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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의 다양한 기능(예: 음성 다이얼 피어의 다중
대상 패턴 지원, 수신 통화 및 전화 번호, 대상 다이얼 피어 그룹, 대상 서버 그룹,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Ping Keepalive group(OOD) 옵션,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에 대해
다중 E.164 일치 패턴)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성 다이얼 피어에서 다중 대상 패턴 지원(15.2(4)S 이후)

  



배경 정보

가장 긴 접두사 일치

CUBE 및 SIP 게이트웨이에서 한 음성 다이얼 피어에 하나의 대상 패턴만 있는 경우 여러 대상 패턴
이 사용될 때 다이얼 피어 컨피그레이션이 크게 발생합니다.다이얼 피어에서 여러 대상 패턴을 지
원하는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컨피그레이션이 크게 간소화되고 축소되었습니다.

다이얼 피어 선택은 가장 긴 접두사 일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계속 진행됩니다.다이얼 피어에 여
러 대상 패턴이 있는 경우 가장 긴 일치 패턴을 다이얼 피어에 대한 일치 패턴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얼 피어 A에 두 개의 패턴이 일치하고 하나는 3개의 숫자와 일치하고 다른 하나는
4개의 숫자와 일치하면 이 다이얼 피어는 4개의 숫자와 일치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E164 패턴 맵

E164 패턴 맵은 여러 E164 대상 패턴을 포함합니다.E164 맵은 내부(플래시) 또는 외부 위치
(TFTP/HTTP 서버)에 저장되는 별도의 텍스트 파일일 수 있습니다. 

CLI - E164 패턴 맵에 E164 패턴 엔트리를 추가하고 모든 정보를 음성 게이트웨이에 저장합니다.

텍스트 파일 - 텍스트 파일에 E164 패턴 엔트리를 만들고 지원되는 내부 또는 외부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텍스트 파일 로드 - 음성 클래스 E164-pattern-map load 명령을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쉽게 업데
이트한 다음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E164 패턴 맵 검증

E164 패턴 맵은 다이얼 피어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외부 텍스트 파일을 로드하지 못하거나 패턴
의 형식이 E.164 번호에 대해 잘못된 경우 이 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맵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나타내는 콘솔 또는 syslog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Show dial peer voice command can be used to check the same.

Show voice class e164-pattern-map can also be used.

구성

E164 맵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두 방법 모두 음성 클래스 E164 pattern-map 명령
으로 시작하여 E164 패턴 맵을 만들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 다음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방법 1. CLI

CLI - E164 패턴 맵에 E164 패턴 엔트리를 추가하고 모든 정보를 음성 게이트웨이에 저장합니다.

텍스트 파일 - 텍스트 파일에 E164 패턴 엔트리를 만들고 지원되는 내부 또는 외부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저장합니다.음성 클래스 E64-pattern-map load 명령을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쉽게 업데이
트한 다음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CLI 컨피그레이션



CUBE(config)#voice class e164-pattern-map

CUBE(config-class)# ?

VOICECLASS configuration commands:

 description  e164 pattern map specific description

 e164         Set E164 pattern for the map

 exit         Exit from voice class configuration mode

 help         Description of the interactive help system

 no           Negate a command or set its defaults

 url          Set the URL of the file for the map

CUBE(config-class)#e164 

CUBE(config-class)#e164 

….

CUBE(config-class)#exit

Following the creation of the E164 Map, we can link it with the dial-peer as follows :

CUBE(config) #dial-peer voice XXX voip

CUBE(config-dial-peer)#destination e164-pattern-map

  

컨피그레이션 예시

Voice class e164-pattern-map 10

e164 911

e164 9.T

dial-peer voice 100 voip

destination e164-pattern-map 10

방법 2. 텍스트 파일

필요한 E164 패턴 목록을 사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이 예제에서 설명한 대로 .cfg 파일로 저
장합니다.

Ex. In a file named “e164-pattern-map.cfg”

! This is an example of the contents of E164 patterns text file  

! This is a comment line                                              

!                                              

911



9.T

파일을 pattern-map에 연결하려면 이 컨피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CUBE(config)#voice class e164-pattern-map

CUBE(config-class)#?

VOICE-CLASS configuration commands:

 description  e164 pattern map specific description

 e164         Set E164 pattern for the map

 exit         Exit from voice class configuration mode

 help         Description of the interactive help system

 no           Negate a command or set its defaults

 url          Set the URL of the file for the map

CUBE(config-class)#url ?

 WORD  URL of the file for the map

CUBE(config-class)#url  {tftp:// |http:// |flash: |ftp://  |bootflash: }path/

CUBE#voice class e164-pattern-map load

컨피그레이션 예시

Voice class e164-pattern-map 200

url tftp://10.35.76.41/files/e164-pattern-map.cfg

다음을 확인합니다.

명령 표시

표시된 대로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

Show voice class e-164-pattern-map 100

Show voice class e164-pattern-map summary

Show dial-peer voice summary

show dial-peer voice <tag>

문제 해결

CLI의 다음 디버그를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bug voip dialpeer

-debug voip application callsetup

-debug voip ccapi inout



표시된 대로 E164 맵 100에 연결된 다이얼 피어 1000의 대상 번호 101234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에 전화를 겁니다.

*Jun 27 14:28:42.335 PST: //241//Call:/CS_Placecall: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dpMatchPeersCore:

  Calling Number=, Called Number=101234, Peer Info Type=DIALPEER_INFO_SPEECH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dpMatchPeersCore:

  Match Rule=DP_MATCH_DEST; Called Number=101234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dpMatchCore:

  Dial String=101234, Expanded String=101234, Calling Number=

  Timeout=TRUE, Is Incoming=FALSE, Peer Info Type=DIALPEER_INFO_SPEECH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vepm_match_pattern_map:

  DEPM 100 use caching dialstring 101234T status 0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MatchNextPeer:

  Result=Success(0); Outgoing Dial-peer=1000 Is Matched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dpMatchPeersCore:

  Result=Success(0) after DP_MATCH_DEST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dpMatchSafModulePlugin:

  dialstring=101234, saf_enabled=0, saf_dndb_lookup=1, dp_result=0

*Jun 27 14:28:42.335 PST: //-1/xxxxxxxxxxxx/DPM/dpMatchPeersMoreArg:

  Result=SUCCESS(0)

  List of Matched Outgoing Dial-peer(s):

    1: Dial-peer Tag=1000

수신 전화 및 전화 번호에 대한 다중 E.164 일치 패턴(15.4(1)T 이후)

배경 정보

E164 패턴 맵 기능은 수신 다이얼 피어에서 발신 및 발신 번호 매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BE 10.0에 도입됨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 시퀀스

Called number는 E164-pattern-map이라는 수신 called-number 또는 incoming과 일치합니다.●

 발신 번호는 응답 주소 또는 수신 발신 E164 패턴 맵과 일치합니다.●

호출 번호가 대상 패턴과 일치합니다.●

구성

Under voice class :

incoming called e164-pattern-map <vc-epm-tag>

incoming calling e164-pattern-map <vc-epm-tag>

다음을 확인합니다.

명령 표시 및 디버그

명령 표시



표시된 대로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

CUBE#show dial-peer voice 512 | include e164-pattern-map

CUBE#show dialplan incall sip calling 45671111 | include e164-pattern-map

CUBE#show dial-peer voice 2345 | include e164-pattern-map

CUBE#show dialplan incall h323 calling 5000 | include e164-pattern-map

   

디버그 명령

표시된 대로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합니다.

debug voip dialpeer all– gives an extensive dial peer match logs.

debug voip dialpeer– for minimum logs on dial peer matching .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다이얼 피어 그룹(15.4(1)T 이후)

배경 정보

다이얼 피어 그룹화 기능에서는 다이얼 피어 그룹을 음성 클래스 dpg <tag> 아래에 있는 다이얼 피
어 그룹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상 dpg <tag>는 수신 다이얼 피어에서 다이얼 피어 그룹을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신 다이얼 피어가 일치하면 해당 dpg의 일부이며 그 아래에 정의된 다이얼 피어가 특정 통화의 아
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일치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다이얼 피어 헌트 명령줄 지원을 통해 대상 dpg 다이얼 피어를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따라서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를 선택하는 데 통화 번호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dpg
다이얼 피어에 대해 일치하는 가장 긴 일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이얼 피어 헌트 정렬
중에 모든 dpg 다이얼 피어에 일치하는 숫자 수(0)의 동일한 값이 적용됩니다.

1.

Dial-peer hunt-stop 명령줄은 마지막으로 실패한 발신 통화 설정에서 헌트가 발견되면 발신
통화 설정에서 더 이상 헌팅하지 않는 음성 클래스 dpg <tag>의 다이얼 피어에 대해 지원됩니
다.

2.

COR(Class of Restriction) 및 LPCOR(Logical Partition Class of Restriction) 검증은 dpg의 다
이얼 피어를 지원합니다.

3.

show dialplan dialpeer <in-peer-tag> number <called-number> 명령은 인바운드 다이얼 피어
에서 dpg의 대상 다이얼 피어 목록을 지원합니다.

4.

다른 다이얼 피어 그룹에서 음성 다이얼 피어를 참조하면 동일한 다이얼 피어를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종료 명령줄은 dpg를 비활성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수신 통화가 비활성 dpg와 연결되면
새 수신 통화에 대해 레거시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이 다시 시작됩니다.

6.

수신 통화가 Null 대상 다이얼 피어와 연결된 활성 dpg 또는 모든 대상 다이얼 피어가 상태에
있는 경우 수신 통화가 차단됩니다. 작업 상태는 Down입니다.

7.



구성

(config)#voice class dpg <tag>

(config-class)#dial-peer <dial peer tag> preference <preference number>

제한

++ upto 20 dp per dpg

++ preference setting of a dpg will override pref of voip dial-peer

 다이얼 피어 구성 아래

Dial-peer voice <tag> voip

Destination dpg <dpg tag>

컨피그레이션 예시

!

voice class dpg 10000

description Voice Class DPG for DP Source SJ

dial-peer 1001 preference 1

dial-peer 1002 preference 2

dial-peer 1003 preference 1

dial-peer 1004

!

dial-peer voice 4002 voip

session protocol sipv2

incoming called-number 4002

destination dpg 10000

!

  

다음을 확인합니다.

명령 표시

Show voice class dpg

Ex. CUBE#show voice class dpg 21

Voice class dpg: 21      AdminStatus: Up

 Description:

 Total dial-peer entries: 4

 Peer Tag           Pref

 --------  ----

 1                  0

 2                  0

 104                0

 1000    0

------------------------------------



문제 해결

디버그 voip dialpeer를 사용하여 선택된 DPG와 대상 패턴과 일치하는 DPG 아래의 다이얼 피어 목
록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Jul 19 10:15:53.311 IST: //-1/ED647BD1B0F9/DPM/dpMatchPeersCore:

  Outbound Destination DPG Group Request; Destination DPG=21

*Jul 19 10:15:53.311 IST: //-1/ED647BD1B0F9/DPM/dpMatchDestDPGroup:

  Result=0

*Jul 19 10:15:53.311 IST: //-1/ED647BD1B0F9/DPM/dpMatchPeersCore:

  Result=SUCCESS(0) after DestDPGroup

*Jul 19 10:15:53.311 IST: //-1/ED647BD1B0F9/DPM/dpMatchSafModulePlugin:

  dialstring=244510104, saf_enabled=0, saf_dndb_lookup=1, dp_result=0

*Jul 19 10:15:53.311 IST: //-1/ED647BD1B0F9/DPM/dpMatchPeersMoreArg:

  Result=SUCCESS(0)

  List of Matched Outgoing Dial-peer(s):

    1: Dial-peer Tag=104

    2: Dial-peer Tag=1000

    3: Dial-peer Tag=102

    4: Dial-peer Tag=101

   5: Dial-peer Tag=104

대상 서버 그룹(15.4(1)T 이후)

배경 정보

여러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는 다른 대상을 통해 헌트(hunt)하는 수신 통화가 필요할 때 정의됩니
다.동일한 통화 기능 설정이 사용되더라도 각 대상마다 별도의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설정이 필
요합니다.

대상 서버 그룹은 새 음성 클래스 server-group <tag> 설정에서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대상을 지원합
니다.

SIP 다이얼 피어는 새 세션 server-group <tag> 명령줄을 통해 서버 그룹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버 그룹이 있는 SIP 다이얼 피어가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로 선택된 경우 서버 그룹의
대상이 발신 통화 설정에 사용됩니다.

새 OOD 옵션 Ping Keepalive Group은 서버 그룹이 세션 대상으로 있는 SIP 다이얼 피어를 지원합
니다.별도의 옵션 Ping Keepalive 연결은 서버 그룹의 각 원격 대상에 설정됩니다.서버 그룹의 모든
Option Ping keepalive 연결이 시간 초과인 경우 다이얼 피어가 BUSYOUT 상태가 됩니다.

서버 그룹은 OOD 옵션 Keepalive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다이얼 피어당 별도의 OOD 옵션
Keepalive 연결 사용).

서버 그룹이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의 대상으로 참조되면 서버 그룹의 ipv4/ipv6 ip 주소가 ip 신뢰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고객은 show ip address trust list 명령을 사용하여 ip 신뢰 주소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NS(Domain Name Server) 세션 대상이 서버 그룹의 대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성



CUBE(config)#voice class server-group <tag>

VOICECLASS configuration commands:

  description   Description of a dialpeer group

 exit         Exit from voice class configuration mode

 help         Description of the interactive help system

 hunt-scheme  List of IP targets hunt method

 ipv4         ipv4 address type

 ipv6         ipv6 address type

 no           Negate a command or set its defaults

 shutdown     Put server group to inactive state

Note: Up to 10000 “voice class server-group

컨피그레이션 예시

!

voice class server-group 1

 ipv4 1.1.1.1 preference 5

 ipv4 2.2.2.2

 ipv4 3.3.3.3 port 3333 preference 3

 ipv6 2010:AB8:0:2::1 port 2323 preference 3

 ipv6 2010:AB8:0:2::2 port 2222

!

최대 5개의 세션 대상 IP 주소를 음성 클래스 서버 그룹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IPv4 또는 IPv6
중 하나이거나 둘 모두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

IPv4 및 IPv6 주소가 모두 추가될 경우 프로토콜 모드가 이중 스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

hunt-scheme round-robin 명령은 기본 설정을 재정의하는 라운드 로빈 순서로 세션 대상 항목
목록을 정렬하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hunt-scheme preference 명령은 해당 기본
설정에 따라 정렬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본 설정 <0-5> 명령줄은 각 세션 대상 주소에 대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헌트-구성표 기본 설정 명령이 정의되면 동일한 기본 설정의 세션 대상 항목이 임의의 순
서로 정렬됩니다.

●

shutdown 명령줄은 서버 그룹을 비활성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서버 그룹이 비활성 상태인
SIP 다이얼 피어는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

음성 클래스 server-group <tag>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서버 그룹을 삭제하면 session server-
group <tag> 명령줄에 의해 이 그룹과 연결된 모든 VoIP 다이얼 피어가 제거됩니다.

●

다음을 확인합니다.

명령 표시 및 디버그

show voice class server-group 1

1.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SIP OOD 옵션 Ping Keepalive 그룹(15.4(1)T 이후)

배경 정보

기존 SIP OOD(Out-of-dialog) 옵션 Ping 기능은 SIP 레벨 및 해당 SIP 다이얼 피어 대상에서
keepalive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서로 다른 SIP 다이얼 피어에 동일한 대상을 저장하더라도 각 활
성 SIP 다이얼 피어에 대해 Ping 연결이 설정됩니다.

이 기능은 동일한 OOD 옵션 Ping 설정으로 SIP 다이얼 피어를 그룹화하여 SIP OOD 옵션 Ping 연
결을 통합합니다.

새 음성 클래스 sip-keepalive-profile <tag> 명령을 사용하여 OOD 옵션 Ping 설정을 정의합니다.

SIP 다이얼 피어의 새 음성 클래스 sip options-keepalive profile <tag> 명령줄이 새 프로필을 참조하
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대상 및 OOD 옵션 Ping 프로파일 설정을 사용하는 여러 SIP 다이얼 피어에 대한
대상으로 통합된 SIP OOD 옵션 Ping 연결이 설정됩니다.

연결된 다이얼 피어는 옵션 Ping keepalive 연결 상태의 상태에 따라 ACTIVE 및 BUSYOUT 상태로
전환됩니다.

시스템당 최대 10000개의 음성 클래스 sip-options-keepalive <tag>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하위 명령은 각 SIP Options Keepalive 프로필에서 정의됩니다. 설명, 전송 {tcp [tls],
udp}, 음성 클래스 sip-profile <tag>, 종료, retry <count>, up-interval <seconds>, down-interval
<seconds>

●

shutdown 명령은 SIP Options Keepalive 프로필을 비활성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관련
OOD 옵션 ping keepalive 연결이 일시 중단됩니다.관련 SIP 다이얼 피어가 ACTIVE 상태로 업
데이트됩니다.

●

no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tag> 명령을 사용하여 keepalive 옵션 프로필을 삭제하면
voice-class sip options-keepalive profile <tag> 명령줄을 통해 이 프로필과 연결된 모든 VoIP
다이얼 피어가 제거됩니다.

●

새로운 show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tag>}는 SIP Options Keepalive 프로필 설정
과 실시간 다이얼 피어 OD 옵션 Ping 연결 상태 정보를 지원합니다.

●

서버 그룹의 모든 대상에 대해 Option ping 연결이 시간 초과되면 이 서버 그룹에 연결된 모든
SIP 다이얼 피어가 BUSYOUT 상태가 됩니다.

●

새 SIP 다이얼 피어 음성 클래스 sip options-keepalive profile <tag> 명령줄은 기존 음성 클래스
sip option-keepalive [down-interval <value> | up-interval <value> | <value>]를 다시 시도하십시
오.

●

OOD 옵션인 Ping Keepalive 그룹을 사용하면 원격 대상 기반마다 ping keepalive 연결이 설정
됩니다.그러나 기존 옵션 ping에서 ping keepalive 연결 옵션은 다이얼 피어 기반마다 설정됩니
다.

●

동일한 대상이 여러 다이얼 피어에서 정의된 경우 OOT 옵션 Ping Keepalive 그룹을 대신 사용
해야 합니다.

●

구성



N-cube-2911(config)#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

  <1-10000>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tag

N-cube-2911(config)#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10

N-cube-2911(config-class)#?

VOICECLASS configuration commands:

  description    Description of a options-keepalive profile

 down-interval  OPTIONS keepalive timer interval for DOWN endpoint

 exit           Exit from voice class configuration mode

 help           Description of the interactive help system

 no             Negate a command or set its defaults

 retry          Retry count for OPTIONS keepalive retransmission

 shutdown       Put sip-options-keepalive to inactive state

 sip-profiles   Voice Class SIP Profiles

 transport      The transport layer protocol setup

 up-interval    OPTIONS keepalive timer interval for UP endpoint

컨피그레이션 예시

N-cube-2911#sh run | sec voice class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1

 description UDP Options consolidation

 down-interval 49

 up-interval 180

 retry 7

 transport udp

N-cube-2911#sh run | sec dial-peer

dial-peer voice 1 voip

 destination-pattern 6666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10.104.45.253

 voice-class sip options-keepalive profile 1

dial-peer voice 2 voip

 destination-pattern 5555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10.104.45.253

 voice-class sip options-keepalive profile 1

이 예에서는 레거시 sip options-keepalive가 이미 정의된 경우 SIP Options Keepalive 프로필 설정
이 차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CUBE(config)#dial-peer voice 4002 voip

CUBE(config-dial-peer)#session protocol sipv2

CUBE(config-dial-peer)#voice-class sip options-keepalive ?

 down-interval  OPTIONS keepalive timer interval for DOWN endpoint

 profile        Consolidate Options Keepalive profile setup

 retry          Retry count for OPTIONS keepalive retransmission

 up-interval    OPTIONS keepalive timer interval for UP endpoint

 <cr>

CUBE(config-dial-peer)#voice-class sip options-keepalive

CUBE(config-dial-peer)#voice-class sip options-keepalive profile 1

%ERROR: "voice-class sip-options-keepalive" is already defined

다음을 확인합니다.



명령 표시 및 디버그

1.sh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1

2.sh dial-peer voice summary

문제 해결 - 서버 그룹이 구성됨

서버 그룹 구성

ASR_DP_N2#sh run | sec voice class

voice class server-group 1

 ipv4 10.104.45.253

 ipv4 9.44.44.9

 ipv4 10.104.45.31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configuration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1

 transport udp

다이얼 피어를 서버 그룹 및 음성 클래스 sip-options-keepalive와 연결

ASR_DP_N2#sh run | sec dial-peer

dial-peer voice 1 voip

 destination-pattern 6666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ransport udp

 session server-group 1

 voice-class sip options-keepalive profile 1

ASR_DP_N2#sh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Voice class sip-options-keepalive: 1             AdminStat: Up

Transport: udp          Sip Profiles: 0

 Interval(seconds) Up: 60                Down: 30

 Retry: 5

 Peer Tag      Server Group    OOD SessID      OOD Stat        IfIndex

 --------      ------------    ----------      --------        -------

 1             1                               Active          10

 Server Group: 1                OOD Stat: Active

  OOD SessID   OOD Stat

  ----------   --------

  14           Active

  15           Busy

  16           Busy

 OOD SessID: 14                  OOD Stat: Active

 Target: ipv4:10.104.45.253

 Transport: udp                 Sip Profiles: 0

 OOD SessID: 15                  OOD Stat: Busy

 Target: ipv4:9.44.44.9

 Transport: udp                 Sip Profiles: 0

 OOD SessID: 16                  OOD Stat: Busy

 Target: ipv4:10.104.45.31

 Transport: udp                 Sip Profiles: 0

ASR_DP_N2#sh dial-peer voice summary

dial-peer hunt 0

            AD                                    PRE PASS                OUT



TAG    TYPE  MIN  OPER PREFIX    DEST-PATTERN      FER THRU SESS-TARGET    STAT PORT   

KEEPALIVE

1      voip  up   up             6666               0  syst                               active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15.4(2)T 이후)

배경 정보

현재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은 다음 다이얼 피어 일치 패턴 설정으로 제한됩니다. 이
는 정적이며 다이얼 플랜 요구 사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 호출 번호●

대상 uri(호스트/패턴/사용자 ID/전화)●

캐리어 ID 대상●

기존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 일치 순서:

대상 URI 및 대상 캐리어 ID●

수신자 번호 및 대상 운송업체 ID●

대상 URI●

전화 번호●

대상 캐리어 ID●

하나의 정적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 정책은 모든 고객의 다이얼 플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습
니다.

새로운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일치 특성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사용●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전환●

참조자●

발신 번호●

수신 통화 기반당 새로운 사용자 정의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 정책●

프로비전 정책에는 일치 특성 및 우선 순위를 저장하는 두 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정책의 각 규칙에서 최대 2개의 일치 특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정책 설정은 수신 음성 통화에 연결된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와 일치시키는 데 사
용됩니다.

●

다음은 프로비저닝 정책에서 지원되는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일치 특성 목록입니다.●

destination-pattern or destination e164-pattern-map

destination uri

destination uri via (new)

destination uri to (new)

destination uri from (new)

destination uri diversion (new)

destination uri referred-by (new)



destination calling e164-pattern-map (new)

carrier-id target

새 CLI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

 새로운 글로벌 음성 클래스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 정책 <tag> 프로파일이 추가되어 다이얼 피어
일치 특성 집합을 저장하고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 중에 사용할 순서를 저장합니다.

다음 명령줄이 이 새 음성 클래스에 포함됩니다.

설명1.
기본 설정 <1 - 2> <match-attribute> [<match-attribute>] 정책에서 최대 2개의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각 규칙에는 최대 2개의 일치 특성이 있습니다.match-attributes 키워드 목록:발신
자, 통화, 캐리어 ID, 전환, 발신자, 수신, uri, via

2.

종료 프로비전 정책이 종료되면 수신 통화에 대해 레거시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프로비저닝
이 복원됩니다

3.

destination provision-policy

2.

 수신 통화의 프로비저닝 정책을 정의하기 위한 voip dial-peer의 새 명령줄입니다.

구성

음성 클래스 프로비저닝 정책 정의

CUBE(config)#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

 <1-10000>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 policy tag

CUBE(config)#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

CUBE(config-class)#?

VOICECLASS configuration commands:

 description  Description of a dialpeer provision-policy

 exit         Exit from voice class configuration mode

 help         Description of the interactive help system

 no           Negate a command or set its defaults

 preference   Add a dial-peer provision policy preference rule

 shutdown     Put a dial-peer provision policy to inactive state

CUBE(config-class)#preference ?

  <1-2>  Preference order

CUBE(config-class)#preference 1 ?

  called   Match called number calling Match calling number carrier-id  Match carrier id

  diversion Match diversion uri from   Match from uri  referred-by Match referred-by uri

  to        Match to uri        uri    Match destination uri   via Match via ur

수신 다이얼 피어에 음성 클래스 프로비전 정책 연결



CUBE(config)#dial-peer voice 1 voip

CUBE(config-dial-peer)#destination provision-policy ?

  <1-10000>  The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tag number.

일치 패턴으로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정의

CUBE(config)#dial-peer voice 2 voip

CUBE(config-dial-peer)#destination ?

  calling                Match destination calling number

 dpg                      Configure voice class dpg

 e164-pattern-map        Configure voice class to match destination e164-pattern-map

 provision-policy           Configure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route-string                     Match destination route-string

 uri                        Configure voice class to match destination URI

 uri-diversion                   voice class uri to match sip diversion header

 uri-from            voice class uri to match sip from header

 uri-referred-by              voice class uri to match sip referred-by header

 uri-to                  voice class uri to match sip to header

 uri-via                voice class uri to match sip via header

프로비전 정책 정의

router(config)#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

router(config-class)#description MatchBasedonCalled

router(config-class)#preference 1 called

router(config-class)#no shutdown

수신 다이얼 피어에 프로비전 정책 연결

router(config-class)#dial-peer voice 301 voip

router(config-dial-peer)#destination provision-policy 1

router(config-dial-peer)#end

프로비전 정책 정의

router(config)#voice class e164-pattern-map 1

router(config-class)#e164 1111000010

router(config)#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

router(config-class)#description MatchBasedOnCalling

router(config-class)#preference 1 calling

수신 다이얼 피어에 프로비전 정책 연결

router(config)#dial-peer voice 301 voip

router(config-dial-peer)#destination provision-policy 1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정의

router(config)#dial-peer voice 302 voip

router(config-dial-peer)#destination calling e164-pattern-map 1

컨피그레이션 예시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00

description match only called

 preference 1 called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01

 description match both calling and called

 preference 2 calling called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02

 description match calling first; if no match then match called

 preference 1 calling

 preference 2 called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200

 description match both referred-by and via header; if no match then match dest-uri

 preference 1 referred-by via

 preference 2 dest-uri

다음을 확인합니다.

새 show 명령 추가됨

show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

라우팅 정책 프로필 설정 및 현재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새 show voice class routing policy
[<tag>]가 추가되었습니다. 

표시 예가 표시됩니다.

router#show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Voice class dial-peer provision-policy: 100

Status: Active

 Description: match only called

 Match Entries:

called

문제 해결

디버깅에 도움이 되는 활성화 로그

debug voip dialpeer inout

●

디버깅에 유용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show call active voice

●

발신 번호에 따라 다이얼 피어의 일치 로그 디버그

Nov 5 12:39:41.836 IST: //-1/136B8196800E/DPM/dpMatchPeersCore: Calling Number=1111000010,

Called Number=2084, Peer Info Type=DIALPEER_INFO_SPEECH

 Nov 5 12:39:41.836 IST: //-1/136B8196800E/DPM/dpMatchDestDPProvPolicy: Calling

Number=1111000010, Called Number=2084, DPProvPolicy=1 ---> Voice Class Provision Policy used for

Outbound Dial Peer Selection

Nov 5 12:39:41.836 IST: //-1/136B8196800E/DPM/dpMatchDestDPProvPolicy: Result=Success(0)

after DP_MATCH_DEST_CALLING  ---> Match Attribute used for Dial Peer Selection

Nov 5 12:39:41.836 IST: //-1/136B8196800E/DPM/dpMatchPeersCore: Result=SUCCESS(0) after

DestDPProvPolicy

Nov 5 12:39:41.836 IST: //-1/136B8196800E/DPM/dpMatchSafModulePlugin: dialstring=2084,



saf_enabled=0, saf_dndb_lookup=1, dp_result=0

Nov 5 12:39:41.836 IST: //-1/136B8196800E/DPM/dpMatchPeersMoreArg: Result=SUCCESS(0) List of

Matched Outgoing Dial-peer(s): 1: Dial-peer Tag=302 ---> Outbound Dial-peer used for call

routing

Debug logs for Dial Peer match based on VIA URI

Nov  5 12:46:42.069 IST: //-1/0DE5FAC48062/DPM/dpMatchPeersCore:   Calling Number=, Called

Number=2084, Peer Info Type=DIALPEER_INFO_SPEECH

Nov  5 12:46:42.069 IST: //-1/0DE5FAC48062/DPM/dpMatchDestDPProvPolicy:   Calling Number=,

Called Number=2084, DPProvPolicy=1 ---> Voice Class Provision Policy used for Outbound Dial Peer

Selection

Nov  5 12:46:42.069 IST: //-1/0DE5FAC48062/DPM/dpMatchDestDPProvPolicy:   Result=Success(0)

after DP_MATCH_DEST_VIA_URI  ---> Match Attribute used for Dial Peer Selection

Nov  5 12:46:42.069 IST: //-1/0DE5FAC48062/DPM/dpMatchPeersCore:   Result=SUCCESS(0) after

DestDPProvPolicy

Nov  5 12:46:42.069 IST: //-1/0DE5FAC48062/DPM/dpMatchSafModulePlugin:   dialstring=2084,

saf_enabled=0, saf_dndb_lookup=1, dp_result=0

Nov  5 12:46:42.069 IST: //-1/0DE5FAC48062/DPM/dpMatchPeersMoreArg:

Result=SUCCESS(0)    List of Matched Outgoing Dial-peer(s):

     1: Dial-peer Tag=302 ---> Outbound Dial-peer used for call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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