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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아날로그 전화에 연결된 발신자 ID 상자에서 MWI를 켜는 적절한 신호를 전달하는
VG248 포트의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Cisco CallManager가 음성 메일 시스템과 통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VG248 Analog Phone Gateway●

VG248 소프트웨어 버전 1.3●

아날로그 전화●

발신자 ID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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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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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VG248 Gateway는 Cisco AVVID(Architecture for Video, Voice, and Integrated Data)가 지원하는
제품으로, 조직이 아날로그 장치를 현재 IP 텔레포니 기술과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VG248은 Cisco CallManager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 음성 시스템 내에서 아날로그 전화, 팩스 머신,
모뎀, 음성 메일 시스템 및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입니다.

MWI(Message Waiting Indicators)가 있는 발신자 ID 상자와 인라인으로 연결된 아날로그 전화 시스
템을 사용하면 발신자 ID 상자가 전화 회사로부터 적절한 신호를 받아 MWI를 정상적으로 표시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음성 메일이 대기 중임을 나타냅니다.전화 회사에서 전파하는 두 가지 유
형의 신호는 Stutter Tons와 FSK(Frequency-Shift Keying) 신호음입니다.이러한 신호음의 목적은
메시지가 기록될 때 MWI를 켜는 것이지만, 전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발신자 ID 상자 모델에서
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VG248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50W~160W이며, 연결된 전화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VG248은 아날로그 전화에 MWI 메시지를 보내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합니다.VG248에 서로 다른
유형의 아날로그 전화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포트별로 MWI 유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따
라서 MWI 램프가 포함된 아날로그 전화기가 있는 경우 MWI 램프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대기 중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또는 사용자가 전화를 받을 때 신호음을 재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은 VG248에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램프(90볼트 신호) - 전화기의 램프를 켜습니다.●

Caller ID (FSK Tone) - 발신자 ID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전화의 LCD 화면으로 MWI 메시지를
보냅니다.

●

Stutter (Stutter Tone) - 사용자가 전화기를 들어 올때 신호음을 재생합니다.●

Lamp + Stutter - 램프를 밝게 하고 신호음을 재생합니다.●

Caller ID + Stutter(발신자 ID + 스터터) - LCD 화면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신호음을 재생합니다.●

None(없음) - MWI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구성

아날로그 폰과 함께 발신자 ID 상자 인라인에서 발신자 ID(FSK 신호음)를 지원하도록 VG248 포트
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주 메뉴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

1.



텔레포니를 선택합니다
.

2.

Port specific parameters를 선택합니다
.

3.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구성할 포트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
.

4.

MWI 방법을 선택합니다
.

5.

발신자 ID 옵션을 선택합니다
.

6.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VG248을 설정하여 자세한 정보(정보, 오류 또는 경고)를 기록하고 특정 포트에 로깅할 수 있습니다
.로깅 레벨을 설정하고 포트를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주 메뉴에서 진단을 선택합니다
.

1.

Event log를 선택합니다
.

2.



로깅 수준 설정을 선택합니다
.

3.

Set Logging Levels(로깅 레벨 설정)에서 Voice Mail(VM) 및 SCCP Errors(음성 메일) +
Warnings(경고) + Info(정보) + Trace(추적)를 선택합니다
.

4.



   

Set Logged Port(로깅된 포트 설정)에서 테스트할 포트를 선택합니다.5.
Diagnostics 메뉴에서 View New를 선택합니다.6.
선택한 포트에서 Caller ID(발신자 ID) 상자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폰으로 인라인 방식으로 전
화를 걸고 메시지를 기록합니다.이벤트는 VG248 텔넷 세션에 표시되며 MWI가 켜져야 합니다
.

7.

관련 정보

VG248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v1.3●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vg248/1_3_1/english/configuration/guide/swcfg.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technologies/index.html?c=26843601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products/index.html?c=278875240&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3569222-3545713?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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