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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전화 교환 및 FXS(Foreign Exchange Station)는 연결된 전화 장비가 음성 에너지를 전송하고 전화
장비의 벨소리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DC 배터리 및 AC 벨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이 문
서에서는 다양한 Cisco FXS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전압과 전압 수준에 대한 알려진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벨소리 전압

PBX 및 키 시스템의 업계 표준에는 링 감지 회로가 벨소리 울림 신호를 40Vrms만큼 탐지할 수 있
어야 합니다.이 전압은 CO(Central Office)에서 생성되는 벨소리 신호에 대한 로드 및 케이블 전압
삭감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반대로, CO(exchange)는 최대 케이블 길이를 초과하는 최대 로드를 처



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CO 기반 유닛에서 약
85~100Vrms의 진폭이 있는 벨소리 신호를 제공해야 합니다.Cisco 음성 게이트웨이는 ONS(On
Premise Services) 장비로서 함께 배치되거나 벨소리를 탐지하는 장비에 상당히 가까운 용도로 사
용됩니다.따라서 벨소리 울림 전압을 낮추고 40Vrms 5 REN(Ringer Equivalent Number) 요구 사항
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유휴 배터리 전압

Cisco 음성 게이트웨이는 ONS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본적으로 FXS 인터페이스 공급 장치
는 -24Vdc 또는 -36dvc 유휴 배터리로 설계되었습니다.CO와 같은 오프프레미스 서비스(OPS)는 케
이블 길이를 훨씬 더 많이 상호 연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전압 -48v가 필요합니다.특정 Cisco FXS
인터페이스는 더 높은 전압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휴 라인 전압

이 표는 다양한 Cisco 게이트웨이 FXS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유휴 라인 전압을 보여줍니다.

FXS 인터페이스 유휴 전압
VG248 -36볼트
VIC-2FXS -26볼트

VIC-2DID -24볼트(낮음) -48볼트(높
음)

ASI 81 및 ASI 160 -24볼트(낮음) -48볼트(높
음)

IAD 24xx-FXS -24볼트(낮음) -48볼트(높
음)

1730년 IAD -24볼트(낮음) -48볼트(높
음)

VIC-4FXS/DID -24볼트(낮음) -48볼트(높
음)

VIC2-2FXS -48볼트
NM-HDA -36볼트

VG224 -24볼트(낮음) -43볼트(높
음)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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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전압 문제로 인해 응답 및 통화 시작 및 벨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팩스, 응답기, 다중 회선 전화, 음성 메일 시스템 같은 특정 자동화 장치는 회선이 사용 중이거나 유
휴 상태인지를 줄이기 위해 회선 전압을 확인합니다.다른 디바이스가 후크 해제된 경우 회선 전압
이 떨어지며 자동 시스템은 통화에 응답하거나 통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사용 중인 임계값이 -24v
이상이면 디바이스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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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FXS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벨소리 전압 및 벨소리 주파수가 적용될 때 일부 전화기의 벨소리
가 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자동 텔레포니 장치로 응답 및 통화 시작 문제 해결

FXS의 음성 포트에서 이 명령을 구성하여 유휴 배터리 전압을 -24볼트에서 -48볼트로 늘립니다.

Router(config-voiceport)#idle-voltage {low | high}

참고: 이 옵션은 VG248, VIC-2FXS 및 WS-x6624 FXS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벨소리 울림 문제 해결

전화 제조업체는 사용자가 다이얼하는 동안 벨소리 장치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파수 필터를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TINKLE 회선이라고도 함). 연결된 장치에 맞게 벨소리 주파수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17xx, 26xx, 36xx 및 37xx 플랫폼의 벨소리 주파수를 구성합니다.

Router(config-voiceport)#ring frequency ?

25 ring frequency 25 Hertz

50 ring frequency 50 Hertz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3810 플랫폼의 벨소리 주파수를 구성합니다.

Router(config-voiceport)#ring frequency ?

20 ring frequency 20 Hertz

30 ring frequency 30 Hertz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AD(Integrated Access Device) IAD2400 플랫폼의 벨소리 주파수를 구성합
니다.

Router(config-voiceport)#ring frequency ?

20 ring frequency 20 Hertz

25 ring frequency 25 Hertz

30 ring frequency 30 Hertz

50 ring frequency 50 Hertz

벨소리 장치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화를 걸 때 발생할 수 있는 낮은 전압을
무시하도록 약간의 전압 임계값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전압의 증가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AD24xx 라우터의 DC 오프셋 전압을 구성합니다.

Router(config-voiceport)#ring dc-offset ?

10-volts Ring DC offset 10 volts

20-volts Ring DC offset 20 volts



   

24-volts Ring DC offset 24 volts

참고: 이 명령 시퀀스는 IAD24xx 라우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24볼트 링 DC 오프셋 24볼트 설
정은 Cisco IOS® 릴리스 소프트웨어 12.2.11T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FXS(Foreign Exchange Station) 음성 인터페이스 카드 이해●

2포트 DID(Direct Inward Dial) 음성 인터페이스 카드 이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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