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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LTI(Local Transcoding Interface)는 15.1(1)S의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플랫폼에 처음
도입된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 트랜스코딩 기능입니다.CUBE 9.0부터 이 기능이
ISR G2 플랫폼에 추가되었으며 추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LTI에는 DSP(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내부 AP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API는 CME 컨피그레이션 및 라이센
싱과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우회합니다. LTI 기반 및 SCCP
기반 트랜스코딩이 모두 구성된 경우 LTI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큐브●

LTI(Local Transcoding Interface)●

SCCP●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 9.0을 기반으로 합니다.

SCCP 기반 트랜스코딩과의 비교

CME/SCCP 기반 Xcoding LTI 기반 Xcoding
SCCP 프로토콜은 트랜스코딩에 사용되는 DSP 리소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부 API는 트랜스코딩용 DSP 리소스에 액세스하
는 데 사용됩니다.



DSPFARM(Transcoding Resources) 및 CUBE는 다른 플
랫폼에 있을 수 있습니다.

DSPFARM(Transcoding Resources) 및 CUBE가 동
일한 플랫폼에 있어야 합니다.

DSPFARM 프로필 컨피그레이션 외에 CUBE-Ent 컨피그
레이션에 SCCP 클라이언트(SCCP CCM...) 컨피그레이션
및 SCCP 서버(텔레포니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
다.

DSPFARM 프로필 컨피그레이션만 필요합니다
.CUBE-Ent와 함께 사용할 경우 SCCP 구성 및
CUCM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SPFARM은 SCCP를 사용하여 TCP 소켓을 통해
CUCM에 등록합니다.

TCP 소켓이 열리지 않으며 등록이 사용되지 않습니
다.

DSPFARM 프로파일은 CLI를 사용하여 SCCP에 연결됩니
다.

dspfarm profile <tag> transcode

associate application sccp

SSPFARM 프로필은 새 응용 프로그램 유형
CUBE에 연결됩니다.

dspfarm profile <tag> transcode

associate application cube

높은 성능을 위해서는 CLI를 통해 고밀도 트랜스코딩을 활
성화해야 합니다.트랜스코더를 통해 고밀도 트랜스코딩이
흐르게 됨

본질적으로 높은 집적도를 제공하며 항상 통과합니
다.고밀도 트랜스코딩의 성능과 일치시킵니다.트랜
스코딩 통화에서 모든 플로우 스루 기능이 지원됩니
다.

트랜스코더를 사용하는 SRTP-RTP에는 SCCP 서버와의
TLS 연결을 설정하려면 crypto pki trustpoint 컨피그레이션
이 필요합니다.

SRTP-RTP 호출에는 암호화 PKI 신뢰 지점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샘플 오디오 트랜스코딩 컨피그레이션

!--- Enable CUBE

voice service voip

allow-connections sip to sip

allow-connections h323 to h323

allow-connections h323 to sip

allow-connections sip to h323

!--- Dspfarm profile configuration with associate

!--- application CUBE for LTI transcoding.

dspfarm profile 1 transcode universal

codec g729ar8

codec g729br8

codec g711alaw

codec g711ulaw

codec g729r8

maximum sessions 12

associate application CUBE

!--- Only dspfarm profile configurations are needed for

!--- LTI-based transcoding. All the SCCP-based transcoding

!--- features will be supported with LTI-based transcoding.

 

등록 확인

CUBE#show dspfarm profile 1

Dspfarm Profil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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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 Description :

Profile Service Mode : Non Secure

Profile Admin State : UP

Profile Operation State : ACTIVE << Profile 1 is ACTIVE

Application : CUBE Status : ASSOCIATED << Profile 1 (LTI) is associated with CUBE application

Resource Provider : FLEX_DSPRM Status : UP

Number of Resource Configured : 12

Number of Resources Out of Service : 0

Number of Resources Active : 0

Codec Configuration: num_of_codecs:5

Codec : g729a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60

Codec : g729b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60

Codec : g711alaw,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30

Codec : g711ulaw,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30

Codec : g729r8, Maximum Packetization Period : 60


	CUBE 9.0 LTI(Local Transcoding Interface)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SCCP 기반 트랜스코딩과의 비교
	샘플 오디오 트랜스코딩 컨피그레이션
	 
	등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