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fied Border Element 트랜스코딩 컨피그레이
션 예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구성 단계
외부 트랜스코딩 제어를 위한 CUBE 구성
외부 트랜스코딩 DSP 리소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DSP 팜 구성
내부 트랜스코딩에 대한 전체 샘플 컨피그레이션
다음을 확인합니다.
큐브
DSP 팜 호스트
문제 해결
관련 정보

소개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는 통과하고 두 통화 레그에 서로 다른 코덱이 필요한 통화에
대한 트랜스코딩을 지원합니다.다양한 코덱을 트랜스코딩할 수 있으며 CUBE는 컨피그레이션을 기
반으로 트랜스코더를 삽입하고 통화의 두 통화 레그에서 협상된 코덱의 불일치를 삽입합니다.

트랜스코딩은 DSP가 RTP 스트림을 종료하고 적절한 코덱을 사용하여 음성 페이로드를 디코딩 및
인코딩해야 합니다.CUBE에서 트랜스코딩에 사용하는 DSP는 CUBE와 동일한 라우터에 함께 상주
하거나 별도의 라우터 플랫폼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isco IOS 음성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예: 다이얼 피어)●

CUBE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트랜스코딩에 대한 기본 지식CUBE의 트랜스코딩 제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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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Border Element 개요의 Restrictions for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onfiguration 섹
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3745 라우터에서 실행되고 Cisco IOS 릴리스 12.3.11T 이상을 사용하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

AS5X-PVDM2-64 DSP 카드가 장착된 AS5X-FC 기능 카드를 사용하여 Cisco AS5400XM 액세
스 서버에서 DSP 리소스 트랜스코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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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다음 그림은 트랜스코딩용 외부 DSP가 있는 CUBE의 예를 보여줍니다.

DSP 리소스는 CUBE를 호스팅하는 동일한 라우터 플랫폼에 내부(또는 공동 상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DSP 리소스의 제어는 라우터에 로컬로 설정되고 그림의 SCCP 제어 흐름은 존재하지 않
습니다.

DSP가 CUBE와 함께 상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UBE에서 트랜스코딩에 사용하는 DSP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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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해야 합니다.컨피그레이션의 유일한 차이점은 CUBE와 DSP 리소스 간의 IP 주소 지정입니
다.공동 상주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IP 주소가 둘 모두에 대해 동일합니다.

구성 단계

이 섹션에서는 외부 DSP 트랜스코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Cisco 3745 라우터는
CUBE로 사용되며 AS5400XM은 트랜스코딩용 DSP 리소스를 호스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컨피그레이션은 이 통화 흐름에 적용됩니다.

통화는 OGW에서 CUBE로, H.323에서 G.711로 시작합니다.1.
CUBE는 H.323을 통해 통화를 OGW로 전달합니다(G.729에 대해 구성).2.
TGW에 대한 통화 설정이 성공하려면 코덱을 G.711에서 G.729로 변환해야 합니다. 트랜스코
딩 리소스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통화 설정이 실패합니다.

3.

외부 트랜스코딩 제어를 위한 CUBE 구성

CUBE 라우터는 트랜스코딩에 대한 DSP 리소스를 제어하도록 구성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telephony-service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Express의 트
랜스코딩 컨피그레이션과 유사합니다.DSP 리소스는 제어 엔티티(이 예에서는 CUBE이지만
CUCM 또는 CUCM일 수도 있음)에 등록합니다.

3745 큐브

vdouut3#show running-config | begin telephony

!

telephony-service

sdspfarm units 1 -- Specifies the maximum number of DSP

farms that can

                    be registered to CUBE. A maximum of

5 DSP resource units

                    (farms) can be configured.

sdspfarm transcode sessions 128 -- Specifies the maximum

transcoding

                    sessions supported across all DSP

farms registered

                    with CUBE.

sdspfarm tag 1 vdouut1 -- Specifies the device name of

the DSP farm. For

                    uniqueness the device name can be

the MAC address of the

                    DSP source interface. In this

example the hostname of

                    the DSP farm router is used.

ip source-address 1.2.61.73 port 2000 – The IP address

and port-no: (TCP)

                    of the interface through which SCCP

messages are

                    transmitted/received from CUBE.

외부 트랜스코딩 DSP 리소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DSP 팜 구성

라우터는 제어 엔티티에서 사용하는 트랜스코딩용 DSP 리소스를 호스팅하도록 구성됩니다. 이 예
에서는 다른 라우터의 CUBE입니다.DSP 리소스는 통화 흐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 엔티티에 등
록됩니다.



DSP 팜

vdouut1#show running-config | begin voice-card

voice-card 1

  dsp services dspfarm –- This makes the DSPs available

for “DSP farming”

                    which includes transcoding services.

vdouut1#show running-config | begin sccp

sccp local GigabitEthernet0/0 -- Defines the source

interface of the DSP

                    farm through which SCCP messages are

exchanged with

                    controlling CUBE.

sccp ccm 1.2.61.73 identifier 1 -- Specifies the IP

address of the CUBE

                    system that the DSP farm registers

to. This should

                    match the CUBE IP address on the “ip

source-address”

                    configuration on CUBE.

sccp

sccp ccm group 1 -- Group configuration for linking

“sccp ccm global”

                    configurations as well as the

dspfarm profile(s)

  bind interface GigabitEthernet0/0

associate ccm 1 priority 1 -- Associate the sccp

identifier “ccm” with

                  the “sccp ccm group”.

associate profile 1 register vdouut1 -- Associate the

dspfarm profile

                  with the DSP farm device name. In this

example the

                  hostname of the DSP farm hosted router

is used

                  (vdouut1). The same name must be used

on CUBE where

                  “sdspfarm tag 1” is configured.

!

dspfarm profile 1 transcode -- Configure the dspfarm

profile to define

                     the codecs supported, the maximum

sessions, and

                     enable SCCP.

  codec g711ulaw

  codec g711alaw

  codec g729ar8

  codec g729abr8

  codec g729r8

  codec g729br8

  maximum sessions 128

  associate application SCCP

내부 트랜스코딩에 대한 전체 샘플 컨피그레이션

이 섹션에서는 트랜스코딩용 CUBE 및 DSP 리소스를 호스팅하도록 동일한 라우터(AS5400XM)가
구성된 설정에 대한 전체 컨피그레이션 예를 제공합니다.구성의 밝은 부분이 굵은 텍스트로 표시됩
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설정과 외부 트랜스코딩 DSP 리소스 호스팅을 위한 DSP 팜 컨피그레이션의 차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DSP 리소스("voice-card x" > "dsp services dspfarm") 및 제어 엔티티("telephony-
service")가 동일한 라우터에 나타납니다.

●

DSP 리소스의 IP 주소("sccp ccm 9.13.29.30 identifier 1") 및 제어 엔터티("telephony-service"
> "ip source-address 9.13.29.30 port")의 IP 주소가 동일합니다.

●

5400XM

5400XM#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3149 bytes

!

version 12.4

service config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5400XM

!

boot-start-marker

no boot startup-test

boot-end-marker

!

logging buffered 100000000 debugging

no logging console

enable secret 5 $1$g301$4BVklIIq97tihABYS6Guy/

enable password xxx

!

resource-pool disable

no aaa new-model

!

resource policy

!

voice-card 1

 dsp services dspfarm

!

voice-card 5

!

ip cef

!

voice service voip

 allow-connections h323 to h323

 allow-connections h323 to sip

 allow-connections sip to h323

 allow-connections sip to sip

 h323

 modem passthrough none codec g729r8 pre-ietf

!

controller T1 5/0

 framing sf

 linecode ami

!

controller T1 5/1

 framing sf

 linecode ami

!

controller T1 5/2

 framing sf

 linecode ami



!

controller T1 5/3

 framing sf

 linecode ami

!

controller T1 5/4

 framing sf

 linecode ami

!

controller T1 5/5

 framing sf

 linecode ami

!

controller T1 5/6

 framing sf

 linecode ami

!

controller T1 5/7

 framing sf

 linecode ami

!

interface GigabitEthernet0/0

 ip address 9.13.29.30 255.255.255.0

 duplex auto

 speed auto

 negotiation auto

 no cdp enable

!

interface GigabitEthernet0/1

 no ip address

 shutdown

 duplex auto

 speed auto

 negotiation auto

 no cdp enable

!

interface Serial0/0

 no ip address

 shutdown

 clock rate 2000000

 no fair-queue

!

interface Serial5/0

 no ip address

 shutdown

!

interface Serial0/1

 no ip address

 shutdown

 clock rate 2000000

 no cdp enable

!

ip route 0.0.0.0 0.0.0.0 9.13.29.1

!

no ip http server

!

dialer-list 1 protocol ip permit

!

sccp local GigabitEthernet0/0

sccp ccm 9.13.29.30 identifier 1 version 4.0 -- Use its

own IP address

sccp

!

sccp ccm group 1



 associate ccm 1 priority 1

 associate profile 1 register XCODE123456

 keepalive retries 1

 keepalive timeout 10

 switchover method immediate

 switchback method immediate

!

dspfarm profile 1 transcode

 codec g711ulaw

 codec g711alaw

 codec g729ar8

 codec g729abr8

 codec gsmfr

 codec g729r8

 codec g729br8

 maximum sessions 10

 associate application SCCP

!

dial-peer voice 1 voip

 destination-pattern 630222100.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29.22

 dtmf-relay rtp-nte digit-drop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2 voip

 session protocol sipv2

 incoming called-number 630222100.

 codec g729br8 bytes 10

!

dial-peer voice 3 voip

 destination-pattern 2000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29.22

 dtmf-relay rtp-nte digit-drop

!

dial-peer voice 4 voip

 session protocol sipv2

 incoming called-number 2000

 codec g711ulaw

!

gatekeeper

 shutdown

!

telephony-service

 max-ephones 1

 max-dn 1

 ip source-address 9.13.29.30 port 2000 --> Use its own

IP address

 sdspfarm units 1

 sdspfarm transcode sessions 10

 sdspfarm tag 1 XCODE123456

 ss7 mtp2-variant Bellcore 0

 ss7 mtp2-variant Bellcore 1

 ss7 mtp2-variant Bellcore 2

 ss7 mtp2-variant Bellcore 3

 !

line con 0

 exec-timeout 0 0

 logging synchronous

 stopbits 1

line aux 0

 stopbits 1

line vty 0 4



 password cisco

 login

!

scheduler allocate 10000 400

no process cpu extended

no process cpu autoprofile hog

end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의 출력은 외부 트랜스코딩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Output Interpreter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OIT)는 특정 show 명령을 지원합니다.OIT를 사용하여
show 명령 출력의 분석을 봅니다.

큐브

DSP 팜이 CUBE에 등록된 디바이스 이름과 DSP 팜 호스트 라우터의 IP 주소가 굵은 텍스트로 표
시됩니다.

vdouut3#show sdspfarm units

Load for five secs: 0%/0%; one minute: 0%; five minutes: 3%

Time source is NTP, 23:46:40.649 PST Tue Nov 21 2006

mtp-1 Device:vdouut1 TCP socket:[1] REGISTERED

actual_stream:256 max_stream 256 IP:1.2.61.71  27519  MTP YOKO keepalive 45

Supported codec:

                 G711Ulaw

                 G711Alaw

                 G729

                 G729a

                 G729b

                 G729ab

 max-mtps:1, max-streams:256, alloc-streams:256, act-streams:0

이 출력은 CUBE 구성 설정을 보여줍니다.

vdouut3#show telephony-service

ip source-address 1.2.61.73 port 2000

max-ephones 128

max-dn 1

max-conferences 8 gain -6

dspfarm units 1

dspfarm transcode sessions 128

dspfarm 1 vdouut1

이 출력은 통화가 이루어진 후 CUBE를 통한 통화 레그에 사용되는 코덱을 굵은 텍스트로 표시합니
다.

vdouut3#show sdspfarm sessions active

Load for five secs: 1%/0%; one minute: 1%; five minutes: 1%

Time source is NTP, 23:52:43.922 PST Tue Nov 21 2006

Stream-ID:37 mtp:1 1.2.61.71  20190  Local:2000 START

 usage: I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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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c:G729  duration:20 vad:0 peer Stream-ID:38

Stream-ID:38 mtp:1 1.2.61.71  21326  Local:2000 START

 usage: Ip-Ip

 codec:G711Ulaw64k  duration:20 vad:0 peer Stream-ID:37

이 출력은 OGW와 TGW에서 CUBE를 통해 활성화된 세션을 보여줍니다.

vdouut3#show voip rtp connections

Load for five secs: 1%/0%; one minute: 1%; five minutes: 1%

Time source is NTP, 23:54:22.722 PST Tue Nov 21 2006

VoIP RTP active connections :

No. CallId     dstCallId  LocalRTP RmtRTP LocalIP         RemoteIP

1   3991       3992       18496    17430  1.2.61.73       1.2.61.48

2   3992       3991       17382    19706  1.2.61.73       1.2.61.68

Found 2 active RTP connections

이 출력은 통화 레그에 사용되는 활성 세션 및 코덱의 요약(굵은 텍스트로 표시됨)을 보여 줍니다.

vdouut3#show call active voice compact

Load for five secs: 1%/0%; one minute: 1%; five minutes: 1%

Time source is NTP, 02:31:58.156 PST Wed Nov 22 2006

 <callID>  A/O FAX T<sec> Codec     type  Peer Address  IP R<ip>:<udp>

Total call-legs: 2

      4023 ANS     T25    g711ulaw  VOIP  P5200         1.2.61.48:16934

      4024 ORG     T25    g729r8    VOIP  P6200         1.2.61.68:17040

DSP 팜 호스트

이 출력은 DSP 리소스 등록 상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살림 정보는 굵은 텍스트로 나타납니다.

vdouut1#show sccp

SCCP Admin State: UP

Gateway IP Address: 1.2.61.71, Port Number: 2000

IP Precedence: 5

User Masked Codec list: None

Call Manager: 1.2.61.73, Port Number: 2000

                Priority: N/A, Version: 3.1, Identifier: 1

Transcoding Oper State: ACTIVE - Cause Code: NONE

Active Call Manager: 1.2.61.73, Port Number: 2000

TCP Link Status: CONNECTED, Profile Identifier: 1

Reported Max Streams: 256, Reported Max OOS Streams: 0

Supported Codec: g711ulaw,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30

Supported Codec: g711alaw,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30

Supported Codec: g729a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60

Supported Codec: g729ab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60

Supported Codec: g729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60

Supported Codec: g729b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60

Supported Codec: rfc2833 dtmf,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30

Supported Codec: rfc2833 pass-thru,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30

Supported Codec: inband-dtmf to rfc2833 conversion,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30

이 출력은 유휴 상태인 동안 DSP 리소스의 컨피그레이션을 보여줍니다.

vdouut1#show dspfarm all

Dspfarm Profile Configuration

 Profile ID = 1, Service = TRANSCODING, Resource ID = 1

 Profile Description :



 Profile Admin State : UP

 Profile Operation State : ACTIVE

 Application : SCCP   Status : ASSOCIATED

 Resource Provider : FLEX_DSPRM   Status : UP

 Number of Resource Configured : 128

 Number of Resource Available : 128

 Codec Configuration

 Codec : g711ulaw,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30

Codec : g711alaw,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30

 Codec : g729a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60

 Codec : g729ab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60

 Codec : g729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60

 Codec : g729b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60

SLOT DSP VERSION  STATUS CHNL USE   TYPE   RSC_ID BRIDGE_ID PKTS_TXED PKTS_RXED

1    1   9.2.1    UP     N/A  FREE  xcode  1      -         -         -

1    1   9.2.1    UP     N/A  FREE  xcode  1      -         -         -

1    1   9.2.1    UP     N/A  FREE  xcode  1      -         -         -

이 출력은 DSP 리소스의 상태(통화 후)를 표시합니다.

vdouut1#show sccp connections summary

  SCCP Application Service(s) Statistics Summary:

  Total Conferencing Sessions: 0, Connections: 0

  Total Transcoding Sessions: 1, Connections: 2

  Total MTP Sessions: 0, Connections: 0

  Total ALG-Phone Sessions: 0, Connections: 0

  Total BRI-Phone Sessions: 0, Connections: 0

  Total SCCP Sessions: 1, Connections: 2

vdouut1#show dspfarm dsp active

SLOT DSP VERSION  STATUS CHNL USE   TYPE   RSC_ID BRIDGE_ID PKTS_TXED PKTS_RXED

1    1   9.2.1    UP     1    USED  xcode  1      15        9400      9405

1    1   9.2.1    UP     1    USED  xcode  1      16        9400      9394

Total number of DSPFARM DSP channel(s) 1

이 출력은 DSP 리소스(이 라우터)와 제어 엔티티(CUBE) 간의 RTP 세션을 보여줍니다. 코덱이 서
로 다른 VoIP 통화 레그 2개가 표시됩니다.두 다리는 모두 CUBE(1.2.61.73)으로 설정됩니다.

vdouut1#show voip rtp connections

VoIP RTP active connections :

No. CallId     dstCallId  LocalRTP RmtRTP LocalIP         RemoteIP

1   46         47         17668    2000   1.2.61.71       1.2.61.73

2   48         47         21530    2000   1.2.61.71       1.2.61.73

Found 2 active RTP connections

vdouut1#show call active voice compact

 <callID>  A/O FAX T<sec> Codec     type   Peer Address  IP R<ip>:<udp>

Total call-legs: 2

        46 ORG     T150   g711ulaw  VOIP   P             1.2.61.73:2000

        48 ORG     T150   g729r8    VOIP   P             1.2.61.73:2000

문제 해결

트랜스코딩에 유용한 트러블슈팅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버그 sccp 메시지●

디버그 ephone mtp●

디버그 전화 상태●

참고: debug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디버그 명령에 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개요●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801/tk379/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7874c.shtml
//www.cisco.com/en/US/docs/ios/voice/cube/configuration/guide/vb-gw-overview.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tech&level0=26843601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prod&level0=278875240&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002-2852372-2325602?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Unified Border Element 트랜스코딩 컨피그레이션 예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구성 단계
	외부 트랜스코딩 제어를 위한 CUBE 구성
	외부 트랜스코딩 DSP 리소스를 호스팅하기 위한 DSP 팜 구성
	내부 트랜스코딩에 대한 전체 샘플 컨피그레이션

	다음을 확인합니다.
	큐브
	DSP 팜 호스트

	문제 해결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