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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음성 대화 중에 관찰된 히싱 또는 정적 사운드와 같은 음성 품질 문제에 대해 설명합
니다.이 문서에서는 음성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VoIP(Voice over I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VAD(Voice Activity Detection)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IP Plus 기능 집합을 실행하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 이상●

모든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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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소음 및 VAD

대부분의 IP 기반 텔레포니 시스템에는 음성 활동 탐지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탐지기의 목적은 음
성 신호의 무음 기간을 탐지하고 무음 기간 동안 신호 전송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이
렇게 하면 대역폭이 절약되고 원근에서 지터 버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무음 기간 동안, 원
거리 전화는 청자에게 재생하기 위해 자체 신호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청자가 음
성 신호가 없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 편안한 소음이 재생됩니다.편안함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원거리
노이즈를 기준으로 모델링되므로 실제 배경 노이즈를 편안한 소음으로 전환할 때 극명한 대비가 발
생하지 않습니다.

그림 1은 일반적인 IP 텔레포니 시스템을 보여줍니다.참조된 IP 음성 디바이스는 IP 전화, IP 아날로
그 게이트웨이, IP 디지털 게이트웨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1:IP 텔레포니 시스템

디바이스 A와 디바이스 B 간의 통화 중에 디바이스 A가 침묵 간격에 도달합니다(그림 2). 음성 활동
탐지기는 무음 간격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일반적으로 음성 활동 탐
지기는 각 음성 버스트 종료 시 대기 시간 t1을 갖습니다.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먼 엔드로 패킷을 전
송합니다.이는 과도한 스위칭과 고르지 않은 음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 대기 간격 동안
추가 음성이 탐지되면 디바이스 간의 음성 스트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길이가 t1(그림 2의 T2)인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음성이 탐지되지 않으면 IP 음성 디바이스 A가 패킷 전송을 중지합니다.

그림 2:디바이스 A VAD 이벤트

T1(그림 2)에 VAD 홀도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디바이스 B에 전송됩니다.여기에는
VAD 홀도버의 기간도 포함됩니다.이 메시지가 수신되면 디바이스 B는 디바이스 A에서 수신한 음
성 신호를 측정하기 시작하고, 이를 감지하도록 생성된 편안함 소음과 혼합합니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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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대기 중 소음과 소음 감쇠

이 감쇠는 실제 배경 잡음과 생성된 편안함 노이즈 사이의 원활한 전환을 제공합니다.따라서 배경
노이즈의 특성이 생성된 편안함 노이즈의 특성과 훨씬 다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환경으로의 전환
이 이루어집니다.VAD 홀도버 간격(t1)의 길이에 따라 이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결정됩니다.간
격이 길수록 더 부드럽게 들리기 쉽습니다.

T2 시간 이전에 음성 신호가 잘리면 감기가 즉시 중단되고 전체 범위의 수신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그림 2).이러한 컷인에는 디바이스 A에서 디바이스 B로 전달되는 다른 표시를 통해 신호해야 합니
다. 음성 신호는 배경 소음보다 훨씬 큰 소리이므로 전환이 마스크 처리되므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
다.

앞서 언급한 시그널링은 대역 내(예: RTP의 새 페이로드 유형 또는 명명된 신호 이벤트를 통해) 또
는 대역 외(예: H.245 신호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히싱 및 정적 원인

음성 통화 중에 음성과 정적 소리를 듣는 유일한 원인은 대화에서 편안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
다.음성 통화에서 편안한 소음이 주입되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VAD의
사용입니다.VAD가 시작될 때마다 오디오 스트림에 편안한 노이즈 패킷이 도입됩니다.두 번째 가능
성(주요 기여자 아님)은 에코 취소의 초점입니다.echo-cancellation이 활성화되면 오디오 스트림에
편안함 노이즈 패킷이 도입됩니다.이러한 편안함 패킷의 특성은 진행 중인 음성 모니터링 및 백그
라운드 노이즈의 시그니처 수신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됩니다.이 편안한 소음이 바로 그 신호
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디바이스 A가 일시 중지되면 디바이스 B에서 일부 히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AD 매개변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매개변수를 미세 조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VAD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VAD 매개변수 조정

VAD 기능을 지정하는 두 가지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음악 임계값●

음성 vad 시간●

음악 임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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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계값은 VAD가 활성화될 때 어떤 것이 제어되는지 결정합니다.이는 음성 포트에서 music-
threshold <threshold_value> 명령을 정의할 때 제어됩니다.이 값의 범위는 -70dBm~-30dBm입니다
.기본값은 -38dBm입니다.더 낮은 값(-70dBm을 향해)을 구성하면 훨씬 낮은 신호 강도가 VAD가 활
성화됩니다.볼륨이 침묵으로 간주되기 전에 정말 작아야 합니다.더 높은 값(-30dBm에 가까움)을 구
성하면 음성 신호 강도 작은 드롭에서도 VAD가 활성화됩니다.이렇게 하면 플레이아웃이 더 자주
편안한 노이즈 패킷을 재생합니다.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디오가 약간 클리핑될 수 있습니다.

3640-6#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3640-6(config)#voice-port 3/0/0

3640-6(config-voiceport)#music-threshold ?

     !--- WORD: Enter a number between -70 to -30. 3640-6(config-voiceport)#music-threshold -50

3640-6(config-voiceport)#end

3640-6#

3640-6#show run | begin voice-port

voice-port 3/0/0 music-threshold -50

음성 vad 시간

VAD가 활성화되면 전역 컨피그레이션 아래에서 voice vad-time <timer_value> 명령을 구성할 때 배
경 잡음 및 소음의 구성 요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음성 패킷 전송의 무음 감지 및 억제에 대한 지
연 시간(밀리초)입니다.대기 시간의 기본값은 250msec입니다.즉, 250밀리초 이내에 편안한 소음이
완전히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이 타이머의 범위는 250밀리초~65,536밀리초입니다.높은 값을 구
성하면 편안한 소음이 훨씬 늦게 재생됩니다(배경 소음이 계속 재생됨). 65,536msec에 대해 구성된
경우 편안한 소음이 꺼집니다.이 타이머에 더 높은 값을 지정하면 배경 잡음과 편안한 노이즈 사이
의 원활한 전환이 필요합니다.고대역폭 시간 구성의 단점은 원하는 30%~35%의 대역폭 절감 효과
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3640-6#configure terminal

Enter configuration commands, one per line. End with CNTL/Z.

3640-6(config)#voice vad-time ?

<250-65536>milliseconds

3640-6(config)#voice vad-time 750

3640-6(config)#end

3640-6#

3640-6#

3640-6#

3640-6#show run | begin vad-time

voice vad-time 750

참고: VAD를 구성한 후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적용하려면 음성 포트에서 shut 및 shut 명령을 실행
하지 마십시오.

VAD 끄기

이 문서에서 앞서 언급한 매개변수를 튜닝한 후에도 히싱 및/또는 정적을 계속 관찰하는 경우
VAD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작업은 게이트웨이는 물론 Cisco CallManager에서도 수행
해야 합니다.이 섹션에서는 Cisco 게이트웨이 및 Cisco CallManager에서 VAD를 비활성화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게이트웨이에서 VAD 비활성화

H.323을 실행하는 Cisco 게이트웨이에서 VoIP 다이얼 피어 아래 no vad 명령을 구성할 때 VAD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종료 게이트웨이인 경우 일치하는 적절한 인바운드 VoIP 다이얼 피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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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가 구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적절한 수신 다이얼 피어와 일치하도록 수신 called-number
<number_dialed>를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원래 게이트웨이의 경우 선택적 종단 게이
트웨이가 이 기능을 해제해야 하는 VoIP 다이얼 피어에서 vad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dial-peer voice 100 voip

incoming called-number

!--- In order to match all called numbers destination-pattern 1T no vad

session target ipv4:10.10.10.10

dtmf-relay h245-alpha ip precedence 5

Cisco CallManager 3.3 및 4.0에서 VAD 비활성화

Cisco CallManager에서 VAD를 비활성화하려면 Cisco CallManager의 이러한 매개변수가
False(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침묵 억제.●

게이트웨이에 대한 침묵 억제.●

이러한 매개변수를 찾으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CallManager Administration(Cisco CallManager 관리) 메뉴에서 Service(서비스) >
Service Parameters(서비스 매개변수)를 선택합니다
.

1.

Server(서버) 드롭다운 메뉴에서 Cisco CallManager IP 주소 또는 이름을 선택하고
Services(서비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Cisco CallManager를 선택합니다
.

2.



매개변수는 서비스 매개변수 컨피그레이션 창에 있습니다
.

Service Parameter 컨피그레이션 창의 Cluster-wide 매개변수 아래에서 Silence Suppression
and Silence Suppression for Gateways 매개변수를 False로 설정합니다
.

3.



   

Cisco CallManager에서 VAD를 해제하려면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이 절차는 Cisco
CallManager 3.3 및 4.0과 유사합니다.

4.

관련 정보

음성 품질 문제의 증상 인식 및 분류●

음성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ow call active voice 명령 사용●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IP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white_paper09186a00801545e4.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652/tk698/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9ab88.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technologies/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web/psa/products/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6796074-9346562?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히싱 및 정적 문제 해결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소음 및 VAD
	히싱 및 정적 원인
	VAD 매개변수 조정
	음악 임계값
	음성 vad 시간

	VAD 끄기
	Cisco 게이트웨이에서 VAD 비활성화
	Cisco CallManager 3.3 및 4.0에서 VAD 비활성화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