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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엔드포인트가 Cisco 게이트웨이 또는 서드파티 게이트웨이 및 터미널과 관련된 통화
를 할 수 없는 경우, Cisco 게이트키퍼(Cisco IOS®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와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
인 문제를 다룹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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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Cisco 게이트키퍼에 등록하도록 H.323 엔드포인트를 구성한 후에는 엔드포인트에서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솔루션

모든 엔드포인트가 게이트키퍼에 등록되는지 확인하려면 show gatekeeper endpoint 명령을 확인
합니다.이러한 섹션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수락 확인(통화 중 신호음)

게이트키퍼가 ACF(Admission Confirmed)를 전송하고 엔드포인트 측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통화 중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ACF의 종료 IP 주소가 유효한 예상 엔드포인트 IP인지 확인합니다.

value RasMessage ::= admissionConfirm :

     {

       requestSeqNum 18

       bandWidth 5120

       callModel direct : NULL

       destCallSignalAddress ipAddress :

       {

         ip '0AAAC80A'H

!--- The hex for IP, 0A AA C8 0A== 10.170.200.10. port 1720 port 1720 } irrFrequency 240

willRespondToIRR FALSE uuiesRequested { setup FALSE callProceeding FALSE connect FALSE alerting

FALSE information FALSE releaseComplete FALSE facility FALSE progress FALSE empty FALSE } }

ACF에 종료 엔드포인트의 IP 주소가 있는 경우, 통화를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이트키
퍼를 제거하고 직접 엔드포인트-엔드포인트 통화를 수행합니다.

수락 거부(ARJ), "rejectReason calledPartyNotRegistered"

이 debug h225 asn1 명령은 calledPartyNotRegistered .

*Mar 15 06:49:19.685: RAS OUTGOING PDU ::=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ject :

    {

      requestSeqNum 34

      rejectReason calledPartyNotRegistered : NULL    }

이는 게이트키퍼가 호출된 번호를 종료해야 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로컬 또는 원래 게이
트키퍼에서 캡처한 거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
리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통화가 게이트웨이에서 종료되고 게이트웨이가 E164 주소 또는 기술 접두사에 등
록되지 않은 이유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게이트웨이가 게이트키퍼에 기술 접두사를 사용하
여 등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게이트웨이 컨피그레이션 예입니다.

interface Ethernet0/0



 ip address 172.16.13.16 255.255.255.224

 half-duplex

 h323-gateway voip interface

 h323-gateway voip id hwei-gk ipaddr 172.16.13.14 1718

 h323-gateway voip h323-id gw2

 h323-gateway voip tech-prefix 2

….

!

voice-port 2/0/0

!

voice-port 2/0/1

!

voice-port 2/1/0

 station-id name BLARG

 caller-id enable

!

voice-port 2/1/1

!

dial-peer cor custom

!

dial-peer voice 456 pots

 destination-pattern 456

 port 2/1/0

!

dial-peer voice 123 pots

 destination-pattern 2415...

 port 2/1/1

!

gateway

"show gatekeeper gw" from gatekeeper

GATEWAY TYPE PREFIX TABLE

=========================

Prefix: 1*

  Zone hwei-gk master gateway list:

    172.16.13.35:1720 gw1

Prefix: 2*

  Zone hwei-gk master gateway list:

    172.16.13.16:1720 456

이 오류 메시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수신자가 원격 영역의 터미널이며 등록된 동일한 게이트키
퍼 영역에서 프록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Cisco IOS 게이트키퍼
는 영역 간 터미널 통화에 프록시를 사용합니다.이를 보려면 show gatekeeper zone 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터미널과 동일한 로컬 영역에 프록시 등록을 구성하거나 no use-proxy hwei-gk default
inbound-to terminal 명령 또는 no use-proxy hwei-gk default outbound-from terminal 명령을 실행하
여 터미널 통화에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참고: 영역 내 통화에는 영역 접두사와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Mar  1 10:34:46.093: RAS OUTGOING PDU ::=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ject :

      {

        requestSeqNum 11084

        rejectReason requestDenied : NULL

      }

이 거부의 이유는 엔드포인트가 요청한 대역폭이 게이트키퍼에 구성된 제한을 초과하기 때문입니
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게이트키퍼 모드에서 bandwidth 명령의 도움으로 게이트키퍼의 대역폭을
늘리거나 엔드포인트에서 대역폭 요청을 줄입니다.



이 예는 구성된 제한을 초과하는 대역폭 요청으로 인해 실패한 통화의 예입니다.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quest :

      {

        requestSeqNum 11084

        callType pointToPoint : NULL

        callModel gatekeeperRouted : NULL

        endpointIdentifier {"6284945400000058"}

        destinationInfo

        {

          e164 : "415525",

          e164 : "415525"

        }

        srcInfo

        {

          e164 : "415526",

          h323-ID : {"hwei-term"}

        }

        srcCallSignalAddress ipAddress :

        {

          ip '0AAAC837'H

          port 1720

        }

        bandwidth 102400

 !--- Requested bandwidth is 10240 K. callReferenceValue 1022 conferenceID

'37CE425F850A41468B40D72F145C5C14'H activeMC FALSE answerCall TRUE canMapAlias FALSE

callIdentifier { guid '4138E0D40EF0D14C9DB84E54F5190BF4'H } gatekeeperIdentifier {"hwei-gk"}

willSupplyUUIEs FALSE } *Mar 1 10:34:46.093: ARQ (seq# 11084) rcvd *Mar 1 10:34:46.093:

gk_rassrv_arq: arqp=0x62905E20, crv=0x3FE, answerCall=1 *Mar 1 10:34:46.093: RAS OUTGOING PDU

::=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ject : { requestSeqNum 11084 rejectReason requestDenied :

NULL } !--- The show gatekeeper zone status command is issued and shows the !--- bandwidth limit

is much smaller then the requested bandwidth.

 GATEKEEPER ZONES

                         ================

HWEI-GK name      Domain Name   RAS Address     PORT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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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ei-gk           cisco.com     172.16.13.14    1719  LS

  BANDWIDTH INFORMATION (kbps) :

    Maximum total bandwidth     :

    Current total bandwidth     :    0

    Maximum interzone bandwidth : 4000

!--- The limit is 4000 K. Current interzone bandwidth : 0 Maximum session bandwidth : …….. hwei-

gk1 cisco.com 172.16.13.37 1719 RS

대역폭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제 해결 및 Cisco 게이트키퍼 대역폭 관리 이해를 참조하십시
오.

이 거부 사유가 관찰되고 대역폭 문제가 없는 경우 수신자가 터미널인지, 로컬 영역에 등록된 프록
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를 보려면 show gatekeeper zone 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터미널과 동
일한 로컬 영역에 프록시 등록을 구성하거나 no use-proxy hwei-gk default inbound-to terminal 또는
no use-proxy hwei-gk default outbound-from terminal 명령을 실행하여 터미널 통화에 프록시를 사
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확인 명령

이 섹션에서는 게이트키퍼 및 게이트웨이에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show
명령 및 디버그에 대해 설명합니다.샘플 show 명령 출력은 이러한 각 명령에서 찾을 사항을 설명하

//www.cisco.com/en/US/tech/tk1077/technologies_white_paper09186a00800c5f6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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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show 명령은 Output Interpreter(등록된 고객만 해당) 툴에서 지원되므로 show 명령 출력 분석
을 볼 수 있습니다.

show gatekeeper endpoint 명령

show gatekeeper endpoint 명령은 게이트키퍼에 대한 엔드포인트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
니다.이 명령의 일반적인 출력의 예입니다.

gatekeeper#show gatekeeper endpoint

                    GATEKEEPER ENDPOINT REGISTRATION

                    ================================

CallSignalAddr  Port  RASSignalAddr   Port  Zone Name         Type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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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16.13.35    1720  172.16.13.35    50890 hwei-gk                VOIP-GW

    E164-ID: 2073418

    E164-ID: 5251212

    H323-ID: gw3

Total number of active registrations = 1

!--- The endpoint is registered. Gatekeeper#show gatekeeper endpoint

                    GATEKEEPER ENDPOINT REGISTRATION

                    ================================

CallSignalAddr  Port  RASSignalAddr   Port  Zone Name         Type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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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number of active registrations = 0

!--- The endpoint is not registered.

show gatekeeper gw 명령

show gatekeeper gw 명령은 tech-prefix의 엔드포인트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이 명
령의 일반적인 출력의 예입니다.

Gatekeeper#show gatekeeper gw

GATEWAY TYPE PREFIX TABLE

=========================

Prefix: 1*

  Zone hwei-gk master gateway list:

    172.16.13.35:1720 gw1

show gatekeeper zone status 명령

show gatekeeper zone status 명령은 이 예와 같이 로컬 영역 상태 및 원격 영역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2611-3#show gatekeeper zone status

                         GATEKEEPER ZONES

                         ================

HWEI-GK name      Domain Name   RAS Address     PORT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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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ei-gk           cisco.com     172.16.13.14    1719  LS

  BANDWIDTH INFORMATION (kbps) :

    Maximum total bandwidth     :

    Current total bandwidth     :    0

https://www.cisco.com/cgi-bin/Support/OutputInterpreter/home.pl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Maximum interzone bandwidth : 4000

    Current interzone bandwidth :    0

    Maximum session   bandwidth :

  SUBNET ATTRIBUTES :

    All Other Subnets : (Enabled)

  PROXY USAGE CONFIGURATION :

    Inbound Calls from all other zones :

      to terminals in local zone hwei-gk : use proxy

      to gateways in local zone hwei-gk  : do not use proxy

      to MCUs in local zone hwei-gk  : do not use proxy

    Outbound Calls to all other zones :

      from terminals in local zone hwei-gk : use proxy

      from gateways in local zone hwei-gk  : do not use proxy

      from MCUs in local zone hwei-gk  : do not use proxy

hwei-gk1          cisco.com     172.16.13.37    1719  RS

show gateway 명령

show gateway 명령은 게이트키퍼에게 등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이 예제에서는 이 명
령의 공통 출력을 보여 줍니다.

gw3#show gateway

 Gateway  gw3/ww  is registered to Gatekeeper hwei-gk

Alias list (CLI configured)

 E164-ID 2073418

 E164-ID 5251212

 H323-ID gw3

Alias list (last RCF)

 E164-ID 2073418

 E164-ID 5251212

 H323-ID gw3

 H323 resource thresholding is Disabled

!--- The gateway is registered to gatekeeper (hwei-gk). gw3#show gateway

 Gateway  gw3  is not registered to any gatekeeper

Alias list (CLI configured)

 E164-ID 2073418

 E164-ID 5251212

 H323-ID gw3/WW

Alias list (last RCF)

 H323 resource thresholding is Disabled

!--- The gateway is not registered to the gatekeeper.

debug h225 asn1 명령

debug h225 asn1 명령은 게이트키퍼 및 Cisco gateway debug 명령입니다.이 문서에서는 ARJ 필
드만 찾고 거부 사유만 검색합니다.이 예는 ARJ 필드의 샘플 출력입니다.

Output from gateway

*Mar 26 04:12:38.508: RAS INCOMING PDU ::=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ject :

    {

      requestSeqNum 34

      rejectReason calledPartyNotRegistered : NULL

    }



   

Output from gatekeeper

*Mar 15 06:49:19.685: RAS OUTGOING PDU ::=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ject :

    {

      requestSeqNum 34

      rejectReason calledPartyNotRegistered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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