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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Unified CallManager 네트워크에서 Cisco IOS® Voice Gateway 라우터에 대
한 향상된 트랜스코딩 및 회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CallManager C549 또는 C5510에 등록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있습니다. DSP 유형은 DSP 리소스가 Cisco CallManager에 등록하는 방법을 결정합
니다.C5510s는 Cisco CallManager에 Cisco IOS Enhanced(Conference Bridge 또는
Transcoder)로 등록하고 C549s는 Cisco IOS(Conference Bridge or Transcoder) 유형으로 등록합
니다.이 문서에서는 차세대 PVDM2 DSP의 일부인 C5510 DSP로 작업합니다.

음성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회의 및 트랜스코딩 사전 요구 사항

DSP 리소스

컨퍼런싱, 트랜스코딩 및 하드웨어 MTP(Media Termination Point) 서비스를 위한 DSP 리소스를 제
공하고 CallManager에 Cisco IOS Enhanced Media Resource로 등록하려면 라우터에 C5510
DSP가 있어야 합니다.

코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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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디바이스에는 다음 코덱이 있어야 합니다.

Codec 트랜스코딩에 대한 패킷화
기간(ms)

G.711 a-law, G.711 u-law 10, 20 또는 30
G.729, G.729A, G.729B,
G.729AB 10, 20, 30, 40, 50 또는 60

GSM EFR, GSM FR * 20

* NM-HDV2 및 NM-HD-1V/2V/2VE에만 지원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4(9)T●

Cisco 3845 Series 라우터(온보드 DSP 모듈 포함)(PVDM2-64)●

Cisco CallManager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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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향상된 회의 및 트랜스코딩 기능 기록

Cisc
o
IOS
소프
트웨
어 릴
리스

수정

12.3(
11)T

Cisco 2800 Series 및 Cisco 3800 Series Voice
Gateway 라우터에서 PVDM2에 대한 지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음성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회의 및 트랜스코딩 제한 사항

DSP 리소스는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CallManager와 통신합니다. 다른 프로토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1700 Series의 슬롯에 대해 DSP 리소스를 활성화할 수 없으므로 dsp services dspfarm
명령이 지원되지 않으며 Cisco 1700 Series의 음성 카드에 대해 구성할 수 없습니다.

●

NM-HD-1V, NM-HD-2V 또는 NM-HD-2VE를 사용하는 Cisco 3640에서는 컨퍼런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하드웨어 MTP는 G.711 a-law 및 G.711 u-law만 지원합니다.프로파일을 하드웨어 MTP로 구성
하고 코덱을 G.711 이외의 것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no maximum sessions hardware 명령을 사
용하여 하드웨어 MTP를 제거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MTP는 음성 카드에서 dsp services dspfarm 명령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만 라
우터에서 지원됩니다.

●

각 MTP 프로파일에는 하나의 코덱만 지원됩니다.여러 코덱을 지원하려면 각 코덱에 대해 별도●



의 MTP 프로파일을 정의해야 합니다.
MTP 통화가 수신되었지만 MTP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트랜스코
딩이 사용됩니다.

●

동적 회의 및 트랜스코딩 리소스 할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팩스는 트랜스코딩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음성 게이트웨이 라우터 정보를 위한 회의 및 트랜스코딩

Cisco 회의 및 트랜스코딩을 구성하려면 다음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DSP 팜●

DSP 팜 프로필●

컨퍼런스●

트랜스코딩●

MTP●

NM-HDV2 및 NM-HD-1V/2V/2VE의 컨퍼런싱 및 트랜스코딩 기능●

NM-HDV의 컨퍼런싱 및 트랜스코딩 기능●

Cisco 1751 및 Cisco 1760의 컨퍼런싱 및 트랜스코딩 기능●

DSP 리소스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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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사용자 환경에서 이 구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습니다.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축 모델을 확인하려면 Cisco Unified CallManager 4.x 기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를 참조하십시오.

Cisco CallManager 4.1(3)은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아키텍처에 구축되며 Cisco 3845 Series Voice
Gateway를 사용하여 기업 WAN(Wide Area Network) 전반에 걸쳐 지리적 이중화를 제공합니다.음
성 게이트웨이는 통화 설정 신호 처리를 위해 CallManager에 H.323입니다.

이 예에서 DSP 리소스는 하나의 Cisco 3845 Voice Router(172.31.255.1)에서만 구성되고 Cisco
CallManager 클러스터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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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리소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를 활성화하고 구성하여 Cisco
CallManager와 통신합니다.

1.

트랜스코딩에 대한 DSP 리소스를 구성합니다.2.
Cisco CallManager 그룹을 만들고 DSP 팜 트랜스코딩 프로필을 연결합니다.3.
컨퍼런싱을 위한 DSP 리소스를 구성합니다.4.
Cisco CallManager 그룹을 만들고 DSP 팜 회의 프로필을 할당합니다.5.
CallManager에 대한 SCCP 연결의 기본 설정을 수정합니다(선택 사항).6.
Cisco CallManager에서 트랜스코딩용 미디어 리소스를 구성합니다.7.
Cisco CallManager에서 컨퍼런싱을 위한 미디어 리소스를 구성합니다.8.
Cisco CallManager에서 미디어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할당합니다.9.

Cisco CallManager에서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을 만들고 할당합니다.10.
DSP 팜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11.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를 활성화하고 구성하여 Cisco
CallManager와 통신합니다.

1.

트랜스코딩에 대한 DSP 팜 프로필을 구성합니다.참고: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3(8)T
이상이 필요합니다.

2.

Cisco CallManager 그룹을 만들고 DSP 팜 트랜스코딩 프로필을 연결합니다.참고: 이 절차에
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3(8)T 이상이 필요합니다.

3.

컨퍼런싱을 위한 DSP 팜 프로필을 구성합니다.4.
Cisco CallManager 그룹을 만들고 DSP 팜 회의 프로필을 할당합니다.5.
CallManager에 대한 SCCP 연결의 기본 설정을 수정합니다(선택 사항).6.
Cisco CallManager에서 트랜스코딩용 미디어 리소스를 구성합니다.이렇게 하려면 트랜스코
더를 추가하고 Cisco IOS에 Cisco CallManager에서 Cisco IOS Enhanced Media Termination
Point로 구축된 트랜스코딩 프로필을 등록합니다.Cisco CallManager에 트랜스코더를 추가하
고 DSP 리소스에 적합한 트랜스코더 유형을 선택합니다.일반적으로 트랜스코더 유형 Cisc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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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Enhanced Media Termination Point는 등록된 DSP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예: C549s
대
C5510s).

Cisco CallManager에서 트랜스코더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Cisco IOS에서 생성된 프로필에 등
록합니다.디바이스 이름은 Cisco IOS에서 생성된 프로파일 이름과 동일합니다
.

Cisco CallManager에서 트랜스코더를 재설정하여 등록을 활성화합니다.참고: 리셋 후 트랜스
코더가 등록되지 않으면 Cisco CallManager에서 프로필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할 수 있습
니다.IOS에서 sccp 및 dspfarm 등록을 반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해 보십시오
.



Cisco CallManager for Conferencing에서 미디어 리소스를 구성합니다.Feature(기능) > Media
Resource(미디어 리소스) > Conference Bridge(컨퍼런스 브리지)를 통해 Cisco
CallManager에 컨퍼런스 브리지를 추가합니다
.

Add a New Conference Bridge를 클릭합니다
.

8.



Cisco CallManager에서 컨퍼런스 브리지 프로필을 구성하여 Cisco IOS에서 생성된 프로필에
등록합니다.디바이스 이름은 Cisco IOS에서 생성된 프로파일 이름과 동일합니다.일반적으로
컨퍼런스 브리지 유형 Cisco IOS Enhanced Conference Bridge는 등록된 DSP 유형(예:
C549s 대 C5510s)에 따라 달라집니다
.

Cisco CallManager에 등록하도록 프로파일에 대한 전화회의 브리지를 재설정합니다.참고: 재
설정 후 전화회의 브리지가 등록되지 않으면 Cisco CallManager에서 프로필을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IOS에서 sccp 및 dspfarm 등록을 반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해 보십시오
.



Cisco CallManager에서 미디어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할당합니다.9.
Cisco CallManager에서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을 만들고 할당합니다.10.
DSP 리소스 구성을 확인합니다.11.

Cisco CallManager에서 미디어 리소스 그룹 및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예는 미디어 리소스 인터랙티브 음성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예에 있습니다.

참고: 컨퍼런싱 및 트랜스코딩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PVDM2s 또는 네트워크 모듈의 수를
확인하고 라우터에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SP 리소스 요구
사항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음성 게이트웨이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루프백 주소를 H.323 신호 처리를 위한 가상
인터페이스로 사용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회의, 트랜스코딩 및 MTP 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show running-config—show running-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MTP 프로필의 컨피그레이션을 표
시합니다.

●

show sccp ccm group [group-number] - 이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CallManager 그룹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

show dspfarm profile [profile-number] - 이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된 DSP 팜 프로필을 확인합니
다.

●

show dspfarm all - 이 명령을 사용하여 DSP 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show sccp - 이 명령을 사용하여 DSP 팜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how sccp connections—이 명령을 사용하여 활성 SCCP 연결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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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media resource status - 현재 미디어 리소스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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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running-config—show running-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MTP 프로필의 컨피그레이션을 표
시합니다.

●

show sccp ccm group [group-number]—이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CallManager 그룹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

show dspfarm profile [profile-number]—이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된 DSP 팜 프로필을 확인합니
다.

●

show dspfarm all - 이 명령을 사용하여 DSP 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show sccp - 이 명령을 사용하여 DSP 팜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how sccp connections - 이 명령을 사용하여 활성 SCCP 연결을 확인합니다.●

show media resource status - 이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미디어 리소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자세한 문제 해결 정보는 음성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향상된 회의 및 트랜스코딩 구성을 참조하십시
오.

관련 정보

음성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대한 향상된 회의 및 트랜스코딩 구성●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docs/ios/12_3/vvf_c/interop/intcnf2.html#wp1029173
//www.cisco.com/en/US/docs/ios/12_3/vvf_c/interop/intcnf2.html#wp1004679?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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