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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VoIP 게이트웨이에 대한 PLAR(Private-line automatic Ringdown)을 연결하기 위한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구성은 Cisco 2610 라우터와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1(1)과 IP Plus 기능 집합을 실행
하는 Cisco 3600 라우터로 개발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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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이론

PLAR 회로는 정적으로 구성된 엔드포인트를 가지며 사용자 다이얼링이 통화를 연결할 필요가 없
습니다.connection plar 명령은 숫자 다이얼링 없이 VoIP(Switched Voice over IP) 통화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PLAR 연결을 "bat-phone"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전화(또는
DS0)가 끊기고 전화 걸기가 필요 없는 원격 전화 벨소리(또는 원격 DS0이 꺼짐)가 발생하는 경우입
니다.이 툴은 다음과 같은 고객 요구 사항에 유용합니다.

PBX(Private Branch eXtension)에서 오프프레미스 eXtension(OPX)을 제공하는 것. 연결
PLAR을 사용하면 FXS(Foreign Exchange Station) 포트의 원격 사용자가 물리적 확장과 같은
중앙 PBX를 볼 수 있습니다.

●

원격 PBX에서 발신음 제공많은 고객이 라우터가 발신음을 제공하거나 기존 다이얼 플랜을 변
경하지 않고 유료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따라서 원격 사이트의 스테이션은 물리
적으로 PBX에 연결된 스테이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연결 PLAR 모드는 다음 플랫폼에서 VoIP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2600 및 3600●

Cisco 7200/7500●

Cisco MC3810●

연결 모드:PLAR 대 트렁크

다음은 연결 PLAR 모드와 연결 트렁크 모드의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입니다.

연결 트렁크 모드는 영구 연결입니다.VoIP 통화는 항상 일반 POTS(Telephone Service) 포트와
독립적으로 연결되며 온후크 또는 오프후크 상태가 됩니다.

●

연결 PLAR 모드는 스위치드 VoIP 통화입니다.필요에 따라 통화가 설정됩니다.연결 PLAR에서
는 전화기가 후크 상태일 때 대역폭이 사용되지 않습니다.POTS 다이얼 피어에 연결된 전화기
가 후크 오프후크에서 분리되면 통화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원격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

연결 트렁크 모드와 연결 PLAR 모드 모두 정적으로 구성된 엔드포인트를 가지며 사용자 다이
얼링이 통화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결 트렁크 모드를 사용하면 두 텔레포니 디바이스 간에 후커 플래시 또는 포인트-투-포인트
hoot-n-holer와 같은 추가 통화 신호 처리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참고: 이제
연결 PLAR은 후크 플래시 릴레이를 구성하여 후크 플래시 신호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후크플래시 표시는 통화 중에 발생하는 간단한 온후크 상태입니다.전화기의 후크를 빠르게 누르고
릴리스하여 생성됩니다.PBX와 전화 스위치는 후크 플래시 표시를 가로채서 사용자가 보조 서비스
를 호출할 수 있도록 자주 프로그래밍됩니다.

hookflash 릴레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H.323 Version 2 Phase 2 및 H.323 Version 2
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hoot-n-hol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Hoot & Holler over IP Solution 및 Cisco Hoot and Holer
over IP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1t/12_1t1/feature/guide/h323v2p2.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0/12_0x/feature/guide/H323V2xh.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0/12_0x/feature/guide/H323V2xh.html
//www.cisco.com/en/US/netsol/ns340/ns394/ns165/ns70/networking_solutions_white_paper09186a00800a8479.s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1t/12_1t5/feature/guide/dthoot4t.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1t/12_1t5/feature/guide/dthoot4t.html


연결 PLAR 모드 설계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

연결 PLAR은 스위칭된 VoIP 통화입니다.스위치드 VoIP 통화는 SVC(Switched Virtual
Circuit)와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합니다.

●

연결 PLAR은 모든 유형의 신호(recEive 및 transMit(E&M), Foreign Exchange Office(FXO) 및
/또는 FXS) 간에, 아날로그 인터페이스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모든 조합 사이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VoIP용 연결 PLAR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7)XK, 12.1(2)T 이후 PLAR-OPX(예:
MC3810에서 사용)를 지원합니다.이 기능은 원격 전화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통화를 음성 메일
로 롤오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연결 PLAR은 연결된 전화 통신 장치에서 숫자를 수집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 다이얼 플랜
을 변경하지 않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연결 PLAR은 단일 방향(한 방향으로 호출)에 대해 또는 VoIP 통화 레그의 양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연결 PLAR은 음성 포트별로 정의됩니다.즉, 음성 포트가 연결 트렁크 모드와 다이얼된 숫자 수
집 모드에서 모두 작동할 수 없습니다.

●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아래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한 쪽 끝에 PBX에 연결된 디지털 T1 인터페이스를 가진 두 라우터 간 연결
PLAR 모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컨피그레이션과 다른 쪽 끝에 텔레포니 디바이스에 연결된 아날
로그 FXS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원격 라우터를 보여줍니다.또한 연결 PLAR은 마우이-slt-01에서
maui-vgw-01로 한 방향으로만 호출하도록 구성됩니다.

마우이-슬롯-01(2600)

version 12.1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

hostname maui-slt-01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

voice-card 1

!

controller T1 1/0

 framing esf

 linecode b8zs

 ds0-group 1 timeslots 1 type fxo-loop-start

 ds0-group 2 timeslots 2 type fxo-loop-start

!--- These two commands create two logical voice-ports:

!--- voice-port 1/0:1 and voice-port 1/0:2. ! voice-port

1/0:1

 connection plar 2000

 !--- This command starts a PLAR switched !--- VoIP call

that uses digits (2000) !--- to match a VoIP dial-peer

when the voice-port 1/0:1 goes off-hook. ! voice-port

1/0:2

 connection plar 2001

!--- The digits are generated internally by the router

!--- and are not received from the voice-port. ! dial-

peer voice 1 pots

 destination-pattern 1000

 port 1/0:1

!

dial-peer voice 2 pots

 destination-pattern 1001

 port 1/0:2

!

dial-peer voice 3 voip

 destination-pattern 200.

!--- Matches the connection plar strings !--- 2000 and

2001.

dtmf-relay h245-alphanumeric

 session target ipv4:192.168.100.1

!

interface Serial0/1

 ip address 192.168.100.2 255.255.255.0

maui-vgw-01(3600)

version 12.1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

hostname maui-vgw-01

!

voice-card 3

!

voice-port 1/1/0

!--- This is an FXS port. ! voice-port 1/1/1

!--- This is an FXS port. ! dial-peer voice 1 pots

 destination-pattern 2000

 port 1/1/0

!--- This dial-peer terminates the connection PLAR !---

from maui-slt-01's voice-port 1/0:1. When the !---

router receives digits 2000 in a call-setup, it !---

takes port 1/1/0 off-hook and completes the call.

!



dial-peer voice 3 pots

 destination-pattern 2001

 port 1/1/1

!

dial-peer voice 2 voip

 destination-pattern 100. dtmf-relay h245-alphanumeric

 session target ipv4:192.168.100.2

!--- When the router receives digits from a !--- POTS

peer that starts with 100 and follows one more !---

string of characters (0-9, A-Z,*,# or .), !--- it

creates a VoIP call to the router !--- with IP address

192.168.100.2. ! interface Serial0/0 ip address

192.168.100.1 255.255.255.0 clockrate 256000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령 요약

connection plar - 이 명령을 사용하여 PLAR 연결을 지정합니다.PLAR은 피어를 인터페이스와
직접 연결하여 처리됩니다.인터페이스가 오프후크 상태가 되면 피어는 두 번째 통화 레그를 설
정하고 발신자가 숫자를 다이얼하지 않고도 전화회의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음성 포트 컨피그
레이션 모드에서 이 명령을 구성합니다.

●

dtmf-relay [cisco-rtp] [h245-signal] [h245-영숫자] - 라우터가 텔레포니 장치의 숫자를 해석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숫자가 압축된 VoIP 오디오 경로를 통해 전달됩니다.G.729 및
G.723.1과 같은 CODEC(Low-bitrate coder-decoder)는 음성 패턴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으며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신호음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dtmf 릴레이 명령은
DTMF 신호음을 대역 밖으로 전송하거나 인코딩된 음성 스트림에서 분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합니다.dtmf 릴레이 및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H.323 버전 2 지원.

●

디버그 및 표시 명령

일부 show 명령은 출력 인터프리터 툴 에서 지원되는데(등록된 고객만), 이 툴을 사용하면 show 명
령 출력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how voice port - 음성 포트 구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이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가 작동
중인지, 연결 PLAR이 활성화되었는지, 연결 PLAR 문자열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show call active voice - 현재 라우터를 통해 연결된 모든 통화를 표시하는 활성 통화 테이블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

debug voip ccapi inout - 이 명령은 엔드 투 엔드 VoIP 호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VoIP 통화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문제 해결 및 VoIP 통화 디버그 -
기본 및 VoIP 디버그 명령.

샘플 show 출력

maui-slt-01#show voice port 1/0:1

Foreign Exchange Office

 Type of VoicePort is FXO

 Operation State is DORMANT

//www.cisco.com/en/US/docs/ios/12_0/12_0x/feature/guide/H323V2xh.html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warp/customer/788/voip/voip_debugcalls.html
//www.cisco.com/warp/customer/788/voip/voip_debugcalls.html
//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1700/1750/software/configuration/guide/debug.html


   

 Administrative State is UP

 The Last Interface Down Failure Cause is Administrative Shutdown

 Description is not set

 Noise Regeneration is enabled

 Non Linear Processing is enabled

 Music On Hold Threshold is Set to -38 dBm

 In Gain is Set to 0 dB

 Out Attenuation is Set to 0 dB

 Echo Cancellation is enabled

 Echo Cancel Coverage is set to 8 ms

 Connection Mode is plar

 Connection Number is 2000

 Initial Time Out is set to 10 s

 Interdigit Time Out is set to 10 s

 Call-Disconnect Time Out is set to 60 s

 Ringing Time Out is set to 180 s

 Region Tone is set for US

 Analog Info Follows:

 Currently processing Voice

 Maintenance Mode Set to None (not in mtc mode)

 Number of signaling protocol errors are 0

 Impedance is set to 600r Ohm

 Voice card specific Info Follows:

 Signal Type is loopStart

 Number Of Rings is set to 1

 Supervisory Disconnect active

 Hook Status is On Hook

 Ring Detect Status is inactive

 Ring Ground Status is inactive

 Tip Ground Status is inactive

 Dial Type is dtmf

 Digit Duration Timing is set to 100 ms

 InterDigit Duration Timing is set to 100 ms

 Pulse Rate Timing is set to 10 pulses/second

 InterDigit Pulse Duration Timing is set to 750 ms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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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문제 해결 및 VoIP 통화 디버그 - 기본 사항●

VoIP 디버그 명령●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IP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warp/customer/788/voip/voip_debugcall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routers/access/1700/1750/software/configuration/guide/debug.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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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050757/002-9901024-1684829?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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