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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Business Edition 3000(BE3000)에서 T1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BE3000 관리●

ISDN 구성 및 설정●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Business Edition 3000을 기반으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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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Cisco BE3000은 T1 연결용 RJ-45 포트 2개를 제공합니다.BE3000의 내부 게이트웨이에서 First
Time Setup Wizard(최초 설정 마법사) 또는 Post Installation(설치 후)을 통해 회로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최초 설정 마법사

브라우저를 열고 BE3000 IP 주소를 입력합니다.1.

다음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이름: admin비밀번호: BE-3000

2.

First Time Setup Wizard를 계속 진행합니다.First Time Setup Wizar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Business Edition 3000(Single-Site Deployment) Implementation Guide(PDF 다운로드
)의 Using the First Time Setup Wizard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

Setup Mode (Step 2 of 2)(설정 모드(2/2 단계)) 영역에서 Manual Setup(수동 설정) 라디오 버
튼을 클릭합니다.

4.

System Identification(시스템 식별)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IP Address(시스템
)는 BE3000의 IP 주소이고, IP Address(미디어 리소스)는 내부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입니다.

5.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tools.cisco.com/s2slv2/ViewDocument?docName=EXT-AS-441615


참고:컴퓨터를 BE3000에 직접 연결한 경우 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속을 클
릭하여 구성을 계속 진행합니다.

내부 게이트웨이에 대한 PRI(Primary Rate Interface) 설정을 정의하려면 Configure Port(포트
구성) 영역에서 회로에 적용되는 설정(텔코에게 제공된 설정)을 입력합니다.

6.





다음 단계에서 내부 게이트웨이의 두 번째 포트를 사용하려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7.

First Time Setup Wizard를 계속 진행합니다.마침을 클릭하면 서버가 다시 시작됩니다.8.

서버가 다시 시작된 후 네트워크에 연결한 다음 같은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에서 해당 서버
를 찾습니다.

9.

회로를 적절한 포트에 연결하고 Health Summary 페이지에서 경보가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레이어가 작동하는 경우 Health Summary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0.



설치 후

프로비저닝하려는 포트에 회로를 연결합니다.1.

BE3000에 로그인합니다.2.

Connections(연결) > PSTN Connections(PSTN 연결)로 이동합니다.3.

Add PSTN Connection(PSTN 연결 추가)을 클릭합니다.4.

Connection Type(연결 유형)을 클릭하고 Connection Type(연결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PSTN 연결 유형을 선택합니다.

5.



Device(디바이스)를 클릭하고 Device Type(디바이스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CUCMBE3000을 선택하고 Device(디바이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internal-gateway(내부 게이
트웨이)를 선택합니다.

6.

Provider(사업자)를 클릭하고 통신 컨피그레이션과 일치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합니다.7.

연결 설정을 확인하려면 Connection Settings(연결 설정)를 클릭합니다.8.

다음을 확인합니다.

Connection Settings(연결 설정) 페이지에서 적절한 포트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S0/SU0/DS1-0은 포트 0입니다.
S0/SU0/DS1-1은 포트 1입니다.

1.

프로토콜 유형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2.



마침을 클릭합니다.프로세스가 성공하면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Add was successful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3.

Monitoring(모니터링) > Health Summary(상태 요약)로 이동하여 경보가 여전히 암호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관련 정보

Cisco Business Edition 3000(단일 사이트 구축) 구현 가이드(PDF 다운로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Business Edition 3000 Internal Gateway with T1 구성 예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구성
	최초 설정 마법사
	설치 후

	다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