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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버전

작성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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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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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s12 삭제
보안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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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제 1권. 제품 소개 및 개통
제 2권. 본/지사 연동
제 3권. IVR
제 4권. PSTN연동(FXS/FXO/E1)
제 5권. 기타 장비연동(NAS/MTA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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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및 개통
1. 장비소개
2. 물리적 구성
3. 개통
4. 장비상태확인
5.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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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장비소개
VoSS25

VL2000

IP PBX
VL3000

수용 가입자

50 user

300 user

2000 user

통시 통화 (Call)

8

비녹취 : 80, 녹취 : 40

비녹취 : 300, 녹취 : 150

키폰(BLF) 수용

~4

~20

~50

음성 안내(3단계 지원)

Yes

Yes

Yes

국선 및 내선(FXS/FXO)

3/3

4/4~16/16

4/4~12/12

녹취

-

Yes
(외장 NAS, NFS 방식)

Yes
(외장 NAS, NFS 방식)

회의통화

Yes

Yes

Yes

TTA Ver.4 인증

-

Yes

Yes

전송 속도(Mbps)

10/100

10/100/1,000

10/100/1,000

내선, 외선 벨 소리 구분

Yes

Yes

Yes

CDR

자체 생성(FTP 전송가능)

자체 생성(FTP 전송가능)

자체 생성(FTP 전송가능)

백업 파일 생성 및 전송

Yes (FTP 전송가능)

Yes (FTP 전송가능)

Yes (FTP 전송가능)

불법 호 차단 기능

ID/PW 인증, ACL 적용

ID/PW 인증, ACL 적용

ID/PW 인증, ACL 적용

특정 번호 수신 거부 기능

Yes

Yes

Yes

시간대별 착신전환 기능

Yes

Yes

Yes

국제, 특정 호 발신 차단 기능

Yes

Yes

Yes

통화수신음/보류음

Yes

Yes

Yes

Images

SIP Connection

ID/Password, IP Trunk, SIP Connect, IP/Port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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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물리적 구성
 VL2000 / VL3000

장비 물품 확인
 장비 물품 확인하기


①

VL2000 / VL3000

① 본체
② 전원 케이블
③ Ethernet용 UTP 케이블 ( 1.8m )

②

③

④

④ 랙 마운트 킷 : Rack에 설치 시 연결 (19인치 표준랙)


VoSS25

① 본체

 VoSS25

② 전원 케이블 ( 12V, 2.5A )
③ Ethernet용 UTP 케이블 ( 1.8m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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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물리적 구성
 VL2000

장비 확인
 장비의 슬롯 및 포트 확인하기

전면부

 VL2000
① 장비 전면

RST

WANLAN CONSOLE

상태LED

② 장비 후면 (Module Type)

후면부

전원 전원스위치

 VoSS25
① 장비 전면
접지

FXS4/FXO4

② 장비 후면

 VoSS25
전면부

RST
전원

상태LED

후면부

접지 LAN WAN FXS3/FX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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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물리적 구성
Internet 연결
 Setup PC 네트워크 설정 방법(DHCP 사용)
①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 후, 제어판을 클릭
② 네트워크 연결을 더블 클릭한다.
③ 로컬 영역 연결을 더블 클릭 후, 속성(P)를 클릭한다.
④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 인터넷 프로토콜(TCP/IP)
을 선택 후, 속성(R)을 클릭한다.
⑤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등록 정보에서 다음 IP 주
소 사용(S)와 다음 DNS 서버 주소 받기(E)를 선택 후, IP
정보 기입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7

1. 2 물리적 구성
Internet 연결
 Setup PC 네트워크 설정 확인(IP, Subnet Mask,
Gateway 확인)
①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 후, 실행(R) 을
클릭한다. ( 단축키 : 윈도우키+R )
② 실행 창에서 cmd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③ Command 창에서 ipconfig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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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물리적 구성
PSTN 연결
 장비 PSTN 연결하기
① FXS Port에는 전화기 연결
② FXO Port에는 PSTN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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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Web 접속
admin (Default)
admin (Default)

 Setup PC를 이용 장비 관리 Web에 접속하기
① PC 단말에서 Default Gateway
http://192.168.1.10 으로 Web 접속한다.
② 관리자용 “사용자 이름(id)”과 “암호(password)”
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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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네트워크 설정

①
123.xxx.xxx.xxx

②

255.255.255.xxx

123.xxx.xxx.1

168.126.62.1

168.126.62.2

 WAN/LAN 포트 설정하기
 메뉴 [시스템설정]  [네트워크]
① WAN 설정에서 “WAN 주소타입”을 고정 IP로 설정
한다.
(장비 WAN IP는 기본적으로 고정 IP를 사용하며, 이는
ISP가 부여한다.)
② LAN 설정은 “DHCP 서버” 활성화를 비롯한 기본 설
정 값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하며, 이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
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설정 적용을 위해 우측하단

버튼을 클릭

한다.
④ 업데이트 이후, 장비는 설정한 WAN IP 주소로 Web
접속을 다시 시도한다.
★ DHCP 서버 사용시 Lease시간은 3600초 권장

11

1. 3 개통
시스템 이름 설정
 시스템 이름 설정하기
 메뉴 [시스템설정]  [관리자]
★ 고객사 구분을 위해 사용
① 시스템 이름 설정에 시스템 이름을 입력한다.
② 입력된 시스템 이름은 좌측 상단 상태 표시줄 괄호()
안에 표시된다.
③ 설정 적용을 위해 우측하단

버튼을 클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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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내선 개별 등록(1)
 내선 사용자 개별 등록하기 (내선 1개)
3001 (필수)

 메뉴 [기본설정]  [사용자]  추가

종속번호(수신번호)
E1수신번호(수신번호)
E1발신번호(발신표시)

① 사용자 등록을 위해 우측하단

버튼을

클릭한다.

발신표시

② 내선은 필수 입력 항목이며, 한자리 이상의
홍길동 (선택)
********* (권장)
********* (필수)

번호를 입력한다.
③ 인증ID, 암호, 그리고 WEB 암호와 WEB 암호확인
값은 문자/숫자/특수문자를 최소 2가지 이상
혼합하여 설정한다.
- 인증ID는 동일시스템 내에서 중복 설정 불가
- 인증 ID 미 기입시, 전화기에서 인증ID는 내선번호와 동일
하게 설정

④ DID/가상발신번호는 필요 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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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내선 개별 등록(2)
 내선 사용자 개별 등록하기 (내선 1개)
 메뉴 [기본설정]  [사용자]  추가

3001 (필수)
종속번호(수신번호)

⑤

⑤ E1 DID/DOD 는 장비에 E1라이센스가 내장되어

E1수신번호(수신번호)

있어야 표시된다.

E1발신번호(발신표시)
발신표시

⑥

WAN등록 시 설정 변경

WAN 등록 사용 시, UDP로 설정을 권장

홍길동 (선택)

⑦

⑥ WAN 등록 미사용 시, 사용안함을 권장.

⑦ 암호는 사용자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

********* (권장)
********* (필수)
********* (필수)

⑧ 프로파일은 필수로 선택한다.
**프로파일의 다이얼플랜을 통해 국제전화_발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설정 참조)

⑧

(필수)

14

1. 3 개통

③

내선 일괄 등록
 내선 사용자 일괄등록하기
 메뉴 [기본설정]  [사용자]  일괄등록

(샘플파일 다운받기)

① 사용자 등록을 위해 우측하단

버튼을 클

릭한다.

④

② 표시된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샘플파일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정상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샘플파일의 선택항목을 입력 안 할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십시오.
- IP 단말 자동 개통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MAC 주소를 넣으십시오.
- 암호는 6자이상 영/숫자/특수문자 둘 이상 조합하여야 합니다.
- MAC 입력 시 대/소문자 구분은 없으며, ‘:’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샘플 파일의 예제를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DID, 가상발신번호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양 끝에 ‘을 입력합니
다.

③ 우측 상단 “샘플파일 다운받기”를 클릭한다.
④ PC에 csv_example_korean.csv 파일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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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VSP 등록 (1/2)
Default_VSP
호처리 서버
호처리 서버
호처리 서버

 VSP(VoIP Service Provider) 연결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VSP연결설정]  추가
 ID / PW 인증방식 설정방법
① 통신사가 제공하는 값을 레지스트라, Proxy 서버,
Out proxy 서버, 대표번호, 인증 ID 그리고

대표번호
인증 ID
암호

암호에 각각 입력한다.
② 설정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우측하단

버튼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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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VSP 등록 (2/2)
Default_VSP

호처리 서버
호처리 서버

 VSP(VoIP Service Provider) 연결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VSP연결설정]  추가
 IP / PORT 인증방식 설정하기.
① 통신사가 제공하는 값을 Proxy 서버,
Out proxy 서버, 대표번호, 각각 입력한다.

대표번호

② 설정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우측하단

버튼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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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VSP 개통
 VSP(VoIP Service Provider) 확인하기
 메뉴 [기본설정]  [VSP연결설정]
① 장비에 설정된 VSP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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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발신그룹 설정
 발신 그룹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그룹설정] [그룹구분][발신]
① 외부로 발신하기 위해 VSP/FXO/PBX/E1을 통한
발신그룹을 생성.
② 구성원 설정에서 어디를 통해 발신할지 선택
③ 구성원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상위에 놓은
구성원이 우선순위가 높다. (변경가능)
④ 설정 적용을 위해 우측하단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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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다이얼 플랜 설정하기(1)
 지역번호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다이얼플랜]-[추가]
① IP-Phone에서 지역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장비에서 간단하게 설정한다.
② 다이얼플랜 중 형식이 “지역번호입력$1”이라고
된 “local_out”을 클릭한다.
“지역번호입력$1” 한글부분을 지우고
“해당지역번호$1”로 변경
Ex)) 02$1 , 031$1 , 042$1
③ 설정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우측하단
버튼을 클릭한다.
④ 지역번호 설정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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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다이얼 플랜 설정하기(2)
 국제전화_발신제한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다이얼플랜]-[추가]
① 국제전화 발신에 대한 제한을 장비에서 간단하게
설정한다.
② 다이얼플랜 메뉴 우측하단

버튼을 클릭힌다.

패턴에 00.* 입력하고 형식과 제외자리 수는 빈칸으로
설정한다. 그룹을 빈칸으로 설정 시, 자동으로 [거부]로
설정됨.
③ 설정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우측하단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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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프로파일 설정
 다이얼플랜 추가하기
 메뉴 [기본설정]  [프로파일]
① 오른쪽 하단의 .

버튼을 클릭 .

② 프로파일 이름입력 후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다이얼

②

플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③

버튼 을 누르게 되면 [기본설정]-[다이얼플

랜]에 생성되어 있는 다이얼 플랜이 표시됩니다.
④ 추가된 다이얼 플랜은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발신할

①

때, 우선적으로 적용 할 다이얼 플랜을 상단에 적용하
셔야 합니다.
**해당 프로파일에서 국제전화_발신을 제한을 원할 시,
다이얼플랜에서 생성한 국제전화_제한 다이얼플랜을
추가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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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프로파일 설정
 프로파일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프로파일]
① 기본적으로 1가지 프로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 Default_profile : 모든 발신에 대한 제한 없음

★ 프로파일 변경이 필요하면 [기본설정]-[사용자] 에서
내선번호를 클릭 후 변경할 프로파일을 선택적용 후 사
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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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수신그룹 설정
 수신 그룹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그룹설정] [그룹구분][수신]
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링 정책 선택.
순차/원형/동시/자동 링 정책 중 선택.
② 내선번호/DID번호는 선택사항.
내선번호  내부에서 그룹 호출을 위한 번호
DID 번호  외부에서 그룹을 호출하기 위한 번호
③ 구성원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상위에 놓은
구성원이 먼저 수신한다. (변경가능)
사용자별 벨 울림시간은 [기본설정]-[사용자]-벨시
간에서 조절가능
④ 최대 재시도 횟수는 해당 그룹에 인입된 호를 연결
시 통화중이나, 무응답시에 각 구성원들에게 몇번이
나 반복확인 할 것 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예)) 최대 재시도횟수 : 0 (무제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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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PSTN 회선설정 (1/2)
 FXO 회선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회선설정]
① FXO 회선 상태가 “연결됨”인 것은 현재 PSTN국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경우이다..
② 모든 FXO는 수신그룹 def_incoming_g로 임의 설정
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수정한다.
02-XXXX-XXXX

③ FXO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슬롯/포트를 클릭한다.
주) 전화번호는 FXO 회선번호를 메모하는 용도로 사용
합니다.
④ 설정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우측하단

버튼

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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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PSTN 회선설정 (2/2)
 FXS 회선 설정하기
 메뉴 [기본설정]  [회선설정]
① FXS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슬롯/포트를 클릭한다.
② 해당 포트에 내선번호를 할당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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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내선 단말 동작 확인 (1/4)
①
②

 내선 단말 간 호 연결 확인하기
 메뉴 [통화내역][현재통화]
① 내선단말(400)에서 내선단말(401)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User -> User)
② 내선단말(411)에서 내선단말(410)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User ->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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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내선 단말 동작 확인 (2/4)
①
②

 내선 단말과 외선 단말 간 호 연결 확인하기
 메뉴 [통화내역][현재통화]
① 임의 휴대전화(010xxxxxxxx)에서 내선단말(410)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VSP -> User)
② 내선단말(411)에서 임의 휴대전화(010xxxxxxxx)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User -> V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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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내선 단말 동작 확인 (3/4)
①
②

 PSTN 또는 IP-Phone 내선 단말에서 PSTN 망으로
호 연결하기
 메뉴 [통화내역][현재통화]
① IP-Phone 내선단말(401)에서 외부단말(9116)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User -> FXO)
② PSTN 내선단말(411)에서 PSTN회선으로 외부단말
(9010xxxxxxxx)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User -> F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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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개통
내선 단말 동작 확인 (4/4)
①
②

 PSTN 망에서 내선 단말로 호 연결하기
 메뉴 [통화내역][현재통화]
① PSTN FXO 1/1에서 단말(411)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FXO -> User)
② PSTN FXO 1/2에서 단말(400)로 호 연결 시
( 채널 종류 : FXO -> User)

30

1. 4 장비 상태 확인
장비 상태 확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장비 상태 확인하기
 메뉴 [상태확인] -[시스템]
① 장비 MAC 정보

⑧

② S/W 버전 확인 (주/부)

⑨

③ 장비 메모리 상태 확인

⑩

④ 장비 플래시 메모리(디스크) 공간 확인

⑪

⑤ 장비 CPU 상태 확인
⑥ 장비 온도 확인
⑦ 장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확인 (연결됨/연결 안됨)
⑧ 사용자 상태 확인
-

전체 사용자 : 장비에 설정된 사용자 수

-

가용 사용자 : Reg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수

⑨ 통화 상태 : 현재 통화 수 확인
⑩ PSTN 회선 상태 확인 (연결됨/연결 안됨)
⑪ VSP등록상태 확인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각 메뉴에서 확인하시
면 됩니다. (네트워크/이벤트/가용전화기/DHCP IP/통
계/모니터/통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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