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LT(Voice Log Translator) CUCM 추적을 읽고
해석하는 사용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Cisco VLT 설치
지원되는 프로토콜
Cisco VLT 사용의 장점
Cisco VLT로 분석
원시 표시
자세한 설명

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VLT(Voice Log Translato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추적을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UCM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UCM 버전 8.X 이상 및 Cisco VLT를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VLT 설치

Cisco VLT를 지원하려면 x86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다음 운영 체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Windows:Microsoft Windows 8, Microsoft Windows 8.1, Microsoft Windows 7 또는
Microsoft Windows Vista, XP, 2003 또는 2000

●



Linux:Red Hat Linux 버전 9 및 Red Hat Enterprise Linux AS 버전 3.0  ●

Microsoft Windows 및 Linux Systems에서 VLT 소프트웨어는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거
나 추적 수집 도구인 RTMT(Real-Time Monitoring Tool)의 플러그인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추적을 활성화하고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버전 7.x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allManager Traces for Cisco Technical Support 문서 설정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버전 8.x 이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isco VLT 소프트웨어는 Cisco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프로토콜

Cisco VLT 소프트웨어는 다음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H.225 및 H.245●

JTAPI(Java Telephony API)●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및 CAS(Call Associated Signaling)●

Q.931●

SDP(세션 설명 프로토콜)●

SCCP(Simple Client Control Protocol)●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Cisco VLT 사용의 장점

다음은 Cisco VLT 사용의 몇 가지 장점입니다.

메시지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특정 통화(해당 통화 참조에 의해 식별됨) 또는 특정 장치 IP 주소, 방향(송신 또는 수신), 프로
토콜, 명령, 메시지 또는 채널과 관련된 모든 통화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조건이 있는 통화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화 참조에 따라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각 메시지에는 show timestamp, protocol,
calling number 및 called number가 포함됩니다.

●

디바이스 IP 주소, 방향(송신 또는 수신), 프로토콜, 명령, 메시지, 통화 참조 또는 채널에 텍스트
문자열이 포함된 통화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Cisco VLT로 분석

Cisco VLT로 추적 파일을 엽니다.다음은 타임스탬프/통화 참조/프로토콜/발신 및 호출된 번호가 포
함된 추적을 표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content/en/us/support/docs/voice-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10124-cm-trace.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type.html?mdfid=281941895&softwareid=282074326


다음과 같이 표시 세트를 사용하여 추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시:이렇게 하면 파일의 추적 내용이 표시됩니다.●

간단한 번역:이 표시는 텍스트를 다시 정렬하고 간단한 변환을 제공합니다.●

세부 정보: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표시되고 표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원시 표시

다음은 추적의 원시 표시에 대한 샘플 스크린샷입니다.



자세한 설명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동일한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SDP 매개변수 및 해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H.225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참고:자세한 내용은 Cisco VLT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vlt/2_7/english/user/guide/CUCM_BK_C7CA680A_00_cisco-vlt-user-guide-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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