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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사이트 간에 IP 대역폭 용량이 제한되거나 IP 네트워크 장애로부터 보호하려는 경우
Cisco VCS(Video Communications Server)에서 오버플로 경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ISDN 게이트웨이를 통한 오버플로 경로는 새 통화가 이루어지며 IP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통화
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Cisco VCS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VCS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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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이 문서에서는 CPL(Call Processing Language)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 경로의 우
선 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화에 충분한 IP 대역폭이 있는 경우 Cisco VCS는 IP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통화에 IP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Cisco VCS는 ISDN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합
니다.

●

이 다이어그램은 앞서 언급한 행동에 따라 Cisco VCS 경로 결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정은 이 문서에 설명된 예제에 사용됩니다.

엔드포인트 91xx가 등록된 Cisco VCS(VCS 91xx)가 하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92xx가 등록된 또 다른 Cisco VCS(VCS 92xx)가 있습니다.●

ISDN 게이트웨이를 통해 엔드포인트 92xx에 액세스하려면 VCS 91xx는 92xx 번호에
810002의 접두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

구성

이 시나리오에서 VCS 91xx는 VCS 92xx와 일치하는 네이버 존으로 구성되고 IP 네트워크를 통해
VCS 92xx로 통화를 라우팅합니다.이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ISDN 게이트웨이는 810002의 접두사 등록을 통해 VCS 91xx 게이트웨이에 등록합니다.1.



파이프는 VCS 91xx에서 VCS 92xx로의 IP 링크의 총 대역폭 용량을 지정하는 데 정의됩니다
.이 파이프는 네이버 영역 92xx에 통화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링크에 적용됩니다.총 대역폭
제한을 초과하는 네이버 영역 92xx에 대한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실패합니다.또한 네이버
영역 92xx에 대한 통화가 이루어졌고 IP 링크가 다운된 경우 통화가 실패합니다.

2.

Cisco VCS에 CPL 스크립트가 적용되어 92xx 번호에 81002 접두사를 추가한 다음 인접 영역
92xx에 대한 호출이 실패할 경우 통화가 다시 호출됩니다.

3.

게이트웨이는 810002 접두사가 있는 통화를 수신하고 자체 다이얼 플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통화를 전달합니다.

4.

용량이 있는 경우 IP 링크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고 IP 링크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지 못하는 경
우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는 CPL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cpl xmlns="urn:ietf:params:xml:ns:cpl"

xmlns:taa="http://www.tandberg.net/cpl-extensions"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si:schemaLocation="urn:ietf:params:xml:ns:cpl cpl.xsd">

<taa:routed>

<address-switch field="destination">



<address regex="92..">

<!-- Proxy call to original 92xx destination -->

<proxy>

<failure>

<!-- Call failed for some reason, try again using

the locally registered gateway -->

<taa:location clear="yes" regex="(92..)" replace="810002\1">

<proxy/>

</taa:location>

</failure>

</proxy>

</address>

</address-switch>

</taa:routed>

</cpl>

이 CPL 파일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로드해야 합니다.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VCS configuration(VCS 컨피그레이션) > Call policy(통화 정책) >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으로 이동합니다.

1.

Policy Files 섹션에서 이 CPL 파일을 찾습니다.2.

Upload File을 클릭합니다.3.

CPL 스크립트 설명

다음은 CPL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팁:CPL 스크립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버전에 대한 해당 Cisco VCS 관리자 가이
드를 참조하고, CPL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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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구성 다운로드

예를 들어, 128kbps를 사용할 수 있는 IP 링크와 관련된 시나리오에서 새 통화가 384kbps의 대역폭
을 요청하는 경우, 통화가 128kbps로 다운되어 IP 링크를 통해 라우팅되는지 아니면 게이트웨이로
오버플로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Cisco VCS 대역폭 컨피그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 컨피그레이션에 연결하려면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VCS configuration(VCS
컨피그레이션) > Bandwidth(대역폭) >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Downspeed total mode(속도 합계 모드)가 On(켜기)으로 설정된 경우 이전 시나리오의 통화가 다운
되어 IP 링크를 통해 배치됩니다.Downspeed total mode가 Off로 설정된 경우 IP 링크에 대한 호출
이 실패하고, 전화 건 번호가 접두사로 설정되며, 통화가 ISDN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됩니다.

팁:Cisco VCS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버전에 대한 해당 Cisco VCS 관리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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