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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Nortel PBX 옵션 11 E&M 트렁크 카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이 구성을 사
용하면 이 카드를 Cisco E&M 음성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Nortel PBX 소프트웨어 릴리스 23 이상●

Nortel PBX 옵션 11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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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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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컨피그레이션 전반에 걸쳐 <RET>는 각 명령 매개 변수 뒤에 반환 키를 눌러야 함을 나타냅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합니다.

구성

이 문서에서는 이 구성을 사용합니다.

Nortel PBX●

Nortel PBX

#ADDING E&M CARD:

 !--- Building route data block. Use double digits with

!--- route data block. LD16(LOAD 16) REQ:NEW TYPE:RDB

CUST:0 DMOD:<RET> ROUT:21 TKTP:TIE ESN:<RET> !--- All

returns until ICOG prompt. ICOG:IAO !--- Incoming and

outgoing. SRCH:<RET> TRMB:<RET> STEP:<RET> ACOD:71

TARG:0 !--- TGAR 0 and ENDCOST 0. BILN:<RET> !--- All

returns until CNTL prompt. CNTL:YES TIMR:<RET> SST:<RET>

NEDC:ETH !--. Near end disconnect is set for either.

FEDC:ETH !--- Far end disconnect is set for either.

CPDC:<RET> !--- All returns until ALRM. <SHIFT>**** LD21

!--- Load 21 to view RDB. REQ:PRT TYPE:RDB CUST:0

ROUT:21 <SHIFT>******** !--- If you need to change from

2 wire to 4 wire cables !--- or vice versa, also change

in the PBX config. LD14 !--- Load 14 to add new trunk.

REQ:NEW TYPE:TIE TN:9 0 !--- Analog starts at 0, digital

starts at 1. XTRK:XEM CUST:0 NCOS:0 RTMB:21 1 MNDN:<RET>

TGAR:0 SIGL<RET> EMTY:TY1 !--- Depends on the cabling.

CPAD:<RET> STRI:IMM STR0:IMM SUPN:<RET> CLS:UNR DTN !---

Class of service. TKID:<RET> <SHIFT>******** VIEW TRUNK.

LD20(LOAD 20) REQ: PRT TYPE: TRK TN: 9 0 RTMB: !--- All

returns until the end. <SHIFT>******** !--- After you

finish all four trunks, you must enable !--- the trunks.

LD32 STAT 9 DISC 9 !--- Disable card 9: the E&M card.

ENLC 9 !--- Enable card 9. <SHIFT>******** !--- To

modify E&M type, operation (2 or 4 wires) !--- and

signaling. LD14 !--- Load 14 to add new trunk. REQ:CHG

TYPE:TIE TN:9 0 !--- Analog starts at 0, digital starts

at 1. XTRK:XEM CUST:0 NCOS:0 RTMB:21 1 MNDN:<RET> TGAR:0

SIGL<EM4> !--- EM4 For 4-wires, EAM For 2-wires.

EMTY:TY2 !--- E&M type 2 depends on cabling. CPAD:<RET>

STRI:WNK STR0:WNK SUPN:<RET> CLS:UNR DTN !--- Class of

service TKID:<RET> <SHIFT>********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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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002-2852372-2325602?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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