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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VP-300 제품 개요 

1.1. 내용물 확인 

 DVP VoIP 폰     1대 

 외장형 전원 아답터    1대 

 LAN 케이블 (RJ-45)         1대 

 핸드셋      1개 

 핸드셋 연결코드           1개 

 헤드셋 (선택사항)          1개 

 설치설명서           1부 

 

위에 열거된 내용물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헤드셋

은 선택사항이므로 필요 시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1.2. 제품 개요 

본 설명서는 DVP-300 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키와 설치 및 설정 방

법을 포함합니다. DVP-300 폰의 기능들은 기존 아날로그 전화기와 동일하

게 전화를 걸고 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축다이얼 기능, 재 다이얼, 

호 전환, 3자 통화, 통화 대기, 묵음 기능 등의 다양한 추가기능을 제공합니

다. 또한 인터넷 전화기능과 더불어 개인용 PC를 연결하여 인터넷 접속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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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DVP-300 전면 > 

 

 

 

1.3. Button 설명 

DVP-300/310의 각 기능키 및 Button에 대해 설명합니다.  

번호 버튼/심볼 설        명 

1 LCD 화면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연결상태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록상태 등 현재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호 진행상태 및 발신자 번호 등을 표시합니다.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2 핸드셋(송/수화기)  통화를 위한 송/수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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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 
 폰의 상태(STS LED) 및 Message수신 상태

(MSG LED) 등을 알려줍니다. 

4 Memory  단축 다이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3개) 

5 MENU 

 폰의 상태가 Normal 상태에서 설정모드로 전환

되며 LCD 화면에 설정을 위한 항목들이 표시

됩니다.  

6 상측 방향키 (↑) 

 현재 설정 디렉토리에서 다른 설정항목으로 이

동합니다. LCD 화면에서는 위쪽으로 스크롤됩

니다. 

7 하측 방향키 (↓) 

 현재 설정 디렉토리에서 다른 설정항목으로 이

동합니다. LCD 화면에서는 아래쪽으로 스크롤

됩니다. 

8 DELETE  현재 항목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9 CID 
 이 버튼을 누르면 착신자 번호 표시 기능관련

메뉴가 LCD창에 표시됩니다. 

10 Message  수신된 음성 Message를 확인시 사용합니다. 

11 XFR/FWD  현재 통화중인 호를 다른쪽으로 전환합니다. 

12 CONF 
 통화중 한사람을 더 JOIN 시켜 3자간 통화를

할 때 사용합니다. 

13 HOLD  통화중 대기시킬 때 사용합니다. 

14 SPEED 

 LCD 화면을 통해 통화기록이나 전화번호 검색

시 이 버튼을 누르면 커서가 위치한 번호로 호

를 시도합니다. 

15 FLASH  이 버튼을 누르면 Hook Flash가 동작합니다. 

16 MUTE 
 통화중 이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묵음 기능. 

17 REDIAL 
 가장 최근에 시도했던 전화번호로 호를 다시

시도합니다. 

18 SPEAKER  스피커 폰을 사용합니다. 양방향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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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CD 화면 ICON 설명 

DVP-300/310 의 LCD 화면에 3개의 라인이 표시됩니다. 또한 아래 설명된 

아이콘(ICON)은 첫번째 라인상에 표시됩니다. 

 

번호 버튼/심볼 설        명 

1 
 

 인터넷 (Network) 연결상태를 표시합니다. 

2 
 

 PC 연결상태를 표시합니다. 

3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등록된 상

태임을 표시합니다. 

4 
 

 통화중임을 표시합니다. 

5 
 

 폰 스피커 사용중임을 표시합니다. 

6 
 

 묵음 기능 사용중임을 표시합니다. 

7 
 

 현재 수신된 음성메시지가 있음을 표시합니다.

8 
 

 헤드셋을 사용하여 통화중임을 표시합니다. 

9 L  PSTN Line을 사용중임을 표시합니다. 

10 
 

 현재 음량(통화 또는 벨) 음량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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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 설치, 설정 및 연결 

2.1. 케이블 연결하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케이블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설명합니다.  

 

 

 

 

 

① PHONE 포트 : 일반 아날로그 전화기를 연결합니다. 

(Option, DVP-320에만 해당) 

② LINE 포트 : PSTN 라인을 연결합니다. (Option, DVP-310에만 해당) 

③ LAN 포트 : PC를 연결합니다.  

④ WAN 포트 : ADSL 또는 케이블 모뎀을 연결합니다. 

○5  전원 : 폰과 함께 제공된 외장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6  헤드셋 포트 : 선택사항으로 헤드셋 사용 시 헤드셋을 연결합니다. 

 

 

2.2. IP 설정하기 

DVP-300 IP 폰은 3가지 방식으로 IP접속이 가능합니다. 첫째,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를 사용한 ADSL 모뎀은 PPPoE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이 경우 

IP폰에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

동접속 기능 내장인 ADSL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NetSpot 등을 사용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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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DHCP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셋째, 전용선 또는 고정 IP ADSL을 사용

하실 경우 고정 IP 주소를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처음 “MENU” 버튼을 눌러 설정모드로 전환한 후 설정을 시작합니다.  

 

2.2.1 WAN IP 주소 설정 

 

1) 고정 IP 설정 

 

전용선을 사용하여 일정 범위의 고정 IP주소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제품 출하 시 고정 IP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① “MENU”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 ↓” 방향버튼으로 항목이동 후 “1]SEttingS]”에서 “CID/ENTER” 버튼을 

누르거나 “1” 숫자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앞의 “숫자” 는 단축번호를 의미

하고 끝의 “]” 는 하위메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1]nEt]”에서 “CID/ENTER” 버튼을 누르거나 “1” 숫자버튼을 누릅니다.  

 

 

 

③ “1]StAtic]” 선택 후 “1]IPAddr”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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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점, dot)은 “*”로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했을 

경우 또는 변경 시 “DELETE” 버튼을 누르면 1글자씩 삭제됩니다. 입력완료 

후 “CID/ENTER” 버튼을 누릅니다. 

 

 

 

⑤ “2]SubnEt” 선택 후 Subnet Mask를 입력합니다.  

 

            

 

⑥ “3]GAtE” 선택 후 Default Gateway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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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4]dnS1, 5]dnS2” 선택 후 DNS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 DHCP 설정 

 

자동 접속기능이 내장된 ADSL 모뎀, 케이블 모뎀 또는 VDSL 모뎀 사용 시 

이와 같이 설정합니다.  

 

① Static 설정의 ①, ② 와 동일합니다. 

② “2]dhcP”를 선택합니다. 

 

 

 

③ “↑, ↓”를 눌러 “dhcP On” 선택 후  “CID/ENTER” 버튼을 누릅니다. 

 

  

 

3) PPPoE 설정 (ADSL 모뎀 사용 시) 

 

PPPoE 접속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에서 부여받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필요합니다. 설정하기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Static 설정의 ①, ② 와 동일합니다. 

10 /42 



DVP-300 

② “3]PPPoE” 선택 후 “PPPoE On”을 선택합니다. 

 

            

 

2.2.2 NAT 기능관련 및 LAN IP 주소 설정 

 

DVP-300은 기존 PC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NAT기능을 지원합니다. 따

라서 아래와 같이 NAT 기능사용을 위한 설정을 합니다. 

 

① Static 설정의 ①, ② 와 동일합니다. 

② “4]LAn]”를 선택합니다.  

 

 

 

(1) NAT 기능 활성화 

 

① “1]USEnAt”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NAT 기능에 대한 설정메뉴가 표시

됩니다. NAT 기능 사용을 위해서 “nAT On”을 선택합니다. 미사용 시에는 

“nAT OFF”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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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IPAddr” 선택 후 LAN IP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본 설정값은 192.168.1.254 입니다. 

 

            

 

③ “3]dhcPSEr” 선택 후 “dhcPSErOn” 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값은 

“dhcPSErOFF” 입니다. 

 

            

 

④ “4]StArtIP” 선택 후 dhcp 시작 IP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

이 되었다면 IP 폰의 LAN 포트를 통해 연결된 PC에는 192.168.1.10 의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⑤ “5]CLiEnt” 선택 후 PC 연결 대수를 입력합니다. 이 설정에 20을 지정하

면 IP폰의 LAN 포트에 연결되는 PC에 IP할당을 20개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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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VoIP 설정하기 

2.3.1 인터넷 전화설정 1 (SIP) 

 

(1) SIP 서버관련 설정 

 

① “MENU”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2]SIP]” 에서 

“CID/ENTER” 버튼을 누르거나 “2” 숫자버튼을 누릅니다.  

 

 

 

② “1]SerUrL”을 선택합니다. 

 

 

 

③ “1]Outbound” 선택 후 SIP 서버 모드를 선택합니다. 

“OutboundOn”은 Outbound Proxy Mode를 “OutboundOFF” 는 Proxy 

Mode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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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IPAddr” 선택 후 SIP 서버 IP를 입력합니다. 

 

            

 

⑤ “3] Port” 선택 후 SIP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번호는 5060을 사용합니다. 

 

            

 

⑥ “4]rEgIPAddr” 선택 후 Registrar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⑦ “5]rEgPort” 선택 후 Registrar의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번호는 5060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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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6]rEgttL” 선택 후 등록주기(expires)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3600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항목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URL 관련 설정 

 

① “2]USErUrL”를 선택합니다. 

 

 

 

② “1]diSPLAyId” 선택 후 DisplayName을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발신자 

표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전화할 경우 발신자로 아래에서 

입력한 번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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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USErId”를 선택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3]LocalPort”를 선택하여 IP폰의 SIP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5060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항목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인증 (Authentication) 관련 설정 

 

① “3]Auth]”를 선택합니다. 

 

 

② “1]AuthId”를 선택하여 인증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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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AuthPASS”를 선택하여 인증을 위한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④ 입력이 완료된 후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 전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에 대

한 저장 및 적용을 선택합니다. “1]StorE”를 선택할 경우 저장만 되며 변경

된 사항의 저장 및 적용을 위해서는 “2]AppLy”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저장

없이 이전 메뉴로 가기 위해서는 “3]diScArd”를 선택합니다. 

            

 

 

 

2.4. IP 폰 초기화 

2.4.1 IP 폰 재시작하기 

 

IP폰을 단순히 재시작합니다. IP폰의 설정, 저장후 재시작하여야 변경설정 사

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IP폰을 재시작합니다. 

 

① “MENU”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5]rESEt]”까지 이동한 

후 “CID/ENTER” 버튼을 누르거나 “5” 숫자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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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Phone”을 선택한 후 “rESEt yES”를 선택합니다. 

            

 

2.4.2 IP 폰 초기화하기 

모든 정보에 대해 공장출하시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IP폰

을 초기화 합니다. 이전 설정된 값이 모두 없어지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초

기화하시기 바랍니다. 초기화되면 이전 설정하였던 값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2]dEFAuLtS”을 선택한 후 “dEFAuLtS yES” 또는 “dEFAuLtS no”를 선

택합니다. 

 

            

 

2.5. 통화 기록에 대한 정보 

인터넷폰에 부재중 전화, 전화를 걸었던 번호, 전화가 걸려왔던 번호가 저장

됩니다.   

 

① “MENU”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3]CALLLogS]”까지 이동

한 후 “CID/ENTER” 버튼을 누르거나 “3” 숫자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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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PASSCALLS”를 선택하면 부재중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2]InCALLS”를 선택하면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④“3]OutCALLS”를 선택하면 발신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전화번호부에 대한 정보 

SpeedDial에서는 전화번호의 저장 및 저장한 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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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ENU”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4]SPEEddiAL]”까지 이

동한 후 “CID/ENTER” 버튼을 누르거나 “4” 숫자버튼을 누릅니다 

 

 

② “↑, ↓” 방향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에서 “Enter”버튼을 누릅니다.  

 

            

            

 

2.7. 벨 소리와 볼륨  

벨소리의 type과 벨소리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① “2]ring]” 을 선택합니다.  

 

 

 

② “1]ringtyPE]” 선택 후 “Enter”버튼을 누르고 “↑, ↓” 방향버튼을 눌러 

벨소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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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HandsetOut” 선택한 후 “↓,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음량 크기에서 

“CID/ENTER” 버튼을 눌러 수화기의 수신 음량을 조절합니다. 

 

            

 

⑤ “4*HandserMicVo1” 선택한 후 “↓,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음량 크기에

서 “Enter”버튼을 눌러 수화기의 발신 음량을 조절합니다.  

 

            

 

⑥ “5*SpeakerVolume” 선택한 후 “↓,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음량 크기에

서 “Enter”버튼을 눌러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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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MicVolume” 선택한 후 “↓,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음량 크기에서 

“Enter”버튼을 눌러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⑧ “7*HeadsetEarVo1” 선택한 후 “↓,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음량 크기에

서 “Enter”버튼을 눌러 헤드셋 수신 음량을 조절합니다. 

             

 

⑨ “8*HeadsetMic” 선택 후 “↓,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음량 크기에서 

“Enter”버튼을 눌러 헤드셋의 발신 음량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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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3.1. PC 설정 

DVP-300에 PC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Telnet이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장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1.4의 서비스망 구성도에 따라 시스템

을 설치한 다음 PC에 192.168.1.1과 192.168.1.253 사이의 IP를 할당하여

야 한다. 2.1.1에서는 DVP-300의 DHCP 서버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의 유동

IP설정 방법을 기술하고 2.1.2에서는 DHCP 서버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PC

에서 자동으로 IP를 할당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고정 IP를 할

당할 경우에 대해서 기술한다. 

 

3.1.1 IP 자동 설정 

DVP-300는 내부 PC에 사설 IP를 자동 할당하는 DHCP 서버 기능을 내장

하고 있다. 장비가 DHCP 서버 기능을 하도록 설정된 경우 내부 PC는 다

음의 설정을 통하여 사설 유동IP를 자동으로 할당 받을 수 있다. 제품 출

하 시 기본적으로 DHCP 서버 기능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1. 시작 프로그램에서 제어판을 실행한 후 “네트워크 연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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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연결 창의 로컬 영역 연결을 더블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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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 영역 연결 상태 창의 속성 탭을 클릭한다. 

 

 

 

4.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의 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선택한 다음 속

성 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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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등록 정보 창에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O),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사용(E)을 선택한다. 

 

 

6.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등록 정보 창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지금 까

지 열려진 설정 창을 모두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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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스 창을 열고 “ipconfig” 명령을 실행하여 IP Address, Subnet Mask, 

Default Gateway 값을 확인한다. 

IP Address가 192.168.1.1에서 192.168.1.253 사이의 한 값으로 설정되

고  Subnet Mask가 255.255.255.0, Default Gateway가 192.168.1.254이

어야 한다. 

 

[c:₩]ipconfig 

 

Windows IP Configuration 

 

Ethernet adapter 로컬 영역 연결: 

 

        Connection-specific DNS Suffix  . : 

        IP Address. . . . . . . . . . . . : 192.168.1.10 

        Subnet Mask . . . . . . . . . . . : 255.255.255.0 

        Default Gateway . . . . . . . . . : 192.168.1.254 

 

 

 

3.1.2 IP 수동 설정 

2.1.1의 설정에 의해서 PC가 정상적으로 유동 IP를 할당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고정 IP를 할당할 경우 2.1.1의 1~4 과정까지는 동

일하게 수행한 다음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등록 정보”창이 나타나면 

다음의 과정을 수행한다. 

 

1.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등록 정보 창에서 “다음 IP 주소 사용(S)”을 

선택하고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를 입력한다. 

DV101/101ST/101L4/102 가 고정 IP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DNS 서버 주소도 함께 입력한다. 

 

   IP 주소   : 192.168.1.1 ~ 192.168.1.253 중의 한 값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기본 게이트웨이 : 192.16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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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P-300이 DHCP 프로토콜에 의해 IP를 할당 받는 경우 장비 설정이 

완료된 후에 4.3.7의 “장비 상태”의 DNS 서버 주소를 확인하고 그 값을 

입력한다. 

 

2. 확인 탭을 클릭한 후 열려진 설정 창을 모두 닫는다. 

 

3. 도스 창에서 “ping 192.168.1.254”를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응답을 받

으면 PC에서 장비에 접속 가능한 상태가 된다. 

 

[c:₩]ping 192.168.1.254 

 

Pinging 192.168.1.254 with 32 bytes of data: 

 

Reply from 192.168.1.254: bytes=32 time=3ms TTL=255 

Reply from 192.168.1.254: bytes=32 time=3ms TTL=255 

Reply from 192.168.1.254: bytes=32 time=2ms TTL=255 

Reply from 192.168.1.254: bytes=32 time=1ms TTL=255 

 

Ping statistics for 192.168.1.254: 

    Packets: Sent = 4, Received = 4, Lost = 0 (0%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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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 round trip times in milli-seconds: 

    Minimum = 1ms, Maximum = 3ms, Average = 2ms 

 

[c:₩] 

 

 

3.1.3 Web 관리화면에서의 로그인 

 

PC와 DVP-300의 LAN 포트가 10/100Base-T UTP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

에서 전원을 켠 후 상태 LED가 깜박이기 시작하면 WEB을 통하여 장비에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1. WEB browser를 실행시키고 주소창에 “http://192.168.1.254:8000”을 

입력한 후 엔터를 친다. 

 

 

 

2.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사용자 이름 “root”, 암호 “admin”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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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타나면 장비와 접속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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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장비 Web 사용 설정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 및 하드웨어 주소를 확인하거나 장비 관리자의 로

그인 암호를 변경한다. 현재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1. 아래의 화면에서는, 장치 정보의 확인이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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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 설정 

 

현재 장비의 IP 주소 할당 방법, 하드웨어 주소를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변경된 값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재시작 해야 한다. 

 

 

 

 

 

 

 

 

 

 

 

 

 

 

 

 

 

 

 

 

 

 

 

 

 

위의 IP설정 화면에서는, 필요한 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간단하게 IP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정 IP : 고정 IP인 경우에는 IP 주소 설정 방법으로 “고정IP”를 선택하고 

운용자가 고정 IP 설정 테이블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

이를 직접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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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Address 

 Subnet Mask 

 Gateway Address 

 

유동 IP(DHCP) : DVP-300가 케이블망에 접속되어 DHCP프로토콜에 의해 

IP를 할당 받을 경우에는 IP 주소 설정 방법으로 “유동IP(DHCP)”를 선택

한 다음 적용 버튼을 누른다. “고정 IP 설정”, “유동 IP(ADSL) 설정” 테이

블의 값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 

 

유동 IP(PPPoE) : DVP-300가 ADSL망에 접속되어 PPPoE프로토콜로 IP를 

할당 받을 경우 IP 주소 설정 방법으로 “유동IP(ADSL)”를 선택하고 서비

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서비스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적용 버튼을 누른다.  

 

 User  Name 

 Password 

 Service Name 

 

Mac 주소 설정 : DVP-300의 하드웨어 주소를 변경한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중 하드웨어 주소로 인증할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드웨

어 주소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LAN IP 주소 설정 : DVP-300의 PC 포트의 IP를 변경한다. 원하는 IP를 

입력한 후 “LAN IP 변경” 버튼을 누른다. 기본값으로는 192.168.1.254로 

세팅 되어 있다.  

 

LAN Mode 설정 : IP 분배방식을 결정한다. NAT/IP Sharing(one IP) 모드 2

가지가 있으며 IP Sharing 모드는PC포트에 연결된 PC의 IP가 DVP-300의 

IP가 같도록 하는 방식으로써 PC 포트에 1대의 PC만이 연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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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전화 설정 

 

게이트키퍼 주소, H.323 ID, FXS 포트에 할당된 전화번호, Backup 포트에 

연결된 국선 전화를 이용하기 위한 액세스 코드, 지역 번호 삽입 여부 등 

인터넷 전화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 DVP-300> 

  

 

 

 

주 게이트키퍼 IP 주소 : 첫 번째 게이트키퍼 주소이다. 

 

보조 게이트키퍼 IP 주소 : 게이트키퍼의 이중화를 위한 두 번째 게이트키

퍼 주소이다. 

 

게이트키퍼 계정 : 게이트키퍼에서 인증 받을 I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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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 : 사용자가 지역번호를 다이얼링 하지 않은 경우에 다이얼링 디

지트 앞에 자동 삽입될 번호이다. 

 

전화번호  : 게이트키퍼에 등록될 사용자의 전화번호(E.164 주소)이다. 

 

가상 발신 번호  : CID(Caller ID) 지원을 위한 가상 발신자 번호이다. 인터

넷 전화 사업자에 따라서 가상 발신 번호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전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 문의한다. 

 

인터넷 전화 착신 대기 포트 : 인터넷 전화의 착신 포트를 설정한다. 기본

값으로는 포트넘버 1720을 사용한다. 

 

4. NAT CALL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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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rver 설정 : Firewall, VPN 장비 등의 사용으로 위의 ATS 서버로 사설 

환경에서 서비스가 안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DoorBell 서버를 IP

주소를 입력하여 이 서버를 경유하여 P-Server를 사용하게 된다. 

 

DoorBell 주소 : P-server 의 IP주소를 단말에 알려주는 서버의 IP 주소이

다. 

 

이 서버의 사용목적은 P-Server의 이중화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함이다. 

 

음성패킷 P-Server 경유 : 음성패킷의 P-Server 경유에 관련된 것으로 송

신/수신 모두, 수신만, 경유하지 않음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단축 다이얼 설정 

 

전화번호를 Speed Dial에 입력하여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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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망DHCP 서버 설정 

 

DHCP 서버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한다. 내부 PC에 할당할 

IP 시작 주소와 최대 클라이언트 수를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DHCP 서버 기능이 동작한다. DHCP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IP 

주소 할당 상태” 테이블에는 현재 할당된 IP 주소와 해당 PC의 하드웨어 

주소가 함께 출력된다. 

 

아래의 화면은 할당된 IP주소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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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망 전달포트 설정 

 

본 장치가 NAT 서버로서 사용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본 장치의 public IP

로 WAN 포트로 들어 오는 패킷을, private IP를 가지는 내부의 특정 장치

에 중계해, 외부에서 내부의 장치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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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비 상태 

 

LAN 포트 및 WAN 포트의 IP 할당 상태 및 전화 접속 상태를 보여준다. 

 

 

 

 

Network 포트 IP 상태 : WAN 포트에 할당된 IP주소 관련 정보를 보여준다. 

유동 IP(PPPoE) 할당 완료인 경우 서브넷 마스크가 0.0.0.0으로 출력되는 

것은 정상이다. 

 

PC 포트 IP 상태 : LAN 포트에 할당된 IP주소 관련 정보를 보여준다.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는 항상 “192.168.1.254”와 “255.255.255.0”값을 

가진다. 

 

전화 접속 상태 : 게이트키퍼와의 접속상태 및 LAN 링크의 상태를 보여준

다. 인터넷으로 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화 등록 상태가 4.3.3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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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전화 설정에서 설정한 게이트키퍼“xxx.xxx.xxx.xxx에 접속 완료”, 

Network 및 PC 케이블의 상태가 정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9. 재시작 

 

「재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장치가 재시작 합니다. 시스템의 변경된 설정 

값을 적용하거나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시스템을 재기동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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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그레이드 

 

S/W 업그레이드 방법을 설정하거나 로그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한다. 

 

 

 

 

본 장치는,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

니다만, 자동 업그레이드 시에는 서버의 IP주소가 필요합니다. 

 

이하는, 본 장치의 수동 업그레이드 순서입니다. 

 

【업그레이드】화면의 【S/W 수동 업그레이드 】 의 【가능상태】 를 선

택해 「적용」를 클릭합니다. 

 

1)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파일을 업그레이드 FTP 서버보다 다운로드합니다. 

2) 커멘드 prompt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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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한 파일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 로 이동합니다. 

4) 업그레이드의 batch 커멘드를 실행합니다. 

C:₩ upgrade.bat 192.168. 1.254  

5) DOS windows에 FTP 프로세스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6) 업그레이드 종료 후, 장치는 자동적으로 재기동됩니다. 

 

로그 서버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이벤트 발생시에 미리 로그 서버

(UDP 포토 514)에 메세지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 서버의 설

정의【사용함】를 선택해, 로그 서버 주소를 입력해 「적용」버튼을 클릭

하면, 로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설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본 장치가 기동할 때에 CDS 서버에 작

성된 설정 데이터는 장치에 다운로드됩니다. 【사용함】를 선택해, 설정 

내용의 자동 갱신의 Configuration Data Server (CDS)를 입력합니다. CDS 

서버를 사용하면, 장치의 MAC 주소로 모든 설정 데이터를 리모트 콘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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