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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BX 하고 SOHO 회선 연동 구성

1. IP-PBX 에서 제공 하는 모든 기능을 동시에 사용 가능 합니다.

(ARS/통화통계 /CTI/CRM/PSTN 일반 회선 백업/전수 녹취/선택 녹취/etc.)

2. SOHO 회선에서 제공 하고 있는 부가 기능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Xener SSW 부가서비스 기능: 착신전환(*88/#88)/넘겨주기/당겨받기/etc.

IP255-S/F/P/SA/FA  단말기를  최신 IPC    버전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SSW 버전에서 
IPC           펌웨어로 변경했을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을 해제 하

    고 공장 초기화 꼭 해야됩니다.

SBC + Xener SSW 
SOHO  상품 망

Internet
인터넷

 럭시스 IP-PBX

 인증 /  계통 서버

SOHO   상품 부가 기능

SMS  문자 서비스

070-XXXX-XXXX

IP-PBX   등록 서버 IP 주소 : 
192.168.14.100

SOHO   상품 부가 서비스 :
ipsmsc.hanaro.com



 웹브라우저에 IP PHONE  의 IP  하고 8000  나 88   포트를 치고 들어갑니다.   처음 기본의 아이
 디 admin   하고 비밀번호는 9999 입니다.      최신 펌웨어 경우에는 웹 포트가 16000  나 62207 

번입니다.  아이디는 admin   하고 비밀번호는 0819 입니다.

1. 전화기 관리 항목에서 서버타입 설정이 IPC 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2.            로그인 한 후에 먼저 전화기 관리 항목에서 자동 설정 기능을 해제 합니다.



3. SIP   계정 등록 방법:



4.    프럭시 서버 하고 SIP   포트를 [  서버 설정]   항목에서 입력 합니다. 



SMS/BLF        문자 서비스 부가 기능 사용 경우에는 SMS     서버도 같이 입력 해야 합니다.



5.   단겨받기 코드 *98      로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6.  음성 설정  메뉴에서 CNG   기능 하고 G729B    코덱을 해제 하고 DTMF   방식을
In-Audio    로 설정 하면 됩니다.     헨드셋 마이크 값을 -7   데시벨로 설정 합니다. 



7.     고급 설정 항목에서 로컬 SIP  포트를 1005  로 변경합니다. RTP   포트 설정이 10000 
 하고 65000    사이에 설정 해야 됩니다.



8.        컴퓨터를 아이피 전화기에 연결 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IP QoS   세팅을 설정 해야됩니
다. SIP ToS (96  나 184)  하고 RTP ToS 를 184    로 설정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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