내선 번
호를 입력하여 이름을 추가합니다."}

AvAddrSearch
ENU069

{"이 디렉토리는 이름 또는 확장명을 검색
합니다."}

AvAddrSearch
ENU070 {"각 항목을 #"}(으)로 종료

AvAddrSearch
ENU072

{"키패드를 사용하여 이름의 철자를 지정
합니다."}

AvAddrSearch
ENU074 {"이름 추가를 중지하려면 *."}

AvAddrSearch
ENU075

{"맞춤법 및 숫자 항목 사이를 전환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AvAddrSearch
ENU077 {"여러 일치 도움말"}

AvAddrSearch
ENU078

{"이 목록을 사용하여 원하는 일치하는 이
름을 선택하십시오."}

AvAddrSearch {"원하는 이름을 들으면 번호를 누르십시



ENU079 오."}
AvAddrSearch
ENU082 {"를 눌러 새 검색을 시작합니다."}

AvAddrSearch
ENU106

{"죄송합니다.일치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철자를 사용해 보세요."}

AvAddrSearch
ENU113

{"일치하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문자를
더 추가하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AvAddrSearch
ENU117 {"이름에 문자를 더 추가합니다."}

AvAddrSearch
ENU127 {"press #"}

AvAddrSearch
ENU128 {"올바르지 않은 경우 *."}

AvCommonEN
U001 {"어제"}

AvCommonEN
U002 {"오늘"}

AvCommonEN
U047 {"at"}

AvConvPause
ENU008 {"press"}

AvConvUtilsE
NU010

{"죄송합니다.잘못된 선택입니다.다시 시
도하십시오."}

AvConvUtilsE
NU026

{"죄송합니다.녹음의 최대 길이에 도달했
습니다."}

FailsafeENU
{"죄송합니다. 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통
화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나중에 다시 전
화 주세요.안녕히 가세요."}

AvPHGreetEN
U001

{"이 메시지를 보내려면 1번을 누르십시
오."}

AvPHGreetEN
U002

{"이 메시지를 보통 우선 순위로 보내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이 메시지를 긴급 우
선 순위로 보내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AvPHGreetEN
U003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3번을 누르십시오
. 다시 녹음하시려면 4번을 누르십시오.
추가하려면 5번을 누르십시오."}

AvPHGreetEN
U005

{"전화를 거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AvPHGreetEN
U008

{"감사합니다.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

AvPHGreetEN
U011

{"죄송합니다.요청한 내선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vPHGreetEN
U017 {"녹음"}

AvPHGreetEN
U018 {"죄송합니다."}

AvPHGreetEN {"통화 중이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U019
AvPHGreetEN
U020 {"통화 중입니다."}

AvPHGreetEN
U021 {"죄송합니다.확장"}

AvPHGreetEN
U402

{"죄송합니다.해당 항목을 유효한 항목으
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AvPHGreetEN
U403 {"취소하려면 6번을 누르십시오."}

Av하위 주소 메
시지ENU002

{"이름을 추가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현
재 이름을 들으시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이름을 제거하려면 3번을 누르십시오. 보
내려면 #을 누르십시오."}

Av하위 주소 메
시지ENU004

{"이름을 추가하려면 1을 누르고 보내려
면 #을 누릅니다.종료하려면 *."}을 누르
십시오.

Av하위 주소 메
시지ENU006

{"주소 메시지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받을 이름 목록을 만들거나 편
집합니다.주소 목록에 개별 이름과 메일
그룹 이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름을
추가하려면 1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현재
이름을 들으려면 2를 누릅니다. 이름을
제거하려면 3을 누릅니다. 메시지를 보내
려면 #을 누릅니다.메시지 옵션을 보려면
*."}을 누르십시오.

AvOcwedENU
024

{"이 메시지를 반복하려면 1번을 누르십
시오."}

Av하위 인사말
ENU001 {"현재 인사말이 표준 인사말:"}

Av하위 인사말
ENU003 {"현재 인사말이 대체 인사말:"}

Av하위 인사말
ENU004

{"이 인사말을 다시 녹음하려면 1번을 누
르십시오."}

Av하위 인사말
ENU006

{"다른 인사말을 켜려면 2번을 누르십시
오."}

Av하위 인사말
ENU008

{"다른 인사말을 끄려면 2번을 누르십시
오."}

Av하위 인사말
ENU010

{"다른 인사말을 편집하려면 3번을 누르
십시오. 인사말을 모두 들으시려면 4번을
누르십시오. 끝내려면 * 키를 누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0을 누르십시오."}

Av하위 인사말
ENU012 {"표준 인사말:"}

Av하위 인사말
ENU014 {"죄송합니다."}

Av하위 인사말
ENU016 {"대체 인사말:"}

Av하위 인사말 {"신호음을 통해 인사말을 녹음할 수 있습



ENU017 니다.완료되면 #을 누릅니다."}
Av하위 인사말
ENU018 {"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v하위 인사말
ENU019

{"표준 인사말을 편집하려면 1번을 누르
십시오. 인사말을 닫은 후 2번을 누르십
시오. 인사말 대신 3번을 누르십시오. 도
움이 필요하면 0번을 누르십시오."}

Av하위 인사말
ENU022

{"표준 인사말이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재
생됩니다.정규 업무 시간 후에 닫힌 인사
말이 재생됩니다.대체 인사말은 다른 모
든 인사말 대신 사용됩니다.휴가와 같은
특수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v하위 인사말
ENU023

{"이 인사말을 다시 녹음하려면 1을 누르
십시오. 계속 진행하시려면 #을 누르십시
오."}

Av 하위 메뉴
ENU001

{"새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1번을 누르십
시오."}

Av 하위 메뉴
ENU002 {"메시지를 보내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Av 하위 메뉴
ENU003

{"이전 메시지를 검토하려면 3번을 누르
십시오."}

Av하위 메뉴
ENU004

{"설정 옵션을 보려면 4번을 누르십시오
."}

Av 하위 메뉴
ENU005 {"도움이 필요하면 0번을 누르십시오."}

Av 하위 메뉴
ENU006 {"종료하려면 *."}

Av하위 메뉴
ENU012 {"이전 메시지가 없습니다."}

Av하위 메뉴
ENU013

{"가입자 도움말.이 가입자 메뉴를 사용하
여 도착한 새 메시지를 듣고, 다른 가입자
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 연 모든 메
시지를 듣거나, 인사말 및 녹음된 이름과
같은 상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1 {" 새 메시지가 없습니다."}

AvSubMsgCou
ntENU002 {" 새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3 {" 새 메시지가 두 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4 {" 새 메시지가 세 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5 {" 새 메시지가 4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6 {" 새 메시지가 5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7 {" 6개의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8 {" 새 메시지가 7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9 {" 새 메시지가 8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0 {" 9개의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1 {" 새 메시지가 10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2 {" 새 메시지가 11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3 {" 새 메시지가 12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4 {" 새 메시지 13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5 {" 새 메시지가 14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6 {" 새 메시지 15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7 {" 새 메시지가 16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8 {" 새 메시지가 17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19 {" 새 메시지가 18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20 {" 새 메시지가 19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21 {" 새 메시지가 20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23 {" 및 하나는 긴급한 경우입니다."}

AvSubMsgCou
ntENU024 {" 및 두 개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25 {" 및 3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26 {" 및 4 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27 {" 및 5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28 {" 및 6 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29 {" 및 7 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30 {"와 8"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31 {" 및 9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 및 10이 시급합니다."}



ntENU032
AvSubMsgCou
ntENU033 {" 및 11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34 {" 및 12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35 {" 및 13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36 {" 및 14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17 {" 및 15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38 {" 및 16개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39 {" 및 17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40 {" 및 18은 긴급한 경우입니다."}

AvSubMsgCou
ntENU041 {" 및 19가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42 {" 및 20이 시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086 {" 저장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87 {" 저장된 메시지가 두 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88 {" 세 개의 저장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09 {" 저장된 메시지가 4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0 {" 저장된 메시지가 5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1 {" 저장된 메시지가 6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2 {" 저장된 메시지가 7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3 {" 저장된 메시지가 8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4 {" 저장된 메시지가 9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5 {" 10개의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6 {" 저장된 메시지 11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7 {" 저장된 메시지 12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8 {" 저장된 메시지 13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099 {" 저장된 메시지가 14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100 {" 15개의 저장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01 {" 저장된 메시지는 16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102 {" 저장된 메시지는 17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103 {" 저장된 메시지가 18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104 {" 저장된 메시지가 19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05 {" 저장된 메시지가 20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107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08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두 개 있습니다
."}

AvSubMsgCou
ntENU109

{" 또한 세 개의 저장된 메시지가 있습니
다."}

AvSubMsgCou
ntENU110

{" 또한 4개의 저장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

AvSubMsgCou
ntENU111

{" 또한 5개의 저장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

AvSubMsgCou
ntENU112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6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13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7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14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8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15 {" 또한 저장된 메시지는 9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016 {" 또한 저장된 메시지 10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17 {" 또한 저장된 메시지 11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18 {" 또한 저장된 메시지 12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19 {" 또한 저장된 메시지는 13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120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14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21 {" 또한 저장된 메시지 15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22 {" 또한 저장된 메시지는 16개입니다."}

AvSubMsgCou {" 또한 저장된 메시지는 17개입니다."}



ntENU123
AvSubMsgCou
ntENU124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18개입니다."}

AvSubMsgCou
ntENU125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19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26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20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27

{" 또한 저장된 메시지가 20개 이상 있습
니다."}

AvSubMsgCou
ntENU149 {" 아직 새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0 {" 아직 두 개의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1 {" 아직 3개의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2 {" 아직 새 메시지가 4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3 {" 아직 새 메시지가 5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4 {" 아직 6개의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5 {" 아직 새 메시지가 7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6 {" 아직 8개의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7 {" 아직 9개의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8 {" 아직 새 메시지가 10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59 {" 아직 새 메시지가 11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0 {" 아직 새 메시지가 12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1 {" 아직 새 메시지 13개가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2 {" 아직 새 메시지가 14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3 {" 아직 새 메시지가 15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4 {" 아직 새 메시지가 16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5 {" 아직 새 메시지가 17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6 {" 아직 새 메시지가 18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7 {" 아직 새 메시지가 19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68 {" 아직 새 메시지가 20개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28 {" 안녕하세요."}

AvSubMsgCou
ntENU134 {" 보유하고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135 {"...매우 중요합니다."}

AvSubMsgCou
ntENU138 {"...새 메시지"}

AvSubMsgCou
ntENU139 {" 및"}

AvSubMsgCou
ntENU140 {"...긴급합니다."}

AvSubMsgCou
ntENU121 {"...저장된 메시지입니다."}

AvSubMsgCou
ntENU142 {" Plus You have."}

AvSubMsgCou
ntENU170 {" 아직 있습니다."}

AvSubMsgCou
ntENU331

{"메모.받은 편지함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십시오."}

AvSubMsgCou
ntENU341

{" 내용을 들으시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

AvSubMsgCou
ntENU342

{" 내용을 들으시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

AvSubMsgPla
yENU002 {"...전송됨."}

AvSubMsgPla
yENU003 {"메시지"}

AvSubMsgPla
yENU004 {"저장된 메시지."}

AvSubMsgPla
yENU006 {"긴급 음성 메시지"}

AvSubMsgPla
yENU017 {"왼쪽"}

AvSubMsgPla
yENU008

{"메시지 요약 도움말.메시지 요약에서 메
시지를 보낸 사람,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
등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메
시지 전후에 표시되는 요약 정보를 제어
하려면 설정 옵션을 검토하십시오."}

AvSubMsgPla
yENU010

{"이 메시지를 반복하려면 1을 누르고 저
장하려면 2를 누르고 삭제하려면 3을 누
르고, 회신하려면 4를, 건너뛰려면 #을 누
릅니다.추가 옵션 및 도움말을 보려면
0을 누르십시오."}

AvSubMsgPla
yENU016

{"메시지 메뉴 도움말.메시지를 재생한 후
이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메시



지를 반복하려면 1을 누르고 저장하려면
2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3을
누릅니다. 가입자에서 보낸 메시지인 경
우 4를 눌러 메시지에 회신할 수 있습니
다. 메시지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려면 5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다시 새 메시지로 표
시하려면 6을 누릅니다. 메시지에서 뒤로
이동하려면 7을 누릅니다. 메시지 요약을
들으려면 9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건너뛰
고 그대로 유지하려면 #을 누릅니다.메시
지 재생을 종료하려면 *."}을 누릅니다.

AvSubMsgPla
yENU017 {"메시지가 저장되었습니다."}

AvSubMsgPla
yENU018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AvSubMsgPla
yENU019 {"회신이 전송되었습니다."}

AvSubMsgPla
yENU021 {"새 메시지로 표시됨"}

AvSubMsgPla
yENU022

{"죄송합니다.이 메시지는 응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AvSubMsgPla
yENU023

{"회신.신호음이 나면 회신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완료되면 #."}

AvSubMsgPla
yENU087

{"이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그런 다음
원본 메시지를 사용하여 수행할 작업을
결정합니다."}

AvSubMsgPla
yENU088 {"회신이 취소되었습니다."}

AvSubMsgPla
yENU090

{"죄송합니다.해당 메시지를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vSubMsgPla
yENU099 {"확장"}

AvSubMsgPla
yENU103

{"받은 편지함이 거의 꽉 찼습니다.일부
메시지를 삭제하십시오."}

AvSubMsgPla
yENU108 {"메시지 전달"}

AvSubMsgPla
yENU159 {"비공개 표시"}

AvSubMsgSta
ckENU001 {"새 메시지의 끝"}

AvSubMsgSta
ckENU002 {"저장된 메시지."}

AvSubMsgSta
ckENU003 {"저장된 메시지의 끝"}

AvSubMsgSta
ckENU004 {"새 메시지"}

AvSubMsgSta
ckENU005 {"..긴급 음성 메시지"}



AvSubSendMs
gENU001

{"주소 지정을 변경하려면 1번을 누르십
시오."}

AvSubSendMs
gENU002 {"메시지를 보내려면 1번을 누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03 {"녹음을 변경하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05

{"특별 배송을 변경하려면 3번을 누르십
시오."}

AvSubSendMs
gENU007

{"메시지를 검토하려면 4번을 누르십시오
."}

AvSubSendMs
gENU008 {"메시지를 보내려면 #을 누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09

{"메시지를 취소하고 종료하려면 *.를 누
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17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vSubSendMs
gENU018 {"메시지가 취소되었습니다."}

AvSubSendMs
gENU028 {"이 메시지는 다음 주소로 전송됩니다."}

AvSubSendMs
gENU021

{"이 긴급 메시지는 다음 주소로 전송됩니
다."}

AvSubSendMs
gENU023 {"비공개 "}(으)로 표시됨

AvSubSendMs
gENU027 {"이 메시지에 기록이 없습니다."}

AvSubSendMs
gENU028 {"이 메시지에 주소가 없습니다."}

AvSubSendMs
gENU029 {"이 긴급 메시지에 주소가 없습니다."}

AvSubSendMs
gENU030

{"메시지 도움말 보내기.이 메뉴를 사용하
여 보내는 메시지를 변경합니다.주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1을 누릅니다. 메
시지를 기록하거나 다시 녹음하려면 2를
누릅니다. 긴급 또는 반송 영수증과 같은
특수 배달 설정을 확인하려면 3을 누릅니
다. 메시지 및 설정을 검토하려면 4를 누
릅니다. 메시지를 현재 상태로 보내려면
#을 누릅니다.이 메시지 전송을 취소하고
가입자 메뉴로 종료하려면 *."}을 누르십
시오.

AvSubSendMs
gENU031

{"다른 이름을 추가하려면 1을 누르십시
오. 메시지를 녹음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

AvSubSendMs
gENU032

{"메시지 옵션을 보려면 1을 누르십시오.
메시지를 보내려면 #을 누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33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면 1을 누르십시
오. 끝내려면 *."}



AvSubSendMs
gENU036

{"더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받으려면 1번
을 누르십시오. 메시지를 녹음할 준비가
되었으면 #을 누르십시오.메시지를 취소
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35

{"메시지 옵션을 보려면 1을 누르십시오.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려면 #을 누르십시
오."}

AvSubSendMs
gENU036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새 메시지를
보내려면 1을 누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를 눌러 [가입자] 메뉴로 돌아갑니다."}

AvSubSendMs
gENU050

{"신호음을 통해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습
니다.완료되면 #을 누릅니다."}

AvSubSendMs
gENU055

{"메시지 도움말 편집이 메뉴를 사용하여
메시지 녹음을 편집합니다.현재 녹음을
들으시려면 1번. 현재 녹음을 저장하려면
2번. 녹음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3번. 녹음에 추가하려면 4번. 메시지를 그
대로 보내려면 #을 누르십시오.메시지 옵
션을 보려면 *."}을 누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56 {"기록이 저장되었습니다."}

AvSubSendMs
gENU057 {"감사합니다."}

AvSubSendMs
gENU058

{"다른 이름을 추가하려면 1을 누르십시
오. 메시지에 대한 소개를 녹음하려면
2를 누르십시오. 메시지 옵션을 원하시면
3번을 누르십시오.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
하시려면 #을 누르십시오."}

AvSubSendMs
gENU060

{"소개 내용을 녹음하려면 2번을 누르십
시오."}

AvSubSendMs
gENU061

{"어조에 소개사항을 기록하고 완료했으
면 #을 누르십시오.녹음 중...}

AvSubSendMs
gENU062 {"전달이 취소되었습니다."}

AvSubSendMs
gENU064

{"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받으려면
1을 누르십시오. 메시지 시작 시 소개를
녹음하려면 2를 누르십시오. 메시지 옵션
을 원하시면 3번을 누르십시오. 변경 없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면 #을 누르십시
오.메시지 전달을 취소하려면 *."}을 누르
십시오.

AvSubSetupM
enuENU001 {"설정 옵션."}

AvSubSetupM
enuENU002

{"인사말 및 호전환은 1번을 누르십시오.
메시지 설정은 2번을 누르십시오. 개인
설정을 원하시면 3번을 누르십시오. 도움
이 필요하면 0번을 누르십시오."}

AvSubSetupM
enuENU004

{"설치 옵션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사서함 및 메시지 설정을 변경합니다.인



사말을 다시 녹음하고, 통화 호전환을 변
경하고, 메시지를 재생하는 방법을 변경
하고, 녹음된 이름 및 암호와 같은 개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vSubSetup메
뉴ENU012

{"암호를 변경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녹
음된 이름을 변경하려면 2를 누르십시오.
디렉터리 목록을 변경하려면 3번을 누르
십시오."}

AvSubSetup메
뉴ENU014

{"개인 설정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전화 암호, 녹음된 이름 또는 디렉터리 지
원 목록에 대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AvSubSetup메
뉴ENU015 {"개인 설정"}

AvSubSetupM
enuENU016

{"메시지 설정 도움말.이 메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처리하고 알리는 방법을 변경합
니다.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방식
, 시스템에서 메뉴를 표시하는 방법, 수신
메시지에 대해 듣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설정한 개인 메일 그룹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AvSubSetup메
뉴ENU020

{"인사말을 변경하려면 1을 누르십시오.
호전환을 변경하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0번을 누르십시오."}

AvSubSetupM
enuENU022

{"인사말 및 도움말 전송이 메뉴를 사용하
여 개인 인사말을 변경합니다.내선 번호
를 누르지 않고 음성 메일에 통화를 직접
라우팅하도록 통화 호전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vSubSetupM
enuENU094 {"종료하려면 *."}

AvSubSetupM
enuENU177 {"메시지 설정"}

AvSubSetup유
틸리티
ENU001

{"도움이 필요하면 0을 누르십시오. "}

AvSubSetup유
틸리티
ENU002

{"녹음된 이름은 "}

AvSubSetup유
틸리티
ENU003

{"기록된 이름이 없습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04

{"현재 기록된 이름을 유지하려면 * 키를
누르십시오.새 이름을 녹음하려면 신호음
에 이름과 마지막 이름을 입력하고 #을
누릅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05

{"기록된 이름 도움말.녹음된 이름은 발신
자를 식별합니다.또한 보내는 메시지를
식별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이름과 성만
다른 단어 없이 녹음하세요.추가 소음을



기록하지 않으려면 말을 마치자마자 #을
누르십시오.녹음된 이름을 삭제하려면 신
호음 뒤에 #을 누르십시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08

{"새 암호를 입력한 다음 #을 누릅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09

{"새 암호를 다시 입력하여 확인한 다음
#을 누릅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11

{"새 암호가 활성 상태입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12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유효한 암호가 필
요합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14

{"암호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19

{"Cisco Unit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nity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설정을 맞춤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하
십시오.종료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20

{"녹음된 이름은 다른 발신자에게 사용자
를 식별합니다.또한 다른 사람이 메시지
를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21

{"비밀번호는 메시지의 개인 정보를 보호
합니다.비밀번호는 이상이어야 합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22

{"발신자가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
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개인 인사
말을 통해 발신자가 메시지를 남기도록
권장합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23

{"...길이가 긴 숫자입니다.기억하기 쉽지
만 다른 사람이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
호를 사용합니다.추가 보안을 위해 때때
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25

{"감사합니다.등록을 마쳤습니다."}

AvSubSetup유
틸리티
ENU031

{"현재 기록된 이름을 유지하려면 #을 누
릅니다.새 이름을 녹음하려면 신호음으로
성과 이름을 말하세요."}

AvSubSignInE
NU001

{"ID를 입력한 후 #을 입력하십시오. <2초
동안 침묵>"}

AvSubSignInE
NU002

{"암호를 입력하십시오.<1.5초 동안 침묵
> "}

AvSubSignInE
NU003

{"죄송합니다.입력한 내용을 듣지 못했습
니다."}



AvSubSignInE
NU004 {"죄송합니다.올바른 항목이 아닙니다."}

AvSubSplDeliv
eryENU001 {"배달 옵션"}

AvSubSplDeliv
eryENU002

{"이 긴급 상태를 나타내려면 1번을 누르
십시오."}

AvSubSplDeliv
eryENU004

{"긴급 배송을 취소하려면 1번을 누르십
시오."}

AvSubSplDeliv
eryENU010

{"이 개인 항목을 표시하려면 3을 누르십
시오."}

AvSubSplDeliv
eryENU012

{"비공개 전송을 취소하려면 3번을 누르
십시오."}

AvSubSplDeliv
eryENU020 {"긴급 취소됨"}

AvSubSplDeliv
eryENU021 {"긴급한 것으로 표시됨"}

AvSubSplDeliv
eryENU022 {"비공개 작업이 취소되었습니다."}

AvSubSplDeliv
eryENU023 {"비공개 표시"}

AvSubUtilsEN
U027 {"이 목록에 "}

AvSubUtilsEN
U028 {"이름"}

AvSubUtilsEN
U029 {"목록을 종료하려면 #을 누르십시오."}

AvSubUtilsEN
U030 {"이 목록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AvSubUtilsEN
U044

{"제거할 이름에 대한 전체 목록을 검토하
려면 1을, 번호별로 이름을 제거하려면
2를, 도움말을 보려면 0을, 종료하려면
*를 누릅니다.}

AvSubUtilsEN
U046

{"제거할 이름이 들리면 3을 누르고, 목록
을 종료하려면 #을 누릅니다."}

AvSubUtilsEN
U053 {"번호로 이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AvSubUtilsEN
U061

{"이름 제거 도움말.목록에서 두 가지 방
법으로 이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전체
목록을 재생하려면 1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제거하려는 이름을 듣자마자 삭제
키를 누릅니다.한 번에 최대 6개의 이름
으로 된 번호가 있는 목록을 들으시려면
2번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번호별로 이름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긴 목록에서 9를
눌러 다음 이름 집합으로 건너뛸 수 있습
니다."}

음성 메일_10 {"10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20 {"10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25 {"25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30 {"30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40 {"40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45 {"45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50 {"50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60 {"60초 동안 음성 메일.."}
음성 메일_15 {"15초 동안 음성 메일.."}
FORWARD_V
M_30 {"30초 동안 메시지 전달..."}

회신_MSG_30 {"30초 동안 메시지 회신..."}
회신_MSG_20 {"20초 동안 메시지 회신..."}
RECORDED_
NAME1 {"비디오 전송"}

RECORDED_
NAME2 {"사친 텐둘카르"}

RECORDED_
NAME3 {"Saurav Ganguly"}

RECORDED_
NAME4 {"Rahul Drawvid"}

RECORDED_
NAME5 {"모하마드 카이프"}

RECORDED_
NAME6 {"유브라즈 싱"}

RECORDED_
NAME7 {"Javagal Srinath"}

RECORDED_
NAME8 {"자위어 칸"}

RECORDED_
NAME9 {"존 라이트"}

GDM_RECOR
DED_NAME {"심판"}

RECORDED_
GREETING1

{"저는 Sachin Tendulkar입니다.메시지
"}"을(를) 남겨 주십시오.

RECORDED_
GREETING2

{"저는 비렌드라 세화입니다.메시지 "}"을
(를) 남겨 주십시오.

RECORDED_
GREETING3

{"저는 존 라이트입니다.메시지 "}"을(를)
남겨 주십시오.

녹음된_인사말 {"라비 코우라구입니다.메시지 "}"을(를)
남겨 주십시오.

0 {"0"}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자동 전화 교환 디코딩된 프롬프트

코드 메시지
아우엘컴 {"자동 전화 교환 시작"}

AAMain메
뉴

{"연결하려는 사람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려면
1을 누르고, 연결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
하려면 2번을 누르고, 통신사로 호전환하려면
0을 누르십시오." }

내외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 키를 누르십시오."}
내선 번호 {"전화 걸기"}
전화 연결 {"연결하려는 전화 번호"}
AAOutOfS
ervice전화 {"현재 서비스가 없습니다."}

AAName
다이얼

{"전화할 사람의 성을 철자 다음에 이름을 입
력합니다.문자 Q는 7번을 누르고 Z는 9번을
누르십시오.}

AAC호출 {"전화 걸기"}

AASorry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계속 기
다려 주십시오. 곧 몇 명이 함께 올 것입니다
."}

계속(_T) {"아직 계십니까?"}

별
{"star"} en_USrecord {"1을 눌러 요일을 보내
고 2를 눌러 시간을 보내고, 3을 눌러 다른 일
반 단계를 실행하고, *를 눌러 종료합니다."}

a {"a"}
b {"b"}
c {"c"}
d {"d"}
e-메일 {"e"}



   

f {"f"}
g {"g"}
h {"h"}
난 {"i"}
j {"j"}
k {"k"}
l {"l"}
m {"m"}
n {"n"}
o {"o"}
p {"p"}
q {"q"}
r {"r"}
s {"s"}
없음 {"t"}
u {"u"}
v {"v"}
x {"x"}
y {"y"}
z {"z"}

관련 정보

CUE에서 추적 데이터 설정 및 수집●

Cisco CallManager Express/Cisco Unity Express 컨피그레이션 예●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IP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20/products_tech_note09186a0080250d90.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20/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a008037f2a9.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652/tsd_technology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tsd_products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Unity Express Decode Cisco IOS 디버그 프롬프트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배경 정보
	CUE 디코딩된 추적
	추적
	음성 메일 VXML 추적 사용
	자동 전화 교환 디코딩된 프롬프트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