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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를 통해 Cisco 고객, 파트너 및 직원은 싱가포르의 NB(National Bulletin)에서 IP 텔레포니 구
축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다음 작업을 시도합니다.

구축된 솔루션의 설계를 설명하고 분석합니다.●

설계의 개선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설계에서 장단점을 강조 표시합니다.●

NB는 글로벌 출판 회사입니다.싱가포르 사업은 약 6,000명의 영업, 인쇄 및 작문 직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NB 직원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여러 사무실 건물에 상주합니다.지난 2000년 말, NB는 또
다른 건물인 DBS를 그들의 캠퍼스에 추가했습니다.이 추가 빌딩에는 750명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
습니다.NB는 새 건물에 PBX(Private Branch Exchange)를 구축하는 대신 IP 텔레포니 솔루션을 구
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따라서 그린필드 구축에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NB IP 텔레포니 솔루션은 단일 사이트 설계입니다.모든 IP 텔레포니 사용자는 DBS 건물에 있으며
5개 층에 분산되어 있습니다.Cisco CallManager,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게이
트웨이 및 음성 메일도 DBS 빌딩에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WAN(Wide-Area Network) 링크는 DBS 건물을 1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NBAP 빌딩에 연결합니다
.이 WAN 링크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트래픽을 NBAP로 전달하며, NBAP에는 게이
트웨이가 전 세계 NB PBX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이 다이어그램은 DBS 및 NBAP 건물을 보여줍



니다.

캠퍼스 LAN 인프라

DBS LAN 인프라는 코어에 Catalyst 6509 스위치 1개, 와이어링 클로짓에 Catalyst 4006 스위치
9개로 구성됩니다.이 표는 Catalyst 6509 스위치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보여줍니다.

슬롯 모듈 설명

1 WS-X6K-SUP1A-MSFC
MSFC(Multilayer Switch
Feature Card)를 사용하
는 수퍼바이저

2 WS-X6K-S1A-MSFC2/2 MSFC가 있는 수퍼바이
저

3 WS-X6416-GBIC 16포트 GE 모듈
4 WS-X6408A-GBIC 8포트 GE 모듈

5 WS-X6348-RJ45V 인라인 전원이 있는 48포
트 10/100 모듈

6 WS-X6608-E1 8포트 E1 게이트웨이

7 WS-X6624-FXS
24포트 FXS(Foreign
Exchange Station) 게이
트웨이

8 WS-X6624-FXS 24포트 FXS 게이트웨이
9 비어 있음 —

이 표는 Catalyst 4006 스위치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보여줍니다.

슬롯 모듈 설명

1 WS-X4013 2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GE) 포트가 있는 수퍼바
이저 2

2 WS-X4148-RJ45V 인라인 전원이 있는 48포
트 10/100 모듈

3 WS-X4148-RJ45V 인라인 전원이 있는 48포
트 10/100 모듈

4 WS-X4148-RJ45V 인라인 전원이 있는 48포
트 10/100 모듈

5 WS-X4148-RJ45V 인라인 전원이 있는 48포
트 10/100 모듈

6 WS-X4148-RJ45V 인라인 전원이 있는 48포
트 10/100 모듈

LAN 인프라의 총 용량은 2,160개의 IP 전화를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Catalyst 4006 스위치는 수퍼바이저의 GE 포트 중 하나를 통해 순수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Catalyst 6509에 다시 연결됩니다.5층 중 4개 층에는 2개의 Catalyst 4006 스위치가 있으며 5층에는
1개의 Catalyst 4006 스위치가 있습니다.이 다이어그램은 스위치가 여러 층에 분산되는 방법과
Catalyst 6509 스위치에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atalyst 6509는 심각한 단일 장애 지점이 됩니다.두 번째 Catalyst 6509를 추가하고 Catalyst 4006
수퍼바이저의 예비 GE 포트를 사용하여 두 코어 스위치에 Catalyst 4006 스위치를 듀얼 홈(dual-
homing)하여 가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이 설계에서는 Catalyst 6509의 모든 모듈을 복제
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대신, 존재하는 모듈(수퍼바이저, GE 및 FXS 모듈)을 두 섀시에
걸쳐 분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PSTN 연결을 두 섀시에 분할할 수 있도록 8포트 E1 모듈을 추가
로 추가해야 합니다.이 설계에서는 두 Cisco CallManager를 별도의 스위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atalyst 6509 장애가 Cisco CallManager를 완전히 격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Catalyst 6509 스위치는 초기 제안의 일부였습니다.그러나 비용 고려 사항으로 인해 NB는
단일 Catalyst 6509를 선택했습니다.



NB는 Cisco 설계 권장 사항을 따르고 IP 전화와 데이터 디바이스를 별도의 VLAN(Virtual LAN)에 포
함합니다. 각 Catalyst 4006에는 고유한 음성 VLAN이 있습니다.따라서 각 층마다 총 9개의 음성
VLAN에 대해 2개의 음성 VLAN이 있습니다.각 Catalyst 4006에는 240개의 포트가 있습니다.따라
서 각 음성 VLAN은 잠재적으로 240개의 IP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보수적인 디자인이지
만, 고장난 디바이스가 브로드캐스트로 VLAN을 플러딩할 경우 영향을 제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
다.Catalyst 6000 제품군 MSFC가 VLAN 간에 라우팅될 경우 레이어 3 포워딩 성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 디바이스는 단일 대규모 VLAN에 상주합니다.이는 Cisco 설계 권장 사항을 따르지 않
습니다.그러나 이는 내부 운영 및 유지 보수 요구 사항으로 인해 NB에서 선호했던 설계입니다.이 단
일 데이터 VLAN은 모든 스위치에 걸쳐 있으므로 이 VLAN의 레이어 2 브로드캐스트 스톰은 모든
IP 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Catalyst 스위치의 QoS(Quality of Service)가 더욱 중요
해집니다.QoS는 이 문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이 예에서는 Catalyst 4006 포트의 일반적인 VLAN 컨피그레이션을 보여줍니다.이 예에서는 모든
48개의 포트를 슬롯 5에 음성 VLAN 110 및 데이터 VLAN 11에 배치합니다.

set port auxiliaryvlan 5/4-48 110

set vlan 11 type ethernet state active

set vlan 11 5/4-48

NB 네트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유한 QoS 신뢰 경계가 있습니다.

Catalyst 4006 10/100 포트●

Cisco CallManager에 연결하는 Catalyst 6509 10/100 포트.●

Cisco 7200 라우터에 연결되는 Catalyst 6509 10/100 포트.●



사용 중인 Catalyst 4000 10/100 모듈에는 단일 수신(RX) 큐(1q1t)와 2개의 전송(TX) 큐(2q1t)가 있
습니다. 이 예제의 모든 포트는 두 번째 TX 큐를 활성화하고, 두 번째 큐에서 CoS(Class of Service)
값이 2에서 7 사이인 프레임을 두 번째 대기열에 배치하도록 명령으로 구성됩니다.그 결과, 모든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패킷(CoS=5) 및 모든 Skinny 패킷(CoS=3)은 두 번째 큐로 이동
하는 반면 다른 모든 트래픽은 첫 번째 큐로 이동합니다.

set qos enable

set qos map 2q1t 1 1 cos 0-1

set qos map 2q1t 2 1 cos 2-3

set qos map 2q1t 2 1 cos 4-5

set qos map 2q1t 2 1 cos 6-7

Catalyst 4006은 어떠한 종류의 폴리싱도 지원하지 않습니다.포트에서 수신한 모든 프레임의
CoS를 신뢰합니다.IP 전화의 기본 동작은 PC 포트에서 수신한 트래픽을 신뢰하지 않고 CoS가 0인
상태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IP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
나 Catalyst 4006 포트에 직접 연결된 PC는 802.1p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QoS를 악
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다소 정교한 사용자가 필요합니다.그러나 Windows 2000 및 표준
이더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는 802.1pq를 지원합니다.

Catalyst 6509의 포트에는 이 표에 표시된 것처럼 다양한 큐 구조가 있으므로 Catalyst 6509의 QoS
컨피그레이션이 약간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듈 수신 큐 전송 큐
WS-X6K-SUP1A-MSFC 1p1q4t 1p2q2t
WS-X6416-GBIC 1q4t 2q1t
WS-X6408A-GBIC 1p1q4t 1p2q2t
WS-X6348-RJ45V 1p1q4t 1p2q2t

엄격한 우선 순위 큐가 있는 모든 포트는 기본적으로 해당 큐에서 CoS=5의 모든 프레임을 배치합
니다.그러나 모든 VoIP 신호 트래픽(CoS=3의 프레임)을 우선순위가 아닌 두 번째 대기열에 두는 것
이 좋습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이 동작을 활성화합니다.

set qos map 1p2q2t tx 2 1 cos 3

set qos map 2q2t tx 2 1 cos 3

Catalyst 4006 스위치에 연결하는 GE 포트는 신뢰 경계 내에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수신
된 프레임의 CoS를 신뢰합니다.PC를 스위치 포트에 직접 연결하여 Catalyst 4006 신뢰 경계가 손
상될 수 있으므로 Catalyst 4006 스위치의 트래픽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Catalyst
6509에서 폴리싱됩니다.RTP, Skinny, H.225 및 H.245 패킷을 찾는 ACL(Access Control List)에서
폴리싱을 수행합니다.RTP 패킷 헤더는 DSCP=46으로 재작성되고 모든 VoIP 신호 패킷 헤더는
DSCP=26으로 재작성됩니다. 이 예제와 같이 이 ACL에 대한 ACL은 모든 GE 포트에 매핑됩니다.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46 udp any any range 16384 32767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46 udp any range 16384 32767 any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26 tcp any any range 2000 2002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26 tcp any range 2000 2002 any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26 tcp any any eq 1720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26 tcp any eq 1720 any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26 tcp any any range 11000 11999

set qos acl ip ACL_VOIP dscp 26 tcp any range 11000 11999 any

set qos acl map ACL_VOIP 3/1-16,4/1-8,

Catalyst 6509의 10/100 포트 중 두 개는 두 Cisco CallManager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이러한
포트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포트이지만 NB 네트워크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포트로 취급되



며 Catalyst 6509는 수신된 프레임에 CoS=3을 적용합니다.이 예에서는 포트 컨피그레이션을 보여
줍니다.

set vlan 110 5/2-3

set port qos 5/2-3 cos 3

또한 보다 깔끔한 방법으로 모든 VoIP 신호 처리 패킷에서 IP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값을 설정하도록 Cisco CallManager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하려면 Cisco
CallManager에서 서비스 매개변수 IpTosCm2Cm 및 IpTosCm2Dvce를 0x26으로 설정합니다.이 예
와 같이 해당 포트에서 수신한 프레임에 대해 DSCP를 신뢰하도록 Catalyst 6509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

set port qos 5/2-3 trust trust-dscp

이 접근 방식에서는 VoIP 제어 프레임만 사용할 수 있으며 Cisco CallManager의 모든 프레임에서
우수한 QoS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이는 Cisco CallManager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CallManager 서
버에 업로드하거나 대량의 CDR(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을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가져오는 경우에
중요합니다.현재 이러한 종류의 트래픽은 높은 QoS도 수신합니다.

마지막으로, Catalyst 6509의 10/100 포트 중 하나를 사용하여 Cisco 7200 Series WAN 라우터에
연결합니다.또한 신뢰할 수 있는 포트이지만 Cisco 7200 라우터에서 사용 중인 현재 Cisco IOS®는
DSCP 값을 CoS 필드에 복사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스위치 포트는 GE 포트
와 비슷하게 처리되고(동일한 ACL을 사용하여 수신 트래픽 분류) 이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QoS를 제공합니다.따라서 이 예에서는 라우터 스위치 포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표시됩니다.

set vlan 10 5/1

set qos acl map ACL_VOIP 5/1

WAN 인프라

NB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의 WAN 구성 요소는 작습니다.DBS 빌딩에 있는 Cisco 7200 Series 라우
터에는 NBAP 및 Capital Towers 모두에 대한 WAN 링크가 있습니다.하지만 NBAP에 대한 링크만
음성을 전달합니다.DBS와 NBAP는 음성 및 데이터를 위한 별도의 링크가 있습니다.구축 초기 단계
에서 음성 품질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코덱을 G.729에서 G.711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역폭과 WAN의 음성 및 데이터가 분리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나중에 IP 폰 로드
가 사용 중인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보수적으로 살펴보면, NB는 G.711과 함께 있고 음성 및 데
이터를 위한 별도의 WAN 링크를 단기간 안에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음성 WAN 링크는 MLP(Multilink PPP)로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3개의 물리적 E1 링크로 구성
됩니다. 링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므로 LFI(Link Fragmentation and Interleaving)가 필요하지 않
습니다.유일하게 필요한 QoS 기능은 대기 중입니다.기본 대기 메커니즘은 LLQ(Low Latency
Queuing)입니다. 그러나 LLQ 및 MLP에 대한 Cisco IOS 문제로 인해 이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습니
다. service-policy 명령은 링크가 다운된 경우 컨피그레이션에서 사라집니다.임시 해결책으로 우선
순위 큐잉이 사용 중입니다.이 예에서는 현재 WAN 컨피그레이션을 보여줍니다.

interface Multilink88

 ip address 10.104.209.73 255.255.255.248

 priority-group 1

 ppp multilink

 ppp multilink fragment-delay 10

 ppp multilink interleave

 multilink-group 88



interface Serial4/0

 bandwidth 2000

 encapsulation ppp

 ppp multilink

 multilink-group 88

interface Serial4/1

 bandwidth 2000

 encapsulation ppp

 ppp multilink

 multilink-group 88

interface Serial4/2

 bandwidth 2000

 encapsulation ppp

 ppp multilink

 multilink-group 88

priority-list 1 protocol ip high list 121

priority-list 1 protocol ip medium list 122

priority-list 1 default low

priority-list 1 queue-limit 500 40 60 80

access-list 121 permit udp any any range 16384 32767

access-list 121 permit udp any range 16384 32767 any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any range 2000 2002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range 2000 2002 any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any eq 1720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eq 1720 any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any range 11000 11999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range 11000 11999 any

현재 WAN 컨피그레이션은 보안침해이며 다른 구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중간 계획
에서는 음성 및 데이터를 단일 WAN 링크에 통합하고 우선 순위 큐잉을 LLQ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음성 및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링크를 사용하려면 정적 라우팅 또는 정책 기반 라우팅이 필요하며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의 이점이 사라집니다.우선 순위 큐잉은 음성 패킷에 높은 큐가
할당되더라도 음성 패킷에 엄격한 우선 순위가 부여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우팅 업데이트,
keepalive 등의 시스템 트래픽은 여전히 높은 대기열의 음성 패킷보다 우선합니다.

LLQ가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2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예에서는
LLQ로 이동한 후 라우터 QoS를 보여 줍니다.대역폭은 60건의 동시 G.729 통화(RTP:60 x 24kbps
= 1440kbps 및 신호:60 x 0.5kbps = 30kbps)

interface Multilink88

 service-policy output VoIP

class-map VoIP-RTP

 match access-group 121

class-map VoIP-Sig

 match access-group 122

policy-map VoIP

 class VoIP-RTP

  priority 1440

 class skinny

  bandwidth 30

access-list 121 permit udp any any range 16384 32767

access-list 121 permit udp any range 16384 32767 any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any range 2000 2002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range 2000 2002 any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any eq 1720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eq 1720 any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any range 11000 11999

access-list 122 permit tcp any range 11000 11999 any

IP 텔레포니

IP Phone 및 스위치 연결

DBS 빌딩에는 약 750 IP Phone 7960이 있습니다.IP Phone은 Catalyst 4006의 10/100 포트에 연결
하고 스위치에서 인라인 전원을 받습니다.PC는 이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IP 전화기 뒷면의 스
위치 포트에 연결됩니다.

IP 전화와 PC는 별도의 VLAN과 IP 서브넷에 있습니다.

사이트 계획

모든 IP 폰은 Catalyst 4006 라인 카드에서 인라인 전원을 받습니다.스위치 자체는 3개의 섀시 내
AC 전원 공급 장치로 구동됩니다.그러나 인라인 전원은 Catalyst 4006 보조 전원 셸프(WS-
P4603)에서 외부에서 공급됩니다. 전원 선반에는 3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각 제품은 -52V
DC에서 1050W를 제공합니다.이는 240개 포트 모두에 연결된 Cisco IP Phone 7960을 사용하여 완
전히 채워진 Catalyst 4006 스위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Catalyst 4006 스위치는 UPS(무중단 전원 공급 장치)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전원 장애 시 2시
간 동안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Cisco CallManager는 4시간 UPS에 연결됩니다.

Cisco CallManager

NB CallManager 구축 모델은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가 가능한 단일 사이트입니다.NBAP에 대한
WAN 링크 및 여기에 연결된 게이트웨이 때문에 모델이 실제로 멀티 사이트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
습니다.그러나 WAN에서 CAC(Call Admission Control)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은 대부분 무
시할 수 있습니다.WAN을 통한 통화 수는 게이트웨이를 PBX에 연결하는 트렁크 수에 의해 암시적
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NB Cisco CallManager 클러스터는 두 개의 Cisco Media Convergence Server 7835s(MCS-
7835)로 구성됩니다. 한 CallManager는 데이터베이스 게시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CallManager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합니다.모든 IP 전화가 기본 Cisco CallManager로 가입자에게 등록되고 게시
자를 보조 Cisco CallManager로 사용합니다.



두 지역이 구성됩니다.NBAP와 DBS입니다.NBAP의 게이트웨이는 NBAP 지역의 유일한 디바이스
이며, 다른 모든 디바이스는 DBS 지역에 있습니다.의도한 설계는 DBS 건물 내의 모든 통화에
G.711을 사용하고 WAN 전체의 통화에 대해서만 G.729를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WAN 링
크를 통한 통화는 G.711입니다.

DBS 지역의 IP 전화에는 17000~17999 범위의 5자리 내선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4자리 내선과
5자리 내선이 혼합된 5개의 다른 NB 사이트가 있습니다.이 표에서는 NB 싱가포르 사이트를 보여
줍니다.

사이트 이름 사이트 코드 숫자
싱가포르 구속국 DBS 5
NB Acme 인쇄 NBAP 5
Acme Building A ABA 4
애크미 빌딩 B ABB 5
더글러스 인쇄 DP 4
인쇄 허용 GP 4

내선 번호가 4자리 또는 5자리인지 고유하게 결정되도록 내선 번호가 할당됩니다.IP 전화 사용자는
4자리 또는 5자리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 NB 싱가포르 PBX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통합 섹션의 뒷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게이트웨이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거시 NB PBX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Cisco 7200 H.323 게이트웨이 1개●

PSTN에 연결되는 Catalyst 6509 E1 게이트웨이 3개●

음성 메일에 연결하는 Catalyst 6509 24포트 FXS 게이트웨이 2개●

이는 Cisco CallManager 경로 그룹 컨피그레이션에 반영됩니다.세 게이트웨이 유형 각각에 대해 하
나의 경로 그룹이 존재합니다.이 표에는 각 경로 그룹의 특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경로 그룹 플랫폼 슬롯/포트 포트 유
형

우선 순
위

DBS VM Catalyst
6509 Switch 6/1-24 7/1-24 FXS

FXS 1 2

DBS
PSTN

Catalyst
6509 Switch 8/1 8/2 8/3 PRI

PRI 1 2 3

NBAP 레
거시

Cisco 7200
라우터 5/1-2 PRI 1

다양한 대상에 대한 통화는 다음과 같이 라우팅됩니다.

PSTN에 대한 통화는 DBS PSTN 경로 그룹을 사용합니다.백업이 없습니다.●

음성 메일 통화는 DBS VM 경로 그룹을 사용합니다.백업이 없습니다.●

NB 텔넷 서비스에 대한 통화는 NBAP 레거시 경로 그룹을 사용합니다.●

NB 싱가포르 PBX 내선 번호로 거는 통화는 NBAP 레거시 경로 그룹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DBS PSTN 경로 그룹을 보조 경로 그룹으로 사용합니다.

●

현재 남아 있는 모든 것은 적절한 경로 패턴을 정의하고 이를 경로 그룹에 연결하는 것입니다.이는
단일 경로 목록만 필요하므로 위에 나열된 처음 세 항목에 대해 간단합니다.백업 경로 그룹 때문에
마지막 항목에 대한 작업이 조금 더 포함됩니다.IP 전화기에서 PBX 내선 번호로 전화하는 데 선호
하는 경로는 NBAP Legacy 경로 그룹을 통합니다.이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화는
DBS PSTN 경로 그룹을 통해 PSTN을 통해 라우팅됩니다.이 경우 전체 PSTN 전화 번호를 만들려



면 전화 건 내선 번호에 숫자를 접두사로 붙여야 합니다.접두사는 호출되는 사이트에 따라 다르므
로 각 사이트의 경로 목록이 달라야 합니다.PBX를 사용하는 NB 사이트가 5개 있으며 사이트당 여
러 개의 PSTN 접두사가 있으므로 10개의 경로 목록이 생성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모든 NB 경로 목록을 보여줍니다.대부분의 경로 목록 이름에 포함된 2 또는 3자리
숫자는 통화가 DBS PSTN 경로 그룹으로 전송될 때마다 호출된 내선 번호에 접두사가 붙은 숫자를
반영합니다.

특정 NB IP 전화 사용자는 통화 가능한 번호로 제한됩니다.이는 경로 패턴 및 IP 전화 내선 번호를
여러 파티션에 배치하여 제어합니다.그런 다음 파티션은 발신 검색 공간으로 그룹화됩니다.IP 전화
는 발신 검색 공간에 속하며 해당 검색 공간의 파티션에 포함된 번호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이 표에
는 NB Cisco CallManager 검색 공간 및 파티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
색
공
간

파티션 설명

게
스
트

DBS 사용자 DBS
게스트 NB SGP
DBS 통화 수행자

일반 DBS 사용자 전화 로비 및
기타 공용 영역 전화 NB 싱가포
르 PBX 내선 안내 데스크

사
용
자

DBS User NB
GSDN NB Telnet
SGP PSTN DBS
Guest NB SGP

일반 DBS 사용자 전화 — 전 세
계 NB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통
화 싱가포르 로비 및 기타 공용
영역 전화의 국내 통화 NB 싱가



IDD DBS Call
Attendant

포르 PBX 내선 전화 접수원 국제
통화

음성 메일 통합

DBS는 Octel 음성 메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이는 전 세계 NB 표준이며 다양한 시스템 간의 음성
메일 네트워킹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Cisco CallManager는 Catalyst 6509 스위치에서 24포트 FXS 카드 2개를 사용하여 Octel 음성 메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사용 가능한 48개 포트 중 30개만 사용됩니다.9600bps SMDI(Simplified
Message Desk Interface) 링크는 기본 Cisco CallManager를 Octel 장치에 연결합니다.

Octel 시스템은 기업 NB Octel 네트워크에도 연결됩니다.이 작업은 기존 Lucent Definity PBX에 연
결되는 Octel 장치의 FXO(Foreign Exchange Office) 포트 4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이 다이어그램
은 DBS Octel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과 기존 환경 모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참고: 초기 설계에는 PBX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대신, 24포트 FXS 카드와 VoIP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메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그러나 파일럿 과정에서 FXS 카드가 Octel
디바이스에서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신호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
다.이를 해결하려면 24포트 FXS 카드를 Cisco IOS 게이트웨이로 교체했습니다.이는 잘 작동했지
만 NB는 PBX 기반 솔루션을 선호했습니다.

음성 메일 솔루션의 탄력성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음성 메일 시스템 외에도 다른 단일 장
애 지점이 있습니다.

SMDI 링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기본 Cisco CallManager가 실패하면 음성 메일 시스템의 서
비스가 중단됩니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NB 전략은 SMDI 케이블을 백업 Cisco
CallManager로 수동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또는 SMDI Splitter를 사용하면 두 CallManager를
동시에 연결하고 자동 장애 조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24포트 FXS 카드는 모두 동일한 Catalyst 6509 섀시에 상주합니다.Catalyst 6509 장애가
발생하면 음성 메일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됩니다.이 문서에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Catalyst 6509를 추가함으로써 복원력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

게이트웨이 통합

다음 표에는 NB 네트워크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음성 게이트웨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인터페이스 유
형

포트
수 프로토콜 연결 대

상

Catalyst
6509 PRI/E1

30개
채널
8개

스키니 PSTN



Catalyst
6509 아날로그 FXS 24 x

2개 스키니 음성 메
일

7206VXR PRI/CAS/E1
30개
채널
2개

H.323 레거시
PBX

Catalyst 6509는 단일 8포트 E1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 8개 포트 중 3개는 PRI를 통해
PSTN에 연결됩니다.각 E1 포트에는 고유한 IP 주소가 있으며 포트는 독립적인 게이트웨이로 작동
합니다.게이트웨이 간 통화 라우팅은 Skinny 프로토콜을 통해 Cisco CallManager에서 제어합니다
.사용자가 PSTN 번호를 0으로 누르고 PSTN 번호를 누릅니다.수신 전화의 행간 자릿수가 제거되고
, 통화가 마지막 5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발신 IP 전화기로 라우팅됩니다.

사용자가 '9'에 전화를 걸어 외부 회선을 선택하면 Cisco CallManager가 이 숫자를 제거한 후
PSTN에 통화를 전달합니다.NB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첫 번째 방법에는
Cisco CallManager의 경로 패턴에 'dot'가 포함되며, PSTN에 표시하기 전에 모든 사전 점 숫자가 삭
제됩니다.두 번째, 기본 방법은 Cisco CallManager에서 게이트웨이 설정의 일부로 버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이 작업은 Number of digits(자릿수)를 strip(스트립) 필드로 설정하여 수행합니다.이 두 번
째 방법은 번호가 IP 전화의 발신된 통화 디렉터리에 저장될 때 행간 '9'를 보존하기 때문에 더 좋습
니다.즉, 사용자가 나중에 편집 다이얼을 누르고 선행 '9'을 추가하지 않고도 디렉터리에서 번호를
재다이얼할 수 있습니다.

FXS 게이트웨이는 음성 메일에만 사용됩니다.이러한 게이트웨이는 Skinny를 통해 Cisco
CallManager에서 제어합니다.

Cisco 7200 게이트웨이는 DBS의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와 전세계 NB PBX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제공합니다.이 게이트웨이는 DBS 구축에 물리적으로 없는 유일한 VoIP 디바이스입니다.NBAP 건
물에 있으며 WAN 링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Cisco 7200 게이트웨이는 단일 2포트 E1 포트 어댑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H.323을 사용하여
CallManager와 통신합니다.두 E1 포트 모두 NBAP에 있는 Nortel Meridian에 연결됩니다.한 포트는
QSIG를 사용하고 다른 포트는 CAS(Channel Associated Signaling)를 사용하여 PBX와 통신합니다
.싱가포르 PBX 내선 번호에 대한 통화는 QSIG 포트 아래로 라우팅되며, 국제 통화는 텔넷(Private
Voice Network)을 사용하여 CAS 포트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CAS와 QSIG를 함께 사용하면 설정이 복잡해집니다.CAS는 전 세계 텔넷 음성 네트워크를 통해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코드 보호 국제 전화 번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전화를 걸면 313xxxxxx로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xxxxxx는 6자리 PIN 코드
입니다.이 PIN 코드를 인증하는 Meridian 응용 프로그램은 PRI를 통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
니다.따라서 이 용도로 두 트렁크 중 하나에서 CAS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CAS 신호 처리가 QSIG 트렁크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발생한 문제 중에는
Meridian을 잠그는 시간 슬롯과 B-채널 번호 지정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거의 모든 문제는
Cisco 7200 및 Meridian 측의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 불일치와 관련이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Cisco IOS에서 작동 중인 Meridian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한 후 해결되었습니다.

Meridian 컨피그레이션의 복사본은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구성은 소프트웨어 릴리스
24.24를 실행하는 Meridian 옵션 11C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성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소프트웨
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QSIG      263

QSIGGF    305

MASTER    309



QSIG-SS   316

ETSI-SS   323

다음 컨피그레이션은 Config Route Data Block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TYPE  RDB     (Route Data Block)

CUST  00      (Customer Number)

DMOD

ROUT  xx      (Route Number)

DES           (Trunk Description)

TKTP  TIE     (Trunk type - Tie Line or DID)

ESN   NO

RPA   NO

CNVT  NO

SAT   NO

RCLS  INT     (Route Class - Internal or External)

DTRK  YES     (Digital Trunk - YES)

BRIP  NO

DGTP  PRI2    (Digital Group Type - PRI 30B + D)

ISDN  YES     (YES when DGTP is PRI or PRI2)

MODE  PRA     (ISDN/PRA Route)

IFC   ESGF    (ESGF req QSIG & QSIF GF Pkgs)

SBN   NO

PNI   00000

NCNA  NO

NCRD  NO

CTYP  UKWN

INAC  NO

ISAR  NO

CPFXS YES

DAPC  NO

INTC  NO

DSEL  VOD

PTYP  DTT

AUTO  NO

DNIS  NO

DCDR  NO

ICOG  IAO     (Bothway Trunk In and Out (IAO))

SRCH  RRB

TRMB  YES

STEP

ACOD  xxxx    (Trunk access code)

TCPP  NO

TARG  03

BILN  NO

OABS

INST

ANTK

SIGO  STD

MFC   NO

ICIS  YES

OGIS  YES

PTUT  0

TIMR  ICF     512

OGF   512

EOD   13952

NRD   10112

DDL   70

ODT   4096

RGV   640

GTO   896

GTI   896

SFB   3



NBS   2048

NBL   4096

IENB  5

TFD   0

VSS   0

VGD   6

DTD   NO

SCDT  NO

2 DT  NO

DRNG  NO

CDR   NO

NATL  YES

SSL

CFWR  NO

IDOP  NO

VRAT  NO

MUS   NO

PANS  YES

FRL   0 x

FRL   1 x

FRL   2 x

FRL   3 x

FRL   4 x

FRL   5 x

FRL   6 x

FRL   7 x

OHQ   NO

OHQT  00

CBQ   NO

AUTH  NO

TTBL  0

PLEV  2

OPR   NO

ALRM  NO

ART   0

PECL  NO

DCTI  0

TIDY  xx

SGRP  0

AACR

이 컨피그레이션은 D-channel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ADAN  DCH 12      (D-Channel Number assigned by programmer)

CTYP  MSDL        (D-Channel Card type)

CARD  02          (Card Location)

PORT  1           (Port Number)

DES   CISCO_5300  (Description)

USR   PRI         (User type - PRI for ISDN PRA only)

DCHL  2           (Loop the D-Channel will be associated with)

OTBF  32          (Output request buffer)

PARM  RS422 DTE   (Default)

DRAT  64KC        (64kb/s Clear - Don't change)

CLOK  EXT         (Clock Source - External)

NASA  NO          (Default NO)

IFC   ESIG        (ETSI Q Reference Signaling - MSDL D-Channel ONLY)

ISDN_MCNT  300    (Default)

CLID  OPT0        (Opt0 is default for ESIG and ISIG interfaces)

CO_TYPE  STD      (100% Compatible)

SIDE  NET         (Network or User Side)

CNEG  2           (2 = Channel is indicated - alternative is accepted)

RLS   ID  **      (Default)

RCAP  COLP        (COLP is default for ESIG, ISIG interfaces)



MBGA  NO          (Default)

OVLR  NO          (Default)

OVLS  NO          (Default)

T310  120         (Default)

T200  3           (Default)

T203  10          (Default)

N200  3           (Default)

N201  260         (Default)

K     7           (Default)

PRI 타이 라인 인터페이스의 루프 타이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LOOP 2

MFF    AFF

ACRC   NO

ALRM   REG

RAIE   NO

G1OS   YES

SLP    5       24 H    30    1 H

BPV    128    122

CRC    201     97

FAP    28       1

RATS   10

GP2    20     100 S    12 S    12 S    4 S

MNG1   60 S

NCG1   60 S

OSG1   60 S

MNG2   15 S

NCG2   15 S

OSG2   15 S

PERS   50

CLRS   50

OOSC   0

이 컨피그레이션은 B-채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TN     00x 0x      (LEN, TN (Terminal Number))

TYPE   TIE         (Trunk Type - Tie Line)

CDEN   SD          (Single Density Card

CUST   0           (Customer 0)

TRK    PRI2        (Trunk Type)

PDCA   x           (Pad Category Table)

PCML   A           (A-law or Mu-Law)

NCOS   0           (Network Class of Service)

RTMB   x y         (Route Member- x is router no., y is member no.)

B-CHANNEL SIGNALING

TGAR   0           (TGAR Restricted Dialing Leave as 0)

AST    NO          (Default)

IAPG   0           (Default)

CLS    CTD DIP WTA LPR APN THFD XREP BARD

P10    VNL         (Class of services)

TKID

두 E1 트렁크에 대한 게이트웨이 컨피그레이션이 여기에 표시됩니다.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측면
으로 작동하는 반면 Meridian은 사용자 측입니다.

controller E1 5/0

 pri-group timeslots 1-31

!-–– Defines PRI trunk. controller E1 5/1 framing NO-CRC4 ds0-group 0 timeslots 1-15,17-31 type

e&m-wink-start



!-–– CAS trunk. interface Serial5/0:15 isdn switch-type primary-qsig

!-–– Defines Q.SIG signaling. isdn protocol-emulate network

!-–– The network side. isdn incoming-voice voice isdn send-alerting isdn sending-complete

게이트웨이에 POTS 다이얼 피어가 15개 있습니다.대부분의 다이얼 피어는 QSIG 트렁크를 가리키
며, PBX 측에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PBX 확장을 반영합니다.

나머지 다이얼 피어는 CAS 트렁크를 가리키며 텔넷 음성 네트워크로 통화를 전송합니다.또한
QSIG 트렁크는 PBX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보낼 때 8의 진행률 표시기를 포함하도록 구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가 인밴드 벨소리 신호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IP 전화기에서 통화에 응답하
기 전에 PBX가 오디오 경로를 엽니다.

dial-peer voice 33 pots

 preference 1

 destination-pattern 33.......

 direct-inward-dial

 port 5/1:0

!-–– Calls routed out of the CAS trunk.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313 pots

destination-pattern 313...... direct-inward-dial port 5/1:0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40000 pots destination-pattern 4.... progress_ind alert enable 8

!-–– Gateway to provide ringback. direct-inward-dial port 5/0:15

!-–– Calls routed out of the QSIG trunk.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8 pots

destination-pattern 8T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7 pots destination-pattern 7T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

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6 pots destination-pattern 6T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5 pots

destination-pattern 5T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16 pots destination-pattern 16...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

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13 pots destination-pattern 13...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2T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1000 pots destination-pattern 1...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10 pots

destination-pattern 0...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inward-dial port 5/0:15 forward-

digits all ! dial-peer voice 3 pots destination-pattern 3... progress_ind alert enable 8 direct-

inward-dial port 5/0:15 forward-digits all ! dial-peer voice 508200 pots destination-pattern

5082.. progress_ind alert enable 8 port 5/0:15 forward-digits all

각 Cisco CallManager를 가리키는 VoIP 다이얼 피어는 2개뿐입니다.기본 설정을 제외하고 다이얼
피어는 동일하므로 통화가 가능한 경우 기본 Cisco CallManager로 라우팅됩니다.progress_ind 설
정 enable 3은 게이트웨이가 설정 메시지의 진행 표시기를 통해 PBX에 신호를 보낼 때 발신자가
ISDN이 아님을 알려줍니다.마지막으로, h225 시간 초과 tcp establish 3은 게이트웨이가 Cisco
CallManager와 H.225 세션을 설정할 때 최대 3초를 대기하도록 지시합니다.Cisco CallManager가
3초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게이트웨이가 보조 Cisco CallManager를 시도합니다.

dial-peer voice 17000 voip

 preference 1

!-–– Route to primary Cisco CallManager is preferred. destination-pattern 17... progress_ind

setup enable 3

!-–– Progress indicator = non-ISDN. voice-class h323 10 session target ipv4:10.66.184.13 dtmf-

relay cisco-rtp h245-signal h245-alphanumeric codec g711ulaw ip precedence 5 no vad ! dial-peer

voice 17001 voip preference 2 destination-pattern 17... progress_ind setup enable 3 voice-class

h323 10 session target ipv4:10.66.184.14 dtmf-relay cisco-rtp h245-signal h245-alphanumeric

codec g711ulaw ip precedence 5 no vad voice class h323 10 h225 timeout tcp establish 3

NB IP Telephony 프로젝트 개시 중에 발생한 가장 지속적인 문제 중 일부는 에코와 관련이 있습니
다.IP 전화 사용자가 Cisco 7200 게이트웨이를 통해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 때 주요 에코 문제가 발
생했습니다.에코를 줄이기 위해 시도했던 노력은 광범위했으며, 다음 정보는 다른 구축에 유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의 일부를 캡처하려고 시도합니다.



IP 텔레포니 설계 팀에서 처음 기대하는 것은 Cisco 7200 게이트웨이가 VoIP 측과 NBAP에 있는 단
일 PBX 간에 연결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VoIP측과 전 세계 NB 음성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제공
되었습니다.NB 음성 네트워크에는 여러 에코 문제를 비롯한 자체적인 레거시가 있습니다.과거에
NB는 에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네트워크에 있는 다양한 노드의 전원 수준을 조정하려고 했습
니다.Cisco 7200 게이트웨이가 연결한 네트워크는 기존 에코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입니다.또한 통
화 대상에 따라 신호 전원 수준도 다릅니다.이것은 어려운 통합이었습니다.

패킷 방식의 음성 솔루션을 도입하여 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에코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이를 처리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Cisco 7200 에코 취소자는 가장 적극적인 설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입력 게인이 낮아졌습니다.●

두 개의 E1 트렁크에서 출력 감쇠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에코가 감소했지만, NB 음성 네트워크에서 특정 목적지를 호출할 때 볼륨 수준이 너무 낮고
사용자가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레거시 측의 신호 레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목적지와의 통화와 발신된 통화가 적합한 게인 및 감쇠 조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홍콩 통화로 효
과를 본 것은 한국에 대한 통화 내용과 반향을 낳았다.한국에서 일했던 것은 홍콩의 적은 문제를 초
래했다.아래 컨피그레이션은 Cisco 7200 게이트웨이의 음성 포트에 대한 현재 보안 침해 컨피그레
이션을 보여줍니다.

voice-port 5/0:15

 input gain 0

 output attenuation 3

 echo-cancel coverage 32

 compand-type u-law

 cptone SG

voice-port 5/1:0

 input gain -2

 echo-cancel coverage 32

 compand-type u-law

 cptone SG

 timeouts interdigit 5

 timeouts wait-release infinity

 timing percentbreak 60

개발 엔지니어링은 현재 일부 Cisco 제품의 에코 취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B는 에코를 더 줄이기 위해 이러한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솔루션은 NB에 제안되었지만, 고객은 Cisco의 개선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아래에 제시
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소개되어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NB에서 얻은
일반적인 교훈은 제안된 IP 텔레포니 솔루션이 대규모 사설 레거시 음성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적
색 경고 메시지가 조기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이러한 해결 방법을 처음부터 솔
루션에 설계 및 비용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1—Cisco 게이트웨이와 PBX 간에 서드파티 에코 취소를 삽입합니다.Cisco 에코 취
소 기술은 현재 32ms 미만으로 지연된 에코 테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에코되는 신호는 6dB
이상의 ERL(Echo Return Loss)을 받아야 합니다. 즉, 수신된 에코 신호는 원래 전송된 신호에
비해 최소 6dB여야 합니다.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 취소자의 성능이 위의 값을 초과
해야 합니다.

●

해결 방법 2—Cisco 게이트웨이와 PBX 간의 트렁크 수를 늘립니다.이렇게 하면 각 트렁크가 다
른 게인/감쇠 설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통화를 가장 적합한 에코 특성으로 트렁크를
통해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홍콩으로의 통화는 트렁크 1을 통과하는 동안 트렁크
2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PBX는 통화가 시작되는 위치에 따라 올바른 트렁크를 통해 통화

●



를 라우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컨퍼런싱 및 트랜스코딩을 위한 DSP 프로비저닝

G.711은 현재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되지만, DBS와 NBAP 간의 WAN 링크를 통해 G.729를 사용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이 설계에서는 컨퍼런싱에 하드웨어 DSP(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리소스를
할당하여 이를 고려했습니다.하드웨어 리소스는 Catalyst 6509에 상주합니다.8개의 E1 포트 중 3개
만 PSTN 연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나머지 5개 포트 중 3개는 컨퍼런싱에 사용됩니다.

Catalyst 6509 E1 모듈에는 트랜스코딩 리소스로 설정된 사용하지 않는 포트 2개가 있습니다.현재
트랜스코딩할 필요는 없지만 NB가 IP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서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
면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다음 표에는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NB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열되어 있
습니다.

장치 버전
Catalyst 6509 5.5(3)
Catalyst 4006 6.1(1)
Cisco 7260VXR 12.1(3a)XI5
Cisco CallManager 3.0(8)
IP Phone 7960 P003Q301
WS-X6608-E1 C001W300
WS-X6624-FXS A002S300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관리 도구는 현재 NB IP 텔레포니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습 내용

발견된 이상 징후, 주의 사항 및 해결 방법

다음 표에는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가 요약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캐비트 해결
패킷 음성 네
트워크를 대
형 레거시 음
성 네트워크
에 연결할 때
에코.

추가 트렁크를 커미션하고 게인/감쇠를 변
경하여 통화를 적절한 설정으로 트렁크를
통해 라우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서드파티
에코 취소를 구축합니다.향상된 Cisco 에
코 취소 기술을 기다립니다.

게이트웨이
및 PBX 측의

유사한 설정을 사용하여 기존 사이트에서
작동 중인 PBX 구성을 얻습니다.



QSIG 매개 변
수가 일치하
지 않습니다.
발신된 통화
디렉토리에
저장되지 않
은 외부 회선
을 선택하는
숫자

게이트웨이 컨피그레이션에서 선행 숫자
를 삭제하고 경로 패턴에서 pre-dot
discard 작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TAC 케이스

다음 표에는 TAC 케이스로 발생한 모든 문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또한 구축 팀에서 로컬로 해결
한 기타 중요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례
번
호

설명 상태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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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G 채널 잠금.

처음에는 옵션(2)에서 옵션
(1)으로 Nortel PBX의 LD17 채
널 협상(CNEG) 매개변수를 재
구성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러
나 잠시 후에 문제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그 후 PBX 공급
업체는 PBX의 PRI QSIG 설정
을 ESIG(GF QSIG 설정)에서
ESGF(유럽 QSIG 설정)로 변
경했습니다. 수정 후에는 채널
잠금이 중단되었지만 상위
15개 채널만 작동했습니다.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ISDN 연속
적 bchan 명령이 VoIP 라우터
에서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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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8

B-채널 불일치 -
Nortel PBX가 채널
31을 제어 채널로 사
용하는 반면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PRI는 채널 16을 사
용합니다.

PRI QSIG 인터페이스에서
ISDN continuous-bchan 명령
을 구성하여 해결했습니다.이
명령은 B-channels 1에서
30(채널 16을 생략함)이 시간
슬롯 1에서 31까지 매핑되도록
연속 베어러 채널 처리를 지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주-
qsig 스위치 유형 옵션이 isdn
switch-type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된 경우에만 E1 PRI 인터
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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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7200 에코 취소
자가 에코를 취소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반향의

시나리오 1:음성 게이트웨이의
출력 감쇠 및 입력 게인을 조정
하고 PBX의 패딩을 조정하면
에코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
니다.최종 설정은 다음과 같습



소리가 너무 커서 취
소자가 취소할 수 없
습니다.시나리오
2:반향은 32ms 이상
지연되며, 이는
7200개의 취소자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니다.
Cisco 7200 PRI 입력 게인
= 0

●

Cisco 7200 PRI 출력 감쇠
= 3

●

Cisco 7200 CAS 입력 게
인 = -2

●

Cisco 7200 CAS 출력 감
쇠 = 0

●

PBX PRI TX 감쇠 = 2●

PBX PRI RX 감쇠 = 4●

PBX CAS TX 감쇠 = 0●

PBX CAS RX 감쇠 = 5●

잔류 에코는 RTP 스트림의 처
음 1~2초에 고정 소음으로 발
생합니다.적응형 알고리즘이
오디오 스트림에서 학습하고
효과적인 취소를 나타내려면
기간이 불가피합니다.시나리오
2:아날로그 음성 네트워크에서
는 32ms 이상의 에코 테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패
킷 음성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코 취소 커버리
지가 현재 최대 32ms에 달하므
로 개발 작업은 서드파티
G.168 호환 에코 취소(테일 길
이 64ms 이상)를 통합하는 코
드를 생성하는 중입니다.

— 크래커 잡음, 음질
불량(전화 로드).

IP 전화기에 P003Q301 펌웨어
를 로드했습니다.Q 로드는 지
터 및 지연에 더 강력합니다.

—

QSIG를 통해 외부
번호로 전화를 걸 때
IP 전화에 다시 연결
되지 않습니다.

설정 메시지에 3의 진행률 표
시기(PI)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면 게이트웨이는 벨소리 신호
음을 생성하지 않습니다(원래
주소는 ISDN이 아님). 이는 게
이트웨이가 PI가 3이 없으면
원래 스위치가 ISDN이라고 가
정하고 스위치가 대신 벨소리
신호음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
하기 때문입니다.PI가 3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게이트웨
이는 ISDN 스위치가 링을 생성
하기를 기대하지만 ISDN 스위
치가 링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ISDN 간 네트워킹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게이트웨
이가 벨소리 신호음을 생성하
도록 하려면 VoIP 다이얼 피어
에서 progress_ind를 구성합니



다.
dial-peer voice 1 voip

 destination-pattern 8...

  progress_ind setup enable 3

  session target

ipv4:192.168.2.10

  dtmf-relay h245-alphanumeric

  codec g711ulaw

  ip precedence 5

그런 다음 위 명령을 사용하면
게이트웨이가 ISDN에서 수신
되는 통화에 대해 벨소리를 강
제로 제공하고 해당 VoIP 다이
얼 피어를 동시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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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MF 기간에는 차
이가 있습니다.이는
Catalyst가 음성 메
일 시스템에서 보낸
DTMF 신호음을 올
바르게 인식하지 못
하기 때문일 수 있습
니다.Catalyst 카드
에서 DTMF 기간은
기본적으로
300ms입니다.음성
메일에서 오는 경우
기간은 130ms입니
다.Otel 사양을 사용
하려면 핸드셰이크
가 제대로 작동하려
면 초당 최소 5자리
숫자가 필요합니다
.Cisco
CallManager는 현재
300ms의 H245-
SIGNALING을 전송
하여 총 300*5 =
1.5초입니다.이 기간
동안 음성 메일 네트
워킹 헤더가 완전히
수신되기 전에 Octel
음성 메일 시간이 초
과되었습니다.

FXS 카드와 함께 로드된 Cisco
3640 게이트웨이(H.323 디바
이스)를 사용하여 24포트 FXS
모듈(Skinny 디바이스)을 우회
했습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 간
통화에 대한 단방향
오디오입니다.

이 문제는 게이트웨이가 루프
백 인터페이스 이외의 IP 주소
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루프
백은 CallManager 트래픽이 라
우터를 떠나는 인터페이스입니
다.h323-gateway voip bind
srcaddr ip address를 이 인터
페이스에 입력하여 라우터가
지정된 IP 주소를 RTP 소스 주
소로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interface Loopback0



 description ::: Loopback for

BGP peering

 ip address 192.170.94.34

255.255.255.255

 h323-gateway voip interface

 h323-gateway voip bind

srcaddr 192.170.94.34

Cisco CallManager에서 H.323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를 이름에
서 IP 주소로 변경합니다.또한
역방향 DNS/호스트 조회에서
원치 않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

Cisco
CallManager는 메모
리 유출로 인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서비
스가 느리게 저하되
는 알려진 문제를 안
고 있습니다.일시적
인 문제 해결은 매주
Cisco
CallManager를 재부
팅하는 것이었습니
다.

CallManager 서버에 Windows
2000 서비스 팩 1 및 가상 메모
리 픽스를 설치했습니다.추가
적인 예방 조치로서, NB는 최
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
음 달 동안 CallManager를 매
주 재부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NB는 적절한 경우 주간 재부
팅을 중지하도록 결정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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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Q는 다중 2Mbps
링크를 통해 다중
PPP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LLQ 구현
에 대한 Service-
policy 명령은 불확
실한 WAN 동작을
제공하는 동안 사라
집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MPPP 번들의 모든 인터페
이스에 대해 직렬 인터페
이스의 대역폭을 최소
4800(4/3 X 3600)으로 설
정합니다.

●

12.2의 시험판 버전인
12.2.018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DE(TAC 아님)가
지원됩니다.이 버전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

다른 종류의 WAN QoS에
대한 우선 순위 큐잉을 구
현합니다.

●

—
전화기의 메시지 단
추가 처음에 작동하
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단추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설정이 필요합니다.

Service Parameters(서비
스 매개변수)에서
VoiceMailDN 필드의 값으
로 음성 메일 확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

Enterprise Parameters(엔
터프라이즈 매개변수)에서
MessageDirectoryNumber
필드의 값으로 음성 메일

●



확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

Catalyst 6509
Skinny 게이트웨이
모듈의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코드에서
버그로 인해 E1 카
드(WS-X6608)에서
높은 수준의 브로드
캐스트 트래픽이 발
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E1 카드(WS-
X6608)가 별도의 VLAN에 구
성됩니다.이렇게 하면 ARP 캐
시의 크기가 최대 3개의 항목
으로 줄어듭니다.동시에 새
Skinny 게이트웨이 펌웨어 업
그레이드(D004R300)가 모듈
에 로드되어 문제를 해결합니
다.

— WAN 링크를 통한
CoS 손실.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5)T 이상에서 새로운 기
능 중 하나는 ToS-to-CoS 매핑
입니다.이를 통해 라우터는
Catalyst 6509로 보내기 전에
CoS=ToS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그런 다음 Catalyst 6509는
라우터 포트에서 trust-cos를
위해 구성되고 여기서 내부
DSCP 값을 가져옵니다.Cisco
QoS는 DSCP를 사용하여 ToS
및 CoS 값을 유지 관리합니다.

—

ARP 테이블이 손상
되어 WS-X6624 카
드를 통해 음성 메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때 오디오 스트림이
손실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FXS 카드
(WS-X6624)가 별도의
VLAN에 구성됩니다.이렇게 하
면 ARP 캐시의 크기가 최대
3개의 항목으로 줄어듭니다.동
시에 새로운 Skinny 게이트웨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
(A002S300)가 모듈에 로드되
었습니다.

—

Octel 음성 메일 디
바이스에 연결된
FXS 포트가 자주 끊
깁니다.

이 문제는 아날로그(FXO) 연결
을 사용하는 Octel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음성 메일 디바
이스가 다른 PBX 시스템과 인
터페이스될 때 포트 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기존 PBX는 일
반적으로 전체 음성 메일 작업
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 변경
포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사용자가 FXS 카드의
개별 포트를 재설정 및 모니터
링할 수 있도록 DickTracy 유틸
리티를 도입했습니다
.DickTracy 유틸리티는 네트워
크의 모든 PC에 설치할 수 있
습니다.이를 실행하고 WS-
X6624의 IP 주소에 연결합니



다. 연결되면 옵션을 클릭합니
다.로깅을 시작한 다음 명령줄
필드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
다.포트 상태를 가져오려면 5
show states(각 포트의 상태를
제공합니다.DickTracy의 경우
포트 번호는 0을 기준으로 합
니다.블레이드의 포트 1은
DickTracy의 포트 0입니다. 포
트를 재설정하려면 다음을 입
력합니다.
4 set kill port[x]

!--- Where x is the 0-based

port number. 5 disable port x

5 enable port x

—

멀티링크 설정에 사
용할 수 있는 모니터
링이 없습니다.개별
직렬 링크는 IP를 활
성화할 수 없습니다.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사용
하여 인터페이스 상태를 폴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테스트된 옵
션은 UNIX 스크립트를 생성하
여 snmpget 명령을 사용하여
ping 스크립트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상태를
수집하는 것입니다.또 다른 옵
션은 인터페이스 상태를 수집
하기 위해 MRTG의 기능(인터
페이스 사용률을 수집하는 프
리웨어 SNMP 툴임)을 확장하
는 것입니다.이 옵션은 SNMP
기반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B30
030
9

버스 오류로 인해 라
우터가 정기적으로
재부팅됩니다.

Cisco 버그 ID 문제
CSCdm74172에 설명된 대로
PA-2FISL 하드웨어의 초기 버
전에서 비정상적인 패킷 처리
동작(등록된 고객만 해당)이 탐
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2 포
트 고속 이더넷/ISL 포트 어댑
터로 하드웨어 변경을 통해 해
결되었습니다.아래 나열된 하
드웨어 버전과 같거나 이후 하
드웨어 개정 번호가 있는 PA-
2FISL-xx 카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PA-2FISL-TX 및 PA-
2FISL-FX 하드웨어 수정 버전
1.2 하드웨어 수정 버전 2.0
NB에서 하드웨어 수정 버전
1.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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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allManager
사용자 페이지에 액
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절차를 사용하
여 해결되었습니다.

CCMAdmin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주 메뉴에서

1.

//www.cisco.com/cgi-bin/Support/Bugtool/onebug.pl?bugid=CSCdm74172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System을 클릭한 다음
Enterprise Parameters를
클릭합니다.
Enterprise Parameter 페
이지에서 LDAP를 선택합
니다.Cisco Base 및
LDAP:사용자 기본 매개
변수.(LDAP:Cisco
Base는 o=cisco.com 및
LDAP이어야 합니다
.User Base는 ou=Users,
o=cisco.com이어야 합니
다.)

2.

이러한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한
후 모든 사용자는 사용자 페이
지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매개변수가
NULL인 Cisco CallManager
3.0.4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
니다.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IP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652/tsd_technology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tsd_products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6796074-9346562?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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