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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구현자가 영역 접두어 내에서 점으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겪은 문
제에 대해 설명합니다.그런 다음 가능한 경우 별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일반
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마지막으로 이 문서에서는 와일드카드를 구성하는 두 방법 간의 차이점
에 대한 특정 참조를 사용하여 영역 처리 논리를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특정 영역 처리에서 H.323 흐름과 Cisco 게이트키퍼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Cisco 게이트키퍼 및 영역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게이트키퍼 통화 라우팅 이해 및
H.323 게이트키퍼 및 프록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이 문서의 첫 번째 문서는 게이트키퍼 영역 처리
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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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www.cisco.com/en/US/tech/tk1077/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a8928.shtml
//www.cisco.com/en/US/tech/tk1077/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0a8928.s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2/voice/configuration/guide/vvf323gk.html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점 및 별표 사용과 관련된 혼동의 근본 원인은 접두사를 처리하는 동안 게이트키퍼의 기본 동작에
있습니다.이 문서의 게이트키퍼 기본 영역 접두사 처리 동작 설명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
러한 동작은 다이얼 플랜에 중복이 있고 컨피그레이션이 도트와 별표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 모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의 증상 및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컬 게이트키퍼는 통화를 둘 이상의 로컬 영역으로 라우팅해야 하거나 원격 영역 또는 둘 다의
게이트키퍼에게 통화를 라우팅해야 합니다.

●

로컬 영역 내의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일부(전부는 아님)는 성공적으로 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라우팅되지 않은 영역 간 통화는 특정 자릿수의 번호로 호출됩니다.예를 들어,
10자리 또는 9자리 숫자에 대한 통화는 성공할 수 있지만, 동일한 숫자로 시작하는 3자리 숫자
에 대한 통화는 안정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

게이트키퍼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영역 접두사 내에서 점 와일드카드를 사용합니다.●

솔루션

영역 접두사에 와일드카드 숫자를 지정할 때는 가능한 경우 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대신 덜 구체
적인 별표 와일드카드를 사용합니다.다음 규칙을 준수하면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 플랜이 일관적인 경우 점만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거나 별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1.

다이얼 플랜에 중복이 있는 경우 별표로 구성된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2.
다이얼 플랜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별표만 있는 컨피그레이션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게이트키
퍼를 구성하기 전에 게이트키퍼의 기본 접두사 추측 동작(로컬 영역 코드를 추론하고 앞에 붙
임)을 검토합니다.

3.

세 번째 규칙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대로 게이트키퍼의 동작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게이트키퍼 기본 영역 접두사 처리 동작 설명

이 예에서는 H.323 엔드포인트에서 ARQ(Admission Request) 형식으로 통화 요청을 처리할 때 게
이트키퍼의 동작을 보여 줍니다.2단계와 3단계는 이 문서의 범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디버그
예제에 대한 참조를 사용하여 문서의 뒷부분에서 이 순서도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패한
통화.



영역 접두사 처리가 대상 접두사 처리와 약간 다릅니다.영역 접두사를 일치시키면 Cisco 게이트키
퍼는 가능한 경우 영역 코드별로 영역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 시도를 합니다.호출된 번호가 로컬 영
역에서 일치하는 경우 게이트키퍼는 로컬 영역 코드(발신 번호의 접두사)가 호출된 번호 앞에 와야
함을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ARQ는 전화 번호가 "415xxxxxxx"인 게이트키퍼로 수신됩니다(지역 번호 415).

게이트키퍼에는 415 영역이 지원 접두사 "415......." (7점) 이 항목으로 인해 호출된 번호가
5551212(특히 7자리)인 경우 게이트키퍼는 해당 번호를 통화 번호와 동일한 접두사로 추가합니다
.따라서 처리할 호출된 번호는 로컬 영역에서 4155551212입니다.

참고: zone prefix 명령의 점 수는 호출된 숫자가 로컬 영역에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위의
경우 6자리 숫자(예:555123)이 구성된 영역 접두사 "415...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7점) 따라서
호출된 번호는 415555123으로 추론되지 않지만 555123으로 유지되며 영역 접두어 "555*"와 일치
합니다.

그러나 로컬 영역이 "415*"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에 "*"를 처리하는 기본 영역 X가 포함되어 있는 경
우 주소 551212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게이트웨이는 X영역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ARQ를 처리하며, X가 로컬 게이트키퍼의 다른 영역인 경우 LRQ(Location Request)를 X로 보냅니
다.

다음은 일치하는 Cisco IOS® 컨피그레이션 코드에 대한 참조와 함께 개념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점 대 별표로 된 영역 접두사 동작 - 게이트키퍼 구성 조각



!--- 5551212 is the called number !--- and the request

comes into zone localzone2. !---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the calling number has prefix 415. zone prefix

localzone2 415....... zone prefix localzone1 555* !---

In this case, this line is what the match is with. Zone

prefix localzone2 415....... !--- The match is due to

these reasons: !--- 1. The calling number begins with

415. !--- 2. There is a local wildcard entry for 415

with seven dots. This entry !--- causes the gatekeeper

to assume that the the seven-digit called !--- number is

local and therefore expands 5551212 to 4155551212 by !--

- prepending the area code of the calling number. This

expanded !--- number matches, and the call will be

accepted or rejected based on !--- the registered

resources, in localzone2. !--- If the configuration is

changed, as shown here, then there is no !--- expansion

of the number (because there is no seven-dot entry).

zone prefix localzone2 415* zone prefix localzone1 555*

!--- This line is what the match is now with. Zone

prefix localzone1 555* !--- In this case, the call is

accepted or rejected based on registered !--- resources

in localzone1.

사례 연구

참고: 이 사례 연구에서는 두 개의 로컬 영역이 있는 단일 게이트키퍼를 사용합니다.LRQ를 원격 영
역 게이트키퍼로 전달하도록 로컬 게이트키퍼가 구성된 여러 게이트키퍼 설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새로운 세계"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의 간소화된 H.323 영역 보기를 보여줍니다
.이 네트워크는 localzone2라는 영역에 있는 H.323 클라이언트 간의 VoIP(Voice over IP) 통화를 제
공하며, 동일한 클라이언트에서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
니다.PSTN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트렁킹 게이트웨이(TGW)는 localzone1이라는 별도의 영역
에 상주합니다.

참고: H.323 클라이언트는 기본 H.323 IP Telephony 사용자, Cisco ATA 또는 기타 유사한 타사 제
품 등의 단순한 Analog-to-H.323 어댑터 장치 또는 대규모 게이트웨이일 수 있습니다.대규모 게이
트웨이 설계 지원, 특히 원격 텔레포니 사용자가 있는 경우 이 사례 연구보다 더 복잡한 영역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5350 TGW는 기본 속도 ISDN 또는 CAS(Channel Associated
Signaling)와 같은 디지털 E1/T1 연결을 통해 PSTN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SC2000 또는 PGW2200과 같은 적합한 SS7 통화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직접 SS7 상호 연결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및 show 명령

게이트키퍼에 설치된 게이트키퍼 관련 명령이 여기에 표시됩니다.강조 표시된 컨피그레이션의 회
선은 나중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localzone2에서
localzone1로 통화가 시도되는 3자리 전화 번호입니다.

게이트키퍼 컨피그레이션(게이트키퍼 명령만 해당)

gatekeeper

  zone local localzone1 dns.au 10.1.1.228

  zone local localzone2 dns.au

  no zone subnet localzone1 default enable

  zone subnet localzone1 10.1.1.240/28 enable

  no zone subnet localzone2 default enable

  zone subnet localzone2 10.99.0.0/16 enable

  zone prefix localzone1 0*

  zone prefix localzone1 1*

  zone prefix localzone1 6*

  zone prefix localzone1 8*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1..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2..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3..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4..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5..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6..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7..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8..

  Zone prefix localzone2 9999939..

  Zone prefix localzone2 999994...

  zone prefix localzone2 999995...

  zone prefix localzone1 9*

  accounting vsa

  gw-type-prefix 1#* default-technology

  arq reject-unknown-prefix

  lrq reject-unknown-prefix

  no use-proxy localzone2 default inbound-to terminal

  no use-proxy localzone2 default outbound-from terminal

  no shutdown

  endpoint ttl 60

이 show gatekeeper endpoints 명령 출력은 게이트키퍼에 등록된 H.323 엔드포인트와 해당 엔드포
인트가 등록된 영역을 표시합니다.

참고: TGW는 localzone1의 게이트키퍼에 올바르게 등록했고 H.323 터미널은 localzone2에 등록되
었습니다.

게이트키퍼 엔드포인트 표시

GK#show gatekeeper endpoints

GATEKEEPER ENDPOIN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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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SignalAddr  Port  RASSignalAddr   Port  Zone Name

Type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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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99.0.10      1720  10.99.0.10      45690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8

10.99.0.11      1720  10.99.0.11      29249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1

10.99.0.12      1720  10.99.0.12      19227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5

10.99.0.15      1720  10.99.0.15      36889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9

10.99.0.16      1720  10.99.0.16      42366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2

10.99.0.18      1720  10.99.0.18      18300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6

10.99.0.19      1720  10.99.0.19      32345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0

10.99.0.20      1720  10.99.0.20      23155 localzone2

TERM E164-ID: 999995984

10.1.1.240      1720  10.1.1.240      50737 localzone1

VOIP-GW H323-ID: tgw1@dns.au

10.1.1.241      1720  10.1.1.241      50737 localzone1

VOIP-GW H323-ID: tgw2@dna.au

Total number of active registrations = 10

이 show gatekeeper zone prefix 명령 출력은 각 E.164 접두사를 라우팅할 영역을 올바르게 나타냅
니다.

게이트키퍼 영역 접두사 표시

ZRZ-GK1#show gatekeeper zone prefix

    ZONE PREFI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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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NAME               E164-PRE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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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zone1            0*

localzone1            1*

localzone1            6*

localzone1            8*

localzone2            9999931..

localzone2            9999932..

localzone2            9999933..

localzone2            9999934..

localzone2            9999935..

localzone2            9999936..

localzone2            9999937..

localzone2            9999938..

localzone2            9999939..

localzone2            999994...

localzone2            999995...

localzone1            9*

이 show gatekeeper gw-type-prefix 명령 출력은 이 게이트키퍼에 대해 구성된 기술 접두사를 보여
줍니다.

게이트키퍼에는 기본 tech-prefix(1#)만 구성됩니다.또한 이 기본 기술 접두사로 등록하도록 zone
localzone1의 5350 TGW(tg1 및 tgw2)만 구성됩니다.

show gatekeeper gw-type-prefix



GK#show gatekeeper gw-type-prefix

GATEWAY TYPE PREFI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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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ix: 1#*    (Default gateway-technology)

  Zone localzone1 master gateway list:

    10.1.1.240:1720 tgw1

    10.1.1.241:1720 tgw2 (out-of-resources)

디버깅 및 세부 토론

다음은 다음에 대한 RAS(Registration, Admission, and Status Protocol) 흐름과 영역 접두사 처리를
보여 주는 게이트키퍼의 디버그 출력입니다.

실패한 통화●

성공한 통화●

여기에는 별표 와일드카드와 대조하여 영역 접두사에서 점 와일드카드를 처리할 때 게이트키퍼의
동작을 설명하는 자세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debug h225 asn1 and debug gatekeeper main 10 - 호출
실패

GK#show debug

gk main debug level = 10

H.225: H.225 ASN1 Messages debugging is on

!--- This output is from the debug h225 ans1 command

issued on the gatekeeper. It shows !--- an incoming RAS

ARQ for called number 112. It is important to !--- note

that the calling number (source endpoint) comes from the

zone localzone2 and, !--- assuming three-digit numbers,

its prefix (source endpoint prefix) is 999995.

Mar 11 21:48:15: RAS INCOMING PDU ::=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quest :

    {

      requestSeqNum 36784

      callType pointToPoint : NULL

      callModel gatekeeperRouted : NULL

      endpointIdentifier {"618FED9800000008"}

      destinationInfo

      {

        e164 : "112",

        e164 : "112"

      }

      srcInfo

      {

        h323-ID : {"999995985"},

        e164 : "999995985"

      }

      srcCallSignalAddress ipAddress :

      {

        ip '0A14000C'H

        port 11309

      }

      bandWidth 1280

      callReferenceValue 31633

      conferenceID '5634343434EF21002B211E5226E91D26'H

      activeMC FALSE

      answerCall FALSE



      canMapAlias FALSE

      callIdentifier

      {

        guid '5634343434EF20002B211E5226E91D26'H

      }

      gatekeeperIdentifier {"localzone2"}

      willSupplyUUIEs FALSE

    }

 !--- This output is from the debug gatekeeper main 10

command !--- issued on the gatekeeper. It !--- shows the

gatekeeper zone prefix processing logic

(rassrv_get_addrinfo). !--- Comments are inserted

throughout.

Mar 11 21:48:15: gk_rassrv_arq: arqp=0x61A09EE4,

crv=0x7B91, answerCall=0

Mar 11 21:48:15: ARQ Didn't use GK_AAA_PROC

!--- Tech-prefix matching occurs first. In this case

study, no !--- tech-prefixes are configured so no match

is found.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Tech-prefix match failed.

!--- The next line in the trace is the key to what, in

this case study, is unexpected !--- behavior. The

expected behavior is for 112 to match with the wildcard

"1*" entry !--- in localzone1. !--- The local (source)

zone of the calling number is localzone2. !--- It has

been configured as !--- supporting the prefix

"999995..." with three wildcard digits. !--- (Note the

configuration line !--- "zone prefix localzone2

999995...".) !--- The gatekeeper, when asked to resolve

a three-digit number 112, !--- deduces this to mean

"999995-112" in the local zone because !--- "112"

matches with the specific-length three-dot !--- wildcard

configuration for the local zone. !--- This behavior is

exactly the same as a local area code being assumed when

a local !--- call is made. !--- If the configuration

line "zone prefix localzone2 999995..." was removed from

the !--- configuration, or if the line "zone prefix

localzone2 999995*" was inserted instead, !--- then the

three-digit number "112" would not match in the local !-

-- zone but would rather match localzone1 through the !-

-- configuration line "zone prefix localzone1 1*".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Defaulting to

source endpoint's zone prefix 999995

Mar 11 21:48:15: No tech-prefix

Mar 11 21:48:15: Alias not found

!--- The gatekeeper attempts to find a default

technology prefix, But although "#1" is !--- configured,

the H.323 endpoints in localzone2 correctly do not

register with that. The !--- conclusion drawn is that

there is an "unknown address and no default !---

technology defined":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default-tech gateway selection

failed, status = 0x805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unknown

address and no default technology defined.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Tech-prefix

match failed.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Defaulting to

source endpoint's zone prefix 999995

Mar 11 21:48:15: No tech prefix



   

Mar 11 21:48:15: Alias not found

!--- The gatekeeper indicates that it has failed to find

a registered match for the !--- called number in

localzone2: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default-tech gateway selection failed, status = 0x805

Mar 11 21:48:15: rassrv_get_addrinfo(112): unknown

address and no default technology defined. Mar 11

21:48:15: gk_rassrv_sep_arq(): rassrv_get_addrinfo()

failed (return code = 0x103)

!--- The gatekeeper sends the Admission Reject (ARJ)

because the called party is not !--- registered: Mar 11

21:48:15: RAS OUTGOING PDU ::=

value RasMessage ::= admissionReject :

    {

      requestSeqNum 36784

      rejectReason calledPartyNotRegistered : NULL

    }

이 디버그는 debug gatekeeper main 10 명령의 출력에서 추출된 것이며 성공한 호출을 표시합니다
.

debug gatekeeper main 10 - 성공 호출

GK#show debug

gk main debug level = 10

H.225: H.225 ASN1 Messages debugging is on

!--- The four-digit called number 1003 does not match

with the three-dot wildcard !--- for localzone2 noted

earlier. Instead, it matches with the less-specific !---

asterisk wildcard for localzone1. Feb 19 16:52:19:

rassrv_get_addrinfo(1003): Tech-prefix match failed.

Feb 19 16:52:19: rassrv_get_addrinfo(1003): Matched zone

prefix 1 and remainder 003

Feb 19 16:52:19: No tech prefix

Feb 19 16:52:19: Alias not found

!--- The gatekeeper finds a default technology prefix

(of #1) since the 5350 !--- TGWs register with this

prefix as per the  show gatekeeper gw-type-prefix

command.

Feb 19 16:52:19: Technology GW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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