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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장거리 BRI(Basic Rate Interface) 통화가 실패하지만 로컬 통화가 성공한 경우를 살
펴봅니다.이 경우 통화는 원격 라우터에 연결되지 않으며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클라우드 내의 어딘가에서 연결이 종료됩니다.

참고: 이 문서에서는 로컬 통화도 실패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일반적인 BRI 문제 해결 방법은
ISDN BRI 문제 해결 순서도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공합니다.

두 라우터의 BRI 회로가 프로비저닝되고 작동합니다.●

피어를 다이얼하는 데 사용되는 ISDN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발신 장거리 통화만 실패합니다.로컬 통화도 실패할 경우 ISDN BRI 문제 해결 순서도를 참조하
십시오.

●

사용자는 디버그 ISDN q931 명령 출력 및 Q.931 연결 해제 원인 코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debug ISDN q931 명령 출력을 읽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bug ISDN q931 명령
을 사용하는 ISDN BRI Layer 3 문제 해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www.cisco.com/warp/customer/129/isdn_20602.html
//www.cisco.com/warp/customer/129/isdn_20602.html
//www.cisco.com/warp/customer/471/isdn_q931_ts.html
//www.cisco.com/warp/customer/471/isdn_q931_ts.html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는 BRI 인터페이스(내장 또는 WIC(Wan Interface Card)/네트워크 모듈)가 있는 모든 라
우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1.3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원인

장거리 통화 실패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컬 Telco에서 프로비저닝 문제이러한 경우 로컬 Telco에서 사용할 장거리 운송업체를 지정하
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장거리 공급자 내의 문제.●

장거리 공급자에 대한 로컬 공급자의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드문 문제
이다.

●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증상

다음과 같은 상황은 장거리 문제의 징후입니다.

장거리 통화는 실패하지만 시내 통화는 성공합니다.●

디버그 ISDN q931 연결 해제 원인 코드(장거리 통화용)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원인
코드 생성 지점:81 - 로컬 사용자 근처의 사설 네트워크에서(PBX[Local Private Branch

●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eXchange])82 - 로컬 사용자 근처의 공용 네트워크에서(로컬 Telco 스위치)83 - 트랜짓 네트워
크(ISDN 클라우드)에서연결 끊기 원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81 - 할당되지 않았거나 할당되
지 않은 번호입니다.82 - 지정된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가 없습니다.83 - 목적지에 대한 경로가
없습니다.AC - 요청한 채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AF -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Q.931 연결 해제 원인 코드를 읽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버그 ISDN q931 연결 해제 원인
코드 이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위 목록은 가장 일반적으로 표시되며 Telco에서 생성한 실제 코드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해결 절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DDR(Dial-on-Demand Routing)을 사용하지 않고 ISDN 레이어 3 통화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
해 문제의 원인으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격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Cisco IOS 소
프트웨어 12.0(3)T에 도입된 isdn call interface 명령을 사용하여 통화를 시작합니다.통화가 성
공하면 ISDN 네트워크(및 장거리 통신 사업자)에 책임이 없으며 컨피그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DDR 구성을 다시 확인합니다.통화가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루프백 호출을 생성하여 Telco 스위치에 대한 BRI 회로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ISDN 루프
백 통화와 데이터 루프백 호출을 수행해야 합니다.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 회로 테
스트를 위해 루프백 호출 수행 문서를 참조하십시오.참고: 해당 회로에서 로컬 전화를 걸 수 있
는 경우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대체 장거리 공급자를 사용합니다.북미 고객은 PIC(Presubscribed Interexchange Carrier) 코
드를 사용하여 통화별로 장거리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PIC 코드는 LEC(Local
Exchange Carriers)에 대한 북미 장거리 통신 사업자를 식별하는 7자리 접두사입니다. 이를 통
해 고객은 서로 다른 장거리 통신사를 사용하여 별도의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PIC 코드는 전
화를 건 번호에 대한 접두사로 구성됩니다.대부분의 PIC는 1010xxx 형식입니다.PIC를 구성하
려면 먼저 이전 다이얼러 문자열 또는 다이얼러 맵을 제거하고(no dialer string 또는 no dialer
map 명령 사용) 1010xxx 코드 뒤에 1을 입력하여 새 다이얼러 맵을 구성한 다음 전화를 걸 영
역 코드와 번호를 구성합니다.예:
maui-soho-01(config-if)#dialer string 101033315125551234

참고: PIC 코드는 장거리 통화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Telco에 문의하여 장거리 제공자를 올바르게 지정하고 해당 제공자에게 통화를 라우팅해야 합
니다.자세한 내용은 통신 사업자의 질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전 세계 다른 지역의 고객은
Telco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장거리 통신 사업자를 올바르게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통신 사업
자에게 통화를 라우팅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통신 사업자의 질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질문

장거리 문제 해결 시 Telco에 대해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다양한 미국 전화 회사의 연락처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국가 ISDN 협의회

로컬 통신 사업자:

//www.cisco.com/warp/customer/129/isdn_disc_code.html
//www.cisco.com/warp/customer/129/isdn_disc_code.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2/dial/command/reference/drfisl2.html#xtocid5
//www.cisco.com/warp/customer/471/bri_loopback_call.html
//www.cisco.com/warp/customer/471/bri_loopback_call.html
http://www.nationalisdncouncil.com/order.htm
http://www.nationalisdncouncil.com/order.htm
http://www.nationalisdncouncil.com/order.htm


   

회로에 대해 장거리 공급자가 올바르게 지정되었습니까?

로컬 Telco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거리 공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PIC 코드를 사용하여 성공적으
로 전화를 걸었다면 해당 정보도 제공합니다.이 문제는 새로운 회로 프로비저닝 중에 또는 장거리
통신 사업자가 변경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장거리 통신 사업자:

장거리 공급자가 이 BRI 회로에 대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습니까?장거리 공급자가 요청
한 장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회로가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제공 기관이 등록한 ID 번호는 무엇입니까?장거리 공급자가 올바른 spid 값을 등록했는지 확
인합니다.

2.

관련 정보

액세스 다이얼 기술 지원 페이지●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web/psa/technologies/tsd_technology_support_design.html?c=277907760&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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