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가 구축되는 환경에서  

첫째, Network Infrastructure의 안정성이나 연속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Call Processing을 하는 담당하는 장비(CallManager)가 Center에 구축 되어있고 Remote Site에서는 WAN
을 통해서 CallManager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Network Infra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백업 경로
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둘째, CallManager  server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대비하여 CallManager서버들은 최소 2대 이상이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현장에서 WAN구간의 다운이나 CUCM 서버다운시 Remote site에 있는 IP Phone들이 살아남는 
방법(SRST)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 CME-as-SRST Solution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Troubleshooting하는 방법
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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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Site with Centralized Call Processing Model 

CallManager가 Central Site에 위치하고 Remote Site에 있는 IP Phone들은  IP Wan구간을 통하여 Call 
Processing Service를 받고 있습니다. 

 

Remote site에 위치한 Router는 Voice Port를 제공하는 Voice gateway역할과 IP Wan구간의 연결을 위한 
Interface도 제공합니다. 물론, Wan연결 역할을 하는 라우터나 스위치를 따로 두는 모델도 가능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Voice(VoIP) Call troubleshooting을 위해 Remote Site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allManager에 적용된 Dial Plan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Remote Site에서 발생하는 Traffic을 분류하면 위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Signaling Traffic – call processing 서비스를 위한 signal (etc, SCCP/H323)은 IP Wan구간을 통해 
CallManager에게 전달됩니다. 

2. Voice(media) Traffic – Call signaling을 마치고 end-to-end간에 실제 음성 Traffic이 전달된다.  

 2-1. calls within a remote site 

 2-2. calls between sites through IP WAN 

 2-3. off-net calls to PSTN,  

 

위 트래픽들의 흐름이 SRST상황 시 어떻게 변경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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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manager와의 통신 장애시 즉, IP WAN구간이나 CallManager service 장애시 remote site의 IP Phone들은 
고립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Remote site에 있는 Local Gateway를 call processing과 voice gateway역할을 동
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Solution이 SRST입니다.  SRST 상황 시 Signaling과 voice traffic의 흐름이 변경
되었습니다.  

 

1. Signaling Traffic – Signal traffic은 remote site의 Local router로 signal을 보내고 있습니다. 

2. Voice(media) Traffic – Call signaling을 마치고 end-to-end간에 실제 음성 Traffic이 전달된다.  

 2-1. calls within a remote site 

 2-2. calls between sites through PSTN 

 2-3. off-net calls to PSTN.  

 

먼저 SRST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call-manager-fallback 

2. telephony service (CME-as-SRST) 

 

그리고 새로나온 E-SRST(Enhaced SRST)방식이 있습니다.  

 

E-SRST 방식과 기존 SRST의 차이점 및 지원장비 등을 알아보려면 아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voicesw/ps6788/vcallcon/ps2169/data_sheet_c78-632010.html 

 

먼저 Remote Site Survival을 위해 사용되는  전략과 call-manager-fallback과 telephony service방식의 Basic 
configuration과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RST상황에서 지원되는 Additional Call Feature
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CME-as-SRST로 설정을 하고 Call Flow를 Troubleshooting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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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T 설정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RST Reference설정 – CallManager 

2. 라우터에 SRST 설정 

 

먼저, IP Phone이 속한 Device Pool에 SRST Refence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SRST Reference를 따로 만들어
주지 않고 Use default gateway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즉 IP Phone이 바라보는 default gateway를 SRST IP로 
알려주는 겁니다. CallManager와의 통신 문제 발생시 IP Phone들은 SRST Reference를 참조하여 등록을 시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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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에 SRST설정은 먼저, call-manager-fallback mode로 동작할때 Basic configuraiton을 먼저 살펴보겠습니
다. 

 

ip source-address는 라우터가 SCCP메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ax-ephone, max-dn은 등록가능한 최대 전화기, 그리고 최대 전화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SRST상황이 되면 Router는 전화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정보들에 대해서는 CME-as-SRST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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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ME-as-SRST mode의 Basic configuraton입니다.   

 

라우터에 telephony-service를 enable합니다. 여기까지는 CME(CallManager Express)로서 역할을 합니다. 

CME는 call-processing service를 remote site에 분배하는 모델로 callmanager가 없이 소규모 사이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구축이 되어왔습니다. 

Call-manager-back mode는 CME처럼 독립적으로 Call-processing service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RST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srst mode auto-provision {all | dn | none}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설정이 없다면 SRST 상황 시, IP Phone들은 CME로 등록이 되지만 Phone이 가지고 있던 설정들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DN정보조차도 가지고 오지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Phone이 됩니다.  

 

auto-provision의 option은 all, dn, none이 있습니다.  

SRST상황 시 라우터는 Phone으로부터 아래와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온다.  

 

– MAC address 

– Number of lines or buttons 

– Ephone-dn to button relationship 

– Speed-dial numbers  

 

그럼 all mode설정이 되면 위 정보들이 모두 running configuration에 올라오고 이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n mode
로 설정이 되면 Phone이 가지고 있는 DN에 관한 정보들만 running configuration에 올라오고 이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습
니다. SRST 상황이 된 후에 이 정보들은 runnig-configuraiotn에 올라오고 저장을 하지 않는다면, Reload가 되면 다시 사라집
니다. none mode는 call-manager-fallback mode 와 똑같이 ephone이나 ephone-dn에 관한 정보가 runnig configuration에 
나타나지 않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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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as-SRST는 call-manager-fallback보다 advanced feature들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CME-as-SRST모드에서는 ephone, ephone-dn에 대한 설정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ll-manager에서 가지고 있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는게 아니라 SRST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설정을 먼저 
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all 이나 DN mode 에서는 SRST상황 후에도 ephone, ephone-dn에 관한 설
정이 변경 가능합니다. Pickup group, Hunt group, call park, BACD or Hardware based conferencing 등이 가
능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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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Network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Protocol들이 서로 연결되있는 Network에서 장애의 원인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장애 구간을 좁혀야 합니다.  

IP Rouitng에서는 Subnet을 기반으로 구간을 좁혀가는 일이 모든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Layer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Protocol의 수로 장애 구간을 좁히는 일이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IP
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VoIP is all about application”이라는 말이 있듯이 VoIP를 다루기 위해 배워야 할 Protocol이 너무나 많습니다. 
Session Layer에서 부터 Presentation, Applicaiotn Layer까지 Layer간의 interface도 Protocol에 따라 너무나 다
양합니다.  

 

H.323, MGCP, SIP, SCCP 하나 하나 들여다 보기 전에 call이 만들어지는 기본 요소인 call leg에 대해 살펴보겠
습니다. 이 call leg가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PSTN에서 들어오는 Call에 대해 Voice Gateway는 call leg 1을 생성합니다. 그럼 PSTN과 
연결되는 Signling Leg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이 청하는 악수에 손을 내밀어 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뜻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인사의 의미가 될 수 도 있고, 막 링에 올라가는 두 선수의 파이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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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leg 1을 통해 들어온 signal에서 dialed number를 확인하고, dial-peer table을 통해 call leg 2를 생성합니
다. callmanager와 signal을 주고 받을 Leg를 만든 것입니다. Voice gateway는 두 개의 call leg를 연결
(conferenced)을 하고 하나의 call ID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gateway가 callmanager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
다.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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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로 부터 call setup을 받은 callmanager는 마찬가지로 incoming call leg를 생성하고 dialed number를 
확인합니다. 이 dialed number에 맵핑된 IP Phone extension(number)을 찾은 callmanager는 다시 call leg 1을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call leg 1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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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gateway, callmanager는 각각 두 개의 call leg을 bridge(conference)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미
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call leg 2는  두 장비가 각각 가지고 있는 다른 call leg입니다. 즉 voice gateway는 1, 2 두개의 call 
leg, callManager도 마찬가지로 1, 2 두 개의 call Leg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call leg들이 연결이 되어 end-to-end가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경로(Media)를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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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l Processor  

 

"디지털 신호처리를 아주 잘하는 칩"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의 속성을 파헤쳐 들어가보면, 단순한 사칙연산으로 귀결됩니다. 거의 모든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에는 ALU(Arithmatic Logic Unit)라는 회로가 있어서 논리연산과 덧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셈
만 있으면 사칙은 다 된다. 덧셈을 여러번 하면 곱셈, 부호 바꿔서 더하면 뺄셈, 부호 바꾼 값을 여러번 더하면 
나눗셈. 간단한 ALU만 가지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은 모두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덧셈을 여러번 하면 곱셈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 한 클럭에 곱셈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DSP(Digital Signal Processing:디지털신호처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A/D(아날로그/디지털)변환하여 얻어진 디지
털 데이터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합니다.   

 

voice call에도 이 DSP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야하는 voice call도 DSP를 이용하여 빠르
게 압축을 하고 패킷화 시키고, reverse process도 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voice gateway, ip phone 모
두 dsp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될 call flow에서 dsp의 상태 및 debugging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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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안에서 Call Flow 즉, IOS Voice Architectur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call Leg가 라우
터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Architechture는 IOS version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interface가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Call Control-API  

-call leg(dial-peer)를 확인하고 연결(conference)을 해줍니다. 

   (where did it come from? which dialpeer is it?) 

-Session applicaiton을 결정합니다. (who handles it?) 

 

Session Application and Dial Plan Mapper  

-Session Application은 number(pattern)과 dial-peer(Local Pots or remote VoIP)를 연결하기 위해 Dial Plan 
Mapper를 이용합니다.  Dial Plan Mapper는 active dial-peer를 찾기 위해 Dial-Peer Table을 참조합니다. 
(where is it going?) 

 

VTSP and VoIP Service Provider Interface(SPI)  

-VTSP는 POTS (Analog: fxs, fxo, e&m Digital: ISDN, QSIG) dial-peer와 통신하는 interface입니다. 앞에서 언급
한 PSTN Signaling stack을 가지고 있고, DSP 할당을 위한 interface를 제공합니다.VoIP SPI는 VoIP peer를 위
한 Interface입니다. VoIP SPI는 Sessiont control layer와의 interface를 제공하고, call signalling channel, H.245 
control channel, and the RAS ( Registration, Admission , and Status) channel을 다루게 됩니다.  

 

DSP Resource Manager—The DSPRM provides interfaces by which the VTSP can send and 

receive messages to and from the D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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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Call from PSTN(ISDN) to Remote Site 

 

PSTN(ISDN)으로부터 Remote Site에 들어오는 정상 Call flow에 대해 먼저 debugg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매니저에서 전화기로의 SCCP Siganl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라우터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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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gateway안에서 call flow는 두 개의 call leg을 만들고 서로 연결해 주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둘 사이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필요한게 있다면 제공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Where did it come from ? 

Who handles it ? 

Which dialpeer is it ? 

Where is it going ? 

 

위의 질문들을 통해 장애가 발생했을시 적절한 명령어로 구간을 좁혀 나갑니다. 그럼 CASE1. Incoming call 
from PSTN(ISDN) to remote site의 정상적인 call flow를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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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이 콜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지?  

 

가장 먼저 할일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보내는 signal을 확인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digit을 제대로 보내주는지 확인을 해
야합니다. 자 이렇게 call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게이트웨이는 call leg을 만들기 위해 dial plan mapper을 이
용해 incoming call leg를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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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회선이 연결된 Controller의 상태를 확인하는 Show controller에서는 물리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1 0/0/0 is up’과 함께 controller의 다양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태가 down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케이블이 불량이거나, 케이블 TX-RX가 바뀌었을 경우, PSTN망 내에서 회선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2. controller의 framing이나(‘Receiver has loss of frame’), linecode설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 linecode, framing은 전화국과 협의 후 설정을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3. Clock 설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 slip 발생   

   - E1, T1은 비동기 링크로서 링크의 한쪽만 clock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링크의 다른쪽은 비트가 어디
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그널 자체에 의존해야 합니다. 보통은 network side인 전
화국으로부터 clock을 제공받습니다. clock source를 결정하고 이 clock을 기반으로 DSP의 clock도 결정을 해
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정이 잘못되면 slip이 발생합니다. 작은 slip의 발생은 음성 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fax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clocking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1 라인에 ISDN을 접목하기 위해 pri-group timeslot에 대한 설정을 하면 ISDN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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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group timeslot을 설정하고 나서 show isdn status로 PRI회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yer 1 Status: 

        ACTIVE 

Layer 2 Status: 

        TEI = 0, Ces = 1, SAPI = 0, State = MULTIPLE_FRAME_ESTABLISHED 

 

Layer 2에서 MULTIPLE_FRAME_ESTABLISHED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이 모여서 프레임이 되고 여러개의 프레
임이 모여서 슈퍼 프레임, 즉 multiple_frame이 됩니다. TDM (시분할 멀티플렉싱)에서 framing은 framing안의 
첫번째 채널의 시작시점과 마지막 채널의 끝나는 시점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framing방식이 상대방
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E1 PRI에서는 crc4, no-crc4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장에서 전화국과 맞쳐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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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 이제 실제로 PSTN으로 부터 call을 하여 incoming ISDN 콜에 대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도 PRI로 연결을 했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debug 명령어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실 부분은 calling party number i, called party number i 입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정확하게 정보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내선에서 PSTN으로 전화할때는 
calling party number와 called party number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로 PSTN에서 던져주는 digit이 몇 자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igit들은 voice 장비들을 거쳐가면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call flow를 troubleshooting을 위해서는 이
러한 digit 변경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ip routing에서 ip address가 NAT되어 변
경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받는 메세지들 setup, call_proc, alerting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세지들은 그 방향이 정확하
게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디로 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장애 구간을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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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ing ISDN call을 받은 voice gateway는 이를 확인하고 incoming call leg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dial plan mapper에 의해 call leg가 생성되고 특정 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dial plan mapper는 gateway에 있는 dial-peer table
을 참조하게 됩니다.  

 

debug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show 명령어로 dial-peer table을 먼저 살펴보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dialplan mapper가 참조하는 dial-peer table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how dial-peer voice summary 

-show dialplan number 3001  

 

Show dial-peer voice summary의 output을 보면 마치 IP Routing table과 비슷합니다. 목적지가 있고 next-hop을 나타내는 sesstion target 그
리고 port가 나와있습니다.  Tag 10을 살펴보면 oper상태가 down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Table은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것입니다. 즉, dialplan-mapper는 이 테이블은 참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dial-peer가 매치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ial-peer가 match되는 기준은 incoming과 outgoing이 각각 다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nbound Matching 

1. DNIS to “incoming called-number” 

2. ANI to “answer-address” 

3. ANI against “destination-pattern” 

4. incoming port against “port” 

5. PID 0 

 

Outbound matching 

1. First match 

•  Variable dial plan 

•  digits received digit-by-digit 

2. Longest match 

3. Lowest Preference 

4. dial-peer must be operationally up 

5. voice-port status must be up 

 

예제에서 적용된 inbound matching 기준은 DNIS(3001) to “incoming called-number” 입니다.  

아래아 같이 설정되있는 dial-peer voice 1 pots에 매치가 된것입니다.  

 

dial-peer voice 1 pots 

 incoming called-number . 

 direct-inward-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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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DSP resource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incoming call을  VTSP(voice telephony service provider)에게 전달되고 이 콜에 대해 DSP를 할당해야 합니다.  

VOIP to VOIP의 콜이라면 특별히 transcoding/conferencing이 아니면 DSP할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VTSP는 DSP resource manager를 통해 DSP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들을 gateway에서 show/debug를 
사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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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allocation 확인을 위해 show voice dsp group all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dsp는 각 call에 credit를 이용하여 resource를 분배합니다.  

 

Max credits : 240 – dsp 1의 총 credit을 나타냅니다.  

shared credits: 210 – slot0 dsp group에는 총 2개의 dsp가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slot내에서 dsp는 공유가 됩
니다. 사용된 credits이 30이므로 210으로 줄었습니다. DSP칩은 PVDM이라는 카드에 장착되어 모듈이나 온보
드에 설치가 됩니다.     

reverved credits: 0 – Transcode나 conference등에 예약 사용중인 credits을 나타냅니다.  

credits userd : 15 – G.729 는 30개, G.711은 15개, 암호화된 G.711은 24개의 credits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상태는 call을 들어와서 called party에 ring이 울리고 있는 시점에 본 상태입니다.  

codec은 g711ulaw이고 credit은 15개가 할당되있습니다.  

 

그럼 called party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잠깐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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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이 연결이 되고 나서 확인해 보니 codec은 g729r8, credits은 30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변환 된 것만 확인을 하고 왜 변하게 됐는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DSP resource allocation failure”의 counter가 증가된다면 DSP의 문제가 있거나 dsp가 다 소모되서 
resource allocation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debug isdn q931에서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Sep 27 12:05:03: ISDN Se0/1/0:15 Q931: TX -> RELEASE_COMP pd = 8 callref = 0x3B50  
Cause i = 0x80AF - Resource unavailable, unspecified  

 

사용 가능한 credit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resource allocation failure가 난다면 DSP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IOS 
Bug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렇게 DSP가 할당이 되는 과정을 Debug명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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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 voip vtsp inout 

incoming ISDN call은 vtsp에게 전달되고 “vtsp_do_call_setup_ind” 메세지안에서 calling number와 called 
numbe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bug dsp-resource-manager flex all  

vtsp는 dsp-resource-manager를 통해 dsp 할당 요청을 하고, DSPRM은 할당가능한 dsp channel을 찾습니다.  

“flex_dsprm_hunt_free_voice_channel: return voice_channel(0/0/0/0), credits(15/15)” 

 

자 이렇게 DSP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추측되면, 위 debug명령어들과 아래와 같은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debug voip hpi deatil 

debug voip hpi all | inout  

debug voip dspapi detail  

debug voip dsmp all | inout  

 

hpi, dspapi, dsmp는 VTSP와 DSP사이에 IOS Architecture가 변화면서 추가된 interface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명령어들을 통해 DSP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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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VTSP는 DSP allocation을 요청하고, 콜을 Call Contorl-API(CCAPI)에게 보낸다. Call Flow
의 중심에 왔습니다. CCAPI는 이 콜을 Handling할 Application에게 넘기고, Application은 outgoing call-leg를 
위해 dial-peer를 찾습니다. 이렇게 match된 dial-peer가 가지고 있는 signaling 정보나 media속성을 가지고 
peer에게 call setup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application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dial-peer의 속성을 살펴보면  

 

show dial-peer  voice 1  

        in bound application associated: 'DEFAULT' 

        out bound application associated: '‘ 

 

show dial-peer  voice 2  

        in bound application associated: 'DEFAULT' 

        out bound application associated: '' 

 

1번은 POST call leg, 2번은 VoIP call leg를 위한 dial-peer입니다. 두 dial-peer 모두 inbound applicaton에 
‘DEFAULT’라는 Application이 연결이 되있습니다. ‘DEFAULT’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R2#sh call application voice | be Default  

Script Name : Default 

       URL  : builtin:Session_Service.C 

       Type : Service 

       State: Registered 

       Life : Builtin 

       Exec Instances: 1 

 

Script Code Begin: 

-------------------------------- 

Built in C Package implementing the Service SessionInterworking functionality 

-------------------------------- 

default application은 session application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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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할당이 이루어지고 난후 vtsp로 부터 call_setup 정보를 받은 Call-control API(ccapi)는 session application
을 통해 call을 진행합니다. 

“cc_api_call_setup_ind_common”에서 calling number, called number 그리고 incoming dial-peer=1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ccapi는 아래 메세지와 같이 default application으로 콜을 보냅니다.   

>>>>CCAPI handed cid 77 with tag 1 to app "_ManagedAppProcess_Default” 

 

session application은 “C_PackageSession_NewCall” 새로운 session을 만들고 “Open_SetupIndication” 에서 
보면 calling, called, incoming peer_tag(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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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call applicaiton sessions에서 session ID와 app의 종류, type,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ssion  application은 다시 한번 dial plan mapper을 통해 outgoing dial-peer를 찾습니다.  

“outgoing Dial-peer=2 Is Matche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ssion application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은 ccapi는 ccCallSetupRequest를 보냅니다. ccapi는 match된 dial-
peer 2가 가지고 있는 call signaling information과 call/session관 관련한 media속성에 따라 call setup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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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 plan mapper가 참조하는 dial-peer table은 show dial-peer voice summary와 show dialplan number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dial-peer voice summary로 부터 gateway가 가지고 모든 dial-peer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addressing정보와 connection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콜에서 선택된 outgoing dial-peer 2는 
destinaiton-pattern에 3... 그리고 sesstion target으로 callmanaer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dial-peer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상세한 정보는 show dialplan number 3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ype = voip, session-target = `ipv4:142.100.64.11', dtmf-relay = h245-alphanumeric, codec = g729r8, 
payload size =  20 bytes,  

dial-peer 2가 가지고 있는 call signaling information과 call/session이 갖고 있는 media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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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콜은 Session application에 의해  outgoing dial-peer가 match되고 CCAPI를 통해 H.323으로 전달됩니다.  

H.323은 callmanager에게 call setup을 보냅니다. 요청과 응답의 형태로 일련의 정해진 셋업과정을 거친후 IP 
Phone과 call이 완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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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323의 콜 셋업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H.323 Basic call setup은 H.225를 통해 call setup과정을 거치며 H.245를 통해 Parameter 협상을 하며 채널을 
열어 media path를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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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5 콜 셋업과정이 TCP기반이므로 먼저 tcp transaction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debug ip tcp transaction 

최초 TCP “syn”이 Peer가 listening하고 port 1720으로 보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25 call setup을 위한 session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Source Port는 “60953” 임의로 번호로 쓰고 있다.  

잠깐 쓰고 닫아 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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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Capabilities Exchange, Open Logical Channel을 위한 Session을 만들어 줍니다. 각 장비의 Port는 역
시 임시의 Port들로 바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콜매니저가 방화벽 뒷단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임의로 열리는 Port들로 
향하는 패킷을 허용하지 않을겁니다.  

 

그럼 이제 이 session들을 통해 어떤 메세지들을 주고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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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ug cch323 h225  

H225 call signaing 정보 확인  

 

CCAPI로부터 VoIP로의 콜 셋업, 그리고 H225 setup, proceeding, alerting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bug ip tcp transaction에서 첫번째 connection에 해당합니다. 

Proceeding은 콜을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고, alerting은 called party의 ring이 울리고 있다고 알려주
는 것입니다. 

그럼 calling party에는 Ring back tone이 울릴 것입니다.   

 

자 이제 called party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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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5_EVENT_SETUP_CFM_IND” peer로부터 connect 메세지를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H245_CONNECT: Received event H245_ESTABLISHED_EVENT” h245가 연결됬습니다. debug ip tcp 
transaction에서 2번째 connction에 해당합니다. 

“H245_EVENT_CAP_CFM” peer와 서로의 capability를 교환하고 협상을 해야합니다.  

 

“MS determine status=master”  Master/Slave의 관계도 설립이 되고, “cch323_open_logical_channel”  을 
통해 media path를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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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마지막으로 voice gateway는 두 개의 Call leg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call leg는 다른 ID를 가지
고 있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고conferenc ID를 생성합니다. PSTN과 연결되는 POTS leg, 그리고 VoIP와 연결되
는 VoIP leg 이 두개의 call leg연결을 위해 capability 협상을 진행합니다.  

 

“ccConferenceCreate”–  두 개의 Call leg을 사이에 conference를 생성합니다. 

“cc_api_bridge_done” – 두개의 call leg를 연결했음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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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_api_caps_ind” –  두 개의 call leg, 각 POTS call leg 그리고 VoIP Call leg와 협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메세지안에는 codec을 협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dec=0x1 = codec_G711U, codec=0x4 = 
codec_G729IETF를 나타냅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master, slave를 선출하여 진행하며, 각 call leg의 capability를 
보고 최종 협상안을 만들어 냅니다.  “cc_api_caps_ack”에서 협상이 이루어진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codec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codec=g729r8로 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POTS leg와 G711U, VoIP leg
와 G729IETF 이렇게 서로 다른 codec협상을 위해 ccapi가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VoIP call leg에서 g729r8만 
지원하므로 협상은 g729r8로 맺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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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콜이 완성된 모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망에서 debug는 조심스럽습니
다. 먼저 각 구간별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how 명령어를 실행하고 장애 구간을 좁히고 debug를 실행하도
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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