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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용상의 부정확함에 대해서 (주)볼랜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VL1010, VL1020, VL1025, VL1050, VL1100, VL2000, VL3000, VoSS12, VoSS25, VL5000은 (주)볼랜즈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다른 회사나 제품의 이름은 해당 회사 소유의 상표입니다. 

 

 * 사용자 안내문은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에만 적용한다. 

기 종 별 사 용 자 안 내 문 

A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급)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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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소개 

 

시스템 소개 

VL5000은 5000인(라이선스에 따라 틀림) 이하의 기업에 적합한 차세대 IP-KTS (Key

 Telephone System)입니다. SIP 관련 표준들을 충실히 제공하여 다양한 SIP 단말과

의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은 기호에 맞는 단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특히 VL5000이 갖는 PSTN 백업 기능은 인터넷 통신 장애 시 아날로그 전화(P

STN)로 자동 전환되어 사용자들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단 없는 전화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규모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중소규모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확장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를 지원해야 할 경우에도 단순히 시스템을 추가하여 시스템 확장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존 네트워크를 통한 간편한 설치 

전문 IT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 기업에서도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을 그대로 적용

하여 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반전

화를 최대 24대까지 연결하여 IP Phone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기업 전화 네트워크

를 쉽게 VoIP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및 IP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비용 절감 

기존 아날로그 키-폰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화 걸기, 받기, 돌려주기, 당겨 

받기, 호 전환 등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날로그 키-폰에서는 지

원하기 어려웠던 음성 안내, 음성 메일, 회의 통화 등의 고급 기능들도 기본 사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IP 네트워크가 가진 확장성과 위치의 제약이 없는 강점을 

이용하여 본-지사를 전화 네트워크로 만들어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독자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재택 근무자에게 회사 전화 설치가 가능하여 위치의

 제한 없이 전화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통화 품질 및 시스템 안정성 

아날로그 전화가 데이터 망을 통하여 전달될 때도 통화 음성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으며, 시스템 과열 방지 및 전원 중단 시 슈퍼캡을 이

용한 Backup 기능, 인터넷 장애 시 PSTN Backup 등은 매우 안정된 시스템 운용을 

보장합니다. 

 

■ 최신 기술의 기업 환경 적용 

음성 메시지의 이메일 전송, BLF(Busy Lamp Field), SIP-Connect, 및 통합통신(UC)

을 위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용 인터페이스(API) 등과 같이 유용한 최신 기술을  

VL5000의 기본 사양에 포함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기업 어플리케이션을 고객들이 좀

더 쉽고 순발력 있게 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본체 구성 

아래의 그림 1-1은 VL5000 시스템 외관과 내부 구성을 보여줍니다. 

VL5000의 메인 보드(CPU 보드)는 IP-PBX의 기능인 호 경로 설정 및 다양한 서비스

를 가능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구동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I/O 

보드들은 아날로그 전화기 연결을 위한 FXS 보드, PSTN 회선 연결을 위한 FXO 보

드, E1 PRI 회선을 연결하기 위한 E1/PRI 보드 및 통화 음성 녹음이 가능한 NAS 보

드로 구성됩니다. 

 

그림 1 - 1. VL5000 외관 구성 

 

그림 1 - 2. VL5000 전면 및 후면 

 

 

위의 그림 1-2는 시스템 전면 및 후면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전면에는 IP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이더넷 포트가 2개 있으며, 그 중 하나는 

WAN 연결에, 다른 하나는 LAN 연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용 상태를 알 

수 있는 각종 LED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원 상태, 시스템 동작 여부, FXO/FXS/E1/N

AS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공장초기화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 버

튼 홀이 있습니다. 

시스템 후면에는 전원 케이블 커넥터, 전원 스위치, 접지 단자, 그리고 4개의 I/O 보

드 슬롯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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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제원 

VL5000 시스템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 1. 시스템 제원 

항목 내용 

H/W Specification  CPU: Compact COMe Type6 with Intel Core i7-5650U at 2.2GHz 

 Main Memory: 16GByte DDR3 

 Storage: 2.5-inch SSD, 128GB 

 LED Status Indicators 

Network Interfaces  WAN/LAN Ethernet: 2 Ports (10/100/1000Mbps) 

 NAS Ethernet: 1 Ports (10/100/1000Mbps) 

 HB Ethernet: 1 Ports (10/100Mbps) 

 E1 interface: up to 2 Ports 

 PSTN: up to 24 Ports (3 FXO Boards) 

 Analog Telephone Interface: up to 24 Ports (3 FXS Boards) 

Other Interfaces  AC 110/220V Power Inlet 

 Earth Terminal 

 Restore Factory Defaults Button 

Power Consumption  Max. Operational Power Consumption: 120W 

Cooling Fan  3 DC Fans 

 RPM: 5000, Air Flow: 4.17 CFM 

Battery for withstanding 

instant Power Fail 

 SuperCapacitor 

Physical Specification  Dimensions: 440(W) x 430(D) x 45(H) mm 

 Weight: 5.5Kg (without Cables) 

System Capacity  Max. Extensions: 5000 Subscribers 

 Max. Call Performance: 50 call per second (CPS) 

 CDR Database: up to 200MByte records 

Ethernet Interface 

Specification 

 WAN/LAN: 10/100/1000Mbps 

 IEEE 802.3 Standards, Supports Auto-Negotiation 

 RJ45 Connector: Ethernet packets over CAT5-UTP cable 

PSTN Interface 

Specification 

 2 Pin (Tip-Ring) RJ11 Connector for each PSTN port 

 Up to 3KV Line Isolation and Surge Protection 

 TX power of up to +10dBm into 600 ohms 

 Ringing Detection 

 CID Monitoring and Detection 

 Parallel Phone Detection 

NAS Interface 

Specification 

 CPU: 400MHz, Dual Core 

 HDD Interface: SATA2 

 Ethernet Interface: Gigabit Ethernet for External Interface 

 HDD Spec: 2.5-inch HDD 1TB, Recording HDD 

E1 PRI Interface 

Specification 

 Card Capacity: 1 E1 PRI 

 Interface: 2 Ports / inecard(1Port(Operation) / 1Port(for Backup) 

 E1 Digital: ISDN PRI (R2 Unsupported) 

Environmental 

Specification 
 Operating Temperature: 0℃ ~ 40℃ 

 Operating Humidity: 20% ~ 80% RH 

 Storage Temperature: -20℃ ~ 60℃ 

 Storage Humidity: 20% ~ 95% RH 

 



 

 

 

하드웨어 구성 

VL5000은 2000명(라이선스에 따라 틀림) 이하의 기업에서 사용할 최적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CPU는 70% 이하의 성능을 사용하여 초당 20 call을 처리

할 수 있는 고성능 디바이스이며, 특히 1Gbps 이상의 패킷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

는 CPU로 음성 패킷을 암호화하는데도 CPU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VL5000은 시스템 운용 중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플래시 디스크를 

내장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순간 정전에 대비한 배터리를 내장하여 3초 미만의 정전

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림 1 - 3. VL5000 Block Diagram 

COM Express Module

Row C&D Connector is not populated.
- Single Connector 8mm: Tyco 3-6318491-6

- Connector Pair 8mm: Tyco 3-5353652-6

LIU_INTF_1 LIU_INTF_0

COM Express Connector

LIU_INTF_3 LIU_INTF_2

Console

LEDU Connector

(For SATA HDD)(For SATA HDD)

WANLAN Reset Switch

10/100 Transformer-less_INTF

UART0

Super Cap
& Power
  Block

DC 12V/10A

  Power
Connector

AC110V/220V
50/60Hz

(SMPS)

(For SATA HDD)

SATA2

FAN CONN
POWER

SATA0

10/100M Ethernet Controller

SATA1

(RTL8107ES-CG)

USB2

USSD

(KSZ8895MQXCA)

10/100M Ethernet Switch

SATA0_INTFSATA1_INTF

SATA2_INTF

Gigabit_MDI_INTFGigabit Ethernet
Controller

(RTL8111F-VB-CG)

PCIE0_INTF

10/100M Transformer-less_INTF

PCIE1_INTF

GPIO Expander

(W83L604G x 2EA)

USB CONN

(2 Ports)

For USB memory, mouse and keyboard

 VGA CONN

For Monitor

VGA_INTF

USB0&1

I2C_INTF(Max. 100KHz)

4Pin Header

UART1

BUZZER

16Mbit SPI Serial Flash

(SST25VF016B-50-4C-S2AF)
SPI_INTF(Now, not used)

For Booting

 

 

상태표시 LED 

아래의 그림 1-4는 VL5000 전면을 나타낸 것으로 모두 59개의 상태 표시 LED가 있

습니다. 이더넷 커넥터에 내장되어 있는 4개의 LED를 제외한 나머지 55개의 LED는 

Green/Red의 2색으로 시스템 동작 상태,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을 표시하는데 각 L

ED의 기능은 표 1-2와 같습니다. 

그림 1 - 4. VL5000 전면 구성도 

 

 

표 1 - 2. LED 표시 기능 

LED Green Red 설명 

Power ON OFF 전원 공급 상태 양호함 

ON ON  전원을 켤 경우: 전원이 들어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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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끌 경우: 60초 안에 전원이 꺼짐 

 공장 초기화 중 

 재부팅 중 

OFF OFF 전원이 꺼짐 

Boot ON OFF 부팅 중 

Blinking OFF 정상 동작 중 

WAN/Link ON OFF 링크 연결됨 

OFF OFF 링크 연결되지 않음 

WAN/ACT Blinking OFF 패킷 통신 중 

OFF OFF 대기 상태 

LAN/Link ON OFF 링크 연결됨 

OFF OFF 링크 연결되지 않음 

LAN/ACT Blinking OFF 패킷 통신 중 

OFF OFF BOOT 에러 

HDD 1~3 ON OFF 각 슬롯에 연결된 HDD 정상 동작 중 

OFF OFF 연결된 카드가 없음 

SLOT 1~4 

FXS/FXO 

ON OFF 각 슬롯에 연결된 FXO 카드가 정상 동작 중 

OFF OFF 연결된 카드가 없음 

FXO ON 

/P1~P4 

ON OFF PSTN 회선 연결되고 on-hook 

OFF Blinking Ringing 

OFF ON 통화중 (off-hook) 

FXS ON 

/P5~P8 

ON OFF SIP Register 되어있고 on-hook 

OFF Blinking Ringing 

OFF ON 통화중 (off-hook) 

OFF OFF SIP Register 안되어있음 

SLOT 1~4 

/NAS 

ON OFF 각 슬롯에 연결된 NAS 카드가 정상 동작 중 

OFF OFF 연결된 카드가 없음 

SLOT 1~4 

/E1 

ON OFF 각 슬롯에 연결된 E1 카드가 정상 동작 중 

OFF OFF 연결된 카드가 없음 

 

시스템 초기화 

그림 1-4의 왼쪽 하단에 보이는 작은 홀(RST)은 시스템 내부의 초기화 버튼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초기화 상태로 만들고자 할 때 이 홀 내부의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클립이나 뾰족한 펜으로 약 5 ~10초 정도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 PWR LE

D의 녹색 LED와 붉은색 LED가 모두 켜지고 (녹색과 붉은색이 동시에 켜지므로 주황

색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PWR LED가 주황색으로 보이

면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됩니다. 

초기화가 끝나면 PWR LED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재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BOOT 

LED가 녹색으로 깜빡이면 부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선 및 접지 연결 

아래 그림 1-5는 VL5000 후면을 나타낸 것으로 왼쪽부터 전원 케이블 커넥터, 전원 

스위치, 접지 그리고 4개의 I/O 보드 슬롯이 있습니다. 각 슬롯에는 각종 I/O 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G”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접지 단자로 서지나 낙뢰 등으로부터 사용자와 제품

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접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 

 



 

 

그림 1 - 5. VL5000 후면 구성도 

 
 

시스템 기능 

다음은 VL5000이 지원하는 standards 및 제공하는 기능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1 - 3. 시스템 기능 

항목 내용 

Standards  IPv4/v6 Dual Stack 

 VoIP 

- DNS 

 DNS Basic (RFC 1034/1035) 

 UPDATE (RFC 2136) 

 SRV (RFC 2782) 

 NAPTR (RFC 2915) 

- SIP 

 SIP Basic (RFC 3261) 

 Reliability of Provisional Responses (RFC 3262) 

 An Offer/Answer Model with SDP (RFC 3264) 

 Event Notification (RFC 3265) 

 Asserted Identity within Trusted Networks (RFC 3325) 

 Instant Messaging (RFC 3428) 

 Message Waiting Indication (RFC 3842) 

 Presence (RFC 3856) 

 Session Timers (RFC 4028) 

 INFO Method (RFC 2976) 

- SDP 

 SDP (RFC 2327) 

- RTP 

 RTP/RTCP (RFC1889) 

 RTP AVP (RFC1890) 

 RTP Payload for DTMF Digits (RFC 2833) 

 Security 

- SIPS 

- SRTP 

- SSLv2/v3 

- TLSv1 

 etc 

- DHCP 

- FTP 

- HTTP/HTTPS 

- NAT 

- NFS 

- NTP 

- SMTP 

- SNMPv2 

- TFTP 



1. 시스템 소개 

 

 

 

Basic PBX Features  Call Hold/Unhold 

 Call Transfer (Blind/Attended) 

 Call Forwarding (Always/Busy/No-Answer/Error/Time-Based) 

 Call Pickup (Direct/Group) 

 Call Park/Unpark 

 Intercom (Direct/Group) 

 Three-way Call 

 Music on Hold 

 Music on Ringback 

 Group Ringing (Hunt/Circular-Hunt/Ring-All/Random) 

 Distinctive Ringing 

 DTMF Relay (in-audio/rfc2833/SIP Info) 

 Flexible Dialplan 

 SIP Trunking 

 DID/DOD 

 FXO backup (in case VSP is unavailable) 

 Call Screening 

 DND 

 Virtual Caller ID 

 Anonymous Caller ID 

 Phonebook 

Advanced PBX Features  Voicemail (with e-mail forwarding) 

 Message Waiting Indication 

 IVR 

 Conference 

 RAA 

 Feature Code 

 SIP Messaging & Presence 

 BLF 

 PBX-to-PBX interoperability 

Codecs  IP 

- Voice 

 G.711 μ/A-Law 

 G.729 A/B (pass-thru only) 

 G.723.1 (pass-thru only) 

- Video (pass-thru only) 

 H.263 

 H.264 

 MPEG-4 SP/ASP 

 Analog 

- Voice 

 G.711 μ/A-Law 

 G.729 A/B 

 G.723.1 

Security  ACL 

 DDoS Protection 

 SIP DDoS Protection 

 PBX-to-PBX interoperability thru VPN connection 

Analog Interface  FXO 

- LEC (G.168) 

- Caller ID Detection 

- Call Progress Tone Detection 

- DTMF Generation & Detection 



 

 

- VAD/CNG 

- Packet Loss Concealment 

- Adaptive Jitter Buffer 

- Dynamic Payload Support 

- Adjustable Audio Frames per Packet 

 FXS 

- Battery Feeding for Analog Telephone 

- Ringing Signal up to 3 LEN 

- Type I/II FSK Caller ID Generation & Detection 

- Call Progress Tone Generation 

- DTMF Generation & Detection 

- VAD/CNG 

- FAX 

 T.30 Receiving (only with e-mail forwarding) 

- Configurable Tip/Ring impedance 

- Hook Flash Signaling 

 E1 

- PRI (R2 Unsupported) 

- Codec: PCMa/PCMu 

- Line Coding: HDB3, AMI 

- Operation Mode: User/Network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 via WEB Manager 

 Multi-Language Support (Korean/English/Turkish) 

 Password Protection 

 Configuration Backup/Restore thru WEB/FTP 

 S/W Upgrade from Remote Place 

 Direct Phone Management thru WEB 

 IP-Phone Auto Provision 

 Event Log 

 Call Log 

 CDR 

 SNMPv2 

 

시스템 설치 

VL5000의 설치는 IP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화 회선을 비롯한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VL5000 설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는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구입처의 설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에서는 VL5000의 기본적인 설치 방법과 유의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숙지한 다음 설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십시오. 

 

설치 시 주의 사항 

■ 작업 장소와 동작 환경에 관한 주의 사항 

전원을 넣은 상태로 VL5000을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전원 커넥터나 전화선, 신호 케

이블들이 불안정하여 시스템이 오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VL5000 주위에 발열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VL5000에서도 다소간의 열이 발생됩니

다. VL5000 주위에 발열 제품을 두면 내부의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여 시스템 

내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만일 시스템의 내부 온도가 VL5000의 동작 허용 온도보다 

높아진다면 시스템 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소개 

 

 

 

VL5000의 좌우 측면의 통풍구 주위에 최소한 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시

스템 통풍을 방해하면 시스템 내부 온도가 높아져 시스템의 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끼칠 수 있습니다. 

0℃ 이하나 40℃ 이상의 온도에 시스템을 장기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시스템의 적

정 사용 온도는 0℃ ~ 40℃입니다. 

■ 시스템 운반에 관한 주의 사항 

VL5000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두 손으로 안정되게 잡고 가능한 VL5000의 포장 박스에 넣어 운반하십

시오. 운반 도중 VL5000을 떨어뜨리면 외곽 케이스에 심각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으

며, 내부의 보드들도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 암호 설정에 관한 주의 사항 

암호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리자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공장 출하 상태로 시스

템을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사용 중인 많은 데이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 IP 설정에 관한 주의 사항 

VL5000은 WAN과 LAN 연결을 위한 2개의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현장 설치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IP 설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VL5000은 공장 출하

 시 WAN 포트는 DHCP Client로, LAN 포트는 192.168.1.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VL5000 웹 매니저 접속은 WAN과 LAN 모두에서 가능하므로, LAN으로 접속하여 설

정을 완료한 다음 LAN 포트의 IP를 변경하거나 WAN과 Bridge로 네트워크를 설정하

는 것을 권장합니다. LAN 포트의 NAT 기능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다른 DHCP 서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치 현장의 네트워크 관리자와 상의하고 활성화해야 합

니다. 

■ 기타 주의 사항 

 VL5000에 전화 회선 연결을 위한 FXO 보드를 꽂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XO 

포트에는 전화기를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디지털 전화기를 연결하기 위한 회

선에도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결할 전화 회선이 어떤 방식

인지 잘 모른다면, 전화 회선 공급사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VL5000에는 이더넷 커넥터와 전화선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의 잭(R

J45)은 조금 커서 전화선 커넥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전화선의 잭(RJ11)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이더넷 커넥터에 꽂을 수 있

기 때문에 반드시 커넥터 크기를 확인한 다음 맞는 크기의 커넥터에 연결하십시

오. 

 공인된 서비스 요원만이 시스템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단으로 시스

템을 분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I/O 보드를 손으로 잡아야 할 경우에는 금속 테이블이나 접지된 금속 물체를 손

으로 만진 다음 보드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체에 있는 정전기를 감소시

켜 정전기로 인한 보드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장비는 HOTSWAP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는 LINE카

드를 탈/실장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전원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시스템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시스

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순서 

VL5000 시스템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VL5000을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고 설치 공간을 마련합니다. 

 포장된 VL5000을 설치할 장소로 옮긴 다음 포장을 해체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설치 공간에 VL5000을 조립합니다. 



 

 

 LAN 케이블과 전화 회선을 연결합니다. 

 제품 후면에 있는 접지 터미널에 접지를 반드시 연결합니다. 

 파워 케이블에 접지가 없는 경우 접지를 별도로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VL5000 전면 전원 LED가 점등되며 시스템이 동작을 시작합니

다. 

 

위의 순서에 따라 VL5000을 설치할 때 유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조건 

VL5000은 테이블 위에 놓거나 Rack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과 온/습도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 조건 

폭발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 등 주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VL5000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전기 배선 상태와 접지 상태, 전압, 주파수 

등 제반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전원 스위치나 누전 차단기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전원 공급 경로가 차단

된 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온/습도 조건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다음과 같은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온도: 0 ~ 40℃ 

 습도: 20% ~ 80% 

 직사 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서늘한 곳이어야 합니다. 

 설치한 이후에는 VL5000이 위치한 실내에 환풍 장치 등을 설치하

여 먼지가 없도록 합니다. 

■ 입력 전원 조건 

VL5000의 입력 전원은 110/220V 교류 전원입니다.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전원 케이

블을 이용하여 일반 교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구(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만

일 사용할 전원구에 접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원 관리자에 문의하여 접지가 

연결된 전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FXO 또는 FXS를 연결할 때 심각

한 잡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구(콘센트)의 위치는 사용자의 실수로 전원이 차단되기 어려운 곳으로 선

택해야 합니다. 

전원구(콘센트)는 VL5000의 용량에 맞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VL5000의 입력 및 출력 전원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전원: AC 110/220V, 50/60Hz 

 최대 사용 전력: Max. 120Watt 

■ 선로 조건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선로를 포설할 때에는 반드시 습기를 제거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케이블은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선로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둘레의 6배 이상으로 하고, 반복해서 구부리는 지점

이 없어야 합니다. 

 근처에 고전압 전력선이 위치하지 않은 곳에 포설합니다. 

 

패키지 물품 확인하기 

VL5000을 설치할 장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준비 작업이 끝나면 포장

되어 있는 VL5000을 설치할 장소로 옮깁니다. 

포장을 해체한 다음, 포장 속에 들어 있는 물품을 확인합니다. 포장 속에는 기본적으

로 VL5000 본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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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5000 전원 케이블 

 이더넷 UTP 케이블 

 양단 RJ45 - CAT 5 

 길이: 1.5m 

 랙(rack) 고정용 브래킷(bracket) 

 



 

 

그림 1 - 6. VL5000 패키지 물품 

 

 

시스템 조립 

VL5000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

하여야 합니다. 

 

케이블 연결하기 

■ 이더넷 케이블 

WAN 포트는 VL5000을 이용한 VoIP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VL5000의 WAN 포트는 Auto-MDIX(Medium-Dependent Interface Crossover) 기술

을 지원하여 직렬 케이블과 크로스 케이블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100BaseTX, 1000

BaseT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BaseTX와 1000BaseT 연결을 위해서는 Cate

gory-5e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의 한쪽 끝은 VL5000의 WAN 포트에, 다른 한 끝은 허브나 스위치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해야 하지만 내부 네트워크의 IP 주소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케이블의 한쪽 끝만 VL5000에 연결하고 다른 한 끝은 제3장. 웹 매니저를 참조한

 다음 연결하십시오. 

1000Mbps나 100Mbps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케이블과 허브 또는 스위치 포

트가 1000Mbps 또는 100Mbps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000BaseT 연결은 VL5

000 포트와 케이블 그리고 상대 포트가 모두 1000BaseT를 지원할 경우에만 정상적

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화선 연결 

VL5000의 FXO 포트에는 국선이라 부르는 일반 전화 회선이나 사설교환기(PBX) 또

는 키-폰 시스템(Key Telephone System)의 일반 전화기 연결 회선을 연결하여 사용

합니다. 케이블의 한쪽 끝은 VL5000의 FXO포트에 연결하고 케이블의 나머지 한쪽 

끝은 사설 교환기(PBX)나 키-폰 시스템(KTS)혹은 전화선 Wall Jack에 연결하여야 합

니다. 

FXO 포트의 케이블 결선은 2 Pin 방식의 RJ11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만들

 때 아래 표 1-4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표 1 - 4. VL5000 FXO 포트 연결 

PIN Name 

2 No Connection 

3 Tip 

4 Ring 

5 No Connection 

 



1. 시스템 소개 

 

 

 

■ FXS 전화기 연결 

VL5000의 FXS 포트에는 일반 아날로그 전화기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FXS 포트의 케이블 결선은 FXO 포트와 같은 2 Pin 방식의 RJ11 커넥터를 사용합니

다. 케이블을 만들 때 아래 표 1-5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표 1 - 5. VL5000 FXS 포트 연결 

 

PIN Name 

2 No Connection 

3 Tip or Ring 

4 Ring or Tip 

5 No Connection 

■ E1 PRI 연결 

VL5000의 E1 포트에는 MUX 장비에서 나온 국선 또는 사설 교환기의 E1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E1 포트의 케이블 결선은 RJ45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만들 때 아래 표 1-
6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단 대국의 연결 장치 및 CLOCK MODE에 따라, CROSS 또는 DIRECT 케이블을 사

용해야 합니다. 

 

표 1 - 6. VL5000 E1 포트 연결 

PIN Name 

1 RX- 

2 RX+ 

4 TX- 

5 TX+ 

 

접지 연결하기 

VL5000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VL5000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제품 후면에 있는 접지 단자에 전원 콘센트나 건물 내

에 존재하는 접지단자를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연결합니다. 접지단자가 연결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원 연결하기 

VL5000에 전원을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VL5000를 연결할 AC 전원은 AC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른 

기기와 공동으로 AC 전원을 사용할 경우 잡음 또는 급작스러운 전압 강하로 인

하여 시스템 오동작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야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AC 전원은 시스템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

로 VL5000의 AC 전원은 항상 공급되는 안정된 전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이 만족되는 전원을 확보하였다면 VL5000의 전원 스위치가 OFF상

태인지 확인하여 ON 상태인 경우 OFF상태로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전원 케이블의 한 끝을 VL5000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AC 콘센트에 다른 한 쪽 끝을 연결합니다. 

 전원 케이블 연결이 완료되면, 전원 스위치를 ON 상태로 만들어 시스템에 전원

 공급을 시작합니다. 

 

정상 동작 확인하기 

VL5000에 전원을 인가하면 전면 PWR LED가 켜지고 시스템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시스템 초기화에는 약 1분 정도 소요되는데 I/O 보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보

드에 맞는 LED가 켜집니다. 시스템의 BOOT LED가 깜빡이기 시작하면 부팅이 완료

되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주의: FXO 보드에 전화선을 연결한 경우 연결된 포트 LED가 켜졌는지 확인하시고 

켜지지 않은 경우 선로를 확인하십시오. 

 



 

 

2. 서비스 개요 

 

VL5000은 외부와 연결된 회선을 통해 들어오는 호(Incoming Call)를 다양한 서비스

를 통해 사용자에게 연결하거나, 사용자의 외부 통화 요청을 사용자에 맞는 다이얼 

플랜을 적용하여 외부로 연결(Outgoing Call)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외부와 

연결된 음성 회선을 통해 들어오는 호와 나가는 호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사용

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서비스 흐름과 사용자 관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서비스 구성 

웹 매니저의 [기본설정] 메뉴에는 다음 여섯 개의 주요 보조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 메뉴에서는 VL5000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추가, 수

정, 삭제합니다. 

 [그룹] 메뉴에서는 수신/발신/당겨받기/인터컴 등 네 가지 유형의 그룹을 별도

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다이얼플랜] 메뉴에서는 발신 그룹별로 다이얼 규칙을 설정합니다. 

 [프로파일] 메뉴에서는 사용자 별로 이용할 기능들 및 다이얼플랜을 지정하는 

프로파일을 관리합니다. 

 [회선설정] 메뉴에서는 각 회선 별 수신호를 담당할 수신자를 설정합니다. 

 [VSP연결설정] 메뉴에서는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여한 서비스 계

정을 설정합니다. 

그림 2-1은 이들 설정 항목별 연관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2 - 1. 기본설정 6개 보조 메뉴 상호 연관 관계 

 



 

 

사용자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할 사용자에게 적용할 프로파일을 설정하여야 

하며, 프로파일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발신 그룹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SIP 서비스 구성 요소 

VL5000의 SIP 서버는 SIP 표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므로 SIP 표준을 만족하는 단말

들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 SIP 서비스 구성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정을 시작합니다. 

 UAC(User Agent Client): SIP request 전송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단말입

니다. 호의 생성, 해제 등의 능동적인 동작을 담당합니다. 

 UAS(User Agent Server): UAC로부터 SIP request를 받은 응용 프로그램 또는 

단말입니다. 호의 수락, 거부 등의 수동적인 동작을 담당합니다. UA로 포함되는

 종단 시스템은 SIP 전화나 GW(Gateway) 등이 있습니다. 

 Proxy Server: UA로부터의 다양한 SIP 요청/응답 메시지를 직접 다음 노드로 전

달(Forward)하는 응용 단계(Application Layer)의 라우터를 의미합니다. 

 Redirect Server: 요청(Request)받은 메시지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존재하는 다른

 SIP 서버나 UA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등록 서버(Registrar): 사용자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말합니다. 

 위치 서비스(Location Service): 한 도메인에 소속된 사용자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웹 매니저 

 

VL5000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웹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WAN/LAN 환경 

및 가입자 내선 전화 환경 등 제반 사용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웹 매니저로 시스템

 설정을 시작하십시오. 

VL5000의 공장 출하 시 LAN 포트 IP 주소는 ‘192.168.1.10’,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255.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스템 관리자의 ID: admin, Password: admin입

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처음 접속 후 반드시 ID와 암호를 변경하여 시스템으로의 불

법적인 접근을 방지하십시오. 

 

Note: 웹 매니저로 작업을 하는 도중 갑자기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엔 시스템 의 문

제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나 Flash Player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므로 웹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접속하면 정상 동작합니다. 

                                                                           

 

PC의 IP 주소 설정하기 

VL5000 의 웹 매니저에 접속할 PC의 IP 주소를 VL5000 의 LAN 포트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있는  ‘192.168.1.10’과 같은 대역의 IP 주소(예: 192.168.1.100)로 변경한 

다음 VL5000 의 LAN 포트에 연결한 케이블의 다른 한 쪽 끝을 PC에 연결합니다. 

 

PC의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의 OS가 Windows 인 경우) 

[제어판]/[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어댑터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이더넷]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옵션 선택 버튼)을 눌러 속성(R) 항목

을 선택합니다. 

그림 3 - 1. 이더넷 

 
[이더넷 속성]에서 [인터넷프로토콜(TCP/IP)]를 선택하고 속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3 - 2. 이더넷 속성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등록 정보]창에서 [다음 IP 주소 사용]을 선택한 다음 미

리 정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3 - 3. IP 주소 설정 

 
 

웹 매니저 로그인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http://192.168.1.10’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팝업에서 사용자 이름(id)에 ‘admin’, 암호(password)에 ‘admin’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웹 매니저 

 

 

 

그림 3 - 4. 웹 매니저 로그인 

 
 

웹 매니저 로그아웃 

웹 매니저에서 로그아웃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웹 브라우저 자체를 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웹 매니저 상단의 오른쪽 끝에 있는 “x” 표시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

다. 

 

그림 3 - 5. 웹 매니저 로그아웃 

 

 

웹 매니저 메뉴 트리 

VL5000의 웹 매니저 화면은 주 메뉴 탭, 보조 메뉴 탭, 메뉴 창, 그리고 저장 메뉴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주 메뉴나 보조 메뉴를 선택하면 메뉴 창에 설정할 내용들이 표시되

며 값을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 시스템에 적용시킵니다. 

웹 매니저의 주 메뉴와 보조 메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 - 1. 웹 매니저 메뉴 트리 

주 메뉴 보조 메뉴 설명 

상태확인 시스템 시스템의 전체적인 상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상태 정보 

이벤트 시스템 이벤트 로그 

가용 전화기 시스템에 등록(SIP Registration)된 가용 IP폰 현황 

DHCP IP DHCP client IP list를 보여준다.  

통계 시스템 통계 정보 

모니터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정보 

통화내역 현재통화 현재 진행 중인 호 정보 

통화목록 수/발신에 대한 호 이력 

일일별 통화시간 일별 누적 통화 기록 정보 



 

 

번호별 통화시간 번호별 누적 통화 기록 정보 

CDR Call Detail Record 저장 목록 정보 

CDR 형식 Call Detail Record 관련 설정 

녹취 녹취된 파일 목록 정보 

기본설정 프로파일 사용자들에게 적용할 프로파일 관리 

사용자 사용자 관리 및 설정 

그룹설정 그룹 관리 및 설정 

회선설정 FXO(PSTN Line) 및 FXS(Analog Phone) 설정 

VSP연결설정 VoIP Service Provider 관련 정보 설정 

다이얼플랜 다이얼플랜 설정 

부가기능코드 부가기능코드 설정 

부서설정 부서 관리 

고급설정 SIP SIP 관련 항목 설정 

PBX연동 PBX 연동 관련 설정 

메일 메일 관련 설정 

회의통화 회의 통화 관련 설정 

음성안내 음성안내(IVR) 설정 

원격사용설정(RAA) Remote Access Authentication 설정 

착신 다이얼플랜 착신 다이얼플랜 설정 

전화번호부 공유전화번호부 설정 

긴급 전화 긴급 전화번호 설정 

발신제한 내선 전화기로부터 받은 외부호의 허용/제한 기능 

시스템설정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설정 

음악파일 MOH, MOR 음원 파일 설정 

시간 시스템 시간 설정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설정 

관리자권한 시스템 관리자 권한 그룹 설정 

SNMP SNMP 설정 

QoS/포트포워드 QoS 및 포트포워드 관련 설정 

모니터 시스템 모니터링 관련 설정 

녹취 녹취 관련 설정 

내장 NAS 내장 NAS 카드 설정 

보안 보안 설정 보안 관련 설정 

DDOS DDoS Protection 설정 

ACL Access Control List(접근 제어 목록) 설정 

SIP ACL User agent를 기준으로 ACL 설정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관련 설정 

유지/관리 재부팅 시스템 재시작 

공장초기화 공장 출하 상태로 복원 

백업/복구 시스템 환경 설정 백업 및 복구 

S/W 업그레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PBX에 연결된 사용자수의 라이선스를 설정 

자동 설정 IP폰 프로파일 등록된 단말에 적용할 프로파일 관리 

IP폰 S/W 관리 등록된 단말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관리 

Hotel 모닝콜 모닝콜 기능 

PMS 설정 Property Management System기능(별도 라이선스 필요) 



 

 

4. 상태확인 

 

[상태확인] 메뉴에서는 VL5000의 네트워크 상태, 시스템 이벤트 로그, 가용 내선 단

말, 시스템 리소스 사용에 관한 통계, 시스템 모니터링 정보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확인]/[시스템] 

[상태확인]/[시스템] 메뉴에서는 시스템/네트워크/사용자/통화/회선/VSP 등의 전반적

인 상태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 1. [상태확인]/[시스템] 메뉴 

 

■ 시스템 상태 

표 4 - 1. <시스템 상태>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MAC 주소 WAN interface ethernet MAC 주소  

주 S/W 버전 주 S/W 버전 및 build-time 현재 running중인 S/W의 버전 

부 S/W 버전 부 S/W 버전 및 build-time 업그레이드 이전 S/W의 버전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용량 괄호 안은 남은 메모리 용량 

디스크 공간 시스템 디스크 용량 괄호 안은 남은 디스크 용량 

CPU 부하 현시점의 CPU 사용률  

온도 시스템 내부 온도  



 

 

시스템 동작 시간 부팅 완료 이후 경과 시간  

■ 네트워크 상태 

표 4 - 2. <네트워크 상태>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취할 수 있는 값 

포트 Ethernet 연결 포트 LAN, WAN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연결 상태 연결됨, 연결 안됨 

속도 네트워크 연결 속도 100Mbps, 1Gbps 

통신 방식 네트워크 전송 구분 전이중 통신, 반이중 통신 

RX/TX Ethernet 별 RX/TX 전송 byte Byte 단위 

 

■ 사용자 상태 

표 4 - 3. <사용자 상태>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전체 사용자 [기본설정]/[사용자] 메뉴에 등록된 사

용자의 총수 

 

가용 사용자 SIP Register된 내선 IP폰 수  

 

■ 통화 상태 

표 4 - 4. <통화 상태>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현재 통화 목록 현재 통화중인 호의 개수  

 

■ 회선 상태 (FXO) 

표 4 - 5. <FXO>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슬롯/포트 각 FXO 포트에 대한 슬롯/포트 번호  

슬롯 상태 보드가 꽂힌 슬롯의 상태  

회선 상태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Hook 상태 on-hook인지 off-hook인지 여부  

RX Gain RX Gain 값 단위: dB 

TX Gain TX Gain 값 단위: dB 

에코 제거 FXO 포트의 에코 제거 기능 타입  

전화 번호 FXO에 할당된 PSTN 번호 관리자 설정 값 

모드 포트의 사용 여부  

 

 



4. 상태확인 

 

 

 

■ 회선 상태 (E1 PRI) 

표 4 - 6. <E1 PRI>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슬롯/포트 각 E1 포트에 대한 슬롯/포트 번호  

슬롯 상태 보드가 장착된 슬롯의 상태  

회선 상태 회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PCM E1 포트별 PCM 코덱 설정 값 alaw/ulaw 

Framing 채널 코딩 값  

Line coding Line coding 값 Hdb3/AMI 

Clock Clock 모드 Master/Slave 

OP Mode Operations Mode 값 User/Network 

 

■ VSP 등록 상태 

표 4 - 7. <VSP 등록 상태>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이름 VSP 회선을 나타내는 이름 (관리자가 지정) 

레지스트라 VSP의 SIP registrar 

ID VSP로부터 부여받은 ID (예: 070 번호) 

수신 VSP로부터 들어오는 호를 받을 개체 (예: 사용자, 그룹, IVR 등) 

상태 계정이 정상적으로 VSP에 등록(SIP Register)되어 있는지 여부 

 

[상태확인]/[네트워크] 

[상태확인]/[네트워크] 메뉴에서는 WAN/LAN/DNS 등 네트워크 관련 항목들의 현재 

설정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 2. [상태확인]/[네트워크] 메뉴 

 
 

■ WAN 

표 4 - 8. <WAN>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IPv4 주소 IP 주소 (Version 4) 

IPv4 서브넷 마스크 IPv4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외부망 접속을 위한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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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 

표 4 - 9. <LAN>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IPv4 주소 IP 주소 (Version 4) 

IPv4 서브넷 마스크 IPv4 서브넷 마스크 

 

■ DNS 

표 4 - 10. <DNS>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1차 서버 1차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 

2차 서버 2차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 

 

[상태확인]/[이벤트] 

[상태확인]/[이벤트] 메뉴에서는 VL5000의 운용 중에 발생한 각종 이벤트 로그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이벤트 로그는 150페이지의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총 3000개의 이벤트로 제

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오래된 이벤트가 삭제

되고 신규 이벤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림 4 - 3. [상태확인]/[이벤트] 메뉴 

 
 



 

 

 

■ 이벤트 

표 4 – 11. 이벤트 레벨 

레벨 표시 내용 

모두 표시 모든 레벨의 이벤트 로그 

주의 상황 변화 등 

경고 시스템 운용 중 잘못된 시도 등 

오류 시스템 운용 중 문제가 되는 것 등 

위험 시스템 운용 중 치명적인 문제 발생 등 

DDOS DDOS 패킷 DROP 이벤트 표시 

 

[상태확인]/[가용 전화기] 

[상태확인]/[가용 전화기] 메뉴에서는 현재 VL5000에 SIP register되어있는 IP 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IP register되어있다는 것은 IP폰이 VL5000에  

SIP 프로토콜 레벨에서 정상 등록되어 호 처리 가능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4 - 2. [상태확인]/[가용 전화기] 메뉴 

 

 

■ 사용전화기 목록 

표 4 - 12. <사용전화목록>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내선번호 해당 IP 전화기의 내선번호  

이름 해당 IP 전화기 사용자의 display name  

IP 주소 해당 IP 전화기의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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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 해당 IP 전화기의 설정정보 업데이트 Provisioning 시 사용 

                                                                            

Note: VL5000에 등록된 ㈜볼랜즈의 IP 전화기들은 웹 매니저를 통해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표시된 IP 주소는 전화기의 웹 관리 화면에 링크 되어 있어, IP 

주소를 누르면 선택한 IP 전화기의 웹 관리 화면이 새 창에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VL5000에 연결된 IP 전화기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P 

전화기의 웹 설정 포트는 [시스템설정]/[QoS/포트포워드] 메뉴에서 설정 할 수 있습

니다. 

                                                                             

[상태확인]/[DHCP IP] 

[시스템 설정]/[네트워크] LAN 설정에서 DHCP 서버 IP list에 주어진 DHCP Client

가 받아간 IP list를 나타낸다. 

그림 4 - 5. [상태확인]/[DHCP IP] 메뉴 

 

■ DHCP IP 목록 

표 4 - 13. <DHCP IP>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IP 주소 할당 받은 DHCP IP 주소  

내선번호 해당 IP전화기의 내선 번호  

MAC 주소 해당 IP를 할당받은 단말의 MAC 주소  

호스트 이름 IP 할당받은 단말의 호스트 이름  

[상태확인]/[통계] 

[상태확인]/[통계] 메뉴에서는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시스템 내부 온도 등에 

대해 누적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는 약 10분 단위로 수집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통계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림 4 - 6. [상태확인]/[통계] 메뉴 

 

 



 

 

■ 통계 

표 4 - 14. <통계>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시간 통계 데이터가 기록된 시각 

CPU 부하(%) CPU 사용률 

메모리(%) 메모리 사용률 

온도 시스템 내부 온도 

 

Note: 통계 데이터를 쌓이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설정]/[모니터] 메뉴에서 모니터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태확인]/[모니터] 

[상태확인]/[모니터] 메뉴에서는 [시스템설정]/[모니터] 메뉴에서 enable한 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표시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초 단위로 화면이 자동 갱신되고, 중지 버

튼을 누르면 화면 자동 갱신이 중지됩니다. 

그림 4 - 7. [상태확인]/[모니터] 메뉴 

 

 

■ 시스템 

표 4 - 15. <시스템>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시스템 모니터링 할 항목  

현재 값 해당 항목에 대한 현재 모니터링 결과값  

알람 상태 알람 발생 상태 표시 (Y, N) [시스템설정]/[모니터] 알람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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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동작함 

■ 네트워크 링크 

표 4 - 16. <네트워크 링크>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포트 Ethernet 포트  

네트워크 연결 Ethernet 포트 연결 상태  

알람 상태 알람 발생 상태 표시 (Y, N) [시스템설정]/[모니터] 알람 체

크되어야 동작함 

■ 동시호 

표 4 - 17. <동시호>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동시 호 개수 현재 통화 중인 호의 개수 

 

■ 프로세스 

표 4 - 18. <프로세스>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할 프로세스 이름  

CPU 부하(%) 해당 프로세스의 CPU 사용률  

메모리(%) 해당 프로세스의 메모리 사용률  

알람 상태 알람 발생 상태 표시 (Y, N) [시스템설정]/[모니터] 알람 

체크되어야 동작함 



 

 

5. 통화내역 

 

[통화내역] 메뉴에서는 통화 이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현재통화] 

[통화내역]/[현재통화] 메뉴에서는 현재 통화 중인 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 1. [통화내역]/[현재통화] 메뉴 

 

 

■ 현재통화목록 

표 5 - 1. <현재통화목록>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발신자 발신자 전화번호  

수신자 수신자 전화번호  

시작 통화 시작 시각  

통화 시간 통화 시간 전화 수신 후 통화시간 

서비스 이용중인 서비스 Dial/Pickup/Transfer/Parking/IVR 등 

호 상태 호의 현재 상태  

채널 종류 채널 종류 EXT/USER: 내선 

VSP: VSP를 통해서 연결된 채널 

FXO: FXO를 통해서 연결된 채널 

PBX: 연동된 PBX를 통한 채널 

E1: E1 PRI를 통해 연결된 채널 

 

[통화내역]/[통화목록] 

[통화내역]/[통화목록] 메뉴에서는 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번호, 

수/발신 구분, 날짜 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호 이력은 최대 10000개까지 저장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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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 [통화내역]/[통화목록] 메뉴 

 

검색 조건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화면 하단 오른쪽의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통화목록 

표 5 - 2. <통화목록>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발신자 발신자 전화번호  

수신자 수신자 전화번호  

시작 통화 시작 시각  

통화 시간 통화 시간  

서비스 이용중인 서비스 Dial/PickUp/Transfer/Parking/IVR 등 

호 상태 호의 현재 상태  

채널 종류 채널 종류 EXT/USER: 내선 

VSP: VSP를 통해서 연결된 채널 

FXO: FXO를 통해서 연결된 채널 

PBX: 연동된 PBX를 통한 채널 

E1: E1 PRI를 통해 연결된 채널 

 

[통화내역]/[일일별 통화시간] 

 

[통화내역]/[일일별 통화시간] 메뉴에서는 호 이력을 일별로 통계를 내어 날짜, 수신

통화건수, 수신통화시간, 발신통화건수, 발신통화시간, 전체통화건수, 전체통화시간을 

표시합니다. 또한, 특정 날짜 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외부 발착신 호만 표시됨) 

 



 

 

그림 5 - 3. [통화내역]/[일일별 통화시간] 메뉴 

 
 

■ 일일별 누적 통화시간 

표 5 - 3. <일일별 누적 통화시간>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날짜 날짜  

수신통화건수 수신 통화 수  

수신통화시간 수신 통화 시간  

발신통화건수 발신 통화 수  

발신통화시간 발신 통화 시간  

전체통화건수 하루 전체 통화 수  

전체통화시간 하루 전체 통화 시간  

 

[통화내역]/[번호별 통화시간] 

[통화내역]/[번호별 통화시간] 메뉴에서는 호 이력을 번호 별로 통계를 내어 전화번

호, 수신통화건수, 수신통화시간, 발신통화건수, 발신통화시간, 전체통화건수, 전체통

화시간을 표시합니다. 또한, 특정 번호 및 날짜 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선간 통

화 건수도 표시됨) 

그림 5 - 4. [통화내역]/[번호별 통화시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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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별 누적 통화시간 

표 5 - 4. <전화번호별 누적 통화시간>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전화번호 내선번호  

수신통화건수 수신 통화 수  

수신통화시간 수신 통화 시간  

발신통화건수 발신 통화 수  

발신통화시간 발신 통화 시간  

전체통화건수 하루 전체 통화 수  

전체통화시간 하루 전체 통화 시간  

 

[통화내역]/[CDR] 

[통화내역]/[CDR 형식] 메뉴에서 CDR을 저장하도록 설정하면 호 이력이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통화내역]/[CDR] 메뉴에서는 저장된 CSV 파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고 파일명 클릭시 CSV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5 - 5. [통화내역]/[CDR] 메뉴 

 
■ CDR 

표 5 - 5. <CDR>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CSV 파일 이름 CSV 파일 이름  

크기 CSV 파일 크기  

생성시간 CSV 파일 생성 시각  

모두 개별 or 전체삭제 기능  



 

 

[통화내역]/[CDR 형식] 

[통화내역]/[CDR 형식] 메뉴에서는 CDR을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 6. [통화내역]/[CDR 형식] 메뉴 

 

■ CDR 설정 

 백업 시간: CDR을 CSV 파일로 백업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만 수행되는데, 그 

수행 시각을 지정합니다. (24시 기준) 

 최대 백업 파일 수: 생성할 CSV 파일의 최대 개수를 지정합니다. CDR 백업은 

하루에 한 번만 지정된 시각에 수행되므로, 최대 백업 파일 수를 지정하는 것은

 곧 CDR 백업을 최대 몇 일 분량만큼 하겠다고 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 설정할 수 있는 최대값은 90이며, 따라서 최대 90일 분량만큼의 CDR 데이터

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값을 0으로 지정하면 CDR 백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CSV 파일 형식: CSV 파일에 CDR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을 설정합니다. 

 내장 NAS 사용: CSV 파일을 내장 NAS의 HDD에 저장하도록 설정합니다 내장 

NAS 저장시에는 60개 이상의 파일이 저장 가능합니다. 

 FTP 전송:  CDR 파일을 설정된 FTP 서버로 전송합니다. 

 

[통화내역]/[녹취] 

[통화내역]/[녹취] 메뉴에서는 녹취 이력을 확인하고 녹취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

다. 녹취 WAV 파일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림 5 - 7. [통화내역]/[녹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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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목록 

표 5 - 6. <녹취목록>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녹취자 녹취를 실행한 사용자  

발신자 발신자 번호  

수신자 수신자 번호  

시작 녹취 시작 시각  

녹취 녹취 파일 이름 클릭시 wav 파일 다운로드 실행 

모두 개별 or 전체삭제 기능  

 



 

 

6. 기본설정 

 

[기본설정] 메뉴는 프로파일, 사용자, 그룹, 다이얼플랜과 같이 PBX를 통해서 호 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본설정]/[프로파일] 

[기본설정]/[프로파일] 메뉴는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프로파일이란 VL50

00에 등록된 사용자를 다이얼플랜 및 각종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파일에 VSP를 통해서 외부로 호를 연결할 수 있는 다이얼플랜과 음성

 메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면, 그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VSP를 통해서 외부와 통화를 할 수 있고, 음성 메일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파일 추가 

VL5000은 기본적으로 Default_profile이라는 기본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

러 서비스와 다이얼플랜의 다양한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프로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프로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6 - 1. [기본설정]/[프로파일] 메뉴 

 

프로파일을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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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2. 프로파일 추가 

 

■ 프로파일 설정 

 이름: 추가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이얼플랜: 이용하려는 다이얼플랜(들)을 선택합니다. 

 기본 부가 기능: 기본 부가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회의통화: 회의통화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음성사서함: 음성사서함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 부가 기능이 “예” 일 경우에만 동작) 

 Parking: 콜파킹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착신전환: 착신전환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본 부가 기능이 “예” 일 경우에만 동작) 

 인터컴: 인터컴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3자 통화: FXS에 연결된 아날로그 전화기의 3자 통화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합

니다. FXS 단말의 3자 통화 기능은 하나의 FXS 단말에 두 개의 호가 연결된 상

태에서 hook flash를 누르면 동작합니다. 단, 이 옵션이 yes로 설정되어있을 경

우에만 동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FXS 단말의 hook flash는 3자 통화 기능 사용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

이 동작합니다. 

 3자 통화 기능 사용 시 - 3자 통화로 동작합니다. 

 3자 통화 기능 미사용 시 – hold 기능으로 동작합니다. 

 FXO 직접연결: 모임스톤 전환기의 DSS 버튼을 눌러 FXO 포트 설정한  

라인을 직접 사용 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모임스톤의 SW가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밤 모드: 밤 모드를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상 발신 번호: 가상발신번호로 사용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항목에 번호가 

설정되면 이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외부로 호를 발신할 경우 발신자 

번호에는 여기에서 설정된 번호가 찍히게 됩니다. 

(가상발신번호 표시 우선순위: 내선 DOD 번호 > 프로파일 가상 발신 번호 > V

SP 가상 발신 번호) 

 E1 DOD 번호: 사용자측 DID 미설정시 전체 PRI CID에 대해 일괄 적용합니다. 



 

 

 본사 PBX: 본지사 연결시 설정된 PBX 그룹을 지정합니다. 

 본사 다이얼 패턴: 본지사 연결시 다이얼 패턴을 지정합니다. 

 본사 다이얼 포맷: 본지사 연결시 다이얼 포맷을 지정합니다. 

 빈방콜 착신전환: PMS 연동시 착신전환가능케 하는 기능입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변경 

[기본설정]/[프로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의 이름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삭제 

[기본설정]/[프로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X”를 누릅니다. 

 

[기본설정]/[사용자] 

사용자는 VL5000에 연동되어있는 내선 전화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나타내는 개념입

니다. 

그림 6 - 3. [기본설정]/[사용자] 메뉴 

 

사용자 검색 

내선번호, 이름, 프로파일 등으로 사용자들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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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추가 

사용자들은 각각의 내선번호를 통해 서로 통화를 할 수 있으며, 또한 PSTN이나 VSP,

 혹은 PBX 연동을 통해 외부와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단일 추가와 다중 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단일 추가 

[기본설정]/[사용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일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6 - 4. 사용자 단일 추가 

 

■ 사용자 설정 

 내선번호: 내선번호를 입력합니다. 

 DID 번호: DID는 Direct Inward Dialing의 약자로서, 수신 시 사용되는 개인별 

직통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VSP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V

SP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용자 별로 할당 받은 DID를 이 항목의 값으로

 입력합니다. 

중복 입력이 안 된다. 

 DOD 번호: DOD는 Direct Outward Dialing의 약자로서, 발신 시 사용되는 개인

별 직통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VSP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VSP로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용자 별로 할당 받은 DOD를 이 항목의 값

으로 입력합니다. 

 E1 DID 번호: PRI 수신시 번호입니다. (PRI 인입 자릿수) 



 

 

 E1 DOD 번호: PRI 발신시 CID 번호입니다. 

 과금번호: 내선 사용자마다 각각 개별과금 사용 시 과금번호를 입력합니다. 

 발신번호 제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항목

이 enable되어있으면 해당 사용자가 VSP를 통해 외부로 전화를 하면 수신자 측

에서 발신 번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WAN 등록: WAN 등록을 사용할 시, ACL 승인과 상관없이 WAN IP를 통하여  

등록시 ID/Password 만으로 등록됩니다. 

- 사용안함 

- UDP, TCP or TLS: 모든 SIP 패킷 허용 

- UDP: UDP SIP 패킷만 허용 

- TCP: TCP SIP 패킷만 허용 

- TLS: TLS SIP 패킷만 허용 

 이름: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내선 사용자들끼리 통화할 경우 상대방의 전

화기에 표시되는 display name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메일: 사용자에게 음성메시지가 남겨지면 그 음성메시지가 WAV 파일로 첨부

된 이메일을 VL5000이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데, 이 경우 메일을 받을 이메

일 계정을 입력합니다. ([고급설정]/[메일] 메뉴 참조) 

 인증 ID: 사용자의 인증 ID을 입력합니다. 모임스톤 전화기의 경우 인증이름과 

동일합니다. 인증 ID 가 없을 경우, 전화기에서는 내선번호를 인증이름으로 입력

합니다. (자동 생성 가능) 

 암호: SIP register 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불규칙하고 쉽게 예측할 수 없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

다. 여기서 설정한 암호는 사용자의 IP전화기에도 똑같이 설정해주어야 IP 전화

기가 VL5000에 정상적으로 SIP register될 수 있습니다. 

 암호확인: 암호를 재 입력합니다. 

 V.M 암호: 음성 사서함 접속 시 사용될 암호를 입력합니다. 

 부서: 사용자가 소속된 부서명을 선택합니다. 

 벨 시간: 수신 시 이 항목에 설정된 시간만큼만 벨이 울립니다. 

 DTMF 모드: 사용할 DTMF 모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설정한 값은 IP 전화기의

 웹 관리 화면에서도 똑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파일: 사용자가 이용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언어: 사용자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SIPS/SRTP: SIP 시그널링과 RTP 미디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SIPS/SRTP의 

이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전수 녹취: 사용자의 녹취 유형 선택합니다. (시스템설정의 녹취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FAX: 녹취를 사용 중 일 때, 프리미엄서비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합니다. 

 WEB 암호: 내선사용자 Web접속 암호를 입력합니다. 

 WEB 암호확인: WEB 암호를 재 입력합니다. 

 

■ 사용자 전화기 설정 

사용자의 IP폰을 자동 설정하고자 할 때 아래의 항목들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단말기 프로파일: IP폰에 적용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자동설정]/[IP폰 프로
파일] 메뉴 참조) 

 전화 기종: 사용자의 IP폰 기종을 선택합니다. ([자동설정]/[IP폰 S/W 관리] 메

뉴 참조) 

 MAC 주소: 사용자의 IP폰의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 하면

 DHCP IP에 등록된 IP list 화면이 팝업되어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기의 Mac ad

dress를 선택 하면 된다. 

 단말 IP 주소 

 DHCP를 통한 자동설정: 사용자의 IP폰의 IP 주소를 DHCP를 통해 

받아올 경우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고정 IP: 사용자의 IP폰의 IP 주소를 직접 입력할 경우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 IP 주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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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라우터: 기본 라우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전화기 BLF 키 

BLF 방식 중 BROADWORKS 방식을 사용시에 설정합니다. 

 보기: BLF 번호별 내선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만

들어 놓은 BLF 프로파일을 적용합니다. 

■ 착신전환 

 착신 거부: 수신 거부를 원할 경우 enable합니다. 

 항상: 무조건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통화중: 통화 중일 경우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무응답: 위의 벨 시간 항목에서 설정한 시간 안에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 착

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류: 장애 발생 시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시간대별: 시간대별로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신거부 목록 

 수신거부목록사용: 내선에서 수신 거부하고자 하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용자 음악 

 통화대기음: 보류 음악을 선택합니다. 

 통화수신음: 컬러링 음악을 선택합니다. 

 시간대별: 시간대별로 컬러링 음악을 설정합니다. 

■ 사용자 위치 

 지사PBX: 내선 사용자가 지사PBX사용자이면 해당 내선에 등록된 IP전화기가 없

을 때 지사 PBX로 호가 연결됩니다. 

■ 멀티포킹 

 멀티포킹 PBX: 해당 내선으로 호가 인입되면, 등록된 IP폰과 멀티 포킹 서버에 

연동된 어플에 동시에 벨이 울립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다중 추가 

VL5000은 추가해야 할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합니다. 

 

[기본설정]/[사용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러 사용자를 한꺼번에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일괄 등록” 버튼을 누릅니

다. 

사용자 추가 팝업에서 “샘플파일 다운받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6 - 5. 사용자 다중 추가 – 1st step: 입력 

 

1) 다운 받은 엑셀 파일을 편집합니다. 



 

 

 

2) 편집된 엑셀 파일을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 하여 업로드 합니다. 

 

3) 저장 합니다. 

DID 번호가 중복되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사용자 변경 

[기본설정]/[사용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내선번호를 누릅니다. 

사용자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삭제 

[기본설정]/[사용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려는 사용자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체크 박스에 체크한 후 화면 하단 오른쪽

의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의 모두를 누르면 현재 페이지에 나타난 모든 사용자가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화면 하단 오른쪽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여러 사용자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CSV 백업 

모든 사용자 정보들을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사용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사용자 CSV 백업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설정]/[그룹설정] 

VL5000은 다음의 4가지 타입의 그룹 개념을 제공하며,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

를 통해 이를 관리합니다. 

 수신 그룹: 수신을 위한 그룹입니다. 

 발신 그룹: 발신 시 사용하게 될 회선(VSP/FXO/PBX/E1)을 필요에 맞게 모아놓

은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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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받기 그룹: 당겨받기 기능을 이용할 사용자들을 모아놓은 그룹입니다. 

 인터컴 그룹: 같은 인터컴 그룹 내에 있을 경우, 설정된 내선번호를 통해 그룹 

구성원 전체와 인터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림 6 - 6.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 

 

그룹 검색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그룹 타입에서 그룹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그룹 추가 

수신 그룹 추가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룹 설정 팝업이 뜹니다. 

그림 6 - 7. 수신 그룹 추가 

 
이름 항목에 적절한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구분 항목에서 수신을 선택하면 링 정책, 
내선번호, DID 번호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링 정책 항목에서 원하는 링 정책을 선택



 

 

하고 내선번호 항목에는 수신 그룹에 부여할 내선번호를, 그리고 DID 번호 항목에는 

해당 그룹에 부여할 DID 번호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신 그룹이 추가됩니다. 

발신 그룹 추가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룹 설정 팝업이 뜹니다. 

그림 6 - 8. 발신 그룹 추가 

 

이름 항목에 적절한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구분 항목에서 발신을 선택하면 다이얼 구
분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3가지 다이얼 정책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발신 그룹이 추가됩니다. 

 

당겨받기 그룹 추가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룹 설정 팝업이 뜹니다.  

그림 6 - 9. 당겨받기 그룹 추가 

 

이름 항목에 적절한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구분 항목에서 당겨받기를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당겨받기 그룹이 추가됩니다. 

인터컴 그룹 추가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룹 설정 팝업이 뜹니다.  

그림 6 - 10. 인터컴 그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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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항목에 적절한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구분 항목에서 인터컴을 선택하면 내선번
호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내선번호 항목에는 인터컴 그룹에 부여할 내선번호를 입력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인터컴 그룹이 추가됩니다. 

 

그룹 변경 

수신 그룹 변경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6 - 11. 수신 그룹 변경 

 

■ 그룹 설정 

 링 정책: 수신 시 그룹 구성원들에게 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항

목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차착신: 수신 시 구성원의 등록 순서대로 대기 상태에 있는 회선

을 선택하여 수신을 하되 항상 첫 구성원부터 수신 시도합니다. 

 원형착신: 수신 시 구성원의 등록 순서대로 대기 상태에 있는 회선

을 선택하여 수신을 하되 직전에 통화했던 구성원을 기억하였다

가 그 다음 구성원부터 수신 시도합니다. 

 동시착신: 수신 시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의 벨이 울리며, 어떤 한 구

성원이 수신하는 순간 다른 구성원의 벨은 멈추게 됩니다. 



 

 

 자동착신: 수신 시 그룹 내 구성원에게 무작위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 

 동시착신(착신전환가능): 수신 그룹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착신전

환이 설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구성원들의 벨이 울리지 않고 착

신전환 설정된 구성원의 착신전환 번호로 호를 연결합니다. 착

신전환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면 동시착신과 동일합니다. 

 수신 그룹 구성원의 착신 전환 기능 적용은 “기본 설정 -> 사용자”

에서만 적용됩니다 

 내선번호: 수신 그룹에 부여하는 내선번호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내선번호

로 전화를 걸면 위에서 설정한 링 정책에 따라서 그룹 구성원들에게 호가 연결

됩니다. (시스템에 이미 설정된 사용자 내선과 중복 불가) 

 DID 번호: 수신 그룹에 부여하는 DID 번호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SIP connec

t를 지원하는 VSP를 통해서 호가 들어오는 경우, 발신자가 이 항목에 설정된 번

호로 호를 시도하면 이 그룹으로 호가 연결됩니다. (시스템에 기 설정된 DID 번

호와 중복 설정 불가) 

 통화수신음: 이 그룹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발신자 측에서 듣게 되는 통화수신

음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시스템설정]/[통화대기음] 메뉴에서 설정한 통화수

신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성안내 사용: 수신 그룹의 내선 통화중등에 대한 안내멘트를 사용 할 수 있다.

 (안내멘트 위치: “고급설정->음성 안내 멘트” 사용) 

 최대 재시도 횟수: 수신 그룹 구성원이 모두 통화 중이거나 무응답시, 해당 그룹

의 착신 시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 '0'일 경우 무한 시도) 

 

■ 구성원 설정 

수신 그룹의 경우 구성원은 사용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룹 구성원으로 설

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내선번호를 선택한 후 콤보 박스 옆의 추가 버

튼을 누릅니다. 구성원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구성원 이름 오른쪽의 “X”를

 누릅니다. 

■ 착신전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착신전환할 번호를 설정합니다. 

 항상: 무조건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통화중: 그룹 구성원 모두가 통화중일 경우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무응답: 그룹 구성원 중 아무도 받지 않을 경우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류: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시간대별: 시간대별로 착신 전환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발신 그룹 변경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룹 구분에서 발신을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6 - 12. 발신 그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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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설정 

 다이얼 구분 

 선형: 외부로 발신 시 구성원의 등록 순서대로 발신을 하되, 우선 

첫 구성원을 통해서 발신을 시도합니다. 

 원형: 외부로 발신 시 이전에 발신하였던 구성원을 기억하였다가 

그 다음 구성원을 통해서 발신을 시도합니다. 

 사용자 수신 VSP: 사용자 별로 VS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설정]/[VSP연결설정] 메뉴에서 VSP의 수신 구분 항목을 사용

자로 설정하고, 수신 이름 항목에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면, 해당

 VSP를 통해서 들어오는 호는 그 특정 사용자에게만 연결됩니

다. 그 상태에서 발신 그룹에 해당 VSP를 구성원으로 추가하면 

그 특정 사용자가 외부로 발신할 경우 해당 VSP를 통해서 호가

 나가게 됩니다. 즉, SIP connect를 지원하지 않는 VSP를 위해

서 일종의 DID/DOD개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 구성원 설정 

발신 그룹의 경우 구성원은 FXO/VSP/PBX/E1가 될 수 있습니다. 그룹 구성원으로 설

정하고자 하는 FXO/VSP/PBX/E1를 선택한 후 콤보 박스 옆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구성원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구성원 이름 오른쪽의 “X”를 누릅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당겨받기 그룹 변경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룹 구분에서 당겨받기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6 - 13. 당겨받기 그룹 변경 



 

 

 

■ 구성원 설정 

당겨받기 그룹의 경우 구성원은 사용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룹 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자 하는 사용자(들)의 내선번호를 선택한 후 콤보 박스 옆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구성원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구성원 이름 오른쪽의 “X” 를 누릅니다. 

당겨받기 기능은 같은 당겨받기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끼리만 동작합니다. 즉, 어떤 

당겨받기 그룹에 100, 200, 300 사용자가 속해있고 400 사용자는 속해있지 않다면, 

200 사용자의 벨이 울릴 때 100, 300 사용자는 당겨받기 할 수 있으나 400 사용자

는 이 호를 당겨받기 할 수 없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인터컴 그룹 변경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룹 구분에서 인터컴을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6 - 14. 인터컴 그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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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설정 

 내선번호: 이 그룹에 부여하는 내선번호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내선번호로 

전화를 걸면 그룹 인터컴 연결이 됩니다. 

■ 구성원 설정 

인터컴 그룹의 경우 구성원은 사용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룹 구성원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내선번호를 선택한 후 콤보 박스 옆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구

성원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구성원 이름 오른쪽의 “X” 를 누릅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 전화기 설정 

예)모임스톤 전화기의 통화 설정 ->서비스 설정의 원격 설정 항목의  

“Auto Answer”를 체크 해야 합니다. 

■ 모임스톤 전화기 사용시 참조 

통화중 대기 기능이 예로 되어 있으면 기능이 정상 동작 안 된다. 

그룹 삭제 

그룹을 삭제하려면 우선 해당 그룹의 구성원부터 삭제해야 합니다. 해당 그룹의 구성

원을 모두 삭제한 이후에 그룹 자체를 삭제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그룹 타입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설정]/[그룹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구성원 설정 부분의 “X”를 눌러 해당 그룹의 구성원을 모두 삭제한 후 화면 하단 오

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6 - 15. 그룹 삭제 – 1st step: 멤버 삭제 



 

 

  

삭제하고자 하는 그룹을 다시 선택한 후 화면 하단 오른쪽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

룹이 삭제됩니다. 

그림 6 - 16. 그룹 삭제 – 2nd step: 그룹 삭제 

 



7. 고급설정 

 
 

 

[기본설정]/[회선설정] 

VL5000의 FXO/FXS/E1 포트들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회선 설정 변경 

 [기본설정]/[회선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6 - 17. [기본설정]/[회선설정] 메뉴 

 

 

FXO 설정 변경 

[기본설정]/[회선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슬롯/포트 번호를 누르면 FXO 설정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서 설정 값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6 - 18. FXO 설정 

 

■ FXO 설정 

 전화번호: 이 포트에 연결된 회선에 부여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관리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일 뿐, 시스템 내부의 동작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드: 이 포트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Hook 상태: 국가별 환경에 맞는 Hook의 이상 모드를 체크합니다. 

 RX Gain: 회선으로부터 VL5000으로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TX Gain: VL5000으로부터 회선으로 나가는 소리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CID RX Gain: CID (Caller ID) 수신 시 CID를 인식하기 위한 기준 gain 값을 설

정합니다. 

 CID 타입: CID 타입을 결정하며, 국내(한국)는 Telcordia, 유럽은 ETSI, 영국은 

SIN 227, 일본은 NTT로 설정합니다. 

 에코 제거: 에코는 통화 시 자신이 말한 내용이 다시 자신에게 들리는 현상으로

 에코 제거 방법으로는 타입1과 타입2(ES)가 있습니다. 

 타입1 – 에코 제거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타입2(ES) – 반향 억제기가 추가된 에코 제거 방법으로 에코 제거 

성능은 향상되지만, Double-Talk(양측 통화자가 동시에 말하는 

경우) 시 에코 제거 효과가 떨어집니다. 

 VAD/CNG: VAD(Voice Activity Detection)와 CNG(Comfort Noise Generation) 

기능 사용 시 체크합니다. 이 문서에서 제공되는 용어 정리 편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지역번호: 발신시 자동으로 삽입될 지역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작번호: 발신번호 추가시 자동으로 삽입될 번호를 지정합니다. 

 수신 구분: 사용자/그룹/음성안내/PBX/VSP 중 사용 목적에 따른 수신 방법을 

설정합니다. 

 수신 이름: 설정된 수신 구분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별도 벨소리 헤더: FXO 회선을 통해 들어온 호에 대해 벨소리를 다르게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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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용되는 SIP 헤더로서‚ “Alert-Info: http://127.0.0.1/bellcore-dr1”부터 “Al

ert-Info: http://127.0.0.1/bellcore-dr10” 까지 10가지의 벨소리 중 한 가지를 

입력합니다. 

 국가: 설치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화단절 톤을 VL5000이 검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항목에 해당 국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통화 단절 타입: 상대편이 통화를 종료하였을 때 PSTN에서 통화 종료 사실을 

알리면 이를 FXO에서 검출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통화 종료 사실을 검

출합니다. 

 링크 – PSTN이 짧은 시간 동안 라인 전원의 공급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polarity – Inverse Polarity 신호를 보냅니다. 

 모두 – 링크와 polarity 기능 둘 다 사용합니다. 

 별도 통화단절 톤: 위의 국가 항목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단절 톤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이 항목을 설정합니다. 입력 형식은 아래와 같

습니다. 

 입력 형식: [Loop Pause Freq1 Level1 Freq2 Level2 Freq3 Level

3 Freq4 Level4 Cadence1 Paly1 Cadence2 Play2 ...] 

 입력 예시: 0 0 480 -11 620 -9 0 0 0 0 500 12 500 0 

 Loop: 0을 입력하면 통화단절 톤이 계속 재생되고, 1 이상의 수를 

입력하면 입력된 수만큼 재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Pause: 통화단절 톤 마지막에 중지되는 시간으로 단위는 milliseco

nd입니다. 

 Freq: 각 나라마다 정해진 주파수가 있으며, 변경하여 사용하길 원

할 때 입력합니다. 단위는 Hz입니다. 

 Level: 통화단절 톤을 감지하기 위한 레벨로 주로 -9 ~ -11dB를 

사용합니다. 

 Cadence: 통화단절 톤 재생 시간을 의미하며 최대 6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단위는 millisecond입니다. 

 Play: 통화단절 톤 재생 방법을 정의합니다. 0을 입력하면 Cadenc

e에 정의된 시간 동안 아무 것도 재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0이 아닌 것을 입력하면, 예를 들어 “12”로 입력하면 Freq1과 

Freq2를 동시에 재생함을 의미합니다. “12x”와 같이 마지막에 “

x”를 붙여 입력하면 Freq1을 Freq2로 변조하여 재생함을 의미

합니다. 

 자동 단절톤 설정: 위의 별도 통화단절 톤 항목에 입력할 값을 모를 경우 이 항

목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을 선택한 후 외부에서 이 회선에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삐”하는 비프음이 들립니다. 비프음이 들리자마자 외부에서 전화

를 끊으면 자동으로 통화단절 톤이 녹음되어서 이후에는 이 톤으로 통화단절 여

부를 감지하게 됩니다. 

 녹음된 단절톤: 위의 자동 단절톤 설정 항목을 선택해서 녹음된 단절톤 파일입니

다. 

 최대 묵음 시간: 설정된 시간이상 묵음 발생시 호를 종료합니다. 

 

FXS 설정 변경 

[기본설정]/[회선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슬롯/포트 번호를 누르면 FXS 설정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서 설정 값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6 - 19. FXS 설정 

 

■ FXS 설정 

 내선번호: 해당 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다이얼 대기시간: 첫 번호를 누를 때까지의 대기시간을 설정합니다. 

 키입력 대기시간: 한 번호를 누르고 다음 번호를 누를 때까지의 제한 시간을 설

정합니다. 

 Hook Flash Interval: 현재 통화 중인 전화를 잠시 보류시킬 때 hook flash (hoo

k 스위치를 살짝 눌렀다 떼는 것)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 hook 스위치

를 눌렀다 떼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 항목에 설정된 값보다 작은 interval로 h

ook flash를 눌렀다 떼면 그것은 hook flash로 인식을 하게 되고, 큰 interval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RX Gain: 회선으로부터 VL5000으로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TX Gain: VL5000으로부터 회선으로 나가는 소리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CID TX Gain: 해당 포트에 연결된 회선으로 CID 정보를 전송하는 gain 값을 설

정합니다. 

 CID 타입: 위의 FXO 설정 변경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에코 제거: 위의 FXO 설정 변경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VAD/CNG: 위의 FXO 설정 변경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다이얼 패턴: 발신 시 사용할 다이얼 패턴을 입력합니다. 

해당 FXS 포트에 연결된 analog 전화기에서 이 항목에 입력한 다이얼 패

턴에 맞는 다이얼링을 할 경우, 그 번호는 입력이 끝나자마자 바로 발신이 

이루어집니다. 패턴에 맞지 않는 번호는 위의 다이얼 대기시간 항목에 설정

된 시간이 지난 후 발신이 됩니다. 

다이얼 패턴은 정규 표현식을 따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B. P
erl 정규 표현식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1 설정 변경 

[기본설정]/[회선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슬롯/포트 번호를 누르면 E1 설정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서 설정 값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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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20. E1 설정 

 

■ E1 설정 

 슬롯/포트: 슬롯/포트 번호를 표시합니다. 

 PCM: 장비 음성 코덱 종류를 지정합니다. (a-law/u-law) 

 Framing Format: CRC-4 / FAS(no-crc) 중 선택합니다. 

 Line Config: HDB3 / AMI 중 선택합니다. 

 Clock Source: 장비의 clock 동기 소스 포트를 지정합니다. 

 Master: 상대 교환기가 Slave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Slave: 상대 교환기가 Master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OP Mode 

 Network: 보통의 경우 PBX와 연결시에 사용합니다. 

 User: 보통의 경우 외부 교환기와 연결 시 사용합니다. (백업포트로 I

SDN-PRI교환기 연결용) 

 DOD 번호: 발신 CID를 일괄 적용시 설정합니다. 

 별도벨소리헤더: E1 수신시 벨소리를 지정합니다. 

 DID 설정: 수신구분, CID패턴을 지정합니다. 

 

회선 재설정 

VL5000 사용 중 라인 카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스템 전체를 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라인 카드만 reset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회선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6-21에서 화면 하단 오른쪽의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는

데 여기에서 재설정할 슬롯을 선택한 후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슬롯의 라인 카

드만 재설정됩니다. 

그림 6 - 21. 재설정할 슬롯 선택 

 

 



 

 

[기본설정]/[VSP연결설정] 

VSP란 VoIP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서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

니다. 외부의 이동통신망, PSTN, VoIP 등의 단말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VSP의 서비스

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VSP에 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본설정]
/[VSP연결설정]는 VSP에서 받은 서비스 계정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VSP 추가 

[기본설정]/[VSP연결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6 - 22. [기본설정]/[VSP연결설정] 메뉴 

 

VSP를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VSP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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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23. VSP 추가 

 

■ VSP 설정 

 이름: VSP 계정을 나타내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관리에 용이하게 설

정하면 됩니다. 

 레지스트라: 주 레지스트라 서버의 주소/포트를 입력합니다. 

 Proxy 서버: 주 Proxy 서버의 주소/포트를 입력합니다. 

 Out Proxy 서버: 주 Out Proxy 서버의 주소/포트를 입력합니다. 

 재시도 간격: VL5000이 보낸 SIP register에 대해서 부 레지스트라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이 항목에 설정된 시간 후에 주 레지스트라로 다시 SIP register를 

시도하게 됩니다. 

 백업 서버: VSP에서 백업 서버를 지원하면 체크합니다. 

 레지스트라: 부 레지스트라 서버의 주소/포트를 입력합니다. 

 Proxy 서버: 부 Proxy 서버의 주소/포트를 입력합니다. 

 Out Proxy 서버: 부 Out Proxy 서버의 주소/포트를 입력합니다. 

 교체 간격: VL5000이 보낸 SIP register에 대해서 주 레지스트라로

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이 항목에 설정된 시간 후에 부 레지스

트라로 다시 SIP register를 시도하게 됩니다. 

 최대 교체 시도: 주/부 레지스트라 모두 응답이 없을 경우 주/부 레

지스트라에 대해 교대로 SIP register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주/부간 교체의 최대 회수를 입력합니다. 

 대표번호: VSP에서 받은 070 번호를 입력합니다. 

 ID: 서버가 인증을 요구하면 사용하기 위한 ID를 입력합니다. 

 Password: 서버가 인증을 요구하면 사용하기 위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가상 발신 번호: VSP를 통해 발신할 때 VSP에서 받은 070 번호 대신에 상대방 

전화기에 표시되는 가상의 발신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이얼 대기시간: 이 항목에 설정된 시간 동안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

동으로 발신이 취소됩니다. 

 별도 벨소리 헤더: VSP 회선을 통해 들어온 호에 대해 벨소리를 다르게 설정할 

때 사용되는 헤더로서‚ “Alert-Info: http://127.0.0.1/bellcore-dr1”부터 “Alert-I

nfo: http://127.0.0.1/bellcore-dr10”까지 10가지의 벨소리 중 한 가지를 입력

합니다. 



 

 

 Ping 간격: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SIP OPTIONS Req

uest를 VSP로 전송합니다. 

 재등록 시간: VL5000이 VSP에 보내는 SIP REGISTER Request의 Expires 헤더

의 값을 입력합니다. 

 수신 구분: 사용자/그룹/음성안내/PBX 중 사용 목적에 따른 수신 방법을 설정합

니다. 

 수신 이름: 설정된 수신 구분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DTMF 모드: DTMF 전송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은 VSP에서 지원되는 형식

과 일치하도록 설정합니다. 

 Inband DTMF 감지: 위의 DTMF 모드 항목에 어떤 값이 설정되었는지에 관계없

이, VSP를 통해 Inband DTMF가 들어올 경우 이를 감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

택합니다. 

 SIP Connect: VSP로부터 계정 서비스를 트렁크로 받을 경우 “예”로 선택합니다

. 

 SIP Connect 헤더: SIP Connect 기능을 위해 VSP에서 지원하는 

헤더를 설정합니다. 

 세션 타이머 사용: 해당 VSP 계정에 대한 세션 타이머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외부 IP주소 사용: VSP의 IP Address를 [고급 설정]/[SIP]의 외부IP주소에 설정

 되어 있는 IP Address를 사용 하도록 합니다. 

 Reinvite: reinvite 메시지 처리 여부에 대한 설정 

 RTP 간격 수정: RTP ptime이 처음 설정과 달리 ptime이 바뀔 때 그에 대한 응

답으로 동작합니다.. 

 최대 동시 콜: 이 VSP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동시호의 최대 개수를 

설정합니다.('0'일 경우 제한 없음) 

 최대 발신 콜: 이 VSP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신호의 최대 개수를 

설정합니다. ('0'일 경우 제한 없음) 

 SIPS/SRTP: SIP 시그널링과 RTP 미디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SIPS/SRTP의 

이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SRTP Cipher: SRTP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언어:  에러 코드 수신시 출력할 언어 종류를 선택합니다. 

 대표 VSP:  DID번호로 음성안내 수신 생성시 대표VSP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VSP 변경 

[기본설정]/[VSP연결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VSP 계정의 이름을 누릅니다. 

VSP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VSP 삭제 

[기본설정]/[VSP연결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VSP 계정의 “X”를 누릅니다. 

 

[기본설정]/[다이얼플랜] 

다이얼플랜은 PBX의 기본 기능인 호 경로 설정(call routing)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입

니다. [기본설정]/[다이얼플랜] 메뉴에서는 발신자가 입력한 전화번호에 대해 pattern

 matching을 수행하여 호 경로를 설정하도록 다이얼플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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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플랜 추가 

[기본설정]/[다이얼플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6 - 24. [기본설정]/[다이얼플랜] 메뉴 

 

다이얼플랜을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이얼플랜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6 - 25. 다이얼플랜 추가 

 

■ 다이얼플랜 설정 

 이름: 다이얼플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관리에 용이하게 설정하면 됩

니다. 

 패턴: 발신자가 입력한 번호에 대해 패턴 매칭을 수행할 때 적용할 패턴을 입력

합니다. 이 항목은 Perl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설정하는데, Perl 정규 표현식과

 해당 예제는 부록 B. Perl 정규 표현식 편을 참고하십시오. 

 다이얼 형식: 발신자가 입력한 번호에 대해 새로운 숫자를 삽입하거나 제거해서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예제는 부록 B. Perl 정
규 표현식 편을 참고하십시오. 

 제외자리수: 발신자가 입력한 번호가 이 다이얼플랜을 타고 나갈 때 원래 입력

한 번호의 맨 앞에서부터 떼고 나가야 할 숫자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예제는 부



 

 

록 B. Perl 정규 표현식 편을 참고하십시오. 

 주의: 다이얼 형식과 제외자리수는 옵션 사항으로 둘 다 입력하였

을 때는 다이얼 형식이 제외자리수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이
얼 형식이 없을 경우는 제외자리수가 적용됩니다. 

 그룹 이름: 발신자가 입력한 번호가 이 다이얼플랜을 타고 나갈 때 호가 거쳐가

는 발신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발신 그룹은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 합

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다이얼플랜 변경 

[기본설정]/[다이얼플랜]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다이얼플랜의 이름을 누릅니다. 

다이얼플랜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다이얼플랜 삭제 

[기본설정]/[다이얼플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다이얼플랜의 “X”를 누릅니다.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 

VL5000은 다양한 호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착신전환, 당겨받기, 수

신거부, 콜 파킹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사용 여부를 사용자가 자신의 

내선전화기에서 특정 코드를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특정 코드를 부가기능

코드라고 합니다.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 메뉴에서 이러한 부가기능코드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코드 설정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6 - 26.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 메뉴 



7. 고급설정 

 
 

 

 

위의 화면에서 각 부가기능코드 값을 입력합니다. 

■ 시스템 설정 

 설정 WAV 파일: 사용자가 부가기능코드를 다이얼링해서 부가기능에 대한 설정

을 완료했을 때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음원을 등록합니다. 

 취소 WAV 파일: 사용자가 부가기능해제코드를 다이얼링해서 부가기능설정을 해

제했을 때 설정이 해제되었음을 알려주는 음원을 등록합니다. 

 IP 주소 내선번호: 이 항목에 설정된 코드를 다이얼링하면 VL5000의 WAN IP 주

소를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설정 백업 내선번호: 해당값 전화기에서 입력시, 시스템 설정값 백업 

 설정 복구 내선번호: 해당값 전화기에서 입력시, 시스템 설정값 복구 

■ 착신 전환 설정 

 항상 전환: 항상 전환할 번호를 설정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23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123번으로 항상 전환하고자 하면, 사

용자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3123으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항상 전환 취소: 항상 전환을 취소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24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항상 전환을 취소하고자 하면, 사용자

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4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통화중 시 전환: 통화중 시 전환할 번호를 설정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25으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234번으로 통화중 시 전

환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5234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통화중 시 전환 취소: 통화중 시 전환을 취소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26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통화중 시 전환을 취소하고

자 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6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무응답 시 전환: 무응답 시 전환할 번호를 설정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27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345번으로 무응답 시 전환

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7345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무응답 시 전환 취소: 무응답 시 전환을 취소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28으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무응답 시 전환을 취소하

고자 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8으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오류 시 전환: 오류 시 전환할 번호를 설정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

를 들어 이 항목이 *21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456번으로 오류 시 전환하고

자 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1456으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오류 시 전환 취소: 오류 시 전환을 취소할 때 사용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22로 설정되어있고 사용자가 오류 시 전환을 취소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전화기에서 *22로 다이얼링하면 됩니다. 



 

 

■ 콜 관련 기타 

 당겨받기: 당겨받기를 할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지정 당겨받기: 벨이 울리고 있는 특정 내선 사용자의 호를 당겨받을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BLF 지정 당겨받기시 사용) 

 자동 콜백: 통화중인 사용자의 호를 감지후 자동으로 발신을 할 때 사용할 코드

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착신 재다이얼: 가장 최근에 수신한 번호로 발신을 할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발신 재다이얼: 가장 최근에 발신한 번호로 발신을 할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착신 거부 설정: 수신 거부를 할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착신 거부 취소: 수신 거부를 해제할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 Parking 설정 

 Parking 내선번호: 콜 파킹 시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Unparking 내선번호: 콜 파킹 해제 시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시작 번호: 콜 파킹 시 위에서 설정한 Parking 내선번호와 조합하여 사용할 첫 

번째 번호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번호: 콜 파킹 시 위에서 설정한 Parking 내선번호와 조합하여 사용할 마

지막 번호를 입력합니다. 

 Parking 시간: 파킹 중인 콜을 최대로 대기시킬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Parking 내선번호가 *30, 시작 번호가 1, 마지막 번호가 10, Unpar

king 내선번호가 *31인 상태에서 내선 사용자가 외부 핸드폰과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선 사용자가 전화를 끊지 않고 지금 통화

중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통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콜 파킹입니다. 이럴 경우 내선 사용자는 *301을 다이얼링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계속하고 싶은 자리로 이동해서 그 자리에 있

는 내선전화기에서 *31을 다이얼링하면 파킹 해놓았던 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콜을 파킹 시킬 때는 (Parking 내선번호 + 시작 번호와 마지막 

번호 사이의 임의의 번호)를 다이얼링하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 되고, 파킹 시

켰던 콜을 재개하고자 하면 (Unparking 내선번호 + 파킹 시 설정했던 시작 번

호와 마지막 번호 사이의 번호)를 다이얼링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콜 파킹

 중에 상대방 핸드폰은 통화대기음을 듣게 됩니다. 

■ 인터컴 설정 

 내선번호: 인터컴 기능 사용을 위한 코드를 설정합니다. 

 헤더: 인터컴 기능을 사용할 때 연결 방법을 결정하는 헤더를 설정하는 항목입

니다. 제품 출하 시 기본적으로 벨 소리 없이 자동연결 하도록 하는 헤더로 설

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컴 내선번호가 *69로 설정되어있고 내선번호 123을 인터컴으로

 연결하고자 하면 *69123으로 다이얼링 하면 됩니다. 

■ 밤 모드 설정 

 밤 모드 설정 내선번호: 밤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신 받는 모든 외부호가 밤 

모드 설정 한 전화기로 들어갑니다. 밤 모드를 설정할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

니다. 

밤 모드 취소 내선번호: 밤 모드를 해제할 때 사용할 코드를 설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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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정]/[부서설정] 

[기본설정]/[부서설정] 메뉴에서는 회사 내 부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추가된 부서는 [기본설정]/[사용자] 메뉴의 사용자 설정 팝업에서 부서 항목에 표시

되고 사용자의 소속 부서로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 27. [기본설정]/[부서설정] 메뉴 

 

부서 추가 

부서를 추가하려면 먼저 상위 부서를 선택하고 이름 항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부서명

을 입력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최상위 부서(일반적으로 회사 자체)를 추가할 

때는 상위 부서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이름 항목에 부서명(회사명)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서 삭제 

부서를 삭제하려면 삭제하고자 하는 부서명을 누르고 상위 부서 텍스트 박스 안에 삭

제하고자 하는 부서명이 표시됨을 확인한 후 옆의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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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5000의 [기본설정] 메뉴가 주로 호 경로 설정(call routing)을 위한 것이라면, [고
급설정] 메뉴는 음성 메일, 회의 통화, 음성 안내, RAA 등 주로 부가 서비스를 설정

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고급설정]/[SIP] 

SIP에 관련된 설정은 대부분 상당한 네트워크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VL50

00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설정 값들이 공장 출하 시에 이미 입력되어 있습

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이해한 후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고급설정]/[SIP]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7 - 1. [고급설정]/[SIP]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SIP 설정 

 포트: SIP 시그널링에 사용될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RTP 포트 범위: VL5000이 사용할 RTP 트래픽에 사용될 포트의 범위를 설정합

니다. 

 외부 IP 주소: VL5000이 NAT 밑에서 사용될 때 NAT의 외부 공인 IP 주소나 도

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외부 포트: VL5000이 NAT 밑에서 사용될 때 SIP 시그널링에 사용될 포트 번호

를 설정합니다. 이 항목에는 위의 포트 항목에 설정된 값과 다른 값을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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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합니다. 
 최대 등록 시간: LAN 구간에 등록된 내선 사용자들의 IP 전화기는 VL5000에 일

정 주기로 SIP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재등록 주기를 설정합니다. 
 세션 타이머: SIP에서는 세션이 성립된 후 그 세션이 끊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세션 타이머이

고 RFC4028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션 타이머 메커니즘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최소 세션 종료 시간: SIP re-INVITE의 Min-SE 헤더 값을 설정합

니다. 

 최대 세션 종료 시간: SIP re-INVITE의 Session-Expires 헤더 값을

 설정합니다. 

 최대 홀드 시간: 호를 홀드할 최대 시간을 지정합니다. 

 최대 트랜잭션 타이머: 이 항목에 설정된 값은 SIP transaction timeout 값으로 

사용됩니다. 

 SIP T1 타이머: SIP 트랜잭션 T1 타이머 값을 입력합니다. 

 SIP T2 타이머: SIP 트랜잭션 T2 타이머 값을 입력합니다. 

 BLF: SIP Presence 기능 지원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 항목을 “예”로 설정하면 

BLF(Busy Lamp Field) 기능도 지원하게 됩니다. 

 프레즌스 포트: SIP Presence 기능을 위해서 사용될 포트를 설정합

니다. 이 항목을 설정할 때는 위의 외부 포트 항목의 설정값과 

다른 값을 입력해야만 합니다. 

 Subscribe Expiry: SIP Presence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내선 사용

자의 IP전화기는 VL5000으로 SIP SUBSCRIBE request를 보내

게 되는데 이에 대해 VL5000은 202 (Accepted)로 응답하게 됩

니다. 이때 202 (Accepted) 응답의 Expires 헤더에 설정할 값이

 이 항목에 설정된 값입니다. 

 동시 최대 세션 수: 어느 한 시점에 VL5000에서 열 수 있는 SIP 세션의 최대 개

수를 설정합니다. 

 최대 초당 세션 수: VL5000에서 초당 열 수 있는 SIP 세션의 최대 개수를 설정

합니다. 

 착신 최대 세션 수: VL5000으로 SIP INVITE request가 들어온 세션의 최대 개수

를 설정합니다. 

 발신 최대 세션 수: VL5000으로부터 SIP INVITE request가 나간 세션의 최대 개

수를 설정합니다. 

 PRACK: 이 항목을 “아니오”로 설정하면 VL5000으로부터 SIP PRACK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ACL: 이 항목을 “예”로 설정하면 VL5000은 아래와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Invite ACL: 이 항목에 설정된 IP로부터의 SIP INVITE request에 대

해서 VL5000은 인증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Register ACL: 이 항목에 설정된 IP로부터의 SIP REGISTER reque

st에 대해서 VL5000은 인증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SIPS/SRTP: SIP 시그널링과 RTP 미디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SIPS/SRTP의 

이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TLS 버전: TLS 버전을 선택합니다. 연동 전화기 또는 SBC의 버전

과 일치 시킵니다. 

 인증기관 인증서: 인터넷 전화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등록합

니다. 해당 인증서는 IP 전화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Max Call log: [통화내역]/[통화목록] 상에 저장된 통화 목록 수를 지정합니다. 
             ( '0'인 경우 10000개 까지 저장) 

Max SIP log:  VL5000에 저장될 SIP packet 수를 지정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이 항목을“예”로 설정하면 녹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 이 항목은 아래와 같은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로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따라

서 관리자는 로그 항목을 “예”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ip packet: VL5000을 통과하는 SIP packet의 내용을 웹 매니저 

상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으로 설정하면 VL5000을 통과



 

 

하는 SIP packet은 [상태확인]/[이벤트] 메뉴에 순차적으로 쌓

이게 되고 테이블에서 해당 줄의 설명 부분을 누르면 패킷의 내

용을 볼 수 있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관리자가 디버깅용으로 VL5000을 통과하는 SIP packet의 내용을 

보고자 할 때만 이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시스템

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용으로 활용이 끝나면 다시

 “아니오”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오: 이 값으로 설정하면 시스템에는 SIP 관련 로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용 중에는 이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LAN Proxy모드: 예일 경우 LAN port의 단말은 Direct RTP를 사용 합니다. 

               보류 및 PBX 기능을 사용하면 이후 PBX와 RTP 세션이 유지   

               된다. 녹취 기능 안됨 

 오디오 코덱: 개별 오디오 코덱의 사용 여부 및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고급설정]/[PBX연동] 

VL5000은 본-지사간이나 다른 원격지에 있는 VL 시리즈 제품과 연동하여 사용이 가

능합니다. 

 

PBX 추가 

[고급설정]/[PBX연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7 - 2. [고급설정]/[PBX연동] 메뉴 

 

PBX를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PBX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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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3. PBX 추가 

 
 

■ PBX 설정 

 이름: 원격지 PBX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 항목은 관리에 용이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서버: 원격지 PBX의 IP나 도메인 이름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PBX 연동 시 필요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연동할 양쪽의 P

BX는 서로 같은 사용자 이름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암호: PBX 연동 시 필요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연동할 양쪽의 PBX는 서로 같은

 암호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다이얼플랜: 원격지 PBX로 부터 인입된 호를 내선 사용자가 아닌 외부에 연동시

킬 다이얼 플랜을 설정합니다. 

 수신 구분: 원격지 PBX로부터 내선 연결이 아닌 호가 들어올 경우 로컬 PBX 쪽

에서의 수신 타입을 설정합니다. 

 수신 이름: 위에서 설정된 수신 타입에 따라서 수신할 대상을 설정합니다. 

 별도 벨소리 헤더: 원격지 PBX를 통해 들어온 호에 대해 벨소리를 다르게 설정

할 때 사용되는 헤더로서‚ “Alert-Info: http://127.0.0.1/bellcore-dr1”부터 “Aler

t-Info: http://127.0.0.1/bellcore-dr10”까지 10가지의 벨소리 중 한 가지를 입

력합니다. 

 Disable Reinvite: 호 보류, 돌려주기와 같은 Reinvite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SIPS/SRTP: SIP 시그널링과 RTP 미디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SIPS/SRTP의 

이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VPN: 사용안함/서버/클라이언트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서버”를 선택

하면 로컬 PBX는 VPN 서버로 동작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면 로컬 P

BX는 VPN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VPN 클라이언트로 설정하려면 아래의 항목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VPN 암호화 방식: VL5000은 다음과 같은 암호화 방식을 지원합니

다. 

 AES-128-CBC 

 AES-128-CBC 

 AES-128-CBC 



 

 

 DES-EDE3-CBC 

 DES- CBC 

 VPN 포트: VPN 트래픽이 경유하는 포트를 설정합니다. 

 인증서: VPN 서버로 동작하는 원격지 PBX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등

록하는 항목입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LAN 네트웤 사용:  PBX to PBX 연동시에 공인IP 네트워크가 아닌 장비 내부의

 IP(사설IP)와 연동 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From/To Header Domain: 볼랜즈 장비가 아닌 타사 장비와 연동시 발신 URI가 

PBX_admin로 표시되서 호 인식이 안 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URI를 IP로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Request URI 전화번호: Request URI 필드에 IP가 아닌 전화번호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CID 전달: 원격지 PBX에서 인입된 호를 착신 전환시, 최초 인입된 호의 발신번

호를 전달해 주는 기능입니다. 

 MOH 사용: 삼성교환기와 연동시, 호 보류, 돌려주기, 183 처리등을 가능하게 합

니다. 

 

PBX 변경 

[고급설정]/[PBX연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PBX의 이름을 누릅니다. 

PBX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PBX 삭제 

[고급설정]/[PBX연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PBX를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X”를 누릅니다. 

 

[고급설정]/[메일] 

[고급설정]/[메일] 메뉴는 VL5000에서 메일이 발신되는 경우를 위해 사용할 메일 계

정 및 관련 항목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VL5000에서 메일이 발신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음성메시지 이메일과 이벤트 

알람 메일입니다. 음성메시지 이메일은 어떤 사용자에게 음성메시지가 남겨지면 VL5

000이 이 사실을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때 남겨진 음성

메시지는 이메일에 WAV 파일로 첨부되어서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됩니다. (

[기본설정]/[사용자] 메뉴의 이메일 항목 참조) 

이벤트 알람 이메일은 이벤트 상에 위험등급 이상 알람 발생시 설정된 메일 주소로 

알람내역을 통보하는 기능입니다. 

메일 관련 설정을 할 때 보내는 메일 주소와 받는 메일 주소가 같을 경우 발송이 되

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보내는 메일 주소와 받는 메일 주소는 되도록 다른 주소를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설정]/[메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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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4. [고급설정]/[메일]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SMTP 설정 

 호스트: VL5000이 이용할 메일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VL5000은 이 메일 

서버에 대해서 메일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사용자 이름: 발신용 메일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발신용 메일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 음성사서함 설정 

 최대 대기 시간: 상대방이 아무런 음성 기록을 남기지 않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최대 대기 시간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인 ‘0’으로 설정 시 해당 기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저 음량: 음성 메시지 기록 시 상대방 목소리의 최저 음량을 설정합니다. 

 최대 메시지 녹음 시간: 상대방이 음성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설

정합니다.  

 최소 메시지 녹음 시간: 상대방이 음성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을 설

정합니다. 이 항목의 설정 값 보다 짧은 음성 메시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최대 인사말 녹음 시간: 사용자가 인사말을 녹음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설정합

니다. 

 스킵 간격: 음성 사서함의 안내 멘트 재생이 끝난 후 사용자의 버튼 선택을 기

다리는 Interval 시간을 설정합니다. 

 최대 접속: 음성 사서함에 비밀번호가 설정될 경우 최대 시도 횟수를 설정합니

다. 

 이메일 발신자: 음성 메시지를 이메일로 발신 시 발신자 메일 계정을 설정합니다

. 

 음성메시지 이메일: 음성메시지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기능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

를 설정합니다. 

 한국어 내선번호: 음성 메일 기능이 활성화된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자

신의 단말기에서 자신의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사서함에 접속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외부 또는 다른 사용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음성메시지를 확인할 경

우에는 이 항목에 설정된 내선 번호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자신의 내선 



 

 

번호와 비밀 번호를 누름으로써 음성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내선번호: 한국어 내선번호와 기능은 같지만 안내 멘트가 영어로 나오는 점

만 차이가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고급설정]/[회의통화] 

VL5000은 외부 또는 사무실에 있는 다수의 사용자들과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회의 

통화(Conference) 기능을 지원합니다. 

미리 만들어진 회의실에 부여된 내선 번호를 누르면 다른 사용자들과 회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 통화 추가 

[고급설정]/[회의통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7 - 5. [고급설정]/[회의통화] 메뉴 

 

회의실을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회의통화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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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6. 회의통화 추가 

 

■ 회의통화 설정 

 이름: 회의실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 항목은 관리에 용이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 

 내선번호: 회의실에 부여할 내선 번호를 설정합니다. 

 암호: 회의실에 접속 시 사용할 암호를 설정합니다. 이 항목을 설정하지 않을 경

우 인증 절차 없이 바로 회의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기 음악: 대기 음악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안내 방송: 안내 방송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언어: 안내 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회의 통화 변경 

[고급설정]/[회의통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의 이름을 누릅니다. 

회의통화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회의 통화 삭제 

[고급설정]/[회의통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회의실의 “X”를 누릅니다. 

 

[고급설정]/[음성안내] 

VL5000은 음성안내(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기능을 지원하여 안내원의 개

입 없이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선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어 통화가 가능

합니다. 

 

음성안내 기본 설정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안내용 WAV 파일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

하며, 이때 WAV 파일은 8bit μ-law, 8kHz 형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급설정]/[음성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7 - 7. [고급설정]/[음성안내]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음성안내 기본 설정 

<음성안내 기본 설정>에서는 아래의 <음성안내>에 추가될 모든 IVR에 공통으

로 적용될 사항들을 설정합니다. 

음성안내 기본 WAV 파일들 항목의 체크 박스를 표시하면 음성 멘트 WAV 파

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키입력 대기 시간: 숫자를 입력하고 다음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릴 대기 시

간을 설정합니다. 

 입력 대기 시간: 음성안내 멘트 직후부터 모든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릴 대

기 시간을 설정합니다. 

 최대 대기 회수: 음성안내 멘트의 최대 반복 회수입니다. 

 인사 WAV 파일: 음성안내 시 처음에 재생되는 인사말 파일을 설정합니다. 

 선택 WAV 파일: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숫자에 대한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

다. 

 연결 WAV 파일: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 따라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의 연

결을 시작함을 알려주는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결번 WAV 파일: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할 경우, 또는 선택을 잘못했

을 경우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시간 초과 WAV 파일: 키입력 대기 시간 초과 시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시간 초과 종료 WAV 파일: 입력 대기 시간 초과 시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

다. 

 통화중 WAV 파일: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통화중일 때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

합니다. 

 무응답 WAV 파일: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착신 거부 WAV 파일: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착신 거부를 설정한 경우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발신 금지 WAV 파일: 발신 금지된 경우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오류 WAV 파일: 네트워크 장애와 같은 오류 발생 시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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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통화중 WAV 파일: 그룹의 전체 구성원이 모두 통화중일 경우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호 폭주 WAV 파일: 호 폭주 상황 발생 시 안내 멘트 파일을 설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음성안내 

<음성안내>에서는 IVR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음성안내 추가 

음성안내를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음성안내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7 - 8. 음성안내 추가 

 

■ 음성안내 설정 

 음성안내 이름: 음성안내를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름을 설정합니다. 

 인사 WAV 파일: 음성안내 시 처음에 재생되는 인사말 파일을 설정합니다. 이 항

목에 설정된 파일이 위의 <음성안내 기본 설정>에서 설정된 인사 WAV 파일보

다 우선합니다. 즉, 이 항목에 파일이 설정되면 <음성안내 기본 설정>에서 설정

된 인사 WAV 파일이 아닌 이 항목의 파일이 인사말로서 재생됩니다. 

■ 업무 시간/업무 외 시간/점심 시간/입력 대기 시간 후 

 적용 타입: 각 시간대에 적용될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지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타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그룹: 해당 사용자나 그룹으로 연결합니다. 

 음성안내 메뉴: 음성안내 메뉴로 연결합니다. 

 음성안내: 다른 음성안내로 연결합니다. 

 끊기: 어떤 곳으로도 연결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적용 타입으로 음성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키 값을 입력하고 그에 따라 수신할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구분 항목은 해당 키를 입력할 경우 실행될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선택합니다. 

수신 구분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그룹: 선택한 키를 입력했을 때 해당 사용자나 그룹으로 연

결됩니다. 

 음성안내: 다른 음성안내로 연결합니다. 

 끊기: 어떤 곳으로도 연결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음성사서함: 외부에서 VL5000으로 전화 연결 후 자신의 음성 메시

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의 통화: 외부에서 VL5000으로 전화 연결 후 회의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신 이름: 음성안내 이후 연결될 대상을 설정합니다. 

 연결 시간: 해당 음성안내가 적용될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요일: 해당 음성안내가 적용될 요일을 설정합니다. 

■ 임시 휴일 

 적용 타입: 임시 휴일에 적용될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선택합니다. 

 휴일: 임시 휴일로 적용할 날짜를 설정합니다. 

휴일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일: * (요일전체), 일~토, 음력(선택시 음력 월/일 적용) 

 날짜: * (전체일), 1~31(범위지정 시작날짜) / 1~31(범위지정 끝 

날짜) 

 월: * (전체월), 1~12월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음성안내 변경 

[고급설정]/[음성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음성안내의 이름을 누릅니다. 

음성안내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음성안내 삭제 

[고급설정]/[음성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음성안내를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X”를 누릅니다. 

 

[고급설정]/[RAA] 

VL5000의 고급 기능 중 하나인 RAA(Remote Access Authentication)는 인가된 사용

자가 외부에서 VL5000으로 전화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을 말합니다. 

 

RAA 설정 

[고급기능]/[원격사용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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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9. [고급설정]/[원격사용설정] 메뉴 

 

위 화면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RAA 설정 

 키입력 대기시간: [고급설정]/[음성안내] 메뉴의 <음성 안내 기본 설정>편을 참

조하십시오. 

 입력 대기시간: [고급설정]/[음성안내] 메뉴의 <음성 안내 기본 설정>편을 참조

하십시오. 

 최대 대기회수: [고급설정]/[음성안내] 메뉴의 <음성 안내 기본 설정>편을 참조

하십시오. 

 다이얼플랜: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VL5000으로 전화를 하면 “삐”하는 beep

음이 들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발신하기 위해 다이얼링을 하

게 되는데, 이때 다이얼링된 번호는 여기서 지정된 다이얼플랜에 적용받게 됩니

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원격지 사용 인증(RAA) CID 

RAA CID 추가 

그림 7-10에서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눌러 원격지 사용을 위해 인증할 전

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7 - 10. 원격지 사용 인증 CID 추가 

 

■ 원격지 사용 인증(RAA) CID 설정 

 이름: 인가할 전화 번호를 관리하기 위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CID 번호: 인가할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RAA CID 변경 

[고급설정]/[원격사용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RAA CID의 이름을 누릅니다. 

RAA CID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RAA CID 삭제 

[고급설정]/[원격사용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려는 RAA CID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체크 박스에 체크한 후 화면 하단 오

른쪽의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의 모두를 누르면 현재 페이지에 나타난 모든 RAA CID가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화면 하단 오른쪽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여러 RAA CID를 한꺼번에 삭

제할 수 있습니다. 

 

[고급설정]/[착신 다이얼플랜] 

착신 다이얼플랜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번호의 패턴에 따라 내부의 특정 수신 그

룹으로 호를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착신 다이얼플랜 추가 

[고급설정]/[착신 다이얼플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7 - 11. [고급설정]/[착신 다이얼플랜] 메뉴 

 

착신 다이얼플랜을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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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 다이얼플랜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7 - 12. 착신 다이얼플랜 추가 

 

■ 착신 다이얼플랜 설정 

 이름: 착신 다이얼플랜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 항목은 관리에 용이하게 설정하

면 됩니다. 

 패턴: 발신자의 전화번호에 대해 패턴 매칭을 수행할 때 적용할 패턴을 설정합

니다. 이 항목은 Perl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설정하는데, Perl 정규 표현식과 

해당 예제는 부록 B. Perl 정규 표현식 편을 참고하십시오. 

 그룹 이름: 수신할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 항목에 어떤 그룹도 선택하지 않

고 비워두면 해당 패턴의 수신호는 거부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착신 다이얼플랜 변경 

[고급설정]/[착신 다이얼플랜]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착신 다이얼플랜의 이름을 누릅니다. 

착신 다이얼플랜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착신 다이얼플랜 삭제 

[고급설정]/[착신 다이얼플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착신 다이얼플랜을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X”를 누릅니다. 

 

[고급설정]/[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는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전화 번호를 단축 다이얼 형태로 저장하고 단

축 번호를 누름으로써 바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내선 사용자들

은 이 메뉴에서 설정된 공통의 전화번호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 #00 ~ #999, 1000개 번호 저장 가능) 

 

그림 7 - 13. [고급설정]/[전화번호부] 메뉴 



 

 

 

■ 전화번호부 설정 

 전화번호 CID 이름: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번호에서 수신시, 이름 출력 여부를 선

택 

 

전화번호 추가 

[고급설정]/[전화번호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번호를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7 - 14. 전화번호 추가 

 

단축 번호를 선택하고, 이름과 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번호 변경 

[고급설정]/[전화번호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의 내선번호를 누릅니다. 

전화번호부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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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삭제 

[고급설정]/[전화번호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려는 전화번호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체크 박스에 체크한 후 화면 하단 오른

쪽의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의 모두를 누르면 현재 페이지에 나타난 모든 전화번호가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화면 하단 오른쪽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여러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삭

제할 수 있습니다. 

 

[고급설정]/[긴급전화] 

긴급 전화번호 추가 

[고급설정]/[긴급 전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화번호 항목의 텍스트 박스에 긴급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옆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 15. [고급설정]/[긴급 전화] 메뉴 

 

 

긴급 전화번호 삭제 

[고급설정]/[긴급 전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X”를 누릅니다. 

 

[고급설정]/[발신제한]. 

내선 전화에서 들어오는 발신 번호에 대하여 외부로 콜 라우팅 허용/제한을 할 수 있

는 기능입니다. 

 

발신 제한 추가  

[고급설정]/[발신제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호 허용/제한 패턴은 기본설정의 “다이얼 패턴”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 16. [[고급설정]/[발신제한] 내선 허용/제한 선택 메뉴 



 

 

 

■ 발신 알람 설정 

 발신 알람 패턴: 다이얼 패턴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최대 횟수: 시도하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검사 주기: 검사 주기를 설정합니다.  

패턴으로 들어오는 검사(60초) 주기 안에 최대 횟수(3번) 이상 호를 시도하면 알람이

 발생합니다. [상태확인]/[이벤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발신제한 설정 

그림 7 - 17. [고급설정]/[발신제한] 추가 메뉴 

  
 

 설명: 발신제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패턴: 다이얼 패턴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적용대상: 모든호/착신전환 중에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모든 호]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내선번호] 리스트 화면이 나타난다. 

[내선번호] 리스트에서 [사용]에 체크가 되면, 00으로 시작하는 호는 외부로 호 라우

팅이 제한되고, 체크가 안되어 있다면 외부로 호 라우팅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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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정]/[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련 항목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스템설정]/[네트워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1. [시스템설정]/[네트워크]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WAN 설정 

 WAN 링크: WAN 포트의 통신 속도와 방식을 설정합니다. 

 자동협상 / 1000M-전이중 / 100M-전/반이중 / 10M-전/반이중 

 WAN 주소 타입: WAN IP를 고정으로 직접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ISP로부터 DH

CP를 통해 동적으로 할당 받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고정IP”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IPv4 주소: WAN 포트에 적용할 IPv4 주소를 입력합니다. 

 IPv4 서브넷 마스크: WAN 포트에 적용할 IPv4 서브넷 마스크를 입

력합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의 IPv4 주소를 입력합니다. 

 DNS 1차/2차 서버: DNS 서버들의 IPv4 주소를 입력합니다. 

 “DHCP”로 선택하면 따로 설정할 항목들이 없고, ISP로부터 IP를 

동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 LAN 설정 

 LAN 링크: LAN 포트의 통신 속도와 방식을 설정합니다. 

  자동협상 / 1000M-전이중 / 100M-전/반이중 / 10M-전/반이중  



 

 

                                      
 

 LAN 네트워크 타입: Host/NAT/Bridge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Host”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 IPv4 주소: LAN 포트에 적용할 IPv4 주소를 입력합니다. 

- IPv4 서브넷 마스크: LAN 포트에 적용할 IPv4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

합니다. 

- DHCP 서버: DHCP 서버 기능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기능을 활

성화시키면 VL5000의 LAN 포트가 연결되어있는 네트워크에 대해

서 VL5000이 DHCP 서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Lease 시간: DHCP 클라이언트들에게 IP를 할당해주는 기간을 입력합

니다. 단위는 초(sec)입니다. 

- 시작 IP 주소: DHCP 클라이언트들에게 할당해주는 IP 대역의 시작 주

소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 IP 주소: DHCP 클라이언트들에게 할당해주는 IP 대역의 마지

막 주소를 입력합니다. 

“NAT”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NAT 포트 범위: NAT 포트 범위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위의 “Host”로 선택하였을 경우와 동일합니다. 

 “Bridge”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항목들이 없고, WAN

 포트와 bridge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 DDNS 설정 

사내가 아닌 외부에서 VL5000으로 단말을 연결하여 VoIP 서비스를 이용하

려면 VL5000의 WAN 포트에는 공인 IP 주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ISP로

부터 고정 공인 IP 주소를 할당 받은 경우에는 그 고정 공인 IP 주소를 VL

5000의 WAN 포트에 부여하면 되지만, ISP로부터 유동 공인 IP 주소를 할

당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DDNS를 이용하여 VL5000에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말들이 유동 IP 주소로 설정된 VL5000에 IP 주소로 접

근하게 되면 할당 받은 유동 IP 주소가 바뀔 경우 VL5000에 접근할 수 없

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DDNS이고, DysDNS.or

g 등에 신청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DDNS 타입: DDNS 호스트 계정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사를 선택합니다. 

 DDNS 호스트: DDNS 서비스 제공사를 통해 받은 호스트 계정을 입력합니다. 

 DDNS 사용자 ID: DDNS 서비스 제공사에 가입 시 선택한 ID를 입력합니다. 

 DDNS 암호: DDNS 서비스 제공사에 가입 시 선택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Note: DDNS 설정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DDNS 서비스 제공사를 통해 

호스트 계정을 받아야 합니다. 

                                                                                                                                                                                                                       

■ IPv6 설정 

 WAN IPv6 주소: WAN 포트에 적용할 IPv6 주소를 입력합니다. 

 WAN 접두사 길이: WAN IPv6 주소의 접두사 길이를 입력합니다. 

 IPv6 Gateway: IPv6를 위한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LAN IPv6 주소: LAN 포트에 적용할 IPv6 주소를 입력합니다 

 LAN 접두사 길이: LAN IPv6 주소의 접두사 길이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 Ping 

화면 하단 오른쪽의 Ping 버튼을 누릅니다. 

Host IP를 입력하고 ping 버튼을 누르면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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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정]/[음악 파일] 

VL5000은 단말인 IP 전화기에서 호 보류를 했을 때 보류중임을 알려 주는 음악을 들

려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통화대기음(Music On Hold)입니다. 

또한 사용자별로 자신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ringback tone 대신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데 이것이 통화수신음(Music On Ringback)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음악 파일의 형식은 8bit μ-law, 8kHz의 WAV 파일입니다. 

 

[시스템설정]/[음악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2. [시스템설정]/[음악 파일] 메뉴 

 

위의 화면에서 각각 통화대기음/통화수신음 음악 파일의 선택을 위해 음악 파일 텍스

트 박스 옆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음악 파일 선택을 마친 후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설정]/[시간] 

VL5000의 기능들 중 상당수가 내부 시간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시

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설정]/[시간]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3. [시스템설정]/[시간]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날짜 설정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입력합니다. 

■ TimeZone 설정 

각 국가/도시 별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 DST 설정 

DST란 일광 시간 절약(Daylight Saving Time)의 약자로 여름철에 표준시보

다 1시간을 앞당겨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인

 경우에 설정합니다. 

 모드: DST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시작 시간: DST를 시작할 시각을 월월일일시시분분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7일 10시 35분이라면 06271035와 같이 입력합니다. 

 끝나는 시간: DST를 끝낼 시각을 월월일일시시분분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NTP 설정 

NTP는 Network Time Protocol의 약자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들끼리 시간을 동기화하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모드: NTP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간격: NTP 서버에서 시간 정보를 얻어오는 주기를 설정합니다. 

 서버: 시간 정보를 얻어올 NTP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asia.pool.ntp.org)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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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정]/[관리자] 

[시스템설정]/[관리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4. [시스템설정]/[관리자]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시스템 이름 설정 

다른 시스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름: 시스템에 부여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시스템의 동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관리에 용이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 웹 포트 설정 

웹 매니저로 접속할 포트를 설정합니다. 

 웹 포트: HTTP에 사용될 포트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80) 

 HTTPS 포트: HTTPS에 사용될 포트를 설정합니다. (기본값: 443) 

■ 웹 언어 설정 

 언어: 웹 매니저에서 메뉴나 항목을 표시하는데 사용할 언어를 설정합니다. 

■ 관리자 알람 설정 

 알람 설정: 관리자 알람을 설정하고자 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설정합니다. 

 알람 SMS 수신자 번호: 알람 SMS 수신 받고자 하는 번호를 입력합니다. 

 알람 SMS 발신자 번호: 알람 SMS 발신 하고자 하는 내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알람 이메일 수신: 알람 이메일 수신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알람 이메일 발신: 알람 이메일 발신 하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관리자 설정 

VL5000의 관리자 계정을 설정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 5. 관리자 추가 

 
 권한 그룹: [시스템설정]/[관리자권한] 메뉴에서 생성한 권한 그룹 중에서 설정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이름: 관리자 계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 관리자 계정에 사용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 확인: 입력한 암호를 확인 차 한번 더 입력합니다. 

 설명: 관리자 계정이 많을 경우 관리하기 쉽도록 각 계정마다 설명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였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한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름을 누릅니

다. 그러면 설정 팝업이 뜨는데 거기에서 수정을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8 – 6 [시스템 설장[관리자] CID 암호 

 

■ CID 암호 

[기본설정]/[사용자] 사용자 설정에서 DOD 변경할 때 필요한 암호를 변경합니다.  

해당기능은 KT 버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CID 번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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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정]/[관리자권한] 

VL5000의 모든 관리자 계정은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관리자 권한은 각 

메뉴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관리자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그룹을 만듦. 

 만든 권한 그룹에서 메뉴 별로 설정 권한 부여. 

 관리자 계정에 위에서 만든 권한 그룹을 설정. 

 

예를 들어서 A라는 권한 그룹을 만들고 그 권한 그룹에 IVR 메뉴에 대한 설정 권한

을 제한하면 A 그룹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IVR 메뉴에 대해서는 설정은 할 수 없고 

설정 내용을 보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권한 그룹 추가 

[시스템설정]/[관리자권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6. [시스템설정]/[관리자권한] 메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권한 그룹 추가 팝업이 뜹니다. 팝업에서 아

래 항목들을 설정합니다. 

■ 권한 그룹 추가 

 이름: 권한 그룹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쓰기 권한: 설정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메뉴들의 체크 박스에 표시합니다. 



 

 

그림 8 - 7. 권한 그룹 추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권한 그룹 변경 

[시스템설정]/[관리자권한] 메뉴로 이동합니다. 

권한 그룹 이름 항목에서 변경할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쓰기 권한 항목에서 설정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메뉴들의 체크 박스에는 체크 표시

를 하고, 보기만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메뉴들의 체크 박스에는 체크 표시를 해제합

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권한 그룹 삭제 

[시스템설정]/[관리자권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권한 그룹 이름 항목에서 삭제할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설정]/[SNMP] 

VL5000은 현재 SNMP read/Write를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시스템설정]/[SNMP]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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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8. [시스템설정]/[SNMP]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SNMP 설정 

 모드: SNMP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Read Community: SNMP read community 값을 입력합니다. 

 Write Community: SNMP write community 값을 입력합니다. 

 Read/Write 서버: SNMP Read/Write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Trap Community: SNMP Trap Community 값을 입력합니다. 

 Trap 서버: SNMP Trap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 Trap 설정 

설정하고자 하는 Trap을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Hello Notify Interval: Hello Notify Trap 간격(시간)을 설정합니다. 

 Trap Call Stat Interval: Trap Call Stat 간격(시간)을 설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설정]/[QoS/포트포워드] 

VL5000은 VoIP의 대역폭을 보장하기 위해서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을 제공합

니다. 또한 VL5000을 NAT로도 활용하는 경우 포트 포워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시스템설정]/[QoS/포트 포워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9. [시스템설정]/[QoS/포트포워드]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대역폭 QoS 설정 

 QoS 사용: QoS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최대 인터넷 대역폭: WAN 포트 트래픽의 최대 대역폭을 입력합니다. 인터넷 대

역폭은 VoIP와 일반 데이터 대역폭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VoIP 대역폭: VoIP 서비스를 보장하는 최소 대역폭을 입력합니다. 일반 데

이터의 트래픽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 항목에서 설정한 대역폭만큼의 VoIP 트래

픽은 항상 보장됩니다. 

 최대 데이터 대역폭: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대역폭을 설정합니다. 

■ IP QoS 설정 

 SIP TOS: SIP 패킷에 Type Of Service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RTP TOS: RTP 패킷에 Type Of Service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 인터넷 전화기 웹 자동 포트 포워딩 

[상태확인]/[가용전화기] 에서 IP주소를 클릭하여 내부 LAN에 등록된 전화기에 웹 

접속시 필요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외부 포트: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포트를 지정합니다. VL5000에서 사용하는 포

트와 중복(예 웹포트 80등)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인터넷 전화기 웹 포트: LAN에 등록된 인터넷 전화기의 웹 접속시 포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 포트 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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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관리를 위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프로토콜: 포트 포워딩에 사용할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외부 포트: 외부에서 접근할 포트를 입력합니다. 

외부 포트를 설정할 때 주의할 것은 VL5000의 각종 데몬들이 사용하는 포

트와 SIP/RTP용 포트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L5000의 데몬들은 대부

분 10000번 이하의 포트를 사용하고, SIP/RTP는 [고급설정]/[SIP] 메뉴에

서 설정한 포트를 사용합니다. 

 내부 IP: 위의 외부 포트에서 설정한 포트로 유입되는 패킷이 포워딩될 내부의 I

P 주소를 입력합니다. 

 내부 포트: 위의 외부 포트에서 설정한 포트로 유입되는 패킷이 포워딩될 내부

의 IP에 대한 포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설정]/[모니터] 

VL5000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CPU/메모리/디스크/온도 등의 상태, 네트워크 연결 상태, 동시 호의 개수, 주요 데몬

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설정]/[모니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10. [시스템설정]/[모니터]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모니터 설정 

 모니터: 모니터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알람: 알람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알람 기능은 해당 조건이 되면 시스

템 내부의 beep음을 통해 청각적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 시스템/네트워크/동시호 

 모니터: 해당 항목을 모니터링 할 것이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제한: 시스템 이벤트를 발생시킬 기준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CPU 항목에

 제한 값을 7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CPU 부하율이 70%를 넘기면 레벨 항목에

 설정되어있는 등급으로 시스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레벨: 시스템 이벤트의 등급을 설정합니다. 

 알람: 해당 항목에 대해 알람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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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그림 8 - 11.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 설정. 

 

표 8 - 1. <프로세스> 표시 항목 

항목 표시 내용 비고 

프로세스 데몬의 이름  

모니터 모니터 기능 사용 여부  

CPU CPU 부하율  

메모리 메모리 부하율  

레벨 시스템 이벤트 등급  

알람 알람 기능 사용 여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설정]/[녹취] 

VL5000은 녹취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취 내용은 WAV 파일로 저장되는데, WAV 파일

들은 내장 NAS 또는 외부 스토리지에 녹취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때 외부 스토리지와의 연동 프로토콜로 NFS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스토리지가 VL5000과 연동이 되려면 NFS를 지원해야하고, NFS로 연동

될 때 외부 스토리지가 NFS 서버, VL5000이 NFS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설정]/[녹취]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12. [시스템설정]/[녹취]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녹취 설정 

 WAV 파일 형식: Mono/Stereo 중 선택합니다. 

 전수 녹취: VL5000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호를 녹취합니다. 

 최대 녹취 시간: 각 호당 최대 녹취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0'일 경우 제한없음) 

 자동 삭제: 자동 삭제는 녹취 파일이 저장될 디스크에 설정된 임계치가 넘었을 

경우 자동으로 오래된 녹취 파일부터 삭제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입니

다. 자동 삭제 기능 사용시 체크 표시합니다. 

 자동 삭제 제한(%): 디스크에 설정할 저장 공간 임계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항

목을 70%로 설정하면 디스크의 사용량이 70%가 넘어서게 되면 오래된 녹취 파

일부터 삭제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 NFS 설정 

 NFS: 녹취 파일을 NFS를 지원하는 내부/외부 스토리지에 저장하려면 이 항목에

서 선택합니다. 

 로컬 케쉬: 로컬케쉬 사용시 볼랜즈 문의 (필요시 설정 권장) 

 NFS 서버 IP 주소: 녹취 파일이 저장될 NFS 서버, 즉 외부 스토리지의 IP 주소

를 입력합니다. 

 연결 위치: NFS 서버에서 녹취 파일 저장을 위해 공유한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

합니다. 



8. 시스템 설정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설정]/[내장NAS] 

내장 스토리지를(NAS Card) 사용하려면 이 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설정]/[내장NAS]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8 - 13. [시스템설정]/[내장NAS]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NAS 설정 

 슬롯 번호: Card 실장시 장비후면 슬롯 번호입니다. 

 슬롯 상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실장 되면 정상으로 표시됩니다. 

 NAS IP 주소: NAS Card에 접속 할 수 있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NAS IP 서브넷마스크: NAS Card에 접속 할 수 있는 IP 서브넷마스크를 입력합

니다. 

 NAS IP 게이트웨이: NAS Card에 접속 할 수 있는 IP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NAS 내장 IP 주소: 10.39.251.1 필히 입력 (변경 금지, 내부통신용) 

 NAS ID: 스토리지에 접속 할 ID를 입력합니다. 

 NAS 암호: 스토리지에 접속 할 Password를 입력합니다. 

 암호확인: 스토리지에 접속 할 Password를 재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9. 보안 

 

VL5000은 보안 기능을 두 가지 레벨에서 제공합니다. VoIP 프로토콜 레벨과 시스템 

레벨이 그것인데, [보안] 메뉴에서는 주로 시스템 레벨에서의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보안 설정] 

이 메뉴에서는 SIP register 시도에 대한 보안과 커널(OS의 핵심 부분) 레벨에서의 

보안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보안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9 - 1. [보안]/[보안 설정]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SIP Security Config 

 Authorization Failure Threshold: 단말에서 VL5000으로 SIP register를 시도할 

때 register 실패 횟수가 이 항목에 설정한 값을 넘으면 [보안]/[ACL] 메뉴에 

있는 거부 IP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 항목을 0으로 설정하면 SIP register 실패 횟수를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보안에 취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자의 단말이 계속해서 패스워드를

 바꿔가면서 SIP register를 시도할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SIP register 실패 횟수가 이 항목

에 설정한 값을 넘는지를 체크해서 넘게 되면 거부 IP 목록에 등록하게 되므로

 보안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설정]/[사용자] 메뉴의 사용자 설정 팝업에서 암호 항목에 무

작위 암호를 설정하고 이 항목에 3을 설정하게 되면, 공격자는 3번 이내의 SI



9. 보안 

 
 

 

P register 시도만으로 암호를 맞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

므로 매우 강력한 보안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Secured Value: 양의 정수, Unsecured Value: 0] 

 SIP invite 도메인: 해당 도메인 네임 설정 시, 설정된 도메인 네임 외에 invite 메

시지는 처리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 Kernel Security Config 

 Ignore All ICMP ECHO: 일반적으로 대상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

기 위해 p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ping은 내부적으로 ICMP ECHO re

quest 패킷을 대상 장비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항목을 “Enable”로 설정하게 되면

 VL5000은 들어오는 ICMP ECHO request에 대해서 response를 하지 않게 됩

니다. 따라서 port scanning을 당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반면에 VL5

000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ecured Value: Enable, Unsecured Value: Disable] 

 Ignore ICMP ECHO Broadcasts: source routing이 허용되면, 공격자는 패킷의 

라우팅 경로를 명시적으로 지정함으로써 source IP 주소를 찾아내기 어렵게 만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들은 TCP wrapper 스타일의 access list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source routing 메커니즘이 필요 없습

니다. 

[Secured Value: Enable, Unsecured Value: Disable] 

 Accept Source Route: source routing을 허용하게 되면 한 이더넷 인터페이스

로 들어온 패킷에 대해서 응답이 다른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럴 경우 패킷을 drop시키게 됩니다. PPP나 VPN 연결은 보통 가상의 이더넷 인

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므로 source routing을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Secured Value: Disable, Unsecured Value: Enable] 

 Redirect Packet Filter: remote machine에 패킷을 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defaul

t router로 그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이 패킷에 대해서 default router가 ICMP r

edirect를 보내오게 되면 더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해 다른 라우터로 그 패킷을 

보내라는 의미이고, 그럴 경우 지정된 다른 라우터로 패킷을 다시 보내게 됩니

다. 따라서 공격자는 man-in-the-middle 공격을 위해 ICMP redirec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cured Value: Enable, Unsecured Value: Disable] 

 Accept Redirect From Gateway: default gateway로부터의 ICMP redirect만 허

용합니다.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을 때에만 enable시킵니다. 라우터

가 하나이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라면 disable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Secured Value: Disable, Unsecured Value: Enable] 

 Secure Redirect: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을 경우 enable시킵니다.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호스트들에는 정확한 라우팅 경로가 설정되어있다면 dis

able시킵니다. 

[Secured Value: Disable, Unsecured Value: Enable] 

 Send Redirects: VL5000이 라우터의 역할도 할 경우 enable시킬 필요가 있습니

다. 이것은 VPN 인터페이스에도 적용됩니다. 

[Secured Value: Disable, Unsecured Value: Enable] 

 IP Fragment High Threshold: 커널은 fragmented packet들을 다시 조합시키기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할당된 메모리가 이 항목에 설정된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커널은 fragmented packet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버리게 됩

니다. 이 임계값을 너무 작거나 크게 설정하면 DoS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

다. 

[Secured Value: 65536, Unsecured Value: 262144] 

 IP Fragment Low Threshold: fragmented packet들을 재조합 하는데 이용되는 

메모리의 최소값입니다. 

[Secured Value: 49152, Unsecured Value: 196608] 

 IP Fragments Time: 커널이 fragmented packet들을 버리기 전에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30초 정도면 적당하지만 공격자가 fragment를 가장할 경우에는 줄



 

 

이는 것이 좋습니다. 

[Secured Value: 10, Unsecured Value: 30] 

 ICMP Rate Limit: 지정된 유형의 ICMP 패킷의 생성 빈도를 제한합니다. 이 값을

 증가시키면 port scanning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에러를 알리는

 정당한 패킷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ured Value: 5, Unsecured Value: 1000] 

 ARP Lock Time: 커널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ARP 엔트리가 이 값보다 작으면 A

RP address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같은 LAN에 있는 공격자가 man-in-the-mid

dle 공격을 위해 ARP poisoning을 할 경우 이 값을 증가시키면 ARP cache thr

ashing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ecured Value: 10, Unsecured Value: 100] 

 ARP Clean Time: ARP 엔트리를 갱신하는 주기를 입력합니다. 이 값이 작으면 

정상적인 IP migration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ARP poisonin

g 공격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Secured Value: 50, Unsecured Value: 60] 

 Proxy ARP: 한 호스트로의 route가 설정되어있으면 그 호스트로부터의 ARP req

uest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Secured Value: Disable, Unsecured Value: Enable] 

 DOS Protection: DoS (Denial of Service) 공격에 대한 차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보안]/[DDOS] 

VL5000은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합니다. 

DDoS 공격의 일반적인 형태인 TCP SYN 패킷은 물론이고 SIP request 패킷에 대해

서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안]/[DDOS]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9 - 2. [보안]/[DDOS] 메뉴 



9. 보안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 DDOS 설정 

 SIP Request 제한(WAN/LAN): 공격자는 SIP Register나 Invite 패킷을 한꺼번에 

많이 보냄으로써 대상 시스템을 서비스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여 초당 처리할 패킷 수를 지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해당 

유형 패킷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정한 개수를 초과한 패킷들은 처리하지 않

고 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이 서비스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

하게 됩니다. 이 설정은 VL5000의 WAN/LAN 인터페이스별 설정 가능합니다. 

 TCP SYN 제한: 공격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TCP SYN 패킷을 보내고 나서 T

CP 3-way handshake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수의 TCP 연결을 유지하게

 합니다. 따라서 공격 대상 시스템은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고 정상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당 처리할 TCP SYN 패킷 수를 지정함으로써 그 이상

의 패킷들은 처리하지 않고 버립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보안]/[ACL] 

ACL은 Access Control List의 약자로서 VL5000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의 접근이란 모든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접근을 의미합니다. 즉, SIP/RTP와 같

은 VoIP 프로토콜은 물론이고, telnet, WEB, SNMP와 같은 모든 프로토콜 레벨에서

의 접근이 통제됩니다. 

 

[보안]/[ACL]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9 - 3. [보안]/[ACL] 메뉴 



 

 

 

변경하고자 하는 목록을 적절히 변경합니다. 

■ 승인 IP 목록 

VL5000에 접근이 가능한 IP 주소들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IP가 하나라

도 등록되면 등록된 IP를 제외한 모든 IP로부터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승인 타입: 아래와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 

- SIP: 해당 IP로부터의 SIP 패킷 만 허용합니다. 

- 관리: 해당 IP로부터의 SIP를 제외한 패킷 만 허용합니다. 

- 전체: 해당 IP로부터의 모든 유형의 패킷을 허용합니다. 

 IP 주소: VL5000으로의 접근을 허용할 IP 주소입니다. 

 설명: 해당 IP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 거부 IP 목록 

VL5000에 접근이 불가능한 IP 주소들의 목록입니다. VL5000은 이 목록에 

등록된 IP로부터의 어떠한 프로토콜 접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IP 주소: VL5000으로의 접근을 거부할 IP 주소입니다. 

 설명: 해당 IP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보안]/[SIP ACL] 

SIP 헤더 필드의 User agent 기준으로 VL-3000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보안]/[SIP ACL] 메뉴를 선택합니다. 



9. 보안 

 
 

 

그림 9 - 4. [보안]/[SIP ACL] 메뉴 

User agent의 이름을 적고 승인 또는 거절을 선택하여 접근 허용을 설정합니다. 

 

■ 승인 User Agent 목록 

VL-u2000에 접근이 가능한 UA(User agent)들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하나의 UA

라도 등록되면 등록된 UA를 제외한 모든 UA들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거부 User Agent 목록 

VL-u2000에 접근이 불가능한 UA들의 목록입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보안]/[VPN] 

VL5000은 PBX 연동 시 보안을 위해 VPN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VPN]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9 - 5. [보안]/[VPN] 메뉴 



 

 

 

■ VPN 서버 설정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하고 옆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VPN 포트: VL5000을 VPN 서버로 설정할 경우 VPN connection 포트 번호를 입

력합니다. 

 VPN 암호화 방식: VPN 패킷 암호화 방식을 선택합니다. 지원하는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습니다. 

- AES-128-CBC 

- AES-192-CBC 

- AES-256-CBC 

- DES-EDE3-CBC 

- DES-CBC 

■ VPN 서버 연결 

VL5000이 VPN 서버로 동작하는 경우 VPN 클라이언트로서 연동되고 있는 PBX들과

의 연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름: 상대편 VPN 클라이언트 PBX의 이름입니다. ([고급설정]/[PBX연동] 메뉴

 - <PBX 설정> 섹션의 이름 항목 참조) 

 서버: 상대편 VPN 클라이언트 PBX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고급설정]/[PBX연
동] 메뉴 - <PBX 설정> 섹션의 서버 항목 참조) 

 상태: 상대편 VPN 클라이언트 PBX와의 연결 상태입니다. 

 상대방 IP: 상대편 VPN 클라이언트 PBX의 IP 주소입니다. 

 인증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를 관리자의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상대편 VPN 클라이언트 PBX에 설정해주어야 VPN 연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급설정]/[PBX연동] 메뉴-<PBX 설정> 섹션의 VPN 항목 참조) 

■ VPN 클라이언트 연결 

VL5000이 VPN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경우 VPN 서버로서 연동되고 있는 

PBX들과의 연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름: 상대편 VPN 서버 PBX의 이름입니다. 

 서버: 상대편 VPN 서버 PBX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상태: 상대편 VPN 서버 PBX와의 연결 상태입니다. 

 상대방 IP: 상대편 VPN 서버 PBX의 IP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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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값의 백업 및 복구,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메뉴입

니다. 

 

[유지/관리]/[재부팅] 

데몬 재시작을 통해 시스템 재부팅 없이 PBX 코어 데몬만 다시 시작하거나, 재부팅 

기능을 통해 전원을 끄지 않고 OS(Operationg System) 레벨에서 시스템을 다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 1. [유지/관리]/[재부팅] 메뉴 

 

■ 데몬 재시작 

[유지/관리]/[재부팅]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재적용 버튼을 누르면 PBX 코어 데몬이 재시작 됩니다. 

■ 재부팅 

[유지/관리]/[재부팅]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재부팅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 10-2과 같이 팝업이 뜹니다. 

 



 

 

그림 10 - 2. 재부팅 확인 

 

예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됩니다. 

 

[유지/관리]/[공장초기화] 

모든 설정 값을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의 초기값으로 되돌립니다. 

공장초기화를 하고 나면 현재의 설정 값이 모두 지워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의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유지/관리]/[공장초기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10 - 3. [유지/관리]/[공장초기화] 메뉴 

 

■ 공장 초기화 

 WAN IP 주소 유지: WAN IP 주소를 고정 IP로 설정했을 경우 WAN IP만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다른 설정 값들만 공장초기화 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의 공장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 10-4와 같이 팝업이 뜹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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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4. 공장초기화 실행 확인 

 

예 버튼을 누르면 공장초기화가 시작됩니다. 

 

[유지/관리]/[백업/복구] 

설정 값들을 파일 형태로 백업해두었다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업해둔 설

정 파일로 복구하여 다시 일일이 설정하지 않고도 이전의 시스템 상태로 만들 수 있

습니다. 

 

[유지/관리]/[백업/복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백업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림 10 - 5. [유지/관리]/[백업/복구] 메뉴 - 백업 

 

■ 백업 파일 목록 

백업된 파일들의 목록입니다. 파일명을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백업/복구 

 저장 방향: 백업/복구 중 원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FTP 전송: 백업의 경우에는 백업 파일을 VL5000이 아닌 다른 FTP 서버에 업로

드 하기 위해서, 복구의 경우에는 복구 파일을 VL5000이 아닌 다른 FTP 서버로

부터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체크 표시합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 FTP 서버 주소: FTP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FTP 사용자 이름: FTP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FTP 암호: FTP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 FTP 암호 확인: FTP 계정의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합니다. 

 파일: 백업/복구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백업을 하려면 저장 방향 항목에서 “백업”을 선택하고 파일 항목에 백업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백업 버튼을 누릅니다. 

복구를 하려면 저장 방향 항목에서 “복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복구할 파일

을 찾은 후 복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예 버

튼을 눌러서 복구를 완료합니다. 

그림 10 - 6. 시스템 복구 확인 

 

예 버튼을 누르면 복구가 시작됩니다. 

■ 자동백업  

 저장 방향: 자동백업을 선택합니다. 

 모드: 자동백업 모드 사용할 시, 체크합니다. 

 FTP 서버 주소/FTP 사용자 이름/FTP 암호/FTP 암호 확인/SFTP 사용/파일:  

[유지/관리]/[백업/복구] 메뉴의 <백업/복구> 편을 참조하십시오. 

 시도 간격: 입력한 기간 안에 한번 자동 백업을 시도합니다. 

 시도 시간: 자동백업을 시도할 시간을 입력합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 암호 변경 

저장 방향에서 암호 변경을 선택합니다. 

[유지/관리]/[백업/복구] 메뉴를 이용하기 위한 백업 암호를 변경합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유지/관리]/[S/W 업그레이드] 

S/W를 업그레이드할 때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 SW 업그레이드 

 메뉴얼 업그레이드: 접속 PC에 저장된 로컬 펌웨어를 이용해 업그레이드하는 기

능입니다. 

[유지/관리]/[S/W업그레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업그레이드할 S/W 파일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그레이

드 버튼을 눌러서 업그레이드를 실행합니다. 

 수동 업그레이드: KT 사업자의 업그레이드 서버를 이용해 자동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입니다. 

 모드: 자동 업그레이드 모드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업그레이드 URL: KT 사업자로 부터 부여받은 자동 업그레이드 서

버 URL을 입력합니다. 공장 초기화시 해당 URL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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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업그레이드 시도 간격: 업그레이드 시도 간격을 분단위로 입력

합니다. '0'일 경우 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림 10 - 7. [유지/관리]/[S/W 업그레이드] 메뉴 

 

화면 하단 왼쪽의 복구 버튼을 누르면 이전 버전으로 복구되면서 시스템을 다시 시작

합니다. 

 

[유지/관리]/[라이센스]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선스를 추가하는 메뉴입니다. 

 

[유지/관리]/[라이센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라이선스 파일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 오른쪽의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라이선스 추가를 실행합니다. 

■ 라이선스 항목 

 Max Users: 최대 사용자 수 

 CDR Type: 과금 서버와 연동 시 사용 

 Hotel Module: PMS(호텔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 시 사용 

 E1 PRI: PRI카드 연동 시 사용 

 

그림 10 - 8. [유지/관리]/[라이센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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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설정]/[IP폰 프로파일] 

VL5000에서는 IP폰에 대해서 설정 값을 자동으로 내려주거나 펌웨어를 자동으로 업

그레이드 해주는 등 웹을 통해서 편리한 단말 관리 메뉴를 제공합니다. 

 

IP폰 프로파일 추가 

VL5000은 공장출하 시 기본적으로 default 프로파일을 갖고 있으며, 설정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설정]/[IP폰 프로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11 - 1. [자동설정]/[IP폰 프로파일] 메뉴 

 

IP폰 프로파일을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설정 팝업에서 각각의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림 11 - 2. IP폰 프로파일 추가 

 

■ 프로파일 설정 

 프로파일 이름: 프로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파일 설명: 프로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서비스 

 다이얼플랜: 단말에 적용시킬 다이얼플랜을 입력합니다. 

 자동 프리픽스: 사용자가 지역번호를 다이얼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

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시작번호: 지역번호로 사용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 프리픽스 해지 플랜: 단말에 자동 프리픽스를 적용시킬 때 예외를 두기 위

한 다이얼플랜을 입력합니다. 

 자동 프리픽스 변경 설정: 번호 앞에 붙는 특정 번호를 지정된 프리픽스로 바꿔

 주는 기능으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할 때 사용됩니다. 이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변경 플랜: 변경 시킬 프리픽스를 입력합니다. (예: 001 => 00700) 

 거부 설정: 특정번호로부터의 수신을 거부하는 기능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수신 거부 플랜: 수신을 거부할 번호를 입력합니다 

■ SIP 고급 설정 

 외부 IP 주소 사용: [고급설정]/[SIP] 메뉴의 <SIP 설정>편을 참조하십시오. 

 실패 시 재등록시도 대기시간: VL5000에 IP폰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때 

단말은 입력된 시간만큼 대기한 후 재등록을 시도합니다. 

 SIP T1 타이머: SIP 트랜잭션 T1 타이머 값을 입력합니다. 

 SIP T2 타이머: SIP 트랜잭션 T2 타이머 값을 입력합니다. 

 SIP 최대 트랜잭션 타이머: SIP 최대 트랜잭션 타이머 값을 입력합니다. 

 PRACK: 아직 성립되지 않은 세션에 대해 Provisional ACK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PRACK 메소드의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DNS 캐시: DNS 캐시 사용 여부를 지정합니다. 

■ SIP 세션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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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에서는 세션이 성립된 후 그 세션이 끊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세션 타이머이고 RF

C4028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대 시간: SIP re-INVITE의 Session-Expires 헤더 값을 설정합니다. 

 최소 시간: SIP re-INVITE의 Min-SE 헤더 값을 설정합니다. 

 Force 세션 타이머: [고급설정]/[SIP] 메뉴의 <SIP 설정>편을 참조하십시오. 

■ 자동설정 

 설정 유형: 전화기의 자동개통 유형을 지정합니다. DHCP TFTP/HTTP/HTTPS선

택 

 설정서버 주소: IP폰이 자동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설정 값들을 가져올 설정 서

버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설정서버 포트번호: 프로토콜별 사용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HTTP ->

 80) 

 최대 시도: 자동설정 시도 시 실패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최대로 시도할 수 있

는 횟수를 입력합니다. 

 부팅 시 시도: IP폰이 부팅될 때 자동설정을 시도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시도 간격: 입력한 기간 안에 한번 자동 설정을 시도합니다. (예: 3으로 설정하

면 3일 동안 한 번 자동 설정을 시도합니다.) 

 시도 시간: 자동설정을 시도할 시간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IP폰 프로파일 변경 

[자동설정]/[IP폰 프로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의 이름을 누릅니다. 

프로파일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IP폰 프로파일 삭제 

[자동설정]/[IP폰 프로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X”를 누릅니다. 

 

[자동설정]/[IP폰 S/W 관리] 

VL5000은 자동설정을 통해서 단말의 S/W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을 제공합

니다. 등록된 단말의 S/W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현재 ㈜모임스톤

의 IP폰 모델들만 자동설정 기능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화기 S/W 추가 

[자동설정]/[IP폰 S/W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11 - 3. [자동설정]/[IP폰 S/W 관리] 메뉴 

 

전화기 S/W를 추가하려면 화면 하단 오른쪽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11 - 4. 전화기 S/W 추가 

 

■ 전화기 설정 

 기종 이름: IP폰의 모델명을 입력합니다. 

 S/W 버전: 등록할 S/W의 버전을 입력합니다. 

(예: S/W 버전이 IP250-S.1.30.180일 경우 “030.180”을 입력) 

 H/W 코드: 제품의 H/W 코드를 입력합니다. 

 IP250-C: 0x800 

 IP250-S: 0xa00 

 IP250-P: 0xa00 

 IP250-F: 0xb00 

 IP255-P: 0x2000 

 IP255-S: 0x2000 

 IP200-S: 0x2100 

 IP200-P: 0x2100 

 S/W 파일 이름: PC에 저장되어있는 해당 제품 S/W를 찾아 등록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11. 자동설정 

 
 

 

                                                                             

Note: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델은 H/W 코드설정항목이 없습니다. 

                                                                             

 

전화기 S/W 변경 

[자동설정]/[IP폰 S/W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전화기 S/W의 기종 이름을 누릅니다. 

전화기 S/W 설정 팝업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절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기 S/W 삭제 

[자동설정]/[IP폰 S/W 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전화기 S/W를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X”를 누릅니다. 

 



 

 

12. Hotel 

 

[Hotel]/[Wake-up Call] 

VL5000에서는 Wake-up call 기능을 웹 매니저에서 설정하여 호텔등 숙박시설에서의

 모닝콜 기능을 제공합니다. 

Wake-up Call 

[Hotel]/[Wake-up Call]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림 12 - 1. [Hotel]/[Wake-up Call] 메뉴 

 

Wake-up Call list 추가 

[Hotel]/[Wake-up Call] 메뉴 하단의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림 12 - 2. Wake-up Call list 추가 



12. Hotel 

 
 

 

 

■ 모닝콜 설정 

 예약 시간: 모닝콜 시작 시간을 지정합니다. 

 벨시간: 모닝콜 동작시 벨울림 시간을 지정합니다. (초 단위) 

 재시도 간격: 모닝콜 미응답시 재시도 간격을 지정합니다. 

 최대 재시도 수: 모닝콜 미응답시 재시도 횟수를 지정합니다. 

 모닝콜 담당자 번호: 수신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자 번호를 지정합니다. 

 자동 모드: 여러개의 수신 번호를 등록시에는 자동 모드, 한개씩 개별 지정시에

는 수동모드를 선택합니다. 

  내선 번호: 모닝콜 수신가능한 번호를 지정합니다. 내선번호만 선택가능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A. 중요 안전 수칙 

 

다음은 VL5000 IP-PBX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문서들을 잘 보관하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용 수칙들을 준수

하십시오. 이 문서에 기재된 정보는 구매 계약서 또는 ㈜볼랜즈의 보증 제한 설명서

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볼랜즈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제품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만

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VL5000은 전기로 작동하는 전자 제품이므

로 전원 코드와 각종 플러그인 카드 등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체결되거나 사용될

 경우, 신체적인 손상 또는 재산 상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

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문서에 수록된 지시를 따르고, 작

동 설명서의 모든 경고 문구를 주의해서 읽어야 하며, 본 문서에 수록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정보는 전원 케이블 및 배터리에 관련된 참고 사항을 포함합니다. 특히 VL5

000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하여 내장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 

제품은 오용 및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파손 상태가 심각한 일

부 경우에는 제품의 검사 및 수리가 끝날 때가지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전자 제품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품이 켜져 있을 때에는 항시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드물게는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

다. 혹은, 뭔가 터지거나 깨지는 듯한 소리, 또는 증기가 새는 듯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에 영향이 없는 전자 부품의 단순 고장일 수도 있으며,

 또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간과하여 위

험을 감수하거나 직접 문제를 진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내부 온도나 냉각 FAN의 상태를 자주 검사하여 고장

 징후를 확인하십시오. 정상 온도를 벗어나거나 FAN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스템 사

용을 중지하시고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검사 방법을 문의하고, 필

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만약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객 지원 센터로부터의 지시 사항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전원 플러그와 전화선을 분리해 두십시오. 

 

■ 전원 코드, 플러그, 연장 코드, 접지 선로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 과열 징후가 보이거나 연기, 불꽃,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 제품에서 터지는 소리나 깨지는 소리 또는 증기가 새는 듯한 소리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기타 사항 

 
 

 

■ 시스템이나 전원 코드에 액체가 흐른 자국 또는 물체가 떨어진 자국이 있는 경우 

■ 시스템이나 전원 케이블, 또는 전원 플러그가 물 또는 다른 액체에 노출된 경우 

■ 제품이 떨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 지시 사항에 따라 조작했으나 제품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 

 

주의: 시스템이나 전원 연장 코드 등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서비스 센터 또는 제조사에 연락을 취해 서비스를 받거나 제품을 교

체한 후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인 안전 수칙 

인체의 상해나 재산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다음의 주의 사항을 따르십

시오. 

 

■ 낙뢰 및 서지 관련 사항 

■ 서비스 관련 사항 

■ 전원 코드 및 어댑터 관련 사항 

■ 전원 연장 코드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사항 

■ 플러그와 콘센트 관련 사항 

■ 배터리 관련 사항 

■ 발열 및 제품의 환기 관련 사항 

■ 추가 안전 수칙 

 

■ 낙뢰 및 서지 관련 사항 

안전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접지를 해두면, 낙뢰나 서지로

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의 누전이나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전원 코드를 연결하기 전에 제품 후면 접지단자에 반드시 연결하십시오. 

 

■ 서비스 관련 사항 

고객 지원 센터에서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스스로 제품을 수리 하지 마십

시오. 

제품은 반드시 공인 서비스 요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Note: 일부 부품은 사용자가 직접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객 교체 가능 유닛(CRU: Customer Replaceable Units)이라고 합니다. ㈜볼

랜즈는 CRU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설치 설명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부품을 교체할 때, 사용자는 반드시 모든 지시 사항

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부품 교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항상 제품의 전원이 꺼

져 있어야 하며, 제품의 코드가 모든 전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품의 교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주의: 위험하게 움직이는 부품에 손가락과 다른 신체 부위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경고: CRU를 교체하기 전에 시스템 전원을 끄고, 덮개를 열기 전에 시스템의 

열이 식을 때까지 3~5분간 기다리십시오. 

 

■ 전원 코드 및 어댑터 관련 사항 

 해당 제품에 포함된 전원 코드 및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타사 제품은 절

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를 어댑터 또는 다른 물체에 감아두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를 감아서 

보관하면 코드에 마모나 균열, 주름이 발생해 제품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

니다. 

 전원 코드는 항상 사람에 의해 밟히거나 걸리지 않게 하고 다른 물체 사이에 끼

지 않도록 배선 하십시오. 

 전원 코드 및 플러그는 액체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예를 들어, 액체 세제로 청소

한 바닥 등에는 전원 코드 및 플러그를 두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코드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액체는 단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는 점

진적으로 전원 코드의 접점 및 어댑터 커넥터의 접점을 부식시켜, 전원 코드와 

어댑터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와 전화선 및 신호 케이블은 항상 올바른 순서로 연결하고, 모든 전원

 코드 커넥터가 콘센트 및 소켓의 끝까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시스템의 AC 입력 단자 부분이 부식되어 있거나, 입력 단자 부근에 변형이 생겼

거나 또는 이물질이 묻은 경우 그리고 과열의 흔적이 있는 경우 외 전원 단자 

부위에 이상한 점이 보이면 전원을 연결하지 말고 서비스 요원을 통해 안전을 

확인 받으십시오. 

 양쪽 끝의 접점 중 어느 쪽이라도 부식 및 변형의 흔적이 보이거나, 손상된 것

으로 보이는 전원 코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연장 코드 및 관련 장치에 관한 사항 

사용 중인 전원 연장 코드나 과부하 방지 장치, UPS(무 정전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멀티탭이 제품의 작동에 필요한 전기적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들 장치에 절대로 과부하를 주지 마십시오.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 멀티탭에 가해

지는 부하는 멀티탭의 정격 입력 이내여야 합니다. 전력 부하량이나 전원 요구 사항 

또는 정격 입력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기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 플러그와 콘센트 관련 사항 

 시스템에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 콘센트(벽면의 전원 콘센트)가 손상되

거나 부식되어 보이는 경우, 콘센트를 수리나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플러그를 구부리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제조사에 연락

하여 새로운 플러그로 교체하십시오. 

 전원 케이블의 플러그는 세 개의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는 접지용 전

기 콘센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러한 플러그를 연결할 수 없다면, 전기 기술자를 통해 인증된 콘센트 어댑터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콘센트를 접지된 콘센트로 교체하십시오. 전원 콘센트가 절

대로 과부하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인 시스템 부하율은 분기된 콘센트의

 전원 선이 가지는 정격의 8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력 부하율이나 

분기된 콘센트의 정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기 기술자에게 자문을 구

하십시오. 

 사용하고자 하는 콘센트가 올바르게 배선되어 있으며, 시스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코드에 무리를 줄 정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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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코드를 너무 팽팽하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 발열 및 제품의 환기 관련 사항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내장 배터리를 충전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VL5000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발열과 냉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

을 준수하십시오.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 근처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시스템에는 통풍구, 냉각 팬 

및 방열판이 있습니다. 시스템 위 아래에 열이 발생하는 다른 기기들을 놓거나, 

너무 벽 가까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통풍구를 막거나, 시스템 주위에 물건들을 

두어 통풍을 차단하게 되면 시스템의 온도가 상승하여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시스템의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시스템 통풍구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먼지가 통풍구를 막을 수 있으니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외부에 먼지가 쌓여있

으면 팬 날개, 전원 공급 장치 등 내부에도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하십시

오. 덮개를 열기 전에 항상 시스템의 전원을 끄십시오. 사람들 통행이 많은 위치

에서 시스템을 작동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을 3개월 정도의 주기로 자주 확인하

고 청소하십시오. 

 

안전 및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시스템의 전원을 연결할 때에는 시스템을 완전히 조립한 상태에서 하십시오. 

 시스템 외부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통풍구 및 기타 구멍에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시스템 좌/우측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밀폐된 기구 안에 넣어 작동하지 마십시오. 과열될 위험이 높습니다. 

 시스템 외부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추가 안전 수칙 

주의: 전원, 전화, 통신 케이블의 전류는 위험합니다. 전원을 연결할 때에는 다른 전

화, 통신 케이블을 먼저 연결한 다음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반드시 접

지된 콘센트에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를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화재나 전기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속 또는 물과 가까운 장소에서는 시스

템을 동작시키지 마십시오. 

 

주의: 시스템에 I/O 보드를 장착할 때에는 다음 지시를 따르십시오. 감전의 위험을 피

하려면 보드를 장착할 때 시스템 전원을 끄고, AC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서 분리한

 다음 보드를 장착하십시오. 전원, 전화선, 통신 케이블에서 나오는 전류는 인체에 위

험하므로 케이블을 완전히 시스템과 분리한 다음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전화 설비 사용시에 화재, 감전 또는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안전 주

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번개가 칠 때 전화선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방수용으로 제조되지 않은 전화 잭을 습한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전화선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경우 주의하십시오. 

 No. 26 AWG 또는 그보다 더 두꺼운 안전 규격의 전화선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시스템의 비닐 포장지는 질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B. Perl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면 특정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문자/숫자열의 설정 및 검색을 쉽

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이얼플랜 메뉴의 패턴 및 다이얼형식 항목에서 사용하는 Perl 정규 표

현식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예제를 수록했습니다. 

 

■ Character class 

문자 문자 설명 예시 예시 설명 

[ ] Character class [0-9] 0부터 9가지의 임의의 한 숫자 

[^] Negated character class [^0-9] 숫자를 제외한 글자 하나 

 

■ Common character class 

문자 문자 설명 예시 예시 설명 

\d 10진수 정수 한 글자, [0-9] \d9 09, 59 등 9앞에 0부터 9까지의 숫자 가능 

\D 10진수 정수가 아닌 한 글자, 

[^0-9] 

\D9 A9, r9 등 9 앞에 숫자를 제외한 문자 가능 

 

■ Alternation meta-character 

문자 문자 설명 예시 예시 설명 

| | 앞 뒤 중 하나 선택 (0|1|6) 0, 1, 6 숫자 중 하나 가능 

 

■ Grouping meta-character 

문자 문자 설명 예시 예시 설명 

( ) 정규 표현식의 일부분을 하나

의 유닛으로 취급 

(01)(0|1|6) 010 혹은 011 혹은 016 

 

■ Extracting meta-character 

()를 사용하여 매치되는 부분을 추출해냅니다.  

각 ()에 해당하는 값은 Matching variable인 $1, $2 .. 에 들어갑니다. 

문자 문자 설명 예시 예시 설명 

$ 각 ()에 매치되는 부분에 해당

하는 값을 저장 

(01)(2) $1은 01, $2는 2의 값을 가짐 

 

■ Matching Repetitions 

문자 문자 설명 예시 예시 설명 

? 0번 혹은 1번 반복 (012)? 012 혹은 아무것도 없음 

* 0 또는 그 이상 반복 (012)* 012가 여러 번 반복 혹은 아무것도 없음, 

(012)?과의 차이는 (012)?는 아무것도 없거나 

반복이 되는 경우 1번 반복되지만, (012)*은 아

무것도 없거나 반복이 되는 경우 1번 이상 반

복 가능 

+ 1 또는 그 이상 반복 (012)+ 012 혹은 012가 여러 번 반복  

x{n} x를 n번 반복 (012){2} 012012, 012를 2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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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 x를 최소 n번 반복 (012){2,} 012012012, 012를 최소 2번 반복 

x{n,m} x를 n번 이상 m번 이하 반복 (012){2,4} 012012012, 012를 2번 이상 4번 이하 반복 

 

■ POSIX Character class 

주의: POSIX Character class는 이중 대괄호([[]])를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문자 문자 설명 예시 예시 설명 

[:alnum:] 알파벳과 숫자 [[:alnum:]] [a-zA-Z0-9] 와 같음 

[:alpha:] 알파벳 [[:alpha:]] [a-zA-z] 와 같음 

[:digit:] 숫자 [[:digit:]] [0-9] 와 같음 

 

■ “*” 처리 방법 

예제) PBX  to PBX 연동에서 SIP Trunk Access code를 *88 사용. 

패턴: \*88(.*) 

형식: $1 

사용 방법: *88 + 전화 번호 

           전화 번호만 상대방으로 송출된다.  

 

■ 다이얼플랜 – 패턴, 다이얼 형식 사용 예제 

그림 B - 1. 다이얼플랜 예시 

 

■ 국제전화용 프리픽스를 00707로 대치하여 해외로 발신하는 상황 

 패턴: (00[1,2,5,6,8]|00[3,7]..)(.*) 

 (00[1,2,5,6,8]|00[3,7]..) –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 

 (.*) – 발신하고자 하는 번호 

 다이얼 형식: 00707$2 

 00707 – 국제전화 서비스 번호 

 $2 – 위의 패턴 항목에서 두 번째 괄호인 (.*)에 해당하는 번호 



 

 

C. FXS 전화 사용법 

 

본 절에 나오는 Hook Flash는 전화기 Function Key 중 Flash 버튼을 누르거나 Hoo

k 스위치를 살짝 눌렀다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Hook 스위치를 눌렀다 떼었을 때 통

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의 기능을 이용하려면 [기본설정]/[회선설정]의 FXS

에서 Hook Flash Interval 항목에 설정된 시간 안에 스위치를 떼어야 합니다. 기본으

로 설정된 Hook Flash Interval은 600milliseconds 입니다. 이 시간 안에 스위치를 

떼지 않으면 통화가 종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old 

A(100)와 B(200)가 통화 중일 때, A(100)가 B(200)와의 통화를 잠시 보류시켜야 할 

경우, A(100) 단말에서 Hook Flash를 하면 B(200)은 대기 상태가 되며, A(100)이 다

시 한번 Hook Flash를 하면 B(200)와의 연결이 다시 성립됩니다. 

 

■ Transfer 

 Blind Transfer 

A(100)와 B(200)가 통화 중인 상태에서 A(100)가 B(200)를 C(300)와 연결

시켜야 할 때, A(100) 단말에서 Hook Flash를 한 후에 300을 누르고 바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B(200)은 대기 상태가 되고, C(300)의 Ring이 울리

기 시작합니다. C(300)가 수화기를 드는 순간 B(200)와 C(300)의 연결이 

성립됩니다. 이 때 A(100)는 B(200)와 C(300)의 연결 성공 여부를 확인하

지 않습니다. 

 Attended Transfer 

A(100)와 B(200)가 통화 중인 상황에서 A(100)가 B(200)를 C(300)와 연결

시켜야 할 때, A(100) 단말에서 Hook Flash를 한 후에 300을 누르면 B(20

0)는 대기 상태가 되고, C(300)의 Ring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C(300)가 수

화기를 드는 순간 C(300)와 A(100)가 연결이 됩니다. 이는 A(100)가 B(20

0)를 C(300)에게 연결시켜 주기 전에 C(300)가 현재 연결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A(100)와 C(300)가 연결되어 C(300)가 통화연

결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A(100)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B(20

0)은 대기 상태에서 C(300)와의 연결 상태로 변경됩니다. 

 

■ Call Parking 

통화 중 자리를 이동하여 전화를 받을 경우, 예를 들면 A(100)와 B(200)가 서로 통

화 중에 A(100)가 C(300) 자리에서 B(200)와의 통화를 지속해야 할 경우, A(100) 단

말에서 Hook Flash를 한 후에 *301을 누르면 B(200)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A(100)

가 On-Hook(수화기를 내려 놓는 것을 의미)한 후에 자리를 이동하여 즉 C(300)에서

 *311을 누르면 B(200)는 대기 상태에서 C(300)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위의 예에서 *30과 *31은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의 Parking 내선번호와 Unparki
ng 내선번호에 설정된 값입니다. 또한 *30 뒤에 붙는 지정 번호는 시작 번호와 마지
막 번호 사이의 번호입니다. 

 

■ 착신전환 (Call Forwarding) 

 항상 전환 (Always) 

A(100)로 수신되는 전화를 항상 B(200)로 돌려서 수신되도록 하고 싶을 경

우, A(100) 단말에서 *23200을 누르면 A(100)로 수신된 전화가 항상 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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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로 착신전환이 됩니다. 또한 항상 전환 기능을 해지할 때는 착신전환을 

설정한 A 단말에서 *24를 누름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23 (항상 전환 코드)와 *24 (항상 전환 해지 코드)는 [기본설

정]/[부가기능코드]의 항상 전환과 항상 전환 취소에 설정된 값입니다. 

 통화 중 전환 (Busy) 

A(100)가 통화 중일 때, A(100)로 수신되는 전화를 B(200)로 돌려서 수신

되도록 하고 싶을 경우, A(100) 단말에서 *25200을 누르면 A(100)가 통화

 중일 때 A(100)로 수신되는 전화가 B(200)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중 전환 기능을 해지할 때는 A(100) 단말에서 *26를 누름으로

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25 (통화 중 전환 코드)와 *26 (통화 중 전환 해지 코드)는 [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의 통화중시 전환과 통화중시 전환 취소에 설정

된 값입니다. 

 무응답 시 전환 (No Answer) 

A(100)가 수신된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 A(100)로 수신되는 전화를 B(200

)로 돌려서 수신되도록 하고 싶을 경우, A(100) 단말에서 *27200을 누르면

 A(100)가 무응답일 때 A(100)로 수신되는 전화가 B(200)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응답 시 전환 기능을 해지할 때는 A(100) 단말에

서 *28를 누름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27 (무응답 시 전환 코드)와 *28 (무응답 시 전환 해지 코드)

는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의 무응답시 전환과 무응답시 전환 취소에 

설정된 값입니다. 

 오류 시 전환 (Error) 

A(100)가 PBX에 등록은 되었지만 운영 중에 랜 케이블 단절 등의 이유로 

통화할 수 없는 오류 상황이 발생하면 B(200)로 전화가 전환되도록 하고 

싶은 경우 A(100)단말에서 *21200을 누르면 A(100)가 오류 상황일 경우 B

(200)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시 전환 기능을 해지할 때

는 A(100)단말에서 *22을 누름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21 (오류 시 전환 코드)와 *22 (오류 시 전환 해지 코드)는 [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의 오류시 전환과 오류시 전환 취소에 설정된 값

입니다. 

 

■ 당겨 받기 (Pickup) 

 직접 당겨 받기 (Direct Pickup) 

A(100)로 수신되는 전화를 B(200)에서 당겨 받고 싶을 경우, B(200) 단말

에서 **100을 누르면 A(100)로 수신된 전화를 B(200)에서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은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의 당겨받기에 설정된 값입니다. 

 그룹 당겨 받기 (Group Pickup) 

같은 Pickup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인 A(100)로 수신되는 전화를 B(200

)에서 당겨 받고 싶을 경우, B(200) 단말에서 **을 누르면 A(100)로 수신

된 전화를 B(200)에서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당겨 받기 그룹 사용

자 정의는 [기본설정]/[그룹설정]의 당겨 받기 그룹 구성원 추가로 이루어

집니다. 

 

■ 인터컴 

 직접 인터컴 (Direct Intercom) 

A(100)가 B(200)에게 인터컴을 할 경우, A(100) 자리에서 *69200을 누르

면 B(200)에게 인터컴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69는 [기본설정]/[부가기능코드]의 <인터컴 설정>의 내선번
호에 설정된 값입니다. 



 

 

 그룹 인터컴 (Group Intercom) 

한 사용자가 여러 명에게 인터컴을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설
정]/[그룹설정]에서 추가한 인터컴 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하여 인터컴 그룹

을 만든 후 설정한 내선을 누르면 인터컴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에게 

인터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컴 그룹 구성원이 A(100), B(200) 

이고 내선이 500으로 설정된 경우, 단말에서 500을 누르면 인터컴 그룹 구

성원인 A(100)와 B(200)에게 인터컴을 하게 됩니다. 

 

■ 3자 통화 

3자 통화는 동시에 3인이 통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100)와 B(200)가 통화중인 

상태에서 C(300)를 초대하여 세 명이 통화를 해야 할 경우, A(100) 단말에서 Hook 

Flash를 한 후에 300을 누르면 A(100)와 C(300)가 연결 상태가 되고, B(200)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 때, A(100)가 다시 한 번 Hook Flash를 하면 B(200)는 대기 상

태에서 통화 연결상태로 변경되어 A(100)와 B(200), C(300) 가 동시에 통화하게 됩

니다. 

주의: 3자 통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본설정]/[프로파일]에서 3자통화를 “예”로 설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자 통화가 아닌 Transfer 기능으로 동작합니

다. 

 

■ 수신 거부 

단말 A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해당 코드를 눌러서 수신 거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

다. 수신 거부된 단말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면 음성사서함으로 전환됩니다. 수신 거

부는 수신 거부 취소 코드를 눌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의 통화 

회의 통화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고급설정]/[회의통화
]에서 설정한 내선 번호를 이용합니다. 회의 통화의 내선 번호를 500번으로 설정하였

을 경우 회의 통화에 참여하고 싶은 사용자는 본인의 단말에서 500을 누름으로써 회

의 통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 통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본설정]/[프로파일]에서 회의통화를 “예”로 설정해

주어야 하며, 사용할 내선은 [고급설정]/[회의통화]에서 설정합니다. 



 

 

용어 정리 

 

■ A 형식 (A-law) 

A 형식은 PCM(Pulse Code Modulation, 펄스 부호 변조)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

호간의 변환에 사용되는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T)의 신호 표준입니다. A형식은 주

로 유럽 지역의 전화 네트워크에 사용되며 북미지역에서 사용되는 U형식과 유사한 

신호 표준입니다. 

 

■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발신자 자동식별) 

ANI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수신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

는 방식은 전화 서비스 제공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종종 통화

와 함께 DTMF 톤을 보냄으로써 제공됩니다. 

 

■ CODEC(COder-DECoder) 

아날로그 음성을 Digital Bit Stream으로 변환하고, Digital Bit Stream을 아날로그 음

성으로 변환합니다. 압축 유형(예를 들면, G.729)을 지칭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

다. 

 

■ Channel 

채널은 2개의 장치 간에 정보의 전달을 관장하는 장치 또는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채널은 장치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통로를 의미하기 보다는 논리적인 연

결 통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통신 회선이 존재하더라도 여러 개

의 논리적 채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CNG (Comfort Noise Generation) 

통화 시 한쪽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아무런 음성 패킷도 보내지 않으

므로 상대방 쪽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방적

으로 말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통화가 끊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일정한 잡

음을 발생시켜 통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통화자들에게 통화의 안정감을 주

는 것을 말합니다. 

 

■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각 호

스트들에게는 자동으로 할당해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DHCP는 IP 주소가

 일정 시간 동안만 그 컴퓨터에 유효하도록 하는 임대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

용 가능한 IP 주소의 개수보다 더 많은 컴퓨터가 있는 경우에도 IP 주소의 임대 시간

을 짧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 DSP (Digital Signal Processor) 

복잡한 디지털 신호의 빠른 처리를 위하여 디자인된 특별한 용도의 컴퓨터 칩으로서 

음성이나 화상 등의 실시간 처리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 DTMF (Dual Tone Multi Frequency) 



 

 

DTMF는 전자식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되어 전화국으로 보내지는 신호입니

다. DTMF가 적용되는 전화기에서 사용자가 누르는 전화기의 각 키는 특정한 주파수

를 가지는 두 가지의 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는 그 음을 흉내낼 수 없도

록 하기 위해 한 음은 높은 주파수에 속해있는 음으로, 다른 한 음은 낮은 주파수에 

속해있는 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 Delay Start 

국선 신호 방식의 한 종류로 발신 측에서 국선을 점유하면서 호출이 시작됩니다. 수

신 측 교환기의 Off-hook상태는 Digit를 수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되다가 수신 

준비가 완료되면 On-Hook상태로 변경되고 이후 발신 측 교환기에서 Digit를 전송하

면 수신 측 교환기에서 수신하여 착신 측 가입자를 호출합니다. 착신 측 가입자 수화

기를 들어 Off-Hook상태가 되면 통화로가 연결되어 통화가 시작됩니다. 발신 및 착

신 측 가입자가 Off-Hook상태를 유지하면서 통화 상태를 지속시키다가 어느 한쪽 가

입자가 수화기를 내려서 On-Hook상태가 되면 통화는 종료 됩니다. 

 

■ E.164 

전화를 이용한 원격 통신을 위한 국제적인 번호 체계입니다. 

 

■ Echo Cancellation 

Echo를 라인에서 제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Echo는 일반적으로 전화망 배선의 Impe

dance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Echo Canceller는 방금 보낸 음성의 샘플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 음성이 뒤집혀서 수신 방향으로 돌아오면 그 돌아온 신호를 제거합니다. 

 

■ Echo Suppressor 

전화 회선에 있어서 반대 방향의 전송을 무효화하여 한 방향으로만 신호가 흐르도록 

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 FXO (Foreign eXchange Office) 

Loop-Start 신호 방식의 교환기 측 신호와 접속되어 교환기 측 전원전류 및 RING 신

호를 수신하여 상대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발신 측 음성 신호를 PCM 데이터로 처리

하여 가입자 통화 선로를 구성합니다. 

 

■ FXS (Foreign eXchange Station/Subscriber) 

일반 전화 송수화기로 다이얼 톤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Loop-Start 신호 방식의 

가입자 회선 등을 수용하며 가입자 측으로 통화 전류 RING 신호를 공급하며 상대 시

스템으로 음성신호 및 DTMF, LOOP ON/OFF의 DIAL 신호를 PCM 데이터로 처리하

여 전송로에 송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FTP (File Transfer Protocol)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와 호스트, 호스트와 PC사이의 파일전송을 수행하는 프로토

콜입니다. 

 

■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네트워크 구성관리, 성능관리(성능 분석에 필요한 통계 정보), 장비관리(시스템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네트워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의된 프로토콜

입니다. 



기타 사항 

 
 

 

■ VAD (Voice Activity Detection) 

실제 통화 시에 한 쪽이 말하면 한 쪽은 듣기 때문에 통화의 절반 정도는 침묵 형태

입니다. VoIP 환경에서는 음성의 진폭 값이 일정 한도에 도달하는지 감지하여 Packe

t의 생성 여부를 결정한 후에 침묵일 경우 IP Packet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일시적으로 음성이 Bandwidth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남은 Bandwidth는 다른 어

플리케이션(Web, FTP..)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VAD 사용 시 말의 시작 부

분이나 음성의 진폭이 떨어지는 말의 끝 부분은 잘려 나갈 수 있으므로 음질이 나빠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Clipping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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