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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7940/7960 IP Phone은 SCCP(Skinny Call Control Protocol)를 지원하여 Cisco CallManager,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RFC 2543) 또는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와 함께
실행하되 동시에 두 개 이상 실행할 수 없습니다.이는 7940/7960 IP Phone이 다른 제어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부팅 시 서로 다른 펌웨어 버전을 로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이 기능은 최종 사용자에
게 투명하며, 전화기가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에서 다운로드하는 기본 텍스트 기
반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변경 사항을 통해 활성화합니다.이 문서에서는 SIP 로드가 있는 IP 전화기
를 MGCP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SCCP 폰 로드와 SIP 폰 로드 간의 변경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verting a Cisco 7940/7960 CallManager Phone to a SIP Phone and the
Reverse Process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SIP●

MGCP●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7940 또는 7960 IP 전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전화 모델에도 적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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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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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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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에서 MGCP로 IP Phone 로드 변환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OS79XX.TXT 파일은 전화기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더 이상
제어하지 않습니다.이미지 버전 및 업그레이드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image_version 컨피그레이
션 매개변수를 통해 수행됩니다.시작할 때 각 SIP IP 전화기는 SIPDefault.cnf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고 시도합니다.이 파일에는 실행할 이미지를 전화기에 알려주는 image_version 매개 변수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SIP 버전 7.1 소프트웨어를 로드하려는 경우 SIPDefault.cnf에
image_version이 포함되어야 합니다.P0S3-07-1-00. 이미지 로드가 현재 전화기에 로드되어 있는
것과 다른 경우 전화기는 TFTP 서버에 연결하여 새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단계별 절차

기존 SIP IP 전화 로드를 MGCP로 변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서 원하는 MGCP 이진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MGCP IP Phone
7940/7960(등록된 고객만 해당) 및 TFTP 서버의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1.

SIPDefault.cnf 파일을 TFTP 서버의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SIPDefault.cnf 파일은 소프
트웨어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SIP IP Telephone 7940/7960 Software (등록된
고객만 해당).

2.

vi 또는 메모장과 같은 ASCII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TFTP 서버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SIPDefault.cnf 파일을 엽니다.구성 값 image_version을 찾습니다.확장자 없이 MGCP 펌웨어
파일 이름으로 교체합니다.예: P0M3-06-4-00.

3.

MGCP 펌웨어가 복사되는 새 TFTP 서버를 가리키는 IP Phone Network Configuration의
TFTP 서버 IP 주소를 변경합니다.참고: TFTP 서버 IP 주소를 변경하려면 Unlock
Configuration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릴리스 4.2 이상에서는 Unlock Config 항목이 전화기
설정 메뉴에 표시됩니다.구성 잠금 해제를 선택하면 키패드의 영숫자 입력 기능을 사용하여
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phone_password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
를 사용하여 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컨피그레이션이 잠금
해제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Network Configuration(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또는
SIP Configuration(SIP 컨피그레이션) 메뉴가 표시되면 LCD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잠금
아이콘이 잠금 해제 상태를 나타냅니다.잠금 해제된 기호는 네트워크 및 SIP 컨피그레이션 설
정을 수정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설정 메뉴가 종료되면 전화기에서 자동으로 컨피그레이션
을 다시 잠급니다.4.2 이전 릴리스의 경우 **#을 눌러 SIP IP 전화 구성 메뉴의 잠금을 해제합
니다.

4.

IP 전화기를 재부팅합니다.재부팅하는 동안 변경된 image_version이 표시됩니다.MGCP 이미
지를 플래시에 복사합니다.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상태가 포함된 새 MGCP 펌웨어를 사용하
여 전화기가 다시 재부팅됩니다.구성 요청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재설정 중

5.

Cisco MGCP IP Phone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MGCP IP Phone 관리자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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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상태 > 펌웨어 버전을 눌러 새로 로드되는 이미지의 버전을 확인합니다.애플리케이션 로드
ID를 찾습니다.이는 SIPDefault.cnf 파일의 편집된 이미지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

펌웨어 변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TFTP 서버에서 IP 전화로의 IP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TFTP 서버에서 IP 전화를 ping합니다.1.
지정된 파일 이름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오타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2.
TFTP 로그에서 이미지 복사 성공 및 실패 여부를 확인합니다.3.
IP Phone 펌웨어 파일이 클러스터 내의 모든 TFTP 서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하나 이상의 IP
전화기에서 새 전화 로드/펌웨어를 픽업하지 않는 경우 TFTP 위치에서
"XXXXXXXXXXXX.load" 및 "XXX.snb"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관련 정보

Cisco 7940 및 7960 IP Phones 펌웨어 업그레이드 매트릭스●

Cisco MGCP IP Phone 7940/7960 릴리스 6.4의 릴리스 정보●

Cisco 7940/7960 CallManager Phone을 SIP Phone 및 역방향 프로세스로 변환●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음성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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