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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이 문서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12.x, Cisco TelePresence System 및 Cisco
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의 기타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을 배포
하기 위한 설계 고려 사항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이 문서는 Cisco 에서 지난 십 년 이상에 걸쳐 오랫동안 개발하고 다듬어온 SRND( 솔루션 참조 네
트워크 설계 ) 안내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Cisco 의 음성 , 비디오 및 협업 기술
이 발달하고 성장함에 따라 , SRND 도 그러한 기술 발전을 문서화하기 위해 개정되고 업데이트되
어 왔습니다 . 이 최신 버전의 SRND 는 Cisco Spark, TelePresence, WebEx 및 광범위한 최종 사용자
장치에 대한 지원과 같은 Cisco 의 전범위의 협업 기술을 포함합니다 . Cisco 는 지속적으로 협업 기
술을 개발하고 향상하고 있으므로 이 SRND 는 협업 솔루션 설계에 대한 최신 지침 , 권장사항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
이 문서는 다음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설명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

기타 SRND( 솔루션 참조 네트워크 설계 ) 안내서 :
https://www.cisco.com/go/srnd

•

Cisco Collaboration PA(Preferred Architectur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pa

•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boration/index.html

•

Cisco CSR(Collaboration System Release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unified−techinfo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index.html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product−listing.html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

•

Cisco Video Collaboration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boration/video−collaboration/index.html

•

기타 Cisco 설계 안내서 :
https://www.cisco.com/go/design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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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Cisco 제품 및 설명서 :
https://www.cisco.com

이 릴리스의 새로운 정보 또는 변경된 정보
참고

달리 언급된 경우가 아니면 , 이 문서의 정보는 모든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릴리스에 적용
됩니다 .
이 안내서의 각 장 내에는 새 정보 및 수정된 정보가 이 장의 새로운 내용이라는 섹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이 문서의 많은 내용이 Cisco Collaboration SRND 의 이전 릴리스와 유사하지만 , 이 문서는 현재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릴리스의 아키텍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광범위하게 재구성되고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사용자는 소개 , 1−1 페이지부터 시작하여 이 전체 문서를 검토하고 기술과
시스템 아키텍처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

개정 이력
이 문서는 언제든지 통지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이트에서 이 문서의 최신 버전을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go/srnd
주기적으로 위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지고 있는 복사본의 개정일을 온라인 문서의 개정일과 비
교하여 문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다음 표는 이 문서의 개정 기록입니다 .
개정일

설명

2018 년 3 월 1 일

Cisco CSR(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에 대한 이 문서의 초기 버
전입니다 .

설명서 받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설명서 얻기 , BST (Cisco Bug Search Tool) 사용 , 서비스 요청 제출 및 추가 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
는 , 다음 시스코 제품 설명서의 새로운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새롭게 개정된 시스코 기술 컨텐츠를 데스 크탑에 직접 받기위해 , 귀하께서는 시스코 제품 설명
서의 새로운 기능 RSS 피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RSS 피드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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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제품 보안 개요
이 제품은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입 , 수출 , 운송 및 사용을 규제하는 미국 및 현지 법
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Cisco 암호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 3 자에게 이 암호화의 수입 , 수출 ,
유통 또는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수입자 , 수출자 , 유통업자 및 사용자는 미국
과 현지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준수
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미국 및 현지 법규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 제품을 즉시 반품하십시
오.
미국 수출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access.gpo.gov/bis/ear/ear_data.html

규칙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 규칙을 사용합니다 .
규칙

표시

굵은체 글꼴

명령 및 키워드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는 굵은체 글꼴로 표시됩니다 .

기울임꼴 글꼴

문서 제목 , 새 용어 또는 강조 용어 및 사용자가 값을 공급하는 인수는 기울

임꼴 글꼴로 표시됩니다 .

[ ]

대괄호 안의 요소는 선택 사항입니다 .

{x | y | z }

필수 대체 키워드는 중괄호로 묶어 세로선으로 구분합니다 .

[x|y|z]

선택적 대체 키워드는 대괄호로 묶어 세로선으로 구분합니다 .

문자열

따옴표 없는 문자들의 집합입니다 . 문자열의 주변에 따옴표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 사용할 경우 따옴표도 문자열에 포함됩니다 .

courier

글꼴

시스템이 표시하는 터미널 세션 및 정보가 courier 글꼴로 표시됩니다 .

< >

암호와 같이 인쇄되지 않는 문자는 꺾쇠 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

[ ]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기본 응답은 대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

!, #

코드 행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느낌표 (!) 또는 우물정 자 (#) 기호는 명령
행을 나타냅니다 .

참고

독자가 주목해야 할 내용을 나타냅니다 . 참고에는 유용한 제안이나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는 자료

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 팁 정보는 문제 해결이나 조치는 아닐 수 있지만 , 간

주의

에 대한 참조 정보가 포함됩니다 .

편한 방법과 같은 유용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

독자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 이 경우 , 장비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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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방법 설명한 작업을 수행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관련 단락에서 설명한 조치를 수

행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중요 안전 지침
이 경고 표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전
기 관련 재해에 유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 절차를 숙지하십시오 . 이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번역된 안전 경고문에서 해당 번역문을 찾을 수 있도록 각 경고의 끝에 설명 번호가 제공됩니다 .
이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

경고

이 경고를 사용하는 명령문에는 추가 정보가 제공되며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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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 사
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서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협업 방법이었
습니다 . 분산된 비즈니스 리소스 , 아웃소싱된 서비스 , 증가하는 사무실 시설 및 출장 비용을 특징
으로 하는 현재의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거나 효과적인 협업 방법이 아닙니다 . 그러나 Cisco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면 이제 시간과 비용
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서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
Cisco 협업 솔루션은 모바일 통신 및 소셜 미디어에서의 최근 발전을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통신을 지원합니다 . 또한 Cisco 협업 솔루션은 구내 또는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세트를 제공합니다 .

Cisco 엔드 투 엔드 협업 솔루션
Cisco 의 협업 기술은 실제로 모든 규모 또는 유형의 기업을 위해 완벽한 엔드 투 엔드 협업 솔루션
을 구축하기 위해 제품군을 구성합니다 . Cisco 협업 솔루션은 그림 1−1 에서 개념적 형태로 설명
하고 있는 다음 기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
•

협업 인프라 , 1−2 페이지

•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 1−3 페이지

•

협업 사용자 경험 ,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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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엔드 투 엔드 협업 솔루션

Cisco 협업 아키텍처 ( 개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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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소개

협업 인프라
Cisco 는 오랫동안 라우팅 및 전환 기술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인식되었습니다 . 이 기술이 Cisco 협
업 솔루션용 네트워크 인프라의 핵심을 이룹니다 . Cisco 스위치 및 라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
스 품질 (QoS) 메커니즘을 통해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통신이 네트워크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품
질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뿐만 아니라 , Cisco 게이트웨이는 엔터프라이즈의 내부 네트워크
를 외부 광역 네트워크 (WAN) 뿐만 아니라 ,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및 PBX 와
같은 레거시 시스템에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또한 Cisco 파트너는 Cisco
HCS(Hosted Collaboration Solution) 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안전하고 유연하며 저렴하고 확장 가능
하면서도 항상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호스트 협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릴리스 12.x 는 VMware vSphere ESXi Hypervisor 를 이용한 가상화를
사용하여 배포됩니다 .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 노드는 한 서버에서 단일 또는 다중 애플리케이션
노드로 실행할 수 있는 가상 시스템으로 배포됩니다 . 이러한 가상 애플리케이션은 중소기업에게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런 서비스를 Cisco 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까지 서비스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협업 세션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Cisco 는 네트워크 코
어에서 최종 사용자 장치에 이르기까지 협업 경로의 각 수준을 보호하는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
협업 솔루션이 구현되면 솔루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 Cisco 는 협업 솔루션
을 프로비저닝 , 작동 ,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하는 작업에서 시스템 관리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도
구 , 애플리케이션 및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자는 네트워크 구
성 요소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 시스템에 대한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고 , 사용자 정의 보고
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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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엔드 투 엔드 협업 솔루션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Cisco 협업 솔루션은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고급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
•

Instant messaging(IM) and Presence — Cisco IM and Presence Service를 사용하면 Cisco Jabber,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애플리케이션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이 협업 파트너를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신 형태를 결정하여 사용자 생산성을 증
가시킬 수 있습니다 .

•

협업 리치 미디어 전화회의 — Cisco WebEx 는 간편한 회의 설정 및 관리 , 대화식 회의 참여 , 그
리고 IP 전화기 , 태블릿 장치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같은 모든 유형의 장치에서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오디오 , 고해상도 (HD) 비디오 및 실시간 콘텐츠
공유를 통합합니다 . 온 − 프레미스 전화회의의 경우 , Cisco TelePresence Server 를 Cisco
TelePresence Conductor 와 함께 사용하면 TelePresence 비디오 엔드포인트 , 비디오 지원 사무
실 전화기 및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및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위한 콘텐츠 공유와 함께 임
시 , 예약 및 영구 오디오 및 비디오 회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Cisco Spark — Cisco Spark 데스크탑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1− 대 −1 및 팀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지속적 클라우드 기반 가상팀 룸을 지원합니다 . Cisco Spark 클라이언트는 Windows 와
Mac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및 애플 iOS 장치
에서 실행됩니다 . Cisco Spark 를 사용하면 가상 일대일 또는 그룹 협업실 내에서 보안 및 암호
화된 영구 메시징 , IP 상의 음성 및 화상 통화 및 파일 공유를 비롯하여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의 협업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Telepresence — Cisco TelePresence 기술은 출장 경비 및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제품 포트폴리오는 개별 데스크톱 장치에서 회의실용 대형
멀티스크린 몰입형 비디오 시스템까지 다양한 고해상도 (HD)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포함합니
다 . 그리고 Cisco TelePresence 제품은 비디오 기능이 있는 Cisco WebEx 및 Cisco IP Phone 과
같은 다른 Cisco 협업 제품과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

음성 메시징 — Cisco 제품은 대형 및 소형 협업 시스템에 대한 여러 음성 메시징 옵션뿐만 아
니라 ,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타사 음성 메일 시스템과 통합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

고객 연락처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제품은 고객지원센터에 지능형 연락처 라우팅 , 통
화 처리 및 멀티채널 연락처 관리를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을 독립
실행형 대화식 음성 인식 (IVR) 시스템으로 설치하거나 고객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고객을 위해
개인 맞춤된 셀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Cisco SocialMiner 는 소셜 미디
어를 통해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

•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 Cisco 협업 솔루션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와 고객의 대화 외에도 오디오 및 / 또는 비디오 회의를 녹음하고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 통화
기록 및 모니터링 기술에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Agent Desktop,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r 및 SPAN(Switched Port Analyzer)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1-3

1장

이 문서 정보

소개

협업 사용자 경험
협업은 곧 사용자 경험입니다 . 사용자가 협업 기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면 이 기술을 더 자주 사
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 그리고 이는 협업 기술을 채택한 기업에게 더 큰 ROI( 투자 수익
률 ) 로 전환됩니다 . 이 때문에 Cisco 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특히 강조하면
서 , 협업 기술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고 이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

방대한 협업 엔드포인트 — Cisco 는 기본 음성 전용 전화기에서 영상 및 인터넷 기능을 포함한
전화기 , 고해상도 텔레프레즌스 및 몰입형 비디오 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엔드포인트 장치
제품군을 생산합니다 . 또한 Cisco 협업 기술은 타사 엔드포인트 장치를 협업 솔루션에 통합하
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

Cisco BYOD Smart Solution — 사용자는 Cisco BYOD(Bring Your Own Device) Smart Solution
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 태블릿 , PC 등 자주 사용하는 개인 장비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Cisco BYOD Smart Solution 은 작업 경험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유선 및 Wi−Fi
액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관리
를 단순화합니다 .

•

모바일 협업 — Cisco 모바일 협업 솔루션은 모바일 작업자가 이동하거나 여러 장소에서 작업
할 때 지속적인 연결성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 시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에는 다음
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 사용자가 시스템의 모든 전화기에 로그온하고 해당 전화기가 사
용자의 기본 전화 설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선 이동 기능 ; Cisco Jabber 및 Cisco Spark 는 스
마트 폰 및 태블릿과 같은 타사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게 음성 , 비디오 및 인스턴트 메시징을 위
한 핵심 공동 작업 기능을 제공 ; 및 단일 번호 범위를 사용하여 개별 사용자의 업무 전화 및 휴
대폰에서 동시에 울리는 단일 엔터프라이즈 전화 번호를 제공합니다 .

•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 앞에서 언급했듯이 , Cisco 는 최종 사용자에게 풍부한 협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급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
비스 , 1−3 페이지 참조 ).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Cisco 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해당
협업 솔루션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협업 기술 개발에서 폭넓게 승인된 산업 표준에 따르려
고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많은 Cisco 협업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 정보
이 문서는 Cisco 협업 솔루션용 SRND( 솔루션 참조 네트워크 설계 ) 안내서입니다 . 이 문서에서는
시스템 수준 요구사항 , 권장사항 , 지침 및 비즈니스 필요성에 맞는 협업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
이 문서는 Cisco 에서 십 년 이상에 걸쳐 오랬동안 개발하고 다듬어온 SRND( 솔루션 참조 네트워
크 설계 ) 안내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Cisco 의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통신 기
술이 발달하고 성장함에 따라 , SRND 도 그러한 기술 발전을 문서화하기 위해 개정되고 업데이트
되어 왔습니다 . SRND 의 초기 버전은 Cisco 의 VoIP(Voice over IP)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후
속 버전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를 문서로 작성했고 모바일 음성 통신 , 회의 , 인스턴트 메
시징 (IM), 프레즌스 및 비디오 텔레포니에 대한 새로운 기술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 이 최신 버전
의 SRND 는 이제 Cisco Spark, TelePresence 및 모든 유형의 최종 사용자 장치에 대한 지원 (Bring
Your Own Device 또는 BYOD) 와 같은 전 범위의 Cisco 협업 기술을 포함합니다 . Cisco 는 지속적
으로 협업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하고 있으므로 이 SRND 는 협업 솔루션 설계에 대한 최신 지침 ,
권장사항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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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 정보

이 설명서의 구성
이 문서는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협업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문서의 이 파트에 있는 장들은 Cisco 협업 기술의 기본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
가 완벽한 엔드 투 엔드 협업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 기
본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 인프라 , 보안 , 게이트웨이 , 트렁크 , 미디어 리소스 , 엔드포인트 , 통
화 처리 에이전트 , 배포 모델 및 리치 미디어 회의 (Rich Media Conferencing) 를 포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개요 , 2−1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

•

통화 제어 및 라우팅
문서의 이 파트에 있는 장들은 협업 시스템에서 음성 및 영상 통화를 설정 , 라우팅 및 관리하
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이 파트에서는 대역폭 관리 , 다이얼 플랜 , 비상 서비스 , 디렉터리 통
합 및 ID 관리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화 제어 및 라우팅 개요 , 12−1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문서의 이 파트에 있는 장들은 협업 솔루션에 통합할 수 있는 협업 클라이언트 ,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파트에서 다루는 항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내장 애플리케이션 , 음성 메시징 , IM and Presence, 모바일 협업 , 고객지원센터 및 통
화 녹음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및 서비스 개요 , 17−1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협업 시스템 프로비저닝 및 관리
문서의 이 파트에 있는 장들은 협업 솔루션의 구성 요소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 , 해당 솔루션으
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 , 그리고 이 솔루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파트에
서 다루는 항목은 크기 지정 고려사항 , 마이그레이션 옵션 및 네트워크 관리 등의 주제를 다룹
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협업 시스템 프로비저닝 및 관리의 개요 , 2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추가 정보
이 문서는 광범위한 Cisco 협업 제품과 가능한 솔루션 설계를 다루므로 , 개별 제품 , 기능 또는 구
성의 모든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런 자세한 정보의 해당 유형은 다음 사이트에서 사
용할 수 있는 특정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이 문서는 Cisco 협업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협업 솔루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Cisco 에서는 협업 , 음성 및 비디오 배포를 위한 특정 선호 아키텍처도 개발하여 테스
트하고 문서화했습니다 . 선호 아키텍처 (PA) 에서는 엔지니어링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규범
적 솔루션 설계를 제공하고 이 설계는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g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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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트

1

협업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이 파트의 콘텐츠
문서의 이 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Cisco Collaboration System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개요

•

네트워크 인프라

•

Cisco 협업 보안

•

게이트웨이

•

Cisco Unified CM 트렁크

•

미디어 리소스

•

협업 엔드포인트

•

통화 처리

•

협업 배포 모델

•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2

장

Cisco Collaboration System 구성 요소 및 아키
텍처 개요
개정일 : 2016 년 6 월 14 일 수요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중요한 또다른 측면으로는 적절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시스템 보안 및 배포 모델 선택이 있습니다 .
IP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은 IP 패킷 손실 , 패킷 지연 및 지연 변형 ( 또는 지
터 ) 에 대해 엄격한 요구사항을 지정합니다 . 따라서 Cisco 스위치 및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QoS( 서비스 품질 ) 메커니즘을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같은 이유로 , 네트워크 장애 발생 이후 또는 토폴로지 변경 이후 빠른 수렴을 제공하는 중복 장치
와 네트워크 링크도 인프라의 가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 다음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네트워킹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을 중요도와 상호 관련성 순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

네트워크 인프라 —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QoS 를 활성화하여 중복
및 복원의 기반을 확실하게 합니다 .

•

음성 보안 —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일반 보안 정책 및 이러한 애플
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강화된 보안 네트워킹 기반을 보장합니다 .

•

배포 모델 —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통화 제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테스트된 모델
뿐만 아니라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배포에 적용할 모범 사례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
합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네트워킹 주제를 다룹니다 . 각 장에서는 주
제를 소개한 다음 아키텍처 , 고가용성 , 용량 계획 및 설계 고려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해당
장에서는 관련 제품 설명서에서 다루는 제품별 지원 및 구성 정보가 아니라 설계 관련 측면을 중점
적으로 다룹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시스템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구축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 이 장의 섹션에서는 LAN, WAN 및 무선
LAN 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기능을 설명합니다 . 이 장은 각 인프라와 관련된
설계 , 고가용성 , 서비스 품질 , 대역폭 프로비저닝 영역을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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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협업 보안 , 4−1 페이지
이 장에서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네트워크 보호 가이드라인 및 권장 사항을 설명합니
다 . 여기서는 정책 및 인프라 보호와 같은 일반 보안부터 VLAN 및 스위치 포트의 엔드포인트
보안 및 QoS 를 사용한 엔드포인트 보안까지 다룹니다 . 기타 보안 측면으로 액세스 제어 목록
,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 보안 , 방화벽 , 데이터 센터 설계 , 애플리케이션 서버 보안 , 네
트워크 가상화를 다룹니다 .

•

게이트웨이 , 5−1 페이지
IP 게이트웨이가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통합 커뮤니
케이션 및 협업 배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IP 게이트웨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 또한 게이트웨
이 트래픽 유형 및 패턴 , 프로토콜 , 용량 계획 및 플랫폼 선택뿐만 아니라 팩스 및 모뎀 지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

•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
이 장에서는 IP 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고 여러 가지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능을 활용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와 공급자 트렁크를 모두 다룹니다 . 또한 H.323 및
SIP 트렁크 , 코덱 및 이러한 트렁크를 통한 보조 서비스에 대해 논의합니다 .

•

미디어 리소스 , 7−1 페이지
이 장에서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미디어 리소스로 분류된 구성 요소를 살펴봅니다 . 통
화 종료 , 회의 및 코드 변환 기능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에 대한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 및 DSP 배포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 MTP(Media Termination Point), MTP 작동 방식
, SIP 및 H.323 트렁크를 사용한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 또한 TRP(Trusted Relay
Point), RSVP 에이전트 , 알림 장치 , MoH 및 보안 회의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

•

협업 엔드포인트 , 8−1 페이지
이 장에서는 Cisco 포트폴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엔드
포인트 유형에 대해 논의합니다 . 여기서 다루는 엔드포인트는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
무선 및 하드웨어에 내장된 사무실 전화기 , 비디오 엔드포인트 , TDM( 시분할 다중화 ) 기반
의 아날로그 연결을 위한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및 인터페이스 모듈입니다 .

•

통화 처리 , 9−1 페이지
이 장에서는 음성 및 영상 통화 라우팅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통화 처리 애플리케
이션 및 플랫폼에 대해 논의합니다 . 또한 통화 처리에 대한 플랫폼 옵션 , 클러스터링 기능 , 고
가용성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통화 처리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

•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시스템 배포 모델은 단일 사이트 또는 캠퍼스 , 멀티사
이트 환경 및 데이터 센터 솔루션과 같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설명합니다 . 또한 토론한 모델과 관련된 기타 여러 하위 항목을 포
함하여 각 모델에 대한 이러한 배포 모델과 모범 사례 및 설계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

•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11−1 페이지
이 장에서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 사용자가 오디오 , 비디오 및 / 또는 웹 협업 회
의를 예약 , 관리 및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리치 미디어 회의에 대해 살펴봅니다 . 또한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및 MCU(Multipoint Control Unit) 를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회의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회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 그 외에도 배
포 모델 , 비디오 기능 , H.323 및 SIP 통화 제어 통합 , 중복 및 여러 가지 솔루션 권장 사항과 설
계 모범 사례와 같은 리치 미디어 컨퍼런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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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가 배치되는 토대를 제공
합니다 . 그림 2−1 에서 보여지듯이 ,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동 작업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사
내에서 클라우드에서만 제공되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 전개 세트와 함께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
그림 2-1

엔터프라이즈 협업 전개 : 사내 , 클라우드 , 및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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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라우팅 , 통화 제어 ,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 작업 및 서비스 가용성을 포함하여 통합 커뮤
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의 모든 측면은 시스템 아키텍처의 적절한 설계 및 배포에 상당히 많이 의
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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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System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개요

고가용성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절히 설계하려면 처음부터 견고하고 중복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LAN 을 계층화된 모델 ( 액세스 , 배포 및 코어 계층 ) 로 구성하고 LAN 인프라를 한 번에 한 단계
의 모델로 개발함으로써 가용성이 높고 , 내결함성이 있는 중복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수렴된 네트워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WAN 인프라 설계도 매우 중요합니
다 . 적절한 인프라를 설계하려면 가능한 한 가용성이 높고 보장된 처리량을 제공하는 WAN 배포
에 대한 기본 구성 및 설계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적절한 WAN 인프라를 설계하려면 모
든 WAN 링크에 엔드 투 엔드 QoS 를 배포해야 합니다 .
무선 LAN 인프라 설계는 수렴된 네트워크의 WLAN( 무선 LAN) 부분에 IP 텔레포니가 추가될 때
중요해집니다 . 무선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엔드포인트가 추가되면서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
이 WLAN 으로 이동되었으며 , 현재는 WLAN 에서 기존 데이터 트래픽으로 수렴됩니다 . 유선
LAN 및 유선 WAN 인프라에서와 마찬가지로 , WLAN 에서 음성 및 비디오를 추가하려면 고가용
성 네트워크 배포에 대한 기본 구성과 설계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 또한 적절한 WLAN 인프
라를 설계하려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엔드 투 엔드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QoS 를 이
해하고 무선 네트워크에 배포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구현한 후에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성공적으
로 네트워크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가용성이
높은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

용량 계획
지원해야 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네트워크 인프라
를 확장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추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과 용량
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스템 크기 조정 , 용량 계획 및 크기 조정과 관련된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한 전체 논의는 협업 솔루
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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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구축하는 데 필요한 네
트워크 인프라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 그림 3−1 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하는 여러 장치의 역
할을 보여주고 , 표 3−1 은 이러한 각 역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요약한 것입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는 IP 패킷 손실 , 패킷 지연 및 지연 변형 ( 또는 지터 ) 에 대해 엄격한 요
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 따라서 Cisco 스위치 및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QoS( 서비스
품질 ) 메커니즘을 네트워크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같은 이유로 , 네트워크 오류 발생
이후 또는 토폴로지 변경 이후 빠른 수렴을 제공하는 중복 장치와 네트워크 링크도 인프라의 가용
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네트워크 인프라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

LAN 인프라 , 3−4 페이지

•

WAN 인프라 , 3−32 페이지

•

무선 LAN 인프라 , 3−6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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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네트워크 인프라

일반 캠퍼스 네트워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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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각 역할에 필요한 기능

인프라 역할
캠퍼스 액세스 스위치

필요한 기능
•

In−Line 전력1

•

여러 대기열 지원

•

802.1p 및 802.1Q

•

빠른 링크 수렴

•

여러 대기열 지원

•

802.1p 및 802.1Q

•

트래픽 분류

•

트래픽 재분류

WAN 집계 라우터

•

여러 대기열 지원

( 네트워크의 허브에 있는 사이트 )

•

트래픽 조정

•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2

•

링크 효율성

•

트래픽 분류

•

트래픽 재분류

•

802.1p 및 802.1Q

지점 / 지사 라우터

•

여러 대기열 지원

( 스포크 사이트 )

•

LFI2

•

링크 효율성

•

트래픽 분류

•

트래픽 재분류

•

802.1p 및 802.1Q

•

In−Line 전력 1

•

여러 대기열 지원

•

802.1p 및 802.1Q

캠퍼스 배포 또는 코어 스위치

지점 / 지사 또는 소규모 사이트 스
위치

1. 권장 사항 .
2. 링크 속도가 786kbps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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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3−2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릴리스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
다.
표 3-2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통화 제어 트래픽을 위한 대역폭 프로비저닝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로 통화 제어 트래픽에 대 2018 년 3 월 1 일
한 프로비저닝 , 3−56 페이지

Cisco Nexus 1000V 스위치가 이 장에서 제거되 더 이상 문서에 없음
었습니다 .

개정일

2018 년 3 월 1 일

LAN 인프라
캠퍼스 LAN 인프라 설계는 수렴된 네트워크에서 적절한 Unified Communications 작업을 수행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 적절한 LAN 인프라 설계를 위해 다음 기본 구성과 가용성이 높은 네트워크
배포에 대한 설계 모범 사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엔드 투 엔드 QoS 를 배포해야 합
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

고가용성을 위한 LAN 설계 , 3−4 페이지

•

LAN QoS( 서비스 품질 ), 3−14 페이지

고가용성을 위한 LAN 설계
LAN 을 적절하게 설계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견고하고 중복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LAN
을 계층화된 모델로 구성하고 ( 그림 3−1 참조 ) LAN 인프라를 한 번에 한 단계의 모델로 개발함으
로써 가용성이 높고 , 내결함성이 있으며 , 중복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계층이
올바르게 설계되었으면 DHCP 및 TFTP 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하여 다른 네트워크 기능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인프라 계층과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
•

캠퍼스 액세스 계층 , 3−4 페이지

•

캠퍼스 분산 계층 , 3−9 페이지

•

캠퍼스 코어 계층 , 3−11 페이지

•

네트워크 서비스 , 3−22 페이지

캠퍼스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캠퍼스에 대한 설계 영역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designzone

캠퍼스 액세스 계층
캠퍼스 LAN 의 액세스 계층에 데스크톱 포트에서 배선 스위치까지의 네트워크 부분이 포함됩니
다 . 액세스 계층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계층 2 가 분산 계층으로 업링크되는 계층 2 장치로 구성되
었습니다 . 계층 2 액세스 설계에 대한 계층 2 및 스패닝 트리 권장 사항은 자세히 문서화되어있고
아래에서 간략히 논의합니다 . 계층 3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최신 Cisco Catalyst 스위치의 경우 라
우팅된 새 액세스 설계가 가능하며 , 수렴 시간 및 설계 단순성 면에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라우팅된 액세스 설계는 라우팅된 액세스 계층 설계 , 3−7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서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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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2 액세스 설계 권장 사항
적절한 액세스 계층 설계는 VLAN( 가상 LAN) 마다 단일 IP 서브넷 할당으로 시작합니다 . 일반적
으로 VLAN 은 여러 배선 스위치를 확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즉 , VLAN 은 한 개 액세스 계층 스위
치에 있어야 하며 한 개 액세스 계층 스위치만 있어야 합니다 ( 그림 3−2 참조 ). 이 방법은 계층 2
에서 토폴로지 루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스패닝 트리 수렴으로 인한 임시 흐름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표준 기반 IEEE 802.1w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 및 802.1s
MISTP(Multiple Instance Spanning Tree Protocol) 의 도입으로 스패팅 트리는 더 빠른 속도로 수렴
될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것은 VLAN 을 단일 액세스 계층 스위치로 제한하면 브로드캐스트 도
메인의 크기를 제한하는 역할도 합니다 . 단일 VLAN 또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내의 수많은 장치
에서 많은 양의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정기적으로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 이로 인해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경험에 따르면 VLAN 당 장치 수를 약 512 개로 제한하는 규칙을 지정하는 것이
좋으며 , 이 수는 두 개의 클래스 C 서브넷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즉 , 23 비트 서브넷 마스킹된 클
래스 C 주소 ). 캠퍼스 액세스 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index.html.
참고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VLAN 에서 장치 수를 약 512 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VLAN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양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 1024 개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IP
서브넷으로 VLAN 에 Unified CM 을 설치하면 Unified CM 서버 ARP 캐시가 빠르게 채워지므로
Unified CM 서버와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 간 통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
그림 3-2

음성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계층 스위치 및 VLAN
Distribution
Switches

Access
Switches

IP

VLAN=10

VVID=111
IP

VLAN=11

High Density Switches

VVID=310
IP

VLAN=30

VVID=311

VVID=312

IP

IP

VLAN=31

VLAN=32

Stackable Switches

253921

VVID=110

음성을 배포할 때 액세스 계층에서 VLAN 두 개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 트래픽용으
로 기본 VLAN( 그림 3−2 의 VLANs 10, 11, 30, 31 및 32) 을 활성화하고 , 음성 트래픽용으로
Cisco IOS 의 음성 VLAN 이나 CatOS 의 보조 VLAN 을 활성화합니다 ( 그림 3−2 의 VVIDs 110,
111, 310, 311 및 312 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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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음성 및 데이터 VLAN 이 권장됩니다 .
•

외부 네트워크에서 주소 공간 예약 및 음성 장치 보호
음성 또는 보조 VLAN 에서 전화기에 개인 주소를 지정하면 주소가 보존되고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PC 와 서버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라우팅된 서
브넷 주소로 주소가 지정되지만 , 음성 엔드포인트는 RFC 1918 개인 서브넷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음성 및 비디오 장치로 QoS 신뢰 경계 확장
QoS 신뢰 경계는 이러한 신뢰 경계를 확장하지 않고 음성 및 비디오 장치로 확장될 수 있으므
로 결국 , QoS 기능을 PC 와 기타 데이터 장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장치와
신뢰할 수 없는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 장을 참조하십시오 .

•

악의적인 네트워크 공경
VLAN 액세스 제어 , 802.1Q 및 802.1p 태깅은 웜 , DoS( 서비스 거부 ) 공격 및 패킷 태깅을 통
해 우선 순위 대기열에 액세스하려는 데이터 장치의 시도와 같은 악의적인 내부와 외부 네트
워크 공격으로부터 음성 장치에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관리 및 구성 편의성
액세스 계층에서 음성 및 데이터 장치에 대한 별도의 VLAN 은 관리 및 단순화된 QoS 구성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고품질의 음성을 제공하고 전체 음성 기능을 이용하려면 액세스 계층 스위치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
•

전화기가 연결된 포트에 계층 2 CoS 패킷 표시를 적절히 취급하기 위한 802.1Q 트렁킹 및
802.1p

•

RTP 음성 패킷 스트림의 우선 순위 대기를 제공할 여러 송신 대기열

•

트래픽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하고 네트워크 신뢰 경계를 설정하는 기능

•

인라인 전원 기능 ( 인라인 전원 기능이 필수는 아니지만 , 액세스 계층 스위치에 권장됩니다 .)

•

계층 3 인식 및 QoS 액세스 제어 목록을 구현하는 기능 ( 이러한 기능은 확장된 신뢰 경계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Jabber 와 같은 소프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PC 등의 특정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됩니다 .)

STP(Spanning Tree Protocol)
계층 2 에서 수렴 시간을 최소화하고 장애 허용 오차를 최대화하려면 다음 STP 기능을 활성화합니
다.
•

PortFast
모든 액세스 포트에서 PortFast 를 활성화합니다 . 이러한 포트에 연결된 전화기 , PC 또는 서버는
STP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BPDU( 브리지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 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
PortFast 는 전화기나 PC 가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STP 가 수렴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트래픽 수신 및 전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루트 가드 또는 BPDU 가드
모든 액세스 포트에서 루트 가드나 BPDU 가드를 사용하면 스패닝 트리 루트를 시도하여 STP
재수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잠재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을 중단시키는 악성 스위치의
도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BPDU 가드에 의해 errdisable 상태로 설정된 포트를 수동으로 다
시 활성화하거나 , 구성된 시간 이후 errdisable 상태에서 자동으로 포트를 다시 활성화하도록
스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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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linkFast 및 BackboneFast
계층 2 네트워크에서 변경될 경우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STP 가 수렴되는 적
절한 위치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Cisco 스택 가능 스위치를 사용할 때
CSUF(Cross−Stack UplinkFast) 를 사용하면 스택에서 스위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빠른 장애 조
치와 수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이 기능을 사용하여 링크 오류 또는 오동작 발생 시 네트워크에서 수렴 및 가동 중지 시간을 줄
일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UDLD 는 서비스를 감지하
고 가져와서 트래픽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위치를 연결합니다 . 이 기능은 스패닝 트리 및 라
우팅 프로토콜에서 결함이 있는 링크를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일부로 잘못 간주하지 않도록 합
니다 .

참고

RSTP 802.1w 의 도입으로 PortFast 및 UplinkFast 와 같은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메커
니즘은 이러한 표준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 RSTP 가 Catalyst 스위치에서 활성화된 경우 이러한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라우팅된 액세스 계층 설계
간소화된 구성 , 일반 엔드 투 엔드 문제 해결 도구 및 고속 수렴을 필요로 하는 캠퍼스 설계의 경우
분산 계층에서 계층 3 전환과 함께 액세스 계층 ( 라우팅된 액세스 ) 에서 계층 3 전환을 사용하는
계층 설계는 음성 및 데이트 트래픽 흐름의 가장 빠른 복원을 제공합니다 .

L2/L3 경계를 액세스 계층으로 마이그레이션
일반적인 계층적 캠퍼스 설계에서 분산 계층은 계층 2, 계층 3 및 계층 4 프로토콜과 서비스 조합을
사용하여 최적의 수렴 , 확장성 , 보안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 가장 일반적인 분산 계층 구
성에서 액세스 스위치는 고속 트렁크 포트의 트래픽을 배포 스위치로 전달하는 계층 2 스위치로 구
성됩니다 . 배포 스위치는 그림 3−3 에서와 같이 해당 다운스트림 액세스 스위치 트렁크의 계층 2
전환과 해당 업스트림 포트의 계층 3 전환을 모두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림 3-3

기존 캠퍼스 설계 — 계층 3 배포로 계층 2 액세스

Core

Layer 3
Distribution
HSRP Active
Root Bridge

HSRP
Standby
Layer 2

VLAN 2 Voice
VLAN 102 Data

VLAN 3 Voice
VLAN 103 Data

VLAN n Voice
VLAN 100 + n Data

27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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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에서 배포 스위치의 목적은 기본 게이트웨이 , 계층 3 정책 제어 및 필요한 모든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포함하여 캠퍼스의 브리지된 계층 2 부분과 라우팅된 계층 3 부분 사이에 경계 기능을 제
공하는 것입니다 .
그림 3−3 에 나와 있는 기존의 분산 계층 모델에 대한 대체 구성은 액세스 스위치가 전체 계층 3 라
우팅 노드 ( 계층 2 와 계층 3 전환 모두 제공 ) 역할을 하고 배포에 액세스 계층 2 업링크 트렁크가
계층 3 지점 간에 라우팅된 링크로 교체되는 구성입니다 . 이 대체 구성은 계층 2/3 경계가 배포 스
위치에서 액세스 스위치 ( 그림 3−4 참조 ) 로 이동되며 , 설계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나타나지만 ,
실제로는 현재 모범 사례 설계를 확장한 것입니다 .
그림 3-4

라우팅된 액세스 캠퍼스 설계 — 계층 3 배포로 계층 3 액세스

Core

Layer 3
Distribution

Access
VLAN 3 Voice
VLAN n Voice
VLAN 103 Data VLAN 100 + n Data

271570

VLAN 2 Voice
VLAN 102 Data

Layer 2

기존의 계층 2 와 계층 3 라우팅 액세스 설계에서 각 액세스 스위치는 고유한 음성 및 데이터 VLAN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계층 3 설계에서 이러한 VLAN 의 기본 게이트웨이와 루트 브리지는 배포
스위치에서 액세스 스위치로 이동되었습니다 . 모든 지점 스테이션 및 기본 게이트웨이에 대한 주
소 지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VLAN 및 특정 포트 구성은 액세스 스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각 VLAN 에 대한 라우터 인터페이스 구성 , 액세스 목록 , "ip 도우미 " 및 기타 구성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 배포 스위치가 아닌 액세스 스위치에서 정의한 VLAN SVI(Switched 가상 Interface)
에서 구성됩니다 .
액세스 스위치로 계층 3 인터페이스의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확한 구성 변경 사항이 있습니
다 . 이제 모든 VLAN 이 로컬이므로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 또는 GLBP(Gateway Load
Balancing Protocol) 가상 게이트웨이 주소를 " 라우터 "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
찬가지로 단일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사용하는 경우 각 VLAN 에 대해 PIM 쿼리 간격 조정 또는 지
정된 라우터가 활성 HSRP 게이트웨이와 동기화되는지 확인과 같은 기존의 멀티캐스트 조정을 수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라우팅된 액세스 수렴
계층 3 액세스 설계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

향상된 수렴

•

간단한 멀티캐스트 구성

•

동적 트래픽 로드 밸런싱

•

단일 제어 평면

•

단일 문제 해결 도구 집합 ( 예 : ping 및 trace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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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또는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로 구성된 라우팅된 액세스 설계를 라우팅 프로토콜로 사용할 때 가
능한 빨라진 네트워크 수렴 시간입니다 . 계층 3 액세스 설계의 수렴 시간과 최적의 계층 2 액세스
설계의 수렴 시간을 비교하면 ( 스패닝 트리 루프 포함 또는 루프 제외 ) 계층 2 설계의 800~900msec
부터 계층 3 액세스 설계의 200msec 미만에 이르기까지 수렴 시간을 4 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라우팅된 액세스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High Availability Campus Network Design –
Routed Access Layer using EIGRP or OSPF 에 대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application/pdf/en/us/guest/netsol/ns432/c649/ccmigration_09186a008081
1468.pdf

캠퍼스 분산 계층
캠퍼스 LAN 의 분산 계층에 배선 스위치부터 다음 홉 스위치까지의 네트워크 부분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 캠퍼스 분산 계층 스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index.html
배포 계층에서 분산 계층 스위치 ( 또는 라우터 ) 와 액세스 계층 스위치 간 중복 링크를 포함하여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층 2 에 토폴로지 루프가 작성되
지 않도록 하려면 가능한 경우 중복 분산 스위치 사이의 연결에 계층 3 링크를 사용합니다 .

FHRP(First Hop Redundancy protocol)
배포 스위치가 L2/L3 경계에 있는 캠퍼스 계층 모델에서 그러한 배포 스위치는 지원하는 전체 L2
도메인에 대한 기본 게이트웨이 역할도 합니다 . 이러한 환경은 클 수 있으며 , 기본 게이트웨이로
작동하는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중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 형식이 필요
합니다 .
GLBP(Gateway Load Balancing Protocol),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 및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는 모두 FHRP(First Hop Redundancy protocol) 입니다 . Cisco 가 기본
게이트웨이 중복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HSRP 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는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를 기본 게이트웨이 중복을
제공하는 표준 기본 방식으로 연달아 승인했습니다 . 최근에 Cisco 는 HSRP 와 VRRP 에서 유지되
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GLBP 를 개발했습니다 .
HSRP 및 VRRP 모두 기본 게이트웨이를 백업하는 견고한 방법을 제공하며 , 적절히 조정된 경우
중복된 배포 스위치로 1 초 이내에 장애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GLBP(Gateway Load Balancing Protocol)

Cisco 의 GLBP(Gateway Load Balancing Protocol) 는 HSRP 및 VRRP 처럼 , 실패한 라우터나 회로
의 데이터 트래픽을 보호하면서 중복된 라우터 그룹 간에 패킷 로드 밸런싱을 허용합니다 . HSRP
또는 VRRP 가 기본 게이트웨이 중복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때 피어 관계의 백업 구성원이 유휴 상
태가 되어 오류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트래픽을 승인하고 능동적으로 전달합니다 .
GLBP 를 개발하기 전에 업링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구현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웠
습니다 . 한 가지 기술에서 HSRP 와 STP/RSTP 루트는 짝수 VLAN 이 한 피어를 기반으로 하고 홀
수 VLAN 이 대체 피어를 기반으로 하여 대상 노드 피어 간에 번갈아 가며 생성되었습니다 . 다른
기술은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HSRP 그룹을 사용하고 , 여러 기본 게이트웨이 간에 대체하는
데 DHCP 를 사용했습니다 . 이러한 기술은 작동했지만 구성 , 유지 관리 또는 관리 관점에서 최적
이 아니었습니다 .
GLBP 는 HSRP 처럼 구성되고 작동합니다 . HSRP 의 경우 ARP( 주소 확인 프로토콜 ) 를 사용하여
기본 게이트웨이의 실제 MAC 주소를 확인할 때 단일 가상 MAC 주소가 엔드포인트에 제공됩니다
( 그림 3−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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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P 는 한 개의 가상 MAC 주소 사용

vIP
10.88.1.10

HSRP 1 ip 10.88.1.10
vMAC 0000.0000.0001

HSRP 1 ip 10.88.1.10
vMAC 0000.0000.0001

ARP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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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BP 의 가상 MAC 주소가 2 개 있으며 , 각 GLBP 피어에 1 개씩 있습니다 ( 그림 3−6 참조 ). 엔드
포인트에서 ARP 를 사용하여 기본 게이트웨이를 확인하는 경우 가상 MAC 주소가 라운드 로빈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장애 조치 및 수렴은 HSRP 에서처럼 작동합니다 . 백업 피어는 실패한 장치
의 가상 MAC 주소를 가정하고 실패한 해당 피어에 대한 트래픽 전달을 시작합니다 .
그림 3-6

GLBP 는 2 개의 가상 MAC 주소 사용 ( 각 GLBP 피어에 대해 한 개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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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최소 구성으로 업링크를 보다 균일하게 사용했습니다 . 업링크 또는 주 배포 노드에서 수렴
이벤트가 호스트 수의 절반에만 영향을 주어 수렴 이벤트에 평균적으로 50% 이하의 영향을 주었
습니다 .
HSRP, VRRP 및 GLBP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Campus Network for High Availability Desig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application/pdf/en/us/guest/netsol/ns431/c649/ccmigration_09186a008093
b8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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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프로토콜
분산 계층에서 빠른 수렴 , 로드 밸런싱 및 장애 허용 오차를 보장하도록 OSPF 및 EIGRP 와 같은
계층 3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성합니다 . 라우팅 프로토콜 타이머 , 경로 또는 링크 비용 및 주소 요
약과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수렴 시간을 최적화하고 제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와 장치에
트래픽을 배포합니다 . 라우팅 인접 노드가 액세스 계층을 통해 인접하지 않도록 하려면
passive−interface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인접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
추가 CPU 오버헤드를 만들며 ,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들을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 액세스 계층이 향하는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passive−interface 명령을 사용하여 라
우팅 업데이트가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전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 따라서 네트워크 인접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

캠퍼스 코어 계층
캠퍼스 LAN 의 코어 계층에 배포 라우터 또는 계층 3 스위치부터 한 개 이상의 고급 코어 계층 3 스
위치나 라우터까지의 네트워크 부분이 포함됩니다 . 코어 계층에서 계층 3 이용 가능 Catalyst 스위
치는 여러 캠퍼스 분산 계층 간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캠퍼스 코어 계층 스위치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 https://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index.html 을 참조하십시
오.
코어 계층에서 고가용성을 위해 다음 유형의 중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

중복 링크 또는 케이블 경로
여기서 중복은 다운로드 또는 오작동 링크 주변에서 트래픽을 재라우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중복 장치
여기서 중복은 장치 오류 발생 시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에서 실패한 장치가 수행하던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중복 장치 하위 시스템
이러한 유형의 중복은 여러 전원 공급 장치와 모듈을 장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
러한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장치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

VSS(Virtual Switching System) 를 사용하는 Cisco Catalyst 스위치는 두 Catalyst 감독자 엔진을 함께
풀링하여 하나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중복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VS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9336/index.html
경로 중복 및 빠른 수렴을 위해 코어 계층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다시 구성하고 최적화해야 합니
다 . 네트워크 연결은 계층 3 에서 라우팅해야 하므로 코어에 STP 가 없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코
어 및 배포 장치 간의 각 링크는 고유한 VLAN 또는 서브넷에 속해야 하며 30 비트 서브넷 마스크
를 사용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
데이터 센터 및 서버 팜

일반적으로 미디어 리소스 서버를 포함하여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
러스터 서버는 방화벽으로 보호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 팜 환경에 있습니다 . 또한 중앙 집중
식 게이트웨이와 중앙 집중식 하드웨어 미디어 리소스 ( 예 : 컨퍼런스 브리지 , DSP 또는 트랜스코
더 팜 및 MTP(Media Termination Point)) 는 데이터 센터 또는 서버 팜에 있을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서버 및 미디어 리소스를 기준으로 한 방화
벽 배치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및 미디어 리소스를 기준으로 한 방화벽 배치에 대한 설계 지침은 방화벽 ,
4−3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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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와 리소스는 음성 네트워크에 중요하므로 캠퍼스 내의 여러 실제 스위치와 가능한
여러 실제 위치 사이에 모든 Unified CM 클러스터 서버 , 중앙 집중식 음성 게이트웨이 및 중앙 집
중식 하드웨어 리소스를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리소스 배포를 사용하면 하드웨어 오류
( 예 : 스위치 또는 스위치 회선 카드 오류 ) 발생 시 적어도 클러스터의 일부 서버에서 텔레포니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게이트웨이와 하드웨어 리소스에서 여전히 PSTN 에 액세
스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서버 , 게이트웨이 및 하드웨어 리소스는 물리
적으로 배포되는 것 외에도 , 별도의 VLAN 이나 서브넷에 배포되므로 ,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나 서
비스 거부 공격이 특정 VLAN 에서 발생하는 경우 모든 음성 연결 및 서비스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
니다 .

PoE(Power over Ethernet)
PoE( 또는 인라인 전원 ) 는 표준 이더넷 UTP( 비차폐 꼬임쌍선 ) 케이블을 통해 제공되는 48 볼트
DC 전원입니다 . 콘센트를 사용하는 대신 IP 전화기 및 Aironet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기타 인
라인 PD( 전원 장치 ) 는 인라인으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Catalyst Ethernet 스위치 또는 기타 인
라인 PSE(Power Source Equipment) 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라인 전원은 모든
인라인 전원 공급 가능 Catalyst 스위치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인라인 전원 공급 가능 스위치를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 와 함께 배포하면 전원 오류 중에도
IP 전화기가 전력을 계속 공급 받습니다 . 이러한 정전 기간 동안 텔레포니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
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IP 전화기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라인 전원 공급
가능 스위치를 배선 스위치 내의 캠퍼스 액세스 계층에 배포하여 인라인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이
더넷 포트를 IP 전화기에 제공해야 하므로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의

전원 인젝터나 전원 패치 패널을 사용하여 PoE 를 전달하면 전원이 항상 이더넷 쌍에 적용되므로
일부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PoE 스위치 포트는 PoE 가 필요한 장치가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
한 후에 포트별로 활성화합니다 .
Cisco 는 현재 Cisco PoE 인라인 전원 외에 IEEE 802.3af PoE 및 IEEE 802.3at Enhanced PoE 표준을
지원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 802.3af 및 802.3at 표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전화 모델에 대한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IP Phone 의 에너지 보존
Cisco EnergyWise Technology 는 PoE(Power over Ethernet) 를 사용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엔
드포인트를 포함하여 IP 네트워크의 장치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능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EnergyWise 아키텍처는 구성 가능한 스케줄에 따라 EnergyWise 가 활성화된 스위치의 PoE
로 연결된 장치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EnergyWis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0195/index.html
EnergyWise 보존을 위해 PoE 스위치가 IP 전화기를 끄면 해당 전화기는 완전히 전원이 꺼집니다 .
EnergyWise 는 IP 전화기에 연결된 포트의 인라인 전원을 끄며 , 스케줄에 따라 또는 네트워크 관리
도구의 명령으로 전원을 끕니다 . 전원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전화기에 활성 통화가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 전원이 꺼지고 모든 활성 통화가 끊깁니다 . IP 전화
기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등록이 손실되므로 전화기로 전화를 걸거나 전화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화기에서 전원을 켤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전화기에서 비상 통화가 불가
능합니다 .
IP 전화기는 스위치 전원이 다시 켜지는 경우에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전원이 복구되면 IP
전화기가 재부팅되고 새 IP 주소 요청 , 구성 파일 다운로드 , 새 구성 매개 변수 적용 , 새 펌웨어 또
는 로캘 다운로드 , Cisco Unified CM 에 등록을 포함한 복구 프로세스가 수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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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Wise 일정은 Cisco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구성되고 관리되므로 , IP 전화기 또는 Cisco
Unified CM 에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전화기에서 전력 소비량은 Unified CM 에 구성
된 장치 프로파일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Unified CM 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옵션은 다음
과 같습니다 .
•

절전 플러스 모드 , 3−13 페이지

•

절전 모드 , 3−13 페이지

절전 플러스 모드
절전 플러스 모드에서 전화기 켜기 및 끄기 시간과 유휴 시간 초과 기간은 IP 전화기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IP Phones 의 EnergyWise 절전 플러스 구성 옵션은 IP 전화기의 잠자기 ( 전원 끄
기 ) 및 깨우기 ( 전원 켜기 ) 일정을 지정합니다 . 이 모드를 사용하려면 EnergyWise 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EnergyWise 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잠자기 및 깨우기 시간과 다른 매개 변
수를 사용하여 전화기에 대한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Power Save Plus 매개 변수는 Cisco
Unified CM Administration 의 제품 특정 장치 프로파일에 구성되어 있으며 , 전화기 구성 XML 파
일의 일부로 IP 전화기에 전송됩니다 .
이 절전 모드에서 구성된 전원 끄기 기간 중에 IP 전화기는 지정된 시간에 스위치로 깨우기 요청을
보냅니다 . 스위치의 EnergyWise 가 활성화된 경우 요청을 수락하고 전원을 전화기 포트로 줄여서
전화기를 잠자기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 잠자기 모드는 전화기의 전력 소모를 1 와트 이하로 줄입
니다 . 이 경우 전화기 전원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 전화기가 잠자기 상태에 있을 때 PoE 스
위치는 전화기의 선택 키를 비추는 최소 전원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가 선택 단추를 사용하여 IP 전
화기를 깨울 수 있습니다 . IP 전화기는 전화기가 통화 중인 경우 잠자기 모드로 전환하지 않습니
다 . 전화기가 절전 플러스 모드로 전환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음성 및 시각적 알림을 선
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가 잠자기 모드에 잇는 동안에는 Cisco Unified CM 에 등록
되지 않으므로 착신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화기의 장치 구성 프로파일에서 등록되지 않은 착
신 전환 설정을 사용하여 착신 전화가 전화기 번호로 취급되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Cisco EnergyWise Power Save Plus 모드는 대부분의 Cisco IP Phones and Collaboration Desk
Endpoints 에서 지원됩니다 . EnergyWise Power Save Plus 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려
면 엔드포인트 모델의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product−listing.html

절전 모드
절전 모드에서 화면의 백라이트는 전화기가 사용 중이 아니면 켜지지 않습니다 . 전화기는 이 모드
에서 Cisco Unified CM 에 등록된 상태로 있으므로 착신 전화를 받고 발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Administration 에는 특정 일의 지정된 시간 및 특정 일의 하루 종일 디스플레이
를 끄는 제품 특정 구성 옵션이 있습니다 . 전화기는 예약된 기간 동안 또는 사용자가 송수화기를
들어올리거나 임의의 단추를 누를 때까지 절전 모드에 남아 있습니다 . EnergyWise 가 활성화된 네
트워크는 절전 모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간 초과까지 디스플레이가 유지된 다음 자동으로 꺼
지도록 유휴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 전원이 이 모드에서 여전히 켜져 있으므로 착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전 모드는 절전 플러스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두 모드를 함께 사용하면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모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IP Phones and Collaboration Desk Endpoints 에
대한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product−li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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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QoS( 서비스 품질 )
최근까지 서비스 품질은 데이터 트래픽의 비동기 특성 및 버퍼 오버플로우 및 패킷 손실을 허용하
는 네트워크의 기능으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캠퍼스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패킷 손
실 및 지연에 민감한 음성 및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사용으로 버퍼 및 대역폭이 엔
터프라이즈 캠퍼스에서 주요 QoS 문제가 되었습니다 .
그림 3−7 은 LAN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다 신청을 보여줍니다 .
그림 3-7

LAN 에서 데이터 트래픽 과다 신청

Core
Si

Si

Typical 4:1
Data Oversubscription

Instantaneous
Interface
Congestion

Distribution
Si

Si

Typical 20:1
Data Oversubscription
Access

IP

IP

IP

IP

IP

IP

IP

IP

IP

IP

IP

114469

IP

Voice

Data

이 과다 신청과 함께 개별 트래픽 볼륨 및 여러 개의 독립적인 트래픽 소스의 누적 효과로 인해 송
신 인터페이스 버퍼가 순간적으로 꽉 차게 되므로 추가 패킷이 송신 버퍼에 들어가려고 하면 손실
됩니다 . 캠퍼스 스위치가 인터페이스 속도와 비교했을 때 라우터의 WAN 인터페이스에서 확인된
버퍼보다 훨씬 작은 하드웨어 기반 버퍼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단수명 트래픽이 충돌하여 버
퍼 오버플로우 및 패킷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
파일 공유 ( 피어 투 피어와 서버 기반 모두 ), 원격 네트워크 연결 저장 장치 , 네트워크 기반 백업
소프트웨어 및 대용량 첨부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정체가 보다 자
주 발생하거나 오래 동안 발생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최신 웜 공격의 부정적인 몇 가지 효
과는 네트워크 트래픽 볼륨 ( 유니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 스톰 기반 ) 의 증가로 네트워크 정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 버퍼 관리 정책이 없으면 LAN 손실 , 지연 및 지터 성능이 모든 트래픽에 영
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려해야 할 다른 상황은 토폴로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복 네트워크 요소의 오류 효과입니다 . 예
를 들어 배포 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트래픽 흐름이 나머지 배포 스위치를 통해 재설정됩
니다 .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로드 밸런싱 설계에서 두 스위치 간에 로드를 공유했지만 , 오류가 발
생한 후에 모든 흐름이 단일 스위치에 집중되어 송신 버퍼가 정상적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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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러한 패킷 손실과 지연으로 인해 음질이 크게 나빠질 수 있습
니다 . 따라서 이러한 버퍼를 관리하고 패킷 손실 , 지연 및 지연 변화 ( 지터 ) 를 최소화하기 위해
QoS 도구가 필요합니다 .
트래픽을 관리하고 음질 및 비디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끝에서 끝까지 다음과 같은
유형의 QoS 도구가 필요합니다 .
•

트래픽 분류
분류에 네트워크에서 CoS(Class of Service) 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나타내는 특정 우선 순위의 패
킷 표시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패킷 표시를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시점이 신뢰 경계로 간
주됩니다 . 신뢰는 일반적으로 음성 장치 ( 전화기 ) 로 확장되며 , 데이터 장치 (PC) 로 확장되
지 않습니다 .

•

대기 또는 예약
인터페이스 대기 또는 예약에 네트워크 전체에서 긴급 처리에 대한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여
러 대기열 중 하나로 패킷 할당이 포함됩니다 .

•

대역폭 프로비저닝
프로비저닝에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요소 오버헤드에 필요한 정확한 대역폭 계산이 포함됩니
다.

다음 섹션에서는 캠퍼스 환경에서 이러한 QoS 메커니즘 사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
•

트래픽 분류 , 3−15 페이지

•

인터페이스 대기 , 3−17 페이지

•

대역폭 프로비저닝 , 3−18 페이지

•

QoS 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IP 통신 장애 발생 , 3−18 페이지

트래픽 분류
가능한 한 네트워크 에지에 가깝게 트래픽을 분류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항상 Cisco 네트워크 설계
아키텍처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 트래픽 분류는 캠퍼스 스위치와 WAN 인터페이스 내에
서 사용된 여러 대기 체계에 액세스하기 위한 시작 기준입니다 . Cisco IP Phone 은 소스에서 음성
제어 신호 처리와 음성 RTP 스트림을 표시하므로 표 3−3 에 제시된 값을 준수합니다 . 그러므로 IP
전화기는 트래픽 흐름을 분류할 수 있으며 , 분류해야 합니다 .
표 3−3 에서는 LAN 인프라에 대한 트래픽 분류 요구 사항을 나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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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네트워크 인프라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 분류 지침

계층 -3 분류

계층 -2 분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유형 (ToS) IP
우선 순위 (IPP)

PHB(Per-Hop Behavior)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CoS(Class of Service)

라우팅

6

CS6

48

6

음성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5

EF

46

5

비디오 회의

4

AF41

34

4

IP 비디오

4

AF41

34

4

몰입형 비디오

4

CS4

32

4

스트리밍 비디오

3

AF31

26

3

통화 신호 처리

3

CS3

24

3

트랜잭션 데이터

2

AF21

18

2

네트워크 관리

2

CS2

16

2

스캐빈저

1

CS1

8

1

Best effort

0

0

0

0

실시간 대화형

트래픽 분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QoS 설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ipv6/design−guide−listing.html
비디오 텔레포니에 대한 트래픽 분류

IP 비디오 텔레포니에 대한 주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음성
음성은 CoS 5 로 분류됩니다 (IP Precedence 5, PHB EF 또는 DSCP 46).

•

비디오 회의
비디오 회의는 CoS 4 로 분류됩니다 (IP Precedence 4, PHB AF41 또는 DSCP 34).

•

통화 신호 처리
음성 및 비디오 회의에 대한 통화 신호 처리는 CoS 3 으로 분류됩니다 (IP Precedence 3, PHB
CS3 또는 DSCP 24).

Cisco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분류를 모범 사례로 적극 권장합니다
.
영상 통화와 음성 전용 통화의 QoS 차이 표시

음성 통화 구성 요소는 진행 중인 통화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음성 전용 전화 통화는 해당 미디어가 CoS 5(IP Precedence 5 또는 PHB EF) 로 분류되지만 , 비디오
회의의 음성 채널은 해당 미디어가 CoS 4(IP Precedence 4 또는 PHB AF41) 로 분류됩니다 . 모든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3-16

2018 년 3 월 1 일

3장

네트워크 인프라

LAN 인프라

Cisco IP Video 텔레포니 제품은 영상 통화의 오디오와 비디오 패널 모두 CoS 4(IP Precedence 4 또
는 PHB AF41) 로 표시해야 하는 Cisco Corporate QoS 기준 표준을 따릅니다 . 이러한 사항을 권장
하는 이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

오디오와 비디오 채널 간 립싱크 유지

•

음성 전용 통화와 영상 통화에 별도 클래스 제공

Cisco 에서는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채널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 사용 사례에 따라 동일
한 DSCP 값 또는 서로 다른 DSCP 값으로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채널을 모두 표시하는 유
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엔드포인트의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중입니다 . DSCP 표시에 대한 더 자세
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 장을 참조하십시오 .
신호 처리 클래스는 모든 음성 신호 처리 프로토콜 ( 예 : SCCP, MGCP 등 ) 과 비디오 신호 처리 프
로토콜 ( 예 : SCCP, H.225, RAS, CAST 등 )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권장 클래스를 고려해 볼 때 첫 단계는 패킷이 분류되는 위치 ( 즉 , 트래픽을 해당 QoS 분류로 표
시할 첫 번째 장치 ) 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표시하거나 분류할 두 위치가 있
습니다 .
•

시작 엔드포인트 — 업스트림 스위치와 라우터에서 분류를 신뢰함

•

스위치 및 / 또는 라우터 — 엔드포인트에서 고유한 패킷을 분류할 수 없거나 올바르게 분류했
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음

TRP(Trusted Relay Point) 를 사용하여 QoS 적용

TRP(Trusted Relay Point) 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의 미디어 흐름에 대한 DSCP 값을 적용하거나 다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미디어 QoS 값이 로컬로 수정되었을 수도 있는 스마
트폰과 같은 엔드포인트의 미디어에 대해 QoS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TRP 는 기존의 Cisco IOS MTP(Media Termination Point) 기능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리소스입니다 .
엔드포인트는 모든 통화에 대해 TRP 를 호출하는 "TRP(Trusted Relay Point) 사용 " 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QoS 를 적용하기 위해 TRP 는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의 미디어에 대해 구성된 QoS 값을 사
용하여 엔드포인트에서 미디어 스트림의 QoS 값을 다시 표시하고 적용합니다 .
TRP 기능은 Cisco IOS MTP 및 코드 변환 리소스에서 지원합니다 . TRP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MTP
또는 코드 변환 리소스에서 Unified CM 을 사용하여 "TRP 활성화 " 를 선택합니다 .

인터페이스 대기
패킷이 계층 2(CoS) 와 계층 3(DSCP 또는 PHB) 에서 적절한 태그로 표시되었으면 각 트래픽 클래
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도록 이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트래픽을 예약하거나 대
기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캠퍼스 스위치에서 QoS 를 활성화하여 별도의
대기열을 사용하도록 모든 음성 트래픽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페이스 버퍼가 즉시 채워지면
음성 패킷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
네트워크 관리 도구에 캠퍼스 네트워크가 정체되었음이 표시될 수 있지만 음질을 보장하려면 QoS
도구가 필요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 도구는 샘플 시간 범위의 평균 정체만 표시합니다 . 이 평균이
유용하지만 , 캠퍼스 인터페이스에서 정체 최고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 트래픽의 버스트 특성으로 인해 캠퍼스 내의 전송 인터페이스 버퍼가 일정한 간격으로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러한 정체가 발생하면 해당 전송 인터페이스가 손실됩니다 . 음성 트
래픽 손실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캠퍼스 스위치에 여러 대기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각 포트에 적어도 두 개의 출력 대기열이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고 , QoS 계층 2 및 / 또는 계
층 3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대기열로 패킷을 보내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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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atalyst 스위치는 대부분은 포트 당 두 개 이상의 출력 대기열을 지원합니다 . Cisco Catalyst
스위치 인터페이스 대기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index.html

대역폭 프로비저닝
캠퍼스 LAN 에서 대역폭 프로비저닝 권장 사항은 과도한 프로비저닝과 가입 부족이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이 모토는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항상 로드보다 훨씬 높고 LAN 링크를 통한
정상 상태의 정체가 없도록 신중한 LAN 인프라 계획을 암시합니다 .
수렴된 네트워크에 음성 트래픽을 추가해도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 대
역폭 프로비저닝은 데이터 트래픽 요구 사항의 필요에 의해 구동됩니다 . 설계 목표는 텔레포니 신
호 처리 또는 미디어 흐름에 의해 이동되는 모든 링크의 광범위한 데이터 트래픽 정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FastEthernet 링크 (100Mbps) 의 원시 대역폭에 비해 단일 G.711 음성 통화 ( 약 86kbps)
에 대한 대역폭 요구 사항은 음성이 LAN 에서 네트워크 정체를 일으킨 트래픽 소스가 아니라 LAN
네트워크 정체에서 보호할 트래픽 흐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

QoS 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IP 통신 장애 발생
QoS 가 배포되지 않은 경우 패킷이 손실되고 과도한 지연과 지터가 발생하여 텔레포니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패킷이 손실 , 지연 및 지터될 경우 클릭 소리 , 거친 목소리 ,
오랜 기간의 침묵 및 에코 등의 효과를 사용자가 지각할 수 있습니다 .
신호 처리 패킷이 같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가 지각할 수 있는 장애로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무반응 ( 예 : 신호음 지연 ), 전화를 받아도 계속 벨울림 및 첫 번째 시도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
용자 대신 두 번 전화 걸기 ( 끊기 및 재다이얼이 필요함 ) 등이 있습니다 .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
만 지사에서 엔드포인트 재초기화 , 통화 종료 및 SRST 기능의 가상 활성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게이트웨이 통화가 중단될 수 있음 ).
이러한 효과는 모든 배포 모델에 적용됩니다 . 하지만 단일 사이트 ( 캠퍼스 ) 배포는 일반적으로
LAN 환경에 배포된 많은 양의 대역폭 ( 최대 링크 100Mbps) 이 IP Communications 시스템에 대해
일부 나머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지속적인 링크 중단으로 인한 조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모든 WAN 기반 배포 모델에서 트래픽 정체로 인해 링크 중단이 지속되거나 더 자주 발생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LAN 에서 훨씬 작으므로 ( 일반적으로 2Mbps 이하 ) 링크가
훨씬 쉽게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엔드포인트와 Unified CM 서버 간의 신호 처리 트래픽이
지연되거나 손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링크 중단 효과는 사용자 환경 , 즉 음성 미디어가 패킷 네트
워크를 통과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3-18

2018 년 3 월 1 일

3장

네트워크 인프라

LAN 인프라

Cisco UCS Server 를 사용하는 가상 Unified Communications 의 QoS 설계 고
려 사항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과 같은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
션은 VMware Hypervisor 위에서 가상 시스템으로 실행됩니다 . 이러한 Unified Communications 가
상 시스템은 하드웨어 기반 이더넷이 아니라 가상 소프트웨어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 사용할 수 있
는 가상 소프트웨어 스위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VMware vSphere Standard Switch
모든 VMware vSphere 버전과 VMware 라이센스 체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vSphere
Standard Switch 는 구성된 호스트에만 있습니다 .

•

VMware vSphere Distributed Switch
VMware vSphere 의 Enterprise Plus Edition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Sphere Distributed
Switch 는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에서 단일 스위치 역할을 하며 소프트웨어 가상
스위치의 관리 기능을 단순하게 합니다 .

가상 연결 관점에서 각 가상 시스템은 블레이드 서버에 있는 위의 가상 스위치 중 하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를 사용할 때 블레이드 서버는 실제로 UCS 섀시의
Fabric Extender 를 통해 나머지 네트워크에서 UCS Fabric Interconnect 스위치 ( 예 : Cisco UCS 6200
시리즈 ) 로 연결됩니다 .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는 물리적 배선이 고객의 이더넷 LAN 및
FC SAN 에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
트래픽 흐름의 관점에서 가상 시스템의 트래픽은 먼저 소프트웨어 가상 스위치 ( 예 : vSphere
Standard Switch, vSphere Distributed Switch) 로 이동합니다 . 그런 다음 가상 스위치는 해당 블레이
드 서버의 네트워크 어댑터와 Fabric Extender 를 통해 물리적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로 트
래픽을 보냅니다 .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는 단일 배선으로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를 통해 IP 와 파이버 채널 SAN 트래픽을 모두 전송합니다 .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는 IP 트래픽을 IP 스위치 ( 예 : Cisco Catalyst 또는 Nexus 시리즈 스위치 ) 로 보내고 , SAN
트래픽을 Fibre Channel SAN Switch( 예 : Cisco MDS 시리즈 스위치 ) 로 보냅니다 .

정체 시나리오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가 고용량 전환 패브릭을 제공하고 , 서버 블레이드 당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일반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최대 트래픽 요구 사항을 훨씬 초과하므로 , Cisco UCS B 시
리즈 블레이드 서버 및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한 배포에서는 네트워크 정체 또는 과다 신
청 시나리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다수의 B 시리즈 블레이
드 서버와 섀시 ,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 또는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타사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UCS B 시리즈 시스템의 다른 네트워크 요소 ( 어댑터 , IO 모듈 , Fabric
Interconnects) 에서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FCoE 트래픽은 IP 트래픽과 동일한 네
트워크 요소를 공유합니다 . 따라서 많은 양의 저장 장치 전송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
크 요소의 사용량을 늘리므로 이러한 잠재적인 정체에 영향을 줍니다 .
이러한 잠재적인 정체를 해결하려면 QoS 를 구현해야 합니다 .

Cisco UCS B 시리즈로 QoS 구현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및 어댑터 ( 예 : Cisco VIC 어댑터 ) 는 계층 2 CoS 값을 기반으
로 하여 QoS 를 수행합니다 . 트래픽 유형은 CoS 값에 의해 보장된 최소 대역폭 양 및 각 클래스에 사
용할 패킷 손실 정책 등을 결정하는 QoS 시스템 클래스로 분류됩니다 . 하지만 Cisco 협업 애플리케
이션은 계층 3 에만 QoS 표시를 수행하고 , 계층 2 에는 QoS 표시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애
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L3 값을 Cisco UCS 요소에서 사용한 L2 CoS 값에 매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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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Standard Switch, vSphere Distributed Switch,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및 기타 UCS 네트워크 요소에는 L3 값과 L2 값 간에 이러한 매핑을 수행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
참고

Nexus 1000V 사용 여부는 사례별로 , UCS 아키텍처 내의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에 따라 다릅니다 . 정체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Nexus
1000V 스위치를 배포해야 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상 스위치를 만들고 그러한 각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에 대해 다른
CoS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가상 스위치 1 에 CoS 값 1 로 구성된 업링크 포트가 있
고 , 가상 스위치 2 에 CoS 값 2 로 구성된 업링크 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필요한 QoS 시
스템 클래스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가상 시스템이 가상 스위치에 할당됩니다 . 이 방법은 가상 시스
템의 모든 트래픽 유형이 동일한 CoS 값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Unified CM 가
상 시스템에서 MoH 트래픽 , 신호 처리 트래픽 및 음성이 아닌 트래픽 ( 예 : 백업 , CDR, 로그 , Web
트래픽 등 ) 과 같은 실시간 미디어 트래픽은 동일한 CoS 값을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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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의 QoS 설계 고려 사항
비디오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른 DSCP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9.x 는 몰입형
비디오 트래픽 및 비디오 회의 (IP 비디오 텔레포니 ) 트래픽에 다른 DSCP 표시를 제공합니다 . 기
본적으로 Unified CM 9.x 는 CS4 의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 ) 통화와 AF41 의 비디오 (IP 비디
오 텔레포니 ) 통화에 권장되는 DSCP 값을 사전 구성했습니다 . 그림 3−8 은 권장 DSCP 값을 사용
하는 수렴된 환경의 다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줍니다 .
그림 3-8

수렴된 네트워크에서 권장되는 QoS 트래픽 표시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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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QoS 에 대한 오버헤드 계산

음성과 달리 , 실시간 IP 비디오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다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변 비트 레이트
스트림입니다 . 따라서 비디오는 음성과 달리 ,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계산하는 명확한 수식이 없습
니다 . 비디오 패킷 크기와 속도가 비디오 이미지 자체 내의 모션 각도에 비례하여 변하기 때문입
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의 관점에서 볼 때 , 대역폭은 항상 계층 2 에서 프로비저닝되지만 , 패킷이
엔드 투 엔드에서 통과할 수 있는 패킷 크기의 가변성 및 계층 2 미디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계층 2
에서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실제 대역폭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완벽하게 테스트되고
널리 사용된 일반 규칙은 비디오 대역폭을 20% 까지 과도하게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10% 의 버스트와 계층 2 에서 계층 4 로의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수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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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서비스
IP Communications 시스템을 배포하려면 DNS(Domain Name System),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및 NTP(Network Time Protocol) 를 포함
하여 통합된 네트워크 서비스 세트뿐만 아니라 , 올바르게 구성되고 , 가용성이 높고 , 복원력이 우
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조정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DNS(Domain Name System)
DNS 를 사용하면 호스트 이름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네트워크 내의 IP 주소 또는 네트워크에 매핑
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내에 배포된 DNS 서버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호스트 이름으로 매핑한 다
음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에 매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는 DNS
서버를 쿼리하고 네트워크에서 다른 장치의 IP 주소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 네트워크 장치 간의 통
신을 용이하게 합니다 .
전체 협업 솔루션은 수많은 서비스를 위해 올바르게 제공하기 위해 DNS 를 사용하므로 가용성이
높은 DNS 구조가 필요합니다 . DNS 에 대한 의존성을 원하지 않는 기본 IP 텔레포니 배포의 경우
호스트 이름이 아닌 IP 주소를 사용하여 Unified CM, 게이트웨이 및 엔드포인트 장치 간 통신을 지
원하고 보장하도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DNS 없이 Unified CM 배포
DNS 를 원하지 않는 기본 IP 텔레포니 배포의 경우 호스트 이름이 아닌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Unified CM, 게이트웨이 및 엔드포인트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작업은 Unified CM 클
러스터 설치 중에 수행해야 합니다 . 게시자와 가입자 노드 설치 중에 DNS 를 활성화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에 게시자 노드를 처음 설치하면 게시자는 시
스템에 제공한 호스트 이름으로 서버 테이블에서 참조됩니다 . 이후의 모든 가입자 노드 또는 엔드
포인트 정의 설치 및 구성 전에 이 서버를 호스트 이름이 아닌 게시자 노드의 IP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에 추가된 각 가입자 노드는 호스트 이름이 아니라 IP 주소별로 같은 서버 테이
블에 정의해야 합니다 . 각 가입자 노드를 한 번에 이 서버 테이블의 한 장치에 추가해야 하며 , 설
치 중인 새 가입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존재하지 않는 가입자 노드에 대한 정의가 없어야 합니다 .

DNS 를 사용한 Unified CM 배포
단일 DNS 서버 오류로 인해 IP 텔레포니 장치 간 네트워크 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중
복된 방식으로 항상 DNS 서버를 배포해야 합니다 . 단일 DNS 서버 오류 발생 시 DNS 서버 중복을
제공하여 네트워크에서 통신할 때 DNS 를 사용하는 장치가 백업 또는 보조 DNS 서버에서 호스트
이름 −IP 주소 매핑을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Unified CM 에서 DNS 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간단한 시스템 관리 기능 제공

•

트렁크 대상의 IP 주소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확인

•

도메인 이름을 기반으로 한 SIP 경로 패턴의 IP 주소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확인

•

서비스 (SRV) 레코드를 호스트 이름으로 확인한 다음 SIP 트렁크 대상의 IP 주소로 확인

•

인증서 기반 보안 제공

협업 클라이언트는 다음에 DNS 를 사용합니다 .
•

SSO(Single Sign−On)

•

사용자 등록 자동 검색을 필요로 하는 Jabber 배포

•

안전한 신호 처리 미디어에 인증서 기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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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를 사용하는 경우 각 Unified CM 클러스터를 대규모 조직의 DNS 도메인 내에 있는 유효한 하
위 도메인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 각 Cisco Unified CM 서버에 DNS 도메인을 정의하고 , 각
Unified CM 서버에 주 및 보조 DNS 서버 주소를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 3−4 는 DNS 서버에서 Unified CM 환경의 A 레코드 ( 호스트 이름 −IP 주소 확인 ), Cname 레코
드 ( 별칭 ) 및 SRV 레코드 ( 중복 , 로드 밸런싱 및 서비스 복구에 대한 서비스 레코드 ) 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보여줍니다 .
표 3-4

Unified CM 에서 DNS 사용 예

호스트 이름

유형

TTL

데이터

CUCM−Admin.cluster1.cisco.co
m

호스트 (A)

12 시간

182.10.10.1

CUCM1.cluster1.cisco.com

호스트 (A)

기본값

182.10.10.1

CUCM2.cluster1.cisco.com

호스트 (A)

기본값

182.10.10.2

CUCM3.cluster1.cisco.com

호스트 (A)

기본값

182.10.10.3

CUCM4.cluster1.cisco.com

호스트 (A)

기본값

182.10.10.4

TFTP−server1.cluster1.cisco.com

호스트 (A)

12 시간

182.10.10.11

TFTP−server2.cluster1.cisco.com

호스트 (A)

12 시간

182.10.10.12

CUP1.cluster1.cisco.com

호스트 (A)

기본값

182.10.10.15

CUP2.cluster1.cisco.com

호스트 (A)

기본값

182.10.10.16

www.CUCM−Admin.cisco.com

별칭 (CNAME)

기본값

CUCM−Admin.cluster1.cisco.co
m

_sip._tcp.cluster1.cisco.com.

서비스 (SRV)

기본값

CUCM1.cluster1.cisco.com

_sip._tcp.cluster1.cisco.com.

서비스 (SRV)

기본값

CUCM2.cluster1.cisco.com

_sip._tcp.cluster1.cisco.com.

서비스 (SRV)

기본값

CUCM3.cluster1.cisco.com

_sip._tcp.cluster1.cisco.com.

서비스 (SRV)

기본값

CUCM4.cluster1.cisco.com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다음 Cisco Jabber DNS Configu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web/products/voice/jabber.html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는 호스트가 네트워크에서 IP 주소 , 서브넷 마스크 , 기본 게이트웨이 및 TFTP 서버 주소를
포함하여 초기 구성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 DHCP 는 각 호스트를 IP 주소 및 기타 구성 정
보로 수동으로 구성하는 관리 부담을 없앴습니다 . DHCP 는 또한 장치가 서브넷 간에 이동되었을
때 네트워크 구성을 자동으로 재구성합니다 . 구성 정보는 네트워크에 있는 DHCP 서버에서 제공
하며 , 이 서버는 DHCP 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DHCP 요청에 응답합니다 .
DHCP 를 사용하여 이러한 장치의 배포를 단순하게 하도록 IP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를 구성
해야 합니다 . RFC 2131 준수 DHCP 서버를 사용하여 구성 정보를 IP Communications 네트워크 장
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기존 데이터 전용 네트워크에 IP 텔레포니 장치를 배포할 때 이러한 새 음
성 장치에 대해 기존 DHCP 서버에 DHCP 음성 범위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 IP 텔레포니 장치
는 IP 구성 정보에 대해 DHCP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DHCP 서버를 중복된 방식으
로 배포해야 합니다 . 적어도 두 대의 DHCP 서버를 텔레포니 네트워크 내에 배포해야 이 서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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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서버에서 DHCP 클라이언트 요청에 계속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DHCP 서버가 네트워크 내의 모든 DHCP 기반 클라이언트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IP
서브넷 주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DHCP Option 150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를 실행하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포니 구성 정보 소스
를 식별하는 데 DHCP Option 150 을 사용하도록 IP 텔레포니 엔드포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단일 TFTP 서버에서 배포된 모든 엔드포인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단순한 구성에서
Option 150 은 시스템에서 지정한 TFTP 서버를 가리키는 단일 IP 주소로 전달됩니다 . 같은 클러스
터 내에 TFTP 서버가 두 대 있는 배포에 대해 DHCP 범위로도 Option 150 에서 두 개 IP 주소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가 주 TFTP 서버에 연결하지 못하면 두 번째 주소를 사용하므로 , 중복을
제공합니다 . TFTP 서버 간에 중복과 로드 공유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 DHCP 범위의 절반에 두
TFTP 서버 주소를 역순으로 제공하도록 Option 150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주 TFTP 서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청한 파일을 전화기에 부여할 수 없는 경우 ( 예 : 요청하는 전
화기가 해당 클러스터에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 전화기가 두 번째 TFTP 서버에 연결을 시도
하지 않습니다 .
Option 150 에 직접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즉 , DN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음 ). 이렇
게 하면 전화기 부팅 및 등록 프로세스 중에 DNS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지기 때문입
니다 .

참고

IP 전화기가 Option 150 에서 최대 두 대의 TFTP 서버를 지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TFTP 서버로
Unified CM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Unified CM 시스템이 세 개의 별도 사이트
에서 WAN 을 통해 클러스터링된 경우 세 TFTP 서버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이트에 하나 ). 그
러면 각 사이트 내에 있는 전화기에 Option 150 내에 해당 사이트의 TFTP 서버가 포함된 DHCP 범위
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구성은 TFTP 서비스를 엔드포인트에 가깝게 가져오므로 대기 시간을 줄
이고 사이트 간 오류 격리를 보장합니다 ( 한 사이트의 오류가 다른 사이트에 있는 TFTP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화기 DHCP 작업 이후 전원 주기
DHCP 서버가 오프라인일 때 전화기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DHCP 를 사용하여 IP 주소 지
정 정보 가져오기를 시도합니다 ( 정상 ). DHCP 서버의 응답이 없으므로 전화기는 이전에 받은
DHCP 정보를 다시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합니다 .

DHCP 임대 시간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DHCP 임대 시간을 구성합니다 . PC 및 텔레포니 장치가 오래 동안 같은 위
치에 남아 있는 정적 네트워크에서는 DHCP 임대 시간을 길게 ( 예 : 1 주 )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
대 시간이 짧을수록 DHCP 구성을 자주 갱신해야 하며 , 네트워크에서 DHCP 트래픽 양이 늘어납
니다 . 반대로 , 랩톱 및 무선 텔레포니 장치처럼 수많은 모바일 장치를 통합하는 네트워크는 DHCP
관리 서브넷 주소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DHCP 임대 시간을 짧게 ( 예 : 1 일 ) 구성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모바일 장치는 짧은 시간 증분에 IP 주소를 사용한 다음 오랜 시간 동안 DHCP 갱신 또
는 새 주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시간이 길수록 이러한 IP 주소를 연결하여 이러한
IP 주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다시 할당되지 않도록 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s 는 DHCP 서버의 범위 구성에 지정된 대로 DHCP 임대 기간에 대한 조건을
준수합니다 . 마지막 DHCP 서버 알림 이후 임대 시간의 절반이 만료되었으면 IP 전화기가 임대 갱
신을 요청합니다 . 이 DHCP 클라이언트 요청은 DHCP 서버에서 승인했으면 IP 전화기에서 다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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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간 동안 IP 범위의 사용을 유지합니다 ( 즉 , IP 주소 , 기본 게이트웨이 , 서브넷 마스크 , DNS
서버 ( 옵션 ) 및 TFTP 서버 ( 옵션 )). DHCP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IP 전화기에서 해당 DHCP
임대를 갱신할 수 없으며 , 임대가 만료되면 바로 해당 IP 구성을 양도하므로 DHCP 서버에서 IP 전
화에 유효한 다른 범위를 부여할 수 있을 때까지 Unified CM 에서 등록 해제됩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에서 원격 사이트가 Cisco IOS 의 IP Helper Address 처럼 DHCP 릴레이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중앙 집중식 DHCP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및 중앙 사이트
에 대한 연결이 끊어진 경우 지점 내에 있는 IP 전화기에서 해당 DHCP 범위 임대를 갱신할 수 없습
니다 . 이 상황에서 지점 IP 전화기는 해당 DHCP 임대 만료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IP 주소를 사용
할 수 없게 되며 , 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전화기가 임대 기간의 절반이 되는 시점에서 임
대 갱신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DHCP 임대 만료는 DHCP 서버가 연결할 수 없게 된 이후
임대 기간의 절반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DHCP 범위의 임대 시간이 4
일로 설정되어 있고 WAN 오류로 인해 DHCP 서버에서 지점의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러
한 전화기에서는 임대 기간의 절반이 되는 시점에 ( 이 경우 2 일 ) 해당 임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 WAN 오류 발생 이후 2 일 이내에 WAN 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DHCP 서버를 사용할
수 없으면 IP 전화기의 작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WAN 연결 오류가 지속될 경우 모든 전화기는
WAN 오류 발생 시점부터 최대 4 일 이후에 해당 DHCP 범위가 만료됩니다 .
이러한 상황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

DHCP 범위 임대를 장기간으로 설정합니다 ( 예 : 8 일 이상 ).
이 방법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DHCP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 절반의 임대 시간을
제공합니다 . 임대 기간이 길면 임대 네트워크와 연관된 네트워크 트래픽의 주파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

•

함께 배치된 DHCP 서버 기능을 구성합니다 ( 예 : 지점의 Cisco IOS 라우터에서 DHCP 서버 기
능 실행 ).
이 방법은 WAN 연결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한 방법은 IP 주소 관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 각 지점에 증분 구성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DHCP 네트워크 배포 ,
3−2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함께 배치란 같은 위치에서 서로 WAN 이나 MAN 으로 연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장치
를 말합니다 .

DHCP 네트워크 배포
IP 텔레포니 네트워크 내에 DHCP 기능을 배포하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

중앙 집중식 DHCP 서버
일반적으로 단일 사이트 캠퍼스 IP 텔레포니 배포의 경우 DHCP 서버를 캠퍼스 내의 중앙 위치
에 설치해야 합니다 .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복된 DHCP 서버를 배포해야 합니다 . 중앙 집중식
멀티사이트 Unified CM 배포에서처럼 IP 텔레포니 배포에서 원격 지점 텔레포니 사이트도 통
합하는 경우 중앙 집중식 서버를 사용하여 DHCP 서비스를 원격 사이트에 있는 장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배포 유형을 사용하려면 지점 라우터 인터페이스에서 ip helper−address
를 구성해야 합니다 . 중복 DHCP 서버가 중앙 사이트에 배포된 경우 두 서버의 IP 주소를 ip
helper−address 로 구성해야 합니다 . 또한 지점 측 텔레포니 장치가 중앙 집중식 DHCP 서버를
사용하고 두 사이트 간의 WAN 링크에 오류가 발생하면 지점 사이트에 있는 장치에서 DHCP
요청을 보내거나 DHCP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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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service dhcp 가 Cisco IOS 장치에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구성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 이 서비스를 지점 라우터에서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면 장치에서
DHCP 릴레이 에이전트가 비활성화되고 ip helper−address 구성 명령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

중앙 집중식 DHCP 서버 및 원격 사이트 Cisco IOS DHCP 서버
중앙 집중식 멀티사이트 Unified CM 배포에 사용할 DHCP 를 구성할 때 중앙 집중식 DHCP 서
버를 사용하여 DHCP 서비스를 중앙에 위치한 장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장치는 로컬
로 설치된 서버 또는 원격 사이트에 있는 Cisco IOS 라우터에서 DHCP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배포를 사용하면 WAN 오류 발생 중에도 DHCP 서비스에서 원격 텔레
포니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3−1 에서는 기본 Cisco IOS DHCP 서버 구성 명령을 나열
합니다 .

예 3-1

Cisco IOS DHCP 서버 구성 명령

! Activate DHCP Service on the IOS Device
service dhcp
! Specify any IP Address or IP Address Range to be excluded from the DHCP pool
ip dhcp excluded-address <ip-address>|<ip-address-low> <ip-address-high>
! Specify the name of this specific DHCP pool, the subnet and mask for this
! pool, the default gateway and up to four TFTP
ip dhcp pool <dhcp-pool name>
network <ip-subnet> <mask>
default-router <default-gateway-ip>
option 150 ip <tftp-server-ip-1> ...
! Note: IP phones use only the first two addresses supplied in the option 150
! field even if more than two are configured.

Unified CM DHCP 서버 ( 독립 실행형과 Co-Resident DHCP)
일반적으로 DHCP 서버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용 시스템으로 , 해당 네트워크에서 사용
하는 DNS 및 / 또는 WINS(Windows Internet Naming Service) 서비스와 함께 실행됩니다 . 경우에 따
라 클러스터에 1000 대의 장치를 등록하는 소규모 Unified CM 배포를 고려할 때 Unified CM 서버
에서 DHCP 서버를 실행하여 그러한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Unified CM 에서 실행하
는 다른 주요 서비스에서 CPU 경합과 같은 리소스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DHCP 서버 기
능을 전용 서버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0 대 이상의 장치가 클러스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
우 DHCP 를 Unified CM 서버에서 실행하지 않고 대신 전용 서버나 독립 실행형 서버에서 실행해
야 합니다 .
참고

공동 실행형이란 같은 서버나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둘 이상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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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Cisco Unified CM 시스템 내에서 IP 전화기와 같은 엔드포인트는 TFTP 기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구성 파일 , 소프트웨어 이미지 및 기타 엔드포인트 특정 정보를 얻습니다 . Cisco TFTP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Unified CM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 이 서비스는 구성 파
일을 빌드하고 펌웨어 파일 , 벨소리 파일 , 장치 구성 파일 등을 엔드포인트로 제공합니다 .
TFTP 파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전화기 구성 파일

•

전화기 펌웨어 파일

•

CTL(Certificate Trust List) 파일

•

ITL(Identity Trust List) 파일

•

신호음 지역화 파일

•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 지역화 및 사전 파일

•

벨울림 파일

•

소프트키 파일

•

SIP 전화기의 다이얼 플랜 파일

TFTP 서버에서는 수정할 수 없는 파일 ( 예 : 전화기의 펌웨어 파일 ) 과 수정할 수 있는 파일 ( 예 :
구성 파일 ) 의 두 가지 유형을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
일반 구성 파일에는 장치에 대해 우선 순위가 지정된 Unified CM 목록 ( 예 : SCCP 또는 SIP 전화기 ),
장치에서 그러한 Unified CM 에 연결하는 TCP 포트 및 실행 가능한 로드 식별자가 들어 있습니다 . 선
택한 장치에 대한 구성 파일에는 전화기의 메시지 , 디렉터리 , 서비스 및 정보 단추에 대한 로캘 정보
와 URL 이 들어 있습니다 .
장치의 구성이 바뀌면 TFTP 서버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가져와서 구성 파
일을 다시 작성합니다 . 그런 다음 전화기가 재설정되면 새 파일이 전화기로 다운로드됩니다 . 예
를 들어 , 단일 전화기의 구성 파일이 수정되면 ( 예 : Extension Mobility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중 )
해당 파일만 다시 작성되고 전화기로 다운로드됩니다 . 하지만 장치 풀의 구성 세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 예 : 주 Unified CM 서버가 변경된 경우 ) 해당 장치 풀에 있는 모든 장치가 해당 구성 파
일을 다시 작성하고 다운로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장치가 많이 있는 장치 풀의 경우 이 파일을 다
시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서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TFTP 서버는 해당 공동 실행형 가입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로컬 데이터베이스 읽기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로컬 데이터베이스 읽기는 게시자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자 기능 보관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여러 TFTP 서버를 배포할 수 있습
니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에 대해 동일한 대기 시간 규칙이 등록된 전화기가 있는 서버에 적
용되듯이 TFTP 서버에 적용됩니다 .) 이와 같이 구성하면 TFTP 서비스가 엔드포인트에 더 가까워
지므로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사이트 간 실패가 격리됩니다 .
장치가 TFTP 서버에서 구성 파일을 요청하면 TFTP 서버는 내부 캐시 , 디스크 및 원격 시스코
TFTP 서버 ( 지정된 경우 ) 에서 구성 파일을 검색합니다 . TFTP 서버가 구성 파일을 찾으면 장치
로 보냅니다 . 구성 파일에서 Unified CM 이름을 제공하면 장치는 DNS 를 사용하여 이름을 확인하
고 Unified CM 에 대한 연결을 엽니다 . 장치가 IP 주소나 이름을 수신하지 않은 경우 TFTP 서버 이
름이나 IP 주소를 사용하여 등록 연결을 시도합니다 . TFTP 서버가 구성 파일을 찾지 못하면 " 파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 메시지를 장치로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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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P 서버가 최대 요청 수를 처리하는 동안 구성 파일을 요청하는 장치는 장치가 나중에 구성 파
일을 요청하도록 하는 TFTP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 최대 서비스 수 서비스 매개 변수는
구성할 수 있으며 , TFTP 서버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요청 수를 지정합니다 ( 기본값 =
2,500 요청 .) TFTP 서비스가 같은 서버에서 다른 Cisco CallManager 서비스와 함께 실행되는 경우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 전용 TFTP 서버의 경우 최대 서비스 수에 대해 다음 제안 값을 사용합니다
.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의 경우 2,500, 듀얼 프로세서 시스템의 경우 3000 을 사용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s 8900 시리즈 및 9900 시리즈는 TFTP 보다 훨씬 빠른 HTTP 프로토콜 ( 포
트 6970) 로 해당 TFTP 구성 파일을 요청합니다 .

작동 중인 TFTP 예
엔드포인트가 재부팅될 때마다 엔드포인트는 요청하는 엔드포인트의 MAC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이름이 지정되는 구성 파일 (TFTP 를 통해 ) 을 요청합니다 . (MAC 주소가 ABCDEF123456 인
Cisco Unified IP Phone 7961 의 경우 파일 이름은 SEPABCDEF123456.cnf.xml 입니다 .) 받은 구성
파일에는 전화기를 실행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버전과 전화기를 등록해야 하는 Cisco Unified CM
서버 목록이 포함됩니다 . 또한 엔드포인트는 TFTP 를 통해 벨울림 파일 , 소프트키 템플릿 및 작동
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를 얻기 위한 기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성 파일에 현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파일 버전 번호와 다른 버전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화
기는 TFTP 서버에서 새 소프트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체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 엔드포
인트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운로드해야 하는 파일 수는 엔드포인트 유형 및
전화기의 현재 소프트웨어와 새 소프트웨어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

TFTP 파일 전송 시간
엔드포인트에서 파일을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TFTP 전송 세션이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
리 배포의 경우 이러한 각 전송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엔드포인트가 시작하여 작동할 수 있
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엔드포인트가 예약된 유지 관리 중에 업그레이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에 영향을 줍니다 . TFTP 전송 시간이 이러한 끝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
TFTP 를 통해 각 파일 전송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파일 크기 , 재전송해야 하는 TFTP 패킷
비율 및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나 왕복 시간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
얼핏 보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이전 설명에 누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 재전송해야 하는 TFTP 패킷
의 비율을 통해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하여 파일 전송을 지원할 수 없
는 경우 패킷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대기 알고리즘에 의해 손실되므로 재전송해야 합니다 .
TFTP 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에서 작동합니다 . UDP 는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 ) 와 달
리 안정적인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 즉 , UDP 는 기본적으로 패킷 손실을 감지하는 기능이 없습니
다 . 파일 전송에서 패킷 손실 감지가 중요하므로 RFC 1350 은 TFTP 를 잠금 단계 프로토콜로 정의
합니다 . 즉 , TFTP 송신자는 한 개의 패킷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렸다가 다음 패킷을 보냅니다 ( 그
림 3−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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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FTP 패킷 전송 순서의 예

Round Trip Time = 10ms
Read Request
Time = 10ms

Data Packet
Acknowledgement

Time = 20ms

Acknowledgement
Time = 30ms

Data Packet

191938

Data Packet

제한 시간 내에 ( 기본값 4 초 ) 응답을 받지 못하면 송신자가 데이터 패킷 또는 확인을 재전송합니
다 . 패킷이 응답 없이 5 회 전송되면 TFTP 세션이 실패합니다 . 제한 시간이 항상 같고 TCP 시간 초
과처럼 적응 시간이 아니면 패킷 손실로 전송 세션이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
습니다 .
각 데이터 패킷 간 지연이 네트워크 왕복 시간과 동일한 최소이므로 네트워크 대기 시간도 TFTP
세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처리량의 한 요소입니다 .
그림 3−10 에서 왕복 시간이 40ms 로 늘어났으며 한 개의 패킷이 전송 중에 손실되었습니다 . 오류
율이 12% 로 높지만 TFTP 에서 대기 시간 및 패킷 손실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션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ms( 그림 3−9) 에서 4160ms( 그림 3−10) 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그림 3-10

TFTP 세션 완료 시간에 패킷 손실 효과

Round Trip Time = 40ms
Read Request
Time = 40ms

Data Packet
Acknowledgement

Time = 80ms

Data Packet
Acknowledgement

Acknowledgement
Time = 4 sec + 120ms = 4120ms

Data Packet

191939

4 second timeout (Packet loss)

TFTP 파일 전송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때 다음 수식을 사용합니다 .
FileTransferTime = FileSize  [(RTT + ERR  Timeout) / 512000]
여기서 :
FileTransferTime 은 초 단위입니다 .
FileSize 는 바이트 단위입니다 .
RTT 는 왕복 시간 ( 밀리초 ) 입니다 .
ERR 은 오류율 또는 손실된 패킷 비율입니다 .
Timeout 은 밀리초 단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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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00 = (TFTP 패킷 크기 )  ( 초당 1000 밀리초 ) =
(512 바이트 )  ( 초당 1000 밀리초 )
Cisco Unified IP Phone 펌웨어 릴리스 7.x 는 새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시간 초과가 10 분입니다 . 이
시간 내에 전송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후에 전송이 완료되어도 전화기가 다운로드를 취소합니다 .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로컬 TFTP 서버를 사용하여 전화기를 시간 초과 값이 61 분인 8.x 펌웨어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네트워크 대기 시간과 패킷 손실이 TFTP 전송 시간에 그러한 영향을 주므로 로컬 TFTP 서버가 유
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로컬 TFTP 서버는 WAN 을 통해 클러스터에 배포된 Unified CM 가입자이거
나 ,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ISR) 에서 실행되는 대체 로컬 TFTP " 로드 서버 " 일 수 있습
니다 . 대형 펌웨어 파일이 있는 최신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가 중앙 TFTP 서버에서 비교적 작
은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지만 로컬 TFTP 서버 (Unified CM 클러스터의 일부가 아님 ) 를 사용하
여 큰 소프트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Load Server 주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대
체 로컬 TFTP Load Server 를 지원하는 Cisco Unified IP Phon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정 전화기
모델의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
참고

각 전화기가 시작 시 진행되는 정확한 프로세스 및 다운로드되는 파일 크기는 전화기 모델 , 전화
기에 대해 구성된 신호 처리 유형 (SCCP, MGCP 또는 SIP) 및 전화기의 이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요청하는 파일은 차이가 있지만 각 전화기가 수행하는 일반 프로세스는 동일하며 어느 경우든지
적절한 파일을 요청하고 전달하는 데 TFTP 서버가 사용됩니다 . TFTP 서버 배포에 대한 일반 권장
사항은 배포된 프로토콜 및 / 또는 전화기 모델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

TFTP 서버 중복
Option 150 은 DHCP 범위의 일부로 전화기에 반환할 IP 주소를 최대 2 개 허용합니다 . 전화기는 목
록에서 첫 번째 주소를 시도하고 첫 번째 TFTP 서버와 통신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주소
를 시도합니다 . 이 주소 목록은 전화기가 해당 주 TFTP 서버가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서버에서
TFTP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중복 매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TFTP 로드 공유
다른 순서가 지정된 TFTP 서버 목록을 로드 밸런싱을 허용할 다른 서브넷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
다.예:
•

서브넷 10.1.1.0/24 에서 : Option 150: TFTP1_Primary, TFTP1_Secondary

•

서브넷 10.1.2.0/24 에서 : Option 150: TFTP1_Secondary, TFTP1_Primary

정상 작동 중에는 서브넷 10.1.1.0/24 의 전화기가 TFTP1_Primary 에서 TFTP 서비스를 요청하지만
, 서브넷 10.1.2.0/24 의 전화기는 TFTP1_Secondary 에서 TFTP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TFTP1_Primary 가 실패하면 두 서브넷의 전화기가 TFTP1_Secondary 에서 TFTP 서비스를 요청합
니다 .
로드 밸런싱은 여러 클러스터의 모든 전화기가 같은 서버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TFTP 서버 핫스폿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 TFTP 로드 밸런싱은 특히 Unified CM 업그레이드 중과
같이 전화기 소프트웨어 로드가 전송될 때 중요합니다 . 크기가 큰 많은 파일이 전송되므로 TFTP
서버에서 더 큰 로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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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TFTP
다중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프록시 TFTP 서비스는 단일 기본 TFTP 서버를 통해 여러 클러스터의
TFTP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프록시 TFTP 는 단일 서브넷 또는 VLAN 에 여러 클러스터의 전
화 또는 여러 클러스터가 동일한 DHCP TFTP 옵션 (150) 을 공유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된 경우 , 단
일 TFTP 참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록시 TFTP 서비스는 , 그림 3−11 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일 수준 계층 구조로 작동합니다 . 더 복
잡한 다중 레벨 계층 구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그림 3-11

프록시 TFTP 단일 수준 계층 구조

349688

Primary TFTP
Server Cluster

Remote Cluster A

Remote Cluster B

Remote Cluster C

Remote Cluster N…

그림 3−11 에서 장치 그룹은 구성 파일에 대해 주 TFTP 서버에 연결합니다 . 장치에서 TFTP 에 대
한 요청을 받으면 , 기본 TFTP 는 구성 파일 및 원격 클러스터 A, B, C 또는 N 과 같은 원격으로 구
성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 자체 로컬 캐시를 조사합니다 ( 구성된 다른 모든 원격 클러스터 ).
기본 TFTP 서버에 원하는 수의 원격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각 원격 클러스터에
는 최대 3 개의 TFTP IP 주소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복성을 위해 권장되는 설계는 클러스터 당
2 개의 TFTP 서버이므로 , 이중화를 위해 주 TFTP 서버의 원격 클러스터 당 2 개의 IP 주소입니다 .

NTP(Network Time Protocol)
NTP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치에서 해당 시계를 네트워크 시간 서버 또는 네트워크 지원 시계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NTP 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장치의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 텔레포니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리할 때 네트워크 전체의 모든 오류 및 보안 로그 , 추적
및 시스템 보고서 내에서 시간 스탬프를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동기화를 통해 관
리자는 일반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활동 및 동작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 청구 레
코드 및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도 동기화된 정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3-31

3장

WAN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Unified CM NTP 시간 동기화
시간 동기화는 특히 Unified CM 서버에서 중요합니다 . 이후 IPSec 기능을 클러스터 내에서 활성화
하고 외부 엔티티와 통신하려면 CDR 레코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로그 파일이 동기화되도록 하
는 것 외에도 정확한 시간 소스가 필요합니다 .
Unified CM 은 클러스터에서 모든 가입자의 NTP 시간을 게시자로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 설치
중에 각 가입자는 게시자에서 실행 중인 NTP 서버를 가리키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 게시자는
외부 서버에서 동기화하도록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자신을 마스터 서버로 간주하고 내부 하드웨어
시계를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에 시간을 제공합니다 . 클러스터 시간이 외부 시간 소스와 동기화
되도록 게시자가 Stratum−1, Stratum−2 또는 Stratum−3 NTP 서버를 가리키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
습니다 .
윈도우즈 시간 서비스가 단순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SNTP) 을 자주 사용하고 Cisco Unified?CM
이 SNTP 와 성공적으로 동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윈도우즈 시간 서비스를 NTP 서버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거나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잠재적인 호환성 , 정확성 및 네트워크 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주 노드에 대해 지정
된 외부 NTP 서버가 NTP v4( 버전 4) 이어야 합니다 . IPv6 주소 지정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NTP 서
버는 NTP v4 이어야 합니다 .

Cisco IOS 및 CatOS NTP 시간 동기화
시간 동기화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장치에도 중요합니다 . Cisco IOS 라우터 및 Catalyst 스위
치는 해당 시간을 NTP 를 통해 나머지 네트워크 장치와 동기화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이 구성은
디버그 , syslog 및 콘솔 로그 메시지가 적절하게 타임스탬프 처리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텔레
포니 네트워크 문제 해결은 네트워크 전체 장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명확한 타임라인을
그릴 수 있을 때 단순해집니다 .

WAN 인프라
적절한 WAN 인프라 설계는 또한 수렴된 네트워크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가 정상적으로 작
동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 적절한 인프라 설계를 위해 가능한 한 가용성이 높고 보장된 처리량
을 제공하는 WAN 을 배포하는 다음 기본 구성과 설계 모범 사례가 필요합니다 . 또한 적절한 WAN
인프라를 설계하려면 모든 WAN 링크에 엔드 투 엔드 QoS 를 배포해야 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

WAN 설계 및 구성 , 3−33 페이지

•

WAN QoS( 서비스 품질 ), 3−36 페이지

•

대역폭 프로비저닝 , 3−51 페이지

대역폭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 장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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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설계 및 구성
WAN 을 적절히 설계하려면 내결함성 네트워크 링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링크를 사용할 수 없는 가
능성에 대해 계획해야 합니다 . WAN 토폴로지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 필요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
하고 , WAN 인프라를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다른 계층으로 접근하여 내결함성 및 중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필요한 인프라 계층과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
•

배포 고려 사항 , 3−33 페이지

•

보장된 대역폭 , 3−34 페이지

•

Best−Effort 대역폭 , 3−35 페이지

배포 고려 사항
음성 및 비디오 네트워크를 위한 WAN 배포에서 허브 및 스포크 , 완전히 메시된 토폴로지 또는 부
분적으로 메시된 토폴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허브 및 스포크 토폴로지는 중앙 허브 사이트와
중앙 허브 사이트에 연결된 다중 원격 스포크 사이트로 구성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각 원격 또
는 스포크 사이트는 중앙 또는 허브 사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WAN 링크 홉 및 다른 모
든 스포크 사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WAN 링크 홉입니다 . 메시된 토폴로지에 여러
WAN 링크 및 사이트 간에 임의 개수의 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같은 사
이트에 대해 다른 여러 경로가 있거나 다른 사이트에 비해 일부 사이트와의 통신에 다른 링크가 사
용될 수 있습니다 . 가장 간단한 예는 각각 다른 두 사이트에 대해 WAN 링크로 연결되고 , 삼각형
을 형성하는 3 개 사이트입니다 . 이런 경우 각 사이트 사이에 서로에 대한 두 개의 잠재적인 경로
가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및 분산된 멀티사이트 배포 모델과 이러한 배포 모델의 RSVP(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높은 수준의 장애 허용 오차를 제공하려면 가능한 경우 중복된 WAN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 다
른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제공하거나 네트워크 내의 다른 수신 / 송신 포인트에 있는 중복 WAN 링
크를 통해 단일 링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백업 대역폭과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류가
없는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중복 링크는 추가 대역폭을 제공하고 여러 경로와 WAN 내에 있는 장비
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트래픽의 로드 밸런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는 LAN 에서 수렴될 때처럼 WAN 에서 수렴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QoS 프로비저닝 및 대기 매커니즘은 일반적으로 WAN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가 같은 WAN 링크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링크를 통해 음성 , 비디오 및 데
이터를 분리하고 전달하려고 하면 여러 인스턴스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한
링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단일 링크로 모든 트래픽을 지정하므로 각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처리
량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경우 음질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별도의 네트워크 링크나 장치 유
지 관리는 문제 해결 및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
WAN 링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도하게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집중식 리소스를 WAN 의
다른 쪽에 있는 사이트에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및 Cisco Unified CME(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와 같은 미디어 리소스
, DHCP 서버 , 음성 게이트웨이 및 통화 처리 애플리케이션은 사이트 크기와 이러한 기능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경우 중앙 이외의 사이트에 배포해야 합니다 . 음성 애플리
케이션과 장치를 분산시키면 네트워크 배포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이러한 리소스 관
리가 복잡해지고 네트워크 솔루션의 전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WAN
링크 오류 발생 중에도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WAN 환경에 음성을 배포할 때 WAN 링크를 통과하는 모든 음성 통화에 저대역폭 G.729 코덱을 사
용하면 이러한 저속 링크에서 대역폭을 절감시키므로 대역폭 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MoH
와 같은 미디어 리소스는 가능한 경우 멀티캐스트 전송 매커니즘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
니다 . 이 방법은 추가로 대역폭을 절감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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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음성 네트워크의 지연

ITU(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의 권장 G.114 에는 음성 네트워크에서 단방향 지연이 150 밀리초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내에서 저속 WAN 링크를 구현할 때 이 점을 명심
해야 합니다 . 방향 지연이 이 150 밀리초 권장 사항을 그대로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도록 WAN 링
크에 대해 토폴로지 , 기술 및 실제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단방향 지연이 150 밀리초를 초과하
는 VoIP 네트워크를 구현하면 통화를 설정하기 위해 각 장치와 통화 처리 애플리케이션 간에 여러
통화 신호 처리 메시지를 교환해야 하므로 음성 통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통화 설정과 미디어 자르
기 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장된 대역폭
음성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간주되므로 베어러 및 신호 처리 음성 트
래픽이 항상 해당 대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보장된 전용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WAN 토
폴로지와 링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WAN 링크 기술은 보장된 전역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전용선

•

프레임 릴레이

•

ATM( 비동기 전송 모드 )

•

ATM/ 프레임 릴레이 서비스 인터워킹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Cisco Voice and Video Enabled IP Security VPN(IPSec V3PN)

이러한 링크 기술은 전용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개인 네트워크에 배포하면 보장된 트래픽 처리량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WAN 링크 기술은 모두 특정 속도 또는 대역폭 크기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링크 기술은 저속 링크에서도 네트워크 트래픽의 처리량을 보장하는
기본 제공 매커니즘이 있습니다 . 트래픽 조정 , 단편화 및 패킷 인터리빙 , CIR( 인정 정보 속도 ) 과
같은 기능은 패킷이 WAN 에서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 모든 패킷이 WAN 링크에 정기적으로 액세
스할 수 있도록 하며 , 이러한 링크를 통과하려고 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에 충분한 대역폭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DMVPN(Dynamic Multipoint VPN)
스포크 간 DMVPN 네트워크는 허브 및 스포크 토폴로지에 비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에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스포크 간 터널은 WAN 홉 수와 암호 해독 / 암호화 단계 수
를 줄임으로써 엔드 투 엔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DMVPN 은 연관된 관리 및 작동
오버헤드 없이 지점 간 터널에 해당하는 전체 메시를 구성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스포크
간 터널을 사용하면 허브에서 트래픽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역폭 및 라우터 처리 용량을 줄일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스포크 간 DMVPN 네트워크는 스포크 − 허브 − 스포크 경로에서 스포크 간 경로
로 RTP 패킷 라우팅을 전환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 변화 ( 지터 ) 에 민감합니다 . DMVPN 경로 전
환 중에 이러한 지연 변화는 통화 초기에 발생하므로 지연 차이가 100ms 이상이면 순간적인 오디
오 왜곡이 한 번 들리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DMVPN WAN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Voice over Spoke-to-Spoke DMVPN Test Results and Recommendations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design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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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Effort 대역폭
네트워크 트래픽이 중요한 경우에도 해당 트래픽이 해당 대상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장
된 전용 대역폭을 제공할 수 없는 몇 가지 WAN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토폴로지는 보장된
네트워크 처리량을 설정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음성과 같은 중요한 트래픽
이 먼저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트래픽 조정 , 패킷 단편화 및 인터리빙 , 대기 매커니즘 또는 엔드
투 엔드 QoS 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 트래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다음 WAN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링크 유형은 이러한 종류의 Best−Effort 대역폭 기술의 예입니다 .
•

인터넷

•

DSL

•

케이블

•

위성

•

무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링크는 중요한 음성 및 음성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보장된 네트워
크 연결과 대역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개인 또는 재택 근무자 유형의 네
트워크 배포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가끔은 이러한 토폴로지가 가용성이 높은 네트워크 연결과 충
분한 네트워크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지만 , 그 외에는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거나 , 음성과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할 수 없는 네트워크 처리량을 렌더링하는 속도로 제한되거나 ,
대량의 패킷 손실로 반복적인 재전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즉 , 이러한 링크와 토폴로지는 보장
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없으며 , 이러한 링크에서 트래픽을 전송하면 Best−Effort 로 전송되며 해당
대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엔터프라이즈급의 음성 서비스와 품질을 필요로 하
는 음성 사용 네트워크에는 Best−Effort 토폴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DSL 및 케이블 기술에는 보장된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QoS 매커니즘이 있지
만 , 이러한 매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많은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배포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Best−Effort 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QoS 를 보장하는 모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업
체의 SLA( 서비스 수준 계약 ) 에서 제공한 대역폭 및 QoS 보장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

참고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QoS 매커니즘은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지원됩니다 . Voice over
Wireless LAN 의 Qo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Voice over Wireless LAN Design Guide 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solutions/ns340/ns414/ns742/ns818/landing_wireless_u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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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QoS( 서비스 품질 )
이러한 링크는 연결할 ( 기가비트 또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 캠퍼스 또는 지점 LAN 링크보다 훨
씬 느린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WAN 및 VPN 을 통한 QoS( 서비스 품질 ) 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와 같이 WAN 및 VPN 에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이 가장 높으므로 QoS 설계 시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QoS 설계 시 핵심적인 두 가지 전략적 원칙을 WAN/VPN QoS 설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정체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노드에서 대기 정책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WAN/VPN 에지에
서 포괄적인 대기 정책을 연결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

제어 평면 정책 ( 이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 외에도 데이터 평면 정책 ( 스캐빈저 클래스
QoS) 을 활성화함으로써 네트워크 공격을 완화하고 제한하여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을 보호
합니다 .

이를 위해 이 설계 섹션에서는 WAN( 광대역 네트워크 ) 을 통해 QoS 를 사용하기 위한 모범 사례 권
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이 섹션의 권장 사항은 독립적이지 아니며 , LAN QoS( 서비스 품질 ),
3−14 페이지의 섹션에 제공되며 이미 구현된 캠퍼스 QoS 설계 권장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
서 WAN 의 트래픽 통과가 올바르게 분류되어 계층 3 DSCP 로 표시 ( 또한 필요한 대로 액세스 에지
에서 정책이 지정됨 ) 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설계 섹션에서는 WAN( 광대역 네트워크 ) 와 관련된 기본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 WAN 의 전략적 QoS 설계를 도출하려면 아래 설명된 대로 WAN 에 고유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야 합니다 . 협업 솔루션의 대역폭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 장에 있
습니다 .

WAN QoS 설계 고려 사항
WAN 및 VPN QoS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WAN 집계 라우터 플랫폼 , 3−36 페이지

•

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 QoS, 3−37 페이지

•

대기 시간 및 지터 , 3−37 페이지

•

Tx−Ring, 3−39 페이지

•

CBWFQ(Class−Based Weighted−Fair Queuing), 3−40 페이지

•

짧은 대기 시간 대기열 처리 , 3−42 페이지

•

WRED(Weighted−Random Early Detect), 3−43 페이지

각각의 WAN QoS 설계 고려 사항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

WAN 집계 라우터 플랫폼
다른 캠퍼스 및 / 또는 지점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하기 위해 광대역 전체로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네
트워크를 확장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라우터 (WAN 집계 라우터 및 지점 라우터 ) 를 배
포해야 합니다 . WAN 집계 라우터는 WAN/VPN 에 대규모 캠퍼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
는 반면 지점 라우터는 소규모 지점 LAN 을 WAN/VPN 에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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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 QoS
캠퍼스 내에서 사용되고 하드웨어에서만 QoS 를 수행하는 Cisco Catalyst 스위치와 달리 , Cisco 라
우터는 Cisco IOS 소프트웨어에서 QoS 작업을 수행합니다 . 그러나 일부 플랫폼 ( 예 : Cisco
Catalyst 6500 시리즈 , 7600 시리즈 및 Cisco ASR) 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혼합된 하이브
리드 환경에서 QoS 를 수행합니다 .
Cisco IOS 소프트웨어에서 QoS 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
•

QoS 기능의 플랫폼 간 일관성
예를 들어 , 플랫폼별 또는 회선 카드별로 하드웨어에 특정한 대기 구조를 사용 (Cisco Catalyst
스위치에 해당 ) 하는 대신 , LLQ( 짧은 대기 시간 대기열 처리 ) 및 CBWFQ(Class−Based
Weighted−Fair Queuing) 와 같은 표준 소프트웨어 대기 기능은 WAN 과 지점 라우터 플랫폼 전
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일관된 QoS 구성 구문
Cisco IOS QoS 의 구성 구문 , 즉 MQC(Modular QoS Command Line Interface) 구문은 이러한
WAN 및 지점 라우터 플랫폼 전체에서 동일합니다 ( 단 , 몇 가지 예외는 있음 ).

•

풍부한 QoS 기능
NBAR(Network Based Application Recognition) 및 HQoS(Hierarchical QoS) 와 같은 여러
Cisco IOS QoS 기능은 대부분의 Catalyst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기 시간 및 지터
일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는 고정된 대기 시간이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ITU
G.114 사양에서는 실시간 음성 / 비디오 대화의 단방향 대기 시간의 목표를 150ms 로 설정합니다 .
이러한 목표를 맞추려면 관리자가 네트워크 및 QoS 설계 중 제어 가능하고 제어할 수 없는 요소를
알 수 있도록 네트워크 대기 시간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네트워크 대기 시간
은 고정과 가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직렬화 ( 고정 )

•

전파 ( 고정 )

•

대기 ( 가변 )

직렬화는 계층 2 프레임을 계층 1 전기 또는 광학 펄스로 변환하여 전송 미디어에 보내는 데 걸리
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 따라서 직렬화 지연은 고정되며 회선 속도 ( 즉 , 링크의 시계 속도 ) 와 관
련됩니다 . 예를 들어 , (1.544 Mbps) T1 회선에서 전선으로 1,500 바이트 이더넷 프레임을 직렬화
하는 데 약 8ms 가 필요한 반면 , (9.953 Gbps) OC−192/STM−64 회선에서는 동일한 프레임을 직렬
화하는 데 1.2 마이크로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WAN 의 대기 시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요소는 전파 대기 시간
입니다 . 이 대기 시간은 미리 예정된 네트워크 대기 시간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 전파 지연도
고정 구성 요소이며 , 신호가 시작 엔드포인트와 수신 엔드포인트 사이를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
리와 관련됩니다 . 전파 지연의 관건은 진공 상태에서 초당 300,000km/s 또는 186,000 마일인 광속
입니다 . 그러나 광섬유에서의 광속은 진공 상태 광속의 약 1/3 입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섬유에 대
한 전파 지연은 약 km 당 6.3 마이크로초 또는 마일당 8.2 마이크로초입니다 .
전파 지연을 계산할 때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광섬유의 물리적 위치가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경로
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 대양을 횡단하는 링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설치 시 편의
를 위해 회선은 이론적으로 필요한 길이보다 수백 또는 수천 마일이나 길 수 있습니다 .
미리 예정된 G.114 실시간 통신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150ms 이면 거의 24,000km 또는 15,000 마일
( 지구 둘레의 약 60%) 의 전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론적으로 가장 나쁜 시나리오 ( 정확
히 지구 둘레의 절반 ) 가 발생하려면 126ms 의 대기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
교적 직접적인 전송 경로를 제공하는 지상 경로를 통해 연결된 가상의 두 위치를 이용하여 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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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목표를 달성합니다 . 그러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관련 거리 및 각 전송 경로의 상대적 직선 연
결로 인해 이 대기 시간 목표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관련 거
리때문에 G.114 150ms 단방향 대기 시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면 , 절대 지연과 실시간 음질을 비
교하여 보여주는 ITU G.114 그래프에 설명된 대로 단방향 대기 시간이 200ms 를 초과해야 실시간
통신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함을 ITU 와 Cisco Technical Marketing 에서 표시한다는 사실을
관리자가 알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그림 3−12 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
실시간 음질과 대기 시간을 비교하는 ITU G.114 그래프

Source: ITU-T Recommendation G.114 (05/2003), available at
http://www.itu.int/rec/T-REC-G.114-200305-I/en

참고

348825

그림 3-12

지금까지는 지상 경로를 통한 WAN 회선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위성 회선의 경우 예상 대
기 시간은 250 ~ 900ms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정지 궤도 위성을 통해 릴레이되는
신호 처리는 해발 ( 적도 기준 ) 고도 35,786km(22,236 마일 ) 의 우주로 전송된 후 다시 지구로 돌아
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관리자가 광속 또는 전파를 늘릴 수 없으므로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대기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적인 성
과를 기대하도록 사용자층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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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네트워크 대기 시간 구성 요소는 가변적인 대기 지연입니다 ( 가변 지연
은 지터라고도 함 ). 대기 지연은 네트워크 노드가 정체되는지 여부 및 정체되는 경우 정체를 해결
하기 위해 적용된 예약 정책과 관련됩니다 . 패킷을 전송하려면 de−jitter 버퍼에서 먼저 받아야 하
므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은 대기 시간보다 지터에 더욱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 de−jitter 버퍼
에서 허용된 시간 내에 패킷을 받지 못하면 패킷이 유실된 것이므로 전체 음성 및 영상 통화 품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대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소가 고정이므로 , 대기 지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대기 지연은 대기 정책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제어하는 유일한 대기 시간 요소
입니다 . 따라서 Tx−Ring 및 LLQ/CBWFQ 작업을 포함하는 Cisco IOS 대기 시스템을 자세히 검사
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러한 정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Tx-Ring
Tx−Ring 은 WAN 인터페이스의 마지막 Cisco IOS 출력 버퍼 ( 상대적으로 작은 FIFO 대기열 ) 이며
, 라우터의 아웃바운드 패킷 레이트를 물리적 인터페이스 레이트와 일치시켜 물리적 링크 대역폭
활용률을 극대화합니다 . Tx−Ring 은 그림 3−13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림 3-13

Cisco IOS Tx-Ring 작업

Cisco IOS Interface Buffers
Tx-Ring

Packets
Out

Cisco IOS activates any
LLQ/CBWFQ policies when the Tx-Ring queue
limit is reached

348826

Packets
In

Tx−Ring 은 Cisco IOS 소프트웨어에 인터페이스 정체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 인터페이스가
정체되기 전에 Tx−Ring 을 통해 FIFO 기반으로 인터페이스에 패킷을 전송합니다 . 그러나 Tx−Ring
이 대기 한계를 가득 채우면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LLQ 또는 CBWFQ 정책을 사용하도록 Cisco IOS
소프트웨어에 신호를 보냅니다 . 그런 다음 후속 패킷은 LLQ 및 CBWFQ 에 따라 Cisco IOS 에 대
기된 다음 Tx−Ring 으로 대기 해제되고 FIFO 방식으로 인터페이스에 전송됩니다 .
Tx−Ring 은 tx−ring−limit 인터페이스 구성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플랫폼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Tx−Ring 의 기본값은 플랫폼과 링크 유형 및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
이트에 있는 tx-ring-limit 값 이해 및 튜닝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asynchronous−transfer−mode−atm/ip−to−atm−class−
of−service/6142−txringlimit−6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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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Ring 기본 설정 변경

Cisco Technical Marketing 설계 검증 중에 , 일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Tx−Ring 한계로 인해 일
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지터 값이 다소 높아짐이 관측되었습니다 . 특히 Cisco
TelePresence 트래픽과 같은 HD 비디오 기반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
다 . 그 이유는 HD 비디오 트래픽의 폭주 특성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 활성 LLQ 및 CBWFQ 정책
을 사용하는 완전히 정체된 T3 WAN 링크 (Cisco PA−T3+ 포트 어댑터 인터페이스 사용 ) 를 살펴
보겠습니다 . 이 경우 기본 Tx−Ring 의 깊이는 64 패킷입니다 . LLQ 를 통해 TelePresence 트래픽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보낼 TelePresence 패킷이 없으면 FIFO Tx−Ring 이 기본 깊이인 64
패킷까지 다른 트래픽으로 채워집니다 . 새 TelePresence 패킷이 도착하면 계층 3 LLQ/CBWFQ 대
기 시스템에서 우선 순위를 처리해도 , 패킷이 FIFO Tx−Ring 으로 대기 해제됩니다 ( 사용 공간이
있는 경우 ). 그러나 기본 설정에서는 Tx−Ring 에서 TelePresence 패킷 앞에 최대 63 개의 패킷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45Mbps) T3 인터페이스에서 실시간이 아닌
패킷을 전송하는 데 최대 17ms 가 걸릴 수 있습니다 . 17ms 라는 이 찰나의 가변 지연 ( 지터 ) 은 최
종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시점까지 TelePresence 의 비디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러
나 이 링크에서 Tx−Ring 의 값을 낮추면 Cisco IOS 소프트웨어가 정체 관리 정책을 더욱 빨리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 TelePresence 와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지터 값이 감소됩니다 .
한편 , Tx−Ring 의 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 정체 레이트가 잠시만 폭증하고 지속되지 않아도 프
로세서가 대기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중단되므로 CPU 활용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Tx−Ring 를 켜는 경우 CPU 활용률이 과도하게 되지 않으면서 지터는 최소화하도록 절충
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Tx−Ring 을 기본값 이외의 값으로 설정할 때는 링크 유형과 속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CBWFQ(Class-Based Weighted-Fair Queuing)
CBWFQ(Class−Based Weighted−Fair Queuing) 는 동적으로 트래픽 클래스 내의 다른 흐름에 공정하
게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 결합된 Cisco IOS 대기 알고리즘입니다 .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인터페이스의 Tx−Ring 이 가득 차는 경우 ( 정체 시에만 발생 ) 에만
CBWFQ 정책을 사용합니다 (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경우에 한함 ).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정체 신호
가 전달되면 각 CBWFQ 클래스가 고유 대기열에 할당됩니다 . CBWFQ 대기열에는 공정 대기열 처
리 사전 정렬기도 적용되어 있으므로 , 하나의 대기열을 경합하는 여러 흐름이 공정하게 관리됩니
다 . 또한 각 CBWFQ 대기열은 각 클래스에 할당된 대역폭에 따라 WRRI(Weighted−Round−Robin)
방식으로 서비스됩니다 . 그런 다음 CBWFQ 스케줄러가 패킷을 Tx−Ring 에 전달합니다 . CBWFQ
의 작업은 그림 3−14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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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Cisco IOS CBWFQ 작업

Cisco IOS Interface Buffers

Network Control CBWFQ

Call Signaling CBWFQ

OAM CBWFQ

Packets
In

FQ

Multimedia Conferencing CBWFQ

Tx-Ring

FQ

Packets
Out

CBWFQ

Multimedia Streaming CBWFQ Scheduler
FQ

Transactional Data CBWFQ
FQ

Bulk Data CBWFQ
FQ

348827

Best Effort / Default CBWFQ

FQ
Pre-Sorters

각 CBWFQ 클래스는 bandwidth 정책 − 맵 클래스 구성 명령문을 통해 대역폭이 보장됩니다 .
CBWFQ 는 클래스에 할당된 대역폭으로부터 클래스에 속한 패킷의 가중치를 도출합니다 . 그런
다음 CBWFQ 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클래스의 대기열이 WRR 예약을 통해 공정하게 서비스되도록
합니다 .
지정된 CBWFQ 클래스에 할당되는 대역폭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 할당된 대역폭이
정적 대역폭 예약이 아니며 , 클래스에 제공된 패킷이 있다는 전제 하에 클래스에 보장된 최소 대
역폭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클래스에 패킷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스케줄러에서 다음 대기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 사용되지 않은 대역폭 할당을 필요에 따라 다른 대기열에 동적으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또는 fair−queue 정책 − 맵 클래스 구성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CBWFQ 대기열에 공정 대기열 처리
사전 정렬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 이 명령을 실행하면 가중치
공정 대기열 처리 사전 정렬기가 아니라 흐름 기반 공정 대기열 처리 사전 정렬기가 사용됩니다 (
또한 공정 대기열 처리 사전 정렬기에서는 지정된 클래스에 제공된 패킷의 IP 우선 순위 값을 고려
하지 않음 ). 예를 들어 , CBWFQ 클래스에 1Mbps 의 대역폭이 할당되었으며 이 클래스를 두고 경
합하는 트래픽 흐름이 4 개인 경우 , 공정 대기열 처리 사전 정렬기에서 각 흐름이
(1 / (total−number−of−flows)) 의 대역폭을 받도록 합니다 . 이 예에서는 (1Mpbs 의 1/4) 250kbps 의
대역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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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OS 릴리스 12.4(20)T 이전에는 클래스 − 기본값에만 공정 대기열 처리 사전 정렬기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후속 Cisco IOS 릴리스에는 다른 여러 QoS 기능 개선사항 중에서도 공정
대기열 처리 사전 정렬기를 모든 CBWFQ 클래스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HQF(Hierarchical Queuing
Framework)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HQF 세부정보는
https://www.cisco.com/c/en/us/td/docs/ios−xml/ios/qos_hrhqf/configuration/15−mt/qos−hrhqf−15−mt
−book.html 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
CBWFQ 의 깊이는 링크 속도와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는 대기열 한계를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
이 대기열 한계는 queue−limit 정책 − 맵 클래스 구성 명령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BWFQ 의
TelePresence 트래픽 제공 ( 폭증 ) 과 같은 경우 기본값에서 대기열 한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WRED(Weighted−Random Early Detect), 3−43 페이지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Cisco IOS 소프트웨어의 이전 (HQF 이전 및 12.4(20)T 이전 ) 버전에는 LLQ/CBWFQ 정책이 인터
페이스 대역폭의 75% 이상을 기본이 아닌 대역폭 클래스에 명시적으로 할당하는 경우 해당 정책
을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레거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기능은 기본 클래스
와 제어 − 트래픽 클래스가 항상 적절한 대역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기능으로 제공되며 ,
계층 2 대역폭 오버헤드를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max−reserved−bandwidth 인터페
이스 명령을 적용하여 무시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은 명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대
역폭의 총 백분율을 매개 변수로 사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 값은 100 으로 설정됨 ). 그러나 이 안
전 기능을 무시하는 경우 , 기본 클래스에 링크 대역폭의 25% 이상을 명시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좋
습니다 .

짧은 대기 시간 대기열 처리
LLQ( 짧은 대기 시간 대기열 처리 ) 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우선 순위 대기열과 결합된 CBWFQ 입
니다 . 기본 LLQ 작업은 그림 3−15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림 3-15

Cisco IOS( 단일 ) LLQ 작업

Cisco IOS Interface Buffers
1 Mbps
VoIP
Policer

LLQ

Packets
In

Packets
Out

CBWFQ
Scheduler

FQ
Pre-Sorters

CBWFQ

348828

Tx-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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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에 표시된 대로 , LLQ 가 엄격한 우선 순위 대기열을 CBWFQ 하위 시스템에 추가합니
다 . LLQ 에 할당된 대역폭의 크기는 priority 정책 − 맵 클래스 구성 명령으로 설정됩니다 .
Cisco IOS LLQ 의 흥미로운 점은 엄격한 우선 순위 대기열에 패킷을 허용하는 내재적 폴리서
(policer)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이 내재적 폴리서는 실시간 대기열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될 수 있는 대역폭을 제한하므로 , CBWFQ 스케줄러에서 서비스하는 실시간이 아닌 흐
름에서 대역폭이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 이 내재적 폴리서의 조정 레이트는 항상 엄격한 우선 순
위 대기열의 대역폭 할당과 일치하도록 설정됩니다 . 할당된 양보다 많은 트래픽이 LLQ 클래스에
제공되면 폴리서가 초과 트래픽을 제거합니다 . LLQ/CBWFQ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내재적 폴리서
는 정체 중에만 활성입니다 ( 전체 Tx−Ring 을 통해 Cisco IOS 소프트웨어에 신호 처리됨 ).

WRED(Weighted-Random Early Detect)
LLQ/CBWFQ 와 같은 정체 관리 메커니즘이 대기열의 앞에서 관리하는 반면
WRED(Weighted−Random Early Detect) 와 같은 정체 방지 메커니즘은 대기열의 끝에서 관리합니
다 . 선택적으로 패킷을 제거하면 TCP 윈도윙 메커니즘이 " 속도를 저하 " 시키고 흐름 레이트를 관
리가 용이한 레이트로 조정하므로 정체 방지 메커니즘은 TCP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잘 작
동합니다 .
Cisco IOS 의 주된 정체 방지 메커니즘은 WRED 이며 , 이 메커니즘에서는 대기열의 용량이 가득
차면 무작위로 패킷을 삭제합니다 . 그러나 이 무작위 선택은 트래픽 가중치에 따라 편향될 수 있
습니다 . 가중치는 IPP 값이 낮을 수록 더욱 많이 삭제되는 기본 WRED 에서 사용되는 IPP(IP 우선
순위 ) 값이거나 ( 예 : 통계적으로 IPP 1 은 IPP 6 보다 더욱 많이 삭제됨 ), 통계적으로 AF 삭제 우
선 순위 값이 클 수록 더욱 많이 삭제되는 DSCP 기반 WRED 에서 사용되는 AF 삭제 우선 순위 값
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 AF43 은 AF42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삭제되고 , AF42 는 AF41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삭제됨 ). DSCP 기반 WRED 는 dscp 키워드를 random−detect 정책 − 맵 클래스 구성
명령과 함께 사용하여 활성화됩니다 . DSCP 기반 WRED 작업은 그림 3−16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림 3-16

Cisco IOS DSCP 기반 WRED 작업

Tail
of
Queue
FairQueue
PreSorter

Front
of
Queue

Desktop Video CBWFQ

Direction of
Packet Flow
AF43 Minimum WRED Threshold:
Begin randomly dropping AF43 Packets
AF42 Minimum WRED Threshold:
Begin randomly dropping AF42 Packets

348829

AF41 Minimum WRED Threshold:
Begin randomly dropping AF41 Packets

Maximum WRED Thresholds for AF41, AF42, and AF43 are set
to the tail of the queue in this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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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에 표시된 대로 , 삭제 우선 순위 값의 최소 WRED 임계값을 초과하여 대기열이 채워지는
경우에만 지정된 삭제 우선 순위 (AF43, AF42 또는 AF41) 가 표시된 패킷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
패킷은 항상 무작위로 삭제되지만 , 삭제 우선 순위 값의 최대 WRED 임계값에 가깝게 대기열이 채
워지면 삭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일반적으로 최대 WRED 임계값은 그림 3−16 에 표시된 대로
100%( 대기열의 끝 ) 로 설정되지만 , 임계값은 구성 가능하므로 일부 고급 관리자가 요구 사항 , 제
한 사항 및 선호 사항에 따라 이러한 WRED 임계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AF 클래스의 WRED 임계값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각 AF 클래스의 최소
WRED 임계값은 삭제 우선 순위 값 3. 2 및 1 에 대해 각각 24, 28 및 32 패킷입니다 . 이러한 임계값
은 각각 기본 대기열 깊이인 64 패킷의 60%, 70% 및 80% 입니다 . 또한 기본적으로 최대 WRED 임
계값은 각 AF 클래스의 모든 삭제 우선 순위 값에 대해 40 패킷으로 설정됩니다 . 기본 대기열 한계
또는 깊이가 64 패킷인 점을 감안할 때 , 이러한 기본 설정은 정체가 지속되어 대기열 깊이가 40 패
킷이 될 수 있는 링크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 이때 , 대기열에 24 패킷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용
량이 있어도 , 모든 코드 포인트가 끝에서 삭제됨 ). 따라서 각 AF 클래스에서 삭제 우선 순위 값 3,
2 및 1 에 대한 최소 WRED 임계값이 각각 40, 45 및 50 패킷 ( 이 값은 기본 대기열 깊이인 64 패킷
의 약 60%, 70% 및 80% 임 ) 이 되도록 관리자가 이러한 WRED 임계값을 조정하게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그리고 / 또는 관리자가 각 AF 클래스의 각 삭제 우선 순위 값에 대한 최대 WRED 임계값이
기본 대기열 깊이인 64 패킷이 되도록 조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제 설계는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 장에 제공됩니다 .

저속 링크를 위한 고려 사항
네트워크에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배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역폭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대역폭이 프로비저닝되었으면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음
성 우선 순위 대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 대기는 트래픽 버스트가 버퍼를 지나치게 가입하는 경
우 지터 및 가능한 패킷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합니다 . 이 대기 요구 사항은 LAN 인프라에 대한 대
기 요구 사항과 비슷합니다 .
다음으로 , WAN 은 패킷이 손실될 수도 있으므로 WAN 링크에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트
래픽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트래픽 조정과 같은 추가 매커니즘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 링크 효율성 기술은 WAN 경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 는 저속 링크에서 허용되지 않는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작은 음성 패킷이 큰
데이터 패킷 뒤로 대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QoS 매커니즘의 목표는 음성 트래픽의 지연 , 패킷 손실 및 지터를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고
품질의 음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표 3−5 에서는 WAN 링크 속도를 기반으로 WAN 인프라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QoS 기능과 도구를 나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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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WAN 인프라

각 WAN 기술 및 링크 속도에 맞는 Unified Communications 지원에 필요한 QoS 기능 및 도구

WAN 기술

링크 속도 : 56kbps ~ 768kbps

전용선

FR( 프레임 릴레이 )

ATM( 비동기 전송 모
드)

프레임 릴레이 및 ATM
SIW(Service
Inter−Working)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MLP(Multilink Point−to−Point Protocol)

•

MLP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

•

LLQ(Low Latency Queuing)

•

선택 사항 : cRTP(compressed Real−Time Transport
Protocol)

•

링크 속도 : 768kbps 이상
•

LLQ

트래픽 조정

•

트래픽 조정

•

LFI(FRF.12)

•

LLQ

•

LLQ

•

선택 사항 : VATS

•

선택 사항 : cRTP

•

선택 사항 : VATS(Voice−Adaptive Traffic Shaping)

•

선택 사항 : VAF(Voice−Adaptive Fragmentation)

•

TX−ring 버퍼 변경

•

TX−ring 버퍼 변경

•

MLP over ATM

•

LLQ

•

MLP LFI

•

LLQ

•

선택 사항 : cRTP(MLP 필요 )

•

TX−ring 버퍼 변경

•

TX−ring 버퍼 변경

•

MLP over ATM 및 FR

•

MLP over ATM 및 FR

•

MLP LFI

•

LLQ

•

LLQ

•

선택 사항 : cRTP(MLP 필요 )

•

인터페이스 기술에 따라 위와 동일함

•

•

클래스 기반 표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업체 사
양에 따라 흐름을 다시 표시해야 함

인터페이스 기술에 따라 위와
동일함

•

클래스 기반 표시는 일반적으
로 서비스 공급업체 사양에 따
라 흐름을 다시 표시해야 함

다음 섹션에서는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트래픽을 모두 지원하도록 WAN 을 구성할 때 고려할 가
장 중요한 기능 및 기술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

트래픽 우선 순위 지정 , 3−46 페이지

•

링크 효율성 기술 , 3−47 페이지

•

트래픽 조정 , 3−4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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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우선 순위 지정
사용 가능한 여러 우선 순위 지정 기법 중에서 선택할 때 고려한 주요 요소에 관련된 트래픽 유형과
WAN 의 미디어 유형이 있습니다 . IP WAN 을 통한 다중 서비스 트래픽의 경우 모든 링크에 대해
LLQ( 짧은 대기 시간 대기열 처리 ) 가 권장됩니다 . 이 방법은 음성 및 대화형 비디오에 대해 우선
순위 대기 동작을 지정하고 , 음성 제어 트래픽에 대해 최소 대역폭 클래스 기반의 가중치 공정 대기
를 지정하고 ,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에 대해 추가 최소 대역폭 가중치 공정 대기열을 지정하고 , 기
타 모든 트래픽 유형에 대해 기본 Best−Effort 대기열을 지정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최대 64 개 트래
픽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
그림 3−17 은 예제 우선 순위 체계를 보여줍니다 .
WAN 을 통한 VoIP 에 최적화된 대기

Layer 3 queuing subsystem

Layer 2 queuing subsystem

Low latency queuing

Link fragmentation
and interleave

Packets in
1 1 1 1
2

PQ Voice

2

Interleave

Class = X

3 3

Class = Y CBWFQ

4 4 4
0 0 0 0

Police

PQ Voice

WFQ

TX
ring

Packets out
0 4 3 2 1 1

Fragment

Default

Packets out
77295

그림 3-17

LLQ 에 다음 우선 순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우선 순위 대기열에 배치할 음성의 기준은 DSCP 값 46(EF) 입니다 .
CBWFQ(Class−Based Weighted Fair Queue) 에 배치할 비디오 회의 트래픽에 대한 기준은 DSCP
값 34(AF41) 입니다 . 비디오 트래픽의 패킷 크기가 크므로 링크 속도가 768Kbps 미만이면 패
킷을 단편화해야 합니다 . 이 작업은 비디오가 개별 CBWFQ 에 있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 PQ( 우선 순위 대기열 ) 의 비디오는 단편화되지 않습니다 .
WAN 링크가 정체되면 음성 제어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IP 전화기
가 IP WAN 으로 통화를 완료하는 기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H.323, MGCP 및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와 같은 음성 제어 프로토콜은 고유한
CBWFQ(Class−Based Weighted Fair Queue) 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대기열의 출입 기준은
DSCP 값 24(CS3) 입니다 .

•

경우에 따라 특정 데이터 트래픽은 Best−Effort 보다 나은 취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트
래픽을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라고 하며 , 필요한 대역폭 양이 있는 한 개 이상의 대기열에 배치
됩니다 .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대기 방식은 대역폭이 최소로 할당된 FIFO( 선입선출 ) 입니다 . 구
성된 대역폭 제한을 초과하는 이 클래스의 트래픽은 기본 대기열에 배치됩니다 . 이러한 대기열
의 출입 기준은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 ) 포트 번호 , 계층 3 주소 또는 DSCP/PHB 값일 수 있
습니다 .

•

나머지 엔터프라이즈 트래픽은 모두 Best−Effort 취급의 기본 대기열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공정을 지정하는 경우 대기 알고리즘은 WFQ(Weighted Fair Queuing) 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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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빈저 클래스
스캐빈저 클래스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Best−Effort 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클래스에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은 엔터프라이즈의 조직 목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도
움이 되지 않으며 ,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합니다 . 스캐빈저 트래픽을 최소 대역폭 대기
열에 할당하면 정체 중에 가상으로 아무 것도 수행되지 않도록 지정하지만 , 사용량이 적은 시간 동
안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목적에 대역폭이 사용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스캐빈저 트래픽은 DSCP CS1 로 표시해야 합니다 .

•

스캐빈저 트래픽에는 구성 가능성이 가장 낮은 대기 서비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
Cisco IOS 에서는 1% 의 CBWFQ 를 스캐빈저 클래스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링크 효율성 기술
다음 링크 효율성 기술은 저속 WAN 링크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
cRTP(compressed Real-Time Transport Protocol)

cRTP(compressed Real−Time Transport Protocol) 를 사용하여 링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이 프로토콜은 40 바이트 IP, UDP(User Datagram Protocol) 및 RTP 헤더를 약 2~4 바이트로 압축합니
다 . cRTP 는 홉기반으로 작동합니다 . 해당 링크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정 링크
에서 cRTP 를 사용합니다 .
•

음성 트래픽은 특정 링크에서 로드의 33% 를 나타냅니다 .

•

이 링크는 낮은 비트 레이트 코덱 ( 예 : G.729) 을 사용합니다 .

•

같은 링크를 사용하는 다른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 예 : 비디오 회의 ) 이 없습니다 .

링크가 이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cRTP 는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링크에서 사용
하지 않아야 합니다 . cRTP 를 사용하기 전에 고려할 다른 중요한 매개 변수는 압축 및 압축 해제 작
업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라우터 CPU 사용률입니다 .
ATM 및 프레임 릴레이 SIW(Service Inter−Working) 링크의 cRTP 는 MLP(Multilink Point−to−Point
Protocol) 를 사용해야 합니다 .
cRTP 압축은 패킷이 송신 인터페이스를 나가기 전에 , 즉 LLQ 클래스 기반 대기가 발생한 후에 마
지막 단계로 발생합니다 . cRTP 는 Cisco IOS 릴리스 12.(2)2T 이후부터 압축된 패킷 값을 기반으로
하여 음성 클래스에서 대역폭을 구성할 수 있는 LLQ 클래스 기반 대기 매커니즘에 피드백 매커니
즘을 제공합니다 . 12.(2)2T 이전 Cisco IOS 릴리스에는 이 매커니즘이 없으므로 LLQ 가 압축된 대
역폭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압축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음성 클래스 대역폭을 프로비저
닝해야 합니다 . 표 3−6 은 512kbps 링크에 G.729 코덱과 10 개 통화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공한 음
성 클래스 대역폭 구성의 차이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
표 3−6 은 비 cRTP G.729 통화에 대해 24kbps 를 가정하고 , cRTP G.729 통화에 대해 10kbps 를 가
정합니다 . 이러한 대역폭 수는 음성 페이로드와 IP/UDP/RTP 헤더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계
층 2 헤더 대역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실제 대역폭 프로비저닝은 사용된 WAN 링크 유
형을 기반으로 한 계층 2 헤더 대역폭도 포함해야 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3-47

3장

WAN 인프라

표 3-6

네트워크 인프라

512kbps 링크 대역폭과 G.729 코덱을 사용하는 10 개 통화에 대한 LLQ 음성 클래스 대역폭

요구 사항

Cisco IOS 릴리즈

cRTP 가 구성되지 않음

cRTP 가 구성됨

12.2(2)T 이전

240kbps

240kbps1

12.2(2)T 이후

240kbps

100kbps

1. 불필요한 140kbps 대역폭을 LLQ 음성 클래스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

또한 cRTP 은 Cisco IOS 릴리스 12.2(13)T 부터 클래스 기반 cRTP 기능을 사용하여 음성 클래스의
일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서비스 정책을 통해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cRTP
를 클래스 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show policy interface 명령을 통해 압
축 통계와 대역폭 상태를 제공합니다 . 이 명령은 cRTP 가 IP/RTP 헤더를 압축한다는 사실을 제공
한 경우 인터페이스 서비스 정책 클래스에 제공된 등급을 결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V3PN(Voice and Video Enabled IPSec VPN) 에 cRTP 사용에 대한 추가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V3PN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solutions/ns340/ns414/ns742/ns817/landing_voice_video.html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

저속 링크 (768kbps 이하 ) 의 경우 양호한 음질을 위해 링크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 매커니
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 기술은 그림 3−18 에 설명된 대로 음성 트래픽이 큰 데이터 프레임 뒤로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터를 제한합니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 MLP(Multilink Point−to−Point
Protocol) LFI ( 전용선 , ATM 및 SIW 용 ) 및 프레임 릴레이용 FRF.12 의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
그림 3-18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

Before

Data

Voice

214-ms serialization delay
for 1500-byte frame at 56 kbps

Data

Data

Voice

Data

77296

After

VAF(Voice-Adaptive Fragmentation)

위에서 설명한 LFI 매커니즘 외에 , VAF(Voice−Adaptive Fragmentation) 는 프레임 릴레이 링크에
대한 다른 LFI 매커니즘입니다 . VAF 는 FRF.12 프레임 릴레이 LFI 를 사용하지만 , 일단 구성되면
트래픽이 LLQ 우선 순위 대기열에 있거나 H.323 신호 처리 패킷이 인터페이스에서 감지되는 경우
에만 단편화가 발생합니다 . 이 방법은 음성 트래픽을 WAN 인터페이스에서 전송할 때 큰 패킷이
단편화되고 인터리빙되도록 합니다 . 하지만 음성 트래픽이 WAN 링크에 없으면 트래픽이 단편화
되지 않은 링크에 전달되므로 조각화에 필요한 오버헤드가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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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F 는 일반적으로 VATS(Voice−Adaptive Traffic Shaping) 와 함께 사용됩니다
(VATS(Voice−Adaptive Traffic Shaping), 3−50 페이지 참조 ). VAF 는 선택적 LFI 도구입니다 . 따라
서 음성 작업이 감지되는 시간과 LFI 매커니즘이 사용되는 시간 사이에 약간의 지연이 생기므로
VAF 를 활성화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구성 가능한 비활성 타이머 ( 기본값 30 초 ) 는 마지막
음성 패킷이 감지된 후와 VAF 가 비활성화되기 전에 만료되어야 하므로 이 시간 동안 LFI 가 불필
요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VAF 는 Cisco IOS 12.2(15)T 이후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트래픽 조정
실제 액세스 속도가 두 엔드포인트 간에 다양하고 여러 지점 사이트가 중앙 사이트의 단일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집계되는 다중 액세스 , 비브로드캐스트 미디어 ( 예 : ATM 및 프레임 릴레이 ) 에 트
래픽 조정이 필요합니다 .
그림 3−19 는 같은 IP WAN 에서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할 때 트래픽 조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를 보
여줍니다 .
그림 3-19

프레임 릴레이 및 ATM 으로 트래픽 조정
Central Site

Traffic Shaping: Why?
1 Line speed mismatch
2 Remote to central site
over-subscription

3 To prevent bursting above
Committed Rate (CIR)
T1
Frame Relay
or ATM

CIR = 64 kbps

1

T1

T1

2
Remote Sites

T1

3

253922

64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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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는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
1.

회선 속도 불일치
중앙 사이트의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고속 인터페이스 ( 예 : T1 이상 ) 이지만 , 작은 원격
지점 인터페이스는 회선 속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예 : 64kbps). 데이터가 중앙 사이트에서 저
속 원격 사이트로 전송되면 원격 사이트의 인터페이스가 정체될 수 있으며 , 그로 인해 패킷이
손실되고 음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2.

중앙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 간 링크 과다 신청
많은 원격 사이트를 단일 중앙 사이트로 집계할 때 일반적으로 프레임 릴레이 또는 ATM 네트
워크에서 대역폭 과다 신청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면 , T1 인터페이스로 WAN 에 연결하는 원
격 사이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 중앙 사이트에는 단일 T1 인터페이스만 있습니다 . 이러
한 구성을 사용하면 배포를 통해 통계적 멀티플렉싱의 이점이 있지만 , 트래픽이 많은 동안에
는 중앙 사이트의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정체될 수 있으므로 음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3.

CIR( 인정 정보 속도 ) 이상의 버스트
다른 일반 구성은 CIR 보다 높은 트래픽 버스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 CIR 은 서비스 공급업
체가 네트워크로 손실이 없고 지연이 낮은 전송을 보장한 속도를 나타냅니다 . 예를 들면 , T1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원격 사이트는 CIR 이 64kbps 일 수 있습니다 . WAN 을 통해 64kbps 이
상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경우 공급자가 추가 트래픽을 " 삭제 가능 " 으로 표시합니다 . 공급자
네트워크가 정체되면 트래픽 분류와 상관없이 이 트래픽이 삭제되므로 , 음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트래픽 조정은 회선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인터페이스를 전송한 트래픽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
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WAN 의 어느 쪽 끝에서도 정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림 3−20 은
이 매커니즘을 일반적인 예로 보여줍니다 , 여기서 R 은 트래픽 조정이 적용된 속도입니다 .
그림 3-20

트래픽 조정 매커니즘

Line
Rate

without Traffic Shaping
with Traffic Shaping

77298

R

VATS(Voice-Adaptive Traffic Shaping)

VATS 는 WAN 으로 음성을 전송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프레임 릴레이 PVC(Permanent
Virtual Connection) 를 다른 속도로 조정하는 동적 매커니즘입니다 . LLQ 음성 우선 순위 대기열에
트래픽이 있거나 링크에서 H.323 신호 처리를 감지하면 VATS 가 사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프레임
릴레이는 항상 PVC 의 CIR 이나 보장된 대역폭으로 트래픽을 조정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PVC 는
일반적으로 CIR( 최대 회선 속도 ) 이상으로 버스트를 허용하므로 트래픽 조정은 트래픽이 WAN
에 있을 수 있는 추가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프레임 릴레이 PVC 에서 VATS 가 활성화
되어 있으면 음성 트래픽이 링크에 있을 경우 WAN 인터페이스는 CIR 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하지
만 음성이 없는 경우 음성이 아닌 트래픽은 회선 속도까지 버스트할 수 있으며 WAN 에 있을 수 있
는 추가 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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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S 가 VAF(Voice−Adaptive Fragmentation) 와 함께 사용되면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
3−48 페이지 참조 ) 음성 활동이 인터페이스에서 감지되는 경우 음성이 아닌 모든 트래픽이 단편
화되고 모든 트래픽이 WAN 링크의 CIR 로 조정됩니다 .
VAF 에서처럼 활성화가 음성이 아닌 트래픽에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VATS 를 활성화할 때 주
의하십시오 . 음성이 링크에 있으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 CIR 보다 훨씬 아래로 조절되기 때문
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처리량이 감소합니다 . 이러한 동작으로 인해 패킷이 손실되고 음성이
아닌 트래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음성 트래픽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트래픽이 다시
회선 속도로 버스트되기 전에 비활성화 타이머 ( 기본값 30 초 ) 가 만료되어야 합니다 . VATS 를 사
용할 때 최종 사용자 기대치를 설정하고 WAN 을 통한 음성 통화 때문에 정기적으로 데이터 애플
리케이션의 속도가 느려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VATS 는 Cisco IOS 12.2(15)T
이후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ATS(Voice−Adaptive Traffic Shaping) 및 단편화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ios−xml/ios/wan_frly/configuration/15−mt/wan−frly−15−
mt−book.html

대역폭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대역폭의 적절한 프로비저닝은 성공적인 IP 네트워크 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 각
각의 주요 애플리케이션 ( 예 :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 에 대한 대역폭 요구 사항을 추가하여 필
수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합계는 제공된 링크에 대한 최소 대역폭 요구 사항을 나타내
며 , 해당 링크에 대해 사용 가능한 총 대역폭의 약 7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75% 규칙
은 라우팅 및 계층 2 킵 얼라이브와 같은 오버헤드 트래픽에 대해 일부 대역폭이 필요하다고 가정
합니다 . 그림 3−21 은 이러한 대역폭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

Voice

링크 대역폭 프로비저닝

Video

Voice/Video
Control

0.75 x link capacity

Data

Routing
etc.

Reserved

Link capacity

77291

그림 3-21

데이터 , 음성 및 비디오에 사용할 수 있는 총 대역폭의 75% 까지 사용하는 것 외에 모든 LLQ 우선
순위 대기열에 대해 구성된 총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총 링크 대역폭의 33%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
니다 . 우선 순위 대기열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의 33% 이상을 프로비저닝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문
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먼저 , 음성에 대역폭의 33% 이상을 프로비저닝하면 CPU 사용량이 늘
어날 수 있습니다 . 각 음성 통화는 초당 50 개 패킷 (20ms 샘플 ) 을 전송하므로 우선 순위 대기열
에서 상당수의 통화에 대해 프로비저닝하면 높은 패킷 레이트로 인해 CPU 레벨도 높아질 수 있습
니다 . 또한 두 가지 이상의 트래픽 유형이 우선 순위 대기열에서 프로비저닝되면 ( 예 : 음성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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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 우선 순위 대기열이 기본적으로 FIFO( 선입선출 ) 대기열이 되므로 이 구성은 QoS 활성화 목
적을 무산시킵니다 . 예약된 우선 순위 대역폭 비율이 높을수록 링크 대역폭 FIFO 를 유지하여 QoS
효과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의 33% 이상을 할당하면 프로
비저닝된 모든 데이터 대기열에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주 느린 링크 (192kbps
이하 ) 의 경우 우선 순위 대기열에 대한 링크 대역폭의 33% 까지만 설정하도록 하는 권장 사항은
단일 통화에 링크 대역폭의 33% 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및 이러한 권장 사항을 유지하면서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33% 규
칙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
트래픽 관점에서 IP 텔레포니 통화는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

음성 및 비디오 베어러 스트림 − 실제 음성 샘플이 들어 있는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통화 제어 신호 처리 − 통화에 포함된 엔드포인트에 따라 ( 예 : H.323, MGCP, SCCP 또는
(J)TAPI) 여러 프로토콜 중 하나에 속하는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통화 제어
기능은 통화를 설정 , 유지 관리 , 삭제 또는 재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

대역폭 프로비저닝에 베어러 트래픽뿐만 아니라 통화 제어 트래픽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멀티사이트 WAN 배포에서 통화 제어 트래픽 ( 과 베어러 트래픽 ) 은 WAN 을 통과해야 하며 , 사
용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역폭을 할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음 세 개 하위 섹션에서는 다음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대역폭 프로비저닝 권장 사항을 설명합니
다.
•

모든 멀티사이트 WAN 배포의 음성 및 비디오 베어러 트래픽 ( 베어러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
닝 , 3−52 페이지 참조 )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배포의 통화 제어 트래픽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로 통화 제어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닝 , 3−56 페이지 참조 )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배포의 통화 제어 트래픽 ( 분산 통화 처리로 통
화 제어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닝 , 3−59 페이지 참조 )

베어러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닝
이 섹션에서는 다음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대역폭 프로비저닝을 설명합니다 .
•

음성 베어러 트래픽 , 3−52 페이지

•

비디오 베어러 트래픽 , 3−55 페이지

음성 베어러 트래픽
그림 3−22 에서처럼 VoIP(Voice−over−IP) 패킷은 음성 페이로드 , IP 헤더 , UDP(User Datagram
Protocol) 헤더 ,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헤더 및 계층 2 링크 헤더로 구성됩니다 .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암호화를 사용하는 경우 각 패킷에 대한 음성 페이로드
는 4 바이트씩 늘어납니다 . 링크 헤더는 사용된 계층 2 미디어에 따라 크기가 다양합니다 .
그림 3-22

전형적인 VoIP 패킷

Voice
payload

RTP
Header

UDP
Header

IP
Header

Link
Header

X bytes

12 bytes

8 bytes

20 bytes

X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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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스트림에 사용된 대역폭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이 패킷 페이로드와 모든 헤더 ( 비트 ) 를 더
한 다음 초당 패킷 레이트를 곱합니다 .
계층 2 대역폭 (kbps) = [( 초당 패킷 수 ) ( 음성 페이로드에 대한 X 바이트 + RTP/UDP/IP 헤더
에 대한 40 바이트 + 계층 2 오버헤드에 대한 Y 바이트 )  8 비트 ] / 1000
계층 3 대역폭 (kbps) = [( 초당 패킷 수 )  ( 음성 페이로드에 대한 X 바이트 + RTP/UDP/IP 헤더
에 대한 40 바이트 )  8 비트 ] / 1000
초당 패킷 수 = [1/( 샘플링 레이트 (msec))]  1000
음성 페이로드 ( 바이트 ) = [( 코덱 비트 레이트 (kbps)  ( 샘플링 레이트 (msec))] / 8
표 3−7 은 VoIP 흐름당 계층 3 대역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표 3−7 은 초당 50 개 패킷인 기본 패
킷 레이트와 암호화되지 않은 페이로드와 암호화된 페이로드에 대해 33.3pps 레이트로 음성 페이
로드와 IP 헤더에서만 사용한 대역폭을 나열합니다 . 표 3−7 은 계층 2 헤더 오버헤드를 포함하지
않으며 , cRTP(compressed Real−Time Transport Protocol) 와 같은 사용 가능한 모든 압축 체계를 고
려하지 않았습니다 . Unified CM Administration 의 서비스 매개 변수 메뉴를 사용하여 코덱 샘플링
레이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표 3-7

음성 페이로드 및 IP 헤더 전용의 대역폭 사용량

코덱

음성 페이로드
샘플링 레이트 ( 바이트 )
초당 패킷 수

대화별 대역폭

G.711 및 G.722−64k

20ms

160

50.0

80.0kbps

G.711 및 G.722−64k(SRTP)

20ms

164

50.0

81.6kbps

G.711 및 G.722−64k

30ms

240

33.3

74.7kbps

G.711 및 G.722−64k(SRTP)

30ms

244

33.3

75.8kbps

iLBC

20ms

38

50.0

31.2kbps

iLBC(SRTP)

20ms

42

50.0

32.8kbps

iLBC

30ms

50

33.3

24.0kbps

iLBC(SRTP)

30ms

54

33.3

25.1kbps

G.729A

20ms

20

50.0

24.0kbps

G.729A(SRTP)

20ms

24

50.0

25.6kbps

G.729A

30ms

30

33.3

18.7kbps

G.729A(SRTP)

30ms

34

33.3

19.8kbps

프로비저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방법은 계층 2 헤더를 대역폭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표 3−8
에서는 계층 2 헤더가 계산에 포함된 경우 음성 트래픽에서 사용한 대역폭 양을 나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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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2 헤더가 포함된 대역폭 사용

헤더 유형 및 크기

이더넷
14 바이트

PPP
6 바이트

ATM
48 바이트 페이
로드를 사용한 프레임 릴레
53 바이트 휴대 이
4 바이트
폰

85.6kbps

82.4kbps

106.0kbps

81.6kbps

84.0kbps

81.6kbps

89.6kbps

87.2kbps
50.0pps 에서 G.711
및 G.722−64k(SRTP)

84.0kbps

106.0kbps

83.2kbps

85.6kbps

83.2kbps

해당 없음

33.3pps 에서 G.711
및 G.722−64k

78.4kbps

76.3kbps

84.8kbps

75.7kbps

77.3kbps

75.7kbps

81.1kbps

79.5kbps
33.3pps 에서 G.711
및 G.722−64k(SRTP)

77.4kbps

84.8kbps

76.8kbps

78.4kbps

76.8kbps

해당 없음

50.0pps 에서 iLBC

36.8kbps

33.6kbps

42.4kbps

32.8kbps

35.2kbps

32.8kbps

40.8kbps

50.0pps 에서
iLBC(SRTP)

38.4kbps

35.2kbps

42.4kbps

34.4kbps

36.8kbps

34.4kbps

42.4kbps

33.3pps 에서 iLBC

27.7kbps

25.6kbps

28.3kbps

25.0kbps

26.6kbps

25.0kbps

30.4kbps

33.3pps 에서
iLBC(SRTP)

28.8kbps

26.6kbps

42.4kbps

26.1kbps

27.7kbps

26.1kbps

31.5kbps

50.0pps 에서 G.729A 29.6kbps

26.4kbps

42.4kbps

25.6kbps

28.0kbps

25.6kbps

33.6kbps

50.0pps 에서
G.729A(SRTP)

31.2kbps

28.0kbps

42.4kbps

27.2kbps

29.6kbps

27.2kbps

35.2kbps

33.3pps 에서 G.729A 22.4kbps

20.3kbps

28.3kbps

19.7kbps

21.3kbps

19.8kbps

25.1kbps

33.3pps 에서
G729A(SRTP)

21.4kbps

28.3kbps

20.8kbps

22.4kbps

20.8kbps

26.2kbps

코덱
50.0pps 에서 G.711
및 G.722−64k

23.5kbps

MLPPP
10 바이트

MPLS
4 바이트

WLAN
24 바이트

샘플링 레이트를 30ms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음질이 나빠집니다 .
그림 3−23 에서처럼 샘플링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초당 패킷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치의 CPU 에
영향을 줍니다 . 마찬가지로 샘플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패킷당 페이로드가 커지므로 IP 헤더 오버
헤드가 낮아집니다 . 하지만 샘플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패킷 릴레이도 늘어나므로 음성 트래픽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지연 시간도 늘어납니다 . 샘플 크기를 구성할 때 패킷화 지연과 초당 패킷 수 간
절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절충은 20ms 에서 최적화되지만 30ms 샘플 크기는 초당 패킷 수
에 적절한 지연 비율을 제공합니다 . 하지만 40ms 샘플 크기를 사용하는 경우 패킷화 지연 시간이
너무 높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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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음성 샘플 크기 : 초당 패킷 수와 패킷화 지연 비교

Trad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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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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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베어러 트래픽
오디오의 경우 각 패킷의 샘플 크기가 제공된 경우 패킷당 오버헤드 비율을 계산하기가 상대적으
로 쉽습니다 . 하지만 비디오의 경우 비디오에 얼마나 많은 동작이 있는지 ( 즉 , 마지막 프레임 이
후 변경된 픽셀 수 ) 에 따라 페이로드가 달라지므로 오버헤드의 정확한 비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
다.
비디오에 대한 정확한 오버헤드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킷이 통과하는 계
층 2 미디어 유형에 관계없이 통화 속도에 20% 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 를 추가하면 이더
넷 , ATM, 프레임 릴레이 , PPP, HDLC 및 기타 전송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비디오 트래픽의 폭주 특
성을 위한 쿠션의 차이를 허용할 충분할 헤드 룸을 제공합니다 .
엔드포인트에서 요청한 통화 속도 ( 예 : 128kbps, 256kbps 등 ) 는 쿠션에 대한 추가 양과 함께 통화
에 대한 최대 버스트 속도를 나타냅니다 . 평균 통화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값보다 훨씬 작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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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제어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닝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가 WAN 에 의해 해당 통화 제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리된 경
우 또는 두 개 이상 상호 연결된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이 WAN 에 의해 분리된 경우 이러
한 엔드포인트와 시스템 간 통화 제어 및 신호 처리 트래픽에 대해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대역폭 양
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 통화 처리 모델이 배포된 통화 신호 처
리 트래픽에 대한 WAN 대역폭 프로비저닝에 대해 논의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중앙 집중
식 및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로 통화 제어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닝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 및 애플리케이션 ( 예 : 음성 메일 ) 은 중앙
사이트에 있지만 , 여러 원격 사이트가 IP WAN 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원격 사이트는 중앙 집
중식 Unified CM 을 사용하여 해당 통화 처리를 수행합니다 .
이러한 배포 모델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

원격 지점 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마다 제어 트래픽은 이 통화가 지점에 로컬이더라도 IP WAN
을 통과하여 중앙 사이트에 있는 Unified CM 에 연결합니다 .

•

이 배포 모델에서 IP WAN 을 통과할 수 있는 신호 처리 프로토콜은 SCCP( 암호화 및 암호화되
지 않음 ), SIP( 암호화 및 암호화되지 않음 ), H.323, MGCP 및 CTI−QBE 입니다 . 중앙 사이트
에 있는 Unified CM 과 원격 지점에 있는 엔드포인트나 게이트웨이 간에 모든 제어 트래픽이
교환됩니다 .

따라서 중앙 사이트에 있는 지점 라우터와 WAN 집계 라우터 사이를 통과하는 제어 트래픽에 대한
대역폭을 설정해야 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WAN 을 통과하는 제어 트래픽은 두 개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

정지 트래픽 − 통화 활동에 관계없이 지점 엔드포인트 ( 전화기 , 및 게이트웨이 ) 와 Unified CM
사이에 정기적으로 교환된 킵 얼라이브 메시지로 구성됩니다 . 이 트래픽은 엔드포인트 수의
함수입니다 .

•

통화 관련 트래픽 − 통화 설정 , 삭제 , 전달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지점 엔드포인트와 중앙 사이
트의 Unified CM 간에 교환된 신호 처리 메시지로 구성됩니다 . 이 트래픽은 엔드포인트 및 연
관된 통화 볼륨 함수입니다 .

생성된 통화 제어 트래픽의 예상 수지를 가져오려면 지점의 각 IP 전화기에서 한 시간당 평균 통화
수에 대해 몇 가지를 가정해야 합니다 . 단순성 차원에서 이 섹션의 계산은 전화기별로 시간당 평
균 10 개 통화를 가정합니다 .
참고

이 평균 수치가 특정 배포 요구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SIP 스택 내에서 추가 신호 오버헤드를 요구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능과 기능을 갖춘 SIP 시그널링을 실행하는 최신 모델의 전화기에서는 표 3−9
의 값이 오래되었습니다 . 또한 위의 방정식에서 계산은 기본 단일 회선 호출을 가정합니다 . 따라
서 신호 대기열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여 혼잡한 시간대에 대기열 연결이 끊어지면 어
떤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높은 대역폭의 WAN 링크에서는 대기열에 더 큰 값
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되지 않은 대역폭은 WAN 의 다른 모든 대기열에서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표 3−9 에서 암호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SIP 용 값을 지침으로 사용하고
전화기 당 더 높은 값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3−57 페이지에 제공된 고급 수식을 사용
하여 권장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신호 처리 암호화가 구성되지 않은 원격 지점을 가정하고 이 경우를 고려할 때 통화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은 다음 수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수식 1A: 신호 처리 암호화가 없는 경우 SCC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대역폭 (bps) = 265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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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B: 신호 처리 암호화가 없는 경우 SI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대역폭 (bps) = 538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수 )
사이트에 SCCP 와 SIP 엔드포인트가 혼합된 경우 사용된 각 전화기 유형 수와 추가된 결과에 대해
위의 두 수식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수식 1 과 이 섹션 내의 다른 모든 수식에 25% 초과 프로비저닝 요소가 포함됩니다 . 제어 트래픽은
최고 높은 활동 이후 낮은 활동 기간이 이어지는 폭주 특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제어 트래
픽 대기열에 필요한 최소 대역폭만 할당하면 버퍼링 지연과 같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 활동량
이 많을 때 패킷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 Cisco IOS 의 CBWFQ(Class−Based Weighted Fair Queuing)
대기열에 대한 기본 대기열 깊이는 64 개 패킷입니다 . 이 대기열에 할당된 대역폭은 해당 서비스
레이트를 결정합니다 . 구성된 대역폭이 이러한 유형의 트래픽에 사용된 평균 대역폭이라고 가정
할 경우 활동량이 많은 기간 중에는 서비스 레이트가 부족하여 대기열에서 수신 패킷을 모두 " 이
동 "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수신 패킷이 버퍼링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64 개 패킷 제한에 도달하
면 이후 패킷은 모두 Best−Effort 대기열에 할당되거나 손실됩니다 . 따라서 트래픽 패턴의 변형을
적용하고 임시 버퍼 오버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25% 초과 프로비저닝 요소를 도입하
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대기열의 서비스 레이트를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
암호화는 exchanged between Unified CM 과 엔드포인트 간에 교환된 신호 처리 패킷 크기를 늘리므
로 암호화가 구성된 경우 권장 대역폭이 영향을 받습니다 . 다음 수식은 신호 처리 암호화의 영향
을 고려한 것입니다 .
수식 2A: 신호 처리 암호화가 있는 경우 SCC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신호 처리 암호화가 있는 대역폭 (bps) = 415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수 )
수식 2B: 신호 처리 암호화가 있는 경우 SI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신호 처리 암호화가 있는 대역폭 (bps) = 619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수 )
이제 Cisco IOS 라우터의 대기열에 할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대역폭이 8kbps 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표 3−9 에서처럼 여러 지점 크기에 대한 최소 및 권장 값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표 3-9

신호 처리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통화 제어 트래픽에 권장되는 계층 3 대역폭

지점 크기 (IP 전화
기 및 게이트 수 )

SCCP 제어 트래픽에 권 SCCP 제어 트래픽에 권 SIP 제어 트래픽에 권
SIP 제어 트래픽에 권
장되는 대역폭 ( 암호화 장되는 대역폭 ( 암호화 장되는 대역폭 ( 암호화 장되는 대역폭 ( 암호화
안함)
사용 )
안함)
사용 )

1 ~ 10

8kbps

8kbps

8kbps

8kbps

20

8kbps

9kbps

11kbps

12kbps

30

8kbps

13kbps

16kbps

19kbps

40

11kbps

17kbps

22kbps

25kbps

50

14kbps

21kbps

27kbps

31kbps

100

27kbps

42kbps

54kbps

62kbps

150

40kbps

62kbps

81kbps

93kbps

SIP 스택 내에서 추가 신호 오버헤드를 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능과 기능을 갖춘 SIP 시그널링
을 실행하는 최신 모델의 전화기에서는 표 3−9 의 값이 오래되었습니다 . 또한 위의 방정식에서 계
산은 기본 단일 회선 호출을 가정합니다 . 따라서 신호 대기열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여
혼잡한 시간대에 대기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높은 대
역폭의 WAN 링크에서는 대기열에 더 큰 값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되지 않은 대역폭은
WAN 의 다른 모든 대기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표 3−9 에서 암호화 사용 여부
에 관계없이 SIP 용 값을 지침으로 사용하고 전화기 당 더 높은 값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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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권장 사항은 WAN 대기 대역폭 구성을 위한 것이지 LAN 액세스 포트 폴리싱 구성을 위한 것
이 아닙니다 . LAN 액세스 포트 폴리싱의 경우 다양한 사용 사례에 예상되는 신호 스파이크에 따
라 값을 80kbps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오래된 문서는 32kbps 를 권장하지만 , 더 이
상 많은 신호 사용 사례에서는 표준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회선에 구성된 통화 중 램프 필드
(BLF) 가 있는 전화기는 각 통화 표시에 대해 SIP NOTIFY 및 SIP 200OK 를 생성합니다 . 따라서 연
관된 BLF 가 많은 전화기는 단 1 초 만에 신속하게 여러 번 켜고 끌 수 있으므로 SIP 신호에서 급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액세스 포트 스위치에서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신호에 대한 최악의 시나
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급 수식

이 섹션에 나와 있는 이전 수식은 시간당 10 개 통화에 대한 전화기당 평균 통화 레이트를 가정합
니다 . 하지만 이 레이트는 통화 패턴이 크게 다를 경우 ( 예 : 지점의 콜 센터 에이전트 사용 ) 배포
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통화 제어 대역폭 요구 사항을 계산하려면 전화기별로
시간당 평균 통화 수를 나타내는 추가 변수 (CH) 가 포함된 다음 수식을 사용합니다 .
수식 3A: 신호 처리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지점의 SCC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대역폭 (bps) = (53 + 21  CH)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수 )
수식 3B: 신호 처리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지점의 SI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대역폭 (bps) = (138 + 40  CH)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수 )
수식 4A: 신호 처리 암호화를 사용하는 원격 지점의 SCC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신호 처리 암호화를 사용한 대역폭 (bps) = (73.5 + 33.9  CH)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
이수)
수식 4B: 신호 처리 암호화를 사용하는 원격 지점의 SIP 제어 트래픽에 필요한 권장 대역폭 .
신호 처리 암호화를 사용한 대역폭 (bps) = (159 + 46 CH) ( 지점의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수 )
참고

수식 3A 와 4A 는 기본 SCCP 킵 얼라이브 기간인 30 초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 수식 3B 와 4B 는
기본 SIP 킵 얼라이브 기간인 120 초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
공유 회선 표시에 대한 고려 사항

공유 회선 표시에 건 통화 또는 브로드캐스트 배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회선 그룹에 전송한 통화
는 시스템에서 사용한 대역폭에 대해 두 가지 영향을 줍니다 ,
•

회선이 구성된 모든 전화기가 동시에 벨이 울리므로 이 통화는 회선의 CH( 시간 당 통화 수 ) 보
다 훨씬 높은 CH 값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로드를 나타냅니다 . 따라서 해당 대역폭 사용이 늘
어납니다 . WAN 으로 연결된 공유 회선 기능이 배포된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의 대역폭 프로비
저닝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 수식 3 과 4 에 사용된 CH 값은 다음 수식에 따라 늘려야 합니다 .
CHS = CHL  ( 번호 회선 표시 ) / ( 회선 수 )
여기서 CHS 는 수식 3 과 4 에서 사용한 시간당 공유 회선 수이며 , CHL 은 회선의 시간당 통화
수 등급입니다 . 예를 들면 , 사이트가 시간당 평균 6 개 통화를 사용하는 5 개 회선으로 구성되
었지만 , 이 중 2 개 회선이 4 개의 다른 전화기에서 구성된 경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선 수 = 5
회선 표시 수 = (4 개 전화기에 2 개 회선이 표시되고 , 한 전화기에만 3 개 회선이 표시됨 )
= (24) + 3 = 11 개 회선 표시
CHL = 6
CHS = 6  (11 / 5)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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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소리가 울리는 각 전화기는 별도의 신호 처리 제어 스트림이 필요하므로 Unified CM 에서 같
은 지점으로 보낸 패킷 수는 벨소리가 울리는 전화기의 수에 선형으로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
Unified CM 은 100Mbps 이상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기열 매커니즘은 신호 처리 트래픽을 처리하는 동안 버퍼링해야 하는 많은 수의 패킷을 즉
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속도는 일반적으로 100Mbps 보다 작은 크기인 WAN 인터페이스
의 효과적인 정보 전송 속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
이 트래픽은 중앙 사이트에 있는 WAN 라우터의 대기열 깊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기본
적으로 Cisco IOS 에 있는 트래픽의 각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열 깊이는 64 입니다 . 패
킷이 WAN 인터페이스의 대기열에 들어가기 전에 손실되지 않도록 하려면 각 공유 회선 전화
기에 대한 한 개의 이상의 전체 공유 회선 이벤트의 모든 패킷을 보유하도록 신호 처리 대기열
의 깊이의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통화에서 손실된 패킷이 재전송되
어 시스템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손실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
따라서 공유 회선 전화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패킷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SCCP 프로토콜 : 공유 회선 전화기당 13 개 패킷
– SIP 프로토콜 : 공유 회선 전화기당 11 개 패킷

예를 들면 , SCCP 및 같은 회선을 공유하는 6 개 전화기에서 트래픽의 신호 처리 클래스에 대
한 대기열 깊이는 최소값 78 로 조정해야 합니다 . 표 3−10 은 지점 사이트 내의 공유 회선 표시
수를 기반으로 한 권장 대기열 깊이를 제공합니다 .
표 3-10

지점 사이트당 권장 대기열 깊이

대기열 깊이 ( 패킷 수 )
공유 회선 표시 수

SCCP

SIP

5

65

55

10

130

110

15

195

165

20

260

220

25

325

275

프레임 릴레이와 같은 계층 2 WAN 기술을 사용할 때 공유 회선 전화기가 있는 지점에 해당하
는 회선에서 이렇게 조정해야 합니다 .
MPLS 와 같은 계층 3 WAN 기술을 사용할 때 여러 지점을 서비스하는 단일 신호 처리 대기열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서비스한 총 지점 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

분산 통화 처리로 통화 제어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닝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는 각각 단일 사이트 모델 또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모델을 따르는
Unified CM 클러스터가 IP WAN 을 통해 연결됩니다 . WAN 전체에 통화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신호
처리 프로토콜은 SIP 입니다 (H.323 트렁크는 Unified CM 클러스터 간에 더 이상 권장되지 않음 ).
WAN 을 통과하는 이 SIP 프로토콜 제어 트래픽이 미디어 스트림과 연관된 신호 처리 트래픽과 연결
되며 , 통화 설정 , 끊기 , 착신 전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통해 교환됩니다 .
총 제어 트래픽 양은 제공된 시간에 설정 및 삭제된 통화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화 패턴 및 링크
사용률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가정해야 합니다 . 기존의 텔레포니 유추를 사용하여 음성 및 비디
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WAN 링크 부분을 가상 연락 회선 수로 볼 수 있으며 , 가상 연락 회선과
연관된 프로토콜 신호 처리 트래픽을 파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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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통화 시간 2 분과 각 가상 연락 회선의 100% 사용률을 가정할 경우 각 연락 회선이 시간당 30
개 통화 볼륨을 수행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가정을 통해 통화 제어 트래픽에 대한 권
장 대역폭을 가상 연락 회선 수의 함수로 나타낸 다음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식 6: 가상 연락 회선 수를 기반으로 한 권장 대역폭 .
권장 대역폭 (bps) = 116  ( 가상 연락 회선 수 )
Cisco IOS 라우터의 대기열에 할당할 수 있는 최소 대역폭이 8kbps 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최소
대기열 크기 8kbps 로 최대 70 개의 가상 연락 회선 또는 시간당 2,100 개의 통화에서 생성한 통화
제어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간 SIP 신호 처리 트래픽에 사용되는 이 8kbps 크기
는 대부분의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배포에 충분해야 합니다 .

무선 LAN 인프라
무선 LAN 인프라 설계는 협업 엔드포인트가 수렴된 네트워크의 WLAN( 무선 LAN) 부분에 추가
될 때 중요합니다 . Cisco Unified 무선 엔드포인트의 도입으로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이 WLAN 으
로 이동되었으며 , 현재는 WLAN 에서 기존 데이터 트래픽으로 수렴됩니다 . 유선 LAN 및 유선
WAN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WLAN 에서 음성 및 비디오를 추가하려면 가용성이 높은 네트워크 배
포에 대한 다음 기본 구성과 설계 모범 사례가 필요합니다 . 또한 적절한 WLAN 인프라를 설계하
려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엔드 투 엔드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QoS 를 이해하고 무선
네트워크에 배포해야 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

W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 아키텍처 , 3−60 페이지

•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영상의 고가용성 , 3−63 페이지

•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영상 용량 계획 , 3−66 페이지

•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영상 설계 고려 사항 , 3−66 페이지

무선 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Real-Time Traffic over Wireless LAN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solutions/Enterprise/Mobility/RToWLAN/CCVP_BK_R7805F
20_00_rtowlan−srnd.html

W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 아키텍처
IP 텔레포니 아키텍처는 개시 이후 유선 장치를 사용했지만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는 회사 프레미스
전체에서 이동하는 동안 통신하는 기능을 오래 동안 찾았습니다 . 무선 IP 네트워크는 무선 IP 텔레
포니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온 − 프레미스 로밍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IP 텔레포니를 활성
화했습니다 .
무선 IP 텔레포니 및 무선 IP 비디오 텔레포니는 같은 통화 요소를 활용하는 해당 유선 대상을 확장
한 것입니다 . 또한 무선 IP 텔레포니와 IP 비디오 텔레포니는 무선 802.11 사용 미디어를 사용하므
로 무선 IP 음성 및 비디오 환경을 제공합니다 . 무선 환경은 제어 및 미디어 패킷 전송과 수신에 무
선 네트워크 인프라 요소를 사용합니다 .
무선 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 아키텍처에 그림 3−24 에 나와 있는 다음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
다.
•

무선 액세스 포인트 , 3−61 페이지

•

무선 LAN 컨트롤러 , 3−62 페이지

•

인증 데이터베이스 , 3−62 페이지

•

유선 네트워크 지원 , 3−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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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협업 엔드포인트 , 3−63 페이지

•

유선 통화 요소 , 3−63 페이지

그림 3-24

음성 및 비디오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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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Unified Communications endpoints

무선 액세스 포인트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무선 장치 (W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의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 ) 에서 유선 네트워크 요소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포인트는 유
선과 무선 사이에서 어댑터 기능을 하여 이러한 두 미디어 간에 입력 방식을 작성합니다 . Cisco 액
세스 포인트는 WLC( 무선 LAN 컨트롤러 ) 를 통해 관리되거나 자동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포인트가 WLC 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 경량형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며 , 이 모델에서 WLC
와 통신할 때 제어 버전에 따라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 또는 CAPWAP(Control
and Provisioning of Wireless Access Points)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
그림 3−25 는 경량형 액세스 포인트 및 WLC 간의 기본 관계를 보여줍니다 . 그림 3−25 에 설명된
예는 CAPWAP WLC 용이지만 트래픽 흐름과 관계 측점에서 보면 CAPWAP 와 LWAPP 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예도 무선 LWAPP 네트워크에 적용됩니다 . WLC 와 경량형 액세스 포인트
를 무선 인프라에 사용하면 관리가 용이하고 , 동적 네트워크 조정이 가능하며 , 가용성이 높습니
다 . 하지만 액세스 포인트에서 자동 모드 대신 관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솔루션을 설계할 때
LWAP−WLC 통신 아키텍처의 네트워크 터널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 네트워크 터널링 효
과는 무선 LAN 컨트롤러 설계 고려 사항 , 3−71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서 자세히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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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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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WAP

무선 LAN 컨트롤러
많은 기업 환경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배포해야 합니다 . WLC( 무선 LAN 컨트롤러 ) 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 그러한 대규모 배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입니다 . 무선 클라이언트 연결 또는 인증과 같은 기존의 액세스 포인트의 역할은 WLC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액세스 포인트는 Unified Communications 환경에서 LWAP( 경량형 액세스
포인트 ) 라고도 하며 , 자신을 WLC 에 등록하고 모든 관리 및 데이터 패킷을 WLC 에 터널링한 다
음 무선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의 유선 부분 사이에서 패킷을 전환합니다 . 모든 구성은 WLC 에
서 수행됩니다 . LWAP 는 WLC 에서 전체 구성을 다운로드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핸 무선 인터페이
스로 작동합니다 .

인증 데이터베이스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 무선 연결이 진행되는 동안 인증할 사
용자의 자격 증명을 보유합니다 .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자격 증명에 대한 유
효성을 검사할 중앙 집중식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는 무선 네트워크 사용자를 무
선 장치를 연결할 모든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추가하는 대신 인증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면 됩니
다.
일반 무선 인증 시나리오에서 WLC 는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무선 연결을 처리하거나 실
패하도록 합니다 . 일부 시나리오에서 WLC 는 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를 로컬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된 인증 데이터베이스는 LDAP 및 RADIUS
입니다 .

유선 네트워크 지원
지원하는 유선 네트워크는 WLC, AP 및 유선 통화 요소 사이의 경로 역할을 하는 시스템 부분입니
다 . AP 가 유선 환경과 통신해야 하거나 통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선 네트워크 부분에서 그러한
통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지원하는 유선 네트워크는 W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에 대한 아
키텍처를 형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와 통신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스위치 , 라우터 및 유선 미디
어 (WAN 링크 및 광학 링크 ) 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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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협업 엔드포인트
무선 협업 엔드포인트는 사용자가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W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 아키
텍처 구성 요소입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음성 전용이거나 , 음성과 오디오에 대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사용자가 무선 통신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대상에 전화를 걸면 엔드포인
트는 차례로 요청을 연결된 통화 처리 서버로 전달합니다 . 통화를 허용하면 엔드포인트는 음성 또
는 비디오를 처리하고 , 인코딩하고 , 수신 장치나 다음 처리 홉으로 전송합니다 . 일반 Cisco 무선
엔드포인트는 무선 IP 전화기 ,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음성 및 비디오 소프트웨어 클라이
언트 , 무선 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모바일 스마트폰 , 모바일 협업 엔터프라이즈 태블릿입니다 .

유선 통화 요소
무선 협업 엔드포인트가 서로 간에 세션을 시작하든 아니면 유선 엔드포인트와 세션을 시작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유선 통화 요소가 포함됩니다 . 유선 통화 요소 ( 게이트웨이 및 통화 처리 항
목 ) 는 해당 인프라에 결합된 음성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함께 지원하는 인프라입니다 .
유선 통화 요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
•

통화 제어 , 3−63 페이지

•

미디어 종료 , 3−63 페이지

통화 제어
Cisco 유선 엔드포인트는 통화 제어 도는 통화 처리 서버에서 통화를 효율적으로 라우팅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통화 처리 엔티티는 LAN 에서 또는
WAN 을 통한 유선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
Cisco 무선 엔드포인트에 대한 통화 제어는 통화 제어 프로토콜 SIP 또는 SCCP 를 통해 수행됩니
다.

미디어 종료
유선 엔드포인트에서 미디어 종료는 무선 엔드포인트의 최종 사용자가 IP 전화기 , PSTN 사용자
또는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통신할 때 발생합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 , IP 전화기 , 비디오 터미널 ,
PBX 트렁크 및 트랜스코더는 모두 사용자가 이들을 통해 통신할 때 미디어에 대한 종료 포인트 역
할을 합니다 . 이 미디어 종료는 사용자 통신에 대한 음성 또는 비디오 세션의 코딩 및 디코딩을 통
해 발생합니다 .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영상의 고가용성
협업 솔루션에서 고가용성 제공은 현대의 연속 연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
다 . 고가용성에 대해 설계된 협업 배포는 안정성 및 실행 시간은 늘립니다 . 고가용성 없이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또는 영상과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음성 또는 영상 통화 문제를
포함하여 최종 사용자 환경에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고가용성을 사용하는 WLAN 을 통해 음성 및 비디오에 대한 솔루션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

유선 네트워크 고가용성 지원 , 3−64 페이지

•

WLAN 고가용성 , 3−64 페이지

•

통화 처리 고가용성 , 3−6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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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네트워크 고가용성 지원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비디오를 배포할 때 유선 네트워크에 사용된 동일한 고가용성 전략은
W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에 대한 솔루션의 유선 구성 요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중
단을 최소화하고 등가 중복 경로를 이용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계층 수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이 높은 유선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가용성을 위한 LAN 설계 ,
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WLAN 고가용성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비디오의 고가용성에 대한 고유한 측면은 단일 WLAN 주파수에 종속
되어 있지 않은 Wi−Fi 채널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RF( 무선 주파수 ) 범위의 고가용성입니다 .
Wi−Fi 채널 범위는 2.4GHz 및 5GHz 빈도 대역의 AP 라디오에서 제공합니다 . RF 고가용성을 제공
하는 기본 매커니즘은 휴대폰 경계 중복입니다 . 일반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채널에서 20% ~ 30%
의 휴대폰 경계 중복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 미션 크리티컬
환경에서는 필요한 신호 수준 (−67dBm 이상 ) 에서 적어도 두 개의 AP 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20%
의 중복이란 인접하지 않은 채널을 사용하는 AP 의 RF 휴대폰이 해당 유효 범위의 20% 에서 서로
중첩되고 , 유효 범위의 나머지 80% 는 단일 AP 에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림 3−26 은 고가
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AP 비인접 채널 휴대폰의 20% 중복을 설명합니다 . 또한 AP 를 설치할 위치
를 결정할 때 신호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다중 경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반사면 ( 예 : 금
속 , 유리 등 ) 에 AP 를 마운트하지 않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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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무선 LAN 인프라

비인접 채널 액세스 포인트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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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of 20% Overlap

적절한 무선 네트워크 작업을 위해 무선 인프라 내에서 AP 및 채널 구성을 신중하게 배포해야 합
니다 . 따라서 고객이 생산 환경에 무선 네트워크를 배포하려면 완벽하고 철저한 사이트 조사를 수
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사에 중복되지 않은 채널 구성 , Wi−Fi 채널 범위 및 필수 데이터와 트래
픽 레이트 확인 , 악성 AP 삭제 , 잠재적인 간섭 소스의 영향 식별 및 완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
또한 , 일반적으로 덜 혼잡하므로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5GHz 주파수 대역 사용을 평가합니
다 .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경우 5GHz 802.11a 가 권장됩니다 . 마찬가지로 , Cisco CleanAir 기술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무선 주파수 간섭을 감지하고 무선 네트워크 자동 복구 및 자동 최적화를 제
공하여 WLAN 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 Cisco CleanAir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netsol/ns1070/index.html
다양한 미디어를 지원하는 WLAN 에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Real-Time Traffic over Wireless LAN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solutions/Enterprise/Mobility/RToWLAN/CCVP_BK_R7805F
20_00_rtowlan−sr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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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 고가용성
통화 처리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화 처리를 위한 고가용성 , 9−1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영상 용량 계획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영상에 대한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하는 통화 용량에 대한 솔루션
크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 용량은 제공된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WLAN 을 사용하는 동
시 음성 및 영상 세션 수로 정의됩니다 . 용량은 RF 환경 , 협업 엔드포인트 기능 및 WLAN 시스템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최적화된 WLAN 서비스 ( 예 : Cisco Unified 무선 네
트워크 ) 를 제공하는 WLAN 에서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s 7925G 를 사용하는 솔루션은
802.11a 와 802.11g 에 대해 24M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트에서 채널당 최대 27 개의 동시 세션 통
화 용량을 갖습니다 . 반면에 액세스 포인트가 40MHz 채널에서 변조 및 코딩 구성표 7 의 데이터
레이트 인덱스를 사용하는 802.11a/n 으로 구성된 WLAN 에서 2,500kbps 의 비디오 레이트와 720p
로 영상 통화를 하는 태블릿과 같은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비슷한 솔루션은 채널당 최대 7 개의 영
상 통화 용량 (2 개의 양방향 음성 및 비디오 스트림 ) 을 갖습니다 .
이러한 용량을 달성하려면 최소 무선 LAN 백그라운드 트래픽 및 RF( 무선 주파수 ) 사용률이 있어
야 하며 블루투스가 장치에서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제한 요소가 채널 용량이지 AP(
액세스 포인트 ) 수가 아니므로 통화 용량이 중복되지 않는 채널마다 설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실제 무선 엔드포인트에서 지정한 통화 용량은 해당 엔드포인트의 지원 용량이므로 배포 목적에
만 사용해야 합니다 . 무선 엔드포인트에 대한 용량 정보는 특정 엔드포인트 모델에 대한 다음 제
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product−listing.html
WLAN 의 통화 용량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Real-Time Traffic over Wireless LAN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solutions/Enterprise/Mobility/RToWLAN/CCVP_BK_R7805F
20_00_rtowlan−srnd.html

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영상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WLAN 을 사용하는 협업 엔드포인트 솔루션 배포에 대한 추가 설계 고려 사항을 제
공합니다 . WLAN 구성 세부 사항은 사용 중인 음성 또는 영상 WLAN 장치 및 WLAN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WLAN 인프라 설계에 대한 일반 지침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합
니다 .
•

VLAN, 3−67 페이지

•

로밍 , 3−67 페이지

•

무선 채널 , 3−67 페이지

•

무선 인프라 및 다중 경로 왜곡 , 3−68 페이지

•

WLAN 에서 멀티캐스트 , 3−69 페이지

•

무선 AP 구성 및 설계 , 3−70 페이지

•

무선 LAN 컨트롤러 설계 고려 사항 , 3−71 페이지

•

WAN QoS( 서비스 품질 ), 3−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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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N

유선 LAN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 무선 LAN 에 음성 또는 비디오를 배포할 때 액세스 계층에서 적
어도 두 개의 VLAN( 가상 LAN)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무선 LAN 환경의 액세스 계층에 AP( 액세
스 포인트 ) 와 첫 번째 홉 액세스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P 및 액세스 스위치에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기본 VLAN 과 음성 트래픽에 대한 음성 VLAN(Cisco IOS 아래 ) 또는 보조
VLAN(CatOS 아래 ) 을 구성해야 합니다 . 이러한 보조 음성 VLAN 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유선 음
성 VLAN 과 구분해야 합니다 . 하지만 무선 클라이언트 ( 예 : 스마트폰 또는 소프트웨어 리치 미
디어 클라이언트 ) 가 보조 VLAN 의 개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음성 및 영상과 같은 중요한 트래
픽을 분류하고 우선 순위를 사용하여 처리하기 위해 대체 패킷 표시 전략 ( 예 : 포트별 패킷 분류 )
을 적용해야 합니다 . 무선 인프라를 배포할 때 WLAN AP 관리에 대해 별도의 관리 VLAN 을 구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관리 VLAN 에는 WLAN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 즉 , 연관된
SSID(Service Set Identifier) 가 없어야 하고 WLAN 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
로밍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폰 경계 분포를 비인접 채널의 20% ~ 30% 를 중복되게 설계하
여 액세스 포인트 간에 무선 클라이언트의 매끄러운 로밍을 용이하게 합니다 . 또한 장치가 계층 3
에서 로밍될 때 기본 VLAN 경계에서 AP 간에 이동합니다 . WLAN 인프라가 자동 AP 로 구성되어
있으면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무선 엔드포인트에서 해당 IP 주
소를 유지하고 계층 3 에서 로밍하면서 활성 통화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매끄러운 계층 3 로
밍은 클라이언트가 같은 이동성 그룹 내에서 로밍될 때만 발생합니다 .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및 계층 3 로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hw/wireless/index.html
경량형 액세스 포인트 인프라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매끄러운 계층 3 로밍은 동적 인터페이스 터
널링을 사용하는 WLAN 컨트롤러에 의해 수행됩니다 . WLAN 컨트롤러 및 VLAN 을 통해 로밍되
는 Cisco Wireless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는 같은 SSID 를 사용할 때 해당 IP 주소를 유
지할 수 있으므로 활성 통화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듀얼 밴드 WLAN(2.4GHz 및 5GHz 대역을 사용하는 WLAN) 에서 같은 SSID 를 사용하는 802.11b/g
와 802.11a 간에 로밍할 수 있습니다 . 단 , 클라이언트가 두 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하
지만 이 경우 음성 경로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s 7921 또는 7925
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펌웨어 버전 1.3(4) 이상이 전화기에 설
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음성에 단일 대역만 사용합니다 .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 7926 은 해당하는 첫 번째 펌웨어 버전에서 매끄러운 대역 간 로밍을 제공합니다 .)
무선 채널

무선 엔드포인트와 AP 는 특정 채널에서 주파수를 통해 통신합니다 . 무선 엔드포인트는 일반적으
로 한 채널에서 통신할 때 중복되지 않은 다른 채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통신을 인식하지 못합
니다 .
2.4GHz 802.11b/g/n 에 대한 최적의 채널 구성에는 채널 간 간섭 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채널 사이에 최소 5− 채널 분리가 필요합니다 . 중복되지 않는 채널은 22MHz 로 분리합니다 . 채
널 1 은 2.412GHz, 채널 6 은 2.437GHz, 채널 11 은 2.462GHz 입니다 . 북미에서 허용 가능한 채널
은 1 ~ 11 이며 , 채널 1, 6 및 11 은 AP 및 무선 엔드포인트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비중복 채널입니
다 . 하지만 허용 가능한 채널이 1 ~ 13 인 유럽에서는 5− 채널 분리의 여러 조합이 가능합니다 . 5−
채널 분리의 여러 조합은 허용 가능한 채널이 1 ~ 14 인 일본에서도 가능합니다 .
5GHz 802.11a 및 802.11n 에 대한 최적의 채널 구성은 채널 간 간섭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최
소 1− 채널 분리가 필요합니다 . 북미에는 20 개의 가능한 비중복 채널이 있습니다 (36, 40, 44, 48,
52, 56, 60, 64, 100, 104, 108, 112, 116, 132, 136, 140, 149, 153, 157 및 161). 유럽과 일본은 16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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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비중복 채널을 허용합니다 (36, 40, 44, 48, 52, 56, 60, 64, 100, 104, 108, 112, 116, 132, 136 및
140). 큰 집합의 비중복 채널 때문에 802.11a 및 5Ghz 802.11n 은 보다 빽빽하게 배포된 WLAN 을
허용합니다 . 하지만 모든 채널을 활성화하지 않고 12− 채널 설계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802.11a 및 802.11n 대역 (24 개 중 15 개의 사용 가능한 채널인 5.25 ~ 5.725GHz 에서 작동하는 채
널을 사용할 때 ) 은 레이더 ( 군사 , 위성 및 날씨 ) 를 사용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채널에서
DFS(Dynamic Frequency Selection) 및 TPC(Transmit Power Control) 를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 52
~ 64, 100 ~ 116 및 132 ~ 140 채널이 DFS 와 TPC 를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 TPC 는 이러한
채널에서의 전송이 간섭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DFC 는 채널에서 레이더 펄
스를 모니터링하고 , 레이더 펄스가 감지되면 DFC 가 채널에서 전송을 중지하고 새 채널로 전환합
니다 .
같은 채널로 구성된 AP 간에 중복이 최소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AP 수렴을 배포해야 합
니다 . 같은 채널 중복은 일반적으로 19dBm 분리에서 발생합니다 . 하지만 비중복 채널에서 적절
한 AP 배포와 수렴을 위해서는 최소 20% 의 중복이 필요합니다 . 이 크기의 중복은 무선 엔드포인
트가 AP 수렴 통화 간에 이동할 때 무선 엔드포인트에 대한 로밍을 매끄럽게 합니다 . 중복 크기가
20% 이하이면 로밍 시간이 느려지고 음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고층 사무실이나 병원과 같은 고층 건물에 무선 장치를 배포하려면 무선 AP 와 채널 범위 계획에
3 차원을 도입합니다 . 802.11 의 2.4GHz 와 5.0GHz 웨이브 양식 모두 벽뿐만 아니라 바닥과 천장
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같은 층에서 중복 휴대폰이나 채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층 사이에 채널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비중복 채널이 3 개
로만 제한된 2.4GHz 무선 스펙트럼에서는 신중한 3 차원 계획을 통해서만 적절한 중복 설계가 가
능합니다 .
참고

적절한 무선 네트워크 작업을 위해 무선 인프라 내에서 AP 및 채널 구성을 신중하게 배포해야 합
니다 . 따라서 생산 환경에 무선 네트워크를 배포하려면 완벽하고 철저한 사이트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사에 중복되지 않은 채널 구성 , AP 범위 및 필수 데이터와 트래픽 레이트 확인 ,
악성 AP 삭제 , 잠재적인 간섭 소스의 영향 식별 및 완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
무선 인프라 및 다중 경로 왜곡

무선 환경 내에서 간섭 소스가 엔드포인트 연결과 채널 범위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
한 물체와 장애물로 인해 신호 반사 및 다중 경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 경로 왜곡은 트
래픽이나 신호 처리가 소스에서 대상으로 두 방향 이상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트래픽
중 일부는 나머지 트래픽보다 빨리 대상에 도달하므로 경우에 따라 지연 및 비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섭 소스 및 장애물을 없애거나 줄이고 , 한 번에 한 개 안테나만 트래픽을 수신하도록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사용하면 다중 경로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간섭 소스는 사이트 조사 중
에 식별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삭제해야 합니다 . 적어도 적절한 AP 배치 및 위치에 적절한 방향 또
는 전방향의 다이버시티 주파수 안테나를 사용하여 간섭 영향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
가능한 간섭 및 다중 경로 왜곡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복 채널의 다른 AP

•

다른 2.4GHz 및 5Ghz 장치 ( 예 : 2.4GHz 무선 전화기 , 개인 무선 네트워크 장치 , 유황 플라즈
마 조명 시스템 , 전자 레인지 , 악성 AP 및 2.4GHz 및 5Ghz 대역의 라이센스가 필요없는 작업
을 이용하는 기타 WLAN 장비 )

•

금속 장비 , 구조 및 기타 금속 또는 반사 표면 ( 예 : 금속 I− 빔 , 서류 캐비닛 , 장비 랙 , 철망 또
는 금속 벽 , 방화문 및 방화벽 , 콘크리트 , 열풍 및 에어컨 덕트 )

•

고전력 전기 장치 ( 예 : 변압기 , 중장비 전기 모터 , 냉장고 ,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장비 )

•

고전력 전기 장치 ( 예 : 변압기 , 중장비 전기 모터 , 냉장고 ,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장비 ,
EMI( 전자파 장애 ) 를 일으킬 수 있는 기타 전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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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사용 장치는 802.11b/g/n 장치와 동일한 2.4GHz 무선 전화 대역을 사용하므로 블루투스
와 802.11b/g/n 장치가 서로 간섭하여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장치가
802.11b/g/n WLAN 음성 및 비디오 장치를 간섭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이로 인해 음
질 저하 , 등록 해제 , 통화 설정 지연 및 / 또는 채널 − 휴대폰 통화 용량 감소 ) 가능한 경우 802.11a
및 / 또는 802.11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5GHz Wi−Fi 대역에서 모든 WLAN 음성 및 비디오 장치를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5Ghz 무선 전화 대역에서 무선 클라이언트를 배포하여 블루투스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CleanAir 기술은 실시간 간섭 감지 기능을
활성화하므로 무선 인프라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CleanAir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netsol/ns1070/index.html
참고

802.11n 은 2.4GHz 대역과 5GHz 대역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지만 , Unified Communications 에는
5GHz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WLAN 에서 멀티캐스트

기본적으로 멀티캐스트에는 유니캐스트 알림 수준이 없습니다 . 802.11 사양에 따라 다음
DTIM(Delivery Traffic Indicator Message) 기간이 충족될 때까지 액세스 포인트에서 모든 멀티캐스
트 패킷을 버퍼링해야 합니다 . DTIM 기간은 beacon 기간의 배수입니다 . beacon 기간이 100ms( 기
본값 ) 이고 DTIM 값이 2 이면 액세스 포인트는 버퍼링된 단일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할 때까지
최대 200ms 를 기다려야 합니다 . beacon 간의 시간 (DTIM 설정 제품 ) 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장치
가 일시적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데 사용됩니다 . 이 절전 모드는 장치의 배터리 전력을 유지
시켜 줍니다 .
WLAN 의 멀티캐스트는 관리자가 배터리 수명 요구 사항에 대해 멀티캐스트 트래픽 품질 요구 사
항에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두 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 먼저 , 멀티캐스트 패킷을 배포하면 특히
음성 및 비디오와 같은 실시간 트래픽을 멀티캐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멀티캐스트 트래픽 품질
이 저하됩니다 . 멀티캐스트 트래픽 지연을 제한하려면 일반적으로 멀티캐스트 패킷이 버퍼링되
는 시간이 멀티캐스트 트래픽 배달 시 인식할 수 있는 지연을 삭제할 만큼 낮도록 DTIM 기간을 1
로 설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DTIM 기간이 1 로 설정된 경우 배터리로 구동되는 WLAN 장치가 절
전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며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 배터리 전원을 절
약하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DTIM 기간을 2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멀티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이 없는 WLAN 네트워크의 경우 DTIM 기간을 2 이상의 값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멀티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WLAN 네트워크의 경우 DTIM 기간을
가능할 때마다 100ms beacon 기간이 있는 2 로 설정해야 합니다 . 하지만 멀티캐스트 트래픽 품질
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허용되지 않는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DTIM 값을 1 로 낮춰야 합니다 .
DTIM 값이 1 로 설정되어 있으면 관리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치의 배터리 수명이 크게 줄어든
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여 성능 및 동작이 허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멀티캐스트 트래픽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은 미디어 리소스 , 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3-69

3장

무선 LAN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무선 AP 구성 및 설계
적절한 AP 선택 , 배포 및 구성은 무선 네트워크가 최종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음질을 제공하는 방
식으로 음성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
AP 선택

무선 음성의 액세스 포인트 배포에 대한 권장 사항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5678/Products_Sub_Category_Home.html.
AP 구축

AP 로 활성화된 장치 수는 각 장치가 전송 미디어 , Wi−Fi 채널에 액세스하는 시간에 영향을 줍니
다 . 장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트래픽 경합이 늘어납니다 . 더 많은 장치를 미디어 대역폭과 AP 에
연결하면 AP 에 연결된 모든 엔드포인트 장치에 대한 응답 시간이 느려지고 성능이 저하될 수 있
습니다 .
제한된 수의 장치만 단일 AP 에 연결되는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7.2 이전 릴리스에는 특정
한 매커니즘이 없지만 시스템 관리자가 주기적인 사이트 검사를 수행하고 사용자와 장치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여 장치와 AP 의 비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장치와 사용자가 특정 영역의 네트워
크에 추가되면 추가 사이트 검사를 수행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해야 하는 엔드포인트 수를 처리
하는 데 추가 AP 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 Cisco CleanAir 기술을 지원하는 AP 는 Wi−Fi 채널의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추가 기능을 제
공하므로 이러한 AP 를 고려해야 합니다 .
AP 구성

무선 음성을 배포할 때 다음 특정 AP 구성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
•

ARP( 주소 확인 프로토콜 ) 캐싱을 활성화합니다 .
ARP 캐싱은 엔드포인트가 절전 모드나 유휴 모드를 나가지 않아도 AP 가 무선 엔드포인트 장
치에 대한 ARP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므로 AP 에서 필요합니다 . 이 기능은 무선 엔드포
인트 장치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

•

AP 에서 DTPC(Dynamic Transmit Power Control) 를 활성화합니다 .
이렇게 하면 AP 의 전송 전원이 음성 엔드포인트의 전송 전원과 일치합니다 . 일치하는 전송
전원은 단방향 오디오 트래픽의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 음성 엔드포인트는 연결된 AP 의 Limit
Client Power(mW) 설정을 기준으로 하여 전송 전원을 조정합니다 .

•

AP 에서 구성된 각 VLAN 에 SSID(Service Set Identifier) 를 할당합니다 .
SSID 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는 트래픽을 주고 받는 데 사용할 무선 VLAN 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이러한 무선 VLAN 과 SSID 는 유선 VLAN 에 매핑됩니다 . 음성 엔드포인트의 경우 이
러한 매핑은 유선 네트워크에서 음성 VLAN 에 대한 우선 순위 대기 취급 및 액세스를 보장합
니다 .

•

AP 에서 무선 전화기에 대한 QoS 요소를 활성화합니다 .
이 기능을 통해 AP 가 beacon 의 QBSS(QoS Basic Service Set) 정보 요소를 제공합니다 . QBSS
요소는 AP 에서 예상 채널 사용량을 제공하고 , Cisco 무선 음성 장치는 이 예상 채널 사용량을
사용하여 로밍을 결정하고 로드가 너무 높을 때 통화 시도를 거부합니다 . AP 는 또한 beacon
에 802.11e CCA(Clear Channel Assessment) QBSS 를 제공합니다 . CCA 기반 QBSS 값은 실제
채널 사용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

•

AP 에서 두 개 QoS 정책을 구성하고 VLAN 가 인터페이스에 적용합니다 .
음성 트래픽에 우선 순위 대기 처리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려면 음성 정책 및 데이터 정책을 해
당 VLAN 에 대한 기본 분류로 구성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터페이스 대기 , 3−7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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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LAN 컨트롤러 설계 고려 사항
음성 또는 영상을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사용된 액세스 포인트가 자동이거나 독립
실행형이 아닌 경우 무선 LAN 컨트롤러가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 경로와 관련하여 재생되는 역할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무선 트래픽은 기점 및 대상 포인트와 관계없이 해당 무선
LAN 컨트롤러에 터널링되므로 무선 컨트롤러의 네트워크 연결 진입점 크기를 충분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림 3−27 은 이러한 문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 모바일 장치가 다른 모바일 장치
로 전화를 걸려고 하는 경우 트래픽을 무선 LAN 컨트롤러에서 헤어피닝하고 수신 장치로 전송해
야 합니다 . 여기에 두 장치를 같은 AP 에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
무선 LAN 컨트롤러가 연결되는 스위치 포트는 영상 엔드포인트이든 음성 엔드포인트이든 간에 그
리고 해당 트래픽이 제어 트래픽인지 아니면 미디어 트래픽인지 간에 협업 장치에서 생성한 트래
픽의 대역폭 범위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그림 3-27

무선 LAN 컨트롤러 네트워크 진입점에서 집중된 트래픽
CAPWAP
Wireless LAN
Controller

All traffic is concen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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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s network
entry point(s)–
switch(es) port(s)

Switch

Switch

Switch

Mobile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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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Access Point

CAPWAP

Wireless
Access Point

Mobile Collaboration
Enterprise Tablets

CAPWAP

Wireless
Access Point

Mobile Collaboration
Enterprise Tablet
284268

CAPWAP

Traffic Flow

또한 스위치 인터페이스 및 스위치 플랫폼 송신 버퍼 수준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려는 최대
결합 버스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
충분한 버퍼 수준을 선택하지 못하면 패킷 손실이 발생하고 , 무선 LAN 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영
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 대역폭 범위 부족으로 패킷이 대기 상태에 있으며 최악의
경우 패킷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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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QoS( 서비스 품질 )
QoS 는 높은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LAN 및 WAN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에 필요한 것처럼 , 무선
LAN 인프라에도 필요합니다 . 데이터 트래픽의 버스트 특성과 음성 및 영상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
은 패킷 손실과 지연에 민감하므로 무선 LAN 버퍼를 관리하고 , 주파수 경합을 제한하고 , 패킷 손
실 , 지연 및 지연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QoS 도구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유선 네트워크와 달리 , 공유 미디어이며 무선 엔드포인트에 트
래픽을 주고 받을 전용 대역폭이 없습니다 . 무선 엔드포인트는 트래픽을 802.1p CoS, ToS, DSCP
및 PHB 로 표시할 수 있지만 , 무선 네트워크의 공유 특성은 이러한 엔드포인트의 네트워크에 대
한 제한된 승인 제어 및 액세스를 의미합니다 .
무선 QoS 에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영역이 포함됩니다 .
•

트래픽 분류 , 3−72 페이지

•

사용자 우선 순위 매핑 , 3−72 페이지

•

인터페이스 대기 , 3−73 페이지

•

무선 통화 허용 제어 , 3−74 페이지

트래픽 분류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에서처럼 해당 무선 트래픽을 가능한 한 네트워크 가장자리에 가깝게 분류
하거나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트래픽 표시는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 전체에서 대기 지정 방
식에 대한 출입 기준이므로 , 가능할 때마다 무선 엔드포인트 장치에서 표시를 수행해야 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 장치에 의한 표시나 분류는 표 3−11 에 설명된 대로 유선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표
시나 분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분류 지침에 따라 Cisco 유선 엔드포인트는 음성 미디어 트래픽 또는
음성 RTP 트래픽을 DSCP 46( 또는 PHB EF) 으로 표시하고 , 비디오 미디어 트래픽 또는 영상 RTP
트래픽을 DSCP 34( 또는 PHB AF41) 로 표시하고 , 통화 제어 신호 처리 트래픽 (SCCP 또는 SIP) 을
DSCP 24( 또는 PHB CS3) 로 표시합니다 . 이 트래픽이 표시되면 네트워크 전체에서 Best−Effort 취
급 및 대기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트래픽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무선 음성 및
영상 장치는 이 방식으로 트래픽을 표시해야 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에서 다른 모든 트래픽은
Best−Effort 로 표시하거나 , 유선 네트워크 표시 지침에 요약된 대로 중간 분류로 표시해야 합니다
. 무선 음성 또는 영상 장치에서 패킷 표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포트 기반 표시와 같은 대체 방법
을 구현하여 영상 및 음성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용자 우선 순위 매핑
802.1p 및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는 유선 네트워크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표준
이지만 , 802.11e 는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표준입니다 . 이를 UP(User Priority) 라고 하며 , UP 를
해당 DSCP 값에 매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 3−11 에서는 협업 트래픽에 대한 값을 나열합니다 .
표 3-11

QoS 트래픽 분류

트래픽 유형

DSCP(PHB)

802.1p UP

IEEE 802.11e UP

음성

46(EF)

5

6

영상

34(AF41)

4

5

음성 및 비디오 제어

24(CS3)

3

4

802.11e 및 해당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해당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302/Products_Sub_Category_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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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대기
트래픽 표시가 발생했으면 무선 LAN 을 통과할 때 이 트래픽이 손실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
기 위해 별도의 대기열에 음성 및 영상 트래픽 유형이 제공되도록 유선 네트워크 AP 와 장치에서
QoS 대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에서 대기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두 방
향으로 발생합니다 . 대기 업스트림은 무선 엔드포인트에서 AP 로 , AP 에서 유선 네트워크로의 트
래픽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 대기 다운스트림은 유선 네트워크에서 AP 로 이동하고 유선 엔드포
인트로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
대기 업스트림의 경우 WMM(Wi−Fi Multimedia) 를 지원하는 장치에서 우선 순위 대기를 포함하여
대기 매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운스트림 QoS 에 대해 Cisco AP 는 현재 무선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다운스트림 트래픽에 최대
8 개의 대기열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대기열의 출입 기준은 DSCP,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및
VLAN 을 포함한 요소 수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 8 개의 대기열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선 음
성을 배포할 때는 두 개의 대기열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음성 미디어 및 신호 처리 트래
픽은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대기열에 배치하고 , 그 외 트래픽은 모두 Best−Effort 대기열에 배치해
야 합니다 . 이 경우 음성 트래픽에 대한 가능한 최상의 대기 취급이 보장됩니다 .
자동 AP 에 대해 이러한 2 개 대기열 구성을 설정하려면 AP 에서 두 개의 QoS 정책을 만들어야 합
니다 . 한 음성 정책에 이름을 지정하고 서비스 클래스 음성 < 10ms 대기 시간 (6) 을 사용하여
VLAN 에서 모든 패킷에 대한 기본 분류로 구성합니다 . 다른 데이터 정책에 이름을 지정하고 서비
스 클래스 Best Effort (0) 을 사용하여 VLAN 에서 모든 패킷에 대한 기본 분류로 구성합니다 . 그
런 다음 데이터 정책을 데이터 VLAN 의 수신 및 발신 라디오 인터페이스에 할당하고 , 음성 정책
을 음성 VLAN 의 수신 및 발신 라디오 인터페이스에 할당합니다 . VLAN 수준에서 QoS 정책을 적
용하면 AP 는 패킷이 수신해야 하는 대기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패킷 수신 또는 송신을 검사
하도록 지정하지 않습니다 .
경량 AP 의 경우 WLAN 컨트롤러에는 같은 대기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제공 QoS 프로파일
이 있습니다 . 음성 VLAN 또는 음성 트래픽은 플래티넘 정책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음성
대기열에 대한 우선 순위 대기열을 설정합니다 . 데이터 VLAN 또는 데이터 트래픽은 데이터 대기
열에 대해 Best−Effort 대기를 설정하는 실버 정책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
은 VLAN 을 기반으로 하여 수신 및 송신 라디오 인터페이스에 할당됩니다 .
위의 구성은 모든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와 신호 처리에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우선 순위 대기 취급
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참고

WMM(Wi−Fi Multimedia) 액세스는 EDCA(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 를 기반으로 하므
로 , AIFS(Arbitration Inter−Frame Space) 변경 및 배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트래픽에 적합한 우
선 순위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isco Unified Wireless Qo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Enterprise Mobility Desig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netsol/ns820/networking_solutions_design_guidanc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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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LAN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무선 통화 허용 제어
제공된 AP 채널의 용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몇 가지 통화 허용 제어 양식이 필요합니
다 . 이제 Cisco AP 및 무선 Unified Communications 클라이언트는 통화 허용 제어에 QBSS(QoS
Basic Service Set) 대신 TSPEC(Traffic Specification) 을 사용합니다 .
WMM TSPEC(Wi−Fi Multimedia Traffic Specification) 은 WLAN 클라이언트가 해당 대역폭 및 QoS 요
구 사항 표시를 제공하여 AP 가 그러한 요구 사항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QoS 매커니즘입니다 . 클
라이언트가 전화를 걸 준비를 할 때 ADDTS(Add Traffic Stream) 메시지를 연관된 AP 에 전송하여
TSPEC 을 표시합니다 . 그러면 AP 는 대역폭 및 우선 순위 취급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ADDTS 요청
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거부되면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통화 중 메시지를 수신
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로밍 중이면 TSPEC 요청은 연결 프로세스의 일부로 새 AP 에 재연결 요청 메
시지에 포함되고 , TSPEC 응답은 재연결 응답에 포함됩니다 .
또는 , WMM TSPEC 을 지원하지 않지만 SIP 를 통화 신호 처리로 사용하는 엔드포인트를 AP 가 관
리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스누핑은 SSID(Service Set Identifier) 에 대해 활성화해야 합니다 . 클라
이언트의 SIP 구현은 암호화 및 포트 수를 포함하여 무선 LAN 컨트롤러의 구현과 일치해야 합니
다 . 미디어 스누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Wireless LAN Controller Configu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7.0/configuration/guide/c70wlan.html
참고

현재는 비디오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QBSS(QoS Basic Service Set) 정보 요
소는 QoS Element for Wireless Phones 가 AP 에서 활성화된 경우에만 AP 에서 전송합니다 . 무선
AP 구성 및 설계 , 3−7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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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협업 보안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음성 및 영상 통화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호하려면 Cisco 협업 솔루션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보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장에서는 특별히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음성 및 비디오 네트워크와 관련된 보안 지침을 제공합
니다 .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SAFE Blueprin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security/index.html
이 장의 지침을 따르더라도 보안 환경이 보장되거나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침투 공격을 완전히 막
을 수는 없습니다 . 적절한 보안 정책을 수립한 후 그 보안 정책을 준수하고 , 해커 및 보안 커뮤니
티의 발전 상황에 맞춰 최신 기술 상태를 유지하며 , 올바른 시스템 관리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하여 적정 보안 상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이 장에서는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포함하여 중앙 집중식 및 분산 통화 처리를 다룹니다 . 이
장에서는 모든 원격 사이트에 헤드 엔드 실패 시 헤드 엔드 또는 로컬 호출 처리 백업에 연결하는
중복 링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와 IP 텔레포니 간의 상호 작용
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 장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에 개별적으로 주소가 지
정되며 중복 IP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4−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4-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인증서 관리

인증서 관리 , 4−14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암호화

암호화 , 4−19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isco Unified CM 보안 , 4−21 페이지
CM) 의 보안 고려 사항

2018 년 3 월 1 일

다른 기타 업데이트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H.323 에서 제거된 정보

더 이상 문서에 없음

2018 년 3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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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안

Cisco 협업 보안

일반 보안
이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내 음성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안 기능 및 실
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보안 정책
Cisco Systems 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 배포된 모든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보안 정책을 만들 것
을 권장합니다 . 보안 정책은 네트워크 전체에서 전송될 때 올바르게 보호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서 중요한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 이 보안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의 유형에 필요한 보안 수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각 데이터 유형마다 고유의 보안 정책
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 네트워크에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이 장의 보안 권장 사항을 활성화
하기 전에 보안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이 없으면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된 보안이 수행
하도록 설계된 작업을 수행 중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보안 정책이 없으면 네트워크에
서 실행되는 모든 데이터 유형 및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없습
니다 .
참고

이 장에 제공된 보안 지침 및 권장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 이것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보
안 정책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보안 기술을 구현하기 전에 회사 보안 정책을 정의해야
합니다 .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에서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isco Systems 네트
워크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보호할 데이터 , 해당 유형의 데이터에 필요한 보
호 정도 및 해당 보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보안 기술을 정의하는 일은 보안 정책에 달려 있습니
다.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포함하는 보안 정책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데이터 네트워크와
기존 음성 네트워크 모두에 대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보안 정책을 결합하는 일입니다 . 네트워크
에서 미디어 통합 시 모든 측면에 대한 보안이 보안 정책 또는 회사 환경에 맞는 올바른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적정 보안 정책의 기본은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의 중요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의 등급을 매기고 나면 , 각 데이터 유형에 대해 보안 수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그다음에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모두 사용하여 올바른 보안 수준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 다음 프로세스를 통해 보안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

•

해당 데이터의 중요도를 정의합니다 .

•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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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안

계층형 보안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 내 IP 전화기 엔드포인트 강화를 시작으로 전
화에서 액세스 스위치 , 분산 계층 , 코어 및 데이터 센터까지 전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갑니다 . (
그림 4−1 참조 ) Cisco 에서는 액세스 포트에서 시작하여 네트워크 자체 내부로 들어가면서 보안 계
층을 구축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설계 방식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아키텍트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을 물리적 및 논리적으로 배포하기 쉬운 위치에 장치를 배치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배포가 쉬워진 만큼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한 네트워크 내 어디에든 위치할 수 있
으므로 보안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
그림 4-1

보안 계층
Unified CM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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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프라
IP 텔레포니 데이터가 네트워크에서 전송될 때 이 데이터는 데이터를 전송 중인 장치만큼만 보안
과 안전이 유지됩니다 . 보안 정책에 정의된 보안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장치의 보안을 개선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장치가 IP 텔레포니 트래픽에 맞는 충분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
니다 .
데이터 네트워크 안에는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의 전체 보안을 향상시키는 여러 모범 사례가 있습
니다 . 예를 들어 Telnet( 암호를 일반 텍스트로 전송 )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하는 대신
공격자가 일반 텍스트 형태의 암호를 볼 수 없도록 Telnet 의 보안 형식인 SSH(Secure Shell) 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화벽 , 액세스 제어 목록 , 인증 서비스 및 기타 Cisco 보안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장치를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물리적 보안
보안 환경에서 기존의 PBX 를 차단할 때처럼 IP 네트워크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미
디어 트래픽을 전송하는 각 장치는 IP PBX 의 일부이므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보안 방법을 사용
하여 이러한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해야 합니다 . 사용자나 공격자가 네트워크의 장치 중 하나
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암호 보안을 갖추고 있고
사용자나 공격자가 네트워크 장치 안으로 침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단순히 장치의 플러그를 뽑
고 모든 트래픽을 중지시키기만 하면 네트워크 혼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보안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security/index.html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curity/service−listing.html

IP 주소 지정
논리적으로 구분된 IP 텔레포니 네트워크 내부 및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제어할 때 IP 주소 지
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 네트워크 내에서 IP 주소가 세부적으로 정의될수록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제어하기가 더 쉽습니다 .
이 문서의 다른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 캠퍼스 액세스 계층 , 3−4 페이지 참조 ), RFC 1918 에 근거
한 IP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IP 주소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도 IP 텔레포니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RFC 1918 을 사용하
면 음성 엔드포인트의 IP 주소가 잘 정의되어 있고 이해하기 쉬우므로 네트워크를 제어하기가 훨
씬 더 수월합니다 . 음성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모두 10.x.x.x. 네트워크 내에서 주소가 지정된 경
우 해당 장치에 대한 액세스 추적 및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이 간소화됩니다 .
음성 배포와 관련된 IP 주소 지정 플랜이 올바르게 정의된 경우 IT 텔레포니 트래픽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ACL 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방화벽 배포에도 도움이 됩니다 .
RFC 1918 을 사용하면 스위치당 VLAN 하나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캠퍼스 설계의 모범
사례에 해당하며 또한 VLAN 을 STP(Spanning Tree Protocol) 루프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르게 배포된 경우 경로 요약은 음성 및 비디오 배포 이전과 동일하거나 조금 큰 정도로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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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보안

IPv6 주소 지정
IPv6 주소 지정 방식을 도입하면 네트워크 주소 공간이 확장되고 엔드포인트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옵션도 증가합니다 . IPv4 및 IPv6 두 방식에 유사한 보안 문제가 있지만 , IPv6 이 더 유리합니
다 . 예를 들어 IPv6 의 주요 장점 중 하나로 엄청난 크기의 서브넷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동화된 스
캔 및 정찰 공격을 방지합니다 .
IPv6 을 IP 주소 지정 방식으로 고려하는 경우 다음 캠퍼스 및 지점 설계 가이드에 설명된 모범 사
례를 준수하십시오 .
•

Deploying IPv6 in Campus Networks
https://www.cisco.com/c/en/us/td/docs/solutions/Enterprise/Campus/CampIPv6.html

•

Deploying IPv6 in Branch Networks
https://www.cisco.com/c/en/us/td/docs/solutions/Enterprise/Branch/BrchIPv6.html

액세스 보안
이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내에서 음성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수준의 보안
기능을 설명합니다 .

음성 및 비디오 VLAN
전화기에 IP 주소가 지정되기 전에 전화기는 전화기와 스위치 사이에서 CDP(Cisco Discovery
Protocol) 협상을 통해 전화기가 속해야 할 VLAN 을 확인합니다 . 이 협상을 통해 전화기는 전화 뒤
에 숨겨져 있는 PC 에서 들어오는 음성 데이터 및 기타 모든 데이터가 계층 2 에서 서로 분리되도
록 802.1q 태그가 지정된 패킷을 " 음성 VLAN" 의 스위치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 음성 VLAN 은
전화기가 작동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으며 네트워크의 다른 데이터로부터 추가적인 분리를 제공합
니다 .
음성 VLAN 은 스위치에서 전화기로 자동 할당될 수 있으므로 음성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다른 모
든 데이터 사이에서 계층 2 와 계층 3 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에서 개별 VLAN 에 별도의 IP 범위가 지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IP 주소 지정 방식에
도 음성 VLAN 이 허용됩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비상 통화 시 전화기의 CDP 메시징을 사용하여 전화 위치를 찾습니다 . 전화기가
연결된 액세스 포트에서 CDP 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전화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
다.
일반적으로 전화기로 전송될 CDP 메시징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해당 정보가 일부 네트워크를 검
색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Unified CM 과 함께 음성 또는 비디오용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일부 장치의 경우 음성 VLAN 을 검색하는 데 CDP 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타사 엔드포인트는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또는 802.1Q VLAN ID 태그 지정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 타사 장치가 포함된 경우 장치 검색을 허용하려면 LLDP(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를
사용하십시오 . LLDP−MED(LLDP for Media Endpoint Devices) 는 음성 엔드포인트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키는 LDDP 에 대한 확장 기능입니다 . LLDP−MED 는 LLDP−MED 가능 엔드포인트가 검색
될 경우 스위치 포트가 LLDP 에서 LLDP−MED 로 전환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 IP 전화기와 LAN
스위치에서 LLDP 및 LLDP−MED 에 대한 지원은 모두 펌웨어와 장치 모델에 따라 결정됩니다 .
LLDP−MED 가 특정 전화나 스위치 모델에서 지원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특정 제품 설명서 ,
릴리스 노트 및 게시글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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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P−MED 기능이 있는 IP 전화기가 구형 Cisco IOS 릴리스 (LLDP 를 지원하지 않음 ) 를 실행하
는 Cisco Catalyst 스위치에 연결된 경우 이 스위치에서는 외부 장치가 스위치 포트에 연결되었다
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포트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연
결된 장치 수를 계산하려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LDP 패킷의 출현으로 포트 수가 증가하
고 스위치에서 포트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LLDP−MED Link Layer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펌
웨어가 설치된 Cisco IP 전화기를 배포하기 전에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LLDP 를 지원하는지 확
인하거나 포트 수를 최소 3 개로 늘리십시오 .
서버 및 / 또는 클라이언트가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엔드포인트와 서버 사이에 광
범위한 TCP 및 UDP 포트를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제품의 포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 예를 들어 , Unified CM 의 경우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 시스템 구성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게이트웨이 및 서버는 인프라 장치로 간주되며 Unified CM 서버에 인접한 데이터 센터 안에 상주
합니다 .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VLAN 에 상주합니다 .

스위치 포트
Cisco 스위치 인프라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Cisco 액세스 스위치에서 네트워크 내 IP 텔레포니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 그림 4−2 참조 ) 이 섹션에서는 현재 Cisco 스위치에 사용
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지만 , Cisco 에서 제조하는 여러 스위치에 사용되는 가
장 일반적인 보안 기능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 안에 배포되는 특정 Cisco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그림 4-2

전화기가 연결되는 일반 액세스 계층 설계

Access

IP

IP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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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보안 : MAC CAM 플러딩
스위칭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 공격을 MAC CAM(Content−addressable Memory) 플러딩 공격이라고
합니다 . 이 공격 유형은 엔드 스테이션이나 장치가 연결된 포트를 스위치가 알 수 없도록 하여 너
무 많은 MAC 주소가 스위치에 폭주되도록 합니다 . 스위치에 장치가 연결된 포트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 목적지가 해당 장치로 지정된 트래픽이 전체 VLAN 에 브로드캐스팅됩니다 . 이런 식으
로 공격자는 VLAN 의 모든 사용자에게 들어오는 트래픽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
macof 같은 해커 도구의 악의적인 MAC 플러딩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허용되는 MAC 주소의
수를 제한하여 이러한 포트에 대해 연결 요구 사항에 따라 개별 포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된 MAC
주소 수를 제한하십시오 . 악의적인 최종 사용자 스테이션에서는 macof 를 사용하여 MAC 플러딩
을 임의 소스에서 임의 대상 MAC 주소로 전송할 수 있으며 , 이때 임의 소스 및 임의 대상 모두 스
위치 포트에 직접 연결되거나 IP 전화기로 연결됩니다 . macof 도구는 매우 공격적이며 일반적으
로 10 초 이내에 Cisco Catalyst CAM(Content−addressable Memory) 테이블을 채울 수 있습니다 .
CAM 테이블이 채워져 있으므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후속 패킷의 플러딩은 공격을 받
고 있는 VLAN 의 공유 이더넷 허브의 패킷만큼 파괴적이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
포트 보안이나 동적 포트 보안을 사용하여 MAC 플러딩 공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포트 보안을
인증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고객은 특정 포트에 연결된 기능에 적합한 MAC 주소 수와
함께 동적 포트 보안을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워크스테이션 한 대만 연결된 포트는
인식된 MAC 주소 수를 하나로 제한하려 할 것입니다 . 워크스테이션을 전화기의 PC 포트에 연결
하려 할 경우 Cisco Unified IP Phone 과 전화 지원 워크스테이션이 연결된 포트는 인식된 MAC 주
소 수를 2 로 설정하려 할 것입니다 (IP 전화기 자체용 포트 하나와 전화 뒤에 숨겨져 있는 워크스
테이션용 포트 ). 트렁크 모드의 구식 포트 구성 방식을 사용하던 과거에는 이 설정이 MAC 주소 3
개였습니다 . 전화 포트에 대해 다중 VLAN 액세스 구성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설정은 MAC 주
소 2 개이며 , 하나는 전화용 , 다른 하나는 전화에 연결된 PC 용입니다 . PC 포트에 워크스테이션
이 없는 경우 해당 포트의 MAC 주소 수는 1 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구성은 스위치의 다중
VLAN 액세스 포트용입니다 . 포트가 트렁크 모드로 설정된 경우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
화와 PC 용을 모두 보유하는 권장 액세스 포트 배포 아님 ).

포트 보안 : 포트 액세스 방지
포트에 지정되어야 할 MAC 주소에 의해 지정된 장치를 제외한 모든 포트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
이는 장치 수준의 보안 인증 형태입니다 . 이 요구 사항은 장치 MAC 주소의 단일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 ( 비 동적 형태의 ) 포트 보안을 사용하
므로 모든 포트에 대해 MAC 주소를 정적으로 연결하는 데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하지
만 동적 포트 보안을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단지 스위치에서 인식할 MAC 주소 수를 지
정할 수 있으며 , 포트에 연결할 첫 번째 장치를 올바른 장치로 가정하여 일정 시간 동안 해당 포트
에 대해 이러한 장치의 액세스만 허용합니다 .
이 액세스 허용 시간은 고정 타이머나 비활성 타이머 ( 비영속 액세스 ) 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구적
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 후자의 경우 , 인식된 MAC 주소는 스위치의 재로드 또는 재부팅 시에도
포트에서 유지됩니다 .
정적 포트 보안 또는 영구 동적 포트 보안에 의한 장치 이동성 관련 프로비저닝은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 기본 요구 사항이 아니라도 특정 MAC 주소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포트 보안
구성에서 MAC 플러딩 공격을 암묵적으로 억제합니다 .
보안 관점에서 보면 MAC 주소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802.1x 을 기반으로 포트 액세스를 인
증 및 허가할 수 있는 더 나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서는 MAC 주소만을 쉽
게 스푸핑하거나 위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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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보안 : 악성 네트워크 확장 방지
포트 보안은 공격자가 스위치 CAM 테이블을 플러딩하고 VLAN 을 모든 포트로의 모든 수신 트래
픽을 전송하는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또한 허브나 스위치를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네
트워크의 승인되지 않은 확장을 방지합니다 . 포트에 대한 MAC 주소 수를 제한하므로 포트 보안
을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사용자 확장을 IT 생성 네트워크로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단
일 MAC 주소에 대해 포트 보안이 정의된 전화기의 사용자 측 포트나 데이터 포트에 사용자가 무
선 AP( 액세스 포인트 ) 를 꽂으면 무선 AP 자체가 해당 MAC 주소를 채우므로 그 뒤에 숨겨진 모
든 장치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 ( 그림 4−3 참조 ) 일반적으로 구성이 MAC 플러
딩을 저지하기에 적합하면 악성 액세스를 억제하기에도 적합합니다 .
그림 4-3

제한된 MAC 주소 수로 악성 네트워크 확장 방지

148494

Only two MAC
addresses
allowed on the
port: Shutdown

MAC 주소 수가 올바르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고 포트 오류가 비
활성화되며 모든 장치가 네트워크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

DHCP 스누핑 : 악성 DHCP 서버 공격 방지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스누핑은 해당 포트가 응답하도록 허용된 경우가 아
니면 DHCP 요청에 대한 모든 응답을 차단하여 승인되지 않은 DHCP 나 악성 DHCP 서버가 네트워
크의 IP 주소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 대부분의 전화 배포에서 DHCP 를 사용하여 전화에 IP
주소를 제공하므로 , 스위치의 DHCP 스누핑 기능을 사용하여 DHCP 메시징을 보호해야 합니다 .
악성 DHCP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에 응답하여 잘못된 IP 주소를 제공하거나
주소를 요청 중인 클라이언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활성화되면 DHCP 스누핑은 기본적으로 VLAN 의 모든 포트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합니다
. 신뢰할 수 없는 포트는 예약된 DHCP 응답을 제공할 수 없는 사용자 측 포트입니다 . 신뢰할 수 없
는 DHCP 스누핑 포트가 DHCP 서버에 응답하는 경우 응답이 차단됩니다 . 그러므로 악성 DHCP
서버의 응답이 방지됩니다 . 하지만 합법적으로 연결된 DHCP 서버나 서버를 합법화하는 업링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림 4−4 는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요청하는 네트워크 연결 장치의 일반 작동을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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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DHCP 요청의 일반 작동

IP
DHCP Discover (Broadcast)

DHCP Offer (Unicast)
DHCP Request (Broadcast)

* DHCP defined by RFC 2131

148894

DHCP Ack (Unicast)

하지만 공격자는 단일 IP 주소뿐만 아니라 VLAN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IP 주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4−5 참조 ) 따라서 네트워크에 접근하려는 합법적인 장치에 할당할 주소가 없어
지며 , IP 주소가 없으면 전화를 Unified CM 에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림 4-5

공격자가 VLAN 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IP 주소 사용 가능
DHCP
Server

Client

Denial of Service
Gobbler

DHCP Discovery (Broadcast) x (Size of Scope)

DHCP Offer (Unicast) x (Size of DHCPScope)

DHCP Ack (Unicast) x (Size of Scope)

148895

DHCP Request (Broadcast) x (Size of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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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스누핑 : DHCP 고갈 공격 방지
414Gobbler 같은 도구의 DHCP 주소 범위 고갈 공격은 DHCP DoS( 서비스 거부 )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 Gobbler 도구는 여러 임의 소스 MAC 주소에서 DHCP 요청을 만들기 때문에 포트
보안을 사용하여 MAC 주소 수를 제한함으로써 DHCP 주소 공간을 고갈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
니다 . ( 그림 4−6 참조 ) 하지만 고급 DHCP 고갈 도구는 단일 소스 MAC 주소에서 DHCP 요청을 만
들 수 있고 DHCP 페이로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DHCP 스누핑이 활성화된 경우 , 포트를
신뢰할 수 없으면 소스 MAC 주소와 DHCP 페이로드 정보를 비교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요
청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DHCP 스누핑을 사용한 DHCP 고갈 공격 방지

Untrusted

Rogue server

Bad DHCP
responses:
offer, ack, nak

Untrusted

Trusted
OK DHCP
responses:
offer, ack, nak

148495

그림 4-6

DHCP 스누핑은 단일 장치에서 지정된 범위 내 모든 IP 주소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지만 , 이 기능
이 잘못 구성되면 승인된 사용자에 대해 IP 주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DHCP 스누핑 : 바인딩 정보
DHCP 스누핑의 또 한 가지 기능은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성공적으로 가져오는 신뢰할 수 없
는 포트에 대한 DHCP 바인딩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 이 바인딩 정보는 Cisco Catalyst 스위치
의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 DHCP 바인딩 테이블에는 각 바인딩 항목에 대한 IP 주소 , MAC 주소 ,
임대 길이 , 포트 및 VLAN 정보가 포함됩니다 . DHCP 스누핑의 바인딩 정보는 DHCP 서버 ( 즉 ,
DHCP 임대 시간 ) 에 의해 설정된 DHCP 바인딩 기간 동안 유효 상태로 유지됩니다 . DHCP 바인
딩 정보는 DAI( 동적 ARP 검사 ) 에 대한 동적 항목을 만들어서 DHCP 바인딩된 주소로만 ARP 응
답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 또한 DHCP 바인딩 정보는 IP 소스 가드에서 DHCP 에 바인딩된 주
소로만 IP 패킷의 소싱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각 스위치 유형마다 DHCP 스누핑에 대해 저장할 수 있는 바인딩 테이블 항목 최대 개수가 제한되
어 있습니다 . ( 이 제한을 결정하려면 스위치의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스위치 바인딩 테
이블의 항목 수를 걱정하는 경우 바인딩 테이블 항목 시간 초과가 더 일찍 발생하도록 DHCP 범위
에서 임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항목이 DHCP 바인딩 테이블에
서 유지됩니다 . 즉 , DHCP 서버에서 엔드 스테이션에 해당 주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한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에서 항목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이러한 항목은 워크스테이션이나
전화기의 플러그를 뽑아도 포트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
포트에 Cisco Unified IP Phone 을 꽂은 다음 다른 포트로 옮길 경우 다른 포트에서도 DHCP 바인딩
테이블에 동일한 MAC 주소 및 IP 주소를 사용하는 두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작동은 정
상 작동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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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ARP 검사 요구 사항
DAI( 동적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검사 ) 는 스위치에 연결된 장치와 라우터에 대한
Gratuitous ARP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 앞에서 전화에 대해 설명
했던 Gratuitous ARP 기능과 비슷하지만 , 동적 ARP 는 전화뿐만 아니라 LAN 의 모든 장치를 보호
합니다 .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는 스테이션이 MAC 주소를 ARP 캐
시의 IP 주소로 바인딩하여 2 개 스테이션이 LAN 세그먼트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스테이
션은 ARP 요청을 MAC 브로드캐스트로 송신합니다 . 해당 요청의 IP 주소를 보유하는 스테이션은
요청 스테이션에 ARP 응답 (IP 및 MAC 주소 포함 ) 을 제공합니다 . 그러면 요청 스테이션은 이 응
답을 ARP 캐시에 캐시하는데 , 이 캐시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Microsoft Windows 의 경우
기본 ARP 캐시 수명은 2 분이며 , Linux 의 경우에는 30 초 , Cisco IP 전화기의 경우에는 40 분입니
다.
또한 ARP 는 Gratuitous ARP 라고 불리는 기능을 프로비저닝합니다 . GARP(Gratuitous ARP) 는 요
청하지 않은 ARP 응답입니다 .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GARP 가 MAC 브로드캐스트로 전송됩니다 .
LAN 세그먼트에서 GARP 메시지를 받는 모든 스테이션은 요청하지 않은 ARP 응답을 캐시하여 보
낸 사람을 GARP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의 소유자로 인식합니다 . 실패 시 다른 스테이션의 주소
로 인계받아야 하는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Gratuitous ARP 의 사용이 올바른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악의적인 프로그램에서 Gratuitous ARP 를 다른 스테이션의 ID 를 불법적으로 도용할 목적
으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악의적인 스테이션이 서로 통신 중인 다른 두 스테이션의 트래픽을 자
체 스테이션으로 리디렉션하는 경우 GARP 메시지를 보내는 해커가 MITM(Man−In−The−Middle)
이 됩니다 . Ettercap 과 같은 해커 프로그램은 " 개인 " GARP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지 않고 특
정 MAC 주소로 전송하여 이 공격을 정밀하게 수행합니다 . 이 방식에서는 공격의 피해자가 고유
의 주소에 대한 GARP 패킷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 또한 Ettercap 은 30 초마다 개인 GARP 메시지
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ARP 악성 공격을 유효 상태로 유지합니다 .
DAI( 동적 ARP 검사 ) 는 ARP 소유자에게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 또는 사용자
측 ) 포트에서 들어오는 모든 ARP 요청 및 응답 ( 비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인 ) 을 검사하는 데 사용
됩니다 . ARP 소유자란 DHCP 바인딩이 ARP 응답에 포함된 IP 주소와 일치하는 포트입니다 . DAI
신뢰 포트의 ARP 패킷은 검사되지 않고 개별 VLAN 으로 브리징됩니다 .

DAI 사용
DAI( 동적 ARP 검사 ) 에서는 올바른 ARP 응답 또는 Gratuitous ARP 메시지가 되려면 DHCP 바인
딩이 존재해야 합니다 . 호스트에서 주소를 가져올 때 DHCP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뢰할 수 있
는 호스트이거나 ARP 검사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만들어서 호스트의 IP 및 MAC 주소를 매
핑해야 합니다 . ( 그림 4−7 참조 ) DHCP 스누핑과 마찬가지로 VLAN 마다 DAI 가 활성화되며 모
든 포트가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포트로 정의됩니다 . DHCP 스누핑의 바인딩 정보를 활용하
려면 DAI 를 활성화하기 전에 DHCP 스누핑을 VLAN 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 DAI 를 활성화하
기 전에 DHCP 스누핑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해당 VLAN 의 어떤 장치도 ARP 를 사용하여 VLAN
내 다른 장치 ( 기본 게이트웨이 포함 ) 에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 VLAN 의 모든 장치
에 대해 자진 서비스 거부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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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P 스누핑과 DAI 를 사용한 ARP 공격 차단

ARP 10.1.1.1
saying
10.1.1.2 is MAC C

DHCP snooping enabled;
Dynamic ARP Inspection
enabled

ARP 10.1.1.2
saying
10.1.1.1 is MAC C

10.1.1.2
MAC B

148496

10.1.1.3
MAC C

None matching
ARPs in the
bit bucket

10.1.1.1
MAC A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은 DAI 사용 시 매우 중요하므로 바인딩 테이블을 백업해야 합니다 .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을 FTP(File Transfer Protocol), RCP(Remote Copy Protocol), slot0 및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을 백업하
지 않으면 스위치 재부팅 시 Cisco Unified IP Phone 과 기본 게이트웨이 간의 연결이 끊길 수도 있
습니다 . 예를 들어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이 백업되지 않으며 라인 전원 대신에 전원 어댑터
로 Cisco Unified IP Phone 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재부팅 후 스위치가 다시 가동
되면 , 전화에 대한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이 백업되어 전화기로부터 트래픽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전 정보가 로드되지 않는 한 전
화기가 기본 게이트웨이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
이 기능을 잘못 구성하면 승인된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 DHCP 스누핑 바
인딩 테이블에 장치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장치는 ARP 를 사용하여 기본 게이트웨이에 연
결할 수 없으므로 트래픽을 송신할 수 없습니다 . 정적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소
를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에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연결 중단 시 장치에서 DHCP 를 다
시 사용하여 IP 주소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 일부 UNIX 또는 Linux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함
),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을 백업해야 합니다 .

802.1X 포트 기반 인증
802.1X 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기 전에 Cisco Unified IP
Phone 의 장치 자격 증명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 802.1X 는 RADIUS 서버와 종단 장치 간
에 상호 작용을 하는 MAC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 이 프로토콜은 EAP( 확장 가능 인증 프로토콜 )
를 LAN 또는 EAPOL 에 캡슐화하여 종단 장치와 스위치 간에 인증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802.1X
인증 프로세스에서 Cisco Unified IP Phone 는 802.1X 요청자로 작동하여 네트워크 액세스 요청을
개시합니다 . 인증자로 작동하는 Cisco Catalyst 스위치는 이 요청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여 전화기
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제한합니다 .
802.1X 는 Cisco Unified IP Phone 에 연결된 데이터 장치를 인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는 EAPOL 통과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로컬로 연결된 PC 가 EAPOL 메
시지를 802.1X 인증자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음성 VLAN 에서 장치 하나를 허용하고 데이터
VLAN 에서 여러 인증 장치를 허용하려면 Cisco Catalyst 스위치 포트는 다중 인증 모드로 구성해
야 합니다 .
참고

IP 전화기를 먼저 인증하고 나서 연결된 데이터 장치를 인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4-12

2018 년 3 월 1 일

4장

Cisco 협업 보안

액세스 보안

다중 인증 모드는 액세스가 승인될 때 인증 서버에서 수신된 특성에 따라 인증된 장치를 데이터 또
는 음성 VLAN 에 할당합니다 . 802.1X 포트는 데이터 도메인과 음성 도메인으로 나뉩니다 .
다중 인증 모드에서는 게스트 VLAN 을 802.1x 포트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서버가
EAPOL ID 프레임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에 의해 EAPOL 패킷이 송신되지 않
으면 스위치가 종단 클라이언트를 게스트 VLAN 에 할당합니다 . 이렇게 하면 Cisco IP Phone 에 연
결된 데이터 장치 (802.1X 미지원 ) 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스위치 포트가 다중 호스트 모드에 있는 경우 IP 전화기에 맞게 음성 VLAN 을 구성해야 합니다 .
값이 device−traffic−class=voice 인 Cisco AV(Attribute−Value) 쌍 특성을 보내도록 RADIU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 이 값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위치가 IP 전화기를 데이터 장치로 간주합니다 .
RADIUS 서버로부터의 동적 VLAN 할당은 데이터 장치에만 지원됩니다 .
포트에서 데이터나 음성 장치가 검색되면 인증이 성공할 때까지 MAC 주소가 차단됩니다 . 인증이
실패하면 MAC 주소가 5 분간 차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음성 VLAN 이 구성되어 있고 Cisco IP Phone 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액세스 포트에서 802.1x 인증
이 활성화된 경우 , 최대 30 초 동안 전화와 스위치 간의 연결이 중단됩니다 .
대부분의 Cisco IP Phone 은 EAP−TLS(EAP−Transport Layer Security) 또는
EAP−FAST(EAP−Flexible Authentication with Secure Tunneling)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X.509 인증
을 통해 인증을 지원합니다 . 두 방법 중 하나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이전 모델은 MAB(MAC 인증
바이패스 ) 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는데 , 이 방법을 사용하면 Cisco Catalyst 스위치가 인증 방식
으로서 연결 장치의 MAC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02.1X 기능 구성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려면 Cisco Unified IP Phone 및 Cisco Catalyst 스위치에 대
한 제품 설명서 (https://www.cisco.com) 를 참조하십시오 .
구성 정보는 IP Telephony for 802.1x Desig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solutions/Enterprise/Security/TrustSec_1.99/IP_Tele/IP_Telep
hony_DI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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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관리
인증서는 Cisco 협업 배포에서 보안 연결을 설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인증서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의 개인 , 컴퓨터 및 기타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인증서 관리를 구현하면 복잡성을
줄이면서 수준 높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공개 키 인프라 (PKI) 에 대한 간단한 개요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
다.

간단한 PKI 개요
PKI( 공개 키 인프라 ) 는 통신을 보호하고 통신 당사자의 ID 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통신은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만들어지며 공개 키 / 개인 키 쌍과 디지털 신원 인증서를 사용하
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
공개 / 개인 키 쌍

공개 키 및 개인 키 쌍은 수학적으로 관련된 두 개의 고유한 암호 키를 포함합니다 . 공개 키로 암호
화된 것은 무엇이든 해당 비밀 키 (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 ) 에 의해서만 해독될 수 있으며 그 반대
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증서

디지털 인증서는 네트워크상의 개인 , 컴퓨터 및 기타 서비스의 신원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자격 증명입니다 . 이는 공개 키 주변의 래퍼입니다 . 또한 공개 키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 예를 들어 TLS 핸드셰이크에서 상대방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거나 파일을 디지털 서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협업 제품과 함께 배포되는 인증서는 X.509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인증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

공개 키

•

CN(Common Name)

•

조직 이름 (O)

•

발급자 이름

•

유효 기간 ( 이전 , 이후 없음 )

•

내선 번호 ( 선택 사항 ) − 예를 들어 , 제목 대체 이름 (SAN)

인증서는 자체 서명 인증서일 수도 있고 CA( 인증 기관 ) 에서 서명한 인증서일 수도 있습니다 .
TLS 핸드셰이크 중 인증서 유효성 검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대한 TLS 연결을 시작하면 서버는 TLS 핸드셰이크 중에 인증서를 보내 클라
이언트가 서버를 인증할 수 있게 합니다 . 예를 들어 관리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Unified CM 페이
지에 연결하거나 Jabber 클라이언트가 시작되어 Unified CM UDS 서버 , IM and Presence 서버 및
Unity Connection 서버에 연결될 때 발생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클라이언트에 인증서를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 이
것은 상호 인증 ( 상호 TLS 또는 MTLS) 이며 두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SIP 트렁크
또는 Unified CM 을 Cisco Unified Connection, Cisco IOS Gateway 또는 Cisco Expressway 에 연결하
는 SIP 트렁크와 함께 (TLS 확인이 Expressway 에 구성된 경우 ) 암호화된 모드 ( 미디어 및 신호 암
호화로 구성 ) 에서 Unified CM 과 Cisco 엔드포인트 간에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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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받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

신원 − 인증서 발급 대상 또는 신원은 세션의 개시자가 도달하려는 신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
호스트 이름 (FQDN) 은 CN( 일반 이름 ) 또는 SAN( 제목 대체 이름 ) 확장명과 비교하여 확인
됩니다 .

•

유효 기간 − 현재 시간과 날짜는 인증서의 유효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인증서 상태 해지

•

신뢰 −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발급)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서명 당사자와의 신뢰는 일반적으로 서명 당사자의 인증
서를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 ( 신뢰 저장소 ) 로 가져와서 설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
체 서명된 인증서가 아닌 CA 서명 인증서 , 4−17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인증서에 대한 일반 지침
Cisco Unified CM,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같은 일부 서버는 다양한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인증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와 같은 일부 서버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단 하나의 인증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 표 4−2 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제품에 대한 서버 인
증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ECDSA 인증서는 나열되지 않습니다 .
표 4-2

일반적인 Cisco 협업 구성 요소에 대한 서버 인증서

서비스

인증서

설명

Cisco Unified CM

Tomcat

안전한 웹 연결에 사용됩니다 . LDAP, ILS 및 LBM 과 같은 서비스에
도 사용됩니다 .

Cisco Unified CM

CallManager

CallManager 서비스의 보안 신호 및 TFTP 서비스가 구성 파일 및 ITL
에 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Cisco Unified CM

CAPF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서비스에 연결할 때 엔드
포인트에서 필요합니다 .

Cisco Unified CM

TVS

TVS(Trust Validation Service) 에 연결할 때 필요합니다 .

Cisco Unified CM

ITL 복구

엔드포인트와 Unified CM 사이의 신뢰를 복구하는 신뢰 앵커로 사용
되는 인증서입니다 . ITL 및 CTL 파일에 포함됩니다 .

Cisco Unified CM

ipsec

IPsec 연결용입니다 . IPsec 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 문서에서 다루
지 않습니다 . ipsec 인증서는 Cisco Unified CM 재난 복구 시스템
(DRS) 에도 사용됩니다 .

Cisco Unified CM

authz

OAuth 에 사용

IM and Presence 서비
스

Tomcat

SIP 클라이언트 (Unified CM), 웹 서비스 , SOAP 및 LDAP 용

IM and Presence 서비
스

cup

SIP 프록시 , 프레즌스 엔진 및 SIP 페더레이션용

IM and Presence 서비
스

cup−xmpp

보안 XMPP(IM) 용

IM and Presence 서비
스

cup−xmpp−s2s

보안 XMPP 페더레이션용

IM and Presence 서비
스

ipsec

IPsec 용 . ipsec 인증서는 Cisco Unified CM 재난 복구 시스템 (DRS)
에도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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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Cisco 협업 구성 요소에 대한 서버 인증서 ( 계속 )

서비스

인증서

설명

Cisco Unity Connection Tomcat

Unity Connection 웹 서비스 인증서입니다 . 음성 메일 포트에 대한 미
디어 및 신호 암호화에 사용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ipsec

IPsec 용

Cisco Expressway−C

서버

Expressway−C 와의 모든 보안 연결용

Cisco Expressway−E

서버

Expressway−E 와의 모든 보안 연결용

Cisco Meeting Server

데이터베이스 클라이
언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통화 브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Cisco Meeting
Server 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Cisco Meeting Server 노드에 안
전하게 연결

Cisco Meeting Server

웹 관리 , 통화 브리지 , 간단히 동일한 인증서를 모든 Cisco Meeting Server 노드 및 서비스에
XMPP 웹 브리지 및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터베이스 서버에 대
한 인증서

Survivable Remote Site Cisco IOS 인증서
Telephony(SRST),
Cisco IOS 게이트웨이
및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SRST 를 사용하면 SRST 인증서가 각 엔드포인트의 구성 파일에 포
함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웹 서비스용

Tomcat

Cisco Prime
프로비저닝
Collaboration 프로비저
닝

웹 페이지 프로비저닝용

ECDSA 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인증서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RSA 및 ECDSA, 4−16 페이지
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Cisco 협업 서버는 기본적으로 자체 서명 인증서와 함께 설치됩니다 . 그러나 모든 제
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Cisco Meeting Server 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인증서가
없습니다 .
Cisco Unified CM 자체 서명 인증서는 20 년 동안 유효한 ITLRecovery 인증서를 제외하고 5 년간 유
효합니다 . 이 인증서의 유효성은 시스템 전체의 신뢰 앵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깁니다 .

RSA 및 ECDSA
Cisco 협업 제품의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공개 / 개인 키 및 디지털 서명을 위해 RSA(Rivest, Shamir
및 Adelman) 를 기반으로 합니다 . 일부 제품은 ECDSA(Elliptical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인증서도 지원하며 자체 서명 인증서와 CA 서명 인증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CDSA 및
RSA 인증서는 모두 서버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엔드포인트에서 ECDSA 가 지원되지 않으
므로 단순성 및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RSA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키 교환을 위해 ECDHE 에 기반한 암호화 암호 스위트는 ECDSA 에 기반한 인증서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 RSA 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서로 협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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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아닌 CA 서명 인증서
서버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자체 서명 인증서가 대부분의 Cisco 협업 제품과 함께 설치됩니다 .
자체 서명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의 신뢰를 설정하려면 서버 자체 서명 인증서를 서비
스 ( 클라이언트 ) 에 대한 보안 연결이 필요한 모든 엔터티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 ( 또는
신뢰 저장소 ) 로 가져와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연결을 시작하는 서버 ( 예 : Unified CM SIP
트렁크 ) 에서 연결이 실패합니다 . Jabber 및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인
증서를 수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를 시작하는 동
안 여러 인증서를 수락하도록 묻는 메시지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좋은 사용자 환경이 아니기 때
문에 이를 피해야 합니다 . 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인증서의 지문을 검사하여 제시된
인증서가 올바른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모든 인증서를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
면 보안 세션 설정을 위한 인증서 기반 인증의 보안 개념이 손상됩니다 .
통신 당사자 집합이 작으면 자체 서명 인증서 가져오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통신 피어 수가 많은 경
우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 이것이 대부분의 기본 자체 서명 인증서를 CA 가 서명한 인증서로 바꾸
는 것을 권장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 인증서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면 클
라이언트 신뢰 저장소에 각 서버 인증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 대신 루트 CA 인증서를 클라
이언트 신리 저장소로 가져 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서버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루트 CA 인증
서도 서버 신뢰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 중간 CA 가 사용되면 인증서 체인의 모든 인증서도 서
버 신뢰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면 서명 CA 의 루트 인증서가 모든
클라이언트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에 이미 추가되어 있는 한 모든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의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 저장소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새 서비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CA 서명 인증서는 다중 서버 인증서를 사용할 때도 필요합니다 .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점의 예로서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하
는 경우 Unified CM Tomcat 인증서 (UDS 및 TFTP 구성 파일 다운로드 ), IM and Presence Tomcat 및
cup− xmpp 인증서 ( 로그인 및 보안 채팅용 ) 및 모든 노드의 Unity Connection Tomcat 인증서 ( 시
각적 음성 메일용 ) 를 Jabber 를 실행하는 각 클라이언트의 신뢰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 그러
나 CA 서명 인증서의 경우 서명 CA 의 루트 인증서만 가져와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Tomcat 인증서는 널리 사용되고 사용자 대면 인증서이기 때문에 자체 서명 인증서 대
신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Tomcat 인증서에 가장 유용합니다 . CallManager 인증서에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다중 서버 인증서 ( 자세한 내용은 다중 서버 인증서 , 4−18 페이지
의 섹션 참조 ) 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SIP 트렁크를 통해 Unified CM 가입자에 연결하는 모든 엔터
티에 대해 모든 CallManager 인증서 가져오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
그러나 모든 인증서를 CA 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부 인증서는 내부 작업에만 사용되며 사
용자 개입없이 인증서가 필요한 엔터티에 제공됩니다 . 예를 들어 TVS(Trust Verification Service)
인증서는 ITL(Initial Trust List)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파일은 부팅 , 다시 시작 또는 다시 설
정할 때 엔드포인트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 마찬가지로 ITL 복구 인증서는 인증서 신뢰
목록 (CTL) 및 초기 신뢰 목록 (ITL) 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외부 CA 를 사용하여 인증서에 서명하
는 것은 이점이 없습니다 . 또한 외부 CA 에서 CAPF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도 실질적인 이점이 없
습니다 .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인증서 또는 엔드포인트 로컬 인증서 (LSC) 해
지에 대한 지원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전화기 VPN 또는 802.1x 를 구성할 때 루트 CA 인증서
를 ASA 또는 Radius 서버의 신뢰 저장소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TLS 핸드셰
이크 중에 엔드포인트에서 인증서 체인을 보내지 않으므로 ( 따라서 CAPF 인증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 CAPF 인증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
표 4−3 는 Cisco 에서 CA 가 서명하도록 권장하는 인증서 목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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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에서 서명하도록 권장하는 인증서의 예

제품

인증서

참고

Cisco Unified CM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

Tomcat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관리자와 사용자 및 UDS 에 액
세스하고 로그인하는 Jabber 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에 사용됩니다 .

Cisco Unified CM

CallManager

SIP 트렁크를 비롯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

Cisco Unified CM

ipsec

IPsec 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IM and Presence 서비스

xmpp

IM and Presence 서비스

xmpp−s2s

Cisco Unity Connection

Tomcat

Cisco Expressway−C

서버

Cisco Expressway−E

서버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SRST) 및 Cisco IOS
게이트웨이

SRST 및 Cisco IOS 게
이트웨이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isco IOS

Cisco Meeting Server

서버

Cisco Meeting Server

데이터베이스 클라이
언트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서버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Tomcat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관리자와 사용자 및 시각적 음
성 메일에 액세스하는 Jabber 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에 사용됩니다 .
공용 CA 를 사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CA 를 사용합니다 . SIP 서비스 공
급자가 암호화를 지원하는 경우 공용 CA 를 사용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프로 프로비저닝
비저닝

다중 서버 인증서
인증서 관리를 더욱 단순화하기 위해 다중 서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노드에 대한 인
증서를 갖는 대신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단일 CA 서명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해당 개인 키가 모든 노드에서 사용되며 노드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 다중 서버 인증서에 포
함된 서버는 제목 대체 이름 (SAN) 확장에 나열됩니다 . 다중 서버 인증서를 구현하려면 배포 시 타
사 CA 를 사용해야 합니다 .
표 4−4 에서 설명한 대로 가능하면 다중 서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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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참고

다중 서버 인증서 지원

제품

인증서

참고

Unified CM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

Tomcat

클러스터의 모든 Unified CM 및 IM and Presence 노드
에서 단일 Tomcat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 을 생성하고 CA 발행
인증서를 Unified CM 게시자 노드에 업로드합니다 .

Unified CM

CallManager

IM and Presence 서비스

xmpp

IM and Presence 서비스

xmpp−s2s

Unity Connection

Tomcat

일반적으로 와일드 카드 인증서는 Cisco 협업 제품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개 및 개인 CA
Expressway−E 인증서에 공용 CA 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외에도 공개 또는 엔터프라이즈
CA( 개인 또는 내부 CA) 를 사용하여 이 문서에서 Cisco 협업 제품의 다양한 인증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공용 CA 사용의 이점은 기본적으로 일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요 공용 CA 를 이미
신뢰하고 있으며 해당 장치와 공용 CA( 클라이언트 인증서 저장소로 CA 인증서 가져오기 ) 간에
신뢰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공용 CA 를 사용하면 IT 조직은 내부 CA 서버를 설치하
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공용 CA 의 주요 단점은 일부 공용 CA 에 있을 수 있는
인증서 및 제한 사항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SIP 서비스 공급자가 암호화를 지원하는 경우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인증서를 제외하고 공
용 CA 에서 서명해야 하는 Expressway−E 인증서를 제외하고는 표 4−2 의 모든 인증서에 엔터프라
이즈 CA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pa 에서 제공하는
Cisco 협업 엔터프라이즈 온 - 프레미스 배포의 기본 아키텍처 CVD 의 최신 버전에서 보안 장을 참
조하십시오 .

암호화
더 많은 서비스가 내부 네트워크를 넘어서고 내부 네트워크가 잠재적으로 내부 공격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 및 인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암호화는 도청 , 변조 및 세션 재생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트래
픽을 캡처할 수 있는 경우 암호화 키를 알지 못하면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해독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 암호화는 암호화된 통신이 설정될 때 디지털 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제공합니다 . 예를 들
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 브라우저 ) 가 웹 서버를 인증하지만 서버가 클라이언트
( 브라우저 ) 를 인증하지 않는 웹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관리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인증은 단
방향 인증일 수 있습니다 . 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MTLS(Mutual TLS) 와의 양방향 인
증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 MTLS 는 엔드포인트와 Unified CM 서버 간 또는 Unified CM SIP 트
렁크에 등록된 신호와 함께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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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 개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는 TCP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 웹 서비스 트래픽뿐만 아니
라 SIP 시그널링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다음 단계에서는 TLS 세션이 설정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1.

TLS 연결은 TLS 서버에 연결하는 TLS 클라이언트에 의해 시작됩니다 .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의 TCP 연결을 설정하여 먼저 난수와 해당 기능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Hello 를 보냅니다 . 이
러한 기능에는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암호 그룹 목록이 포함됩니다 .

2.

TLS 서버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암호 그룹 환경 설정을 고려하여 암호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버 Hello 로 응답합니다 . 이 메시지에는 클라이언트가 인증할 수 있도록 다른 난수
와 서버 인증서도 포함됩니다 .

그림 4−8 은 TLS 세션을 설정하기 위한 이러한 두 단계를 설명합니다 . 단순하게 하기 위해 TLS 핸
드셰이크의 모든 메시지와 가능한 변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버 인증서는 서버 Hello 메시지로
전송되거나 별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
그림 4-8

TLS 핸드셰이크
Client hello
Includes Cipher List

1

349644

2

Server hello
Includes selected Cipher Suite
and certificate

MLS(Mutual TLS) 를 사용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도 인증합니다 .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CertificateRequest 를 보내고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보냅니다 . 그림 4−9 는 이 흐름을 높은 수준에
서 보여줍니다 .
그림 4-9

MTLS 핸드셰이크
Client hello
Includes Cipher List
Server hello
Includes selected Cipher
Suite and certificate

Client certificate

349645

Certificate Request

RSA 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사전 마스터 비밀을 암호화한 다음 서
버로 보냅니다 . DH(Diffie−Hellman) 키 협약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마스터
비밀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 그 대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데이터를 교환하고 ( 난수에서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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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키로 서명하여 인증 목적으로 서명함 )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자체 마스터 비밀을 파생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 DH 는 난수 변경 (Diffie−Hellman Ephemeral) 과 결합하여 PFS(Perfect Forward
Secrecy) 를 허용합니다 .
그런 다음 마스터 비밀이 파생되고 마스터 비밀에서 세션 키가 계산됩니다 . 이 시점에서 클라이언
트와 서버는 공개 / 개인 키 쌍 ( 비대칭 암호화 ) 의 사용을 중지하고 암호화 ( 공유 암호화 ) 를 위해
공유 세션 키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
TLS 는 많은 통신 링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 SIP 또는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신호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현재의 Cisco 협업 제품은 TLS 버전 1.2 를 지원합니다 . TLS 버전 1.2 는 TLS 1.0 및
TLS 1.1 을 지원하더라도 항상 협상되어야 합니다 . 보안 및 /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해 관리자는 TLS
버전을 1.2 로 잠그고 TLS 1.0 및 TLS 1.1 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많은
Cisco 협업 제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이 있는 제품 목록은 다음에서 Cisco 엽업 제품
에 대한 TLS 1.2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unified/communications/syste
m/Compatibility/TLS/TLS1−2−Compatibility−Matrix.html
또한 TLS 1.2 지원 및 TLS 1.0 또는 1.1 비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온 프레미스 Cisco 협업 배포용 TLS 1.2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system
/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에는 TLS 버전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습니
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collabpci 를 참조하십시오 .
미디어는 IETF RFC 3711 에 정의된 SRTP(Secure RTP) 를 사용하여 보호됩니다 .

Cisco Unified CM 보안
강화 플랫폼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Cisco Unified CM 및 기타 Cisco 협업 제품은 Linux OS 기반의 강
화된 어플라이언스로 실행되며 다음 기본 기능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

루트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

•

타사 소프트웨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

호스트 기반 침입 방지 (SELinux) 및 호스트 기반 방화벽 (IPTables) 은 기본적으로 설치 및 활성
화됩니다 .
SELinux 는 서버로 송 / 수신되는 트래픽의 작동과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서버에서 실행되는 방
식을 살펴보는 정책을 적용하여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SELinux 의 액세스 규칙에서 해당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IPTables 를 사용하여 DoS 보호에 대한 연결 속도 제한과 특정 포트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실드
보호 기능이 구성됩니다 . 호스트 기반 방화벽에 대한 설정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서
버의 운영 체제 관리 페이지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SELinux 를 비활성화할 수 없지만 수동 모드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 문제 해결 용
도로만 수동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 SELinux 를 비활성화하려면 루트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하며 Cisco TAC( 기술 지원 센터 ) 의 원격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복잡한 암호 정책이 관리 계정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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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관리 인터페이스 (HTTPS, SSH 및 SFTP) 가 시행됩니다 . 또한 사용자를 액세스 제어 그룹
에 할당하고 특정 역할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 , 최종 사용자 및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에
게 필요한 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설치 패키지에는 서명이 되어 있으며 OS 와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포함합니다 .

•

시스템 감사 로깅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

미디어 및 신호 암호화를 위한 Unified CM 혼합 모드
Unified CM 을 처음 설치하면 이 모드에서 대부분의 보안 기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
비보안 모드 " 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 서명된 TFTP 구성 파일 , 암호화된 TFTP 구성 파일 , 서명
된 전화기 펌웨어 , 웹 서비스에 대한 HTTPS 액세스 , LSC(Local Significant Certificate), SIP 트렁크
암호화 , 전화기 VPN 및 802.1x 설치를 위한 CAPF 등록은 모두 비보안 모드의 Unified CM 에서 기
본값입니다 . 누락된 보안 기능 중 하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미디어 및 신호 암호화입니다 . 이를
활성화하려면 Unified CM 을 혼합 모드로 구성해야 합니다 . 이 모드에서는 미국 수출 제한 버전의
소프트웨어 (Unified CM 의 무제한 버전에서는 미디어 및 신호 암호화를 사용할 수 없음 ) 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수출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의 등록 토큰을 생성해
야 합니다 .
혼합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

하드웨어 USB eToken
이것은 혼합 모드를 활성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 최소 2 개의 하드웨어 USB eToken 이
필요합니다 (KEY−CCM−ADMIN−K9= 또는 신규 KEY−CCM−ADMIN2−K9=). 하나의 eToken
은 CTL(Certificate Trust List) 파일에 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다른 eToken 은 첫 번째 eToken
을 분실했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혼합 모드를 사용하려면
CT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Microsoft Windows 바탕 화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이 CTL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일 때 USB eToken 을 바탕 화면에 삽입해야 합니다 . 혼합 모드
를 구성하면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CTL 파일이 만들어지고 USB eToken 은 제거되고 오
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

•

Tokenless( 소프트웨어 eToken)
이 방법을 사용하면 USB 토큰과 Microsoft Windows 바탕 화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혼합 모
드는 CLI 명령인 utils ctl set−cluster mixed−mode 를 통해 간단하게 활성화됩니다 . CTL 파일
은 하드웨어 USB eToken 에 의해 서명되지는 않지만 Unified CM ITLRecovery 개인 키로 서명
됩니다 .
tokenless 방법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 혼합 모드를 활성화하고 CTL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 혼합 모드를 활성

화하거나 CTL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USB eToken 을 얻거나 Microsoft Windows 바탕 화면
에 CTL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CTL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나의
CLI 명령만 실행해야 합니다 .

– tokenless 방법을 사용하면 CTL 파일에 서명하는 키가 길어집니다 .
– TLS 1.0 및 1.1 은 tokenless 옵션으로 Unified CM 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USB 하드웨

어 eToken 을 사용하는 CTL 클라이언트는 TLS 1.1 또는 1.2 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TLS 1.0
을 허용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CM 12.0 부터는 tokenless CTL 파일 ( 및 ITL 파일 ) 이 ITLRecovery 개인 키에 의
해 서명되므로 CallManager 인증서를 갱신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엔드 포인트
와 Unified CM 간에 신뢰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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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Certificate Trust List) 및 ITL(Initial Trust List)
CTL(Certificate Trust List) 및 ITL(Initial Trust List) 은 Unified CM 인증서를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
이러한 파일은 Cisco 엔드포인트에서 부팅 , 다시 시작 또는 다시 설정할 때 다운로드됩니다 . 이러
한 신뢰 목록을 사용하면 엔드포인트에서 Unified CM 인증서의 최소 집합을 가져와 Unified CM 서
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ITL 파일은 Unified CM 클러스터가 비보안 모드인지 또
는 혼합 모드인지에 관계없이 Unified CM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 그러나 CTL 파일은 Unified CM
이 혼합 모드인 경우에만 나타나며 관련성이 있습니다 .
CTL 및 ITL 파일은 시스템 관리자 보안 토큰 (SAST, 표 4−5 참조 ) 에 의해 서명되며 레코드 목록
을 포함합니다 . 각 레코드에는 인증서 , 인증서 역할 또는 기능 및 엔드포인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미리 추출된 인증서 필드가 포함됩니다 . 표 4−5 는 인증서 역할을 나열합니다 .
표 4-5

CTL 및 ITL 파일의 인증서 역할

인증서 역할

인증서

설명

TFTP

CallManager

Unified CM TFTP 서버를 인증합니다 . 예를 들어 , TFTP 구성 파일 서
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Unified CM 이 혼합 모드가 아니면 이
인증서 역할이 있는 레코드가 ITL 파일에 포함됩니다 .

CCM+TFTP

CallManager

암호화된 신호로 CallManager 서비스를 인증하고 TFTP 구성 파일 서
명을 확인할 때 Unified CM TFTP 서버를 인증합니다 . Unified CM 이
혼합 모드이면 이 인증서 역할이 있는 레코드가 ITL 및 CTL 파일에
포함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 보안 토 ITLRecovery 및
CallManager
큰 (SAST)

CTL, ITL 또는 TFTP 구성 파일에 서명하는 엔터티인 SAST 를 인증
합니다 . 이 유형의 레코드는 ITL 및 CTL 파일에 포함됩니다 . ITL 및
tokenless CTL 파일은 ITL 복구 키로 서명됩니다 . TFTP 구성 파일은
TFTP 서버의 CallManager 개인 키로 서명됩니다 .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CAPF

CAPF 와의 보안 통신 중 CAPF 서비스를 인증합니다 . CAPF 서비스
가 Unified CM 게시자에서 활성화된 경우 이 인증서 역할이 있는 레
코드가 ITL 및 CTL 파일에 포함됩니다 .

TVS(Trusted Validated
Service)

TVS

TVS 에 연결할 때 TVS 서비스를 인증합니다 . ITL 파일에만 존재합
니다 .

ITL 은 ITLRecovery 개인 키에 의해 서명됩니다 . TFTP 서비스를 실행하는 각 Unified CM 노드에
는 엔드포인트에 제공하는 고유한 ITL 파일이 있습니다 .
CTL 파일은 시스템 관리자 보안 토큰 (SAST) 의 개인 키로 서명됩니다 . tokenless CTL 에서 SAST
는 ITLRecovery 개인 키입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전체에서 공유되는 CTL 파일은 하나뿐입니
다.
엔드포인트가 부팅되거나 재설정되면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Unified CM 이 혼합 모드인
경우 CTL(Certificate Trust List) 을 TFTP 서버에서 다운로드합니다 . 그런 다음 ITL 이 엔드포인트
에서 지원되는 경우 TFTP 서버의 ITL(Initial Trust List) 을 다운로드합니다 . 대부분의 Cisco 엔드
포인트는 ITL 파일을 지원하며 일부 예외는 있지만 Jabber 가 주요 예외입니다 . 엔드포인트가 새
로 배포되어 엔드포인트가 Unified CM 에 처음 연결될 경우 기존 CTL 또는 ITL 파일이 없으므로
CTL 또는 ITL 서명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목록이 없습니다 . 이 경우 엔드포인트는
CTL/ITL 파일을 한 번만 신뢰하고 해당 파일의 일부인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 엔드포인트에 신뢰
할 수 있는 인증서 목록이 있으면 다운로드한 후속 CTL 및 ITL 파일의 서명을 유효성 검사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에서 ITL 을 지원하거나 Unified CM 이 혼합 모드 ( 이 경우 CTL 파일이 엔드포인트에
서 다운로드되는 경우 ) 인 경우 엔드포인트 ITL/CTL 파일에서 CallManager 인증서를 소유하므로
Unified CM TFTP 서버의 CallManager 개인 키로 서명된 구성 파일을 요청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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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예 : Jabber 의 경우 및 Unified CM 이 혼합 모드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 ) 서명되지 않은 구성
파일을 요청합니다 .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엔드포인트는 올바른 펌웨어가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 올바른 펌웨어가 없으면 관련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펌웨어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
해 펌웨어의 서명을 검증합니다 . 그림 4−10 은 시작할 때 엔드포인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요약
합니다 .
그림 4-10

시작할 때 엔드포인트에서 다운로드되는 파일

CTL
1
Downloads CTL
(if Unified CM is in
mixed-mode)

ITL
2

TFTP Server

Downloads ITL
(if endpoint
supports ITL)

If necessary,
downloads firmware

3

4

signed config
(.sgn)

Signed
firmware
(.sbn)

349643

Downloads
configuration file
(signed if endpoint has
an ITL or CTL file)

TFTP 구성 파일 암호화
TFTP 구성 파일 암호화가 없으면 TFTP 구성 파일을 모든 Unified CM TFTP 서버의 일반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FTP 구성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유형에는 전화기 펌웨어 정보 및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Unified
CM 관리 전화기 페이지에 프로비저닝된 경우 TFTP 구성 파일에 일반 텍스트로 저장된다는 것입
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TFTP 구성 파일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 이는 Unified
CM 관리 전화기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 , 암호 또는 중요한 정보가 구성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
그러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MRA) 엔드포인트에서 TFTP 구성 파일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는 경
우 MRA 엔드포인트를 먼저 온 − 프레미스에 배포해야 하며 MIC 가 있더라도 인터넷에 배포하고
MRA 를 통해 연결하기 전에 Unified CM 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Jabber 에서 엔드포인트를
다시 설정하면 암호화된 구성 파일을 가져올 수 없으며 회사 네트워크 내부로 다시 가져올 때까지
더 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MRA 를 통해 연결하는 엔드포인트 , 특히 MRA 를 통
해 연결하는 Jabber 엔드포인트에 대해 TFTP 구성 파일 암호화를 활성화하지 않는 것이 더 간단합
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엔드포인트에 대해 민감한 정보가 구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따라서 이러
한 MRA 엔드포인트에 대해 TFTP 구성 파일 암호화를 비활성화하고 암호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
네트워크의 엔드포인트에 대해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온 − 프레미스 엔드포인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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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성화된 암호화된 TFTP 구성이 있는 전화기 보안 프로파일 및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MRA)
를 통해 연결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해 비활성화된 암호화된 TFTP 구성이 있는 별도의 전화기 보안
프로파일을 갖도록 함으로써 수행됩니다 .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Cisco IOS SRST 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가용성이 높은 통
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엔드포인트가 Unified CM 통화 처리 서버와 통신을 설정할 수 없으
면 로컬 SRST 라우터에 등록됩니다 . SRST 는 비보안 또는 보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RST 이
보안으로 구성된 경우 Unified CM 의 암호화된 모드로 구성된 엔드포인트는 SRST 라우터에 등록
할 때 해당 미디어 및 신호를 암호화합니다 .
Unified CM 에서 보안 SRST 를 구성한 후 Unified CM 은 기본적으로 포트 2445 의 TLS 연결을 통
해 SRST 라우터의 인증서 공급자 서비스에 연결하고 SRST 라우터의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 이 인
증서는 엔드포인트 TFTP 구성 파일에 추가되므로 엔드포인트가 SRST 로 장애 조치되면 SRST 라
우터를 성공적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SRST 라우터는 엔드포인트를 인증합니다 . 따라서
엔드포인트 인증서에 서명한 엔터티의 인증서를 SRST 신뢰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 LSC 인증
서가 엔드포인트에 설치되어 있고 CAPF 에서 서명한 경우 CAPF 인증서를 SRST 신뢰 저장소로 가
져와야 합니다 . 전화기에서 대신 MIC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Cisco Manufacturing 인증서를
SRST 신뢰 저장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SCCP and SIP SRST System Administrator Guide
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survivable−remote−site−
telephony/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엔드포인트 보안
Cisco Unified IP Phone 에는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이 기본으로 제
공됩니다 . 이러한 기능을 전화별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여 IP 텔레포니 배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배치에 따라 ,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여부와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를 결정하는 데 보안 정책이 도움이 됩니다 . ( 그림 4−11 참조 )
그림 4-11

전화 수준의 보안

Access

IP

IP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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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화기에는 다음 보안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

전화기의 PC 포트 , 4−26 페이지

•

PC 음성 VLAN 액세스 , 4−26 페이지

•

전화를 통한 웹 액세스 , 4−27 페이지

•

액세스 설정 , 4−28 페이지

•

인증 및 암호화 , 4−29 페이지

•

IP 전화기용 VPN 클라이언트 , 4−30 페이지

전화에서 보안 기능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다음을 참조하여 해당 특정 전화 모델에서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index.html
Cisco Unified IP Phone 7800 및 88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보안 정보는 다음에서 Cisco IP
Phone 7800 및 8800 시리즈 보안 개요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8800−series/
white−paper−listing.html

전화기의 PC 포트
전화에는 전화 뒷면에 있는 포트 ( 일반적으로 PC 가 연결됨 ) 를 켜거나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
다 . 해당 제어 유형이 필요할 경우 이 기능을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한 제어 지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배치와 보안 정책에 따라 해당 전화 뒷면의 PC 포트를 비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포
트를 비활성화하면 장치를 전화 뒷면에 꽂아 전화 자체를 통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
다 . 로비 같은 공동 구역 내 전화에는 일반적으로 이 포트가 비활성화됩니다 . 대부분 회사에서는
로비의 물리적 보안이 매우 취약하므로 외부인이 제어되지 않은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로 들어오
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 보안 정책상 어떤 장치도 전화 PC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경우 일반 작업 영역 내 전화에서도 해당 포트가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배
포된 전화 모델에 따라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전화 뒷면에 있는 PC 포
트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 링크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Cisco Unified IP Phone 의 특정 모델에 대해 이 기능이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index.html

PC 음성 VLAN 액세스
스위치에서 전화기로 연결된 2 개의 VLAN 이 전화에서 원치 않는 액세스로부터 음성 VLAN 을 보
호해야 합니다 . 전화에서 전화 뒷면을 통한 원치 않는 음성 VLAN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PC 음성 VLAN 액세스라고 하는 기능은 전화 뒷면에 있는 PC 포트에서 음성 VLAN 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 비활성화된 경우 이 기능은 전화기의 PC 포트에 연결된 장치가 VLAN 으로
" 점프 (jump)" 하여 음성 VLAN 을 대상으로 한 802.1q 태그 지정된 정보를 전화 뒷면의 PC 포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성 VLAN 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이 기능은 구성되는 전화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 고급 전화기의 경우 전화기가 음성 VLAN 을 대상으로 하여 전
화 뒷면에 있는 PC 포트로 송신되는 트래픽을 모두 차단합니다 . 그림 4−12 에 표시된 예에서는 ,
PC 가 음성 VLAN 트래픽을 ( 이 경우 802.1q 태그 200 사용 ) 전화기의 PC 포트로 보내려 할 경우
해당 트래픽이 차단됩니다 . 이 기능의 또 다른 작동 방식은 전화기의 PC 포트로 들어오는 802.1q
태그 지정된 모든 트래픽 ( 음성 VLAN 트래픽 이외의 트래픽도 포함 ) 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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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액세스 포트의 802.1q 태그 지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전화기의 포트에 연결된
PC 에 대해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802.1q 태그 지정된 패킷이 전화를 통과하도록 허용
하는 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전화에서 PC 음성 VLAN 액세스 기능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다음 링크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해당
특정 전화 모델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index.html
그림 4-12

전화 PC 포트에서 음성 VLAN 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차단

PC sends data
tagged with 802.1q
as Voice VLAN 20 or
the PC sends any data
tagged with 802.1q,
and it is dropped.

Data VLAN 10
Voice VLAN 20

14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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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한 웹 액세스
각각의 Cisco Unified IP Phone 에는 관리상 전화기의 원격 상태를 파악하고 디버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웹 서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 웹 서버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전화기로 푸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전화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웹 서버
에 액세스하는 기능은 전화에서 Unified CM 구성의 웹 액세스 기능을 통해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은 전체적으로 또는 전화별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웹 서버를 전체적으로 비활성화하되 디버깅 시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Unified CM 관리자가 전화
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이 웹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은 네트워크의 ACL 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 네트워크 운영자에게만 이 기능을 할당하여 필요할 때 웹 페이지에 액세
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웹 액세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전화기가 Unified CM 에서 전화기로 푸시되는 애플리케
이션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
IP 전화기 간의 웹 트래픽에 대해 HTTPS 전용으로 또는 HTTPS 및 HTTP 를 둘 다 사용하도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HTTPS 전용으로 구성된 경우 이것만으로는 IP 전화기
웹 서버의 포트 80 을 닫을 수 없습니다 . ACL 을 사용하여 HTTP 트래픽을 제한하고 Unified CM 을
HTTPS 전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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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설정
각 Cisco Unified IP Phone 에는 전화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네트워크 요소 및 세부 정보를
나열한 네트워크 설정 페이지가 있습니다 . 이 정보를 공격자는 전화기의 웹 페이지에 표시되는 특
정 정보와 함께 네트워크에서 정찰을 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격자는 설정
페이지를 보고 기본 게이트웨이 , TFTP 서버 및 Unified CM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각각의 정보는 음성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거나 음성 네트워크의 장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액세스 권한을 개별 전화에서 비활성화하거나 대량 관리를 통해 최종 사용자나 공격자가
Unified CM IP 주소 및 TFTP 서버 정보 같은 추가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설
정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경우 , 최종 사용자는 스피커 음량 , 대비 및 벨소리 유형 등
전화에서 일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 전화 인터페이스
와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이 보안 기능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
니다 . 설정 액세스를 제한된 상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구성 정보에는
액세스할 수 없지만 , 사용자가 음량 , 벨소리 유형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설정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용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강화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구성 옵션이 있습니다 . 보
안 기능은 엔드포인트마다 다르며 일부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기
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

HTTPS 및 SSH 를 통한 보안 관리

•

관리 암호

•

장치 액세스

•

신호 및 미디어 암호화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는 SSH(Secure Shell) 와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를 통해 관리를 지원합니다 . HTTP, HTTPS, SSH 또는 Telnet 을 사용한 엔드
포인트 액세스는 엔드포인트 자체의 네트워크 서비스 설정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에는 기본 관리 암호가 함께 제공되며 설치 시 암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 기
능에 대한 액세스는 관리 권한을 가진 허가된 사용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 기본 관리 암호를 사용
할 경우 관리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비디오 스트림을 볼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는 정의된 역할 및 사용 권한에 따라 액세스 권한이 제공되는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사용자에 대해 암호와 PIN 을 지정하여 SSH 또는 Telnet 과 웹 기반 액세스를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암호를 정기적으로 만료 및 변경하고 유휴 시 로그인 시간이 초과되도록 자격
증명 관리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 이는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확인된 사용자로 제한하는 데 반
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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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암호화
Cisco 협업 솔루션은 신호 및 미디어 암호화에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및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를 사용합니다 .
TLS(Transport Layer Security)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은 두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에 대해 인증 , 데이터 무결성 및
기밀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TLS 는 클라이언트 / 서버 모드로 작동하는데 , 한쪽은 " 서
버 " 로 작동하고 또 다른 한쪽은 " 클라이언트 " 로 작동합니다 . TLS 가 작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
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TCP 가 필요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장치는 TLS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연결할 때 SIP 또는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신호를 보호합니다 .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IETF RFC 3711 에 정의된 SRTP(Secure RTP) 는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와 해당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스트림에 대해 기밀성 및 데이터 무결
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SRTP 는 암호화 및 메시지 인증 헤더를 사용
하여 이러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SRTP 에서는 암호화가 RTP 패킷의 페이로드에만 적용됩니다 . 하지만 메시지 인증은 RTP 헤더 및
RTO 페이로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 메시지 인증은 헤더 내 RTP 시퀀스 번호에 적용되므로 SRTP
는 재생 공격도 간접적으로 보호합니다 . SRTP 암호는 고급 암호화 표준 (AES) 256 또는 128 및 보
안 해시 알고리즘 (SHA) 2 와의 연결된 데이터를 사용한 인증 암호화 (AEAD) 를 포함합니다 . AES
128 및 SHA−1 이 있는 해시 기반 메시지 인증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SRTP 암호가 구성에서 허용
되지 않는 경우 협상될 수도 있습니다 .
음성 및 비디오 시스템

음성 시스템 내 전화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전화에 여러 보안 수준을 제공하도
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X.509 인증서를 사용한 장치 인증 및 미디어와 신
호 암호화가 포함됩니다 . 보안 정책 , 전화 배치 및 전화 지원에 따라 보안을 회사의 요구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전화와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보안을 활성화하려면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보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Unified CM 에 PKI( 공개 키 인프라 ) 보안 기능이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모든 지원 전화에 다음 기
능이 제공됩니다 .
•

무결성 — 활성화된 경우 TFTP 서명 파일로 TFTP 파일 조작은 가능하지만 전화에 대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신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인증 — 전화 이미지가 Unified CM에서 전화기로 인증되며 장치(전화)가 Unified CM로 인증됩
니다 . 인증 장치에서 전송될 때 전화와 Unified CM 간의 모든 신호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

•

암호화 — 지원 장치의 경우 신호와 미디어를 암호화하여 도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TFTP 파
일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

•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 Cisco IOS 게이트웨이와 전화 간 통신에서 지원
됩니다 . 또한 Cisco Unity 는 음성 메일에 대해 SRTP 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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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은 두 Cisco Unified IP Phone 간 통화에 대한 인증 , 무결성 및 암호화를 지원하지만 , 일
부 장치나 전화기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장치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index.html
Unified CM 은 ID 보안 및 암호화 활성화 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엔드포인트의 인증서는
MIC(Manufacturing Installed Certificate) 또는 LSC(Locally Significant Certificate) 중 하나입니다 .
MIC 는 대부분의 하드웨어 엔드포인트에 미리 설치되어 있으며 LSC 는 Unified CM 의 Cisco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를 통해 설치됩니다 . MIC 를 사용하는 경우 Cisco CA
및 Cisco Manufacturing CA 인증서가 루트 인증서로 사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등록된 엔드포인트
에 대해 LSC 가 생성되면 CAPF 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서명되고 CAPF 인증서는 루트 인증서입니
다 . 타사 CA( 인증 기관 ) 를 사용하여 LSC 인증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 타사 CA 인증서 ,
4−30 페이지의 섹션 참조 ).
신호 및 미디어에 대한 끝점의 암호화에는 Unified CM 에서 혼합 모드가 필요합니다 . Unified CM
혼합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보안 , 4−21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는 아웃바운드 연결을 생성할 때 ID 를 확인하기 위한
TLS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
IP 텔레포니 트래픽이 트래버스 방화벽을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ALG( 애플리케이션 계층 게이트
웨이 ) 와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검사는 신호 암호화에
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 암호화된 미디어에서는 일부 게이트웨이 , 전화 또는 회의가 지원되지 않
습니다 .
미디어를 암호화하면 통화를 녹음하고 모니터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또한 VoIP 문제 해결도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
타사 CA 인증서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에 발급된 LSC 인증서는 Unified CM 의 CAPF 서비스에서 서명합니다 . 그
러나 타사 CA 서명 LSC 도 지원됩니다 . 이와 같은 지원을 구현할 때 , Unified CM 신뢰 저장소에
타사 CA 인증서를 가져오고 Unified CM 의 CAPF 서비스에서 시스템 외부 CA 를 엔드포인트의 인
증서 발행자로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모든 전화기의 인증서 서명 요
청 (CSR) 을 처리하고 타사 CA 가 서명한 후 전화기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수작업이 필요
합니다 .

IP 전화기용 VPN 클라이언트
VPN 클라이언트가 내장된 Cisco Unified IP Phone 은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전화를 회사 내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에 연결할 수 있는 보안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이 기능에는 원격 위치의 외부
VPN 라우터가 필요하지 않으며 , 회사 네트워크와 배포된 위치에 있는 전화 간의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계층 3 이상의 트래픽에 대한 보안 통신 터널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의 VPN 클라이언트는 VPN 기술을 사용하며 Cisco ASA 5500 시리즈 VPN
헤드 엔드 및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Cisco IOS SSL VPN 소프트웨어 기능 포함 ) 에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음성 트래픽은 UDP 로 전달되며 DTLS(Datagram Transport Layer Security) 프
로토콜에 의해 VPN 터널의 일부로서 보호됩니다 . 통합된 VPN 터널은 음성과 IP 전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 PC 포트에 연결된 PC 는 이 터널을 사용할 수 없으며 PC 로부터 전송될 모든 트래픽
에 대해 고유한 VPN 터널을 설정해야 합니다 .
VPN 클라이언트가 내장된 전화기의 경우 먼저 VPN 집중 장치 주소 , VPN 집중 장치 자격 증명 ,
사용자 또는 전화 ID 및 자격 증명 정책 등 VPN 구성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전화를 구성해야 합니
다 . 이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화를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기 전에 회사 네트
워크 내에서 전화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회사 네트워크에서 먼저 전화를 스테이징하지 않고
전화를 배포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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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정 메뉴를 사용하면 VPN 터널 설정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VPN 터널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 전화에서 VPN 터널이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 중복성
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3 개 VPN 집중 장치를 사용하여 전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VPN 클라이
언트는 부하 분산 메커니즘으로서 VPN 집중 장치에서 다른 VPN 집중 장치로의 리디렉션을 지원
합니다 .
VPN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화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용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참고

원격 근무자 및 소규모 사무실 또는 홈 오피스 (SOHO) 의 경우 , Cisco Expressway 에서 전화 기반
VPN, 라우터 기반 VPN 또는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MRA) 를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품질
QoS( 서비스 품질 ) 는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사람이
QoS 를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우선 순위 설정으로 생각하지만 , QoS 는 네트워크에 허용된 데이터
의 양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 Cisco 스위치의 경우 전화에서 이더넷 스위치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제어점은 포트 수준에 있습니다 . 액세스 포트에서 네트워크의 에지에 적용되는 제어력이 클수록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집계될 때 발생되는 문제는 그만큼 적어집니다 .
QoS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의 우선 순위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트래픽의 양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포트 수준에서 네트워크에 음성 QoS 를 쉽게 배
포할 수 있도록 Cisco Smartports 템플릿이 작성되었습니다 .
엄격한 QoS 정책은 트래픽 속도를 줄여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제어하고 방지할 수 있
습니다 .
앞의 로비 전화 예에서 언급했듯이 Cisco 에서는 액세스 포트 수준에서 트래픽의 충분한 흐름 제어
를 제어하여 로비의 해당 포트로부터 DoS( 서비스 거부 ) 공격을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QoS 구
성으로 인해 포트로 전송된 트래픽이 최대 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트래픽이 스캐빈저 클래스
수준으로 표시되었으므로 해당 예의 구성은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 더 공격적인 QoS 정
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책의 최대 제한을 초과한 트래픽의 양이 포트에서 제거되었을 수도 있으
며 " 알 수 없는 " 트래픽이 네트워크로 유입될 수 없습니다 . 전체 네트워크에서 QoS 를 활성화하
여 종단 간 IP 텔레포니 데이터에 높은 우선 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
QoS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 장과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QoS 설
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ipv6/design−guide−li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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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 목록
이 섹션에서는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과 음성 데이터 보호 시 ACL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VLAN 액세스 제어 목록
VLAN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
다 . Cisco 스위치에는 VLAN ACL 내에서 계층 2~4 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스
위치 유형에 따라 VLAN ACL 을 사용하여 특정 VLAN 내 / 외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VLAN 내 트래픽을 차단하여 장치 간에 VLAN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제
어할 수도 있습니다 .
VLAN ACL 을 배포하려는 경우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에 사용된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전화기가 작
동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포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VLAN ACL 은 전화기가 사용되는
VLAN 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액세스 포트에 연결된 장치에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트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ACL 은 VLAN 의 내 / 외부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기능과 VLAN 내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
VLAN ACL 은 이동성이 높은 액세스 포트에서는 배포 및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이러한 관
리 문제로 인해 , 네트워크의 액세스 포트에서 VLAN ACL 을 배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라우터 액세스 제어 목록
VLAN ACL 과 마찬가지로 , 라우터는 포트별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모두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첫 번째 계층 3 장치는 음성 및 데이터 VLAN 사용 시 음성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유형
간의 경계점이며 , 이 지점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 유형 간에 서로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VLAN ACL 과는 달리 , 라우터 ACL 은 네트워크의 모든 액세스 장치에 다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
대신에 에지 라우터에 적용되는데 에지 라우터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네트워크에서 라우팅될 수 있
도록 준비됩니다 . 에지 라우터는 계층 3 ACL 을 적용하여 각 VLAN 내 장치가 네트워크 내에서 액
세스할 수 있는 영역을 제어할 완벽한 위치입니다 . 트래픽이 집중되는 지점에서 서로 장치를 보호
하기 위해 전체 네트워크에 계층 3 ACL 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4−1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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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계층 3 의 라우터 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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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3 에서 배포할 수 있는 ACL 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
는 Configuring Commonly Used IP ACLs 을 참조하십시오 (Cisco 파트너 로그인 필요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ip/access−lists/26448−ACLsamples.html
보안 정책에 따라 비 음성 VLAN 의 IP 트래픽이 네트워크의 음성 게이트웨이에 액세스할 수 있을
만큼 계층 3 ACL 이 간단하지 않거나 다른 장치가 IP 텔레포니 장치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과 개별 포트를 제어할 수 있을 만큼 ACL 이 덜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 ACL 이 더 세분화되고 구
체화할수록 네트워크 내 포트 사용의 변화는 음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 다른 애플리케이션까
지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전화기가 있는 경우 , 전화 웹 액세스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음성 VLAN 서
브넷에 액세스해야 하는 Attendant Console 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ACL 을 배포
하고 제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
특정 서브넷으로 국한되고 음성 VLAN 으로 제한된 IP 전화기의 경우 , ACL 은 음성 전용 서비스
용으로 사용 중인 Unified CM, 음성 게이트웨이 , 전화 및 기타 음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트
래픽을 (IP 주소나 IP 범위를 기준으로 ) 차단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계층 2 또는
VLAN ACL 의 ACL 에 비해 계층 3 의 ACL 을 간소화합니다 .

방화벽
방화벽은 ACL 과 함께 사용하여 음성 서버 및 음성 게이트웨이를 IP 텔레포니 장치와의 통신이 허
용되지 않은 장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 IP 텔레포니에서 사용하는 포트의 동적 특성으로 인
해 방화벽이 있으면 IP 텔레포니 통신에 필요한 여러 포트의 개방 여부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 방화벽으로 인해 네트워크 설계에 복잡성이 추가될 경우 방화벽과 방화벽 주변 장치를 배치 및
구성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 올바르다고 간주되는 트래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차단해
야 할 트래픽을 차단해야 합니다 .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에는 고유한 데이터 흐름이 있습니다 . 전화기는 통화 설정을 위한 신호에 클
라이언트 / 서버 모델을 사용하며 , Unified CM 은 이 신호를 통해 전화를 제어합니다 . IP 텔레포니
RTP 스트림용 데이터 흐름은 피어 − 투 − 피어 네트워크와 매우 비슷하며 , 전화나 게이트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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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 스트림을 통해 서로 직접 통신합니다 . 신호 흐름이 방화벽을 통과하지 않아 방화벽이 신호 트
래픽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 대화용으로 RTP 스트림을 허용하도록 열어야 할 포트를 방화벽이 인
식하지 못해 RTP 스트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르게 설계된 네트워크에 설치된 방화벽에서는 모든 데이터기 해당 장치를 강제로 통과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용량과 성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능에는 대기 시간의 양이 포함되
며 , 이 시간은 방화벽이 고부하 상태이거나 공격을 받는 중일 경우 방화벽에 의해 증가될 수 있습
니다 . IP 텔레포니 배포의 일반 규칙에 따르면 방화벽의 CPU 사용량을 정상 사용 시 6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 CPU 가 60% 이상 실행되는 경우 이는 IP 전화기 , 통화 설정 및 등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CPU 사용량이 60% 이상의 일관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등록된 IP 전화
기가 영향을 받게 되며 진행 중인 통화량이 감소하고 새 통화의 통화 설정이 어려워집니다 . 최악
의 경우 , CPU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60% 이상으로 유지되면 전화 등록이 취소되기 시작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기가 Unified CM 에 재등록을 시도하므로 방화벽의 부하도 증가합니
다 . 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와 Unified CM 재등록 시도가 번갈아 계속되는 순환 정전이
발생합니다 . 방화벽의 CPU 사용량이 60% 이하의 지속 부하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이 순환 정전
이 계속되며 전화 중 대부분 ( 비록 전체는 아니더라도 )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현재 네트워크에
서 Cisco 방화벽을 사용 중인 경우 해당 트래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IP 텔레포니 트
래픽을 네트워크에 추가할 때 CPU 사용량을 신중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방화벽을 배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라우팅 및 투명 시나리오에서
Active/Standby 모드의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이 섹
션의 각 구성은 방화벽 구성의 음성 섹션 내에서 단일 컨텍스트 모드로 실행됩니다 .
모든 Cisco 방화벽은 다중 컨텍스트 또는 단일 컨텍스트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컨텍스
트 모드에서 방화벽은 방화벽을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단일 방화벽입니다 . 다중
컨텍스트 모드에서는 방화벽이 여러 가상 방화벽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각각의 컨텍스
트 또는 가상 방화벽마다 고유의 구성이 있으며 다양한 그룹이나 관리자에 의해 제어될 수 있습니
다 . 새 컨텍스트가 방화벽에 추가될 때마다 해당 방화벽에 대한 부하 및 메모리 요구 사항이 증가
합니다 . 새 컨텍스트를 배포할 때는 음성 RTP 스트림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CPU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Adaptive Security Appliance 는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엔드포인트에 대한
IPv6 트래픽의 애플리케이션 검사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 ASA 가 네트워크에 배포된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에 IPv6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페이로드 암호화가 사용되지 않는 ASA 모듈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기능을 비활성화합니
다.
방화벽은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네트워크 내 보안 제어점을 제공합니다 .
방화벽은 해당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해 전송 중인 경우 IP 텔레포니 통신을 위한 포트의 동적 개방
도 제공합니다 .
해당 트래픽이 실제로 방화벽에서 예상하는 트래픽 유형인 경우 방화벽은 애플리케이션 검사 기
능을 사용하여 방화벽을 통과하는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HTTP 트래픽이 정말
HTTP 트래픽처럼 보일까요 ? 아니면 공격일까요 ? 공격이면 방화벽이 해당 패킷을 삭제하고 방화
벽 뒤에 숨겨진 HTTP 서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
방화벽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검사에서는 일부 IT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애플
리케이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에는 Cisco Unity 음성 메일 서버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및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가 포함됩니다 .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ACL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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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에 대한 장애 조치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Cisco 는 장애 조치
가 있는 경우 방화벽을 통과할 때 음성 RTP 스트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타이머 설
정을 1 초 이내로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 타이머 설정을 줄였고 장애 조치가 있는 경우 방화벽의 장
애 조치가 더 일찍 발생하여 RTP 스트림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의 양이 감소하며 장애 조치 시
간 중에 RTP 스트림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합니다 .
다양한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간에 방화벽이 배치되는 경우 구성 요소 간의 통신에 사
용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검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원격 에이전트 전화와 감
독자 전화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 의해 무성 모니터링 같
은 기능에 사용되는 통화 흐름 시나리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검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 같이 TCP 를 사용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장치는
패킷 손실 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TCP SACK 옵션을 지원합니다 . 하지만 일부 방화벽에서
는 TCP SACK 옵션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장치
사이에 설정되어 이러한 방화벽을 통과하는 TCP 세션이 TCP SACK 옵션을 사용하려 할 경우 문제
가 발생하며 TCP 세션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방화벽은 TCP SACK 옵션을 완벽하게 지
원해야 합니다 .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방화벽은 Three−way Handshake 중에 TCP 패킷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엔드포인트가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TCP SACK 옵션 지원을 비활성화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네트워크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내 방화벽 버전에서 지원되는지 여부를 알아보
려면 다음 사이트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라우팅된 ASA
라우팅 모드의 ASA 방화벽은 연결된 네트워크 사이에서 라우터로 작동하며 각 인터페이스에는 다
른 서브넷의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 단일 컨텍스트 모드에서 라우팅된 방화벽은 수동 모드의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과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를 지원합니다 . 다중 컨텍스트
모드는 정적 경로만 지원합니다 . 또한 ASA 에서는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도 지원합니다 . Cisco 에서는 광범위한 라우팅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안 어플라이언
스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에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라우터의 고급 라우팅 기능을 사용할 것을 권
장합니다 . 라우팅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공되는 최신 ASA 구성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adaptive−security−appliance−asa−software/produ
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라우팅된 ASA 방화벽은 장비에 대한 QoS, NAT 및 VPN 종료를 지원하지만 투명 모드에서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 투명 ASA, 4−36 페이지 참조 ). 라우팅된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ASA 의 각 인터페
이스마다 IP 주소가 있습니다 . 투명 모드에서는 인터페이스에 ASA 를 원격으로 관리할 IP 주소 이
외에 다른 IP 주소는 없습니다 .
투명 모드와 비교했을 때 , 이 모드의 제한은 네트워크에서 장치가 드러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
치가 공격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또한 네트워크에 라우팅된 ASA 방화벽을 설치하면 라
우팅의 일부가 방화벽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라우팅이 변경됩니다 . 네트워크 내 라
우터의 IP 주소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방화벽에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RSVP 가 ASA 방화벽을 통과하도
록 허용해야 하는 경우 트래픽이 외부 ( 신뢰성이 더 낮은 )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려면
내부 ( 또는 신뢰성이 더 높은 ) 인터페이스에 ACL 을 추가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ACL 은 가장 신
뢰성이 높은 인터페이스에서 허용될 다른 모든 트래픽을 정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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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ASA
ASA 방화벽을 계층 2 방화벽 ("bump in the wire" 또는 "stealth firewall" 이라고도 함 ) 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구성에서는 ( 관리 목적 외에 ) 방화벽에 IP 주소가 없으며 , 모든 트랜잭션이 네트
워크의 계층 2 에서 수행됩니다 . 방화벽이 브리지로 작동하더라도 , 확장된 액세스 목록을 사용하
여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계층 3 트래픽은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액세
스 목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일하게 허용되는 트래픽은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트래
픽입니다 .
이 구성은 동적 라우팅이 수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격자가 방화벽을 볼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
다 . 정적 라우팅은 방화벽이 투명 모드로 작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
이 구성에서는 방화벽을 위해 라우팅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화벽을 기존 네트워크에 훨씬
더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화벽 내에서 라우팅이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방화벽을 훨
씬 더 쉽게 관리 및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 방화벽에서 라우팅 요청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으로 방화벽의 성능은 라우팅을 수행 중인 동일 방화벽 모델 및 소프트웨어보다 inspect 명령 사용
시 전체 트래픽에서 좀 더 높습니다 .
또한 투명 모드에서는 라우팅용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려는 경우 라우팅 모드의 동일 방화벽과 마
찬가지로 방화벽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ACL 을 정의해야 합니다 . CDP(Cisco Discovery Protocol)
트래픽은 정의되어 있어도 장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직접적으로 연결된 각 네트워크는 동일 서
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 컨텍스트 간에 인터페이스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다중 컨텍스트 모드로
실행하려면 추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모든 비 IP 트래픽이 방화
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려면 ACL 을 사용하여 이러한 트래픽을 정의해야 합니다 . QoS 는 투명 모
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확장 ACL 사용 시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러한 트래픽이 멀티캐스트 장치는 아닙니다 . 투명 모드에서는 방화벽이 관리 인터페이스 이외의
목적으로 VPN 종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RSVP 가 ASA 방화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경우 트래픽이 외부 ( 신
뢰성이 더 낮은 )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려면 내부 ( 또는 신뢰성이 더 높은 ) 인터페이스
에 ACL 을 추가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ACL 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인터페이스에서 허용될 다른
모든 트래픽을 정의해야 합니다 .
투명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공되는 최신 ASA 구성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adaptive−security−appliance−asa−software/produ
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참고

투명 모드로 NAT 를 사용하려면 ASA 버전 8.0(2) 이상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 다음에서시
스코 ASA 5500 시리즈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asa−5500−series−next−generation−firewalls/products
−release−not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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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및 영상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 네트워크 주소 변환 )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내부의 개인 IP 주소를 공용 인터넷에 표시되는
공용 IP 주소로 변환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부의 엔드포인트는 내부 엔드포인트이며 , 공용 인터
넷의 엔드포인트는 외부 엔드포인트입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부의 장치가 NAT 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 NAT 은 공용 IP 주소를 장치에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 이 공용 IP 주소를 공용 매핑 주소 또는 재귀 전송 주소라고 합니다 . NAT 이 이 패킷
을 공용 인터넷의 장치로 전달할 때 이 패킷은 할당된 공용 주소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
외부 장치가 패킷을 공용 주소의 NAT 으로 전송할 경우 NAT 은 IP 주소를 내부 개인 주소로 변환
하고 나서 패킷을 내부 네트워크로 전달합니다 .
NAT 기능은 흔히 방화벽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NAT/FW 라고도 합니다 . NAT 은 대규모 내부 개인
IP 주소 세트를 작은 외부 공용 IP 주소 세트로 매핑합니다 . 현재의 공용 IPv4 주소 공간이 제한적
이므로 IPv6 이 일반적인 프로토콜로 보급될 때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용 가능한 IPv4 공용
주소 개수를 제한합니다 . NAT 은 많은 엔드포인트를 가진 기업에서 공용 IP 주소의 작은 풀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NAT 은 내부 엔드포인트에서 NAT 을 통해 연결할 때마다 내부 IP 주소를
외부 IP 주소로 동적 매핑하여 이 기능을 구현합니다 . 이러한 각각의 매핑을 NAT 바인딩이라고 합
니다 .
음성 및 비디오용 신호 프로토콜에는 프로토콜 신호 메시지에 소스 주소와 포트가 포함되므로 음
성 및 비디오 장치에 대한 NAT 구현 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소스 주소는 원격 엔드
포인트가 반환 패킷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주소를 제공합니다 . 하지만 내부 엔드포인트는 개
인 주소 공간의 주소를 사용하므로 ALG( 애플리케이션 계층 게이트웨이 ) 가 없는 NAT 은 이러한
내부 주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원격 엔드포인트에서 메시지를 받을 경우 패킷을 메시지의 개인
IP 주소로 라우팅할 수 없습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패킷의 내용을 검사하고 신호 메시지에 캡
슐화된 미디어 IP 주소 및 포트 번호에 대한 주소 변환을 구현할 수 있는 NAT 장치에서 ALG 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 예 : SIP 또는 SCCP 'fixup').
NAT ALG 는 방화벽 ALG 와 비슷하지만 NAT ALG 는 신호 메시지의 주소 및 포트를 실제로 변경
( 매핑 )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NAT ALG 는 암호화된 신호 메시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내에서 보안 정책은 IP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필요한 보안을 정의해야 합니
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서버가 IP 에 기초하므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다른 긴급한 데이
터에 설정할 보안을 이러한 서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데이터 센터 간에 사용 중인 경우 이러한 데이터 센터 내부나 사이에
모두 적용되는 추가 보안을 클러스터 내 노드 사이에 허용되는 최대 왕복 시간 이내로 맞춰야 합니
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또는 중복 데이터 센터 구현에서 애플리케
이션 서버에 대한 현재 보안 정책이 여러 데이터 센터 방화벽에서 서버 간 트래픽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Cisco 는 이미 배포된 인프라 보안 시스템 사이에서 이 트래픽에 대해 IPSec 터널을 사용할 것
을 권장합니다 .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데이터 센터 보안을 설계하기 위해 Cisco 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 센터 기술 설계 설명서에 제시된 지침을 따르기를 권장합니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ata−center−designs−data−center−networking/
index.html#~designs~tab−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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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 트렁크 및 미디어 리소스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는 IP 텔레포니 통화를 PSTN 통화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게이트웨이나 미디어 리소스는 IP 텔레포니 네트워크 내에서 모든 음성 RTP
스트림이 전송될 여러 위치 중 하나입니다 .
IP 텔레포니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는 네트워크 내 거의 어느 곳에서나 배치할 수 있으므로
IP 텔레포니 게이트웨이 또는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보안 유지는 보안 정책에 따라 다른 장치에 대
한 보안을 유지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신뢰
할 수 있는 포트가 어느 것인가에 따라 ,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보안을 상대적으로
쉽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Unified CM 에서 게이트웨이와 미디어 리소스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인해 , 신호가 게이트웨이 또는 미디어 리소스에 전달되는 경로가 네트워크의 보안 섹션으로 간주
되는 곳에 있는 경우 간단한 ACL 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또는 미디어 리소스와 주고 받는 신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있는 위치와 게이트웨이 ( 또는 미디어 리소스 ) 사이에서 네트
워크가 보안 상태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 예 : 원격 지점에 게이트웨이가 위치한 경우 ) 인프라를
사용하여 신호를 보호할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IPSec 터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 (ACL 과 IPSec) 을 함께 사용하여 이러한 장치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네트워크 에지에서 QoS 를 사용하므로 공격자가 음성 VLAN 으로 들어와서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가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포트의 QoS 는 공격자가 게이트웨이 또는 미디어
리소스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합니다 . ( 그림 4−14 참조 )
그림 4-14

IPSec, ACL 및 QoS 로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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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는 전화기가 SRTP 에 대해 활성화된 경우 전화에서 나오는 미디
어 리소스와 게이트웨이에 대해 SRTP(Secure RTP) 를 지원합니다 . 게이트웨이나 미디어 리소스가
SRTP 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해당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IPSec 터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IPSec VPN WAN 설계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ipv6/design−guide−li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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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주변에 방화벽 설치
발신 전화와 PSTN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상태 저장형 방화벽은 Unified CM, 게이트웨이 및 전화 사이에서 신호 메시지를 살펴
보면서 전화 발신이 가능하도록 RTP 스트림용 핀홀을 엽니다 . 일반 ACL 을 사용하여 동일한 작업
을 수행하려면 RTP 스트림에 의해 사용되는 전체 포트 범위가 게이트웨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
니다 .
네트워크 내부에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는 방법에는 각각 방화벽 뒤쪽과 앞쪽에 배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게이트웨이를 방화벽 뒤쪽에 배치할 경우 해당 게이트웨이를 사용 중인 전화에
서 나오는 모든 미디어가 방화벽을 통과해야 하며 이러한 스트림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데 추가
CPU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한편 , 방화벽은 이러한 스트림에 대한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게이트
웨이를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 그림 4−15 참조 )
그림 4-15

방화벽 뒤쪽에 배치된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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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를 배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방화벽 외부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 전화에서 게이트웨이
로 전송되는 유일한 데이터 유형이 RTP 스트림뿐이므로 액세스 스위치의 QoS 기능은 해당 게이트
웨이로 전송할 수 있는 RTP 트래픽의 양을 제어합니다 . Unified CM 에서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는
것은 통화를 설정하기 위한 신호뿐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영역 안에 게이트웨이를 설치
한 경우 Unified CM 과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허용되어야 할 통신은 해당 신호뿐입니다 . ( 그
림 4−15 참조 ) 이 배치 방법은 RTP 스트림이 방화벽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방화벽에 대한 부하를
낮춥니다 .
ACL 과는 달리 , 대부분의 방화벽 구성에서는 신호가 방화벽을 통과하는 동안 전화와 게이트웨이
가 두 장치 간에 사용하도록 Unified CM 에서 지정한 RTP 스트림 포트만 열립니다 . 이 방화벽에는
관심 트래픽을 살펴보고 공격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수행 중인지 알아보기 위한 DoS 공격에 대
한 추가 기능과 Cisco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서명도 있습니다 .
방화벽 , 4−33 페이지 관련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 방화벽이 전화에서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는 모
든 신호 및 RTP 스트림을 살펴보는 경우 용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음성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가 방화벽을 통과하는 경우 CPU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방화벽이 방화벽을 통과하는 통화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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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및 비디오 회의 보안
Cisco IOS Enhanced Conference Bridges 및 Cisco Meeting Server 는 안전한 전화회의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M, 엔드포인트 및 Cisco Meeting Server 노드 간에 암호화된 미디어 및 신호를 구현하려
면 Unified CM 서버와 Cisco Meeting Server 노드 사이의 SIP 트렁크를 보안 SIP 트렁크로 구성해야
합니다 . 또한 SRTP 를 허용하도록 SIP 트렁크 구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 CA 서명 인증서가 사용되
는 경우 Cisco Meeting Server 인증서 또는 CA 인증서는 Unified CM CallManager 및 Tomcat 신뢰 저
장소에 업로드해야 하며 인증서 일반 이름은 SIP 트렁크 프로필에서 X.509 제목 이름으로 구성되
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CallManager 인증서 또는 CA 서명 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CA 인증서는
Cisco Meeting Server 신뢰 저장소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
이 구성으로 Cisco Unified CM 과 Cisco Meeting Server 사이의 관리 트래픽에 대해 보안 신호 및
HTTPS 가 실현됩니다 .

Unified CM 트렁크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의 통합
Unified CM 트렁크는 기업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추가 IP 연결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와 IP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고유의 위협을 완화하려면 이러한 상호 연결점에 추가 보안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Unified CM 트렁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구현하면 유연한 보안 상호 운용성 옵션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 모두에 대해 음성 애플리케이션 경계 및 보
안 위협 완화 기술을 제공하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동일 장치의 Cisco IOS 방화벽 , 인증 및 VPN 기능과 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업체 네
트워크 또는 다른 외부 네트워크와 통합된 Unified CM 트렁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Cisco IOS 보안 기능은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벽이자 라우터를 통해 서비스 공급업체의 네
트워크로 나가는 내부 트래픽의 검사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프라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사용하여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시
작되는 무단 액세스 , DoS 공격 또는 DDoS( 분산된 DoS) 공격은 물론 , 침입 및 데이터 절도까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신호 및 미디어에 대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연속 (back−to−back) 사용자 에이전트 (B2BUA) 로 , 모든 트래픽에 대해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IP 주소를 대체하여 NAT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의 보안 및 작동 독립성을 지
원합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사이에서 미디어 및 신호 패킷에 대한 DSCP
QoS 매개 변수를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트래픽이 네트워크 내에서 QoS 정책을 준수하
게 됩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와 함께 사용되는 Cisco IOS 방화벽 기능은 신호 메시지를 일치시키
고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한 AIC( 애플리케이션 검사 및 제어 ) 를 제공합니다 . 따라서 SIP 트렁크
DoS 공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콘텐츠 기반 메시지 필터링과 속도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SIP 트렁크 등록을 지원합니다 . 이 기능은 Unified CM SIP 트렁크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엔드포인트를 대신하여 서비스 공급업체의 SIP 트렁크에 기업 네
트워크의 E.164 DID 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E.164 DID 번호에 대한 프록시 사용
을 위해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엔드포인트의 상태가 모니터링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등록되지 않은 엔드포인트가 여전히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SRTP 를 사용하여 RTP 기업 네트워크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회사 안에 SRTP 를 배포하지 않아도 보안 통신이 가능해 집니다 .
RTP−SRTP 상호 연동도 지원하지만 , 이는 G.711 mulaw, G.711 alaw, G.729abr8, G.729ar8, G.729br8
및 G.729r8 등 소수의 코덱으로만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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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SIP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우 통화 서비스를 허용하려면 먼저 SIP 트렁크를 등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알려진 엔드포인트에서만 통화가 시작되므로 엔터프라이즈와 서비스 공급업체 간의 서
비스 협상이 보다 더 안전해집니다 . Unified CM 은 기본적으로 SIP 트렁크에 대한 등록을 지원하
지 않지만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대신에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회사의 전
화 번호를 등록합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 대한 구성 및 제품 세부 정보는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border−element/index.ht
ml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border−element/products−i
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DMZ 의 Cisco Expressway
Cisco Expressway 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외부 및 인터넷의 장치와 협업 에지의 역할을 하는
Expressway 를 사용하여 영상 통신 통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발신자가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Cisco Expressway−E 를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에 사용되는 개인 네트워크 외부
에 설치해야 합니다 . VCS Expressway 를 공용 인터넷이나 DMZ(Demilitarized Zone) 에 배포할 수
도 있습니다 . Expressway−E 가 DMZ 에 배포된 경우 인터넷과 Expressway−E 간의 트래픽을 허용
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 Expressway−C 는 Expressway−E 와 쌍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데
이터 센터 내에 배포됩니다 . Expressway−E 와 함께 협업을 위한 방화벽 트래버설을 용이하게 합니
다.
Expressway−C 는 Cisco Unified CM 용 SIP 프록시 및 통신 게이트웨이입니다 . 착신 전화와 발신 전
화가 NAT 장치를 통과할 수 있게 Expressway−E 와 통신하도록 통과 클라이언트 영역으로 구성됩
니다 . Expressway−E 는 원격에 있는 장치의 SIP 프록시입니다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외부 ). 공
용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
Cisco Expressway 에서는 Cisco Unified CM, LDAP 및 syslog 서버 등의 시스템에 대한 연결 , HTTPS
및 SIP TLS 에 X.509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여기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CA 인증서 목록을 사용하
며 , 이 배포에서는 타사 CA 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면 인증서 구성
및 Expressway−C, Expressway−E 및 Unified CM 사이의 교환이 간편하므로 관리 오버헤드가 감소
됩니다 . Expressway−E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루트 CA 인증서의 기본 제공 신뢰 목록
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엔드포인트가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MRA) 를 통해 연결될 때
Expressway−E 인증서는 공용 타사 CA 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서버
Unified CM 보안 기능 목록과 이러한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보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Unified CM 보안 기능 중 하나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유형의 장치에 대해 해
당 기능이 엔터프라이즈 보안 정책에 지정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더 자세
한 내용은 Cisco ASA 5500 시리즈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asa−5500−series−next−generation−firewalls/prod
ucts−release−not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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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Single Sign-On)
SSO(Single Sign−On) 기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인증 및 더 나은 사용자 환경이 가능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과 함께 사용되는 SSO, SAML 인증 및 OAUTH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 16−1 페이지장을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M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SELinux
Unified C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SELinux(Security Enhanced Linux) 를 호스트 침입 방지 소프트웨어로 사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보안 , 4−2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일반 서버 지침
Cisco Unified CM 및 다른 협업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일반 서버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 시스템을
구성하는 동안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진행 중이거나 발신을 시도 중인 통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 . 다른 비즈니스급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 전화 대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면 유지 관
리 기간 내에 주요 구성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표준 보안 정책은 협업 서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 메일
서버나 웹 서버와는 달리 , 음성 서버에서는 화면 새로 고침이나 메시지 재발송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 . 음성 통신은 실시간 이벤트입니다 . 협업 서버에 대한 모든 보안 정책은 음성 시스템 구성 또는
관리와 관련이 없는 작업이 어떤 경우에도 협업 서버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 예 : 인터넷 서핑 ) 이라도 협업
서버에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
그뿐만 아니라 Cisco 는 협업 서버에 대해 명확한 패치 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이 시스템은 IT 조직
내에서 패치 정책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 Cisco Systems 에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때처
럼 OS 공급업체의 패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패치하면 안 됩니다 . 모든 패치는 Cisco 에서
또는 Cisco Systems 의 지시가 있을 경우 OS 공급업체에서 다운로드하고 패치 설치 프로세스에 따
라 적용해야 합니다 .
기본 설치에 제공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OS 를 차단하도록 보안 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OS 강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보안 경고를 수신하려면 Cisco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
https://www.cisco.com/go/support/

배포 예
이 섹션에서는 로비 전화와 방화벽 배포에 대한 보안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치의 예를 제시합
니다 . 이러한 유형과 유사한 배포에 적용될 적절한 보안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로비 전화 예
이 섹션의 예는 로비 구역과 같이 물리적 보안성이 낮은 구역에서 사용할 전화와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보여 줍니다 . 이 예에 나오는 기능은 로비 전화용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 보안 정책에 더 강화된 보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예에 나열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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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의 PC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전화기의 뒷면에 있는 CP 포트
를 비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 전화기의 PC 포트 , 4−26 페이지 참조 ). 또
한 잠재적인 공격자가 로비 전화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볼 수 없도록 전화기의 설정 페이
지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액세스 설정 , 4−28 페이지 참조 ). 전화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없도
록 하는 경우의 단점은 일반적으로 로비 전화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로비 전화를 이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 전화에 대해 정적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적 IP 주소를 사용하면 공격자가 전화 플러그를 뽑았다가 다시 꽂아도 새로운 IP 주소를 얻지
못합니다 (IP 주소 지정 , 4−4 페이지 참조 ). 또한 전화기의 플러그를 뽑은 경우 포트 상태가 변경
되므로 전화기가 더 이상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로비 전화 포트에서 간단히 이 이벤
트만 추적해도 누군가가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시도 중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전화에 대해 정적 포트 보안을 사용하고 MAC 주소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공격자가 전
화기의 MAC 주소를 알아낼 수 있더라도 자신의 MAC 주소를 전화기의 MAC 주소로 변경해야 함
을 의미합니다 . 동적 포트 보안에서는 MAC 주소를 설정하기 위해 무제한 타이머를 함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MAC 주소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고 나면 전화
를 교체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MAC 주소를 지우기 위해 스위치 포트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
다 . MAC 주소는 전화 하단의 레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 MAC 주소 표시가 보안 문제로 간주될 경
우 이 레이블을 제거하고 "Lobby Phone" 레이블을 부착하여 장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 스위치
포트 , 4−6 페이지 참조 )
단일 VLAN 을 사용하고 포트에서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를 비활성화하여 공격자가 이더
넷 포트에서 연결된 해당 포트나 스위치에 대해 어떤 정보도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스위치에 전화에 E911 비상 통화용 CDP 항목이 없으므로 , 각 로비 전화에는 비상 번호로 전화를
걸 때 로컬 보안에 대한 레이블이나 정보 메시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
포트에 DHCP 가 없으므로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에 정적 항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DHCP
스누핑 : 악성 DHCP 서버 공격 방지 , 4−8 페이지 참조 ).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에 정적 항목
항목이 있으면 VLAN 에서 동적 ARP 검사를 활성화하여 공격자가 네트워크의 계층 2 인접 영역 중
하나에 대해 다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동적 ARP 검사 요구 사항 , 4−11 페
이지 참조 ).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에 정적 항목이 있으면 IP Source Guard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격
자가 MAC 주소와 IP 주소를 얻은 다음 패킷 송신을 시작할 경우 IP 주소가 올바른 패킷만 보낼 수
있습니다 .
전화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포트와 IP 주소만 허용하도록 VLAN ACL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VLAN 액세스 제어 목록 , 4−32 페이지 참조 ). 다음 예에는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액세스를 제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층 2 의 포트나 첫 번째 계층 3 장치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작은 ACL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우터 액세스 제어 목록 , 4−32 페이지 참조 ). 이 예는 로비 구역에 사용되는
Cisco 7960 IP Phone 에 기초하며 전화에 대한 대기 음악이나 전화를 통한 HTTP 액세스 기능이 사
용되지 않습니다 .

방화벽 배포 예 ( 중앙 집중식 배포 )
이 섹션의 예는 방화벽에 뒤에 Unified CM 을 설치하고 이러한 방화벽을 데이터 센터 안에 배포하
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그림 4−16 참조 ). 이 예에서는 Unified CM 이 중앙 집중식으로 배포되어
방화벽 외부에 있는 모든 전화기가 단일 클러스터 안에 포함됩니다 . 회사 데이터 센터 안에 라우
팅 모드로 구성된 방화벽에 이미 이 배포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이트웨이 배치를 결
정하기 전에 부하가 검토된 셈입니다 . 방화벽의 평균 부하를 검토한 후 방화벽을 60% 이하의 CPU
부하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RTP 스트림이 방화벽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게
이트웨이 주변에 방화벽 설치 , 4−39 페이지 참조 ). 게이트웨이가 방화벽 외부에 배치되어 있으므
로 네트워크 내 ACL 이 Unified CM 에서 게이트웨이와 주고받는 TCP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 전화기의 IP 주소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에는 전화기의 RTP 스트림
을 제어하기 위한 ACL 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IP 주소 지정 , 4−4 페이지 참조 ). 음성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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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서버가 DMZ(Demilitarized Zone) 안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방화벽에서 ACL 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서 네트워크 사용자로 송 / 수신되는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 이 구성은 검사를 사용하여 방화
벽을 통과하는 RTP 스트림의 양을 제한하므로 새 음성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네트워크에 추가될 때
방화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
그림 4-16

방화벽 배포 예
Data
Center
Cisco Unified CM

Access
IP

M

IP
M

M

M

M

DMZ
Voice
Gateways

V
V

IP
IP

PSTN

148996

Voice
Applications

결론
네트워크 내에서 음성 및 비디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보안 기능 중에는 이 장
에 설명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여기에 제시된 기술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내에서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 한편 , 전체 네트워크 내 데이터
에 필요한 보안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도구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안 방
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 네트워크 내 보안 수준이 높을수록 복잡성과 문제 해결 수준도 그만
큼 높아집니다 . 조직의 위험과 요구 사항을 모두 정의하고 나서 네트워크 내부와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에 대해 적절한 보안을 적용하는 것은 각 조직에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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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게이트웨이는 협업 엔드포인트 네트워크를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레거시
PBX 또는 외부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음성 및 비디오 게이트웨이의
범위는 기본급 독립 실행형 플랫폼에서 고급 다기능 통합 라우터 , 섀시 기반 시스템 및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에까지 이릅니다 .
이 장에서는 음성 및 비디오 네트워크에 적절한 프로토콜과 기능 지원을 제공할 Cisco 게이트웨이
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장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isco 게이트웨이의 유형 , 5−1 페이지

•

Cisco TDM 및 직렬 게이트웨이 , 5−2 페이지

•

비디오 텔레포니용 게이트웨이 , 5−11 페이지

•

IP Gateways, 5−15 페이지

•

게이트웨이용 모범 사례 , 5−33 페이지

•

팩스 및 모뎀 지원 , 5−38 페이지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5−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5-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Cisco Expressway 의 부분 업데이트

Cisco Expressway, 5−17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Cisco 게이트웨이의 유형
약 2006 년까지 내부 음성 및 비디오 네트워크를 엔터프라이즈 외부 서비스에 연결하는 유일한 방
법은 일반 PSTN 에 대한 TDM 또는 직렬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 Cisco 는 PSTN 뿐
만 아니라 , PBX 및 외부 시스템에 아날로그 및 디지털 연결 방식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TDM 및 직
렬 게이트웨이를 제공합니다 . TDM 연결은 다양한 저밀도 아날로그 (FXS 및 FXO), 저밀도 디지털
(BRI) 및 고밀도 디지털 (T1, E1 및 T3)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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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경부터 ,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새로운 음성 및 영상 서비스 옵션을
종종 SIP 트렁크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PSTN 및 엔터프라이즈 외부의 다른 대상
에 연결하는 데 SIP 트렁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엔터프라이즈의 네트워크 에지에서 IP−to−IP 연결
을 포함합니다 . 기존에는 TDM 또는 직렬 게이트웨이가 수행하던 기능들이 이 상호 연결 지점에
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구획 설정 , 통화 허용 제어 , QoS( 서비스 품질 ), 문제 해결 경
계 , 보안 검사 등이 이러한 기능에 포함됩니다 . 음성 및 영상 SIP 트렁크 연결의 경우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및 Cisco Expressway 시리즈가 기업체와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연결 지점 역할을 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이 장에서는 Cisco TDM 와 직렬 게이트웨이 플랫폼 및 Cisco Expressway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
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합니다 .

Cisco TDM 및 직렬 게이트웨이
Cisco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외부 전기 통신 장치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Cisco TDM 게이트웨이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두 유형 모
두 음성 통화를 지원하지만 , 영상은 디지털 게이트웨이만 지원합니다 .

Cisco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Cisco 아날로그 게이트웨이에는 스테이션 게이트웨이와 트렁크 게이트웨이 , 두 가지 범주가 있습
니다 .
•

아날로그 스테이션 게이트웨이
아날로그 스테이션 게이트웨이는 Unified CM 을 POTS( 기존 전화 서비스 ) 아날로그 전화 ,
IVR( 대화형 음성 응답 ) 시스템 , 팩스 머신 및 음성 메일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 스테이션 게
이트웨이는 FXS(Foreign Exchange Station) 포트를 제공합니다 .

•

아날로그 트렁크 게이트웨이
아날로그 트렁크 게이트웨이는 Unified CM 을 PSTN 중앙 사무실 (CO) 또는 PBX 트렁크에 연
결합니다 . 아날로그 트렁크 게이트웨이는 PSTN, PBX 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용
FXO( 이종 교환국 ) 포트와 레거시 PBX 에 대한 아날로그 트렁크 연결용 E&M(recEive and
transMit 또는 귀와 입 ) 포트를 제공합니다 . PSTN 연결에 아날로그 DID(Direct Inward Dialing)
및 CAMA(Centralized Automatic Message Accounting)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를 다음 제품 및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Cisco Analog Voice Gateways VG204XM 및 VG300 시리즈 (VG310, VG320, VG350) 모두 SCCP
를 지원합니다 .

•

적절한 PVDM 및 서비스 모듈 또는 카드를 포함하는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2(ISR G2) 2900, 3900, 3900E 및 4000 시리즈 (4300 및 4400) ISR 4000 시리즈에서 활
용하는 PVDM4s 에서는 현재 비디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Cisco ATA(Analog Telephone Adapter) 190(SIP 만 해당 ) 에서는 ATA188 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

Cisco 디지털 트렁크 게이트웨이
Cisco 디지털 트렁크 게이트웨이는 Unified CM 을 PSTN 에 연결하거나 PRI(Primary Rate
Interface), BRI(Basic Rate Interface), 직렬 인터페이스 (V.35, RS−449 및 EIA−530) 또는 T1
CAS(Channel Associated Signaling) 와 같은 디지털 트렁크를 통해 PBX 에 연결합니다 . 영상 및 음
성 전용 통화 모두에 디지털 T1 PRI 및 BRI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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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디지털 트렁크 게이트웨이를 다음 제품 및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2(ISR G2) 1900, 2900, 3900, 3900E, 4300 및 4400
시리즈 ( 적절한 PVDM 및 서비스 모듈 또는 카드 포함 )

•

Cisco TelePresence ISDN GW 3241 및 MSE 8321

•

Cisco TelePresence Serial GW 3340 및 MSE 8330

Cisco TelePresence ISDN 링크
Cisco TelePresence ISDN 링크는 Cisco TelePresence EX, MX, SX 및 C 시리즈 엔드포인트를 지원하
는 실내 ISDN 및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소형 어플라이언스입니다 . 일반 음성 및 비디오 게이
트웨이는 많은 엔드포인트에 IP 네트워크와 PSTN 간 연결을 제공하는 공유 리소스인 반면 , 각
Cisco ISDN 링크는 단일 Cisco 엔드포인트와 페어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
용할 수 있는 Cisco TelePresence ISDN 링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504/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TDM 게이트웨이 선택
음성 및 비디오 네트워크를 위한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화 제어를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 5−3 페이지

•

핵심 기능 요구사항 , 5−5 페이지

통화 제어를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다음 IP 프로토콜을 지
원합니다 .
•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H.323

•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Cisco Expressway 시리즈 및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는 게이트웨이
에 대한 다음 IP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H.323

SIP 는 전체 Cisco 협업 솔루션 및 새 음성 및 영상 제품 방향과 맞춰지므로 권장되는 통화 신호 프
로토콜입니다 . 그러나 , 프로토콜 선택은 사이트 특정 요구사항 및 현재 설치된 장비층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배포는 게이트웨이 하드웨어에 의해 제한되거나 특정 기능에 대한 다른 신
호 처리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네트워크 내 특정 Cisco 비디오 게이트웨이 배치는 기존 통화 제어 아키텍처에 따라 달
라집니다 . Cisco ISDN 과 직렬 게이트웨이 모두 영상 통화에 최적화되고 초기에 Cisco VCS 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Serial Gateway 8330 및 3340 플랫폼은 그림 5−1
에 나타난 대로 , H.323 을 사용하여 Cisco VCS 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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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게이트웨이

Cisco VCS 에 등록된 Cisco TelePresence Serial Gateway

Uniﬁed CM

Serial
Gateway

VCS

PSTN
SIP
H.323
348975

TDM
Serial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8321 및 3241 은 버전 2.2 부터 SIP 를 지원합니다 . Cisco 8321 및
3241 게이트웨이는 H.323 을 사용하여 VCS 에 등록하거나 ( 그림 5−2 참조 ) SI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직접 트렁킹 ( 그림 5−3 참조 ) 할 수 있습니다 .
그림 5-2

Cisco VCS 에 트렁킹된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Uniﬁed CM

ISDN
Gateway

VCS

PSTN
SIP

TDM
Serial

348896

H.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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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Cisco Unified CM 에 등록된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Uniﬁed CM

ISDN
Gateway

PSTN
SIP
H.323
348897

TDM
Serial

뿐만 아니라 , 사용 중인 Unified CM 배포 모델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 (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 참조 )

핵심 기능 요구사항
오디오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게이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 요구사항을 충
족해야 합니다 .
•

DTMF 릴레이 , 5−5 페이지

•

보조 서비스 , 5−6 페이지
보조 서비스는 보류 , 호전환 및 전화회의와 같은 기본 텔레포니 기능입니다 .

•

Unified CM 중복성 , 5−9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는 고가용성을 위해 분산형 모델에 기반합니다 . Unified CM 클
러스터가 Unified CM 중복을 제공합니다 . 게이트웨이는 기본 Unified CM 이 실패할 경우 보조
Unified CM 으로 " 리홈 (re−home)" 하는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일부 게이트웨이는 Cisco
VCS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게이트웨이는 기본 Cisco VCS 가 실패할 경우 보조로 "
리홈 " 하는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

게이트웨이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여 엔터프라이즈 배포를 위해 선택하는 게이트웨이가 앞선 핵심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뿐만 아니라 , 모든 협업 구현에는 아날로그 또는 디
지털 액세스 , DID 및 용량 요구사항과 같은 자체 사이트 특정 기능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DTMF 릴레이
DTMF(Dual−Tone Multifrequency) 는 신호를 위해 음성 대역 내 특정 주파수 쌍을 사용하는 신호 처
리 방법입니다 . 64kbps 펄스 부호 변조 (PCM) 음성 채널은 어려움 없이 이러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음성 압축을 위해 낮은 비트 레이트 코덱을 사용할 때 DTMF 신호가 유실되거
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IP 인프라 상에서 DTMF 신호음을 전달하는 대역 외 신호 처리 방
법은 이러한 코덱 유도 증상에 대한 품격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SCCP 게이트웨이

Cisco VG300 시리즈는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포트 2002 를 사용하여 대역 외 DTMF
신호를 전달합니다 . 대역 외 DTMF 는 VG310, VG320 및 VG350 에 대한 기본 게이트웨이 구성 모
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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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4000 시리즈 제품과 같은 H.323 게이트웨이는 대역 외 DTMF 신호를 교환하기 위해 향상된
H.245 기능을 사용하여 Unified CM 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4000 시리즈 게이트웨이의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및 다이얼 피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dtmf−relay 명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MGCP 게이트웨이

Cisco IOS 기반 플랫폼은 Unified CM 통신을 위해 MGCP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GCP 내에서 프
로토콜은 패키지의 개념입니다 . MGCP 게이트웨이는 시작 시 DTMF 패키지를 로드합니다 .
MGCP 게이트웨이는 제어 채널을 통해 기호를 전달하여 이것이 수신하는 DTMF 신호음을 나타냅
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이 이러한 신호를 해석하고 대역 외 DTMF 신호로 신호 처리 엔드포
인트로 전달합니다 .
게이트웨이 CLI 명령을 사용하여 DTMF 에 사용되는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mgcp dtmf−relay voip codec all mode {DTMF method}
참고

대역 내 DTMF 만 광고하도록 MGCP 게이트웨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대역 내 DTMF 릴레이를
활성화할 때 , MGCP 게이트웨이는 대역 내 및 대역 외 (OOB) DTMF 방법을 모두 광고합니다 .
Unified CM 은 선택될 방법을 결정하고 MGCP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에 알립니다 . 두
엔드포인트가 모두 MGCP 인 경우 , 대역 내 DTMF 를 활성화한 후에는 양측이 모두 대역 내 및
OOB DTMF 방법을 Unified CM 에 광고하므로 , DTMF 릴레이에 대해 대역 내 방법을 호출하는 기
능이 없습니다 . 엔드포인트에서 대역 내 및 OOB 기능을 지원할 경우 Unified CM 은 항상 OOB 를
선택합니다 .
SIP 게이트웨이

Cisco IOS 및 ISDN 게이트웨이는 Unified CM 통신을 위해 SIP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은
DTMF 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지만 , Unified CM 와 통신하는 데 다음 방법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

NTE(Named Telephony Events) 또는 RFC 2833

•

UN( 요청하지 않은 SIP 알림 ) (Cisco IOS 게이트웨이만 )

•

KPML(Key Press Markup Language)

각 다이얼 피어 아래 게이트웨이 CLI 명령 dtmf−relay 를 사용하여 DTMF 에 사용되는 방법을
Cisco IOS 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ISDN 게이트웨이에서는 DTMF 에 대해 KPML 및
RFC 2833 을 지원합니다 .
DTMF 방법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P 트렁크를 통한 통화 , 7−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보조 서비스
보조 서비스는 보류 , 호전환 및 전화회의와 같은 사용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들은 기본 텔레포
니 기능으로 간주되고 영상 통화에서보다 음성 통화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
SCCP 게이트웨이

Cisco SCCP 게이트웨이는 전체 보조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 SCCP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
대 Unified CM 신호 처리 채널 및 SCCP 를 사용하여 통화 제어 매개 변수를 교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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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3v2 는 Open/Close LogicalChannel 및 emptyCapabilitySet 기능을 구현합니다 . H.323 의
H.323v2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MTP 가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 트랜스코더는 통화 중 필요한 경우 동적으로 할당되어 WAN 상에서 G.729 스트림을 유지보수하
면서 G.711 전용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sco IOS 게이트웨이와 IP 엔드포인트 간에 Unified CM 을 H.323 프록시로 사용하여 H.323v2 통
화가 설정되면 엔드포인트에서 베어러 연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RTP) 스트림은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바로 엔드포인트에 연결되므로 , 지원되는 미디어 코덱
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그림 5−4 및 다음 단계에서는 두 IP 전화기 간의 통화 호전환을 설명합니다 .
1.

IP Phone 1 이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Phone 2 로 통화를 호전환하려는 경우 SCCP 를 사용하
여 Unified CM 에 호전환 요청을 발행합니다 .

2.

Unified CM 은 이 요청을 H.323v2 CloseLogicalChannel 요청으로 변환하여 해당 SessionID 에 대
한 Cisco IOS 게이트웨이로 전송합니다 .

3.

Cisco IOS 게이트웨이는 Phone 1 에 대한 RTP 채널을 닫습니다 .

4.

Unified CM 은 SCCP 를 사용하여 요청을 Phone 2 로 발행하여 Cisco IOS 게이트웨이에 RTP 연
결을 설정합니다 . 동시에 Unified CM 은 새 대상 매개 변수를 사용하되 , 동일한 SessionID 를
사용하여 OpenLogicalChannel 요청을 Cisco IOS 게이트웨이로 발행합니다 .

5.

Cisco IOS 게이트웨이가 요청을 확인하면 , RTP 음성 베어러 채널이 Phone 2 와 Cisco IOS 게이
트웨이 간에 설정됩니다 .

그림 5-4

H.323 게이트웨이 보조 서비스 지원

Cisco Uniﬁed CM
Step 1
Step 2
Phone 1

PSTN
H.323
gateway

Phone 2

Cisco Uniﬁed CM

Step 3
Phone 1

Phone 2

×

Step 4

PSTN
H.323
gateway

Step 5
Voice/RTP path

348898

H.323
S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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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 게이트웨이

MGCP 게이트웨이는 MGCP 프로토콜을 통해 보류 , 호전환 및 전화회의 기능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 MGCP 는 모든 세션 지능을 제어하는 Unified CM 을 포함한 마스터 / 슬레이브 프로
토콜이므로 , Unified CM 이 쉽게 MGCP 게이트웨이 음성 연결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IP 텔레포
니 엔드포인트 ( 예 : IP 전화기 ) 에서 세션을 수정해야 할 경우 ( 예 : 통화를 다른 엔드포인트로 호
전환 ) 엔드포인트는 SCC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알립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은 MGCP
UDP(User Datagram Protocol) 제어 연결을 사용하여 MGCP 게이트웨이에 알려 세션 ID 와 연결된
현재 RTP 스트림을 종료하고 새 엔드포인트 정보로 새 미디어 세션을 시작합니다 . 그림 5−5 에서
는 MGCP 게이트웨이 , 엔드포인트 및 Unified CM 간에 교환된 프로토콜을 설명합니다 .
그림 5-5

MGCP 게이트웨이 보조 서비스 지원

Cisco Uniﬁed CM

Phone 1

PSTN
M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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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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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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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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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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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게이트웨이

Cisco SIP 게이트웨이에 대한 Unified CM SIP 트렁크 인터페이스는 보류 , 블라인드 호전환 및 자
동 호전환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보조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INVITE 및 REFER 과 같
은 SIP 방법을 통해 얻습니다 . 또한 보조 서비스가 작동하려면 해당 SIP 게이트웨이가 이러한 방
법을 지원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스템 설명서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

Cisco IOS SIP 구성 설명서
https://www.cisco.com/c/en/us/td/docs/ios−xml/ios/voice/sip/configuration/15−mt/sip−config−15−
mt−book.html

•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설명서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44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Unified CM 중복성
협업 솔루션 아키텍처의 핵심은 값비싸고 독점적인 기존의 PBX 시스템을 대체할 저렴한 분산형
PC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이 분산 설계는 이 자체가 클러스터링된 Unified CM 의 견
고한 내결함성 아키텍처로 만들어줍니다 . 가장 단순한 형태 (2 시스템 클러스터 ) 에서도 , 보조
Unified CM 이 처음에 기본 Unified CM 에서 관리하는 모든 게이트웨이의 제어를 넘겨받을 수 있
습니다 .
SCCP 게이트웨이

부팅 시 Cisco VG310, VG320 및 VG350 게이트웨이가 Unified CM 서버 정보와 함께 구축됩니다 .
이러한 게이트웨이가 초기화될 때 Unified CM 목록이 게이트웨이로 다운로드됩니다 . 이 목록은
기본 Unified CM 과 보조 Unified CM 으로 우선순위가 지정됩니다 . 기본 Unified CM 에 연결할 수
없을 경우 , 게이트웨이는 보조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WAN 링크 실패에 대한 H.323 VoIP 통화 보존

WAN 링크 실패에 대한 H.323 통화 보존 기능이 향상되어 라우팅된 신호 처리를 제공하는 게이트
키퍼 또는 연결된 두 통화자 간에 신호 처리를 중개하는 통화 에이전트 ( 예 : Cisco Unified CM) 같
이 상대 엔드포인트와는 다른 엔티티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H.323 토폴로지에 대한 연결을 유지합
니다 . 통화 보존은 게이트웨이와 다른 엔드포인트가 동일한 사이트에 있지만 통화 에이전트가 원
격이어서 연결 실패를 자주 경험할 때 유용합니다 .
H.323 통화 보존은 다음 유형의 실패 및 연결에 적용됩니다 .
실패 유형 :
•

WAN 링크 플랩핑 또는 성능 저하된 WAN 링크를 포함하는 WAN 실패 .

•

Cisco Unified CM 소프트웨어 실패 ( 예 : ccm.exe 서비스가 Unified CM 서버에서 작동 중단되
는 경우 )

•

LAN 연결 실패 . 지역 분기에서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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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유형 :
•

다음 조건에서 두 Cisco Unified CM 제어 엔드포인트 간의 통화 :
– Unified CM 다시 로드 도중 .
– 하나 또는 두 엔드포인트 모두와 Unified CM 간에 H.225.0 또는 H.245 메시지를 신호 처리

하는 데 사용된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결이 끊기거나 불안정할 때 .

– 한 클러스터에서 서로 다른 Unified CM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가 연결이 끊겼거나 두

Unified CM 간의 TCP 연결이 끊긴 경우 .

– 동일한 사이트에서 IP 전화기와 PSTN 간일 때 .
•

Cisco IOS 게이트웨이와 소프트스위치로 제어되는 엔드포인트 간 통화 . 여기서 신호 처리
(H.225.0, H.245 또는 둘 다 ) 는 게이트웨이와 소프트스위치 간에 흐르고 미디어는 게이트웨이
와 엔드포인트 간에 흐릅니다 .
– 소프트스위치가 다시 로드될 때 .
– 게이트웨이와 소프트스위치 간의 H.225.0 또는 H.245 TCP 연결이 끊기고 소프트스위치가

엔드포인트의 통화를 지우지 않을 때 .

– 소프트스위치와 엔드포인트 간의 H.225.0 또는 H.245 TCP 연결이 끊기고 소프트스위치가

게이트웨이의 통화를 지우지 않을 때 .

•

나머지 네트워크와 연결을 다시 로드하거나 끊은 미디어 흐름 중심 모드에서 실행 중인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와 관련된 통화 흐름 .

미디어가 보존된 후 , 어느 한 쪽이 전화를 끊거나 미디어 비활성이 탐지될 때 통화는 나중에 취소
됩니다 . 미디어 서버에서 음악 스트리밍과 같은 시스템 생성 미디어 스트림이 있을 경우에는 미디
어 비활성이 탐지되지 않아 계속 통화 중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통화는 보존되지 않음을
게이트웨이에 나타냄으로써 Cisco Unified CM 이 이러한 조건을 해결하지만 , 타사 장치 또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이 기능에 대해 플랩핑 (Flapping) 은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IP 연결 끊김으로 정의되며 , WAN 또는
LAN 실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Cisco IOS 게이트웨이와 Cisco Unified CM 간의 H.323 통화는 플
랩핑이 발생할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TCP 연결이 끊겼음을 탐지할 때 통화를 지
우고 H.225.0 릴리스 완료 또는 H.245 세션 종료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 TCP FIN 을 보내어 통화에
사용된 TCP 소켓을 닫습니다 . 이것을 조용한 청소라고 합니다 . Unified CM 에서 보낸 TCP FIN 은
네트워크가 잠깐 동안 시작될 경우 게이트웨이에 도달할 수 있으며 , 게이트웨이가 통화를 취소합
니다 . TCP FIN 이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 게이트웨이에서 보낸 TCP 킵 얼라이브는
네트워크가 시작될 때 Unified CM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이미 TCP 연결을 닫았으
므로 킵 얼라이브에 대한 응답으로 TCP RST 메시지를 보냅니다 . 게이트웨이는 RST 메시지를 수
신할 경우 H.323 통화를 취소합니다 .
WAN 링크 실패에 대한 H.323 통화 보존 개선 기능의 구성은 call preserve 명령 구성을 포함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 매개 변수 창에서 피어에 H.323 통화 보존 허용 (Allow
Peer to Preserve H.323 Calls) 매개 변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call preserve 명령을 사용하면 게이트웨이가 활성 통화에 대한 H.225.0 또는 H.245 연결의 소켓 폐
쇄 또는 소켓 오류를 무시하므로 , 이러한 연결을 사용하는 통화를 취소하지 않고 소켓을 닫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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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 게이트웨이

MGCP 게이트웨이에는 기본 Unified CM 과의 통신이 유실될 경우 보조 Unified CM 으로 장애 조
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 장애 조치가 발생할 때 활성 통화는 보존됩니다 .
MGCP 게이트웨이 구성 파일 내에서 기본 Unified CM 은 call−agent <hostname> 명령을 사용하여
식별되고 보조 Unified CM 목록은 ccm−manager redundant−host 명령을 사용하여 추가됩니다 .
기본 Unified CM 을 포함한 킵 얼라이브는 MGCP 애플리케이션 수준 킵 얼라이브 메커니즘을 통
하므로 , MGCP 게이트웨이는 빈 MGCP 알림 (NTFY)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보내고 확인을 기
다립니다 . 백업 Unified CM 을 포함한 킵 얼라이브는 TCP 킵 얼라이브 메커니즘을 통합니다 .
기본 Unified CM 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MGCP 게이트웨이는 " 리홈 (re−home)" 되거나
다시 원래 Unified CM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 리홈잉은 즉시 발생하거나 , 구성 가능한 시간
후 또는 연결된 세션이 모두 릴리스되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IP 게이트웨이

Cisco IOS SIP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중복을 H.323 과 유사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 SIP 게이트웨
이가 기본 Unified CM 에 연결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더 높은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다른 다이얼
피어 명령문 아래에 정의된 두 번째 Unified CM 을 시도합니다 .
기본적으로 Cisco IOS SIP 게이트웨이는 SIP INVITE 요청을 다이얼 피어 아래에 구성된
Unified CM IP 주소로 6 번 전송합니다 . SIP 게이트웨이가 해당 Unified CM 에서 응답을 수신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다른 다이얼 피어 아래에 구성된 Unified CM 에 연결을 시
도합니다 .
Cisco IOS SIP 게이트웨이는 500 ms 동안 INVITE 에 대한 SIP 100 응답을 기다립니다 . 기본적으로
Cisco IOS SIP 게이트웨이가 백업 Unified CM 에 도달하는 데는 최대 3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
retry invite <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sip−ua 구성 아래 SIP INVITE 재시도 횟수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sip−ua 구성 아래 timers trying <time>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IOS SIP 게이트웨이
가 SIP INVITE 요청에 대한 SIP 100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백업 Unified CM 으로 장애 조치 속도를 높이는 한 가지 다른 방법은 dial−peer 명령문 아래에
monitor probe icmp−ping 명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 Unified CM 이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에코 메시지 (ping) 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이얼 피어가 종료됩니다 . 이 명령은
Unified CM 에 연결할 수 없을 때만 유용합니다 . 10 초마다 ICMP 에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Cisco ISDN 게이트웨이는 Unified CM 릴리스 9.0 및 ISDN Gateway 릴리스 2.2 이후부터 SIP 트렁
크를 통해 Unified CM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ISDN 게이트웨이 SIP 구성은 IP 주소 , 호스트 이름
, DNS A 레코드 또는 아웃바운드 SIP 연결을 위한 DNS SRV 레코드 입력으로 구성됩니다 . 중복은
적절한 가중치와 우선 순위를 가진 DNS SRV 레코드를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기본 Unified CM 이 실패할 경우 ISDN 게이트웨이가 아웃바운드 SIP 통화를 보조 Unified CM 으
로 보냅니다 .

비디오 텔레포니용 게이트웨이
비디오 게이트웨이는 영상 통화를 IP 텔레포니 네트워크 또는 PSTN 으로 종결시킵니다 . 비디오
게이트웨이는 영상을 지원하는 ISDN 또는 직렬 링크와 상호 작용 하고 H.323 또는 SIP 와 같은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해당 통화를 IP 네트워크의 영상 통화로 변화해야 하므로 음성 게이트웨이와
다릅니다 . 엔터프라이즈는 음성 통화 및 영상 통화에 대해 개별 게이트웨이를 고려하거나 , 음성
및 영상 통화를 모두 라우팅하는 통합 게이트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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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에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거나 , 음성 및 영상 통화를 둘 다 라
우팅하는 통합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다이얼 플랜 — 엔터프라이즈가 비디오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다이얼 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영상 통화 사용자 — 기업체에 영상보다는 주로 음성을 선호하는 사용자가 대다수인 경우 ,
Cisco 에서는 영상 통화 사용자를 서비스하기 위해 별도의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위치 — 엔터프라이즈에 많은 위치에서 비디오 사용자를 둔 분산된 위치가 많으면 통합 게이
트웨이를 사용하여 총 소유 비용 (TCO) 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

비디오 IVR, 무인 자동 교환 및 트렁크 간 본딩과 같은 추가 비디오 기능 — 전용 비디오 게이
트웨이는 통합 게이트웨이가 지원하지 않는 고급 기능을 지원합니다 .

•

프로토콜 —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은 엔터프라이즈 정책 및 표준에 부합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

•

장치 관리 — 유지보수 , 관리 및 문제 해결의 쉬움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 전용 게이트
웨이는 관리 및 구성을 위해 더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를 제공하는 반면 , 통합 게이트
웨이는 더 좋은 문제 해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이러한 요인들은 각 제품에 따라 달
라집니다 .

전용 비디오 게이트웨이
음성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음성 인프라를 가지는 엔터프라이즈는 전용 비디오 게이트웨
이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PSTN 에 영상 통화를 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
니다 . Cisco ISDN 게이트웨이 및 직렬 게이트웨이가 전용 비디오 게이트웨이의 예입니다 . 이러한
제품이 음성 전용 통화를 지원하더라도 , 이들은 비디오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설계되었습
니다 . 이들은 광범위한 비디오 중심 프로토콜 및 기능을 지원합니다 .
그림 5−6 에서는 음성 게이트웨이에 기존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Unified CM 사용자가 PSTN 에
음성 및 영상 통화를 걸 수 있도록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배포를 나타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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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음성 및 IP 비디오 텔레포니에 개별 PSTN 회선을 사용하는 Unified C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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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34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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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비디오 게이트웨이는 영상 통화에 탁월하지만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텔레포니
기능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Cisco 비디오 게이트웨이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직렬 게이트웨이는 IP 연결을 위해 H.323 만 지원합니다 .

•

ISDN 게이트웨이는 IP 연결을 위해 H.323 및 SIP( 릴리스 2.2 부터 ) 를 지원합니다 .

•

이들은 T1/E1−PRI, BRI, V.35, RS−449 및 EIA−530 을 지원합니다 .

•

이들은 H.261, H.263, H.263+ 및 H.264 비디오 코덱을 지원합니다 .

•

이들은 G.711, G.722, G.722.1 및 G.728 을 지원하지만 , G.729 오디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이들은 H.320, H.233, H.234, H.235 (AES), H.239, H.221, FTP, RTP, HTTP, HTTPS, DHCP, SNMP
및 NTP 를 지원합니다 .

제품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 Cisco TDM 및 직렬 게이트웨이는 Cisco 음성 게이트웨이의 대체로 권
장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는 통신 환경에 비디오를 추가하려는 IP 텔레포니 고객은 두 가지 유형의
게이트웨이를 모두 배포하고 모든 음성 통화에 Cisco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영상 통화에만
Cisco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고객은 배포된 Cisco 게이트웨이의 모델에 따
라 , PSTN 서비스 공급업체에게서 음성 및 영상에 대한 개별 회로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톨바이패스 (toll bypass) 제공 목적을 위해 IP 네트워크 상에서 원격 게이트웨이로 통화를 라
우팅하는 방식과 IP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를 완료하기에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
우 PSTN 상에서 통화를 다시 라우팅하는 방식을 고려하십시오 . 보다 구체적인 질문은 , 영상 통화
용으로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을 호출하고자 하는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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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비디오 게이트웨이
권장되지는 않지만 , 엔터프라이즈는 음성 및 비디오 게이트웨이 기능을 위한 통합 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더 적은 수의 장치를 관리하고 다이얼 플랜을 단순화하는 이점을 엔터프라이
즈에 제공합니다 . 게이트웨이는 통화가 음성일 경우 전화를 음성 통화로 , 영상일 경우 영상 통화
로 처리합니다 .
Cisco IOS, ISDN 및 직렬 비디오 게이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

H.323 및 SIP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직렬 게이트웨이는 제외함 . 이것은 H.323 만 지원함 )

•

H.261, H.263, H.263+ 및 H.264 비디오 코덱을 지원합니다 .

•

광범위한 착신 및 발신 통화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

•

광범위한 로깅 및 문제 해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IOS, ISDN 및 직렬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배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적용됩니다 .
•

추가 영상 통화를 위해 PSTN 링크에 필요한 용량을 고려하십시오 .

•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과 같은 콘텐츠 공유를 사용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과 IP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추가 대역폭을 고려하십시오 .

•

사용자가 게이트웨이가 지원해야 하는 전화회의에 사용되는 원단 카메라 제어나 DTMF 와 같
은 기능이 필요한 지를 고려하십시오 .

Unified CM 에서 비디오 게이트웨이 구성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로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ISDN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는 SIP 트렁크를 구성하고 ( 그림 5−3 에 나타나 있음 ), SIP 트렁크
를 가리키는 해당 Unified CM 경로 패턴을 추가합니다 .

•

Unified CM 에서 Cisco VCS 로 SIP 트렁크를 구성합니다 . H.323 을 사용하여 ISDN 게이트웨
이 ( 또는 이 경우 직렬 게이트웨이 ) 를 VCS 에 등록합니다 ( 그림 5−2 의 그림 참조 ).

Cisco TelePresence 직렬 게이트웨이는 직접 Unified CM 에 트렁크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Cisco VCS 에 등록한 후 , SIP 를 Unified CM 에 트렁크해야 합니다 .
어느 방법이든 , 목표는 Unified CM 이 통화 라우팅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에서 수신
한 모든 착신 전화를 Unified CM 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 Unified CM 과 VCS 간에 SIP 트렁
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통화 신호 타이머
H.320 본딩에 내재된 지연으로 인해 영상 통화는 음성 통화보다 완료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
니다 . Unified CM 의 여러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빨리 음성 통화를 처리하도록 조정되고 ,
이 때문에 영상 통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H.320 게이트웨이 통화를 지원하려면 다음
타이머의 기본값을 수정해야 합니다 .
•

H.245TCSTimeout

•

미디어 교환 인터페이스 기능 타이머

•

미디어 교환 타이머

Unified CM 관리의 서비스 매개 변수 아래에서 이러한 타이머를 수정하여 이들 각각을 25 로 증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들은 클러스터 범위의 서비스 매개 변수이므로 , 기존 Cisco 음성 게이트웨
이에 대한 영상 통화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장치에 대한 전화에 영향을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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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OS 음성 게이트웨이의 베어러 기능
H.323 통화는 H.225/Q.931 베어러 기능 정보 요소 (bearer−caps) 를 사용하여 걸고 있는 통화 유형
을 나타냅니다 . 음성 전용 통화는 bearer−caps 를 음성 또는 3.1KHz 오디오로 설정하는 한편 영상
통화는 bearer−caps 를 제한되지 않은 디지털 정보로 설정했습니다 . 일부 장치에서는 제한되지 않
은 디지털 정보 bearer−caps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장치로의 통화는 Unified CM 이 전화를
H.323 영상 통화로 시도할 경우 실패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다음 요인에 기반하여 설정할 bearer−caps 를 결정합니다 .
•

발신 및 / 또는 착신 전화 장치에 비디오 기능이 있는지 여부

•

Unified CM 의 범위가 이러한 장치 간의 전화에 대해 비디오를 허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Unified CM 은 영상 통화를 오디오로 재시도하는 기능을 지원하며 , 구성을 통해 이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bearer−caps 를 제한되지 않은 디지털로 설정하여 영상 통화를 걸
때 통화가 실패하면 Unified CM 이 bearer−caps 를 음성으로 설정하여 동일한 통화를 음성 통화로
재시도합니다 .
H.323 을 사용할 때 Cisco IOS 게이트웨이는 전화 설정에서 수신하는 베어러 기능에 기반하여 전
화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IP 를 사용할 때 게이트웨이는 통화 협상을 위해
ISDN 기능을 SDP 로 변환합니다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가 MGC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와 통신할 경우 Unified CM 은 MGCP 프
로토콜 스택에서 비디오를 지원하지 않고 , MGCP 모드에서는 Unified CM 이 PSTN 으로
D−Channel 신호 처리에 대해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IP Gateways
Cisco IP 게이트웨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5−15 페이지

•

Cisco Expressway, 5−17 페이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협업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직원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 기업에서 기업 내의 내부 통화와 외
부 PSTN 액세스 모두에 대해 IP 기반 Unified Communications 를 광범위하게 배포합니다 . 따라서
기업과 텔레포니 서비스 공급업체 모두가 Unified Communications 를 위해 TDM 기반 회로에서 IP
기반 트렁크로 마이그레이션하게 되었습니다 . IP 기반 텔레포니 트렁크의 핵심은 RFC 3261 기반
업계 표준 통신 프로토콜인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에 있으며 , 오디오 , 비디오 , 통합 메시
징 , 음성 메일 및 전화회의 등의 멀티미디어 통신 세션과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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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STN SIP 트렁크는 방화벽이 두 데이터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기업과 서
비스 공급업체 IP 네트워크 사이의 경계점 역할을 하는 기업의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에
서 종료됩니다 .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Enterprise 는 Cisco 의 SBC 제품이며 , 다음을
제공하여 기업을 위한 리치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
•

세션 제어 — 통화 허용 제어 , 트렁크 라우팅 , QoS, 통계 , 대금 청구 , 중복성 , 확장성 , 오디오
품질 모니터링

•

보안 — 암호화 , 인증 , 등록 , SIP 보호 , 음성 정책 , 요금 사기 방지 , TDoS( 텔레포니 서비스 거
부 ) 공격 보호

•

상호 연결 — 다양한 SIP 및 H323 스택 상호 운용성 , sip 정규화 , dtmf, 트랜스코딩 , 변환 , 코덱
필터링

•

구분 — 결함 격리 , 토폴로지 및 주소 숨기기 , L5/L7 프로토콜 구분 , 네트워크 경계

CUBE 에서는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 및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 전체에서 SIP 를 통해 IP 트래픽
을 전달할 때 상호 운용성 , 보안 및 서비스 보장을 위한 필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 CUBE 는
B2BUA(Back−to−Back User Agent) 이며 , Cisco ISR G2 800 시리즈 플랫폼의 Cisco IOS 인프라 ,
ASR 1000 시리즈용 Cisco IOS−XE, Cisco ISR 4000 시리즈 및 Cisco CSR(Cloud Services Router)
1000V 시리즈의 CUBE( 가상 CUBE 또는 vCUBE) 의 일부입니다 . 그림 5−7 에서는 엔터프라이즈
CUBE 배포를 보여줍니다 .
그림 5-7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배포

Uniﬁed CM

TDM Backup
(Not available in vCUBE)

PSTN
CUBE
SIP
H.323

MediaSense

348976

RTP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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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Expressway
협업 서비스에 인터넷을 사용하면 인기가 높아지므로 기존 레거시 ISDN 비디오 시스템과 게이트
웨이를 금방 대체하게 됩니다 . 인터넷 기반 협업 서비스에 활용되는 두 가지 기본 프로토콜은 SIP
및 H.323 입니다 . 인터넷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을 사용하지 않고 원격 및 모바일 사용자
를 오디오 , 비디오 , IM and Presence,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도 연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쌍을 통해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
•

동일한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솔루션 쌍의 일부로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외에
도 비즈니스 간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상호 연결 — 오디오 , 비디오 및 내용 공유를 위해 H.323−SIP 호출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입니
다.

•

경계 통신 서비스 — Expressway−C 는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한편 Expressway−E 는 엔터프라
이즈 DMZ 에 있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의 통신 서비스를 위한 개별 연결점
을 제공합니다 .

•

보안 —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와 비즈니스 간 통신을 위한 인증 및 암호화를 제공하는 기능입
니다 .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는 함께 작동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간 통신의 핵심 구성 요
소인 방화벽 통과 솔루션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Expressway−C 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
크 내부 ( 신뢰할 수 있는 쪽 ) 에서 Expressway−E 에 연결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기반
의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 Expressway−C 뒤에 있는 모든 장치에
대한 통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아웃바운드 통신을 위해 열린 매우 적은 수의 포트에 모
든 미디어를 멀티플렉싱하여 다수의 미디어 포트를 사용하는 장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
Expressway−C 에서 Expressway−E 로 통과 지역의 keep−alive 를 전송하여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외부로 신뢰할 수 있으며 인증된 연결을 제공합니다 . 또한 모든 인터넷 통신을 위해 단일 접촉 지
점을 제공하므로 보안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SIP, H.323 및 XMPP 와 같이 실시간 및 거의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통신 프로토콜은 방화벽 뒤에 있
을 수 있는 장치와 통신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일
반적인 통신에는 신호 처리와 미디어의 장치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 이 주소는 각각 TCP 와 UDP
패킷의 페이로드가 됩니다 . 이러한 장치가 내부적으로 라우트할 수 있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으
면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 TCP 패킷의 페이로드로 이동되는 신호 처리 IP 주소는 다
시 시작 장치로 라우트될 수 있으며 ,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시작 장치가 공개 또는 네트
워크 가장자리 방화벽 뒤의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첫 번째 문제
점은 패킷을 디코딩한 후 수신 장치가 페이로드로 이동된 내부 IP 주소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 일
반적으로 이 IP 주소는 라우트할 수 없는 RFC 1918 주소이며 반환 대상에 연결되지 못합니다 . 두
번째 문제점은 반환 IP 주소가 라우트 가능해도 외부 방화벽에서 미디어 (RTP/UDP) 을 차단한다
는 것입니다 . 이 동작은 비즈니스 간 통신 및 모바일과 원격 액세스 통신 모두에 적용됩니다 .
Expressway−E 는 DMZ 의 네트워크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 SIP, H323 및 XMPP 의 신호 처리 및 미
디어 라우팅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표준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Expressway−E 는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엔드포인트 ,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 대신 미디어 및
신호 처리를 처리하도록 해당 헤더 및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

비즈니스 간 통신을 위해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배포
Cisco Expressway 시리즈의 표준 배포 시에 비즈니스 간 통신을 위해 하나 이상의 Expressway−C 와
Expressway−E 쌍을 배포합니다 .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xpressway−C 와 Expressway−E
모두 클러스터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 각 클러스터의 서버 수는 동시 통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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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범위와 규모를 위해 배포된 여러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쌍을 통해 협업 서비스의 여
러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통합 비즈니스 통신 액세
스를 위해 Unified CM 이 SIP 트렁크를 통해 Expressway−C 에 연결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보안 정
책에 따라 여러 다른 배포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한
Expressway−E 의 DMZ 배포가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배포 모델이므로 , 이 문서에서도 이 배포
에 중점을 둡니다 . 추가 배포 모델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Expressway 기본 구
성 배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pressway−C 와 Expressway−E 에서는 방화벽 통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방화벽 통과는 다음과 같
이 작동합니다 .
1.

Expressway−E는 엔터프라이즈 DMZ 내에 설치된 통과 서버이고 , Expressway−C는 엔터프라이
즈 내부에 설치된 통과 클라이언트입니다 .

2.

Expressway−C 에서는 보안 로그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Expressway−E 의 특정 포트로 방화벽을
통해 아웃바운드되는 통과 연결을 시작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이 방화벽에서 아웃바
운드 연결을 허용하면 엔터프라이즈 방화벽에서 추가 포트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간 액세스와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위해 Expressway
에서 사용하는 모든 포트를 포함하는 최신 버전의 Cisco Expressway 배포를 통한 Unified
Communications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이 설명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
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3.

연결이 되고 나면 Expressway−C 에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Expressway−E 에 정기적으로
keep−alive 패킷을 전송합니다 .

4.

Expressway−E에서 수신 전화나 기타 협업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Expressway−C에 수신 요청을
발행합니다 .

5.

그런 다음 Expressway−C 에서 Unified CM 또는 기타 협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라우
팅합니다 .

6.

연결이 되고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 오디오 및 비디오 미디어 포함 ) 기존 통과 연결을 통해 안전
하게 방화벽을 통과합니다 .

방화벽 통과가 작동하려면 Expressway−C 에 통과 클라이언트 영역이 구성되고 Expressway−E 에
통과 서버 영역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림 5−8 에서는 Expressway−E 를 위한 이중 인터페이스 배
포 시나리오의 방화벽 통과 프로세스를 요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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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이중 인터페이스 배포의 방화벽 통과

Enterprise Network
Intranet
Expressway-C

DMZ
Expressway-E

Internet
Signaling

Firewall Traversal

348830

Media

이중 인터페이스 배포 시나리오에서 Expressway−E 는 두 방화벽 사이의 DMZ 에 있고 , 인터넷 방
화벽은 인터넷을 향상 NAT 서비스를 제공하며 , 인트라넷 방화벽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 네트워크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Expressway−E 에는 하나는 인터넷 방화벽 ( 외부 인터페이스라고도 함 ) 을 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트라넷 방화벽 ( 또는 내부 인터페이스라고 함 ) 을 향하는 두 개의 LAN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 패킷을 외부 또는 내부 인터페이스로 라우팅하려면 익스프레스웨이 −E 에서 고정 경로를 작성하
십시오 . 고정 경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Expressway−E 기본 게이트웨이를 외부 LAN 인터
페이스의 기본 게이트웨이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모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 고정 경로를 생성하
는 것입니다 . 이렇게하면 , 내부 트래픽이 내부 인터페이스로 전송되고 고정 경로에 구성된 네트
워크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트래픽이 인터넷으로 전송됩니다 .
NAT 에서 정적으로 주소를 변환할 수 있으므로 외부 인터페이스가 공개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아
도 됩니다 . 이 경우 Expressway−E 자체에서 공개 IP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 Expressway−E 외부
인터페이스는 NAT 에 의해 정적으로 변환될 수 있지만 , Expressway 가 클러스터되지 않은 경우에
만 Expressway−E 내부 인터페이스가 NAT 로 정적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 Expressway−C 인터페
이스는 NAT 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
Expressway−C 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이의 비즈니스 간 통신을 위해 인터넷에서 연결
하는 경우 구성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와
원격 B2B( 비즈니스 간 ) 대상이 공용 인증서를 통한 암호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커뮤니케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암호화됩니다 . 다른 모든 경우에는 영상 통화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
거나 Expressway−E 구성 정책을 기반으로 삭제됩니다 .

비즈니스 간 통화 흐름
비즈니스 간 통신에서는 URI 라우팅을 위해 원격 조직 도메인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작
업은 Expressway−E 에 DNS 영역을 생성하여 수행합니다 . 이 영역은 기본 설정으로 구성되어야 합
니다 . 기본적으로 SIP 와 H.323 가 모두 설정됩니다 . Expressway−C 와 Expressway−E 에서는 통화
를 시작하는 데 사용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 Expressway 에서 SIP−H.323 게이트웨이 상호 연결
이 활성화된 경우 자동으로 다른 프로토콜을 시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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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way−E 의 경우 SIP−H.323 상호 연결이 On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면 통화를 H.323
통화로 수신하는 Expressway−E 에서 통화를 SIP 에 연결하고 Unified CM 에 대한 나머지 통화 레
그에 대해 기본 SIP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H.323 시스템으로 오는 발신 전화는
Expressway−E 에 도달할 때까지 SIP 통화로 남아 있습니다 . Expressway−E 에서 H.323 에 연결됩
니다 .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 간 통신을 받으려면 외부 SIP 와 H.323 DNS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 이러
한 레코드를 사용하면 다른 조직에서 해당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Expressway−E 로 URI 도메인
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Cisco 의 검증된 설계에는 비즈니스 간 통신을 위한 SIP 및 SIPS SRV 레코
드와 H.323 SRV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H.323 SRV 레코드는 엔드포인트가 등록을 위한 게
이트키퍼를 찾는 데 사용하므로 Expressway−E 에는 이 레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표 5−2 에서는 URI 의 도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DNS SRV 레코드를 보여줍니다 .
표 5-2

URI 도메인을 분석하기 위한 DNS SRV 레코드

통신 유형

도메인

포트

프로토콜

SIP B2B(Business-to-Business)

_sips._tcp.domain

5061

TLS

_sip._tcp.domain

5060 을

TCP

_sip._udp.domain

5060 을

UDP

H.323
B2B(Business-to-Business)

_h323ls._udp.domain

1719

RAS

_h323cs._tcp.domain

1720

H.225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_collab−edge._tls.domain

8443

Jabber 로그인

_xmpp−server._tcp.domain

5269

XMPP Federation

Expressway−E 에서 DNS 영역을 구성하는 데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Expressway 기본 구성 배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발신 전화에서 "*" 로 설정된 Cisco Unified CM 의 SIP 경로 패턴을 사용합니다 . 로컬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ILS 테이블에서 일치사항을 찾지 못하는 SIP URI 는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 장
에 정의된 라우팅 규칙 논리에 따라 이 SIP 경로 패턴을 통해 전송됩니다 . Expressway−C 클러스터
에 대한 경로 목록이 대상이 되도록 SIP 경로 패턴을 구성합니다 .
Expressway−C 의 비즈니스 간 통신을 위해 두 개의 규칙을 구성합니다 .
•

도메인 부분이 회사 도메인과 일치하는 SIP URI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
보냅니다 .

•

도메인 부분이 다른 모든 도메인과 일치하는 SIP URI 는 Expressway−E 에 보냅니다 .

Expressway−C 에서 비즈니스 간 통신을 위해 두 개의 규칙을 구성합니다 .
•

도메인 부분이 회사 도메인과 일치하는 SIP URI 는 Expressway−C 클러스터에 보냅니다 .

•

도메인 부분이 기타 모든 도메인과 일치하는 SIP URI 를 DNS SRV 분석에 사용하는 DNS 영역
에 보냅니다 .

사용자가 문자열 다음에 Unified CM 에 연결된 엔드포인트의 외부 도메인에 전화를 거는 경우 SIP
경로 패턴을 일치시킵니다 . Unified CM 에서 Expressway−C 에 전화를 전송하고 , Expressway−C
가 Expressway−E 에 전송합니다 . 그러면 Expressway−E 가 공용 DNS 에서 DNS SRV 조회를 수행
합니다 . DNS 가 SRV 레코드를 분석하고 , Expressway−E 가 알 수 없는 원격 에지에 전화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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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영역의 Expressway−E 에서 착신 전화를 받으면 위에 지정된 검색 규칙에 따라 Expressway−E
가 전화를 Expressway−C 에 전송하며 , 다시 Expressway−C 에서 Cisco Unified CM 에 전송합니다 .
모델 유형 또는 음성 / 비디오 기능에 상관없이 Cisco Unified CM 에 연결된 Cisco 엔드포인트에 도
달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에 연결된 SIP URI 가 없으면 <DN>@<domain> 문자열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여
기서 <DN> 은 Cisco Unified CM 에 구성된 디렉터리 번호이고 , <domain> 은 회사 SIP 도메인입니
다.
장치에 DN 과 연결된 영숫자 SIP URI 가 있는 경우 영숫자 SIP URI 에 전화를 걸어 동일한 장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

비즈니스 간 통화를 위한 IP 기반 전화걸기
IP 기반 전화걸기는 잘 알려진 기능이며 대부분의 시나리오 , 특히 H.323 엔드포인트를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Architecture 에서는 SIP URI 를 사용하며 IP 기반 전화걸기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IP 주소를 사용해서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다른 조직의 엔드포인
트와 상호 작용할 때 Cisco Collaboration Architecture 에서 착신 및 발신 전화 모두에 IP 기반 전화
걸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발신 전화
아웃바운드 IP 전화걸기는 Expressway−E 및 Expressway−C 에서 지원되지만 , Cisco Unified CM 에
서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 설명된 대로 IP 기반 전화걸기를 지
원하도록 Unified CM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에만 전화를 거는 대신 Cisco Unified CM 의 사용자는 10.10.10.10@ip 예제에서와 같이 SIP
URI 기반 IP 주소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ip" 는 리터럴이고 "external", "offsite" 또는
다른 의미있는 용어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Expressway−C 에 "ip" 가상 도메인을 Expressway−C 로 라우팅하기 위해 구성된 SIP
경로 패턴을 일치시킵니다 . Expressway−C 에서 "@ip" 도메인을 삭제하고 , IP 주소 전화걸기를 위
해 구성된 Expressway−E 에 전화를 전송합니다 .
Expressway −E 에서 알 수 없는 IP 주소로 걸려오는 통화는 직접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통화 제
어가 배포되지 않은 경우 IP 기반 주소 전화걸기는 대부분 H.323 엔드포인트에 구성되므로 ,
Expressway−E 가 H.323 전화를 공용 IP 주소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 통
화는 Expressway−E 에서 상호 연결될 때까지 SIP 통화로 남아 있습니다 .
또는 가상 도메인을 추가할 필요없이 사용자가 10*10*10*10 예에서와 같이 점을 별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 로 정의된 경로 패턴을 일치시키고 전화를 Expressway−C 에 전송합니다 . 그
러면 " 별표 " 가 점으로 대체됩니다 . 이 경우 , 검색 규칙은
(\d\d?\d?)(\*)(\d\d?\d?)(\*)(\d\d?\d?)(\*)(\d\d?\d?) 와 같은 정규식과 일치되며 교체 문자열은
\1\.\3\.\5\.\7 이 됩니다 .

착신 전화
IP 기반 착신 전화는 Expressway−E 에 구성된 폴백 별칭을 사용합니다 .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Expressway−E 외부 LAN 인터페이스의 IP 주소에 전화를 걸면 Expressway−E 가 전화를 받고 폴백
별칭 설정에 구성된 별칭으로 전화를 보냅니다 . 예를 들어 , 폴링 백 별칭이 통화 회의 번호
80044123 또는 회의 별칭 meet@example.com 에 전화를 보내도록 구성된 경우 , 인바운드 통화는
해당 회의를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장치로 전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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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와 폴백 별칭 사이의 정적 매핑이 너무 제한된 경우 Cisco Unity Connection 또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UCCX) 의 파일럿 번호로 폴백 별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
으로 Unity Connection 무인 자동 교환 또는 UCCX IVR 기능을 사용하여 DTMF 를 통하거나 음성
인식 (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Unity Connection 이 사용되는 경우 ) 을 통해 최종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Unity Connection 이 Expressway−E 의 IP 주소에 전화를 거는 외부 엔드포인트의 무
인 자동 교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 Unity Connection 을 위한 Unified CM 트렁크 구성에서 발신
검색 공간 재라우팅을 설정하도록 하십시오 .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의 고가용성
클러스터에서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를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클러스터에는 최대
6 개의 Expressway 노드와 최대 N+2 의 물리적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노드가 클러스터
에서 활성입니다 .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 있는 Cisco Expressway Cluster
생성 및 유지 배포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pressway 클러스터에서는 구성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클러스터에 구성된 첫 번째 노드가 마스
터입니다 . 구성은 마스터에서 수행되어 자동으로 다른 노드에 복제됩니다 . Expressway 클러스터
에서 통화 라이센스 공유 및 복원성을 제공합니다 . 모든 리치 미디어 세션 라이센스는 클러스터의
전체 노드에서 똑같이 공유합니다 . 통화 라이센스는 각 노드에 구성된 라이센스를 통해 제공됩니
다.
가상 시스템으로 배포된 Expressway−C 와 Expressway−E 에서 VMware VMotion 을 지원합니다 .
VMWare. VMotion 을 사용하면 실행 중인 가상 시스템을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다른 물리적 서
버로 실시간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시스템을 이동하는 경우 , 신호 처리만 처리
하든 신호 처리와 미디어를 모두 처리하든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서버에서 활성 통화를
유지관리합니다 . 따라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호스트 전체의 통화 복원력 외에도
Expressway 노드의 고가용성이 제공됩니다 .
Expressway 클러스터링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

Expressway−C 와 Expressway−E 노드 유형은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혼합될 수 없습니다 .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구성은 마스터 노드에서만 변경해야 하며 , 이 경우 복제 수행 시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구성을 겹쳐씁니다 .

•

노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클러스터에 부여된 라이센스가 2 주 후에 사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

•

Expressway−C 와 Expressway−E 클러스터에 동일한 수의 노드를 배포합니다 .

•

클러스터 전체에 동일한 OVA 템플릿을 배포합니다 .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와 다른 모든 클러스터 노드 사이의 최대 왕복 시간은 30ms 이내여야 합
니다 . 대기 시간 제한조건으로 인해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노드에 동일한 클러스터 사전 공유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 .

•

동일한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쌍에서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와 비즈니스 간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 Unified CM 과 Expressway−C 사이의 SIP 트렁크에서 사용하는 SIP 포트 번호를
기본값인 5060 또는 5061 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예 : 5560 및 5561 사용 ).

•

DNS SRV 레코드는 클러스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 클러스터의 노드마다 A 또는 AAAA
레코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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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way−C 는 내부 네트워크에 배포되고 Expressway−E 는 DMZ 에 배포되므로 , 비즈니스 간
통화를 위한 통과 영역을 통해 Expressway−C 가 Exressway−E 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모바일 및 원
격 액세스에는 Unified Communications 통과 영역이라고 하는 개별 통과 영역이 필요합니다 . 통
과 서버와 통과 클라이언트 영역에는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의 모든 노드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 노드 중 하나에 연결할 수 없으면 다른 클러스터 노드에 대신 연결합니다 .
Expressway−C 에 구성된 통과 클라이언트 영역에는 해당 Expressway−E 클러스터의 모든 클러스
터 노드에 대한 완전한 도메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통과 서버 영역은 모든
Expressway−C 클러스터 노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Expressway−C 인증서의 제목 대체 이름에
Expressway−C 클러스터 노드의 FQDN 을 포함하고 , TLS 확인 제목 이름을 Expressway−C 클러스
터 노드의 FQDN 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통과 영역 전체에
서 클러스터 노드의 메시 구성이 생성되고 마지막 클러스터 노드가 사용 불가능해질 때까지 통과
영역의 고가용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간 착신 및 발신 전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인접 영역을 통해 Expressway−C 가 Unified CM
에 연결됩니다 . Unified CM 은 Expressway−C 에 트렁크 연결됩니다 . 고가용성을 위해 각
Expressway−C 클러스터 노드의 완전한 도메인 이름이 Unified CM 의 트렁크 구성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이 클러스터링된 경우 각 클러스터 구성원의 FQDN( 완전한 도메인 이름 ) 이
Expressway−C 의 인접 영역 프로파일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메시된 트렁크 구성도 생성됩니다 . Unified CM 이 SIP OPTIONS Ping 을 통해 트렁크 구
성의 노드 상태를 확인합니다 . 노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Unified CM 이 서비스에서 노드를 제거하
고 통화를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 Expressway−C 는 SIP OPTIONS Ping 을 통해 Unified CM 에서 트
렁크 상태도 확인합니다 . 통화는 활성 및 사용 가능으로 표시되는 노드에만 라우팅됩니다 . 그러
면 트렁크 구성의 양쪽 모두에 고가용성이 제공됩니다 .
인바운드 비즈니스 간 트래픽을 위해 Expressway−E 의 가용성에 DNS SRV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 고가용성을 위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SRV 레코드의 우선 순위 및 가중치에 따라 나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면 DNS 쿼리를 통해 모든 노드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 DNS 응답은 SRV 레코
드에 나열된 모든 노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 DNS SRV 레코드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조회를
수행하는 데 소비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맨 끝에 있는 서버나 맨 끝에 있는
엔드포인트는 DNS 응답을 캐시하고 , 응답을 받을 때까지 DNS 쿼리로 모든 노드를 반환하려고 시
도합니다 . 그러면 통화에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
또한 Expressway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간 리치 미디어 라이센스 공유를 지원합니다 . 클러스터에
서 노드를 유실한 경우 통화 라이센스는 다음 2 주 동안 계속 공유됩니다 .
하나의 Expressway 가 물리적 용량보다 많은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 용량에 비해
더 많은 리치 미디어 라이센스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의 보안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의 보안은 네트워크 수준 및 애플리케이션 수준으로 파티션을 나
눌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수준 보안에는 방화벽 규칙과 침입 방지와 같은 기능이 포함된 반면 애
플리케이션 수준 보안에는 권한 부여 , 인증 및 암호화가 포함됩니다 .

네트워크 수준 보호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의 네트워크 수준 보호는 두 개의 주요 구성 요소 ( 방화벽 규칙과
침입 방지 ) 로 구성됩니다 . 방화벽 규칙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소스 IP 주소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

•

거부된 트래픽을 삭제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선택합니다 .

•

SSH 및 HTTP/HTTPS 와 같은 잘 알려진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전송 프로토콜 및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사용자 지정된 규칙을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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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way−E 에서 LAN 1 및 LAN 2 인터페이스에 서로 다른 규칙을 구성합니다 .

자동화된 침입 보호 기능은 악의적인 트래픽을 감지하고 차단하며 , 사전을 기반으로 로그인 보안
을 위반하는 시도로부터 Expressway 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화된 침입 방지는
SIP, SSH 및 웹 /HTTPS 등의 특정 서비스 범주에 액세스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를 감지하
기 위해 시스템 로그 파일을 구문 분석하여 수행합니다 . 지정된 시간 동안 실패한 횟수가 구성된
임계값에 도달하면 소스 호스트 IP 주소 ( 침입자 ) 와 대상 포트가 지정된 기간 동안 차단됩니다 .
임시로 잘못 구성된 적합한 호스트가 잠기지 않도록 해당 기간 후에는 호스트 주소의 차단이 자동
으로 해제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수준 보안
응용 프로그램 수준 보안은 다음과 같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
•

인증 및 암호화 , 5−24 페이지

•

다이얼 플랜 보호 및 요금 사기 완화 , 5−25 페이지

인증 및 암호화

비즈니스 간 통신 보안에는 인증 , 암호화 및 권한 부여가 포함됩니다 . 비즈니스 간 통신에서는 기
본적으로 인증된 통과 링크를 사용합니다 . 통과 링크가 Expressway−C 와 Expressway−E 간에
MTLS( 상호 인증 전송 계층 보안 ) 연결을 통해 검증된 PKI( 공개 키 인프라 ) 를 사용하면 유용합
니다 . 비즈니스 간 통과 링크가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와 동일한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인프라에 배포된 경우 , 통과 영역에서 Expressway−C 와 Expressway−E 의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FQDN 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그러면 각 서버에 대해 인증서를 사용하여 , 통과 연결을 위한 인
증서 신뢰를 기준으로 제공된 인증서의 유효성을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신호 처리와 미디어 암호화는 비즈니스 간 통화에 중요하지만 , 전화를 받는 기능을 제한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 신호 처리와 미디어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 여러 이전 SIP 및 H.323
시스템과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
영역 구성을 통해 암호화 정책을 강제 (force encrypted), 바람직 (best effort), 허용되지 않음 (force
unencrypted) 으로 설정하거나 엔드포인트 의사결정 (auto) 으로 둘 수 있습니다 .
대상 영역에 force encrypted 가 구성되고 Expressway 가 해당 영역에서 엔드포인트의 통화를 받는
경우 Expressway 가 암호화된 통화를 설정합니다 . 원격 상대방이 암호화되지 않은 전화만 받는 경
우 통화가 삭제됩니다 . 전화를 거는 엔드포인트에서 TCP 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지 않은 미디어를
전송하고 대상 영역에 force encrypted 가 구성된 경우 Expressway 가 통화 레그를 종료하고 다른
통화 레그를 TLS 및 암호화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
Expressway 에서 RTP−SRTP 를 수행할 때 비즈니스 간 통화를 위해 B2BUA(Back−to−Back User
Agent) 를 사용합니다 . B2BUA 는 시그널링과 미디어를 종료하고 목적지에 대한 새로운 통화 레그
(call leg) 를 설정합니다 . 미디어 암호화 모드가 오토가 아닌 설정으로 구성 될 때마다 B2BUA 가
사용됩니다 SIP TLS 와 TCP 연동은 미디어가 암호화되어 전송된 경우에만 B2BUA 가 필요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B2BUA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pressway−E 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시나리오에
서만 예외가 발생합니다 . 인바운드 영역과 아웃 바운드 영역이 동일한 암호화 미디어 유형으로 설
정되고 해당 영역 중 하나가 순회 서버 영역 인 경우 Expressway−E 는 관련 순회 클라이언트 영역
의 값을 확인합니다 . 세 구역 모두 동일한 값으로 설정되면 , Expressway−E 는 B2BUA 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 B2BUA 는 Expressway C 에만 개입합니다 . 최상의 노력으로 , Expressway 가
암호화된 통화를 설정할 수 없으면 ,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른 미디어 암호화 정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정
책이 없는 경우 미디어 암호화 모드로 auto 를 지정하여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auto 로
설정하면 암호화 의사결정이 엔드포인트에 위임되며 , Expressway 에서 RTP−SRTP 변환 유형을 수
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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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정책이 익스프레스웨이에 적용되면 , 다음 시나리오와 같이 , B2BUA 관여로 인해 통화가
많은 통화 레그로 나뉩니다 :
•

자동으로 설정된 Unified CM 으로의 Expressway−C 인접 지역

•

Expressway−C 탐색 클라이언트 영역이 최선의 노력으로 설정됨

•

익스프레스웨이 −E 탐색 서버 영역이 최선의 노력으로 설정됨

•

자동 으로 설정된 익스프레스웨이 −E DNS 지역

•

암호화 용으로 구성된 통합 CM 에서 엔드 포인트 통화 및 혼합 모드에서 구성된 통합 CM

•

착신 엔드포인트 또는 시스템에서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Unified CM 이 혼합 모드이고 발신 엔드포인트가 암호화되도록 구성된 시나리오를 생각
해보십시오 . 이 시나리오에서 Unified CM 의 보안 엔드포인트는 인터넷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엔
드포인트를 호출합니다 . 통화는 다음 통화 레그로 구성됩니다 .
1.

익스프레스웨이 −C B2BUA 에 Unified CM 엔드 포인트 , 암호화됨

2.

익스프레스웨이 −E B2BUA 에 익스프레스웨이 −C B2BUA, 암호화됨

3.

알려지지 않은 원격 경계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익스프레스웨이−E B2BUA를 인터넷에 연결,
암호화되지 않음

4.

알려지지 않은 원격 경계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익스프레스웨이−E B2BUA를 인터넷에 연결,
암호화되지 않음

통화 레그 1 ~ 3 이 암호화되면 , 잠금 아이콘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 이 통화 레그 중 하나가 암호
화되지 않으면 , 잠금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통화 레그는 다른 회사의 통제하에 있
으며 , 잠금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모든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암호화를 제어하므로 , 엔드포인트에서 원격 에지
로 암호화된 통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pressway 에서 force encrypted 가 구성된 경우 암호화
정책을 통해 인터넷에서 미디어를 보호할 수 있지만 , 통화가 원격 에지에 도달하면 착신 엔드포인
트에 통화를 전송하기 전에 에지 수준에서 통화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이얼 플랜 보호 및 요금 사기 완화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용자의 합법적인 통화 시도 , 스팸 통화 및 SIP 또는 H.323 검색을 차단하
기 위해 Expressway−E 에서 CPL ( 통화 처리 언어 )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PL 규칙은 인터
넷에서 오는 통화 시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하기 위해 트래버스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인증됨 으로 설정할 수 있고 ,
인터넷으로부터의 트래픽은 비 인증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CPL 규칙은 내부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의 신뢰할 수 있는 이웃 트래픽을 검사하지 않고 인증되지 않은 트래픽에만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그림 5−9 은 이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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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영역 인증 정책

Do not check credentials
All messages are classified as unauthenticated

Treat as authenticated
All messages are classified as authenticated.

Default zone

Traversal Zone

Policy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policy

Authentication policy

Treat as authenticated

Do not check credentials

Expressway-C
authenticated

Internet
non-authenticated
Expressway-E

Unauthenticated User

Non-authenticated traffic matching CPL rules can be rejected
Authenticated Traffic from Expressway-C is always allowed

349699

•
•

View/Edit

Reject

CPL 규칙은 하향식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 두 가지 정책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허용 기반 정책
허용 기반 정책은 내부적으로 구성된 숫자 범위 또는 영숫자 URI 형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호
출을 허용하기 위해 일반 표현식 ( 정규식 ) 을 CPL 에 적용합니다 . 마지막 CPL 규칙은 모든 통
화를 차단합니다 .

•

거부 기반 정책
거부 기반 정책은 게이트웨이 및 음성 메일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호출을 거부하고 도메
인이 회사 도메인과 일치하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합니다 . 모든 통화를 차단하는 기본 CPL 규
칙이 마지막 규칙으로 설정됩니다 .

거부 기반 정책의 예로 , 80XXXXXX 범위의 장치 세트에 통화가 허용되는 회사와 외부 인터넷 대
상 ( 여기서는 0 과 9 로 표시 ) 의 게이트웨이 액세스 및 기타 서비스가 금지되는 회사를 생각해 보
십시오 . 표 5−3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 이 경우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표 5-3

거부 기반 정책의 예

소스 유형

대상

동작

기본 경로

8[1−9]\d{6}@example\.com

거부

기본 경로

[09]\d*@example\.com

거부

기본 경로

\+\d*@example\.com

거부

기본 경로

.*@example\.com

허용

기본 경로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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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통화 ID 를 기반으로 호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텔레콤 제공 업체가 전화 번호를 보존하
는 PSTN 과 달리 인터넷은 무료이며 , 아무도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통화
별칭에 회사 도메인이나 Expressway−E 의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신하는 B2B 통화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표 5−4 에서 예는 시스코 Expressway 릴리스 8.9 를 기반으로합니다 .
표 5-4

익스프레스웨이 -E IP 주소를 사용하는 거부 기반 정책의 예

소스 유형

소스 별칭

목적지 별칭

동작

인증 안 됨

.*@10\.10\.10\.10.*

.*

거부

인증 안 됨

.*@example\.com.*

.*

거부

표 5−4 에서 10.10.10.10 는 익스프레스웨이 −E 의 공개 주소를 나타냅니다 . 이러한 규칙은 " 허용
" 규칙 바로 앞의 이전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으로 회사 도메인이나 IP 주소가 포함된
인터넷 전화는 거부되므로 신원 도용이 완화됩니다 .
기본 영역은 B2B ( 비지니스 − 대 − 비지니스 ) 수신 전화의 대상이므로 " 자격 증명을 확인하지 않
음 " 으로 설정된 인증 정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이런 식으로 B2B 전화는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규칙에 따라 검사됩니다 . 탐색 영역에서 오는 내부 트래픽은 해당 영역이 그림 5−9 과 같
이 " 인증된 것으로 처리 " 로 설정된 인증 정책으로 구성된 경우 이 검사를 무시합니다 .

익스프레스웨이 솔루션 확장
여러 인터넷 에지가 배포된 경우 협업 트래픽을 가장 가까운 인터넷 에지에 보내려면 라우팅 규칙
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 Expressway-Es 및 GeoDNS
비즈니스 간 통신의 확장성은 동일한 물리적 위치 또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위치에 여러
Expressway−C 및 Expressway−E 클러스터를 추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쌍이 배포된 경우 Unified CM 이 발신 전화를 발신 엔드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에지
서버에 전송하므로 , 내부 WAN 트래픽이 최소화됩니다 . 대규모 배포에서는 모바일 및 원격 액세
스와 별도로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쌍에서 비즈니스 간 통신을 호스트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서버 리소스가 외부 인터넷 통신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에지가 배포된 경우 해당 에지 사이에 로드를 분할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넷 에지가 동일한 데이터 센터 또는 동일한 영역에 배포된 경우 DNS SRV 수준
에서 로드 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B2C ( 비지니스 −
대 − 비지니스 ) 통신에 사용되는 세 개의 인터넷 에지가 포함되어 있고 , 각 에지는 두 개의 익스프
레스웨이 −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인 _sips._tcp.example.com 과 _sip._tcp
.example.com 레코드에는 6 개의 익스프레스웨이 −E 레코드가 모두 같은 우선 순위와 무게로 포함
됩니다 . 다양한 Expressway−E 및 Expressway−C 클러스터에 등록과 통화를 균등하게 배포합니다 .
그러나 Expressway 클러스터를 여러 지역에 배포하는 경우 DNS SRV 우선 순위 및 가중치 레코드
외에 인텔리전트 메커니즘을 통해 엔드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Expressway−E 클러스터를 사용하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엔터프라이즈에 두 개의 Expressway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 하
나는 미국 (US), 다른 하나는 유럽 (EMEA)), 미국에 있는 사용자는 미국의 Expressway−E 클러스터
로 전송하고 유럽의 다른 사용자는 유럽의 Expressway−E 클러스터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동작은 GeoDNS 서비스를 구현하면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GeoDNS 서비스는 비용 효율적
이며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 GeoDNS 를 사용하면 위치 (IP 주소 라우팅 ), 최소 대기 시간 등과 같
은 다른 정책에 따라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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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는 GeoDNS 서비스에 대해 DNS 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각각 익스프레스웨이 −C 와 익스프레스웨이 −E 두 대의 서버로
구성된 두 개의 인터넷 에지 익스프레스웨이 클러스터가 전개됩니다 . 발신 종점과 유럽 엣지 사이
의 측정 대기 시간이 종점과 미국 엣지 사이의 대기 시간보다 짧거나 종단점 IP 주소가 미국의 범
위와 일치하면 종단점은 구성된 정책 ( 대기 시간 또는 IP 주소 ) 기반의 등록에 대한 유럽 엣지로
향하게 됩니다 .
일부 GeoDNS 제공 업체는 SRV 레코드에서 GeoDNS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용자
는 GeoDNS 에 CNAME 또는 A 레코드만 허용합니다 . SRV 레코드에 GeoDNS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단순한 구성과 손쉬운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 예는 SRV 레
코드에 대한 GeoDNS 구성을 보여줍니다 .
발신자가 미국에 있으면 통화가 미국으로 전송됩니다 . 미국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면 통화가
EMEA 로 전송됩니다 . 이 구성은 지리적 중복성을 허용하고 그림 5−10 에서 보여집니다 .
SRV 레코드에 대한 GeoDNS 구성

SRV Record
_sips._tcp.example.com

Locaon: US

Locaon: EMEA

Priority

Weight

Expressway-E

10

10

us-expe1.example.com

10

10

us-expe2.example.com

20

10

emea-expe1.example.com

20

10

emea-expe2.example.com

10

10

emea-expe1.example.com

10

10

emea-expe2.example.com

20

10

us-expe1.example.com

20

20

us-expe2.example.com

349673

그림 5-10

그러나 , GeoDNS 공급자가 SRV 레코드가 아닌 CNAME 레코드에 대해서만 GeoDNS 서비스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 다음 예에서는 GeoDNS 서비스에 대해 CNAME 만 지원되는 경우
GeoDNS 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이 시나리오에 따라 , DNS SRV 레코드는 CNAME 레코드로 변환되어 차례로 A 레코드로 변환됩
니다 . CNAME 레코드에 지리적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미국의 익스프레스웨이
−E 클러스터와 EMEA 의 다른 익스프레스웨이 −E 클러스터를 고려하십시오 . SRV 레코드
_sips._tcp. example.com SIP tls 및 / 또는 _sip._tcp. example.com 비즈니스 간 통화에 대해 구성 됩니
다 . 이 기록은 alias1.example.com, CNAME 기록으로 해결합니다 .
GeoDNS 구성을 기반으로 CNAME 레코드에 레이블이 적용되어 레코드가 활성화된 지역을 식별
합니다 . 이 경우 , CNAME 해결은 미국의 경우 A 레코드이고 EMEA 의 경우 A 레코드가 되며 우
선 순위는 가장 높습니다 ( 이 예에서는 10 개 ). 이것은 두 영역 모두에서 클러스터의 첫 번째 피어
를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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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CNAME 레코드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미국 및 EMEA 클러스터의 두 번째 피어로 해결
됩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피어가 포함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
지리적 중복을 사용하려면 , 백업 CNAME 별칭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림 5−11 에서의 사례에서 ,
backup-alias1.example.com 는 미국 사용자를 위한 최초의 EMEA 익스프레스웨이 피어와 EMEA 사
용자를 위한 최초의 미국 익스프레스웨이 피어를 해결함으로써 , 두 지역의 지리적 중복을 제공합
니다 . 이 백업 별칭 프로세스는 클러스터의 모든 피어가 포함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백업 레코드는 DSN SRV 가 낮은 우선 순위 ( 이 예에서는 20)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레
코드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그림 5−11 CNAME 레코드에 적용된 GeoDNS 서비스의 DNS 레코드 구조를 보여줍니다 .
그림 5-11

지리적 중복성이 있는 CNAME 레코드의 GeoDNS 레코드 구조

SRV Record

Priority

Weight

CNAME

Expressway-E

_sips._tcp.example.com
_sip._tcp.example.com

10

10

alias1.example.com
Location: US

us-expe1.example.com
Location: EMEA

emea-expe1.example.com
10

alias2.example.com
Location: US

us-expe2.example.com

Location: EMEA

20

10

emea-expe2.example.com

backup.alias1.example.com
Location: US

emea-expe1.example.com

Location: EMEA

20

10

us-expe1.example.com

backup.alias2.example.com
Location: US

emea-expe2.example.com

Location: EMEA

349664

10

us-expe2.example.com

GeoDNS 가 없는 두 가지 익스프레스웨이 엣지
GeoDNS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만 GeoDNS 를 전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DNS 레코드가 GeoDN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또
는 GeoDNS 의 용량보다 작은 영역에 여러 에지가 전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GeoDNS 는 통화 끝점 위치가 캘리포니아 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지 구별할 수 있지만 통화 위치
끝점이 산호세 또는 샌디에고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두 Expressway 클러스터가 산호세
와 샌디에고에 있는 경우 GeoDNS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체 솔루션은 대상 엔드포인트나 장치에 가장 가까운 에지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그
러려면 대상 엔드포인트가 있는 위치를 찾거나 파악하고 적절한 에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 이 솔루
션을 사용하면 엔드포인트에 대한 최단 내부 경로를 제공하여 고객 네트워크에서 대역폭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B2B SRV 레코드는 모든 Expressway 서버에 대해 동일한 우선 순위 및 가중치로
설정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5-29

5장

게이트웨이

IP Gateways

예를 들어 , 두 개의 Expressway−C 와 Expressway−E 클러스터가 유럽에 있고 , 다른 두 개의
Expressway−C 와 Expressway−E 클러스터는 APJC 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 유럽의 Expressway−C
트렁크에 있는 Unified CM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에는 EMEA 전화기의 파티션은 포함하지만
APJC 전화기의 파티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와 비슷하게 APJC 의 Expressway−C 트렁크에 있
는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에는 APJC 전화기의 파티션은 포함하지만 EMEA 전화기의 파티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EMEA 의 인터넷 사용자가 APJC 에서 회사 엔드포인트에 전화를 걸면 통화
가 EMEA 또는 APJC Expressway 클러스터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
이 예제에서는 통화가 EMEA Expressway−E 클러스터에 전송된다고 가정합니다 . EMEA
Expressway−E 와 Expressway−C 가 통화를 대상에 전송하려고 시도하지만 Expressway−C 트렁크의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이 통화를 차단합니다 . 그러면 EMEA Expressway−E 가 APJC
Expressway−E 에 통화를 전달합니다 . APJC Expressway−C 의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에 APJC 엔
드포인트의 파티션이 포함되므로 , 이때 통화가 대상에 전달됩니다 .
EMEA 의 Expressway−E 가 신호 처리 및 미디어 경로에서 자체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Expressway−E EMEA 클러스터에 TCP−TLS 또는 RTP−SRTP 변환이 없는지 확인하고 ,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노드에서 통화 신호 처리 최적화 매개 변수가 On 으로 설정되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프로세스는 결정적이지 않으므로 세 개 이상의 Expressway 에지에서는 검색 메커니즘을 수행하
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구성은 세 개 이상의 Expressway 에지에
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두 개 이상의 에지가 필요한 경우 디렉토리 익스프레스웨이 아
키텍처를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렉토리 익스프레스웨이 아키텍처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
습니다 .
그림 5−12 은 대상 엔드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에지를 선택할 수 있는 Expressway 에지 설계를 보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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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대상에 가장 가까운 Expressway 클러스터 선택

EMEA

east@ent-pa.com

APJC

11

×
Expressway-C
EMEA

5
EMEA Inbound CSS trunk only
includes EMEA phones. It does
not include APJC phones like
east@ent-pa.com.

4

1. Send localdomain to the
UCM w/connue

VCS
V
CS S

2. Send localdomain to –E
APJC w/stop

Expressway-C
APJC

APJC Inbound CSS trunk only
includes APJC phones. It does
not include EMEA phones.

9

Expressway-E
EMEA

Search Rules

10

7

3

Expressway-E
APJC

Search Rules

1. Send Localdomain to
UCM w/connue

VCS
V
CS S

8

2. Send localdomain to –E
EMEA w/stop

6

SIP

12
2

Internet
signaling
media

348832

1 Dial: east@ent
east@ent-pa.com
pa.c

이 아키텍처는 두 개 이상의 사이트로 확장할 수 있으며 디렉토리 익스프레스웨이라는 중앙 익스
프레스웨이 노드가 필요합니다 . 디렉토리 익스프레스웨이는 여러 지역의 익스프레스웨이 사이의
중계 노드 역할을 하는 Expressway 입니다 . 디렉토리 익스프레스웨이 아키텍처는 현재 이 문서에
서 다루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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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전화의 고려 사항
발신 전화는 발신 엔드포인트에 가장 가까이 있는 Expressway−C 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 이 작업은
발신 검색 공간 및 파티션 등의 Cisco Unified CM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림 5−13 은 Unified CM 구성을 보여줍니다 .
그림 5-13

가장 가까운 익스프레스웨이 -C 클러스터로의 아웃 바운드 통화를 위한 Unified CM 구성 및 가장 가까운 것이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백업 클러스터 사용
Calling Search Space

SIP Route Pattern

Route List RL_Internet_SJC
Trunk_To_
XPY-C_SJC

SJC_Internet
SJC_B2B
XPY-C_SJC
*.*

SJC_B2B
Partition

XPY-C_SJC
X
PY C SJC

XPY-C_RCD

Phone in SJC

Calling Search Space

SIP Route Pattern

Route List RL_Internet_RCD
XPY-C_SJC

RCD_Internet
RCD_B2B
XPY-C_RCD
*.*

RCD_B2B

Trunk_To_
XPY-C_RCD

Partition
XPY-C_SJC

Phone in RCD

348956

1

Unified CM 로컬 경로 그룹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두 개 이상의 Expressway−C 클러스
터에 액세스할 때 이 솔루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메커니즘은 ISDN 게이트웨이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도 적용됩니다 . 이 구성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와 음성 게이트
웨이에도 적용되므로 구성에 대한 전체 설명은 다음 두 섹션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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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용 모범 사례
이 섹션에서는 게이트웨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
•

게이트웨이 게인 설정 조정 , 5−33 페이지

•

PSTN 에서 착신 전화 라우팅 , 5−33 페이지

•

발신 전화를 PSTN 으로 라우팅 , 5−34 페이지

•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5−35 페이지

•

최저 비용 라우팅 , 5−37 페이지

게이트웨이 게인 설정 조정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PSTN 에 연결하려면 전원 중단 , 임
피던스 불일치 , 지연 등으로 인해 에코 및 신호 약화로 발생하는 미디어 품질 문제를 적절하게 해
결해야 합니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예상 음성 경로에서의 전체 신호 유실 그림을 제공하는
NTLP(Network Transmission Loss Plan) 를 설정해야 합니다 . 이 계획을 사용하여 최적의 음 세기 및
효과적인 에코 제거를 위해 신호 세기를 조정해야 하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신업
체가 같은 손실 계획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 셀룰러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NTLP 를 생성
하는 것이 한층 더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 먼저 이 같은 NTLP 를 완료한 후 , 게이트
웨이의 입력 게인 및 출력 감쇠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Echo Analysis for Voice Over IP(VoIP 에 대한 에코 분석 )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ios/solutions_docs/voip_solutions/EA_ISD.pdf

PSTN 에서 착신 전화 라우팅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PSTN 에서 착신 전화를 라우팅하십시오 .
•

영상 및 음성 통화 모두에 대해 단일 디렉터리 번호를 각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 오디오 전용
통화를 포함한 모든 통화가 비디오 게이트웨이의 PSTN 에서 수신되어야 하므로 , 이 방법은 권
장되지 않습니다 . 이것은 귀중한 비디오 게이트웨이 리소스를 버리고 확장하기 힘듭니다 .

•

한 회선은 오디오용으로 , 다른 한 회선은 비디오용으로 사용하여 Unified CM 클러스터의 각
비디오 사용 가능 장치에 두 개 이상의 디렉터리 번호를 할당합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외부
(PSTN) 발신자가 올바른 번호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

영상 통화의 경우 외부 발신자가 비디오 게이트웨이의 기본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합니다 .
Cisco ISDN 및 직렬 게이트웨이는 발신자에게 연결을 시도 중인 상대방의 내선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통합된 무인 자동 교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이 대상 장치에
서 벨이 울릴 때 이것이 영상 통화임을 인식합니다 . 이 방법은 발신자가 각 착신자에 대한 서
로 다른 두 DID 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하지만 , 인바운드 영상 통화를 거는 추가 단계를
추가합니다 .
참고

IVR 프롬프트에서 착신자의 내선 번호를 입력하려면 외부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DTMF
를 지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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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
사용자가 비디오 기능이 활성화된 Cisco Unified IP Phone 을 가지고 있습니다 . IP Phone 의
내선 번호는 51212 이고 , 정규화된 DID 번호는 1−408−555−1212 입니다 . 음성 전용 전화
를 위해 PSTN 에서 사용자에게 연결하려면 간단히 DID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CO 가
Cisco 음성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T1−PRI 회로를 통해 해당 DID 번호로 전화를 보냅니다 .
게이트웨이에서 전화를 수신할 때 Unified CM 은 게이트웨이가 오디오만 기능할 수 있음
을 알고 있으므로 , 해당 전화에 대해 단일 오디오 채널만 협상합니다 . 역으로 , 사람들이
영상 통화를 위해 PSTN 에서 사용자에게 연결하려면 이들은 비디오 게이트웨이의 기본 번
호를 전화를 건 다음 사용자의 내선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1−408−555−1000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CO 가 Cisco ISDN 비디오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T1−PRI 회로
를 통해 전화를 해당 번호로 보냅니다 . 게이트웨이가 전화를 수신할 때 무인 자동 교환 프
롬프트가 발신자에게 연결하려는 사람의 내선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발신자가
DTMF 신호음을 통해 내선 번호를 입력할 때 Unified CM 은 게이트웨이에 비디오 기능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 해당 전화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채널을 모두 협상합니다 .

게이트웨이 숫자 조작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8321 및 3241 과 Cisco TelePresence 직렬 게이트웨이 8330 및
3340 은 모두 디지털 조작 기능을 가집니다 . 이러한 비디오 게이트웨이에 여러 다이얼 플랜 규칙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규칙은 발신 및 / 또는 착신 전화 번호에 기반하여 부합되고 IP 에
서 PSTN 으로 또는 PSTN 에서 IP 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착신 전화가 구성된 다이얼 플랜 규칙
에 부합할 때 ISDN 또는 직렬 게이트웨이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전화 거부

•

무인 자동 교환 진입

•

번호로 전화 걸기 ( 또는 PSTN 에서 IP 로 전화인 경우 IP 주소 , 호스트 이름 )

번호로 전화를 거는 조치일 때는 원래 걸려온 번호 또는 번호의 부분이 전화할 새 번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설명서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44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

Cisco TelePresence Serial Gateway 설명서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605/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발신 전화를 PSTN 으로 라우팅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발신 전화를 PSTN 으로 라우팅하십시오 .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대해 서로 다른 액세스 코드 ( 즉 , 서로 다른 경로 패턴 ) 를 할당합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가 9 을 입력한 후 연결을 시도 중인 PSTN 전화 번호를 입력할 때 음성 게이
트웨이 밖으로 전화를 돌리는 경로 패턴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전화를 비디오 게
이트웨이 밖으로 돌리는 경로 패턴에 숫자 8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한 회선은 오디오용으로 , 다른 한 회선은 비디오용으로 사용하여 Unified CM 클러스터의 각 비
디오 사용 가능 장치에 두 개 이상의 디렉터리 번호를 할당합니다 . 그런 다음 두 회선에 서로 다
른 발신 검색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첫 번째 회선에서 액세스 코드 ( 예 : 9) 를 다
이얼링할 때 이 회선을 음성 게이트웨이 밖으로 지정하면서 , 두 번째 회선에서 동일한 액세스
코드를 다이얼링하여 전화를 비디오 게이트웨이 밖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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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다른 두 액세스 코드를 기억해야 하는 필요성을 덜지만 , 전화를 걸 때 전화기의 올바른
회선을 눌러야 합니다 . 그러나 , 일부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현재 다중 회선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 이 경우 접두사가 발신 전화를 PSTN 으로 라우팅하기 위한 기본 방법입니다 .

비디오 게이트웨이 전화 대역폭
특정 접두사를 포함한 통화가 PSTN 에 ISDN 연결의 최대 대역폭으로 제한되도록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다이얼 플랜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전화 한
통이 PRI 링크 전체를 독점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데 유용합니다 . 게이트웨이에 서비스 접두사를
구성할 때 다음 최대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128kbps

•

192kbps

•

256kbps

•

320kbps

•

384kbps

•

512kbps

•

768kbps

•

1152kbps

•

1472kbps

게이트웨이가 전화에 사용할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PSTN 을 향하는 IP 엔드포인트에서
의 통화는 착신 번호의 시작 위치에 서비스 접두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으로 , 번호 시작
에 서비스 접두사를 포함하지 않는 전화에 사용될 기본 접두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사용자가 전화를 걸려는 전화를 바로 호출하기 위해 다이얼링할 접두사를 기억해야 하고
Unified CM 에서 다중 경로 패턴 ( 각 단축에 하나씩 ) 을 구성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
다.
참고

Cisco TelePresence ISDN Gateway 의 두 가지 글로벌 설정을 사용하여 착신 및 발신 ISDN 통화에 대
한 최소 또는 최대 대역폭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이얼 플랜은 이 값을 더 높은 최대 대역폭으
로 재지정할 수 없지만 , 다이얼 플랜은 특정 전화에 대해 더 낮은 대역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IP 네트워크에 전화를 처리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을 때 Unified CM 은 통화
허용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전화 관련 작업을 결정합니다 . Unified CM 은 구성 방식에 따라 ,
전화에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통화 실패 . 통화 중 음을 발신자에게 재생하고 발신자의 화면에 대역폭 사용 불가능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

영상 통화를 음성 전용 통화로 재시도

•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을 사용하여 PSTN 게이트웨이와 같은 대체 경로를 통해 전
화 전달 경로 변경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옵션은 종결 ( 착신 ) 장치에서만 적용되므로 , 발신 장치가 다른 대
상에는 다른 옵션 ( 재시도 또는 AAR) 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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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가 대역폭 제한으로 인해 실패하지만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이 활성화된 경
우 Unified CM 은 실패한 전화를 AAR 목적지로의 영상 통화로 경로 조정을 시도합니다 . AAR 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실패한 통화는 통화 중 음을 재생하고 발신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전송합니
다 . ( 그림 5−14 참조 )
그림 5-14

영상 통화에 가능한 시나리오

Video call
initiated

Enough bandwidth
for video call?

Yes

Video call

No
“Retry
Video as Audio”
enabled on terminating
device?

Yes

Audio-only
call

No

No

AAR configured
and enabled on
both devices?

Yes

Video call
with AAR
successful?
No

Yes
119462

Call fails

음성 또는 영상 통화에 대해 AAR 을 제공하려면 발신 및 착신 장치를 AAR 그룹의 구성원으로 구
성하고 착신 장치에 대한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는 사
용자의 내선 번호로 정규화된 E.164 주소를 지정하고 , AAR 그룹은 전화를 PSTN 상에서 성공적으
로 라우팅하기 위해 착신 장치의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 앞에 붙여야 하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 A 가 San Jose AAR 그룹에 있고 사용자 B 가 San Francisco AAR 그룹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 사용자 B 의 내선 번호가 51212 이고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는 6505551212 입니다 .
AAR 그룹은 San Jose AAR 그룹과 San Francisco AAR 그룹 간의 전화에는 91 을 앞에 붙이도록 구
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 사용자 A 가 51212 를 다이얼링하고 이러한 두 사이트 간에 IP WAN 을 통
한 전화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Unified CM 은 사용자 B 의 외
부 전화 번호 마스크 , 6505551212 를 받고 이 앞에 91 을 붙이고 , 사용자 A 에 대한 AAR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916505551212 로 새로 전화를 겁니다 .
기본적으로 Unified CM 의 모든 비디오 지원 장치는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옵션을 활성화
( 선택 ) 했습니다 . 따라서 , 영상 통화에 AAR 을 제공하려면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옵션을
비활성화 ( 선택 취소 ) 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위치 간에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에 기반한 통화 허용 제어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 모두에 대해 RSVP 정책
을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Unified CM 은 착신 장치만 살펴보고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옵션을 활성화 또
는 비활성화할 지를 결정합니다 . 그래서 위의 시나리오에서 사용자 B 의 전화기는 AAR 프로세스
가 실행되기 위해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옵션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 장치는 한 AAR 그룹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 AAR 그룹이 앞에 붙일 숫자를 결정하므
로 , AAR 그룹은 경로 조정된 전화에 사용될 게이트웨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전 섹션에 설명된
대로 , PSTN 으로 라우팅하는 발신 전화에 대한 구성 선택사항에 따라 , AAR 이 경로를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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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는 비디오 게이트웨이 대신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AAR 그룹
과 AAR 발신 검색 공간을 신중하게 구성하여 올바른 숫자가 앞에 지정되고 올바른 발신 검색 공간
이 AAR 전화에 사용되도록 합니다 .
이러한 고려사항은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AAR 을 구성하기 매우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 AAR 은 엔드포인트가 엄격히 한 유형이거나 다른 유형일 때 구현하기 더 쉽습니다 . 엔드포인트
가 음성 및 영상 통화를 모두 할 수 있을 때 ( 예 : Cisco Unified IP Phone 9971 또는 Cisco
TelePresence System EX90), AAR 구성은 금방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 따라서 , 음성 및 비디오 엔드
포인트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각 사용자에게 AAR 의 중요성을 숙고
하고 , 전용 화상 회의실 또는 경영진 비디오 시스템과 같은 비디오 장치 선택에만 AAR 을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 표 5−5 에서는 다양한 장치 유형에서 AAR 을 사용하기 적합한 시나리오를 나
열합니다 .
표 5-5

특정 장치 유형에서 AAR 사용 시

전화 걸 때 사용하는 장
치
AAR 활성화 ?

장치 유형

설명

IP 전화기

기타 IP 전화기 및 비디 예
오 지원 장치

비디오 지원 장치를 호출할 때도 소스 장치
는 오디오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음성 게이
트웨이 밖으로 전화를 보내도록 AAR 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또는 Cisco
Unified IP Phone 9971

기타 비디오 지원 장치 예
만

장치는 오로지 영상 통화용으로만 사용되므
로 , 그에 따라 AAR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IP 전화기 및 기타 비디 아니요
오 지원 장치

AAR 그룹을 영상 통화와 다르게 음성 전용
통화를 라우팅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어렵습
니다 .

기타 비디오 지원 장치 예
만

장치는 오로지 영상 통화용으로만 사용되므
로 , 그에 따라 AAR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IP 전화기 및 기타 비디 아니요
오 지원 장치

AAR 그룹을 영상 통화와 다르게 음성 전용
통화를 라우팅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어렵습
니다 .

H.323 또는 SIP 클라이언
트

최저 비용 라우팅
LCR( 최저 비용 라우팅 ) 및 TEHO(Tail−End Hop−Off) 는 VoIP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일 뿐 아니라 영상 통화에도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 두 용어는 모두 통화 라
우팅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시외 통화료를 줄이기 위해 장거리 번호로 거는
전화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합니다 . Unified CM 은 다
음과 같은 다양한 숫자 분석 세트 및 숫자 조작 기능을 통해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
•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

•

변환 패턴

•

경로 패턴 및 경로 필터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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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에 대해 LCR 을 구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음성 통화의 경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
•

영상 통화는 이 장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 고유한 전용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

•

영상 통화는 음성 통화보다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전용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측면으로 보면 , 영상 통화에 LCR 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의 배경 논리는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5−35 페이지의 섹션에 설명된 논
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 음성과 영상에 서로 다른 유형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 음
성 통화를 한 게이트웨이로 라우트하고 영상 통화는 다른 게이트웨이로 라우트하기 위해 LCR 에
필요한 모든 파티션 , 발신 검색 공간 , 변환 패턴 , 경로 패턴 , 경로 필터 , 경로 목록 , 경로 그룹을
구성하는 일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대역폭 요구사항과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 LCR 사용 결정은 지정된 위치에서 송수신하는 영상 통
화에 대해 LCR 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용 대역폭이 IP 네트워크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
니다 . 현재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 영상 통화로 얻는 이점이 IP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
여 영상 통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로컬 게이트웨이를 배포하고 PSTN 을 통해 전화를 라우
팅하는 데 들이는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1.544−Mbps T1 회로
를 통해 지사 사무실이 중앙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지사 사무실에는 영상 통
화를 하는 사용자가 20 명 있습니다 . 1.544−Mbps T1 회로는 최대 약 4 개의 384−kbps 영상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거리 전화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상 통화를 중앙의 본사 사이
트로 라우팅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지원하려는 전화 수에 따라 ,
1.544−Mbps T1 회로를 더 빠른 회로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월 청구액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비디오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입니까 ? 그렇지
않다면 , 지사 사무실에 Cisco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배포하고 LCR 에 신경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각 지사 사무실에 로컬 Cisco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배치하는 비용도
싸지는 않으므로 결국은 사용자가 비디오 −PSTN 통화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영상이 중요하지 않다면 대역폭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구입할 가치
가 없습니다 . 대신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 통화가 가용 대역폭을 초
과할 경우 이러한 통화를 음성 전용 통화로 재라우팅합니다 . 통화가 음성 전용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면 LCR 을 수행하는 로컬 게이트웨이 리소스 및 대역폭 비용도 적정한 수준이 되며 더 쉽게 구
성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및 모뎀 지원
Cisco 게이트웨이 상에서 팩스 및 모뎀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9.0 SRND 의 게이트웨이 장 .
https://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srnd/9x/gateways.html

•

팩스 , 모뎀 및 IP 구성을 통한 텍스트 지원 설명서 .
https://www.cisco.com/en/US/docs/ios−xml/ios/voice/fax/configuration/15−mt/vf−15−mt−book.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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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을 다른 서버에 연결해 주는 Unified CM 의
통신 채널입니다 . Unified CM 은 하나 이상의 트렁크를 사용하여 통화 제어 서버 및 다른 외부 서
버에서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통화를 수신하거나 발신하고 실시간 이벤트 정보를 교환하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는 Cisco Collaboration System 배포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용 가능한 트렁크 유
형 및 기능을 알고 복원력 , 용량 , 부하 분산 등과 같은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
다음은 Unified CM 에서 구성될 수 있는 기본 트렁크 유형 2 개입니다 .
•

SIP 및 H.323 트렁크 ( 둘 다 외부 통신에 사용 가능 )

•

ICT( 클러스터 간 트렁크 )

H.323 트렁크도 지원되지만 SIP 트렁크는 H.323 트렁크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 때
문에 Unified Communication 배포에 SIP 트렁크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장에서는
H.323 과 SIP 트렁크 기능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지만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를 위한 SIP 트렁
크 , 해당 작동 및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H.323 트렁크 기능 및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 사이트에 있는 Cisco Collaboration 9.x SRND 의 Cisco Unified CM 트렁크 장을 참조하십시
오.
https://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srnd/collab09/trunks.html
Unified CM 트렁크 응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이 문서의 장에서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
•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

•

미디어 리소스 , 7−1 페이지

•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

•

협업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20−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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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트렁크 솔루션 아키텍처
Cisco Unified CM 은 IP 트렁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의 다른 구성
요소와 통화 관련 정보를 교환합니다 . 이런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프로토콜 , 기능과 서
비스 기대 수준 , 성능 요구 사항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IP 트렁크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발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림 6−1 은 시스템 연결에서의 IP 트렁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 그림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에
서 가능한 모든 연결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
IP 트렁크는 Unified CM 에 연결 제공

Unified CME

Service Provider
IP PSTN

Service Provider
IP PSTN

Unified CM Cluster

Session Management Cluster

Gateway

IP PBX

SIP Trunks

348639

그림 6-1

통화는 다이얼 플랜에 정의된 대로 경로 패턴 구성을 사용하여 트렁크에 전송됩니다 . 경로 패턴은
직접 또는 경로 목록을 통해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목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트렁크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경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 경로 그룹 내의 개별 트렁크는 하
향식 또는 순환식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 발신 전화의 경우 , Unified CM 은 이 방식
으로 경로 패턴과 연결된 트렁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Unified CM 은 수신 전화를 수락하기 전
에 트렁크가 통화가 전송될 원격 주소로 정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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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및 H.323 트렁크 비교
Cisco Unified CM 트렁크 연결은 SIP 및 H.323 을 모두 지원합니다 . SIP 또는 H.323 중 무엇을 사용
할지는 각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난 여러 릴리스를 통해 Unified
Communications 공급업체 및 고객으로부터 SIP 의 평판이 좋아졌고 SIP 트렁크가 지원하는 기능도
H.323 트렁크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에 SIP 트렁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날 , 대부분의 고객은 H.323 트렁크 및 게이트키퍼 기반의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ssion Manager Edition 을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계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SIP 트렁크만 사용하는 배포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
표 6−1 에 표시된 바와 같이 , SIP 및 H.323 트렁크가 Cisco 장치 간의 트렁크 연결을 위해 동일한
기능을 많이 공유하지만 , SIP 트렁크는 H.323 트렁크가 지원하지 않는 여러 기능을 지원합니다 .
SIP 는 오늘날 다른 공급업체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 트렁크 연결에 가장 일반적으로
배포된 프로토콜이며 H.323 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 및 네트워
크를 SIP 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표 6−1 에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 사이에서 SIP 및 H.323 트렁크가 제공하는 일부 기능을 비교
합니다 .
표 6-1

Cisco Unified CM 트렁크에서 SIP 및 H.323 기능 비교

기능

SIP

H.323

발신 회선 ( 번호 ) ID 표시

예

예

발신 회선 ( 번호 ) ID 제한

예

예

발신 이름 ID 표시

예

예

발신 이름 ID 제한

예

예

연결된 회선 ( 번호 ) ID 표시

예

예

연결된 회선 ( 번호 ) ID 제한

예

예

연결된 이름 ID 표시

예

예

연결된 이름 ID 제한

예

예

경고 이름

예

아니요

호전환 ( 블라인드 / 수동 )

예/예

예/예

모든 통화 착신 전환

예

예

통화 중 착신 전환

예

예

응답 없음 착신 전환

예

예

통화 중인 가입자 QSIG 통화 완료

예

예

회신 없음에 대한 QSIG 통화 완료

예

예

QSIG 경로 대체

예

예

가입 / 통보 , 게시 − 프레즌스

예

아니요

MWI(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램프 켜기 , 램프 예
끄기 )

아니요

통화 보류 / 보류해제

예

예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유니캐스트 및 멀티 예
캐스트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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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트렁크에서 SIP 및 H.323 기능 비교 ( 계속 )

기능

SIP

H.323

DTMF− 릴레이

RFC 2833,
KPML(OOB), 요청하
지 않은 통보 (OOB)

H.245 OOB( 대역폭 외
)1

SIP Early Offer

예 − MTP 가 필요할 수 해당 없음
있음

Best Effort Early Offer

예 − MTP 가 사용되지 해당 없음
않음 가능하면 SIP
Early Offer 보냄 , 아니
면 SIP Delayed Offer 보
냄

SIP Delayed Offer

예

해당 없음

H.323 Fast Start

해당 없음

예 − Outbound Fast
Start 에는 항상 MTP 필
요 − 음성 통화만 지원
됨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수락

예

아니요

G.711, G.723, G.729 만
SIP Early Offer/H323 Fast Start 를 위한 MTP 를 음성 및 영상 통화에
사용하는 코덱
Early Offer 지원 −
Mandatory( 필요하면
MTP 삽입 ) 또는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를 선택하면 모든 코
덱이 지원됨
MTP Required 를 선
택하면 G.711, G.729
비디오

예

예

비디오 코덱

H.261, H.263, H.263+,
H.264 AVC

H.261, H.263, H.263+,
H.264 AVC

화상 프레젠테이션 공유 (BFCP)

예

아니요

MLPP(Multi−Level Precedence and Preemption)

예

예

T.38 팩스

예

예

신호 처리 인증

Digest, TLS

아니요

신호 처리 암호화

TLS

아니요

미디어 암호화 ( 오디오 )

SRTP

SRTP

RSVP 기반 QoS 및 통화 허용 제어

예

아니요

+ 문자 지원

예

아니요

착신자 수신 변환

예

예

수신 발신자 변환

예

예

연결된 상대 변환

예

예

아웃바운드 발신자 변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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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SIP 트렁크 개요

Cisco Unified CM 트렁크에서 SIP 및 H.323 기능 비교 ( 계속 )

기능

SIP

H.323

아웃바운드 착신자 변환

예

예

아웃바운드 발신자 / 착신자 번호 유형 설정

SIP 는 번호 유형을 지
원하지 않음

Unified CM, 알 수 없음
, 국내 , 국제 , 가입자

발신자 / 착신자 발신 번호 지정 플랜 설정

SIP 는 번호 지정 플랜
을 지원하지 않음

Unified CM, ISDN, 국
내 표준 , 전용번호 , 알
수 없음

트렁크 대상 − 상태 감지 메커니즘

OPTIONS Ping

통화 시도 시

IPv6, 이중 스택 , ANAT

예

아니요

상호 운용성을 위한 프로토콜 수정 스크립트

예

아니요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예

예

최대 16 개 대상 주소

예

예

URI 기반 통화

예

아니요

지리적 위치 지원

예

예

1. H.323 트렁크는 특정 연결 유형에 대한 RFC 2833 신호 처리를 지원합니다 .

SIP 트렁크 개요
SIP 트렁크는 게이트웨이 ,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SIP 프록시 ,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 ,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 등과 같은 다른 SIP 장치에 연결을 제공
합니다 . 오늘날 , SIP 는 확실히 서비스 공급업체 및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에 연결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프로토콜입니다 . Cisco Unified CM 은 다음 SIP 트렁크 및 통화 라
우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
•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

트렁크당 대상 IP 주소 최대 16 개

•

SIP OPTIONS ping 항상 작동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 Best Effort Early Offer 라
고도 함

•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 및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수락 )

•

상호 운용성을 위한 SIP 트렁크 정규화 및 투명성 스크립트

•

SIP REFER 투명성

•

데스크톱 프레젠테이션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및 FECC(Far End Camera
Control) 를 사용한 H.264 비디오

이번 Unified CM 릴리스에서 사용 가능한 SIP 트렁크 기능에서는 신규 및 기존 트렁크 연결에 SIP
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 QSIG over SIP 기능은 H.323 클러스터 간 트렁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
하고 또한 Cisco IOS 게이트웨이 ( 및 QSIG 기반 TDM PBX) 에 QSIG over SIP 트렁크 연결을 제공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하고 최대 16 개의 대상 IP 주소를 처
리하는 기능은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발신 전화 분배를 개선하고 클러스터와 장치 간에 필요한
SIP 트렁크 수를 줄여줍니다 . SIP OPTIONS ping 은 SIP 트렁크 대상에 대해 통화 별 연결성 확인
이 아닌 동적 연결성 감지를 제공합니다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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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MTP 삽입 ) 및 Best Effort Early Offer 는 SIP 트렁크를 통해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통화에
대해 Early Offer 를 생성할 때 MTP 사용을 제거합니다 . Unified CM 은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여 발신 장치의 미디어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SIP Early Offer 만 보냅니다 ( 예를 들어
,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를 통한 SIP 기반 IP 전화기에서 전화 ). 발신 장치의 미디어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 인바운드 SIP Delayed Offer 통화가 Best Effort SIP Early Offer 트
렁크를 통해 착신 전환되는 경우 ) 에는 SIP Delayed Offer 가 보내집니다 .
Lua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SIP 트렁크 정규화 및 투명성은 타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의 기
본 Unified CM 상호 운용성을 개선합니다 . 정규화를 하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SIP 메시지 및
SDP 정보를 SIP 트렁크 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전달되는 메시지의 각 부분을 이
해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 투명성을 통해 Unified CM 이 하나의 SIP 트렁크 통화 레그를 다
른 SIP 트렁크 통화 레그로 SIP 헤더 , 매개 변수 , 콘텐츠 본문 등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기능은 이 섹션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논의됩니다 .
SIP 트렁크에 대한 새로운 개선사항 전체 목록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제품 릴리
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release_notes_list.html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작동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SIP 트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와 Unified CM SIP 트렁크 설계 및 배
포 시 계정에 필요한 몇몇 주요 SIP 트렁크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SIP 제공 / 응답 모델
Cisco Unified CM 은 SIP 제공 / 응답 모델을 사용하여 RFC 3264 정의에 따라 SIP 세션을 설정합니
다 . 이와 관련해서 제공은 SIP 메시지 본문에서 보내지는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필드에
포함됩니다 . 제공은 일반적으로 장치에서 지원하는 미디어 특성을 정의합니다 ( 미디어 스트림 ,
코덱 , 방향성 미디어 속성 , IP 주소 , 사용할 포트 등 ). 제공을 수신하는 장치는 이러한 일치하는
해당 미디어 스트림 , 코덱 , 방향성 미디어 속성 , IP 주소 , 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할 포트 번호 등과
함께 해당 SIP 응답의 SDP 필드에 응답을 보냅니다 . 제공 및 응답을 교환한 후에 발신 및 착신 엔
드포인트 간에 양방향 미디어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이 제공 / 응답모델을 사용하
여 주요 SIP 표준인 RFC 3261 정의에 따라 SIP 세션을 설정합니다 .
RFC 3261 에는 제공 및 응답에서 SDP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2 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보통 Delayed Offer 및 Early Offer 로 알려졌으며 RFC 3261 에 의하면 사용자 에이전
트 클라이언트 / 서버는 두 방법 모두 지원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 메시지 본문에서
SDP 와 함께 전송된 초기 SIP Invite 는 Early Offer 를 정의하는 반면 메시지 본문에 SDP 가 없는 초
기 SIP Invite 는 Delayed Offer 를 제공합니다 .
Delayed Offer 및 Early Offer 는 미디어 기능 교환을 위한 모든 표준 기반 SIP 전환에 사용할 수 있
는 두 가지 옵션입니다 . 대부분의 공급업체는 Delayed Offer 또는 Early Offer 기본 설정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장점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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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SIP 트렁크는 SIP Delayed Offer 및 SIP Early Offer 를 모두 지원합니다 . 기본적으로 SIP
트렁크는 Delayed Offer 로 구성되면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통화를 지원합니다 . 다음은 Early
Offer 통화에 사용 가능한 세 가지 트렁크 구성 옵션입니다 .
•

MTP Required 옵션 (SIP 트렁크에서 선택 ) — MTP 가 모든 통화에 삽입됩니다 .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 Unified CM 이
발신 장치의 미디어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 인바운드 Delayed Offer 통화가
Early Offer SIP 트렁크로 착신 전환되는 경우 ) MTP(Media Termination Point) 를 삽입하는 SIP
프로파일 옵션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 발신 장치의 미디어 특
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Early Offer 가 전송되는 SIP 프로파일 옵션 미디어 특성을 판단
할 수 없는 경우 Delayed Offer 가 전송됩니다 .

Unified CM SIP 트렁크 – Delayed Offer, Early Offer, Best Effort Early Offer, 6−18 페이지 섹션에서
는 Delayed Offer, Early Offer, Best Effort Early Offer 등을 위한 Unified CM Early Offer 트렁크 구성
에 대해 논의합니다 .

SIP Delayed Offer
Delayed Offer 에서 세션 개시 장치 ( 발신 장치 ) 는 초기 Invite 에서 해당 기능을 전송하지 않고 착
신 장치가 해당 기능 ( 예를 들어 , 착신 장치가 지원하는 코덱 목록 , 따라서 발신 장치가 세션에 사
용할 코덱을 선택하도록 함 ) 을 먼저 전송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 그림 6−2 는 SIP Delayed Offer 의
예를 보여줍니다 .
그림 6-2

SIP Delayed Offer

INVITE

100 Trying

100 Trying

180 Ringing

180 Ringing

200 OK with SDP (Offer)

200 OK with SDP (Offer)

ACK with SDP (Answer)

ACK with SDP (Answer)
348640

INVITE

Two-Way Media

SIP Early Offer
Early Offer 에서 세션 개시 장치 ( 발신 장치 ) 는 초기 Invite 에 포함되는 SDP 본문에 해당 기능 ( 예
를 들어 , 지원되는 코덱 , IP 주소 , RTP 용 UDP 포트 번호 등 ) 을 전송합니다 ( 따라서 착신 장치가
세션에 사용할 코덱을 선택하도록 함 ). Early Offer 및 Delayed Offer 가 모두 SIP 표준의 Mandatory
부분이라고 해도 타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공업체는 보통 Early Offer 를 선호하고 IP PSTN 서비
스 공급업체는 거의 항상 Early Offer 를 사용합니다 . 서비스 공급업체는 초기 INVITE 의 SDP Offer
확인에서 발신 장치에 단방향 미디어가 설정되는 것을 허용하는 Early Offer 기능을 사용합니다 .
이 단방향 미디어 기능은 통화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발신자 ( 예 : 알 수 없는 번호 ) 에게 알림을 제
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 통화 요금은 일반적으로 양방향 미디어가 설정되고 트랜잭션에 대한 마지
막 승인 (ACK) 이 수신된 후에 청구됩니다 .)
참고

SIP 기반 Cisco Unified IP Phone 은 Early Offer 를 전송합니다 . ( 그림 6−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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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Cisco Unified CM 트렁크

SIP Early Offer

INVITE with SDP (Offer)

INVITE with SDP (Offer)

100 Trying

100 Trying
y g

180 Ringing

180 Ringing
g g

200 OK with SDP ((Answer))

200 OK with SDP (Answer)
(
)

One-Way
Media

ACK

348641

Two-Way Media
ACK

PRACK( 임시 신뢰성 확인 )
SIP 는 SIP 요청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응답 ( 최종 응답 및 임시 응답 ) 을 정의합니다 .
최종 응답 ( 예 : 2XX, 3XX 및 4XX 응답 ) 은 처리된 요청 ( 예 : INVITE) 에 대한 결과를 전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송 ( 확인됨을 의미 ) 입니다 .
임시 응답 ( 모든 1XX 응답 ) 은 요청 처리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송이 아니기 때문
에 임시 응답 송신자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SDP 정보는 신뢰할 수 없는
1XX 응답에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
PRACK( 임시 신뢰성 확인 ) 은 1XX 응답이 신뢰할 수 있게 전송되도록 해 주는 SIP 프로토콜에 대
한 확장 기능입니다 . PRACK 은 PSTN 을 사용하여 상호 운용성 시나리오를 위한 1XX 응답의 신
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고 또한 양방향 미디어를 설정하기 전에 교환되어야 하는 SIP 메시
지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그림 6−4 및 그림 6−5 참조 )
PRACK 은 SIP 트렁크에서 Early Offer 또는 Delayed Offer 를 사용하여 사용될 수 있고 보통 Early
Media 라고 불립니다 . PRACK 은 주요 Cisco 협업 제품에서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능
입니다 .
그림 6-4

Early Media(PRACK) 를 사용하는 SIP Early Offer

INVITE w/SDP Supported:100rel

INVITE w/SDP Supported:100rel
100 Trying

y g
100 Trying

183 Progress w/SDP Require:100rel

183 Progress w/SDP Require:100rel

PRACK

PRACK

(
)
200 OK (PRACK)

200 OK (PRACK)
(
)

348642

Two-Way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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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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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Media(PRACK) 를 사용하는 SIP Delayed Offer

INVITE Supported:100rel

INVITE Supported:100rel
100 Trying

y g
100 Trying

183 Progress w/SDP Require:100rel

183 Progress w/SDP Require:100rel

PRACK with SDP ((Answer))

(
)
PRACK with SDP (Answer)

(
)
200 OK (PRACK)

참고

200 OK ((PRACK))

348643

Two-Way Media

100 Trying 응답은 Unified CM 이 INVITE 를 수신했음을 표시합니다 . Progress 응답의 180 Ringing
및 183 Session 은 사용자가 통화 알림을 받고 있음을 표시하고 SIP 헤더 메시지 및 PRACK 이 사용
되는 경우 SIP 메시지 본문의 SDP 콘텐츠에 착신자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됩니다 .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및 미디어 협상
SDP 는 SIP 의 동반 프로토콜입니다 . RFC 4566 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SDP 는 미디어 특성을 설명
하고 엔드포인트 간의 멀티미디어 세션을 위한 미디어 유형 , 형식 , 관련된 매개 변수를 협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러한 미디어 특성은 SDP 메시지에 있는 일련의 한 줄 필드로 설명됩니다 .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및 음성 통화
표 6−2, 표 6−3 및 그림 6−6 에 있는 예는 음성 통화를 위한 SDP 제공 및 응답을 설명합니다 .
표 6-2

음성 통화 – SDP 제공

SDP 메시지 필드

설명

v=0

SDP 버전 ( 현재 버전 0)

o=CiscoCCM−SIP 2000 1 IN IP4 10.10.199.250

기점 (Unified CM IP 주소 포함 )

s=SIP Call

세션 이름

c=IN IP4 10.10.199.130

연결 데이터 ( 엔드포인트 IP 주소 )

t=0 0

시간 (0 0 = 영구 세션 )

m=audio 16444 RTP/AVP 0 8 18 101

미디어 설명 – 제공된 코덱의 UDP 포트 , RTP 페
이로드 유형 ( 기본 설정 순서 ) 및 DTMF

a=rtpmap:0 PCMU/8000

G.711 mu−law 코덱

a=ptime:20

패킷화 ( 샘플 추출 ) 간격 (ms)

a=rtpmap:8 PCMA/8000

G.711 a−law 코덱

a=ptime:20

패킷화 ( 샘플 추출 ) 간격 (ms)

a=rtpmap:18 G729/8000

G.729 코덱

a=ptime:20

패킷화 ( 샘플 추출 ) 간격 (ms)

a=sendrecv

미디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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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Cisco Unified CM 트렁크

음성 통화 – SDP 제공 ( 계속 )

SDP 메시지 필드

설명

a=rtpmap:101 telephone−event/8000

RFC 2833 대역 내 DTMF

a=fmtp:101 0−15

지원되는 DTMF 문자

해당 SDP 응답은 제공을 수신하는 엔드포인트의 미디어 특성과 엔드포인트에서 양방향 음성 미디
어를 위해 선택된 음성 코덱에 대해 설명합니다 ( 표 6−3 참조 ).
표 6-3

SDP 메시지 필드

설명

v=0

SDP 버전 ( 현재 버전 0)

o=CiscoCCM−SIP 2000 1 IN IP4 10.10.199.251

기점 (Unified CM IP 주소 포함 )

s=SIP Call

세션 이름

c=IN IP4 10.10.199.179

연결 데이터 ( 엔드포인트 IP 주소 )

t=0 0

시간 (0 0 = 영구 세션 )

m=audio 28668 RTP/AVP 0 101

미디어 설명 – UDP 포트 , 선택된 코덱의 RTP 페
이로드 유형 , DTMF

a=rtpmap: 0 PCMU/8000

G.711 mu−law 코덱

a=ptime:20

패킷화 ( 샘플 추출 ) 간격 (ms)

a=sendrecv

미디어 방향

a=rtpmap:101 telephone−event/8000

RFC 2833 대역 내 DTMF

a=fmtp:101 0−15

지원되는 DTMF 문자

협상된 음성 통화
348644

그림 6-6

음성 통화 – SDP 응답

SIP Trunk
10.10.199.250

10.10.199.130
RTP UDP Port 16444
G.711 Audio codec
Two-way Audio
RFC 2833 DTMF

10.10.199.251

Audio

10.10.199.179
RTP UDP Port 28668
G.71 Audio codec
Two-way Audio
RFC 2833 DT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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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및 영상 통화
음성 통화에 일반 음성 코덱을 사용하는 대칭적 미디어 흐름은 엔드포인트에서 협상됩니다 . 비디
오 미디어 흐름을 위해 송신 및 수신 미디어 기능이 비대칭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
다 . 비대칭 요구 사항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같은 다수의 사용 사
례에서 유래합니다 ( 보통 중요도 순서 ). 추가로 비디오 인코딩은 비디오 디코딩보다 더 CPU 가 더
많이 사용되며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 것 보다 고해상도로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SDP 제공 및 응답에서 보낸 코덱 기능은 각 엔드포인트
의 수신 기능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으로 비대칭입니다 .
표 6−4 는 음성 및 영상 통화를 위한 SDP 제공을 보여줍니다 .
표 6-4

음성 및 영상 통화 – SDP 제공

SDP 메시지 필드

설명

v=0

SDP 버전 ( 현재 버전 0)

o=CiscoCCM−SIP 161095 1 IN IP4
10.10.199.250

기점 (Unified CM IP 주소 포함 )

s=SIP Call

세션 이름

t=0 0

시간 (0 0 = 영구 세션 )

m=audio 16444 RTP/AVP 0 8 18 101

오디오 미디어 – 포트 번호 , 페이로드 유형에 따
라 기본 설정 순서로 나열된 오디오 코덱 및
DTMF 페이로드 유형

c=IN IP4 10.10.199.130

연결 데이터 ( 엔드포인트 IP 주소 )

....

여러 오디오 코덱 및 DTMF 의 속성

m=video 16446 RTP/AVP 98 99

미디어 설명 – UDP 포트 , 제공된 비디오 코덱의
RTP 페이로드 유형 ( 기본 설정 순서 )

c=IN IP4 10.10.199.130

엔드포인트 IP 주소

a=rtpmap:98 H264/90000

H.264 비디오 코덱

a=fmtp:98
H.264 코덱 미디어 속성
profile−level−id=428016;packetization−mode=1;
max−mbps=245000;max−fs=9000;max−cpb=200
;max−br=5000;max−rcmd−nalu−size=3456000;
max−smbps=245000;max−fps=6000
a=rtpmap:99 H263−1998/90000

H.263 비디오 코덱

a=fmtp:99
QCIF=1;CIF=1;CIF4=1;CUSTOM=352,240,1

H.263 코덱 미디어 속성

a=rtcp−fb:* nack pli

패킷 손실 표시를 위한 RTCP

a=rtcp−fb:* ccm tmmbr

비디오 레이트 조정을 위한 RTCP

이 SDP 메시지에 제공된 H.264 및 H.263 코덱은 엔드포인트의 수신 기능을 설명하는 다양한 추가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 표 6−5 에 표시된 것과 같이 SDP 응답의 협상된 H.264 코덱에 대한 이러
한 매개 변수는 대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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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트렁크

음성 및 영상 통화 – SDP 응답

SDP 메시지 필드

설명

v=0

SDP 버전 ( 현재 버전 0)

o=CiscoCCM−SIP 112480 1 IN IP4
10.10.199.251

기점 (Unified CM IP 주소 포함 )

s=SIP Call

세션 이름

t=0 0

시간 (0 0 = 영구 세션 )

m=audio 28668 RTP/AVP 0 101

오디오 미디어 – 포트 번호 , 선택된 오디오 코덱
및 DTMF 페이로드 유형

c=IN IP4 10.10.199.179

연결 데이터 ( 엔드포인트 IP 주소 )

....

선택된 G.711 오디오 코덱 및 DTMF 의 속성

m=video 28670 RTP/AVP 98

비디오를 위해 선택된 H.264 코덱

c=IN IP4 10.10.199.179

엔드포인트 IP 주소

a=rtpmap:98 H264/90000

H.264 코덱 세부 정보

a=fmtp:98
profile−level−id=428016;packetization−mode=1;
max−mbps=108000;max−fs=3600;max−cpb=200
;max−br=5000;max−rcmd−nalu−size=1382400;
max−smbps=108000;max−fps=6000

선택된 H.264 코덱의 미디어 속성

a=rtcp−fb:* nack pli

패킷 손실 표시를 위한 RTCP

a=rtcp−fb:* ccm tmmbr

비디오 레이트 조정을 위한 RTCP

Profile−level−id 및 packetization mode는 협상된
통화에 대해 대칭 ( 다른 속성은 대칭일 필요는
없음 ) 이어야 하고 엔드포인트의 수신 기능을
나타냅니다 .

Profile Level ID 및 Packetization Mode 는 협상된 영상 통화에 대해 대칭이어야 합니다 . Profile
Level ID 는 엔드포인트에서 지원되는 H.264 기능 , 해상도 , 프레임 레이트 , 비트 레이트 등의 최소
부분 집합을 설명합니다 . Packetization Mode 는 비디오 샘플이 어떻게 암호화되고 RTP 패킷에 전
송되는지 설명합니다 . Profile−level−id 및 packetization mode 를 따르는 미디어 속성은 대칭일 필요
가 없고 실제로 표 6−5 및 그림 6−7 에 표시된 협상된 영상 통화는 모두 대칭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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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작동

협상된 음성 및 영상 통화
34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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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Trunk
10.10.199.250

10.10.199.130
RTP UDP Port 16444
G.711 Audio codec
Two-way Audio
RFC 2833 DTMF

10.10.199.130
RTP UDP Port 16446
H264 Video codec
Asymmetric Receive values
RTCP Feedback

10.10.199.251

Audio

Video

10.10.199.179
RTP UDP Port 28668
G.71 Audio codec
Two-way Audio
RFC 2833 DTMF

10.10.199.179
RTP UDP Port 28670
H264 Video codec
Asymmetric Receive values
RTCP Feedback

비디오 데스크톱 공유 및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엔드포인트는 비디오 데스크톱 및 프레젠테이션 공유를 위해 공유된 콘텐츠 ( 예 :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 를 전송하는 추가적인 RTP 비디오 채널과 영상 또는 전화회의 내 리소스에 대한 공유된
액세스를 관리하는 BFCP 용 UDP 채널을 제어합니다 . ( 그림 6−8 참조 ) BFCP 는 RFC 4582 및
RFC 4583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FECC(Far End Camera Control)
FECC(Far End Camera Control) 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비디오 소스를 선택하고 팬 , 틸트 , 줌 , 포커
스 등과 같은 카메라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FECC 를 사용하는 엔드포인트는 카메라 제어를
위해 추가적인 RTP 채널을 협상합니다 . ( 그림 6−8 참조 ) FECC 는 H.281, H.224 및 RFC 4573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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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공유와 FECC(Far End Camera Control) 을 사용하는 오디오 및 영상 통화
348646

그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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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Trunk
10.10.199.250

10.10.199.251
10.10.199.179

10.10.199.130
Audio RTP UDP Port 16444
G711 Audio codec
RFC 2833 DTMF

Audio

Audio RTP UDP Port 28668
G711 Audio codec
RFC 2833 DTMF

Video RTP UDP Port 16446
H.264 Video codec

Main Video

Video RTP UDP Port 28670
H.264 Video codec

Video RTP UDP Port 16448
H.264 Video codec
BFCP UDP Port 5070
FECC UDP Port 16450
RTP Payload Type 107

Slide Video
Binary Floor Control
Far End Camera Control

Video RTP UDP Port 28672
H.264 Video codec
BFCP UDP Port 5070
FECC UDP Port 28674
RTP Payload Type 107

Unified CM SIP 트렁크 기능 및 작동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SIP 트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와 Unified CM SIP 트렁크 설계 및 배
포 시 계정에 필요한 몇몇 주요 SIP 트렁크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Cisco Unified CM 은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에서 SIP 트렁크 통화를 걸거나
받는 구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

SIP 트렁크 – 모든 노드에서 실행 및 경로 로컬 규칙
SIP 트렁크에서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옵션을 선택하면 Unified CM 은 클러스터 내
모든 통화 처리 가입자에 SIP 트렁크 데몬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모든 통화 처리 가입자가 SIP 트렁
크 통화를 걸거나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 ( 이 기능에 앞서 Unified CM Groups 를 사용하여 트렁크
당 최대 세 개 노드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이 활성화되면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는 경로 로컬 규칙에 따라 착신 전화 ( 예 : 전화기 또는 트렁크에서 ) 가
수신된 동일한 노드에서 발신됩니다 .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기능은 트렁크의
Unified CM Group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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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로컬 규칙은 SIP 트렁크에서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에 대해 등록된 전화기 또는 인바운드 트렁크가 Unified CM 노드
에 도달하면 Unified CM 은 선택된 아웃바운드 트렁크 인스턴스가 착신 전화가 도달한 동일 노
드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이 되면 Unified CM 은 이 노드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트
렁크 통화를 설정합니다 .
발신 전화가 클러스터 내 모든 통화 처리 노드에서 발신되고 수신될 수 있으므로 SIP 트렁크에서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
서 실행을 활성화하면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를 설정할 때 동일 클러스터 내 통화 처리 노드 간 설
정에서 통화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Unified CM SIP 트렁크에서 트렁크와 연결된 SIP 데몬은 트렁크의 대상 주소 필드에 정의된
IP 주소인 엔드 시스템에서 발송된 착신 전화만 허용합니다 .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여러 SIP 트렁크
가 동일한 통화 처리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 트렁크 별로 고유한 수신 및 대상 포트 번호를 정의하
여 각 트렁크가 고유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

경로 목록 – 모든 노드에서 실행 및 경로 로컬 규칙
명확하게는 SIP 트렁크 기능은 아니지만 모든 노드에서 경로 목록을 실행하는 것은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의 트렁크에 장점을 제공합니다 . 모든 노드에서 경로 목록을 실행하면 경로 로컬 규칙을
사용하는 발신 전화 배포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내부 클러스터 통화 설정 트래픽을 방지할 수 있습
니다 .
경로 로컬 규칙은 경로 목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경로 목록 ( 및 연결된 경로 그룹과 트렁크 ) 을 사용하는 발신 전화의 경우 등록된 전화기 또는 인
바운드 트렁크에서 발신된 통화가 경로 목록 인스턴스를 통해 노드에 도달했을 때 Unified CM 은
선택된 아웃바운드 트렁크 인스턴스가 경로 목록과 동일한 노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이
되면 Unified CM 은 이 노드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트렁크 통화를 설정합니다 .
경로 목록과 트렁크 둘 다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활성화되면 착신 전화가 도달한
노드에서 발신 전화 배포를 판단합니다 . 선택된 아웃바운드 트렁크가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는 것
이 아니라 Unified CM Group 을 사용하는 경우 Unified CM 은 선택된 아웃바운드 트렁크 인스턴스
가 착신 전화가 도달한 노드와 동일 노드에 존재하면 경로 로컬 규칙을 적용합니다 . 이 노드에 트
렁크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Unified CM 은 클러스터 내 트렁크가 활성화된 노드로 전화
를 착신 전환합니다 .
경로 목록에서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로 목록 인스턴스는
클러스터 내의 한 노드 ( 경로 목록의 Unified CM Group 기본 노드 ) 에서 활성화됩니다 . 선택된 아
웃바운드 트렁크가 경로 목록의 Unified CM Group 기본 노드에서 활성화되면 경로 로컬 규칙이 적
용되고 모든 아웃바운드 트렁크 통화가 이 노드에서 발신되기 때문에 차선의 발신 전화 배포가 됩
니다 .
모든 경로 목록 및 SIP 트렁크에서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최대 16 개 SIP 트렁크 대상 IP 주소
SIP 트렁크는 최대 16 개 대상 IP 주소 , 16 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및 DNS SRV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대상 IP 주소를 지원하면 두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간의 통화 분
배를 위해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과 연결된 여러 트렁크를 생성하는 필요를 줄여서 Unified CM 트
렁크 설계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기능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그림 6−9 및 그림 6−10 참조 ) 그러나 Unified CM SIP 트렁크와 연
결된 SIP 데몬은 트렁크의 대상 주소 필드에 정의된 IP 주소의 엔드 시스템에서 발송된 착신 전화
만 허용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하나 이상의 대상 주소를 가진 단일 SIP 트렁크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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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Unified CM 클러스터를 다른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하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 장
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트렁크를 생성하여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장애 조치를
하고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을 사용하여 트렁크 선택 목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발신 전화를 무작위로 구성된 SIP 트렁크 대상 주소로 배포합니다 .
그림 6-9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하고 여러 대상 주소를 소유한 SIP 트렁크

348647

SIP

그림 6-10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이 활성화된 SIP 트렁크 및 경로 목록

Trunk A

SIP

Route List instance

348648

Trun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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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를 사용하는 SIP 트렁크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DNS SRV 항목을 SIP 트렁크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대상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 보다 선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SRV 호스트의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필요

•

SRV 호스트의 가중치를 매기는 것이 필요

•

16 개 이상의 대상 IP 주소 필요

•

DNS SRV 확인이 대상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의 요구 사항

구성 옵션 대상 주소는 SRV 가 선택된 경우 단일 SRV 항목만 트렁크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예 : Destination Address = cluster1.cisco.com. Port = 0.)
그림 6−11 은 DNS SRV 를 사용하여 대상 Unified CM 클러스터 주소를 확인하는 SIP 트렁크에 대
한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이 대상은 타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

그림 6-11

DNS SRV 를 사용하는 클러스터 간 SIP 트렁크의 통화 흐름

DNS Server

3

6
Cluster 2 FQDN :
cluster2.foo.com

Cluster 1 FQDN :
cluster1.foo.com
CUCM-1

CUCM-A

CUCM-2

CUCM-B

2

5

CUCM-3

CUCM-C

4

CUCM-4

SIP INVITE : 87522001@cluster2.foo.com

CUCM-D

Source: CUCM-4.cluster1.foo.com Dest.: CUCM-D.cluster2.foo.com

Route Pattern: 8752XXXX - SIP Trunk Dest: DNS SRV cluster2.foo.com
Route Pattern: 8645XXXX - SIP Trunk Dest: DNS SRV cluster1.foo.com

86453001

Calls 87522001

87522001

3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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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은 통화 흐름에서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

참고

1.

클러스터 1 의 IP 전화기가 87522001 에 전화를 겁니다 .

2.

통화가 cluster2.foo.com 의 DNS SRV 를 사용하는 SIP 트렁크를 가리키는 8752XXXX 경로 패
턴과 일치합니다 . 클러스터 1 의 CUCM−4 에 전화기 및 SIP 트렁크가 모두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 전화를 처리하는 노드입니다 . CUCM−4 는 cluster2.foo.com 에 DNS SRV 조회를 전송합니
다.

3.

DNS 서버는 레코드 두 개 (CUCM−D.cluster2.foo.com and CUCM−C.cluster2.foo.com) 로 응답
합니다 . 통화는 더 높은 우선 순위인 CUCM−D.cluster2.foo.com Unified CM 으로 전송됩니다 .
SIP Invite 를 전송하기 전에 CUCM−D.cluster2.foo.com 에 대해 다른 DNS 조회가 완료됩니다 .

4.

CUCM−4 는 대상 주소 집합이 CUCM−D 의 IP 주소인 87522001@cluster2.foo.com 으로 SIP
Invite 를 전송합니다 .

5.

Unified CM 은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의 호스트 부분이 클러스터 FQDN 엔터프라이
즈 매개 변수와 일치하므로 이 전화를 로컬 통화로 해석합니다 . 클러스터 2 에는 CUCM−4 의
대상으로 구성된 SIP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DNS SRV 를 사용하는 SIP 트렁크에 구성된 모든
도메인에 대한 DNS SRV 조회를 합니다 . 이 경우 예에서는 cluster1.foo.com 의 DNS SRV 대상
이 있는 단일 트렁크를 보여줍니다 .

6.

DNS 서버는 두 항목을 반환하고 그 중 하나가 Invite 의 소스 IP 주소와 일치합니다 . 클러스터
는 호출을 수락하고 내선 번호 87522001 로 연결합니다 .

이 통화 흐름에서는 DNS A 조회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

SIP OPTIONS Ping
SIP 트렁크와 연결된 SIP 프로파일에서 SIP OPTIONS Ping 기능을 활성화하면 동적으로 트렁크 대
상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트렁크의 SIP 데몬을 실행하는 각 노드가 정기
적으로 연결성을 판단하기 위해 OPTIONS Request 를 각 트렁크의 대상 IP 주소로 전송하고 연결
할 수 있는 노드에만 전화를 전송합니다 . 대상 주소가 OPTIONS Request 에 대한 응답에 실패하거
나 서비스 사용불가 (503) 응답 또는 요청 시간 초과 (408) 응답을 전송하거나 TCP 연결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 서비스 불가능 ' 으로 간주됩니다 . 최소 노드 한 개가 최소 대상 주소 한 개로부터 응
답 (408 또는 503 은 제외 ) 을 수신하면 전반적인 트렁크 상태는 ' 서비스 중 ' 으로 간주됩니다 . SIP
트렁크 노드는 트렁크의 구성된 대상 IP 주소나 트렁크 DNS SRV 항목의 확인된 IP 주소로
OPTIONS Request 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SIP OPTIONS Ping 을 활성화하면 Unified CM 이 트렁
크 대상 상태를 노드당 , 통화당 l, 시간 초과 등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트렁크 상태를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모든 SIP 트렁크에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SIP 트렁크 – Delayed Offer, Early Offer, Best Effort Early Offer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SIP 트렁크에서 Delayed Offer, Early Offer, Best Effort Early Offer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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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SIP 트렁크 기능 및 작동

Unified CM SIP Delayed Offer
Unified CM SIP 트렁크의 기본 구성은 Delayed Offer(SDP 콘텐츠 없이 SIP INVITE 전송 ) 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 . 이 기본 구성을 사용하면 SIP 트렁크의 모든 발신 전화는 SIP Delayed Offer 를 전
송합니다 . MTP(Media Termination Point) 는 아웃바운드 INVITE 또는 수신된 제공에 응답하기 위
해 전송되는 응답의 SDP 콘텐츠 생성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DTMF 전송 불일치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MTP 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통화가 Delayed Offer 를 전송하는 SIP 트렁크를
통해 전송되게 하려면 기본 구성을 사용하십시오 .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통화가 지원됩니다 .

Unified CM SIP Early Offer
Unified CM SIP 트렁크의 모든 발신 전화에 Early Offer 를 활성화하려면 두 가지 구성 옵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Media Termination Point 필요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를 사용하는 Early Offer
SIP 트렁크에서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옵션을 활성화하면 트렁크의 MRG( 미
디어 리소스 그룹 ) 에서 모든 착신 및 발신 전화에 MTP 를 할당합니다 . ( 그림 6−12 참조 ) 정적으
로 할당된 MTP 는 G.711 또는 G.729 코덱만 지원하므로 미디어를 선택된 코덱 유형을 사용하는 음
성 통화로만 제한합니다 .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를 사용하는 Early Offer 를 활
성화하면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및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로 대체됩니다 .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를 사용하는 Early Offer 는 착신 및 발신 전화를 위한 음성 미디어가
MTP 의 단일 IP 주소로 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를 사용하는 SIP Early Offer
SIP Line

SIP Trunk with Early Oﬀer

SCCP Line

SIP Trunk with Early Oﬀer

SIP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H.323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MGCP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348650

그림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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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를 사용하는 Early Offer
SIP 트렁크와 연결된 SIP 프로파일에서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를 활성화하면 발신자 장치가 Early Offer 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미디어 특성을 가
진 Unified CM 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MTP 를 삽입합니다 . 일반적으로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에는 MTP 사용을 줄여 주고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통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그림 6−13 참조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로 구성된 SIP 트렁크의
발신 전화의 경우 Unified CM 은 다음의 경우에만 SDP 제공을 생성할 수 있는 MTP 를 삽입합니다 .
•

Unified CM 으로 들어오는 착신 전화를 Delayed Offer SIP 트렁크를 통해 수신

•

Unified CM 으로 들어오는 착신 전화를 H.323 Slow Start 트렁크를 통해 수신

•

Unified CM 에 등록된 이전 SCCP 기반 IP 전화기로부터 착신 전화를 수신

일반적으로 MTP 를 사용하는 이러한 종류의 Early Offer 통화는 음성만 지원하지만 단일 음성 코
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MTP Required 를 사용하는 Early Offer 사용 ). 이러한 통화는 초기 통
화 설정에서 오디오만 지원하지만 통화 미디어가 재협상되는 경우 ( 예 : 보류 또는 보류 해제 후 )
통화 중 비디오 및 SRTP 를 지원하도록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수신 INVITE 메시지는 초기 제공 SDP 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MTP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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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Unified CM SIP 트렁크 기능 및 작동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SIP Line

SIP Trunk with Early Oﬀer

SCCP Line

SIP Trunk with Early Oﬀer

SCCP Line

SIP Trunk with Early Oﬀer

SIP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H.323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MGCP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H.323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SIP Trunk

SIP Trunk with Early Oﬀer

Cisco SIP Phones

Newer SCCP Phones

Older SCCP Phones

SIP Delayed Oﬀer

H.323 Slow Start

MGCP Gateway

SIP Early Oﬀer

348651

H.323 Fast Start

Unified CM 이 다음 방법으로 착신 전화를 받는 경우 SIP 트렁크를 통해 아웃바운드 Early Offer 통
화를 작성하기 위해 Unified CM 에서 MTP 를 삽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Early Offer 를 사용하는 SIP 트렁크에서

•

Fast Start 를 사용하는 H.323 트렁크에서

•

MGCP 트렁크에서

•

Unified CM 에 등록된 SIP 기반 IP 전화기에서

•

Unified CM 에 등록된 최신 SCCP 기반 Cisco Unified IP Phone 모델

Unified CM 은 위에 있는 장치에 대해 엔드포인트의 미디어 기능을 사용하고 발신 장치 및 발신 SIP
트렁크의 지역 쌍에 따라 코덱 필터링 규칙을 적용하여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에 대해 제공
SDP 를 생성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 제공 SDP 는 통화가 시작된 엔드포인트 IP 주소와 포트 번호
를 포함합니다 . Unified CM 가 발신 장치와 SIP 트렁크 지역 간에 공통의 코덱이 없을 때 DTMF 불
일치 , TRP 요구 사항 또는 트랜스코더 요구 사항과 같은 다른 이유로 인해 MTP 를 삽입할 필요가
없음을 가정합니다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가 트렁크의 SIP 프로
파일에 구성되었을 때 이전 SCCP 기반 전화기 , SIP Delayed Offer 트렁크 및 H.323 Slow Start 트렁
크에서 전화를 걸면 Unified CM 에서 MTP 를 할당하게 됩니다 . 올바른 미디어 포트 및 IP 주소를
사용하여 제공 SDP 를 생성하는데 MTP 가 사용됩니다 .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의 미디어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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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발신 장치와 연결된 미디어 리소스에서 MTP 가 할당됩니다 . ( 이렇게 하면 미디어 경로가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의 MTP 를 통해 고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MTP 가 발신 장치의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에서 할당될 수 없으면 SIP 트렁크의 MRGL 에서 MTP 할당이 시도됩니
다.
Unified CM 에 등록된 이전 SCCP 전화기에서 건 전화에서는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을
통해 발신 장치의 일부 미디어 기능 ( 예를 들어 , 지원되는 음성 코덱 , 비디오 코덱 , 암호화된 키
등 ) 을 미디어 Exchange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엔드포인트 및 MTP 코덱 기능의
상위 집합을 생성하고 적용 가능한 지역 쌍 설정을 기반으로 코덱 필터링을 적용합니다 . 아웃바운
드 제공 SDP 는 MTP 의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 음성 , 비디오 및 암호화된 미디어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Cisco IOS 기반 MTP 는 패스스루 코덱을 지원하도록 사용 및 구성되어야 합니다 .
참고

Cisco Unified IP Phone 7902, 7905, 7910, 7912, 7920, 7935, 7940 및 7960 과 같은 이전 SCCP 기반 IP
전화기는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기능이 활성
화된 SIP 트렁크를 사용해 전화를 걸 때 MTP 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전화기 유형이
상당한 수 클러스터에 배포된 경우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대신에 Delayed Offer 트렁크 배포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트렁크가 사용되는 경우 이 Early Offer 기능을 사
용하는 SIP 트렁크의 최번시 통화 수와 같은 수의 MTP 리소스를 클러스터에 설정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이 H.323 Slow Start 또는 SIP Delayed Offer 트렁크에서 착신 전화를 받으면 통화 시작
시 발신 장치의 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Unified CM 은 MTP 를 삽입해야만
하고 해당 IP 주소 및 UDP 포트 번호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를 통해 전송된 초기
INVITE 의 Offer SDP 에서 ( 지역 쌍 필터링 후 ) 지원되는 모든 오디오 코덱을 광고하게 됩니다 .
SIP 트렁크에서 수신되는 응답 SDP 가 발신 엔드포인트가 지원하는 코덱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코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Unified CM 은 트랜스코더를 삽입하여 불
일치를 해결하거나 Re−INVITE 또는 UPDATE 를 전송하여 미디어 협상을 트리거합니다 . H.323
Slow Start 또는 SIP Delayed Offer 트렁크에서 건 통화는 초기 통화 설정에서 오디오만 지원하지만
통화 미디어가 재협상되는 경우 ( 예 : 보류 또는 보류해제 후 ) 통화 중 비디오 및 SRTP 를 지원하
도록 확대할 수 있습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Best Effort Early Offer 는 SIP 트렁크와 연결된 SIP 프로파일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모든
Unified CM 및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SME) 트렁크 구성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는 MTP 를 사용하여 Early Offer 를 생성하지 않고 발신 장치에
따라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를 Early Offer 또는 Delayed Offer 를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
다 . Best Effort Early Offer SIP 트렁크는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통화를 지원합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SIP 트렁크는 다음 상황에서 Early Offer (SDP 콘텐츠를 포함한 INVITE) 로
발신 전화를 보냅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Early Offer 를 사용하여 SIP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Fast Start 를 사용하여 H.323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MGCP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에 등록된 SIP 기반 IP 전화기에서 통화가 시작됩니다 .

•

Unified CM 에 등록된 최신 모델 SCCP 기반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 통화가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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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는 다음 상황에서 Delayed Offer (SDP 콘텐츠를 포함한 INVITE) 로
발신 전화를 보냅니다 .

그림 6-14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Delayed Offer SIP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H.323 Slow Start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에 등록된 이전 모델 SCCP 기반 IP 전화기에서 통화가 시작됩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SIP Line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Early Offer sent

SCCP Line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Early Offer sent

SCCP Line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Delayed Offer sent

SIP Trunk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Delayed Offer sent

H323 Trunk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Delayed Offer sent

MGCP Trunk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Early Offer sent

H323 Trunk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Early Offer sent

SIP Trunk

Best Effort Early Offer SIP Trunk

Early Offer sent

Cisco SIP Phones

Newer SCCP Phones

Older SCCP Phones

SIP Delayed Offer

H323 Slow Start

MGCP Gateway

348652

H323 Fast Start

SIP Early Offer

DTMF 변환을 위한 MTP, TRP(Trusted Relay Point), 코덱 불일치를 위한 트랜스코더 등의 미디어 리
소스는 여전히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와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인
경우 Early Offer 를 생성하거나 수신된 제공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을 생성하는데 MTP 가 사용되
지 않습니다 .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SIP 트렁크에서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면 Cisco Collaboration
System 네트워크 설계 및 배포를 단순화하고 제공을 생성하는데 MTP 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
다 . 그러나 Cisco 협업 통화 제어 시스템 , 애플리케이션 및 게이트웨이는 Best Effort Early Offer 트
렁크에서 Early Offer 또는 Delayed Offer 전화를 수신할 가능성이 있고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
든 Cisco Collaboration System 애플리케이션은 Early Offer 또는 Delayed Offer 통화에 대한 확인을 지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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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경우 ( 예를 들어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SBC( 세션 경계 컨트롤러 ) 통화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IP PSTN 으로 ) 에 Early Offer 는 항상 IP PSTN 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
에서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의 Delayed Offer to Early Offer 기능을 사용하여 수신한
Delayed Offer 를 Early Offer 로 변환합니다 .
사용자의 Cisco Collaboration System 애플리케이션이 Early Offer 전용 또는 Delayed Offer 전용을
수신해야 하는 경우 Early Offer(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또는 MTP Required 사용 ) 또는 Delayed Offer 로 구성된 Unified CM SIP 트렁크를 사
용하여 각각 이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 배포에서 이러한
트렁크 선택 사항은 단순합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통해 상호 연결된 멀
티클러스터 배포 ( 단일 SIP 트렁크가 많은 엔드 Cisco Collaboration System 에 연결하는데 공유될
수 있음 ) 에는 모든 SME 트렁크에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멀티클러스터 SME 배포를 위한 SIP 트
렁크 권장 사항 요약 , 6−4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MTP-Less Early Offer, Best Effort Early Offer 및 SME 미디어 무결성
MTP−Less Early Offer 는 Best Effort Early Offer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Unified CM Session
Manager Edition(SME) 클러스터 버전을 위한 특별한 SIP 트렁크 구성입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는 MTP−Less Early Offer 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MTP−Less Early Offer 배포에는
SME 클러스터에 미디어 리소스가 구성되지 말아야 하고 Best Effort Early Offer 에는 필요한 경우
미디어 리소스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또는 MTP−Less Early Offer SIP 트
렁크만 사용하는 SME 배포를 사용하면 모든 미디어 협상은 필요한 만큼 미디어 리소스 (MTP, 트랜
스코더 등 ) 를 삽입하는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미디어 투명 SME 클
러스터 (SME 클러스터에 미디어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음 )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6−15 참
조)
MTP−Less Early Offer Unified CM SIP 서비스 매개 변수 MTP 할당이 실패하면 SIP 트렁크 통화
도 실패를 이용합니다 . 이 서비스 매개 변수의 기본 설정은 거짓이고 따라서 MTP 리소스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인바운드 Delayed Offer 통화가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Early Offer 로 구성 ) 에서
Delayed Offer 통화로 처리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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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Unified CM SIP 트렁크 기능 및 작동

SME 미디어 투명성을 위한 MTP-Less Early Offer 사용

Delayed Offer

Delayed Offer

SME

Early Offer

SIP
MTP-Less Early Offer

Early Offer

Leaf Cluster

SME Cluster
with no
Media Resources

348653

Leaf Cluster

MTP−less Early Offer 를 사용하여 미디어 투명 SME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SME 클러스터에서 SIP 트렁크만 사용합니다 .

•

모든 트렁크에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를
활성화합니다 .

•

모든 SME 노드에서 IPVMS 서비스에서 비활성화합니다 . 이는 Unified CM MTP(Media
Termination Point), 전화회의 ,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및 알림 장치 리소스를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

•

Cisco IOS 미디어 리소스를 SME 클러스터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

•

SIP 트렁크 DTMF 설정을 기본 설정 없음 ( 기본 설정 ) 으로 구성합니다 .

•

모든 SME SIP 트렁크에서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허용을 활성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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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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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미디어 투명성을 위해 Best Effort Early Offer 사용

Delayed Offer

Delayed Offer

SME

Early Offer

SIP
Best Effort Early Offer

Early Offer

Leaf Cluster

SME Cluster

348654

Leaf Cluster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여 미디어 투명 SME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참고

•

SME 클러스터에서 SIP 트렁크만 사용합니다 .

•

모든 트렁크에 Best Effort Early Offer 를 활성화합니다 .

•

SIP 트렁크 DTMF 설정을 기본 설정 없음 ( 기본 설정 ) 으로 구성합니다 .

•

모든 SME SIP 트렁크에서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허용을 활성화합니다 .

미디어 리소스가 Best Effort Early Offer SIP 트렁크가 구성된 SME 클러스터에 배포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SIP 트렁크가 Delayed Offer 또는 Early Offer 로 구성된 경우에만 . 사용됩니다 . 이러
한 경우에 Early Offer 또는 Delayed Offer 트렁크에서 걸거나 받는 통화는 미디어 투명하지 않으며
DTMF 또는 코덱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미디어 리소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MTP(Media Termination Point)
MTP 는 Unified CM 에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

SIP 트렁크를 통해 SIP Early Offer 전달

•

DTMF 전송 불일치 해결

•

RSVP 에이전트 역할

•

TRP(Trusted Relay Point) 역할

•

RTP 스트림을 위해 IPv4 와 IPv6 간 변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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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P 는 다음 세 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Cisco IOS 게이트웨이의 소프트웨어 MTP — Cisco IOS T−train 소프트웨어 릴리스와 사용할 수
있고 Cisco Aggregation Services Routers (ASR) 1000 시리즈 ( 라우터 프로세스 RP2) 에서 최대
5,000 개 세션 ( 통화 ) 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

•

Cisco IOS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MTP — Cisco IOS T−train 소프트웨어 릴리스와 사용할 수
있고 하드웨어 MTP 는 온보드 DSP 리소스를 사용하고 Cisco 라우터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DSP
수에 따라 통화를 확장합니다 .

•

Unified CM 가입자 노드에서 Cisco IP 음성 미디어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소프트웨어 MTP

Cisco IOS MTP 는 추가적인 코덱 유형 , 여러 미디어 스트림 및 패스스루 코덱 지원과 같은 추가적
인 확장성 및 더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Unified CM MTP 에 Cisco IOS MTP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MTP(Media Termination Point), 7−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은 Cisco IOS 소프트웨어 MTP 구성 예입니다 .
!
sccp local Vlan5
sccp ccm 10.10.5.1 identifier 5 version 8.6.2
! Communications Manager IP address (10.10.5.1)
sccp
!
sccp ccm group 5
bind interface Vlan5
associate ccm 5 priority 1
associate profile 5 register MTP000E83783C50
! MTP name (MTP000E83783C50) ... must match the Unified CM MTP name.
!
dspfarm profile 5 mtp
description software MTP
codec g711ulaw
codec pass-through
maximum sessions software 500
associate application SCCP

SIP 트렁크위로 DTMF 전송
SIP 엔드포인트 간에 DTMF 정보를 전공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대
역 외 및 대역 내 신호 처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대역 내 DTMF 전송 방법은 RTP 스트림 내에서
원시 또는 신호 처리된 DTMF 신호음을 보내며 생성 및 수신하는 엔드포인트에서 처리되고 해석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역 외 신호 처리 방법은 직접 엔드포인트와 또는 필요한 만큼 신호
음을 해석 및 착신 전환하는 Cisco Unified CM 과 같은 통화 상담원을 통해 RTP 경로 밖의 DTMF
신호음을 전송합니다 .
OOB( 대역 외 ) SIP DTMF 신호 처리 방법은 UN( 요청하지 않은 통보 ), INFO( 정보 ), KPML(Key
Press Mark−up Language) 등입니다 . KPML(RFC 4730) 은 Cisco 에서 선호하는 OOB 신호 처리 방
법으로 Cisco Unified CM, Cisco IOS 플랫폼 ( 릴리스 12.4 및 이후 ), Cisco Unified IP Phone 최근 모
델에서 지원됩니다 . INFO 는 Unified CM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대역 내 DTMF 전송 방법은 DTMF 신호음을 RTP 미디어 스트림의 원시 신호음 또는 RFC 2833 을
사용하는 RTP 페이로드의 신호 처리된 신호음으로 보냅니다 . RFC 2833 은 SIP 제품 공급업체 사
이에서 DTMF 신호음 발신 및 수신의 지배적인 방법이 되었고 주요 Cisco 음성 제품에서 지원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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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내 신호 처리 방법은 RTP 미디어 스트림으로 DTMT 신호음을 보내기 때문에 세션의 SIP 엔드
포인트는 사용된 전송 방법 ( 예 : RFC 2833) 을 지원하거나 이 대역 내 신호 처리 해석 및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두 엔드포인트가 통화 제어 ( 예 : Cisco Unified CM) 를 위해 B2BUA( 백
투 백 사용자 에이전트 )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엔드포인트가 각 장치 및 통화 제어 에이전트 간에
다른 DTMF 방법을 협상하는 경우에는 통화 제어 에이전트가 DTMF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MTP
를 삽입할지 OOB 방법을 사용할지 판단합니다 . Unified CM 에서 MTP(Media Termination Point)
를 삽입하여 DTMF 전송 불일치 ( 예 : 대역 내에서 대역 외 DTMF 로 ) 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RTP 스트림을 대역 내 DTMF 신호 처리 (RFC 2833) 로 종료하고 RTP 스트림에서 DTMF 신호음을
추출하여 이러한 신호음을 Unified CM 으로 착신 전환한 다음 대역 외 신호 처리를 지원하는 엔드
포인트로 착신 전환됩니다 . DTMF 불일치에 대하여 삽입된 MTP 는 항상 두 엔드포인트 간의 미디
어 경로에 존재합니다 . RTP 미디어 패킷이 MTP 를 통해 투명하게 통화하는 동안 대역 내 DTMF
패킷은 해당 RTP 페이로드 유형으로 식별되고 Unified CM 에 의해 추출되어 대역 외 DTMF 로 변
환됩니다 .
대역 내 DTMF 신호음은 RTP 미디어 스트림에서 원시 ( 음성 ) 신호음으로도 전송될 수 있습니다 .
이 전송 방법은 Cisco 제품에서 폭넓게 지원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엔드 투 엔드 DTMF 전송 메커
니즘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 대역 내 오디오 DTMF 신호음은 일반적으로 G.711 a−law 또는
mu−law 와 같은 큰 대역폭 코덱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성 있게 재생산되지만 G.729 와 같은 작은 대
역폭 코덱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대역 내 오디오가 유일한 DTMF 전송 메커니즘인 경우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여 대역 내 오디오 DTMF 신호 처리를 RFC 2833 신호 처리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SIP 트렁크에는 다음 세 개 DTMF 옵션이 있습니다 .
•

DTMF 신호 처리 방법 : 기본 설정 없음
이 모드에서 Unified CM 은 통화에 가장 적절한 DTMF 신호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MTP 리소
스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
두 엔드포인트 모두 RFC 2833 대역 내 DTMF 를 지원하는 경우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두 장치가 대역외 DTMF 메커니즘을 지원하면 , Unified CM 은 SIP 트렁크를 통해 KPML 을 사
용합니다 .
두 장치 모두 RFC 2833 대역 내 DTMF 와 대역 외 DTMF 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RFC 2833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엔드포인트 중 하나는 대역 외 DTMF 만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RFC 2833 대역 내 DTMF 만 지
원하는 경우에만 MTP 가 필요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엔드포인트 많은 수는 대역 내 및 대역 외 DTMF 를 모두 지원합니다 .

•

DTMF 신호 처리 방법 : RFC 2833
엔드포인트 하나 또는 모두가 RFC 2833 대역 내 DTMF 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트렁크 간의
DTMF 신호 처리 방법에 제한을 둬서 Unified CM 가 MTP 를 할당하게 됩니다 . 이 구성에서
MTP 가 할당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엔드포인트 모두가 RFC 2833 대역 내 DTMF 를 지원하
는 경우입니다 .

•

DTMF 신호 처리 방법 : OOB 및 RFC 2833
이 모드에서 SIP 트렁크는 트렁크 간에 OOB( 대역 외 ) DTMF(KPML 또는 UN( 요청하지 않은
통보 ) 및 RFC 2833 대역 내 DTMF 를 사용하도록 신호를 보내며 가장 집중적인 MTP 사용 모
드입니다 . MTP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는 엔드포인트 모두가 RFC 2833 대역 내
DTMF 와 대역 외 DTMF 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

Unified CM SIP 트렁크의 DTMF 신호 처리 방법은 기본 설정 없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설정을 사용하면 Unified CM 이 DTMF 에 대해 최적의 결정을 하고 MTP 할당을 최소화할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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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보더 엘레멘트는 RFC 2833 (rtp−nte), 원치않는 알림 (sip−notify) 및 KPML (sip−kpml)
과 같은 VoIP 다이얼 피어에서 다음 SIP 기반 DTMF 중계 전송 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
다.

SIP 트렁크 코덱 선택
통신 엔티티 간에 미디어를 설정하기 전에 두 엔티티 모두 사용할 코덱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이 코
덱 ( 오디오 및 비디오 모두 필요하면 여러 개 코덱 ) 은 관련된 통신 엔티티 모두가 지원하는 코덱
이 되며 Unified CM 에 구성된 정책은 지역 설정을 통해 구성됩니다 .
Unified CM 의 지역 설정은 구성 가능한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을 제공합니다 . 지역의 회선 손
실 유형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Lossy 및 Low Loss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에 추가로 여러 오디
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은 지역 내 및 지역 간 통화
를 위한 코덱 선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오디오 비트율은 지역 내 및 지역 간 통화에 적용되
지만 최대 오디오 비트율 설정을 기반으로 최고급 오디오 품질 코덱 ( 이전 Unified CM 릴리스 ) 을
사용하고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과 엔드포인트가 지원하는 코덱에서 코덱을 선택합니다 . ( 그
림 6−17 및 그림 6−18 참조 )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은 Unified CM 에서 지원하는 모든 코덱 유형의 목록입니다 . 이 코덱
목록의 기본 설정 순서는 사용자 정의 기본 설정 목록으로 수정되고 저장될 수 있습니다 . (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에서 코덱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통화 설정을 하는 동안 코덱 협상에 사용되
는 코덱 목록은 장치에서 지원하는 코덱과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의 부분 집합이고 지역 또는 지역 쌍
의 최대 오디오 비트율로 제한됩니다 .
그림 6−17 및 그림 6−18 은 통화 설정을 하는 동안 코덱 협상을 위해 코덱이 선택되는 예를 보여줍
니다 .

Region A

Codecs
Supported
by device
G.711
G.729

최대 오디오 코덱 비트율 64kbps 로 코덱 선택

Region A-C Codec
Preference List
(1) G.722
(2) G.711
(3) G.729
(4) ……..

Region A-C
Maximum
Audio
Bitrate
64kbps

Region C

SIP INVITE
Codec Preference in Offer SDP
(1) G.711
(2) G.729

SIP Trunk with Early Offer
348655

그림 6-17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6-29

6장

Unified CM SIP 트렁크 기능 및 작동

최대 오디오 코덱 비트율 48kbps 로 코덱 선택

Region A

Region A-C Codec
Preference List
(1) G.722
(2) G.711
(3) G.729
(4) ……..

Codecs
Supported
by device
G.711
G.729

Region C

SIP INVITE
Codec Preference in Offer SDP
(1) G.729

Region A-C
Maximum
Audio
Bitrate
48kbps

SIP Trunk with Early Offer
348656

그림 6-18

Cisco Unified CM 트렁크

SIP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통한 두 Unified CM 클러스터 간 통화를 위해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
록을 사용하면 발신 및 착신 장치의 코덱 기본 설정을 기반으로 통화를 위한 코덱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 각 클러스터의 장치를 해당 코덱 기본 설정을 기반으로 지역으로 그룹화해서 단일 클러스
터 간 트렁크는 기본 설정 코덱을 사용하는 각 통화 유형으로 다중 통화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
다 . ( 그림 6−19 참조 )

Region A

두 Unified CM 클러스터 간에 음성 및 팩스 통화를 위한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

Region A-C
Codec
Preference
List
(1) G.729
(2) G.711
(3) G.722
(4) ……..

Region C
G.729 Voice Call

Phones
Region B

Fax

Region E

Region E-F
Codec
Preference
List
(1) G.729
(2) G.711
(3) G.722
(4) ……..

Phones

SIP Trunk
Region B-C
Codec
Preference
List
(1) G.711
(2) G.722
(3) G.729
(4) ……..

G.711 Fax Call

Cluster 1

Region F

Cluster 2

Region E-G
Codec
Preference
List
(1) G.711
(2) G.722
(3) G.729
(4) ……..

Region G

Fax

348657

그림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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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클러스터의 각 장치 유형에 대해 동등한 지역 간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을 구성하여 통화
방향 또는 트렁크 구성과 관계 없이 각 장치 유형에 대해 공통 코덱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이 동등하지 않으면 통화 별로 사용된 코덱은 통화 방향 및 트렁크 구성에 따
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을 수신하는 클러스터에서는 대개 코덱 기본 설정 순서
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

참고

코덱 기본 설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SIP 트렁크를 MTP Required 를 활성화한 Early Offer 로 구성하
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트렁크 구성은 단일 오디오 코덱만으로 제한된 착신 및 발신 전화에
MTP 를 삽입해서 코덱 기본 설정 및 선택을 오버라이드합니다 .

수신된 제공에서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수락
통화가 하나 이상의 Unified CM 클러스터 ( 예 : SME 배포 ) 를 통과할 수 있는 배포에서 중개
Unified CM(SME) 클러스터의 지역 간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은 발신 및 착신 장치 간의 기본
설정 코덱 선택을 오버라이드합니다 . 엔드포인트의 코덱 기본 설정이 통화가 SME 를 통과하는 것
으로 하려면 모든 SME SIP 트렁크에서 SIP 프로파일 기능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
정 수락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 그림 6−20 참조 )
그림 6-20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수락 ' 을 사용하여 SME 배포

Accept Audio Codec Preferences
in Received Offer

Region A-C
Codec
Preference
List
(1) G.729
(2) G.711
(3) G.722
(4) ……..

Region C

Region E

G.729 Call

Phones
Region B

Region D

Region E-F
Codec
Preference
List
(1) G.729
(2) G.711
(3) G.722
(4) ……..

Phones

SIP Trunk
Region B-C
Codec
Preference
List
(1) G.711
(2) G.722
(3) G.729
(4) ……..

Fax

G.711 Call

Cluster 1

SME
Cluster

Region F

Cluster 2

Region E-G
Codec
Preference
List
(1) G.711
(2) G.722
(3) G.729
(4) ……..

Region G

Fax

348658

Reg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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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sco Unified CM 트렁크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수락 기능은 SIP 트렁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P
프로파일 기능 ). 이 기능은 SME 클러스터가 SIP, H.323 및 MGCP 트렁크를 사용하는 SME 배포에
서 사용되면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
정 수락 기능은 SME 클러스터가 SIP 트렁크만 사용하여 배포되었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CM 및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SIP 트렁크 코덱 기본 설정
Unified CM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에서 사용하여 Unified CM 및 Unified Border Element 간의 SIP 트렁크 구성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음성 및 팩스 통화를 위한 Unified Border Element 에 전용 SIP 트
렁크를 사용하는 대신 각 장치 유형에 대한 코덱 기본 설정이 통화가 Unified Border Element 를 통
과하는 단일 Unified CM SIP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6−21 에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에 정의된 음
성 클래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은 Received Offer 에 나열된 코덱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모두에서 Received Offer 의
코덱을 필터링을 하여 공통 코덱을 인바운드 제공에서 수신한 동일한 기본 설정 순서로 피어 Leg
에 전달합니다 .
제공을 통해 수신된 코덱에 추가로 음성 클래스 코덱 목록에 코덱이 정의된 경우 정렬된 목록으로
수신된 코덱에 추가되고 아웃바운드 제공을 통해 전송됩니다 .
따라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 모든 장치 유형의 단일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
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에 서비스 공급업체와 협상하려는
코덱을 포함하는 동일한 음성 클래스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에 언급
한 것과 같이 코덱의 순서는 인바운드 제공을 통해 수신된 순서를 먼저 따르고 음성 클래스 코덱 기
본 설정 목록에 정의된 순서를 다음에 따릅니다 .

Region A

Cisco Unified CM 및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SIP 트렁크 코덱 기본 설정

Region A-C
Codec
Preference
List
(1) G.729
(2) G.711
(3) G.722
(4) ……..

Region C

Phones
SIP Trunk
Region B

Fax

Outbound
Dial Peer
Voice Class
Codec
Preference
List
(1) G.729
(2) G.711
(3) G.722
(4) ……..

Outbound
Dial Peer
Voice Class
Codec
Preference
List
(1) G.729
(2) G.711
(3) G.722
(4) ……..

Phones

Region B-C
Codec
Preference
List
(1) G.711
(2) G.722
(3) G.729
(4) ……..
Cluster 1

Fax

348659

그림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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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트렁크 전송 프로토콜
SIP 트렁크는 TCP, TLS(TCP 에서 실행됨 ), UDP 등을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다른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SIP 트렁크에 기본 상호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네트워크 내에서는 큰 SIP 메시지를 조각화하고 다시 조합하는 기능
을 제공하는 신뢰성이 있고 연결 중심 프로토콜인 TCP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DP 는 연결
중심이 아니고 신뢰성이 없어서 ( 메시지 배달이 보장되지 않음 ) 반대쪽 장치 오류 감지 및 응답을
하기 위한 SIP Invite 재시도 수 및 SIP 시도 타이머에 의존합니다 . 동적으로 각 대상 IP 주소 및 트
렁크의 집단 상태를 전체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SIP OPTIONS Ping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SIP 트렁크 타이머 튜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구성 예 및 기술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
a008082d76a.shtml
참고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네트워크 내의 전송 프로토콜로 TCP 를 사용하는 곳이 좋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업체는 UDP 가 TCP 보다 처리 오버헤드가 낮기 때문에 UDP 사용을 선호합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여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네트워크에 TCP 기반 SIP 트렁크 연
결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UDP 기반 SIP 트렁크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SIP 트렁크
다음은 SIP 트렁크 보안을 위한 두 가지 프로세스입니다 .
•

미디어 암호화 트렁크 구성 ( 미디어 암호화 , 6−33 페이지 참조 )

•

신호 처리 암호화 트렁크 구성 ( 신호 처리 암호화 , 6−33 페이지 참조 )

미디어 암호화
SIP 트렁크의 SRTP 허용됨 확인란을 선택하여 미디어 암호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RTP 허용
됨을 활성화하면 통화 미디어는 암호화되지만 트렁크 신호 처리는 암호화되지 않으므로 보안 미
디어 스트림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션 키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됩니다 . 그러므로
키와 다른 보안 관련 정보가 통화 협상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Unified CM 및 대상 SIP 트렁크 장치
간의 신호 처리도 암호화되어야 합니다 .

신호 처리 암호화
SIP 트렁크에서는 신호 처리 암호화에 TLS 를 사용합니다 . TLS 는 SIP 트렁크와 연결된 SIP 보안
프로파일에 구성되며 X.509 인증서 교환을 사용하여 트렁크 장치를 인증하고 신호 처리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
다음 중 하나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노드의 SIP 트렁크 데몬에 TLS 연결을 설정하려는 모든 장치에서 각 Unified CM
노드에 가져온 인증서

•

원격 장치의 인증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경우 CA( 인증 기관 ) 에서 서명한 인증서 . CA 인증
서만 가져오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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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에서는 대량의 인증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모든 활성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사용하는 SIP 트렁크에는 최대 16 개 대상 주소까지 인증 기관을 사
용하여 SIP 트렁크에 신호 처리 암호화를 설정하는데 중앙 집중식 및 관리 면에서 덜 부담스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IP 트렁크에서 TL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curity
Guide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인증 기관에 대해 잣 [ 히 알아보려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Operating System Administration
Guide 최신 버전에서 CA( 인증 기관 )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시스템에 보안 미디어 또는 신호 처리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엔드 장치가 SRTP 를 지원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SRTP 연결을 사용합니다 . 시스템에서 보안 미디어 또는 신호 처리 경로를 설정할 수
없거나 장치 하나라도 RTP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서 RTP 연결을 사용합니다 . 안전
한 장치에서 안전하지 않은 장치로 전환 또는 전화회의 , 트랜스코딩 ,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등
에서 SRTP 투 RTP 폴백 ( 및 반대 경우 )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SRTP 로 구성된 장치에서 장치의 SRTP 허용됨 확인란이 선택되었거나 통화에 대
해 장치의 SRTP 기능이 협상된 경우 통화를 암호화된 것으로 분류합니다 .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
는 경우 Unified CM 은 통화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 장치가 보안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는 전화기에 연결된 경우 통화가 암호화되었을 때 전화기에 잠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참고

MTP Required 확인란을 사용하여 SIP 트렁크에 정적으로 할당된 MTP 는 패스스루 코덱을 지원
하지 않기 때문에 SRTP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모든 통화에 SRTP 가 지원되도록 하려면 SIP 트렁크를 Delayed Offer 또는 Best Effort Early Offer
로 구성해야 합니다 .
장치에 암호화를 지원하는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가 구성된 경우 MTP 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모든 SRTP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통화 경로에
MTP 가 삽입되면 동적으로 삽입된 해당 MTP 는 패스스루 코덱을 지원하며 다음의 경우에 암호화
된 통화가 지원됩니다 .
•

발신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된 이전 SCCP 기반 전화기인 경우 초기 통화 설정에서 SRTP
로 협상될 수 있습니다 .

•

Delayed Offer SIP 트렁크 또는 H.323 Slow Start 트렁크의 Unified CM 에 착신 전화가 도달하면
보안 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통화 설정에서 SRTP 로 협상이 되지 않으나 통화 미디
어가 재협상 ( 예 : 보류 또는 보류 해제 후 ) 되는 경우 통화 중 SRTP 를 지원하도록 확대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Early Offer 이외에도 TRP(Trusted Relay Point) 또는 RSVP 에이전트를 위해 MTP 를
동적으로 삽입한 경우 SRTP 에 패스스루 코덱을 지원하는 MTP(Cisco IOS MTP) 가 지원됩니다 .
참고

MTP 는 DTMF 패킷 해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SRTP 암호화 미디어 스트림에서는 MTP 를 사용해
서 대역 내에서 대역 외 DTMF 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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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ID 및 SIP 트렁크
발신자 이름 및 번호는 Unified CM SIP 트렁크를 통해 다음 SIP 메시지 헤더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헤더

예

From:

From: "Jim Bob" <sip:1000@10.10.199.250>
From: "Anonymous" <sip:localhost>

To:

To: "Nick Cave" <sip:2000@10.10.100.251>

P−Asserted−Identity:

P−Asserted−Identity: "Jim Bob" <sip:1000@10.10.199.250>

Remote−Party−ID:

Remote−Party−ID: "Jim Bob" <sip:1000@10.10.199.250>

SIP 요청 및 응답으로 전송된 From 및 To 메시지 헤더는 통화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 (From 헤더는
발신자를 나타내고 To 헤더는 착신자를 나타냅니다 .) From 과 To 헤더는 통화의 모든 SIP 요청과
응답에서 동일합니다 .
SIP 를 사용하면 발신자 정보가 착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From 헤더가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
다.
P−Asserted−Identity 및 Remote−Party−ID 헤더 ( 있는 경우 ) 는 항상 사용자 ID 를 포함합니다 . 헤
더는 초기 INVITE 에 발신자 ID 와 응답에 착신자 ID 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ID 헤더를 사용한
SIP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는 방향성입니다 . P−Asserted−Identity 및 Remote−Party−ID 헤더
는 익명의 전화 ID 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P−Asserted−Identity 및 Remote−Party−ID 헤더는 Unified CM SIP 트렁크를 통해 전송되
지만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P−Asserted−Identity 및 Remote−Party−ID 헤더 사용은
Unified CM SIP 트렁크가 연결되는 장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 P−Asserted−Identity 는
Remote−Party−ID 보다 최근 표준이고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 P−Asserted−Identity 표준
(RFC 3325) 은 신뢰할 수 없는 SIP 영역 간 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SIP Remote−Party−ID 보다 안
전하다고 간주됩니다 .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SIP 트렁크 연결을 하려면 configure Unified CM
이 P−Asserted−Identity 대신에 P−Preferred−Identity 헤더를 전송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은 P−Preferred−Identity 헤더 전송을 위한 다이제스트 인증 질문에 응답합니다 .

발신자 ID 표시 및 제한
위에 논의된 것과 같이 SIP 트렁크를 통해 전송되는 SIP 메시지의 From 헤더에 발신자 이름 및 번
호는 익명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신자 이름과 번호 표시 및 제한을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

발신 장치와 연결된 변환 패턴에 발신 이름과 발신 번호 표시 또는 제한 구성

•

Unified CM 트렁크에서 발신 이름과 발신 번호 표시 또는 제한 구성

•

Unified CM SIP 트렁크에서 P−Asserted−Identity 관련하여 SIP 프라이버시 값 구성

이러한 통화자 ID 표시 및 제한 구성 옵션은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작동합니다 ( 높은 우선 순위 먼
저 ).
1.

SIP 프라이버시 값

2.

트렁크 구성

3.

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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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자 및 발신자 번호 정규화 및 SIP 트렁크
통화가 공개 PTSN 또는 IP PTSN 및 비공개 기업 네트워크 간 에지를 통과할 때 통화 설정 메시지
에서 전송된 착신자 및 발신자 번호가 +E.164 와 같이 전역으로 라우팅 가능한 국제 형식으로 이상
적으로 정규화되어야 합니다 . 엔터프라이즈가 연결될 PSTN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이러한 번호
가 정규화되는 방법과 장소가 다릅니다 .
ISDN 및 Q.931 PSTN 네트워크

ISDN 및 Q.931 PSTN 네트워크 내 통화는 착신 및 발신 번호를 구분하기 위해 통화 설정 메시지의
번호 유형 필드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번호 유형은 다음 네 가지 유형 ( 알 수 없음 , 가입
자 , 국내 , 국제 ) 중에 하나입니다 . PSTN 에서 기업 네트워크로의 통화의 경우 번호 유형 매개 변
수는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신 번호를 적절한 숫자를 앞에 붙여 해당 +E.164 값으로 전역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전역화된 PSTN 발신 번호를 사용하면 통화가 추가적
인 숫자 조정이 거의 없이 PSTN 발신자로 반환됩니다 . 서비스 공급업체가 전송한 번호 형식에 따
라 엔터프라이즈 착신 번호는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에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에서는 +E.164 다이얼 플랜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숫자 형식이 사용되는 방법 및 다이얼 플랜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예는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SIP 기반 IP PSTN 네트워크

SIP 기반 IP PSTN 네트워크에서 건 통화는 SIP 메시지에 번호 유형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IP PSTN 서비스 공급업체는 전역으로 라우팅 가능한 국제 표현 ( 예 : +E.164 번호 ) 을 사용
하여 PSTN 발신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급업체가 전송한 번호 형식에 따라 엔터프라
이즈 착신 번호는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에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
이즈 내에서는 +E.164 다이얼 플랜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공급업체가 PSTN 발신 번호를 +E.164 형식으로 전송하고 착신 번호 형식이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하면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이러한 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
SIP 가 번호 유형을 전송할 수 없는 것은 통화가 Unified CM 통화 라우팅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
에 발신 번호 정규화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변환이 수행될 수 있는 한 장소는 수
신 SIP 게이트웨이입니다 . 다음 구성 예는 이 변환을 하기 위해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정의될
수 있는 변환 규칙을 보여줍니다 .
voice translation-rule 1
rule 1 // /+4940/ type subscriber subscriber
rule 2 // /+49/ type national national
rule 3 // /+/ typ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
voice translation-profile 1
translate calling 1
...
dial-peer voice 300 voip
translation-profile outgoing 1
destination-pattern .T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6.3.12
...

위 예에 구성된 SI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과 통신하는 Cisco IOS 게이트웨이는 + 기호를 포함한
E.164 형식으로 정규화된 발신자 정보 숫자를 전송합니다 . Unified CM 구성은 이 게이트웨이에서
건 모든 전화를 " 알 수 없음 " 번호 유형으로 수신하고 접두사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변환 규칙 구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Voice Translation Rules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tech/tk652/tk90/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325e8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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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은 발신 전화의 발신자 번호를 정규화된 전역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IP 트렁
크에서 건 발신 전화 번호 유형은 ' 알 수 없음 ' 이고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제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국제로 변경하거나 연결된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필요하면 제거 및 번호 유형 변경을 모두 수
행해야 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배포에서 SIP 트렁크만 사용하는 이유
하나 이상의 Unified CM 클러스터 ,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 ,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및 게이트웨이로 구성된 Cisco Collaboration System 네트워크의 경우 SIP 를 상호 연결
트렁크 프로토콜로 사용하면 풍부한 일반 기능 세트로 간단한 Collaboration System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트렁크 프로토콜과 비교했을 때 SIP 트렁크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고유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
•

트렁크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 및 각 트렁크 대상 노드의 상태를 추적하는 SIP OPTIONS Ping

•

코덱 기본 설정 목록 및 SDP 제공에서 수신된 코덱 기본 설정을 수락할 수 있는 기능

•

BFCP 기반 프레젠테이션 공유 및 FECC(Far End Camera Control) 을 사용하는 H.264 비디오 지
원

•

SIP 트렁크에 대해 강력한 스크립트 기반 기능을 제공하고 Unified CM 을 통과할 때 투명하게
SIP 메시지 및 메시지 본문 (SDP) 내용을 착신 전환 및 수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SIP 메시지
정규화 및 투명성 . 정규화 및 투명성 스크립트는 SIP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
어 Unified CM 이 SIP 기반 타사 PBX, 애플리케이션 , IP PSTN 서비스 등과 상호 운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

IPv4 전용 , IPv6 전용 또는 이중 스택 (IPv4 및 IPv6) ANAT 활성화 SIP 트렁크 지원

SIP 트렁크 설계 및 구성 권장 사항
SIP 기반 Cisco Collaboration System 네트워크 설계 및 배포하는 경우에는 다음 SIP 트렁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 및 SME 클러스터 Best Effort Early Offer

Best Effort Early Offer 로 구성된 SIP 트렁크만 사용하는 경우 리프 클러스터에서 Early Offer 생
성에 MTP 사용을 제거하고 SME 클러스터를 미디어 협상에 투명하게 합니다 . SIP 트렁크는 제공
을 생성하는 발신 장치의 미디어 기능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여 Early Offer 를 전송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신에 Delayed Offer 를 전송
합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에 등록된 이전 SCCP 엔드포인트의 수에
따라 리프 클러스터 트렁크에서 Delay Offer 를 사용할 지 Early Offer 를 사용할 지 결정되었습니다
. 이전 SCCP 엔드포인트에서는 클러스터 내에 많은 수의 SCCP 엔드포인트가 있는 Early Offer SIP
트렁크의 통화에 대한 제공을 생성하려면 MTP 의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MTP 사용을 피하기 위
해 Delayed Offer 가 선호되었습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면 클러스터에 등록된 엔
드포인트 유형에 따라 Early Offer 또는 Delayed Offer SIP 트렁크 구성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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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System 배포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
스인 경우에는 Early Offer 전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Early Offer 를 항상 수
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두 가지 옵션입니다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면 음성 통화를 위한 Early Offer 기능에 인바운드
Delayed Offer 통화를 아웃바운드 Early Offer 통화로 변환해 주는 SIP Delayed Offer 를 제공하
여 Unified CM 및 SME 가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용 사례
의 일반적인 예는 일반적으로 SIP Early Offer 를 항상 수신하는 서비스 공급업체 IP PSTN 연결
입니다 .

•

SIP Early Offer 만 허용하는 엔터프라이즈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용 Early Offer
SIP 트렁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arly Offer SIP 트렁크에 다수의 MTP 가 필요한 경우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Delayed Offer to Early Offer 변환 기능을 사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

SME 클러스터에서 Best Effort Early Offer 는 SME 클러스터를 미디어 협상에 투명하게 만들어서
MTP−Less Early Offer 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하면 DTMF 또는 코덱 불일치 문제를 해결
하도록 미디어 리소스가 삽입될 수 있는 엔드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서 교대로 미디어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 미디어 리소스는 MTP−Less Early Offer SME 트렁크와 연결되지 말아야 합
니다 . 미디어 리소스는 필요한 경우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이 기능은 SIP 트렁크 및 경로 목록에서 지원되고 Unified CM 및 SME 클러스터에서 건 또는 통한
통화 라우팅을 많이 단순화합니다 . 모든 SIP 트렁크 및 경로 목록에서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및 경로 로컬 기능의 조
합을 통해 SIP 트렁크를 통한 전화 통화가 항상 전화기가 등록된 Unified CM 노드에서 발신되어 통
화 라우팅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 투 트렁크 통화와 비슷하게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
화는 항상 인바운드 트렁크 통화가 도달한 Unified CM 노드에서 발신됩니다 . 모든 SIP 트렁크 및
경로 목록에서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활성화하면 클러스터 내에서 통화 처리 노드 간
에 통화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서 Unified CM 또는 SME 클러스터 내에서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을 배포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6 개 SIP 트렁크 대상 IP 주소

SIP 트렁크는 최대 16 개 대상 IP 주소 , 16 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및 DNS SRV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대상 IP 주소를 지원하면 두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간의 통화 분
배를 위해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과 연결된 여러 트렁크를 생성하는 필요를 줄여서 Unified CM 트
렁크 설계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SIP 트렁크에서 IP 주소가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Unified CM 에서 모든 정의된 대상 IP 주소에 임의로 통화를 배포합니다 .
SIP OPTIONS Ping

동적으로 각 트렁크 대상의 상태와 트렁크의 전반적인 상태를 추적하려면 SIP 트렁크와 연결된 SIP
프로파일에서 SIP OPTIONS Ping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
PRACK

PRACK 은 PSTN 을 사용하여 상호 운용 시나리오를 위한 1XX 응답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또한 양
방향 미디어를 설정하기 전에 교환되어야 하는 SIP 메시지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트렁크와 연결된 SIP 프로파일에서 SIP Rel1XX 옵션 매개 변수를 통해 PRACK 을 활성화하십시
오.
SIP 트렁크 DTMF 신호 처리 방법 – 기본 설정 없음

DTMF 신호 처리 방법 − 기본 설정 없음은 SIP 트렁크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 이 모드에서
Unified CM 은 통화에 가장 적절한 DTMF 신호 처리 방법 ( 대역 내 또는 대역 외 ) 을 선택하여 MTP
리소스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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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Cisco Unified CM SME(Communications Manager Session Management Edition) 는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 권장되는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계 플랫폼입니다 . SME 는 원래 IP 엔드포인
트 없이 트렁크 인터페이스만 포함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입니다 . 이를 사용하여 리프 시스템
이라고 하는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6−22 참조 )
SIP 는 H.323 및 MGCP 트렁크에는 없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SME 및 리프 통합 커
뮤니케이션 시스템에 SIP 트렁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중에 이 섹션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SIP 트렁크만 사용하는 SME 설계 전용 특정 트렁크 기능이 있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 또는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에
H.323 또는 MGCP 트렁크 연결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SME 클러스터에서 SIP 전용 트렁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H.323 및 MGCP 트렁크를 SME 대신에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연
결하십시오 .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SME) 은 다음 통화 유형을 지원합니다 .
•

음성 통화

•

영상 통화

•

암호화된 통화

•

팩스 통화

또한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하여 PSTN 과 PBX 및 중앙 집중식 통합 커뮤
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타사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6-22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한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
34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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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배포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중앙 집중식 다이얼 플랜 생성 및 관리
모든 다른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연결하도록 별도의 다이얼 플랜 및 트렁크를 가지고 각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하면 SME 클러스터를 가리키는 단순화된 다이얼 플랜 및 트렁크를 가지고 리프 통합 커
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다른 모
든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중앙 집중식 다이얼 플랜 및 해당 연결성 정보를 보유합
니다 .
참고

•

ILS GDPR 을 SME 및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면 개별 디렉토리 번호 ,
DN 에 해당하는 E.164 번호 , 경로 패턴 ( 내부 및 외부 번호 범위 ) 및 URI 가 ILS 서비
스를 사용하여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얼 플랜 관리를 더 단순화합니다 . 이러한 접
근방식은 각 고유 번호 범위에 대한 경로 패턴 대신 통화 제어 시스템 ( 예 : Unified CM
클러스터 ) 당 SIP 경로 패턴 한 개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로 패턴 수를 줄여 다이얼 플랜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 ILS 및 GDPR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및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10−3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중앙 집중식 PSTN 액세스 제공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하나 이상의 중앙 집중식 PSTN 트렁크에 대한
PSTN 액세스를 집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PSTN 액세스는 보통 지점 기반
PSTN 회선의 축소 및 제거와 결합됩니다 .

•

애플리케이션 중앙 집중화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배포하면 전화회의 또는 음성 메일과 같은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직접 SME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리프 시스
템의 여러 트렁크를 관리하는 오버헤드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PBX 집계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기존 PBX 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의 일부로 여러 PBX 에 대한 집계 지점을 제공합니다 . ILS GDPR
을 배포하면 각 타사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번호 범위 및 URI 를 ILS GDPR 로 가져오고 SIP 경
로 패턴 및 해당 SIP 트렁크의 도움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및 표준 Unified CM 클러스터 간의
차이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소프트웨어는 Unified CM 과 똑같습니다 . 그러나
Unified CM 소프트웨어는 이 새 배포 모델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많은 트렁크 간 연결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 보통 다
음 설계 고려 사항을 따릅니다 .
용량 및 크기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예 : Unified CM 클러스터와 PBX) 간 , 중앙 집중식 PSTN 연결 ,
중앙 집중식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예상되는 BHCA 트래픽 로드를 기반으로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클러스터 크기를 정확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사용자의 평균 BHCA 및 호출 보류 시간을 판단하고 이 정보를 Cisco 계정 SE( 시스템 엔지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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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Cisco 파트너와 공유하면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 크기를 정확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SME 크기 지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SME 트렁크

SME 가 SIP, H.323 및 MGCP 트렁크를 지원하더라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릴리
스 8.5 및 이후 버전에서 실행되는 SME 및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에 대한 트렁크 프로토콜은
SIP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SME 클러스터에서 SIP 트렁크만 사용하면 엔드 또는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SME
에서는 아님 ) 미디어 리소스를 ( 필요한 경우 ) 삽입하는 ' 미디어 투명 '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
습니다 . SIP 트렁크만 사용하면 또한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인 경우 SME 노드 간에 확장된
RTT( 왕복 시간 )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ME SIP 트렁크는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리프 Unified CM 클러스
터 SIP 트렁크는 또한 Best Effort Early Offer 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미디어 협상에 대한 SME 투명성

통화가 성공적으로 처리되는데 MTP 또는 트랜스코더와 같은 미디어 리소스가 필요할 때 에지 또
는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할당되어야 합니다 . SME 트렁크 미디어
리소스가 SME 클러스터를 통과하는 통화에 사용될 경우 미디어 경로 통화는 SME 미디어 리소스
를 통해 헤어핀됩니다 . SIP 트렁크 전용 및 Best Effort Early Offer( 또는 MTP−less Early Offer)
를 사용하여 SME 클러스터가 미디어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 미디어가 필요
하면 에지 또는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ME CoW+ 를 사용하는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Cisco Unified CM 9.1 및 이후 릴리스를 사용하여 SME 클러스터 노드 간에 최고 500 밀리초의 SME
배포 지원 RTT( 왕복 시간 ) 를 지원합니다 . ( 그림 6−23 참조 ) 이 연장된 RTT 는 SME 클러스터에
만 적용되고 (80ms 가 표준 Unified CM 클러스터 설계의 최대 RTT 임 ) 다음 설계 제한사항을 따릅
니다 .

참고

•

WAN(CoW+) 왕복 시간을 통한 확장된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SME 배포는 SIP 트렁크 전용으
로 지원됩니다 . 모든 SIP 트렁크는 모두 Best Effort Early Offer( 기본 설정 ) 또는 모두
MTP−less Early Offer 로 구성되어야 하고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기능을 사용해야
통화가 SME 클러스터 내의 노드 간에 라우팅 되지 않습니다 . H.323, MGCP 및 SCCP 프로토
콜은 SME 배포에 WAN 왕복 시간을 통한 확장된 클러스터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엔드포인트 또는 CTI 장치가 SME 클러스터에 구성되거나 등록되지 않습니다 .

•

MTP, TRP(Trusted Relay Point), RSVP 에이전트 또는 트랜스코더와 같은 미디어 리소스가 SME
클러스터에 구성되거나 등록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노드에서 호스트된 미디어 리소스를
비활성화하려면 클러스터 내 각 노드에서 IPVMS 서비스를 비활성화하십시오 .)

•

사이트 간의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트래픽을 위해 최소 1.544Mbps(T1) 의 대역폭
이 필요합니다 .

•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트래픽을 위해 필요한 대역폭에 추가로 게시자 노드 및 모
든 원격 가입자 노드 간의 데이터베이스 및 다른 서버 내 트래픽을 위해 최소 1.544Mbps(T1) 대
역폭이 필요합니다 .

모든 SME 설계에서 배포에 앞서 Cisco SME 팀이 SME 설계를 검토 및 승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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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클러스터를 위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는 다음 두 개 핵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

버전 전환 — 통화 처리 노드가 새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재부팅 및 초기화됩니다 ( 대략 서버당
45 분이 소요됨 ).

•

데이터베이스 복제 — 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는 게시자 노드의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됩니
다.

이 데이터베이스 복제 단계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클러스터에 있는 가입자 노드 수와 게시자 및
가입자 노드 간의 RTT 로 결정됩니다 . 데이터베이스 복제 프로세스는 가입자의 통화 처리 기능에
최소로 영향을 주고 일반적으로 일반 SME 클러스터 작업 동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복제 단계 중 SME 클러스터 구성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그럴 경
우 복제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
확장된 RTT 로 배포된 SME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하기에 앞서 다음 관리자 수
준 CLI 명령을 게시자 노드에서 실행합니다 .
utils dbreplication setprocess 40
이 명령은 복제 설정 성능을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 시간을 줄입니다 .
그림 6-23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 확장된 왕복 시간을 가진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North America

Europe

< 500 mS
RTT

Latin America
Publisher Node

Asia Pac

SIP Trunks
Best Effort Early Offer

348661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Cluster

Unified CM 버전

모든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 및 SME 클러스터에서 최신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릴리스 및
SIP 트렁크를 사용하면 코덱 기본 설정 목록 , ILS, GDPR 및 고급 위치 기반 CAC( 통화 허용 제어
) 와 같은 일반 클러스터 간 기능의 혜택을 배포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클러스터에서 최
신 Unified CM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려면 가장 낮은 권장 버전은 Unified CM 및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를 통한 통화 라우팅을 개선 및 단순화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SIP 트
렁크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8.5 입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6-42

2018 년 3 월 1 일

6장

Cisco Unified CM 트렁크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Session Management Edition 으로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집중화하는 데 대한 지침서
UC(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을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에 공동 배치하
고 연결하면 각 리프 UC 시스템과 연결된 여러 인스턴스 대신 하나의 중앙 집중식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관리 오버헤드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제공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와 공동 배치할 수 있는 UC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지침을 제
공합니다 .
일반적인 규칙으로 , 번호 기반 통화 라우팅을 사용하여 통화를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은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장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추가
인터페이스 ( 예 : CTI) 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 예 : Unified Contact Center and Attendant Console)
은 리프 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 ( 그림 6−24 참조 )
중앙 집중식 UC Applications and Session Management Edition
Cisco
TelePresence
Server and
Conductor
Conferencing
System

Unityy
n
Connecon
Voicemaill
m
System

348817

그림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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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음성 메일 – Unity Connection
Cisco Unity Connection 과 같은 음성 메일 애플리케이션은 SME 클러스터에 연결될 수 있으며 모
든 리프 UC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음성 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리프 클러스터와 SME 사이의 클러스터 간 트렁크에서뿐 아니라 음성 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렁크 연결에서 원래 착신자 또는 재전송 번호가 음성 메일로 라우팅된 통화와 함께 전송되도록
합니다 .
비 QSIG 사용 트렁크에서는 다음을 통해 원래 착신자 또는 재전송 번호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

MGCP 게이트웨이 , H.323 게이트웨이 및 H.323 트렁크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재전송
번호 IE 전달 사용

•

SIP 트렁크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재전송 전환 헤더 전달 사용

QSIG 활성 SIP, MGCP 및 H323 트렁크의 경우 , 원래 착신자 번호는 QSIG 전환 Leg 정보 APDU 로
전송됩니다 . QSIG 활성 트렁크를 통해 QSIG APDU 에 전송된 전환 정보는 발신자 수정사항을 픽
업하지 않으며 음성 사서함 마스크 설정도 준수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에서 전송한 OSGI 전
환 정보는 아무 변환 사항도 적용하지 않고 항상 재전송 DN 으로 설정됩니다 .
재전송 DN 이 +E.164 로 구성된 경우 선행하는 "+" 가 제거되고 , QSIG 전환 정보에는 "+" 문자가
제외된 E.164 번호만 포함됩니다 .

모든 QSIG 트렁크 유형의 고려 사항
현재 UC 네트워크에서 QSIG 를 사용하면 기능 상의 이점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 QSIG 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콜백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Collaboration 사용자는 대체 방법으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프레즌스 정보
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리프 UC 시스템에서 SME 까지 트렁크에
서 QSIG 를 활성화하는 경우 클러스터 간 트렁크 모두에서 QSIG 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 그러면 콜
백이 (QSIG 활성 ) 발신자에 대해서만 작동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불편한 상
황이 전화기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OSIG 터널링이 활성화된 H.323, MGCP 및 SIP 트렁크에서 발신 , 착신 및 재전송 번호 정보를 포함
하는 모든 번호 정보는 외부 H.323 메시지 또는 SIP 헤더가 아니라 항상 요약된 Q.SIG 메시지에서
가져옵니다 . 이 QSIG 트렁크 작업을 수행하려면 SME 에서 중앙 집중화된 음성 메일 시스템을 특
별히 설계하도록 고려해야 하며 여러 리프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게 QSIG 를 구현하려면 모든 UC 시스템에서 전역적으로 획일
화된 고유 다이얼 플랜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
QSIG 트렁크를 사용하는 경우 중앙 집중식 음성 메일 시스템에 보내기 전에 재전송 번호를 정규화
할 수 없습니다 . 이 제한 사항으로 인해 각 리프 UC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의 중앙 집중식 음성 메
일 시스템 사서함 번호는 각 리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렉터리 번호의 번호 형식과 대응해야 합
니다 . 예 :
•

E.164 형식의 디렉터리 번호를 가진 사용자는 동일한 E.164 형식을 사용하는 해당 음성 사서함
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

•

+E164 형식의 디렉터리 번호를 가진 사용자는 동일한 E.164 형식을 사용하는 해당 음성 사서
함 번호 및 +E.164 형식을 사용하는 대체 음성 메일 사서함 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

TelePresence Server 및 TelePresence Conductor
전화회의 시스템은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Conductor 및 TelePresence Servers 를 사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 인스턴트 전화회의를
수행하려면 SIP 트렁크의 연결 이외에 추가 신호 처리 연결이 필요합니다 . 라우팅 패턴과 SIP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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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크를 사용하여 전화회의 리소스에 연결하는 영구 전화회의와 달리 , Unified CM 은 인스턴트 전
화회의를 미디어 리소스로 정의하고 전화기 사용자가 " 전화회의 " 단추를 누를 때 HTTP/HTTPS
를 통한 XML RPC 를 사용하여 인스턴트 전화회의를 생성하도록 TelePresence Conductor 또는
TelePresence Server 에 지시합니다 . 인스턴트 전화회의의 경우 , HTTP/HTTPS XML RPC 메시지와
SIP INVITE 메시지는 동일한 소스 IP 주소에서 와야 하므로 , 인스턴트 전화회의 연결 (HTTP XML
RPC 및 SIP 트렁크 ) 을 SME 클러스터가 아니라 리프 Unified CM 클러스터에 구성해야 합니다 .
TelePresence Conductor 및 TelePresence Servers 는 여전히 SME 와 공존할 수 있지만 , 영구 전화회
의에서만 SME 클러스터에서 직접 SIP 트렁크 연결을 사용할 수 있고 , 인스턴트 전화회의 SIP 트
렁크와 HTTP XML RPC 는 리프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 ( 그림 6−25
참조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Unified CM 을 사용한 Cisco TelePresence
Conductor 배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conductor/products−installatio
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중앙 집중식 TelePresence Server 및 TelePresence Conductor
Cisco
TelePresence
Servers

SIP Trunk
XML RPC over HTTP/HTTPS

348818

그림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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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way-C 및 Expressway-E
Cisco Expressway 플랫폼은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
림 6−26 참조 ). 배포 유형에 따라 Expressway−C 에서는 SME 에 연결하는 데 SIP 트렁크를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UC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사용하는 장치는
SME 클러스터에 SIP 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이 장치에서는 UDS 를 사용하여 홈 클러스터를
발견하고 직접 등록합니다 . SME 를 사용하여 UDS 홈 클러스터 조회 요청을 받는 경우 , 홈 클
러스터 감지용으로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와 통신하기 위해 ILS 서비스도 사용해야 합니
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Expressway 를 통한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배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
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

트렁크로 연결된 Expressway 애플리케이션
Business−to−Business Collaboration 과 같은 Expressway 애플리케이션에서는 Expressway 가
SME 클러스터에 대한 직접 SIP 트렁크 연결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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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Expressway-C 및 Expressway-E
348819

그림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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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클러스터 SME 배포를 위한 SIP 트렁크 권장 사항 요약
이 섹션은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하는 멀티클러스터 배포를 위한 SIP 트
렁크 권장 사항 및 작업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를 위한 권장 사항
•

한 개의 SIP 트렁크를 각 지역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각 SME 노드 세트에 구성합니다 . 예를 들어
네 개의 지역 SME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경우 각 리프 클러스터에 네 개의 SIP 트렁크를 생성합
니다 ( 그림 6−27 참조 ). 이렇게 하면 모든 SME 노드에서 건 통화가 리프 클러스터에서 수신되
고 허용됩니다 . 이러한 트렁크 모두에서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활성화하십시오 .

•

SME CoW+ 클러스터 경록 중복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리프 클러스터 SIP 트렁크를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에 추가합니다 .

•

모든 리프 클러스터 SIP 트렁크에는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및 서
비스인 경우에는 Early Offer 전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리프 클러스터의 경우
Early Offer 가 항상 수신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두 개 옵션이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면 음성 통화를 위한 Early Offer 기능에 인바운드

Delayed Offer 통화를 아웃바운드 Early Offer 통화로 변환해 주는 SIP Delayed Offer 를 제
공하여 Unified CM 및 SME 가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용 사례의 일반적인 예는 일반적으로 항상 SIP Early Offer 를 수신해야 하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통한 서비스 공급업체 IP PSTN 연결입니다 .

– SIP Early Offer 만 허용하는 엔터프라이즈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용 Early
Offer SIP 트렁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arly Offer SIP 트렁크에 다수의 MTP 가 필요한
경우 Early Offer 변환 기능 대신에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Delayed Offer 사용을 고려
하십시오 .

•

모든 리프 클러스터 노드에 IPVMS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 필요한 전화회의 ,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알림 장치 리소스 등을 활성화합니다 . (IPVMS 기반 MTP 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필요한 만큼 , 리프 클러스터에 Cisco IOS 미디어 리소스 (MTP, 전자회의 , 트랜스코딩 등 ) 를
구성 및 연결합니다 .

•

SIP 트렁크 DTMF 설정을 기본 설정 없음 ( 기본 설정 ) 으로 구성합니다 .

•

SIP Options Ping 및 PRACK 을 활성화합니다 .

•

필요한 만큼 , 코덱 기본 설정 목록을 구성 및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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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CoW 리프 클러스터 트렁크에 대해 권장되는 트렁크 구성

Data Center 1
SME Nodes

1st Choice
Trunk

Route
List

SME CoW Cluster
with no
Media Resources

2nd Choice
Trunk

Leaf Cluster
Europe
CoW

Route
List

1st Choice
Trunk

Data Center 2
SME Nodes
Best Effort Early Offer

SIP

348662

Leaf Cluster
North America
CoW

2nd Choice
Trunk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 권장 사항
•

SME 클러스터에서 SIP 트렁크만 사용합니다 .

•

SIP 트렁크 한 개를 SME 클러스터에서 각 리프 클러스터로 구성합니다 ( 그림 6−28 참조 ). 이
러한 트렁크에서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활성화하고 리프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통
화 처리 노드에 트렁크 대상을 구성합니다 .

•

모든 SME 클러스터 SIP 트렁크에는 Best Effort Early Offer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SME 클러스터에 연결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
Early Offer 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면 음성 통화를 위한 Early Offer 기능에 인바운드

Delayed Offer 통화를 아웃바운드 Early Offer 통화로 변환해 주는 SIP Delayed Offer 를 제공
하여 Unified CM 및 SME 가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 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용 사례의 일반적인 예는 일반적으로 항상 SIP Early Offer 를 수신해야 하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통한 서비스 공급업체 IP PSTN 연결입니다 .

– SIP Early Offer 만 허용하는 엔터프라이즈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ME 클러스터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용 Early Offer SIP 트렁
크가 사용되면 미디어 리소스가 SME 트렁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미디어 고정 ). 이 사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미디어 리소스는 Early Offer 를 생성하고
DTMF 불일치를 처리하는 MTP 와 코덱 불일치를 처리하는 트랜스코더입니다 . SME 클러
스터에서 미디어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대안으로 SME 및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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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 간에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Delayed Offer 에서 Early
Offer 기능 사용을 고려하거나 리프 클러스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트렁크를 사용
하십시오 .

그림 6-28

•

모든 SME 노드에서 IPVMS 서비스에서 비활성화합니다 . 이는 Unified CM MTP(Media
Termination Point), 전화회의 ,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및 알림 장치 리소스를 비활성화하게
됩니다 .

•

Cisco IOS 미디어 리소스를 SME 클러스터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

•

SIP 트렁크 DTMF 설정을 기본 설정 없음 ( 기본 설정 ) 으로 구성합니다 .

•

모든 SME SIP 트렁크에서 Received Offer 의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허용을 활성화합니다 .

•

SIP Options Ping 및 PRACK 을 활성화합니다 .

CoW+ SME 클러스터 트렁크를 위한 권장되는 트렁크 구성

Data Center 1
SME Nodes

SME CoW Cluster
with no
Media Resources

Leaf Cluster
Europe
CoW

Data Center 2
SME Nodes
Best Effort Early Offer

SIP

348663

Leaf Cluster
North America
CoW

리프 및 SME 클러스터를 통한 통화 라우팅 권장 사항

아웃바운드 리프 클러스터에서 발신 장치가 등록된 동일 노드에서 건 SIP 트렁크 통화가 전송됩니
다 ( 경로 로컬 규칙 사용 ). 리프 클러스터는 SIP 트렁크 경로 목록에서 임의로 대상 주소를 선택합
니다 . ( 그림 6−29 에 있는 예의 경우 첫 번째 선택 트렁크가 선택됨 )
SME 클러스터에서 건 발신 전화는 착신 전화가 도달한 동일 노드에서 전송됩니다 ( 경로 로컬 규
칙 사용 ). 모든 SME 트렁크에서 활성화된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을 사용하면 SM 클러스
터 내 통화 처리 노드 간에는 통화가 설정될 수 없습니다 . SME 클러스터는 SIP 트렁크에서 임의로
대상 리프 클러스터를 가리키는 대상 주소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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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SIP 트렁크의 사소한 기능

대상 리프 클러스터의 인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의 경우 착신 전화가 도달한 통화 처리 노드에서
착신 장치가 등록된 노드로 통화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리프 클러스터 ( 또는 엔드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 에서 미디어 리소스가 삽
입됩니다 . 발신 리프 클러스터 SIP 트렁크에 있는 장치가 Delayed Offer 를 사용하는 경우 이 클러
스터가 미디어를 결정하여 필요한 만큼 미디어 리소스 (MTP 및 트랜스코더 ) 를 삽입합니다 . 발신
리프 클러스터 SIP 트렁크에 있는 장치가 Early Offer 를 전송하는 경우 대상 리프 클러스터가 미디
어를 결정하여 필요한 만큼 미디어 리소스 (MTP 및 트랜스코더 ) 를 삽입합니다 .
그림 6-29

리프 및 SME 를 통한 통화 라우팅을 위한 권장되는 트렁크 구성

Data Cen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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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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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 2
SME Nodes
Best Effort Early Offer

SIP
Signalling Path

348664

2nd Choice
Trunk

Unified CM SIP 트렁크의 사소한 기능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SIP 트렁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사소한 기능 및 해당 사용법을 설
명합니다 .
통화 중 INVITE 에 sendrecv 전송

이 기능은 타사 제품과의 상호 운용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용됩니다 . Unified CM 이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 보류를 할 때 SDP 본문에 오디오 미디어 속성 a=inactive 를 포함하여 통화 중 INVITE 를
전송하여 미디어 연결을 끊습니다 . 통화를 재개할 때 Unified CM 은 보류된 장치에 Delayed Offer
INVITE(SDP 없이 ) 를 전송하여 SDP 제공을 통해 미디어 특성을 획득합니다 . RFC 3261( 섹
션 14.2) 에 따라 보류된 장치는 새 전화를 건 것처럼 모든 지원되는 코덱 목록 및 a=sendrecv 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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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제공을 구성해야 합니다 . 일부 타사 제품은 통화는 항상 비활성 상태로 유지되고 미디어는
보류해제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코덱 및 미디어 방향 속성만으로 응답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통화 중 INVITE 에 'sendrecv' 전송이 활성화된 경우 발신 장치 간의 미디어 경로에 MTP
를 삽입하여 MTP 와 보류된 장치 간에 a=sendrecv 로 미디어 설정 및 유지 관리를 하는 동안
Unified CM 장치와 MTP 간의 미디어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 통화 재개 시 MTP 는 미디어 경로
에서 삭제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디오 방향에 대한 통화 중 Delayed Offer INVITE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원되는 모든 코덱 전체 목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용된 코덱을 가지고 응답
하는 장치 응답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문제는 미디어 재설정 시 코덱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예 : G.729 통화를 대기 중으로 설정하여 G711 이 기본 설정인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소스로
연결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 중 미디어 교환 시 SDP 비활성 필요

SIP 를 사용하면 미디어 연결을 끊지 않고도 통화 중 코덱 및 IP 주소 및 UDP 포트 번호와 같은 연
결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사 장치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미디어를 변경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고 미디어 경로를 닫고 미디어를 변경하기 위해 다시 열도록 요구합니다 . 이 기능
이 활성화된 경우 통화 중 코덱 또는 연결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Cisco Unified CM 이 INVITE
a=inactive SDP 메시지를 엔드포인트에 전송하여 미디어 교환을 중단합니다 .
참고

Early Offer 가 활성화된 SIP 트렁크의 경우 이 매개 변수는 통화 중 INVITE 에 전송 − 수신 SDP 전
송 매개 변수로 재정의됩니다 .
180 에서 Early Media 비활성화

기본적으로 Cisco Unified CM 은 180 Ringing 또는 183 Session Progress 응답에서 SDP 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발신 전화기에서 로컬 통화 연결을 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
180 또는 183 응답에 SDP 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Cisco Unified CM 은 미디어를 연결하고 로컬에
서 신호를 재생하는 것 대신에 발신 전화기는 착신 장치가 해당 미디어 스트림에서 전송한 것 ( 신
호 또는 통화 중 신호 ) 을 재생합니다 .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연결하고 있는 장치는 180 응답에 SDP 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200 OK
응답에 앞서 미디어를 전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이 확인란을 선택하여 발신 전
화기에서 로컬 신호를 재생하고 200 OK 응답에 대한 확인 시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전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전송 기능을 활성화하면 Unified CM 에서 다음을 허용합니다 .
•

특정 발신 검색 공간을 3xx 응답에서 수신된 재전송된 연락처에 적용합니다 .

•

통화가 정확하게 라우팅 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재전송된 연락처 번호 분석을 합니다 .

•

재전송 ( 반복되는 재전송 ) 요청 수를 제한해서 DOS 공격을 방지합니다 .

•

재전송을 하는 중에 다른 기능 호출을 허용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전송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면 SIP 스택 수준에서 Unified CM 번호 분석 중재
및 서비스 클래스 없이 재전송을 처리하고 라우팅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는 제한
된 전화 번호 ( 예 : 국제 번호 ) 로 재전송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수신 요청을 새 트렁크로 재라우팅

Unified CM 인바운드 트렁크 통화는 발신 장치의 소스 IP 주소 및 포트 번호가 구성된 SIP 트렁크
의 대상 IP 주소 및 포트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일단 통화가 허용된 경우 선택적
으로 수신된 SIP 메시지 헤더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다른 Unified CM SIP 트렁크로 재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6-52

2018 년 3 월 1 일

6장

Cisco Unified CM 트렁크

Unified CM SIP 트렁크의 사소한 기능

기본적으로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SIP 트렁크에 일치된 후에 통화는 재라우팅되지 않습
니다 .
수신 요청은 선택적으로 수신된 다음 정보에 따라 새 트렁크로 재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
•

Contact 헤더
통화가 Contact 헤더로 수신된 IP 주소 및 포트 번호에 따라 다른 SIP 트렁크로 재라우팅됩니다 .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통화를 SIP 프록시에서 특정 최종 사용자 또는 시스템에 할당된
Unified CM SIP 트렁크로 재라우팅하는데 사용합니다 .

•

Call−Info 헤더 (purpose=x−cisco−origIP 포함 )
이 옵션을 사용하면 CVP(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착신 전화를 Call−Info 헤더 ( 매
개 변수 purpose=x−cisco−origIP) 에 포함된 IP 주소 및 포트 번호에 따라 특정 트렁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Unified CVP 통화를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Unified CM 트
렁크로 배치하는데 사용합니다 .

아웃바운드 트렁크 통화에서 발신자 ID 번호 및 이름 덮어쓰기

이 기능은 예를 들어 SIP 트렁크를 통해 전송된 통화의 SIP 메시지에 발신자 번호 및 이름 대신에
회사 스위치보드 번호 및 회사 이름을 전송하려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6−30 참조 ) 이
기능은 장치 수준 ( 중앙 집중식 SIP 트렁크를 사용하는 지점 ) 또는 트렁크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
습니다 .
장치 수준의 경우 장치와 연결된 SIP 프로파일의 URI 설정에서 수신 요청 섹션에서 발신자 ID DN
및 발신자 이름 필드를 사용합니다 .
트렁크 수준의 경우 트렁크 구성 페이지의 발신 전화 − 발신자 정보 섹션의 발신자 ID DN 및 발신
자 이름 필드를 사용합니다 .
기본적으로 From 헤더 , Contact 헤더 및 P−Asserted−Identity 및 Remote−Party−ID 헤더를 통해 전송
된 발신자 ID DN 및 발신자 이름은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에서 수정됩니다 .
P−Asserted−Identity 및 Remote−Party−ID 헤더에서 원래 발신자 ID 를 유지하려면 트렁크 구성 페
이지에서 ID 헤더에서 원래 발신자 ID 및 발신자 이름 유지 관리 확인란을 선택하십시오 . 이 확인
란을 선택하면 통화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에서 발신자 ID 번호 및 발신자 이름 덮어쓰기

Directory Number = +442088245555
Name = Bob Jones

From: “Cisco Systems UK” <sip:+442088241000@10.10.10.250>
P-Asserted-ID: “Bob Jones” <sip:+442088245555@10.10.10.250>
Remote-Party-ID: “Bob Jones” <sip:+442088245555@10.10.10.250>
Contact: <sip:+442088245555@10.10.10.250:5060; transport=tcp>

SIP Trunk Configuration
Caller ID DN = +442088241000
Caller Name = Cisco Systems UK
Maintain Original Caller ID DN and Caller Name in Identity Headers = Yes

348665

그림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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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트렁크 메시지 정규화 및 투명성
정규화 및 투명성은 SIP 트렁크에 대해 Unified CM 을 통과할 때 투명하게 SIP 메시지 및 메시지 본
문 (SDP) 내용을 착신 전환 및 수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스크립트 기반 기능을 제공합니
다 . 정규화 및 투명성 스크립트는 SIP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Unified CM 이 SIP
기반 타사 PBX, 애플리케이션 , IP PSTN 서비스 등과 상호 운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SIP 트렁크 정규화
정규화를 사용하면 Unified CM 에서 수신 및 발신 SIP 메시지를 전송 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예
를 들어 , Unified CM 은 재전송 번호 정보를 전달하는 Diversion 헤더를 지원합니다 . Unified CM
에 연결된 일부 SIP 장치는 이 목적으로 History−Info 헤더를 사용합니다 . 인바운드 정규화 스크립
트를 사용하면 Unified CM 이 재전송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History−Info 헤더를 Diversion 헤더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비슷하게 아웃바운드 정규화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외부 SIP 장치가
재전송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Diversion 헤더를 기록 정보 헤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정규화 스크립트는 SIP 트렁크 또는 SIP 회선과 연결됩니다 . 스크립트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SIP 메시지에 대해 작동하는 메시지 처리기 집합으로 보입니다 . 정규화의 경우 스크립트는 다음
과 같이 SIP 메시지의 거의 모든 면을 조작합니다 .
•

요청 URI

•

응답 코드 및 구절

•

SIP 헤더

•

SIP 매개 변수

•

콘텐츠 본문

•

SDP

정규화는 통화에 관련된 다른 엔드포인트에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되든지 상관 없이 연결된 스크
립트를 사용하여 SIP 트렁크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SIP 트렁크 정규화 스
크립트는 SIP 회선 장치에서 SIP 트렁크 , SCCP 장치에서 SIP 트렁크 , MGCP 트렁크에서 SIP 트렁
크 , H.323 트렁크에서 SIP 트렁크 등의 통화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6−3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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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SIP 트렁크 메시지 정규화 및 투명성

SIP 트렁크 정규화
SIP Line

SIP Trunk

Normalization Script
SCCP Line

SIP Trunk
IP PSTN
Normalization Script

SIP Trunk

SIP Trunk

Normalization Script
H.323 Trunk

SIP Trunk
IP PSTN
Normalization Script

MGCP Trunk

Normalization Script

348666

SIP Trunk

SIP 트렁크 투명성
투명성 Lua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Unified CM 이 전달되는 메시지의 각 부분을 이해하거나 지원하
지 못하더라도 , Unified CM 이 하나의 SIP 트렁크 통화 레그를 다른 SIP 트렁크 통화 레그로 SIP 헤
더 , 매개 변수 , 메시지 본문 콘텐츠 등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 투명성 ( 또는 투명 패스스루 ) 는
Unified CM 을 통한 SIP−SIP 통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6−32 참조 )
투명성 스크립트는 SIP 트렁크 또는 SIP 회선과 연결됩니다 . 스크립트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SIP 메시지에 대해 작동하는 메시지 처리기 집합으로 보입니다 . 투명성을 사용하면 스크립트는
SIP 메시지에 있는 다음과 같은 거의 모든 정보에 패스스루합니다 .
•

SIP 헤더

•

SIP 매개 변수

•

콘텐츠 본문

SIP 프로파일은 Lua 투명성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알 수 없는 SDP 매개 변수 ( 기본값 )
또는 원래 Unified CM 에서 지원되지 않는 선택된 SDP 매개 변수를 하나의 SIP 트렁크 ( 또는 SIP
엔드포인트 ) 에서 다른 SOP 트렁크로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SDP 투명성 프로파일도 지원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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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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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트렁크 투명성

SIP Trunk

SIP Trunk
IP PSTN
Transparency Script

SIP Trunk

SIP Trunk
IP PSTN
Transparency Script

SIP Trunk
SIP Transparenc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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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Trunk

정규화 및 투명성 스크립트는 강력하고 빠르고 가볍고 포함 가능한 스크립팅 언어인 Lua 를 사용
하며 SIP 트렁크에서 SIP 메시지 및 SDP 본문 콘텐츠를 수정합니다 . (Lua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lua−users.org/wiki/LuaOrgGuide 에 있는 문서를 참조 )
SIP 트렁크 정규화 및 투명성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veloper Guide for SIP Transparency
and Normalization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programming_reference_guid
es_list.html
개발자 가이드는 SIP 메시지 정보를 조작하고 패스스루하는데 스크립팅 환경 및 API 를 설명합니
다.
스크립트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사전 로드된 Unified CM 정규화 및 투명성 스크립트
다수의 정규화 및 투명성 스크립트는 Unified CM 에 사전에 로드되며 다음 스크립트는 대표적인
해당 예제입니다 .
•

참조 − 패스스루 스크립트 —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블라인드 호전환 (in−dialog REFER 사용
) 이 두 SIP 트렁크 간에 호출될 때 Unified CM 가 통화 신호 처리 경로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Contact 헤더 스크립트 — 이 스크립트는 인바운드 Delayed Offer 통화 중 재초대의 Contact 헤
더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속성을 삭제합니다 .

•

HCS−PCV−PAI− 패스스루 스크립트 — 이 스크립트는 IMS(IP Multimedia Subsystem) 네트워크
와의 병합에 사용되고 INVITE, UPDATE, 200 OK 메시지 등에서 P−Charging−Vector 헤더를 패
스스루하거나 추가합니다 .

•

전환 − 카운터 스크립트 — 이 스크립트는 다양한 착신 전환 시나리오에 대해 전환 카운터를 조
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VCS− 상호 운용성 스크립트 — 이 스크립트는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VCS)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에 상호 운용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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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의 IP PSTN 및 IP 트렁크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의 IP PSTN 및 IP 트렁크
비 TDM PSTN 연결을 엔터프라이즈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비 TDM 인터페이스 배포로 인한 비용 절감의 주요 혜택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IP 기반 PSTN 연결
은 기존의 PSTN 인터페이스와 비교할 때 추가적인 음성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전 H.323 서비스가 엄선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했지만 점차 중단되고 있고 현재 제공되는 것 중
에서는 SIP 서비스가 우세합니다 . 이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공급업체 및 기업 내에서 선택하는 프
로토콜로서 SIP 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비스 공급업체의 IP PSTN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기업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간에
제어하는 경계 및 보안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에지 세션 경계 컨트롤러로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다음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션 경계 컨트롤러입니다 .
•

주소 및 포트 변환 ( 프라이버시 및 수준 7 토폴로지 숨김 )

•

SIP Delayed Offer 에서 Early Offer 로 변환

•

프로토콜 상호 연동 (H.323 및 SIP) 및 정규화

•

미디어 상호 연동 (DTMF 변환 , 팩스 , 트랜스코딩 , 트랜스레이팅 , 볼륨 및 이윤 제어 )

•

통화 허용 제어 ( 통화 합계 , CPU, 메모리 , 통화 도달 스파이크 감지 또는 대상 별 최대 통화 수
기반 )

•

보안 (RTP−SRTP 상호 연동 , SIP 의 잘못된 패킷 감지 , 비다이얼로그 RTP 패킷 드롭 , SIP 수신
포트 구성 , 다이제스트 인증 , 동시 통화 제한 , 통화 레이트 제한 , 요금 사기 보호 및 다수의 신
호 처리 및 미디어 암호화 옵션 )

•

PPI/PAI/ 개인 정보 및 RPID – 서비스 공급업체와 ID 헤더 상호 연동

•

QoS 및 대역폭 관리 (ToS 를 사용하여 QoS 표시 , DSCP, RSVP 및 코덱 필터링을 사용하여 대
역폭 적용 )

•

여러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SIP 트렁크에 동시 연결

•

박스 내 또는 박스 간 장애 조치 옵션을 통한 고가용성 ( 플랫폼에 의존 )

•

다이얼 피어 일치를 위해 URI 라우팅에 GDPR 경로 문자열 사용

•

도메인 기반 라우팅

•

멀티캐스트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에서 유니캐스트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 포킹 (forking)

•

기업 전화기 프록시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통해 VPN−Less IP 전화기를 Unified CM
에 등록

•

결재 통계 및 CDR 모음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넓은 범위의 Cisco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라이센스가 있는 Cisco IO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박스 내 또는
박스 간 장애 조치 옵션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플랫폼 선택에 따라 4 에서 16,000 동시 음성 통화의
세션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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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트렁크

IP-PSTN 트렁크 연결 모델
트렁크는 원하는 아키텍처에 따라 여러 다른 방법으로 IP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이 연결에 사용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아키텍처는 중앙 집중식 트렁크와 분산 트렁크
입니다 .
중앙 집중식 트렁크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와 같은 SBC( 세션 경계 컨트롤러 ) 를 사용하
여 1 개의 논리적 연결 ( 중복성을 위해 1 개 이상의 물리적 연결이 있을 수 있음 ) 을 통해 기업 네
트워크를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 그림 6−33 참조 ) 모든 IP PSTN 통화는 이 트
렁크 세트를 사용합니다 . 중앙 집중식 IP PSTN 연결에서 모든 원격 사이트의 경우 PSTN 통화에
대한 미디어 및 신호 처리는 기업 IP WAN 을 통과해야 합니다 .
그림 6-33

중앙 집중식 또는 집계형 SIP 트렁크 모델

Centralized
IP PSTN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SIP

Campus

Campus

Remote
Office

TDM
PBX

IP PBX

Unified
CME

348668

QoS Enabled WAN

분산 트렁크는 여러 지역적으로 분산된 논리적 연결을 통해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연결합
니다 . ( 그림 6−34 참조 ) 엔터프라이즈의 각 지점은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자체 로컬 트렁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각 지점에서 분산 트렁크를 사용하는 경우 미디어는 더 이상 기업 WAN 을 통과
할 필요가 없지만 로컬 SBC 를 통해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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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STN 트렁크 연결 모델

그림 6-34

분산 SIP 트렁크 모델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SIP

Campus

IP PSTN

Remote Office

IP PSTN

TDM
PBX

IP PBX

Unified
CME

PSTN

IP PSTN

IP PSTN

348669

QoS Enabled WAN

각 연결 모델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집니다 . 중앙 집중식 트렁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장치 및
구성 복잡성 면에서 배포가 쉽지만 미디어 및 신호 처리가 PSTN 에 도달하려면 기업 네트워크를
통과해야 하므로 기업 WAN 의 고가용성이 요구됩니다 . 분산 트렁크는 미디어를 로컬로 핸드오프
하고 로컬 공급자로부터 번호 이식성이 향상된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 그림 6−35 에 설명된 것과
같이 , 하이브리드 연결 모델은 연결을 위해 일부 지점을 함께 그룹으로 만들거나 멀티클러스터 배
포의 각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트렁크를 제공하여 두 가지 형식의 배포 모델 장점을 모두 제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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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Cisco Unified CM 트렁크

지역적 집계형 하이브리드 SIP 트렁크 모델

Centralized
IP PSTN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SIP

QoS Enabled WAN

Unified
CME

Remote Office

TDM
PBX

IP PSTN

IP PBX

IP PSTN

348670

Campus

IP PSTN 트렁크 및 비상 서비스
IP 트렁크 ( 예 : 중앙 집중식 PSTN 트렁크 ) 는 911 비상 전화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런 통화를
적절한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에 발신자 위치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911 비상 전화를 전달하고 발신자 위치를 적절한 PSAP 에 전달하는 IP 트렁크 서비스 공급업체의
기능을 신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 911 비상 전화의 경우 , 위치에 한한 발신자 번호를 IP 트렁크 서
비스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위해 Cisco Emergency Responder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IP 또는 PSTN 트렁크는 WAN 혼잡 또는 실패로 인해 임시로 원격 위치에서 건 911 비
상 전화에 대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격 위치는 911 비상 전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PSTN 로의 로컬 게이트를 소유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긴급 서비스 ,
1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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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소스는 연결된 데이터 스트림에서 미디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또는 하
드웨어 기반 엔티티입니다 . 미디어 처리 기능으로는 한 개의 출력 스트림 ( 전화회의 ) 을 작성하는
여러 스트림 혼합 , 한 연결에서 다른 연결 (Media Termination Point) 로 스트림 전달 , 한 압축 유형에
서 다른 압축 유형으로 데이터 스트림 전달 ( 트랜스코딩 ), 대기 중인 발신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 대
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에코 제거 , 신호 처리 , TDM 회로에서 음성 종료 ( 코딩 / 디코딩 ), 스트림
패킷화 , 오디오 스트리밍 ( 장비 ) 등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반 리소스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IP VMS(IP Voice Media Streaming)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 카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반 리소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Cisco Unified CM 미디어 리소스 아키텍처 및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를 설명하고 다음 미디어 리소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

음성 종료 , 7−4 페이지

•

트랜스코딩 , 7−6 페이지

•

MTP(Media Termination Point), 7−7 페이지

•

TRP(Trusted Relay Point), 7−15 페이지

•

알림 장치 , 7−16 페이지

•

Cisco RSVP 에이전트 , 7−17 페이지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7−17 페이지

이 장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미디어 리소스 유형의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
의 배포에 필요한 리소스를 판단하십시오 . 회의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1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ISR(Integrated Service Router) 게이트웨이의 올바른 DSP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시스코 직원
과 유효한 로그인 계정을 가진 파트너는 다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에서 제공하는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https://www.cisco.com/c/en/us/applications/dsp−calc.html 에서 제공하는 DSP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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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소스 아키텍처
기업의 미디어 리소스 할당 전략을 적절히 설계하려면 여러 미디어 리소스 구성 요소에 대한 Cisco
Unified CM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Unified CM 을 사용한 미디
어 리소스 설계의 중요한 특징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미디어 리소스 관리자
Unified CM 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인 MRM( 미디어 리소스 관리자 ) 은 미디어 리소스를 미디어
경로에 할당 및 삽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미디어 리소스는 Unified CM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 또는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 카드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MRM 에서 미디어 리소스 유형을 결정하고 식별하면 해당 장치와 연관된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및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의 구성 설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검색합니다
. MRGL 및 MRG 은 할당 목적을 위해 관련된 미디어 리소스 그룹을 함께 대기하는 구문으로 , 미
디어 리소스 그룹 및 목록 , 7−34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림 7−1 은 IP 전화기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사이의 일반 코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둘 사이의 미디어 경로에 트랜스코더와 같은 미디어 리소스를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그림 7-1

일반 코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트랜스코더 사용
Unified CM
Subscriber

Xcode

IP Phone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253636

IP

Call Signaling
Media

Unified CM 은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를 사용하여 미디어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 이
메시징은 Unified CM 과 통신하는 엔티티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과 관계가 없습니다 .
그림 7−2 는 메시지 흐름 예를 보여주지만 , 엔티티 간에 교환된 모든 SCCP 또는 SIP 메시지를 보
여주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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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미디어 리소스 아키텍처

구성 요소 간 메시지 흐름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Unified CM
Subscriber

IP Phone
IP

Xcode

SIP: INVITE w/ Media Capabilities
SIP: INVITE
SIP: 200 OK w/ Media Capabilities
Codec mismatch Allocate Transcoder
SCCP: Open Logical Channel
SCCP: Open Logical Channel ACK
SCCP: Start Media Transmission
SCCP: Start Media Transmission ACK
SIP: 200OK w/ Xcoder Address
SIP: ACK

Media between IP Phone and Transcoder

Media between Transcoder and
Unified Border Element

253637

SIP: ACK w/ Xcoder Address

시스코 IP 음성 미디어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은 다음 소프트웨어 기반 미디어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

컨퍼런스 브리지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

알림 장치

•

MTP(Media Termination Point)

•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위의 각 리소스 중 하나가 자동으로 구
성됩니다 . 필요에 따라 컨퍼런싱 , 통화표시장치 , IVR 및 MTP 서비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Unified CM 구성에서 적절한 서비스 매개 변수를 수정하여
해당 리소스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서비스 매개 변수에는 각 미디어 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연결 수에 대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 서비스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적절한 버전의 다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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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리소스가 필요한 상황 및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에 배치하는 부하에 대해 신중
하게 고려합니다 . 미디어 리소스는 Unified CM 과 동일한 서버 또는 Unified CM 통화 처리 서비스
를 실행하지 않는 전용 서버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배포에 기본 리소스 수보다 많은 리소스가 필요
한 경우 해당 리소스가 고유한 전용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Unified CM 노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통화 처리 로드가 많은 Cisco Unified CM 에서 Cisco
Voice Streaming Media Application 을 활성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배포에 미디어 리소스를 많
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전용 Unified CM 미디어 리소스 노드 ( 클러스터 내에서 통화 처리
를 수행하지 않는 비 게시자 ) 를 배포하거나 하드웨어 기반 미디어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 Unified CM 노드의 소프트웨어 기반 미디어 리소스는 소규모 배포 또는 미디어 리소스에 대
한 요구가 제한된 배포용입니다 .

음성 종료
음성 종료는 두 개의 통화 레그 , 즉 TDM( 시분할 멀티플렉싱 ) 인터페이스와 VoIP(Voice over IP)
연결에 각각 한 개의 Leg 가 있는 통화에 적용됩니다 . TDM Leg 는 스트림 인코딩 / 디코딩 및 패킷
화를 수행하는 하드웨어에서 종료해야 합니다 . 이 종료 기능은 동일한 하드웨어 모듈 , 블레이드
또는 플랫폼에 있는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 리소스에서 수행합니다 .
Cisco TDM Gateways 의 모든 DSP 하드웨어는 음성 스트림을 종료할 수 있고 , 특정 하드웨어가 전
화회의 또는 트랜스코딩과 같은 다른 미디어 리소스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트랜스코딩 , 7−6
페이지 및 트랜스코딩 , 7−6 페이지 참조 ). DSP 하드웨어에는 업그레이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수정된 DSP 리소스 또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모듈식 DSP 리소스가 있습니다 .
DSP 당 지원되는 통화 수는 통화에 사용된 코덱의 계산 복잡도와 DSP 에서 구성된 복잡성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 Cisco IOS 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모듈에서 복잡성 모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PVDM2, PVDM3 및 PVDM4 DSP 와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은 중간 , 높음 및 플렉스의 세 가지 복잡
성 모드를 지원합니다 . 기타 하드웨어 플랫폼 중 일부는 중간 및 높음 복잡성 모드만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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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및 높음 복잡성 모드
각 DSP 를 중간 복잡성 , 높음 복잡성 또는 플렉스 모드로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PVDM3 DSP
및 C5510 을 기반으로 한 DSP). DSP 는 통화 코덱의 실제 복잡성에 관계없이 구성된 해당 복잡성
에 따라 모든 통화를 취급합니다 . 구성된 복잡성이 착신 통화의 실제 복잡성보다 높거나 같은 리
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통화에 실패합니다 . 예를 들어 통화에 복잡성 코
덱이 필요하지만 중간 복잡성 모드에 대해 DSP 리소스가 구성된 경우 통화에 실패합니다 . 하지만
높은 복잡성 모드에 대해 구성된 DSP 에서 중간 복잡성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통화에 성공하며
Cisco IOS 가 높은 복잡성 모드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

플렉스 모드
C5510 칩셋을 사용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및 PVDM3 DSP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는 구성
시 코덱 복잡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플렉스 모드의 DSP 는 처리 능력이 있는 한 지원되는
모든 코덱 유형의 통화를 수락합니다 .
C5510 기반 DSP 의 경우 각 통화의 오버헤드는 MIPS(Millions of Instructions Per Second) 로 처리
능력을 계산하여 동적으로 추적됩니다 . Cisco IOS 는 각 수신 통화에 대해 MIPS 계산을 수행하고
새로운 통화가 시작될 때마다 해당 예산에서 MIPS 크레딧을 뺍니다 . 통화에서 사용한 MIPS 개수
는 통화 코덱에 따라 다릅니다 . DSP 는 남아 있는 MIPS 크레딧이 착신 통화에 필요한 MIPS 보다
크거나 같으면 새로운 통화를 허용합니다 .
마찬가지로 PVDM3 DSP 모듈은 크레딧 기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각 모듈에는 미디어 스트림을
처리할 용량의 측정값을 나타내는 고정된 " 크레딧 " 수가 할당됩니다 . 음성 종료 , 트랜스코딩 등
과 같은 각 미디어 작업에 크레딧 측면의 비용이 할당됩니다 . 미디어 처리 기능에 대해 DSP 리소
스가 할당되므로 해당 비용 값을 사용 가능한 크레딧에서 뺍니다 . 사용 가능한 크레딧이 부족하여
더 이상 요청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면 DSP 모듈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 PVDM3 DSP 에 대한 크
레딧 할당 규칙이 복잡합니다 .
플렉스 모드는 DSP 가 중간 또는 높은 복잡성으로 구성된 경우보다 더 많은 통화를 지원할 수 있으
므로 여러 코덱의 통화를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 하지만 플렉스 모
드는 모든 리소스가 사용되는 경우 통화 실패 위험이 있는 리소스의 과다 신청을 허용합니다 . 플
렉스 모드를 사용하면 실제 TDM 인터페이스보다 DSP 리소스가 적을 수 있습니다 .
플렉스 모드는 중간 또는 높은 복잡성 모드에 비해 DSP 당 대부분의 G.711 통화를 지원하는 장점
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PVDM2−16 DSP 는 중간 복잡성 모드에서 8 개의 G.711 통화를 지원하거
나 플렉스 모드에서 16 개의 G.711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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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코딩
트랜스코더는 한 코덱의 입력 스트림을 다른 코덱을 사용하는 출력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장치입
니다 . 트랜스코더는 Cisco IOS 릴리스 15.0.1M 으로 시작하여 같은 코덱을 사용하지만 패킷 크기
가 다른 두 개의 스트림을 연결합니다 .
G.711 에서 다른 코덱으로의 트랜스코딩을 기존 트랜스코딩이라고 합니다 . G.711 이외의 두 코덱
간 트랜스코딩을 범용 트랜스코딩이라고 하며 , Universal Cisco IOS 트랜스코더가 필요합니다 . 범
용 트랜스코딩은 Cisco IOS 릴리스 12.4.20T 부터 지원됩니다 . 범용 트랜스코딩의 DSP 밀도는 기
존 트랜스코딩보다 낮습니다 .
Unified CM 시스템에서 실제 트랜스코더는 주로 G.711 음성 스트림과 낮은 비트 레이트 압축 음성
스트림 G.729a 간에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다음 경우는 트랜스코더 리소스가 필요한 시기를 결
정합니다 .
•

전체 시스템용 단일 코덱
단일 코덱은 일반적으로 대역폭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단일 사이트 배포에 사용됩니다 . 시스
템의 모든 통화에 대해 단일 코덱이 구성된 경우 트랜스코더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는 G.711 은 모든 공급업체에서 지원하며 ,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 .

•

모든 코덱 유형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엔드포인트와 함께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다중 코덱
다중 코덱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LAN 통화에 G.711 을 사용하여 통화 품질을 최대
화하고 낮은 대역폭 코덱을 사용하여 제한된 대역폭으로 WAN 을 통과하는 통화에 대한 대역
폭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G.729a 는 모든 Cisco Unified IP Phone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장치에서 대부분 지원되므로 트랜스코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G.729a 를 낮은 대역폭 코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을 사
용하여 지역 간에 다른 낮은 대역폭 코덱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일부 전화기 모델이 그러한 코덱
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트랜스코더가 필요합니다 . 그러한 전화기 모델은 게이트웨이로 전화를
거는 경우 한 개의 트랜스코더가 필요하며 , IP 전화기로 통화하는 경우 두 개의 트랜스코더가
필요합니다 . 장치는 통화에 따라 적절한 코덱을 사용하므로 모든 장치가 G.711 과 G.729 를 지
원하고 이에 대해 구성된 경우에는 트랜스코더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중 코덱과 일부 엔드포인트는 G.711 만 지원하거나 이에 대해 구성되
어 있습니다 .
이러한 조건은 G.729a 가 시스템에서 사용되지만 이 코덱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G.729a 를 지원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존재합니다 . 이 경우 트
랜스코더도 필요합니다 . 타사 공급업체의 장치가 G.729 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트랜스코더가 MTP(Media Termination Point)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트랜스코더
기능과 MTP 기능이 모두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트랜스코더를 할당합니다 . MTP 기능이 필요한
경우 Unified CM 은 리소스 풀에서 트랜스코더 또는 MTP 를 할당하며 , 미디어 리소스 그룹 및 목
록 , 7−34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 설명된 대로 미디어 리소스 그룹에 의해 리소스가 선택됩니다 .
설계를 마무리하려면 필요한 트랜스코더 수와 트랜스코더가 배치되는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멀티사이트 배포의 경우 트랜스코더를 필요할 수 있는 각 사이트에 로컬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
다 . 다중 코덱이 필요한 경우 모든 코덱을 지원하지 않는 엔드포인트 수 , 그러한 엔드포인트가 있
는 위치 , 그러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다른 그룹 , 이러한 장치에서 지원해야 하는 최대 동시 통화 수
및 네트워크에서 그러한 리소스가 있는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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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트랜스코딩 리소스
트랜스코딩을 수행하려면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DSP 리소스는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s)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된 Cisco Packet Voice/Fax Digital Signal
Processor(PVDM2, PVDM3 또는 PVDM4) 슬롯 또는 음성 모듈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 및 지원되는 음성 모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의 Cisco 음성 모
듈 및 인터페이스 카드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interfaces−modules/voice−modules−interface−cards/inde
x.html

비디오 상호 운용성
비디오 상호 운용성이란 CTS(Cisco TelePresence System) 엔드포인트 ,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비디오 엔드포인트 및 타사 비디오 엔드포인트 간의 지점 간 통화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지원 기능입니다 . Cisco Unified CM 8.5 이전 버전에서 여러 비디오 엔드포인트 제품군
간의 비디오 상호 운용성은 비디오 트랜스코더나 MCU( 멀티포인트 제어 장치 ) 와 같은 엔드포인
트 사이에 비디오 구성 요소를 삽입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Cisco Unified CM 8.5 이후 릴리스는 여러 비디오 엔드포인트 제품군 유형 간에 기본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지만 , 일반적으로 향상된 비디오 상호 운용성에 SIP 및 H.323 프로토콜의 H.264
코덱 협상을 제공하므로 가능한 경우 엔드포인트에서 HD( 고화질 ) 해상도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비디오 상호 운용성은 각 엔드포인트가 해당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
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Interoperability Between CTS Endpoints and Other Cisco Endpoints or
Devices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telepresence/interop/endpoint_interop.html

MTP(Media Termination Point)
MTP(Media Termination Point) 는 2 개의 전이중 미디어 스트림을 허용하는 엔티티로 , 스트림을 함
께 연결하며 , 스트림을 설정하고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 한 연결의 입력 스트림에서 수
신한 스트리밍 데이터는 다른 연결의 출력 스트림으로 전달되고 ,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MTP
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

스트림 재패킷화 , 7−7 페이지

•

DTMF 변환 , 7−8 페이지

•

프로토콜별 사용법 (IPv4 와 IPv6 엔드포인트 간 브리징 )
– SIP 트렁크를 통한 통화 , 7−9 페이지
– H.323 보조 서비스 , 7−13 페이지
– H.323 아웃바운드 빠른 연결 , 7−13 페이지

스트림 재패킷화
MTP 를 사용하여 G.711 a−law 오디오 패킷을 G.711 mu−law 패킷으로 또는 그 반대로 트랜스코딩
하거나 , 다른 패킷화 기간 ( 다른 샘플 크기 ) 을 사용하는 두 연결을 브리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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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MF 변환
DTMF 신호음은 통화 중에 메뉴 시스템을 탐색하거나 ,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 기타 조작을 위해
원거리 장치로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 이 신호음은 통화 설정 중에 통화 제어의 일부로 보
낸 DTMF 신호음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IP 를 통해 DTMF 를 전송할 수 있으
며 , 2 개의 통신 엔드포인트가 일반 절차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Unified CM 은
엔드포인트 간에 DTMF 신호를 변환하기 위해 미디어 경로에 MTP 를 동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
다 . 하지만 그러한 통화마다 한 개의 MTP 리소스가 필요하므로 이 방법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 다
음 섹션을 통해 시스템의 엔드포인트 , 트렁크 및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최적의 MTP
리소스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에서 MTP 를 삽입해야 하지만 , MTP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서비스
매개 변수 MTP 할당이 실패하는 경우 통화 실패 설정을 사용하여 통화 처리 허용 여부를 결정합
니다 . 이 서비스 매개 변수는 기본값 False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 기본 구성을 사용하면 SIP
Early Offer 트렁크의 착신 통화는 아웃바운드 Delayed Offer 가 됩니다 .

엔드포인트 간 DTMF 릴레이
다음 방법은 엔드포인트 간에 DTMF 를 릴레이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명명된 텔레포니 이벤트 (RFC 2833)

RFC 2833 에서 정의한 NTE( 명명된 텔레포니 이벤트 ) 는 통화 미디어가 설정된 후 한 엔드포인트
에서 다른 엔드포인트로 DTMF 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 신호음은 이미 설정된 RTP 스트림을 사용
하여 패킷 데이터로 전송되며 , RTP 페이로드 유형 필드에 의해 오디오와 구분됩니다 . 예를 들어
음성 통화는 한 세션에서 G.711 데이터로 식별하는 RTP 페이로드 유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
DTMF 패킷은 NTE 로 식별하는 RTP 페이로드 유형으로 전송됩니다 . 스트림 소비자는 G.711 패킷
과 NTE 패킷을 별도로 사용합니다 .
Key Press Markup Language(RFC 4730)

KPML(Key Press Markup Language) 는 RFC 4730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KPML 은 DTMF 를 보내
는 대역 내 방법인 NTE 와 달리 , 신호 처리 채널 ( 대역 외 또는 OOB) 을 사용하여 DTMF 숫자가
포함된 SIP 메시지를 보냅니다 .
KPML 프로시저는 SIP SUBSCRIBE 메시지를 사용하여 DTMF 숫자를 등록합니다 . 이 숫자 자체
가 XML 로 인코딩된 본문을 포함하는 NOTIFY 메시지에 전달됩니다 .
UN( 요청하지 않은 통보 )

요청하지 않은 통보 프로시저는 주로 Cisco IOS SIP 게이트웨이에서 SIP NOTIFY 메시지를 사용하
여 DTMF 숫자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러한 NOTIFY 메시지는 KPML 과 달리 요청되지 않
으며 , SIP SUBSCRIBE 메시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사전 등록이 없습니
다 . 하지만 KPML 처럼 , 요청하지 않은 통보 메시지는 대역 외입니다 .
또한 이러한 NOTIFY 메시지의 메시지 본문은 XML 로 인코딩된 본문이 있는 KPML 과 달리
DTMF 이벤트를 설명하는 10 자로 인코딩된 숫자 , 볼륨 및 기간입니다 .
H.245 신호 , H.245 영숫자

H.245 는 H.323 네트워크에 사용된 미디어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 H.245 는 미디어 특징 협상에 사
용하는 것 외에도 DTMF 전송을 위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 H.245 는 신호 처리 채널을 사용하므로
DTMF 숫자를 보내기 위해 OOB( 대역 외 )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신호 방법은 영숫자 방법보다
DTMF 이벤트에 대한 정보 ( 예 : 실제 기간 ) 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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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roprietary RTP

이 방법은 대역 내로 , 즉 RTP 패킷과 같은 스트림에서 DTMF 숫자를 보냅니다 . 하지만 DTMF 패
킷은 미디어 패킷과 다르게 인코딩되며 다른 페이로드 유형을 사용합니다 . 이 방법은 Unified CM
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지원됩니다 .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은 Unified CM 에서 등록된 여러 가지 SCCP 기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SCCP 는 Unified CM 과 제어된 장치 간에 DTMF 숫자를 전송하는 대역 외 메시
지를 정의합니다 .
같은 Unified CM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 간 DTMF 릴레이

같은 클러스터의 Unified CM 서버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두 개의 비 SIP 엔드포인트 간 통화에는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SIP 이외의 모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는 신호 처리 경로를 통해 DTMF 를
Unified CM 으로 보내고 , Unified CM 은 다른 엔드포인트 간에 DTMF 를 전달합니다 . 예를 들
어 IP 전화기는 Unified CM 에 SCCP 메시지를 사용하여 DTMF 를 보내면 H.245 신호 처리 이
벤트를 통해 H.323 게이트웨이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다른 신호 처리 유형 간
에 전달하는 DTMF 를 제공합니다 .

•

두 개의 Cisco SIP 엔드포인트 간 통화에는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모든 Cisco SIP 엔드포인트가 NTE 를 지원하므로 DTMF 는 엔드포인트 간에 직접 전송되며 변
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SIP 엔드포인트와 비 SIP 엔드포인트의 조합에는 MTP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치에서 NTE 지원을 확인하려면 해당 장치에 대한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NTE 지원
은 SIP 로 제한되지 않으며 , 다른 통화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
다 . Unified CM 은 엔드포인트 쌍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통화별로 MTP 를 동적으로 할당하
는 기능이 있습니다 .

SIP 트렁크를 통한 통화
SIP 트렁크 구성은 다른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SIP 게이트웨이와 같은 SIP 사용자 에이
전트와의 통신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SIP 는 한 쪽에서 다른 쪽이 응답할 일련의 기능을 제공하는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를
통해 미디어 교환을 협상하므로 일련의 미디어 특징을 수렵합니다 . SIP 를 사용하면 초기 INVITE
메시지 (Early Offer) 에서 발신자가 초기 제공을 보낼 수 있거나 , 발신자가 초기 제공을 보내도록
선택하지 않은 경우 착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응답 (Delayed Offer) 에서 초기 제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Unified CM SIP 트렁크는 초기 제공 (Delayed Offer) 없이 초대를 보냅니다 .
Unified CM 에는 SIP 트렁크에서 INVITE(Early Offer) 에 제공을 보낼 수 있는 다음 세 가지 구성 옵
션이 있습니다 .
Media Termination Point 필요

SIP 트렁크에서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모든 발신 전화에 대해 MTP 를 할당합니다 . 이 옵션은 SIP
트렁크를 통해 단일 코덱 (G.711 or G.729) 제한을 적용하는 코덱 패스스루 모드를 지원하지 않으
므로 음성 통화로만 미디어를 제한합니다 .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트렁크를 통한 통화는 동
일한 신호 처리 경로를 따르도록 미디어를 적용하는 발신 장치 MTP 를 사용하지 않고 트렁크에 할
당된 MTP 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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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IP 트렁크에서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옵션을 활성화하면 필요에 따라 MTP 가
할당되지 않고 모든 착신 및 발신 전화에 대해 MTP 가 할당되므로 MTP 가 늘어납니다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SIP 트렁크와 관련된 SIP 프로파일에서 이 Unified CM 구성 옵션을 활성화하면 발신 장치에서
Unified CM 에 아웃바운드 Early Offer 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미디어 특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에만 MTP 를 삽입합니다 ( 예 : 착신 전화를 Delayed Offer SIP 트렁크 또는 Slow Start H.323 트렁크
에서 수신하고 Unified CM 에 등록된 Cisco Unified IP Phone 7940 또는 7960 과 같은 기존의 SCCP
기반 전화에서 통화 시 수신함 ). Unified CM 은 확장된 엔드포인트와 MTP 코덱 기능을 작성하고
적용 가능한 지역 쌍 설정을 기반으로 하여 코덱 필터링을 적용합니다 . 아웃바운드 Offer SDP 는
통화 전화에서 지원하는 MTP 및 음성 코덱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
Unified CM 이 H.323 Slow Start 또는 SIP Delayed Offer 트렁크에서 착신 전화를 받으면 통화 시작 시
발신 장치의 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를 통해 보낸 초기
INVITE 의 Offer SDP 에서 지원되는 모든 오디오 코덱 ( 지역 쌍 필터링 후 ) 을 광고하기 위해
Unified CM 에서 MTP 를 삽입하고 해당 IP 주소와 UDP 포트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응답 SDP 를
SIP 트렁크에서 수신했을 때 통화 엔드포인트가 지원하는 코덱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 offer−answer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 코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Unified CM 은 트랜스코더를 삽입하여 불일치
를 해결하거나 Re−INVITE 또는 UPDATE 를 전송하여 미디어 협상을 트리거합니다 . H.323 Slow
Start 또는 SIP Delayed Offer 트렁크의 통화는 초기 통화 설정 시에만 오디오를 지원하지만 , 통화 미
디어가 재협상된 경우 ( 예 : 대기 / 보류해제 후 ) 비디오 및 SRTP 를 지원하도록 통화 중에 업그레이
드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의 SIP 프로파일에서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Mandatory(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를 구성한 경우에는 MTP 또는 트랜스코더가 다른 이유로 해당 통화에 대해 아직 할당되지
않았으면 이전의 SCCP 기반 전화 , SIP Delayed Offer 트렁크 및 H.323 Slow Start 트렁크의 통화로
인해 Unified CM 에서 MTP 를 할당합니다 . MTP 는 유효한 미디어 포트 번호 및 IP 주소로 Offer
SDP 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MTP 는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의 미디어 리소스가 아닌 발신 장
치와 연결된 미디어 리소스에서 할당됩니다 . ( 따라서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의 MTP 에 미디어 경
로가 앵커되지 않습니다 .) MTP 가 발신 장치의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에서 할당될 수
없으면 SIP 트렁크의 MRGL 에서 MTP 할당이 시도됩니다 .
참고

MTP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화가 Delayed Offer 통화로 처리됩니다 .
Unified CM 이 다음 방법으로 착신 전화를 받는 경우 SIP 트렁크를 통해 아웃바운드 Early Offer 통
화를 작성하기 위해 Unified CM 에서 MTP 를 삽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Early Offer 를 사용하는 SIP 트렁크에서

•

Fast Start 를 사용하는 H.323 트렁크에서

•

MGCP 트렁크에서

•

Unified CM 에 등록된 SIP 기반 IP 전화기에서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이 Unified CM SIP 프로파일 구성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SIP 트렁크는 MTP 를 사용하여 Early Offer
를 만들지 않고 발신 장치의 기능에 따라 Early Offer 또는 Delayed Offer 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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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Effort Early Offer SIP 트렁크는 다음 상황에서 발신 전화를 Early Offer(SDP 콘텐츠를 포함한
INVITE) 로 보냅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Early Offer 를 사용하여 SIP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Fast Start 를 사용하여 H.323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MGCP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에 등록된 SIP 기반 IP 전화기에서 통화가 시작됩니다 .

•

Unified CM 에 등록된 최신 모델 SCCP 기반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 통화가 시작됩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는 다음 상황에서 발신 전화 Delayed Offer(SDP 콘텐츠 없이 INVITE)
로 보냅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Delayed Offer SIP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또는 SME 의 착신 전화가 H.323 Slow Start 트렁크를 통해 수신됩니다 .

•

Unified CM 에 등록된 이전 모델 SCCP 기반 IP 전화기에서 통화가 시작됩니다 .

Best Effort Early Offer SIP 트렁크를 통한 통화는 음성 , 비디오 및 암호화된 미디어를 지원합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Unified CM 및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SIP 트렁크에는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가 권장됩니다 .
이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est Effort Early Offer [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6−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SIP 트렁크 MTP 요구 사항
기본적으로 SIP 트렁크 매개 변수 MTP(Media Termination Point) Required 및 SIP 프로파일 매개
변수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
다음 단계에 따라 SIP 트렁크에 MTP 리소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1.

SIP 트렁크에서 정의한 원거리 SIP 장치에서 SIP Early Offer 없이 착신 전화를 수락할 수 있습
니까 ?
수락할 수 없다면 이 트렁크와 연관된 SIP 프로파일에서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 필요한 경우 MTP 삽입 ) 을 선택합니다 .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 통화의 경우 발신 장치에서
Unified CM 에 Early Offer 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디어 특징을 제공할 수 없거나 DTMF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만 MTP 가 삽입됩니다 .
수락할 수 있다면 음성 및 영상 통화에 Early Offer 지원 Best Effort(MTP 삽입 안 함 ) 를 선택
하고 2. 단계를 사용하여 DTMF 변환을 위한 MTP 의 동적 삽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DTMF 변
환은 사용 중인 코덱에 관계없이 MTP 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

해당 트렁크의 DTMF 선택 동작을 제어하는 트렁크 DTMF 신호 처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 사
용 가능한 MTP 는 모든 통화에 일치하는 DTMF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할당
됩니다 .
a. DTMF 신호 처리 방법 : 기본 설정 없음

이 모드에서 Unified CM 은 엔드포인트에서 지원하는 DTMF 신호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MTP 사용의 최소화를 시도합니다 .
두 장치에서 RFC 2833 을 지원하는 경우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두 장치에서 모든 대역 외 DTMF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경우 Unified CM 은 SIP 트렁크를
통해 KPML 을 사용합니다 . MTP 가 필요한 유일한 경우는 엔드포인트 중 하나가 대역 외
만 지원하고 나머지가 RFC 2833 만 지원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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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치가 RFC 2833 및 모든 대역 외 DTMF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경우 Unified CM 은
RFC 2833 과 KPML 을 모두 협상하지만 RFC 2833 을 사용하여 숫자를 수신합니다 .
참고

SIP 트렁크가 DTMF 구성에 대해 기본 설정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 Unified CM 은
원치않는 알림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 상대방 SIP 게이트웨이 또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가 dtmf−relay sip−notify 용으로 구성되고 Cisco
Unified 보더 엘레멘트에 대한 Unified CM SIP 트렁크가 기본 설정 없음으로 설정
된 경우 DTMF 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권장 사항은 Unified CM SIP 트렁크
를 OOB 로 설정하고 DTMF 구성에 RFC 2833 을 설정하면 Unified CM 이 SIP 게이
트웨이 또는 Cisco Unified 보더 엘레멘트와 원치않는 알림 DTMF 메 시지를 협상
할 수 있습니다 .

b. DTMF 신호 처리 방법 : RFC 2833

트렁크를 통한 DTMF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해 제한을 지정하면 한 엔드포인트 또는 두 엔드
포인트 모두 RFC 2833 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Unified CM 에 MTP 가 할당됩니다 . 이 구성
에서 MTP 가 할당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두 엔드포인트가 RFC 2833 을 지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
c. DTMF 신호 처리 방법 : OOB 및 RFC 2833

이 모드에서 SIP 트렁크는 트렁크를 통해 KPML 방법과 RFC 2833 DTMF 방법에 신호를
보내며 , MTP 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 MTP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경
우는 두 엔드포인트가 RFC 2833 및 모든 OOB DTMF 방법 (KPML 또는 SCCP) 을 지원하
는 경우입니다 .
참고

Cisco Unified IP Phone 은 SCCP 를 통해 DTMF 를 수신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DTMF 를 재생
하지만 RFC 2833 에서 수신한 신호음은 재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DTMF 를 다른 최종 사용자에
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 PSTN 게이트웨이 ,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과 같은 DTMF 가 필요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와 결합된 통화를 시작하는 엔드포인트만 고려해야 합니다 .

SIP 게이트웨이 및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의 DTMF 릴레이
Cisco SIP 게이트웨이는 구성에 따라 KPML, NTE 또는 요청하지 않은 통보를 DTMF 메커니즘으로
지원합니다 . 시스템에 혼합된 엔드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TP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이트웨이에서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SIP 게이트웨이에서는 SIP 다이얼 피어에서 sip−kpml 및 rtp−nte 를 DTMF 릴레이 방법으로
구성합니다 . 이 구성은 MTP 리소스가 없이도 DTMF 를 NTE 만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 OOB 방법
만 지원하는 엔드포인트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엔드포인트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이 구성을 사
용하면 게이트웨이가 NTE 와 KPML 을 Unified CM 과 협상합니다 . NTE 를 Unified CM 엔드포인
트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KPML 이 DTMF 교환에 사용됩니다 . 두 방법이 성공적으로 협상되면 게
이트웨이는 NTE 를 사용하여 숫자를 수신하고 KPML 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Cisco SIP 게이트웨이에는 또한 DTMF 에 소유 UN( 요청하지 않은 통보 ) 방법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UN 방법은 DTMF 신호음을 설명하는 텍스트 본문이 포함된 SIP 통보 메시지를 보냅니
다 . 이 방법은 Unified CM 에서도 지원되며 , sip−kpml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sip−notify 를 DTMF 릴레이 방법으로 구성합니다 . 이 방법은 Cisco 소유입니다 .
NTE 만 지원하는 SIP 게이트웨이는 NTE 를 지원하지 않는 엔드포인트와 통신할 때 MTP 리소스
를 할당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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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3 트렁크 및 게이트웨이
H.323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MTP 를 호출합니다 .
•

H.323 보조 서비스 , 7−13 페이지

•

H.323 아웃바운드 빠른 연결 , 7−13 페이지

•

DTMF 변환 , 7−13 페이지

H.323 보조 서비스
MTP 는 ECS(Empty Capabilities Set) 의 H.323v2 OpenLogicalChannel 및 CloseLogicalChannel 요청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H.323 엔드포인트로 보조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
한 요구 사항은 자주 발생합니다 . 모든 Cisco H.323 엔드포인트는 ECS 를 지원하며 , 대부분의 타
사 엔드포인트도 ECS 를 지원합니다 . 필요 시 H.323 엔드포인트 대신 MTP 가 통화에 할당되고 연
결됩니다 . MTP 가 H.323 통화에 필요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화가 진행되지만 보조 서비스
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

H.323 아웃바운드 빠른 연결
H.323 은 빠른 연결이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정의합니다 . 이 프로시저는 통화 설정 중에 교환된 패
킷 수를 줄임으로써 미디어를 설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입니다 . 이 프로시저는 채널 신호 처
리 제어에 빠른 시작 요소를 사용하므로 H.323 을 사용하는 두 장치 간의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높
은 경우 미디어 설정 시간이 해당 대기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용합니다 . Unified CM 은 통화
설정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빠른 연결을 구분하며 , MTP 요구 사항이 다
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 인바운드 빠른 연결의 경우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H.323 트렁크의 발신 전화는 빠른 연결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흔히 문
제가 되는 것은 착신 전화뿐이며 , 인바운드 빠른 연결을 사용하면 아웃바운드 빠른 연결을 활성화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DTMF 변환
H.323 트렁크는 H.245 대역 외 방법을 통해 DTMF 의 신호 처리를 지원합니다 . H.323 클러스터 간
트렁크도 NTE 를 통해 DTMF 를 지원합니다 . H.323 트렁크에 대한 DTMF 구성 옵션이 없으므로 ,
Unified CM 은 DTMF 전송 방법을 동적으로 선택합니다 .
다음 시나리오는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두 엔드포인트가 H.323 트렁크로 연결된 경우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

두 엔드포인트가 SIP 이면 NTE 가 사용됩니다 . DTMF 에는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한 엔드포인트가 SIP 이고 KPML 와 NTE 를 모두 지원하지만 다른 엔드포인트가 SIP 가 아니
면 DTMF 가 SIP 엔드포인트에서 KPML 으로 Unified CM 에 전송되고 H.245 는 트렁크에서 사
용되지 않습니다 . DTMF 에는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한 엔드포인트가 SIP 이고 NTE 만 지원하지만 다른 엔드포인트가 SIP 가 아니면 H.245 가 트렁
크에서 사용됩니다 . 통화에 사용 가능한 MTP 가 할당됩니다 . MTP 는 SIP 엔드포인트가 있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할당됩니다 .

예 : SCCP 를 실행하는 Cisco Unified IP Phone 7970 과 통신하는 데 SIP 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IP Phone 7970 은 SIP 트렁크를 통해 연결된 경우 NTE 를 사용하지만 , H.323 트렁크로 통신할 때
OOB 방법을 사용합니다 (H.245 방법을 사용하는 트렁크 사용 ).
통화가 한 H.323 트렁크에서 인바운드되고 다른 H.323 트렁크로 라우팅되면 두 엔드포인트가 SIP
일 경우 DTMF 에 NTE 가 사용됩니다 . H.245 는 한 엔드포인트가 SIP 가 아닐 경우 사용됩니다 . 한
쪽이 NTE 만 지원하는 SIP 엔드포인트이고 다른 쪽이 SIP 가 아닌 경우 MTP 가 할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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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3 게이트웨이 및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의 DTMF 릴레이
H.323 게이트웨이는 미디어 스트림에서 H.245 영숫자 , H.245 신호 , NTE 및 오디오를 통해 DTMF
릴레이를 지원합니다 . NTE 옵션은 현재 Unified CM for H.323 게이트웨이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옵션은 H.245 신호입니다 . 다른 엔드포인트에 Unified CM 과 마찬가지
로 신호 처리 기능이 없는 경우 H.323 게이트웨이에 대한 통화 설정에 MTP 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SIP 스택을 실행하는 Cisco Unified IP Phone 7960 은 NTE 만 지원하므로 H.323 게이트웨이에
MTP 가 필요합니다 .

CTI 경로 포인트
CTI 경로 포인트는 CTI 이벤트를 사용하여 CTI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합니다 . DTMF 목적을 위해
CTI 경로 포인트를 모든 OOB 방법을 지원하고 RFC 2833 을 지원하지 않는 엔드포인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엔드포인트의 경우 DTMF 변환에 MTP 가 필요한 유일한 인스턴스는
RFC 2833 만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와 통신할 때입니다 .
전화 통화에 대한 자사 제어 기능이 있는 CTI 경로 포인트는 통화 미디어 스트림에 참여하고 MTP
를 삽입해야 합니다 . CTI 에 통화에 대한 타사 제어 기능이 있으므로 미디어가 CTI 에서 제어하는
장치를 통과하는 경우 MTP 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제어된 장치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
예 7-1

NTE 변환에 MTP 가 필요한 통화 흐름

예제 시스템에 자사 제어 기능이 있고 , DTMF 를 사용하여 IVR 메뉴를 탐색하는 시스템에 통
합하는 CTI 경로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CTI 포트에서 미디어 종료 ). 시스템의 모든 전
화에서 SCCP 를 실행 중이면 MT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Unified CM 이 CTI 포트를
제어하고 SCCP 를 통해 IP 전화기에서 DTMF 를 수신합니다 . Unified CM 은 DTMF 변환을 제
공합니다 .
하지만 SIP 스택 (NTE 만 지원하고 KPML 은 지원 안 함 ) 을 실행하는 전화기가 있는 경우 MTP
가 필요합니다 . NTE 는 미디어 스트림의 일부이므로 Unified CM 이 NTE 를 수신하지 않습니
다 . MTP 는 미디어 스트림으로 호출되고 SCCP 를 사용하는 통화 레그가 한 개 있으며 , 두 번째
통화 레그에서 NTE 를 사용합니다 . MTP 는 Unified CM 이 제어하는 SCCP 에 있으며 , NTE 에
서 SCCP 로 변환을 수행합니다 . KPML 을 지원하지 않는 최신 전화기는 MTP 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

컨퍼런스 브리지에 MTP 사용
MTP 는 전화회의에 있는 한 명 이상의 참가자 장치에서 RFC 2833 을 사용하는 전화회의에 사용됩
니다 . 전화회의 기능이 호출되면 Unified CM 은 해당 통화에서 RFC 2833 만을 지원하는 모든 회의
참가자 장치에 MTP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 이는 사용되는 컨퍼런스 브리지의 DTMF 기능과 상관
없이 수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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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P 리소스
다음 유형의 장치는 MTP 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MTP(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소프트웨어 MTP 는 Unified CM 서버에서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을 활성화하
여 구현되는 장치입니다 .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MTP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경우 Unified CM
모드에 등록되고 Unified CM 에 지원하는 MTP 리소스 수를 알려줍니다 . 소프트웨어 MTP 장치는
G.711 스트림 또는 코덱의 통과 모드만 지원합니다 .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은 여러
기능에 사용될 수도 있는 리소스이며 설계 지침에 모든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시스코 IP
음성 미디어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 7−3 페이지 참조 ).
소프트웨어 MTP(Cisco IOS 기반 )
•

라우터의 소프트웨어 기반 MTP 를 제공하는 기능은 시스코 IOS 릴리즈 시스코 3800 시리즈 라
우터에 대한 12.3 (11) T 로 시작으로 유효합니다 ; 시스코 2900 시리즈 및 3900 시리즈 라우터
의 경우 릴리스 15.0 (1) M; ASR1002, 1004 및 1006 라우터의 릴리스 IOS−XE; ASR1001 라우터
용 IOS−XE 3.2 출시 ; 및 기타 라우터 모델용 릴리스 12.3 (8) T4 를 참조하십시오 .

•

이 MTP 를 사용하여 G.711 mu−law 및 a−law, G.729a, G.729, G.729ab, G.729b 및 통과 코덱을
모두 구성할 수 있지만 , 주어진 시간에 한 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일부는 Unified CM
구현과 관련이 없습니다 .

•

라우터 구성은 500 개의 트랜스코딩된 세션을 지원하는 개별 스트림을 최대 1,000 개까지 허용
합니다 . 이러한 G.711 스트림 수는 10MB 의 트래픽을 생성합니다 . Cisco ISR G2s 및 ASR 라
우터는 이보다 훨씬 큰 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하드웨어 MTP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s) 의 내장된 Cisco Packet Voice/Fax Digital Signal
Processor(PVDM2, PVDM3 또는 PVDM4) 슬롯 또는 음성 모듈에 있는 DSP 리소스는 MTP 리소스
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PVDM 모듈과 함께 지원되는 세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용량 계획 ,
7−30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통화 흐름을 위해 Unified CM 에서 Cisco IOS MTP 리소스를 호출할 때 , 통화 흐름의 미디어 Leg 에
서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드웨어 DSP 세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세션을 사용합니다 . 따
라서 MTP 를 호출하는 흐름의 경우 변환 ( 코덱이 동일하지만 패킷화 시간이 다른 미디어 Leg 사
이의 변환 ) 이 필요한 경우에만 DSP 세션이 사용됩니다 .

TRP(Trusted Relay Point)
TRP(Trusted Relay Point) 는 미디어 스트림에 삽입하여 해당 스트림에 대한 제어 포인트로 작동할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TRP 는 해당 스트림에서 기본 처리 기능을 제공하거나 스트림이 원하는
특정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TRP 기능 , Unified CM 에서
TRP 를 호출하는 데 사용된 로직 및 통화 앵커 포인트로 호출된 실제 장치에 대한 두 가지 구성 요
소가 있습니다 . TRP 기능은 해당 앵커 포인트로 작동할 MTP 장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모든 통화에 대해 또는 해당 전화에서 TRP 를 호출하는 새 구성 매개 변수를 개별
전화 장치에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서 미디어 리소스 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TRP 리소스를 관리
합니다 . 해당 장치의 미디어 리소스 풀에는 TRP 로 호출되는 사용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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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 에 대한 사례를 QoS 적용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
지를 참조하고 , 방화벽이 중복된 중복 데이터 센터의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앵커 포인트로 TRP 를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는 Cisco 협업 보안 , 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알림 장치
알림 장치는 시스템에서 음성 메시지나 여러 가지 통화 연결음을 사용자에게 스트리밍하는 기능
을 제공하는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의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 SCCP 메시지
를 사용하여 RTP 스트림을 설정하고 , 여러 개의 단방향 RTP 스트림을 Cisco IP 전화기 또는 게이
트웨이와 같은 장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SIP 장치에서는 등록 시 이 통화 연결음이 장치
에 다운로드 ( 푸시 ) 되므로 필요에 따라 Unified CM 의 SIP 신호 처리 메시지에서 호출될 수 있습
니다 . 클러스터 간 SIP 트렁크와 같은 일부 SIP 장치에서는 통화 연결음으로 여전히 알림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IP 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SCCP 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장치
의 음성 메시지에 알림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설치에서는 이 기능이 알림 장치와 양방향 미디어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요구 사항일 수 있습
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Cisco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 이중 스트리밍 사용을 True 로 설
정하십시오 . 방화벽 통과 또는 SIP early−offer 시나리오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호음 및 알림은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합니다 . 알림은 지역화를 지원하므로 적절한 .wav 파일을
교체하여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알림 장치는 트랜스코딩 리소스 없이도 G.711 a−law 및
mu−law, G.729 및 Cisco L16 와이드밴드 코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장치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isco MLPP(Multilevel Precedence 및 Preemption)
이 기능은 다음 통화 오류 조건에 대한 응답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메시지가 있습니다 .
– 기존의 우선 순위가 높은 통화로 인해 선매할 수 없습니다 .
– 우선 순위 액세스 제한에 도달했습니다 .
– 시도한 우선 순위 수준이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
– 착신자의 번호가 선점 또는 통화 대기 상태가 아닙니다 .

•

SIP 트렁크를 통한 통합
SIP 엔드포인트에는 RTP 스트림에서 대역 내 신호음을 생성하고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
SCCP 장치에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알림 장치는 SIP 엔드포인트와 통합될 때 MTP 와 함께 사
용되어 DTMF 신호음을 생성하거나 수락합니다 . 지원되는 신호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화 연결음 ( 통화 중 , 경고 , 다시 걸기 및 통화 )
– DTMF 신호음

•

Cisco IOS 게이트웨이 및 클러스터 간 트렁크
이러한 장치는 통화 연결음 ( 통화 연결음 )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

시스템 메시지
다음 통화 오류 조건 중에 시스템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스트리밍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
–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없는 전화 건 번호
– 서비스 장애로 인해 라우팅되지 않는 통화
– 사용 중이며 및 선매 또는 통화 대기에 대해 구성되지 않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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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RSVP 에이전트

•

전화회의
전화회의 중에 시스템에서 참여 신호음을 재생하여 참가자가 브리지에 참여했거나 브리지를
나갔음을 알립니다 .

알림 장치는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이 서버에서 활성화된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생성됩니다 .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이 비활성화된 경우 알림 장치도 비활성화됩니다 . 단
일 알림 장치 인스턴스가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Unified CM 클러스터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장치 성능 , 7−17 페이지 참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에 대해 추가 알림 장
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 추가 알림 장치는 클러스터 내의 다른 서비스에서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을 활성화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장치는 해당 장치 풀 및 CM Group 에 정의된 대로 단일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보조
Unified CM 이 장치 풀에 대해 구성된 경우 보조 Unified CM 으로 자동 장애 조치됩니다 . 중단 시
재생되는 알림은 유지 관리되지 않습니다 .
알림 장치는 미디어 장치로 간주되며 , 전화기 및 게이트웨이에서 사용할 알림 장치 선택을 제어하
기 위해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알림 장치 성능

기본적으로 알림 장치는 48 개 스트림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 이는 Unified CM 서
비스와 함께 같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 공동 실행형 ) 알림 장치에 대해 권장되는 최대값입니다 . 이
서버에 10Mbps 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설정을 24 개의 동시 스트림으로 낮춥니다 .
각 서버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알림 장치 세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
침 , 25−1 페이지 장에 있는 미디어 리소스 , 25−28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RSVP 에이전트
토폴로지 인식 통화 허용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Unified CM 은 통화 설정 중에 하나 또는 두 개의
RSVP 에이전트를 호출하여 IP WAN 을 통해 RSVP 예약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에이전트는 RSVP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MTP 또는 트랜스코더 리소스입니다 . RSVP 리소스는 Unified CM 의
MTP 또는 트랜스코더 리소스 할당 관점에서 일반 MTP 또는 트랜스코더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
니다 .
Cisco RSVP Agent 기능은 Cisco IOS 릴리스 12.4(6)T 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 RSVP 및 Cisco
RSVP Agen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의 장을 참조하십시오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기능을 사용하려면 각 MoH 서버가 Unified CM 클러스터의 일부
여야 하며 데이터 복제 스키마에 참가해야 합니다 . 특히 MoH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복제 프로세
스를 통해 다음 정보를 Unified CM 클러스터와 공유해야 합니다 .
•

오디오 소스 − 구성된 모든 MoH 오디오 소스의 번호 및 ID

•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 이러한 각 소스에 대해 구성된 전송 특징 ( 멀티캐스트 또는 유
니캐스트 )

•

멀티캐스트 주소 − 멀티캐스트로 스트리밍하도록 구성된 그러한 소스의 멀티캐스트 기본 IP
주소

MoH 서버를 구성하려면 하나 이상의 Unified CM 노드에서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MoH 서버를 Unified CM 과 함께 같은 서버나 독립 실행
형 모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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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oH
Unified CM 은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oH 전송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
유니캐스트 MoH 스트림은 서버에서 MoH 를 요청하는 엔드포인트로의 지점 간 단방향 오디오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스트림입니다 . 이 스트림은 각 사용자나 연결에 대해 별도의 소
스 스트림을 사용합니다 . 따라서 20 개의 장치가 대기 중이면 서버와 이러한 엔드포인트 장치 간
에 20 개의 스트림이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됩니다 . 유니캐스트 MoH 는 멀티캐스트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장치에서 멀티캐스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MoH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
워크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추가 MoH 스트림은 네트워크 처리량 및 대역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은 MoH 서버와 멀티캐스트 그룹 IP 주소 간 일대다 지점 간 단방향 오디오
RTP 스트림입니다 . MoH 오디오 스트림을 요청하는 엔드포인트는 필요에 따라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모드의 MoH 는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오디오 소스 스트림을 사용하여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므로 시스템 리소스 및 대역폭을 유지합니다 . 따라서 멀
티캐스트는 소스 장치에 미치는 CPU 의 영향을 크게 줄이고 , 일반 경로를 통한 전달에 대역폭 소비
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MoH 와 같은 서비스 배포에 유용한 전송 메커니즘입니다 . 하지만 멀티
캐스트 MoH 는 멀티캐스트에 대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또는 엔드포인트 장치에서 멀
티캐스트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 흐름 동작 측면에서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MoH 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유니캐스트
MoH 통화 흐름은 Unified CM 에서 MoH 서버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 이 메시지는 MoH 서버에
오디오 스트림을 장치의 IP 주소로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 반면에 멀티캐스트 MoH 통화 흐름은
Unified CM 에서 메시지가 시작되어 대상자 (holdee) 장치로 이동됩니다 . 이 메시지는 구성된 멀티
캐스트 MoH 오디오 스트림의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에 참가하도록 엔드포인트 장치에 지시합니다
. 멀티캐스트 MoH 서버에서는 대기 중인 발신자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구성된 각 멀티캐스트 MoH
오디오 소스를 연속적으로 스트리밍합니다 .
멀티캐스트 MoH 는 IPv4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Pv6 용 멀티캐스트는 MoH 서버에서 현재 지
원되지 않습니다 .
MoH 통화 흐름 세부 보기에 대해서는 MoH 통화 흐름 , 7−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MoH 선택 프로세스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에 구현된 대로 MoH 선택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환경에서 MoH 의 기본 작업은 소유자 (holder) 와 대상자 (holdee) 로
구성됩니다 . 소유자 (holder) 는 대기 중으로 설정하는 엔드포인트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애플리케
이션이고 , 대상자 (holdee) 는 대기 중으로 설정된 엔드포인트 사용자 또는 장치입니다 .
엔드포인트가 수신하는 MoH 스트림은 엔드포인트를 대기 중으로 설정 ( 소유자 (holder)) 하는 장
치의 사용자 대기 MoH 오디오 소스와 대기 중으로 설정된 ( 대상자 (holdee)) 엔드포인트의 구성된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의 조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 소유자 (holder) 에 대해 구성된 사
용자 대기 MoH 오디오 소스는 소유자 (holder) 가 대기 중으로 설정할 때 스트리밍되는 오디오 파
일을 결정하고 , 대상자 (holdee) 의 구성된 MRGL 은 대상자 (holdee) 가 MoH 스트림을 수신하는
리소스 또는 서버를 나타냅니다 .
그림 7−3 의 예에서처럼 전화기 A 와 B 가 통화 중이고 전화기 B( 소유자 (holder)) 가 전화기 A ( 대
상자 (holdee)) 를 대기 중으로 설정한 경우 전화기 A 는 전화기 B(Audio−source2) 에 대해 구성된
MoH 오디오 소스를 듣게 됩니다 . 하지만 전화기 A 는 전화기 A(MRGL A) 에 대해 구성된 MRGL(
리소스 또는 서버 ) 에서 이 MoH 오디오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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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사용자 대기 오디오 소스 및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MRGL B
MRG B

MoH B

Audio-source 1
Audio-source 2
Audio-source 3
Audio-source 4

MRGL A
MRG A

MoH A

Audio-source 1
Audio-source 2
Audio-source 3
Audio-source 4

Hold
IP

User Hold Audio Source = Audio-source4
Media Resource Group List = MRGL A

IP

Phone B

User Hold Audio Source = Audio-source2
Media Resource Group List = MRGL B

97984

Phone A

구성된 MRGL 은 유니캐스트 전용 장치에서 MoH 스트림을 수신할 서버를 결정하므로 유니캐스
트 MoH 리소스 또는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을 가리키는 MRGL 로 유니캐스트 전용 장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멀티캐스트에 대해 구성된
MoH 서버가 있는 멀티캐스트 MRG 을 가리키는 MRGL 로 구성해야 합니다 .

사용자 및 네트워크 보류
사용자 대기에 포함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P 전화기 또는 다른 엔드포인트 장치에서 대기 중인 사용자

•

MoH 가 게이트웨이로 스트리밍되는 PSTN 에서 대기 중인 사용자

그림 7−4 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전화기 A 가 전화기 B 와 통화 중이
고 전화기 A( 소유자 (holder)) 에서 보류 소프트키를 누르면 음악 스트림이 MoH 서버에서 전화
기 B( 대상자 (holdee)) 로 전송됩니다 . 음악 스트림은 전화기 A 가 전화 C 를 대기 중으로 설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IP 네트워크 내의 대상자 (holdee) 또는 PSTN 의 대상자 (holdee) 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 전화 C 의 경우 MoH 스트림은 음성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로 전송되고 PSTN 전화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 전화기 A 에서 보류해제 소프트키를 누르면 대상자 (holdee)( 전화
기 B 또는 C) 가 음악 스트림에서 연결이 끊기고 전화기 A 에 다시 연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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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용자 대기 예
PSTN
Phone C
Central Site

Unified CM Cluster with
dedicated MoH Server

V

M
M
M

IP

IP

Phone A

Phone B

97763

Hold

네트워크 대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호전환

•

통화 지정보류

•

전화회의 설정

•

애플리케이션 기반 대기

그림 7−5 는 호전환 중 네트워크 대기의 예를 보여줍니다 . 통화 흐름에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1.

전화기 A 는 PSTN 전화기 C 에서 통화를 수신합니다 .

2.

전화기 A 가 통화에 응답한 다음 전화기 B 에 호전환합니다 . 호전환 프로세스 중에 전화기 C
가 네트워크 보류 상태가 됩니다 .

3.

전화기 C 가 게이트웨이를 통해 MoH 서버에서 MoH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 전화기 A 가 호전
환 작업을 완료하면 전화기 C 가 음악 스트림에서 연결을 끊고 전화기 B 로 재전송됩니다 .

이 프로세스는 통화 지정보류 및 전화회의 설정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 대기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
합니다 .
그림 7-5

호전환에 대한 기본 네트워크 대기 예
PSTN

3

Phone C

Central Site

1
Unified CM Cluster with
dedicated MoH Server

V

M
M
M

IP
Phone A

IP

2

Phone B

97764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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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 소스
Unified CM MoH 서버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소스에서 MoH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MoH 서버에 업로드 된 오디오 파일 .

•

멀티 캐스트를 지원하는 시스코 IOS 라우터 또는 타사 장치의 라이브 고정 오디오 소스 또는
오디오 파일 . Unified CM 은 외부 멀티 캐스트 오디오 소스를 사용하여 CD, 라디오 , 주크 박스
등과 같은 외부 오디오 소스의 보류 음악을 Unified CM MoH 오디오 소스로 제공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501 개의 MoH 오디오 소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 그 중 하나 (51 번째
) 는 고정된 라이브 소스로 식별됩니다 . IPv4 또는 이중 모드 IPv4/IPv6 미디어 주소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해 MoH 서버가 Unified CM 클러스터에 등록합니다 .

오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wav 형식 ) 은 Unified CM 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MoH 코덱에 대한 MoH
오디오 소스 파일을 Unified CM 에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 Unified CM 은 MoH 스트림에 대한
G711(a−law 및 mu−law), G.729 Annex A 및 Cisco L16 와이드밴드 코덱을 지원합니다 . 업로드된 오
디오 파일은 16 비트 PCM 형식 또는 8 비트 G.711 (a−law / mu−law) 형식이어야 합니다 .
참고

MoH 오디오 소스를 구성하기 전에 Unified CM Administration 인터페이스에서 파일 업로드 기능
을 사용하여 .wav 형식의 오디오 소스 파일을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MoH 서버로 업로드해야 합
니다 . 먼저 오디오 소스 파일을 클러스터의 각 MoH 서버로 업로드한 다음 게시자 (MoH 서버가 아
닐 수도 있음 ) 로 업로드하고 , 마지막으로 MoH Audio Stream Number 를 할당하고 게시자의
Unified CM Administration 인터페이스에서 MoH 오디오 소스를 구성합니다 . 그러면 각 MoH 서버
가 MoH 오디오 스트림 번호에 할당되면 MoH 오디오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정 소스
녹음된 오디오나 라이브 오디오가 필요한 경우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Cisco IOS 라우터 또는 타
사 장치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고정 라이브 소스에서 멀티캐스트 MoH 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
참고

Cisco Unified CM 은 Unified CM 노드가 가상화된 경우 MoH 에 대한 USB 포트 지원 부족으로 인
해 MoH 서버에 대한 고정 라이브 오디오 소스 연결에 USB 사운드 카드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
니다 .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라디오 , CD 플레이어 또는 기타 호환되는 사운드 소스를 사용하여 멀티
캐스트 MoH 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오디오 소스의 스트림은 Cisco IOS 라우터에 의해
실시간으로 트랜스코딩됩니다 .

참고

고정 오디오 소스를 사용하여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를 전송하기 전에 저작권이 있는 오디오 자
료를 다시 브로드캐스트하는 적법성 및 세부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Cisco IOS 라우터에서 라이브 MoH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SCCP and SIP
SRST System Administrator Guide 에서 MoH from a Live Feed 에 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2169/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
on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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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멀티 캐스트 소스 재방송
Cisco Unified?CM 11.5 부터 시스코 IOS 라우터는 .wav 파일 또는 외부 연결 오디오 소스에서 멀티
캐스트 오디오 RTP 스트림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소스는 시스코 IOS 라우터
에 연결된 .wav 파일 , CD 플레이어 , 라디오 또는 기타 오디오 장치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참고

이 기능은 기존 Unified CM " 고정 오디오 소스 "(# 51)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 소스는 변경
되지 않고 고정된 라이브 소스 또는 시스코 IOS 라우터에서 스트리밍된 오디오 파일 멀티캐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Unified CM MOH 오디오 소스 구성 옵션에서 하나 이상의 외부 멀티 캐스트
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 Unified CM 은 외부 오디오 소스가 연결된 시스
코 IOS 라우터에서 하나 이상의 멀티 캐스트 RTP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 차례로 Unified CM 은 수
신된 멀티 캐스트 RTP 스트림을 보류된 발신자에게 유니 캐스팅합니다 .
Unified CM MoH 오디오 소스 구성에서 .wav 파일을 오디오 소스로 사용하도록 MoH 오디오 소스
를 구성하는 대신 오디오 소스로 사용할 외부 ( 멀티 캐스트 ) IP : 포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이
를 통해 발신자는 시스코 IOS 라우터의 E&M 포트에 연결된 외부 멀티 캐스트 소스에서 스트리밍
된 오디오 보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 그림 7−6 참조 ) 두 개 이상의 Unified CM MoH 오디오 소스
가 동일한 외부 멀티 캐스트 오디오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멀티 캐스트 MoH 소스
MoH
Server

Switch
(D)

(C)

Unicast MoH

Multicast
239.1.1.1:16384

External Multicast
Broadcaster (SRST
Router/Gateway)

Switch /
Router
(B)

Multicast
239.1.1.1:16384

(A)

(E)

(D)

Multicast
239.1.1.1:16384

Unified CM

Phone A

Phone C
Phone B

Sound
Box /
CD

349674

그림 7-6

그림 7−6 는 외부 멀티 캐스트 MoH 소스를 사용할 때의 네트워크 흐름을 보여줍니다 . 그림과 같이 ,
음악 소스는 네트워크 멀티 캐스트 그룹 239.1.1.1:16384 (B) 에 오디오를 브로드캐스트하도록 구성된
시스코 SRST 라우터의 E&M 포트에 연결됩니다 (A). MoH 서버는 멀티 캐스트 그룹 (C) 을 수신하고
보류된 전화 A 에 유니 캐스트 RTP MoH 스트림 (D) 을 재방송하도록 구성됩니다 .
선택적으로 , MoH 서버는 시스코 SRST 라우터가 외부 오디오 소스를 브로드캐스트하는 데 사용
하는 것과 동일한 멀티 캐스트 그룹 주소를 사용하여 구성된 오디오 소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멀
티 캐스트 MoH 서버와 오디오 소스가 동일한 멀티 캐스트 그룹 주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전화
B 가 보류 상태가 되면 SRST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 한 원본 멀티 캐스트 스트림 (B) 에서 멀티 캐
스트 RTP 오디오 스트림 (E) 을 수신합니다 . 이 경우 MoH 서버는 대상 멀티 캐스트 IP 주소 그룹
이 SRST 라우터에서 브로드캐스팅한 외부 오디오 소스 멀티 캐스트 스트림 (B) 과 동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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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보내지 않습니다 . 또한 Unified CM 에서 오디오 소스에 대해 다른
멀티 캐스트 IP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MoH 서버는 네트워크에서 수신한 원래의
멀티 캐스트 방송 오디오 스트림 (C) 을 사용하여 별도의 멀티 캐스트 스트림을 재방송합니다 .

MoH 선택
특정 사례에서 적용할 사용자 및 네트워크 오디오 소스 구성 설정을 결정하기 위해 Unified CM 은
소유자 (holder) 장치에 대한 이러한 설정을 다음 우선 순위로 해석합니다 .
1.

디렉터리 또는 회선 설정 ( 게이트웨이처럼 회선 정의가 없는 장치에는 이러한 수준이 없음 )

2.

장치 설정

3.

일반 장치 구성 설정

4.

클러스터 전체 기본 설정

Unified CM 은 또한 대상자 (holdee) 장치의 MRGL 구성 설정을 다음 우선 순위로 해석합니다 .
1.

장치 설정

2.

장치 풀 설정

3.

시스템 기본 MoH 리소스

시스템 기본 MoH 리소스는 MRG 에 할당되지 않은 리소스이며 항상 유니캐스트입니다 .

MoH 통화 흐름
다음 섹션에서는 SCCP 와 SIP 엔드포인트의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oH 통화 흐름에 대한 세
부 그림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 아래에 표시된 모든 통화 흐름은 Unified CM MoH 서버에 대한
MoH 스트리밍을 묘사한 것입니다 . 멀티캐스트 MoH 에서 Cisco IOS 라우터로의 스트리밍은 표시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멀티캐스트 시나리오의 통화 흐름은 일반적으로 Unified CM MoH 서버의 멀
티캐스트 통화 흐름과 동일합니다 .

SCCP 통화 흐름
이 섹션에서는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엔드포인트와 함께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에 대한 멀티캐스트 및 유니캐스트 통화 흐름을 설명합니다 .

SCCP 멀티캐스트 통화 흐름
그림 7−7 은 일반적인 SCCP 멀티캐스트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다이어그램에서처럼 전화기 A
에서 보류 소프트키를 누르면 Unified CM 은 전화기 A 와 전화기 B 에서 수신 채널 닫기 및 미디어
전송 중지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이 작업은 RTP 양방향 오디오 스트림을 효과적으로 중지시킵니
다 . 그러면 Unified CM 은 전화기 B( 대상자 (holdee)) 에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 239.192.240.1 에서
멀티캐스트 미디어 수신 시작을 수행하도록 알립니다 . 그러면 이 전화기에서 이 그룹에 참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V2 구성원 자격 보고서 메시지를 발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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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미디어 리소스

세부 SCCP 멀티캐스트 MoH 통화 흐름

MoH Server

Phone B

Multicast Address:
239.192.240.1

Subscriber

Phone A

M

IP

IP

RTP Stream: Active call

Multicast RTP
Stream

SCCP: CloseReceiveChannel

SCCP: SoftKeyEventMessage HOLD

SCCP: StopMediaTransmission
SCCP: CloseReceiveChannel
SCCP: StartMulticastMediaReception
239.192.240.1

SCCP: StopMediaTransmission

IGMP: V2
MembershipReport
Phone B on HOLD

SCCP: StoptMulticastMediaReception
IGMP: V2
Leave Group
(224.0.0.2)

SCCP: OpenReceiveChannel

SCCP: StartMediaTramsmission
Phone A IP Address
RTP Stream: Active call

Multicast RTP
Stream

SCCP: SoftKeyEventMessage RESUME

SCCP: OpenReceiveChannel
SCCP: StartMediaTramsmission
Phone B IP Address

141871

Multicast RTP
Stream

그동안 MoH 서버에서 RTP 오디오를 이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로 소싱했으므로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하면 전화기 B 가 MoH 스트림 수신을 시작합니다 . 전화기 A 에서 보류해제 소프트키를 누르
면 Unified CM 은 전화기 B 에서 멀티캐스트 미디어 수신 중지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그러면 전화
기 B 는 멀티캐스트 스트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IGMP V2 Leave Group 메시지를
224.0.0.2 로 전송합니다 . 이렇게 하면 MoH 세션이 종료됩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은 두 전화
기 사이에 전화 통화를 시작할 때 전송되는 것처럼 일련의 수신 채널 열기 메시지를 전화기 A 와 B
로 전송합니다 . 바로 Unified CM 은 두 전화기에 서로의 IP 주소로 미디어 전송 시작을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 전화기가 RTP 양방향 오디오 스트림을 통해 다시 연결됩니다 .
참고

그림 7−7 과 그림 7−8 의 통화 흐름 다이어그램은 양방향 RTP 오디오 스트림을 통해 초기 통화가
전화기 A 와 B 사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대표 통화 흐름을 나타내므로 적
절한 MoH 작업에 필요한 해당 트래픽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연결 유지 , 확인 및 기타 트
래픽이 제거되어 상호 작용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 각 다이어그램의 초기 이벤트는 전화기 A 에
서 수행한 보류 소프트키 동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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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P 유니캐스트 통화 흐름
그림 7−8 은 SCCP 유니캐스트 MoH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이 통화 흐름 다이어그램에서는 전
화기 A 에서 보류 소프트키를 누르면 Unified CM 은 전화기 A 와 전화기 B 에 수신 채널 닫기 및 미
디어 전송 중지를 지시합니다 . 이 작업은 RTP 양방향 오디오 스트림을 효과적으로 중지시킵니다
. 지금까지는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oH 통화 흐름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
그림 7-8

세부 SCCP 유니캐스트 MoH 통화 흐름

MoH Server

Phone B

Subscriber

Phone A

M

IP

IP

RTP Stream: Active call
SCCP: CloseReceiveChannel
SCCP: StopMediaTransmission

SCCP: OpenReceiveChannel

SCCP: SoftKeyEventMessage HOLD
SCCP: CloseReceiveChannel
SCCP: StopMediaTransmission

SCCP: StartMediaTramsmission
Phone B IP Address
RTP Stream:Active one-way
Phone B on HOLD
SCCP: SoftKeyEventMessage RESUME

RTP Stream:Active one-way
SCCP: CloseReceiveChannel
SCCP: StopMediaTramsmission
SCCP: OpenReceiveChannel

SCCP: StartMediaTramsmission
Phone A IP Address

SCCP: OpenReceiveChannel
SCCP: StartMediaTramsmission
Phone B IP Address
141872

RTP Stream: Active call

이제 Unified CM 은 전화기 B( 대상자 (holdee)) 에 수신 채널 열기를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
(Unified CM 이 대상자 (holdee) 에게 멀티캐스트 미디어 수신 시작을 지시하는 멀티캐스트 경우와
는 상당히 다릅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이 전화기 B 의 IP 주소로 미디어 전송을 시작하도록
MoH 서버에 지시합니다 ( 이 동작 또한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에 참가하도록 전화기에 프롬프트하
는 멀티캐스트 MoH 통화 흐름과 상당히 다름 ). 이때 , MoH 서버가 단방향 유니캐스트 RTP 음악
스트림을 전화기 B 에 전송합니다 . 전화기 A 에서 보류해제 소프트키를 누르면 Unified CM 은
MoH 서버에 미디어 변환 중지를 지시하고 전화기 B 에 수신 채널 닫기를 지시하여 효율적으로
MoH 세션을 종료합니다 . 멀티캐스트 시나리오에서처럼 Unified CM 은 서로의 IP 주소를 사용하
여 전화기 A 와 B 로 일련의 수신 채널 열기 메시지와 미디어 전송 시작 메시지를 보냅니다 . 전화
기가 RTP 양방향 오디오 스트림을 통해 다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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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통화 흐름
이 섹션에서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엔드포인트와 함께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에 대한
멀티캐스트 및 유니캐스트 통화 흐름을 설명합니다 .

SIP 멀티캐스트 통화 흐름
그림 7−9 은 일반적인 SIP 멀티캐스트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전화
기 A 에서 보류 소프트키를 누르면 전화기 A 에서 전화기 A 에 대한 IP 주소의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연결 정보 표시 및 sendonly 의 미디어 특성 표시와 함께 SIP INVITE 를 보냅
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은 전화기 A 에 0.0.0.0 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recvonly 의 미디어 특
성 표시와 함께 SIP 200 OK Response 를 통해 RTP 스트림 연결을 끊도록 지시합니다 . 전화기 B 는
0.0.0.0 의 SDP 및 연결 정보 표시 및 비활성 미디어 특성과 함께 Unified CM 에서 SIP INVITE 를 통
해 RTP 스트림 연결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 비활성 SDP 미디어 특성을 나타내는 SIP 200
OK Response 가 전화기 B 에서 Unified CM 으로 다시 전송되면 Unified CM 은 MoH 멀티캐스트 그
룹 주소 ( 이 경우 239.23.1.1) 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recvonly 의 미디어 특성과 함께 SIP INVITE
를 전화기 B 로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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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세부 SIP 멀티캐스트 MoH 통화 흐름

MoH Server
M

Phone B
Multicast Address:
239.23.1.1

Subscriber

Phone A

M

IP

IP

RTP Stream: Active call
(HOLD pressed)
Multicast RTP
Stream

SIP: INVITE (SDP: Phone A IP,
RTP port#, a=sendonly)
SIP: INVITE (SDP: 0.0.0.0,
RTP port#, a=inactive)

SIP: 200 OK Response (SDP: 0.0.0.0,
RTP port#, a=recvonly)
SIP: ACK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a=inactive)
SIP: ACK

IGMP: V2
Membership
Report

SIP: INVITE (SDP: 239.23.1.1,
RTP port#, a=recvonly)
SIP: 200 OK Response (SDP:
239.23.1.1, RTP port#, a=recvonly)
SIP: ACK

Multicast RTP
Stream
Phone B on HOLD
(RESUME pressed)
SIP: INVITE (SDP: 0.0.0.0,
RTP port#, a=inactive)

SIP: INVITE (SDP: Phone A IP,
RTP port#, a=sendrecv)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a=inactive)
SIP: ACK
SIP: INVITE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a=sendrecv)
SIP: ACK
(SDP: Phone A IP, RTP port#)

RTP Stream: Active call
141873

Multicast RTP
Stream

IGMP: V2
Leave Group
(224.0.0.2)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SIP: ACK

다음으로 그림 7−9 의 전화기 B 에서 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IGMP V2 구
성원 자격 보고서 메시지를 발급합니다 . 또한 전화기 B 에서 이전 SIP INVITE 에 대한 응답으로
SDP recvonly 의 미디어 특성을 나타내는 SIP 200 OK Response 를 다시 Unified CM 으로 보냅니다
. 그동안 MoH 서버에서 RTP 오디오를 이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로 소싱했으므로 멀티캐스트 그룹
에 참가하면 전화기 B 가 MoH 스트림 수신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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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A 사용자가 보류해제 소프트키를 누르면 전화기 A 에서 전화기 A 에 대한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화기 A 의 수신 RTP 포트 및 sendrecv 미디어 특성 표시와 함께 SIP INVITE 를
보냅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은 전화기 B 에 0.0.0.0 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비활성 미디어 특
성 표시와 함께 SIP INVITE 를 통해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 연결을 끊도록 지시합니다 . 비활성
SDP 미디어 특성을 나타내는 SIP 200 OK Response 가 전화기 B 에서 Unified CM 으로 다시 전송됩
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에서 SIP INVITE 를 전화기 B 로 보내고 , 전화기 B 는 전화기 B 에 대한 IP 주
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화기 B 의 수신 RTP 포트 및 sendrecv 미디어 특성 표시와 함께 SIP
200 OK Response 로 응답합니다 . Unified CM 은 전화기 A 에 대한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화기 A 의 수신 RTP 포트 번호의 미디어 특성과 함께 SIP ACK 를 전화기 B 로 보내어 응답합
니다 . 마찬가지로 Unified CM 은 전화기 B 에 대한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화기 B 의
수신 RTP 포트 번호의 미디어 특성과 함께 처음에 SIP INVITE 를 보류해제한 전화기 A 로 SIP 200
OK Response 를 전달합니다 . 그러면 전화기 B 는 멀티캐스트 스트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IGMP V2 Leave Group 메시지를 224.0.0.2 로 전송합니다 . 마침내 전화기 A 와 B 사이에
RTP 양방향 오디오 스트림이 재설정됩니다 .
참고

그림 7−9 과 그림 7−10 의 통화 흐름 다이어그램은 양방향 RTP 오디오 스트림을 통해 초기 통화가
전화기 A 와 B 사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대표 통화 흐름을 나타내므로 적
절한 MoH 작업에 필요한 해당 트래픽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연결 유지 , 일부 확인 , 진행
표시 및 기타 트래픽이 제거되어 상호 작용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 각 다이어그램의 초기 이벤
트는 전화기 A 에서 수행한 보류 소프트키 동작입니다 .

SIP 유니캐스트 통화 흐름
그림 7−10 는 SIP 유니캐스트 MoH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전화기 A
에서 보류 소프트키를 누르면 전화기 A 에서 전화기 A 에 대한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sendonly 의 미디어 특성 표시와 함께 SIP INVITE 를 보냅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은 전화기 A 에
0.0.0.0 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recvonly 의 미디어 특성 표시와 함께 SIP 200 OK Response 를 통
해 RTP 스트림 연결을 끊도록 지시합니다 . 전화기 B 는 0.0.0.0 의 SDP 및 연결 정보 표시 및 비활
성 미디어 특성과 함께 Unified CM 에서 SIP INVITE 를 통해 RTP 스트림 연결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 그런 다음 비활성 SDP 미디어 특성을 나타내는 SIP 200 OK Response 가 전화기 B 에서
Unified CM 으로 다시 전송됩니다 . 지금까지는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oH 통화 흐름이 완전
히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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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MoH Server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세부 SIP 유니캐스트 MoH 통화 흐름
Phone B

M

Subscriber

Phone A

M

IP

IP

RTP Stream: Active call
(HOLD pressed)
SIP: INVITE (SDP: Phone A IP,
RTP port#, a=sendonly)
SIP: INVITE (SDP: 0.0.0.0,
RTP port#, a=inactive)

SIP: 200 OK Response (SDP: 0.0.0.0,
RTP port#, a=recvonly)
SIP: ACK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a=inactive)
SIP: ACK
SIP: INVITE

SCCP: StartMediaTransmission
Phone B IP Address, RTP port#
RTP Stream: Active one-way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a=sendrecv)
SIP: ACK
(SDP: Subscriber IP, a=sendonly)

Phone B on HOLD
(RESUME pressed)
RTP Stream: Active one-way
SIP: INVITE (SDP: 0.0.0.0,
a=inactive)

SIP: INVITE (SDP: Phone A IP,
RTP port#, a=sendrecv)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a=inactive)
SIP: ACK
SCCP: StopMediaTransmission
SIP: INVITE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a=sendrecv)
SIP: ACK
(SDP: Phone A IP, RTP port#)

SIP: 200 OK Response
(SDP: Phone B IP, RTP port#)
SIP: ACK
141874

RTP Stream: Active call

이제 Unified CM 에서 SIP INVITE 를 전화기 B 로 보내면 , 전화기 B 는 전화기 B 의 IP 주소가 있
는 SDP 연결 정보와 RTP 포트 번호 및 sendrecv 를 수신하는 전화기 B 의 미디어 특성 표시를 나타
내는 SIP 200 OK Response 로 다시 응답합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은 전화기 B 의 주소 및 수신
RTP 포트 번호와 함께 SCCP StartMediaTransmission 메시지를 MoH 서버로 보냅니다 .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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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및 sendonly 의 미디어 특성을 나타내는 SIP ACK 가
Unified CM 에서 전화기 B 로 전송됩니다 . 그 동안 MoH 서버에서 전화기 B 로 RTP 오디오 소싱을
시작하면 전화기 B 에서 단방향 MoH 스트림 수신을 시작합니다 .
전화기 A 사용자가 보류해제 소프트키를 누르면 전화기 A 에서 전화기 A 에 대한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화기 A 의 수신 RTP 포트 및 sendrecv 미디어 특성 표시와 함께 SIP INVITE 를
보냅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은 전화기 B 에 0.0.0.0 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비활성 미디어 특
성 표시와 함께 SIP INVITE 를 통해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 연결을 끊도록 지시합니다 . 비활성
SDP 미디어 특성을 나타내는 SIP 200 OK Response 가 전화기 B 에서 Unified CM 으로 다시 전송됩
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에서 SCCP StopMediaTransmission 메시지를 MoH 서버로 보내어 MoH
서버에서 전화기 B 로의 MoH 스트림 전달이 중지됩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에서 SIP INVITE 를 전화기 B 로 보내고 , 전화기 B 는 전화기 B 에 대한 IP 주소
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화기 B 의 수신 RTP 포트 및 sendrecv 미디어 특성 표시와 함께 SIP 200
OK Response 로 응답합니다 . Unified CM 은 전화기 A 에 대한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
화기 A 의 수신 RTP 포트 번호의 미디어 특성과 함께 SIP ACK 를 전화기 B 로 보내어 응답합니다 .
마찬가지로 Unified CM 은 전화기 B 에 대한 IP 주소의 SDP 연결 정보 표시 및 전화기 B 의 수신 RTP
포트의 미디어 특성과 함께 처음에 SIP INVITE 를 보류해제한 전화기 A 로 SIP 200 OK Response 를
전달합니다 . 마침내 전화기 A 와 B 사이에 RTP 양방향 오디오 스트림이 재설정됩니다 .

이중 유니캐스트 MoH 미디어 연결
일부 시나리오에는 보류 장치 ( 대상자 (holdee)) 와 MoH 서버 사이의 양방향 미디어 연결이 필요
합니다 . 이 유형의 연결을 활성화하도록 Cisco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 이중 스트리밍 사용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oH 서버가 보류 중인 엔드포인트에서 받은 모든 오디오를 삭제합니다 .
예를 들어 , MoH 미디어 스트림이 보류 중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방화벽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 이중 스트리밍 사용 옵션이 필요합니다 .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용량 계획
이 섹션에서는 DSP 를 전송하는 여러 네트워크 모듈 및 섀시의 용량 , 네트워크 모듈을 전달하는
섀시의 용량 및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종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모든 Cisco ISR G1 및 G2 용량 계획에는 다음 DSP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
https://www.cisco.com/go/dspcalculator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에 대한 DSP 리소스는 NM−HD, NM−HDV 및 PVDM 모듈에서 제
공합니다 . NM−HD 및 NM−HDV2 모듈은 Cisco ISR G1 및 G2 시리즈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 이
러한 모듈의 용량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PVDM 모듈은 PVDM−256K, PVDM2, PVDM3 및 PVDM4 의 네 가지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각 모델에는 밀도 지원이 다른 여러 모듈이 있습니다 .
하드웨어 기반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용량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모듈의 밀
도 , 기존 플랫폼 (Cisco ISR G1 또는 G2) 및 필요한 최소 Cisco IOS 버전이 포함됩니다 .
PVDM2 모듈에 대한 용량 정보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용 고밀도 패킷 음성 디지
털 신호 처리기 모듈 데이터시트를 다음 링크에서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5854/product_data_sheet0900aecd8016e8
45_ps3115_Products_Data_Sheet.html
PVDM3 모듈에 대한 용량 정보는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PVDM3 프로비저닝 정보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ios−nx−os−software/ios−ip−service−level−agre
ements−slas/whitepaper_C11−718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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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M4 모듈에 대한 용량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용
Cisco Fourth-Generation Packet Voice Digital Signal Processor Module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4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data
sheet−listing.html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에 대한 용량 계획
MoH 리소스에 대한 용량을 계획할 때 MoH 리소스에 대한 하드웨어 용량을 알고 이 용량과 관련
하여 멀티캐스트 및 유니캐스트 MoH 의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MoH 서버의 용량은
배포 모델 ( 공동 실행형 또는 독립 실행형 ), 기존 플랫폼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

공동 실행형 및 독립 실행형 MoH
MoH 기능은 Unified CM 클러스터의 일부인 서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MoH 서버를 다음 중 한 방
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공동 실행형 배포

공동 실행형이란 같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둘 이상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공동 실행형 배포에서 MoH 기능은 Unified CM 소프트웨어도 실행 중인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
( 게시자 또는 가입자 ) 에서 실행됩니다 .

•

독립 실행형 배포
독립 실행형 배포는 Unified CM 클러스터 내의 전용 미디어 리소스 서버 노드에 MoH 기능을
지정합니다 . 이 서버는 게시자 또는 가입자 역할을 합니다 . 즉 ,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는 서버에서 활성화된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 이 전용 서버의 유일한 기능은
MoH 스트림을 네트워크 내에 있는 장치로 보내는 것입니다 .

서버 플랫폼 제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는 독립 실행형 배포에 7.5K 또는 10K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 템플릿을 사용하여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C 시리즈 또는 B
시리즈에서 최대 1,000 개의 MoH 스트림을 지원합니다 . 기타 플랫폼의 경우 Unified CM 은 서버
에서 활성화된 다른 서비스에 따라 이 스트림의 절반 이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통화
볼륨이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MoH 세션이 이러한 한계에 도달하면 추가 부하로
인해 MoH 품질이 저하되거나 , MoH 가 잘못 작동하거나 , MoH 기능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Unified CM 클러스터당 최대 500 개의 고유한 오디오 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각 서버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MoH 오디오 소스 및 세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
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 장에 있는 미디어 리소스 , 25−28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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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MoH 서버 구성 매개 변수는 MoH 서버 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
•

최대 반이중 스트림 수
이 매개 변수는 유니캐스트 MoH 에 배치할 수 있는 장치 수를 결정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 값
은 250 으로 설정됩니다 .
최대 반이중 스트림 수 매개 변수는 다음 수식에서 파생된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 서버 및 배포 용량 ) – (( 멀티캐스트 MoH 소스 수 )  ( 활성화된 MoH 코덱 수 ))
예:
10K OVA 독립 실행형 멀티캐스트 MoH 오
MoH 서버를 사용하는 디오 소스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활성화된 MoH 코덱
(G.711 mu-law 및
G.729)

최대 반이중 스트림
수

1,000

 2)

= 976

− (12

따라서 이 예에서 최대 반이중 스트림 수 매개 변수는 976 으로 구성됩니다 . 각 멀티캐스트
MoH 오디오 소스에는 활성화된 각 MoH 코덱에 생성된 자동 멀티캐스트 RTP 스트림이 있습
니다 .
•

최대 멀티캐스트 연결 수
이 매개 변수는 멀티캐스트 MoH 에 배치할 수 있는 장치 수를 결정합니다 .
최대 멀티캐스트 연결 수 매개 변수는 필요한 경우 모든 장치를 멀티캐스트 MoH 에 배치할 수
있는 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MoH 서버는 일정한 수의 멀티캐스트 스트림만 생성할 수 있지만
대기된 수많은 장치가 각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매개 변수는 주어진 시
간에 두 멀티캐스트 MoH 에 배치할 수 있는 장치 수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생성 중인 스트림 수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지만 ,
Unified CM 은 멀티캐스트 MoH 에 배치되었거나 각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에 참가한 실제
장치 수를 유지 관리합니다 . 이 방법은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일반적으로 추적하는 방법과 다
르지만 이 매개 변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이러한 매개 변수를 적절히 구성하지 못하면 MoH 서버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서버
에서 네트워크 부하를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매개 변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참고

MoH 서버당 최대 1,000 개의 세션 제한이 유니캐스트 , 멀티캐스트 또는 동시 유니캐스트 및 멀티
캐스트 RTP 스트림에 적용됩니다 . 이 제한은 전송 메커니즘에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
는 권장되는 최대 MOH 스트림 수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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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프로비저닝
공동 실행형 또는 독립 실행형 MoH 서버 구성에 대해 프로비저닝할 때 네트워크 관리자는 MoH 오
디오 스트림에 사용된 전송 메커니즘의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유니캐스트 MoH 를 사용하는 경
우 대기 중인 각 장치는 별도의 MoH 스트림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멀티캐스트 MoH 및 단일 오디
오 소스만 사용하는 경우 대기 중인 해당 유형의 장치 수에 관계없이 구성된 각 MOH 코덱 유형에
대해 단일 MoH 스트림만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30,000 개의 전화기가 있는 클러스터와 2% 의 대기율을 고려할 때 ( 주어진 시간에 모든
엔드포인트 장치의 2% 만 대기 중임 ) 600 개의 MoH 스트림 또는 세션이 필요합니다 . 유니캐스트
전용 MoH 환경의 경우 이 부하를 처리하려면 10K OVA 템플릿을 사용하여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에서 실행하는 공동 실행형 ( 또는 독립 실행형 ) MoH 서버 하나가 필요합니다 .
그에 비해 36 개의 고유한 MoH 오디오 스트림을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전용 MoH 환경의 경우 공
동 실행형 MoH 서버 하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36 개의 고유한 멀티캐스트 스트림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

단일 코덱을 사용하여 스트리밍된 36 개의 고유한 오디오 소스

•

2 개의 코덱만 사용하여 스트리밍된 18 개의 고유한 오디오 소스

•

3 개의 코덱만 사용하여 스트리밍된 12 개의 고유한 오디오 소스

•

4 개의 코덱을 모두 사용하여 스트리밍된 9 개의 고유한 오디오 소스

이전 예에서 2% 대기율은 30,000 개의 전화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 네트워크에서 대기 중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게이트웨이나 다른 엔드포인트 장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전화기와 마찬
가지로 다른 장치도 대기 중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 대기율을 계산할 때 이러한 다른 장치를 고
려해야 합니다 .
이전 계산은 MoH 서버 중복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MoH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2% 이상이 동시에 대기 중으로 전환되면 이 시나리오에 오버플로 또는 추가 부하를 처리할 다른
MoH 리소스가 없습니다 . MoH 리소스 계산에 중복성을 제공할 충분한 추가 용량을 포함해야 합
니다 .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고가용성 , 7−34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 설명된 대로 중복성 또는 고가
용성에 대해 추가 MoH 서버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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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고가용성
Unified CM 은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으로 구성되며 ,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은
이 장에 설명된 리소스를 구성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 섹션에서는 이
러한 구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사항을 논의합니다 .

미디어 리소스 그룹 및 목록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및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은 리소스에 대한 권한 , 리소스
위치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소스 유형을 포함할 수 있는 리소스 할당 방식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미디어 리소스 그룹 및 목록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 다
음 설계 고려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지 않는 기본 미디어 리소스 그룹을 정의합니다 . 모든
리소스는 작성할 때 이러한 기본 MRG 의 구성원입니다 . MRG 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액
세스를 제어할 때 리소스를 다른 MRG 에 명시적으로 구성하여 기본 MRG 에서 이동해야 합니
다 . 리소스를 모든 통화에 대한 마지막 대안으로만 사용하려는 경우 리소스가 기본 그룹에 남
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리소스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본 그룹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

미디어 리소스 소비자는 해당 구성에서 지정한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또는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의 리소스를 먼저 사용합니다 . 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리
소스에 대해 기본 MRG 를 검색합니다 . 간단한 배포의 경우 기본 MRG 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여러 Unified CM 에 리소스 공유를 제공하려면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및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을 사용합니다 . MRG 및 MRGL 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단일 Unified CM 에
서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MRGL 은 구성에 나열된 순서로 MRG 를 사용합니다 . 한 MRG 에 필요한 리소스가 없는 경우
다음 MRG 를 검색합니다 . 모든 MRG 를 검색했지만 리소스가 없는 경우 검색이 종료됩니다 .

•

Unified CM Administration 에 MRG 장치가 사전순으로 표시되더라도 MRG 내에서 리소스는
해당 구성에 있는 해당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할당됩니다 . 미디어 리소스를 특정 순서로 할당
하려면 개별 리소스에 대한 별도의 MRG 를 작성하고 MRGL 을 사용하여 할당 순서를 지정하
는 것이 좋습니다 .

•

MRG 내에 같은 유형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장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해당 리소스를 할당하는
알고리즘은 그러한 모든 장치에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 Cisco Unified CM 은 구성된 MTP 또는
트랜스코더 리소스의 비율을 정의하는 MTP 및 트랜스코더 리소스 조절 비율 서비스 매개 변수
를 사용하여 MTP 와 트랜스코더 리소스에 부하를 분산시키는 조절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 활
성 MTP 또는 트랜스코더 리소스 수가 이 매개 변수에 대해 구성된 비율보다 크거나 같으면
Cisco Unified CM 은 MRGL( 기본 MRG 포함 ) 을 통해 이 리소스 및 헌트로 통화 전송을 한 번
중지하여 양쪽 통화에서 일치하는 코덱을 사용하는 리소스를 찾습니다 . Cisco Unified CM 이 일
치하는 코덱을 사용하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찾을 수 없는 경우 MRGL 맨 위로 돌아가서 검
색을 반복합니다 . 그러면 조정된 상태에 있는 리소스 및 통화에 대한 일부 기능이 일치하는 리
소스가 포함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그러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통화에 가장 일
치하는 리소스로 통화를 확장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이 통화에 리소스를 할당할 수 없는 경
우 통화가 실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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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M 서버 기반 소프트웨어 MTP 는 기본적으로 패스스루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코
덱 패스스루 또는 비코덱 패스스루 모드를 지원하도록 Cisco IOS Enhanced MTP 장치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코덱 패스스루 MTP 가 필요한 경우 Unified CM 은 첫 번째 반복에서 RTCP
PT(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스루패스 기능이 있는 MTP 를 찾기 위해 MRGL( 기
본 MRG 포함 ) 을 찾습니다 . 요청된 RTCP 스루패스 기능이 있는 MTP 를 찾을 수 없는 경우
Unified CM 은 스루패스 기능을 요청하고 MTP 목록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 요청된 스루패스
기능이 있는 MTP 를 찾을 수 없는 경우 Unified CM 은 스루패스 기능을 요청하지 않고 MTP 목
록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

•

MRG 에 여러 유형의 리소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 필요한 기능에 따라 그룹에서 적절한 리소
스가 할당됩니다 . 트랜스코더를 MTP 로도 사용할 수 있게 때문에 MTP 와 트랜스코더는 특수
한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MTP 와 트랜스코더가 모두 동일한 MRG 에 있고 MTP 가 필요하면
MRG 에 리소스가 표시되는 순서에 따라 할당이 수행됩니다 . 트랜스코더 장치가 MRG 에서
MTP 보다 먼저 표시되는 경우 MTP 요구 사항에 대해 트랜스코더 리소스가 없을 때까지 트랜
스코더 리소스가 할당된 다음 시스템에서 MTP 할당을 시작합니다 . 따라서 MRG 및 MRGL 을
작성할 때 리소스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MRG 은 비슷한 유형의 리소스를 그룹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에서 설명했듯이
트랜스코더가 리소스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트랜스코더 및 MTP 를 별도의 MRG
로 그룹화하고 MRG 를 MRGL 에 적절한 순서로 추가하여 올바른 리소스를 호출하는 것이 좋
습니다 .

•

MRG 및 MRGL 을 지역적 위치에 따라 별도의 리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 가능한 경우
WAN 대역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미디어 리소스 자체에 다른 미디어 리소스의 추가 호출을 방지하는 구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통화에 삽입된 MTP 에 구성되어 있는 코덱이 Unified CM 통화에 필요한 코덱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트랜스코더가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 Unified CM 에 G.729a 가 필요할 때 G.729
또는 G.729b 에 대해 MTP 를 구성하는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

Cisco IOS 기반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중복 및 장애 조치 고려 사항
미디어 리소스를 사용한 고가용성 설계에 중복 미디어 리소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이러한 리소스
가 Cisco IOS 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해당 리소스를 둘 이상의 Cisco IOS 플랫폼에 배포하여 단일
플랫폼 오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 다른 기본 Unified CM 서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Cisco IOS 는 장애 조치 기능의 두 가지 모드 ( 안정적 및 즉시 ) 를 지원합니다 . 기본 장애 조치 방
법은 안정적이며 , 모든 미디어 활동이 중지된 이후에만 백업 Unified CM 서버에 리소스가 등록됩
니다 . 하지만 즉시 방법은 기본 서버의 오류가 감지되면 바로 리소스가 백업 Unified CM 서버에 등
록되도록 합니다 . 중복이 없는 한 세트의 미디어 리소스만 있는 경우 즉시 장애 조치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트랜스코더에 대한 고가용성
다음 트랜스코더 장애 조치 프로세스는 장치가 등록된 Cisco Unified CM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
행됩니다 .
기본 Unified CM 에 오류가 발생하면 트랜스코더 장치가 해당 장치의 Cisco Unified CM 그룹에 정
의된 대로 두 번째 Unified CM 노드에 등록을 시도합니다 . 트랜스코더 장치는 다시 사용할 수 있
게 되면 바로 기본 Unified CM 으로 대체됩니다 . 해당 Unified CM 에 있던 통화는 목록에서 다음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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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에 대한 고가용성
완전히 중복된 MoH 작업에 대한 여러 MoH 서버를 구성하고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 번째
MoH 서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요청을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번째 서버에서 연속된 MoH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중복 구
성을 위해 적어도 두 대의 MoH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클러스터의 각 MRG 에 할당합니다 .
멀티캐스트와 유니캐스트 MoH 가 모두 필요한 환경에서는 두 전송 유형에 중복을 제공해야 네트
워크의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한 MoH 중복이 보장됩니다 .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여러 Unified CM 배포 모델에서 사용할 미디어 리소스 배포에 대한 특정 고려 사항
에 대해 논의합니다 . 또한 Unified CM 구현에서 미디어 리소스 할당을 위한 강력한 솔루션을 설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성 고려 사항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

배포 모델
이 섹션에서는 MTP 및 트랜스코딩 리소스가 다음 세 개의 엔터프라이즈 IP 텔레포니 배포 모델 내
에서 사용되는 위치와 시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
•

단일 사이트 배포 , 7−36 페이지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 7−36 페이지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 7−37 페이지

단일 사이트 배포
단일 사이트 배포에서 LBR( 낮은 비트 레이트 ) 코덱 사용을 정당화할 저속 링크가 없으므로 트랜
스코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부 MTP 리소스는 이전 버전의 Microsoft NetMeeting 또는 특정 비
디오 장치처럼 H.323v2 를 준수하지 않는 장치가 많이 있는 곳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SIP 엔드포
인트가 있는 경우 DTMF 변환에 MTP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명명된 텔레포니 이벤트
(RFC 2833), 7−8 페이지 참조 ).
단일 사이트 배포에서 Unified CM 이 SCCP 기반 Cisco Unified IP Phone 7940 또는 7960 에서 착신
전화를 수신하면 통화를 시작할 때 발신 장치의 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 대부분의 SIP
PSTN 서비스 공급업체에 Early Offer 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아웃바운드 SIP 트렁크를 통해 보낸
초기 INVITE 의 Offer SDP 에서 지원되는 모든 오디오 코덱 ( 지역 쌍 필터링 후 ) 을 광고하기 위해
Unified CM 에서 MTP 를 삽입하고 해당 IP 주소와 UDP 포트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 및 애플리케이션 ( 예 : 음성 메일 및 IVR) 은
중앙 사이트에 있지만 , 여러 원격 사이트가 IP WAN 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원격 사이트는 중
앙 집중식 Unified CM 을 사용하여 해당 통화 처리를 수행합니다 .
WAN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WAN 을 통과할 때 G.729 와 같은 낮은 비트 레
이트 코덱을 사용하도록 통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그림 7−11 참조 )
IP 전화기 사이의 음성 압축은 Unified CM 에서 지역 및 위치를 사용하여 쉽게 구성됩니다 . 지역은
해당 지역의 장치에서 사용한 압축 유형 ( 예 : G.711 또는 G.729) 을 정의하고 , 위치는 해당 위치에
있는 장치 간 통화에 사용할 수 있는 총 대역폭 양을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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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11 only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WAN 트랜스코딩

Unified CM
Cluste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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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r/GW
IP WAN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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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ed Call Leg
G.711 Call Leg
77304

DSP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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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은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에 있는 Unified CM 서버 간에
MTP 및 트랜스코딩 리소스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 또한 다른 지역을 통과하는 통화에 LBR 코덱 (
예 : G.729a) 을 사용할 때 한 쪽 ( 또는 양쪽 ) 엔드포인트에서 LBR 코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만 트랜스코딩 리소스가 사용됩니다 .
그림 7−11 에서 Unified CM 은 트랜스코더가 필요하며 , 높은 대역폭 코덱을 사용하는 장치의
MRGL 및 / 또는 MRG 를 기반으로 하여 트랜스코더를 할당합니다 . 이 경우 사용할 트랜스코더 장
치를 결정하는 VM/UM 서버입니다 . Unified CM 의 이 동작은 트랜스코더 리소스가 실제로 고대
역폭 장치에 가까이 있다는 가정으로 기반으로 합니다 . VM/UM 서버에 대한 트랜스코더가 원격
사이트에 있도록 이 시스템을 설계한 경우 G.711 이 WAN 으로 전송되며 , 의도한 대로 설계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여러 사이트에 G.711 전용 장치가 있는 경우 LBR 가 WAN 에서 실행될 때 이러
한 각 사이트에 트랜스코더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다른 리소스 배치도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원격 사이트에서 세 대의 전화기로 전화회의를 할 때
전화회의 리소스가 중앙 ( 통화 처리 ) 사이트에 있는 경우 세 개의 미디어 스트림이 WAN 으로 전
송됩니다 . 전화회의 리소스가 로컬인 경우 통화가 WAN 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 WAN 에 대한 대
역폭 및 통화 허용 제어를 설계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 여러 사이트가 IP WAN 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 각 사이트에는 클러
스터가 차례로 단일 사이트 모델 또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모델을 따를 수 있는 Unified CM 이
있습니다 . 사이트 간 통화 허용 제어에 게이트키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AN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WAN 을 통과할 때 LBR 코덱 ( 예 : G.729a) 을 사용
하도록 사이트 간 통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H.323v2 클러스터 간 트렁크는 Unified CM 클러스
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 Unified CM 은 또한 하드웨어 MTP 를 사용하는 경우 MTP 서비스
를 통해 압축된 음성 통화 연결을 지원합니다 . ( 그림 7−12 참조 )
다음과 같은 경우 분산된 통화 처리 배포에 트랜스코딩 및 MTP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버전의 Cisco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랜스코딩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 이
방법이 권장됩니다 . 특정 장치에서 G.711 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특정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부 엔드포인트 ( 예 : 비디오 엔드포인트 ) 는 H.323v2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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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미디어 리소스

트랜스코딩을 사용한 클러스터 간 통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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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은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에 있는 Unified CM 서버 간에
MTP 및 트랜스코딩 리소스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 또한 클러스터 간 트렁크 통화의 경우 MTP 및
트랜스코딩 리소스가 필요 시에만 사용되므로 , LBR 코덱을 지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MTP 서비스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분산된 통화 처리 배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

트랜스코딩이 필요한 클러스터 간 통화만 MTP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한 통화의 두
엔드포인트에서 G.729 코덱을 사용할 수 있으면 트랜스코딩 리소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

클러스터 내의 서버 간에 MTP 리소스를 공유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미디어 기능 및 음질
미디어를 조작하는 프로세스는 미디어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네트워크 (IP 또
는 TDM) 로 전송할 음성 스트림을 인코딩하고 다른 쪽 끝에서 디코딩하면 정보가 손실되고 결과
음성 스트림이 원래대로 정확하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를 통한 미디어 트래버스 경로에
같은 음성 스트림을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속적인 인코딩 / 디코
딩 작업으로 인해 음질이 저하됩니다 .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특히
G.729 와 같은 LBC( 낮은 대역폭 코덱 ) 에 해당됩니다 .
그러한 경로를 포함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로가 예상될 때마다 권장되
는 높은 대역폭 , 낮은 압축 코덱 ( 예 : G.711 또는 G.722 코덱 ) 을 사용하여 음질을 향상시킬 수 있
습니다 . 그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낮은 대역폭 , 높은 압축 코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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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견고한 MoH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MoH 구성 고려 사항 및 모
범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코덱 선택
MoH 배포에 다중 코덱이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 전체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 구성에 있는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 매개 변수 지원되는 MoH 코덱에서 그러한 코덱을 구성
합니다 . 클러스터 전체 매개 변수의 지원되는 MoH 코덱 목록에서 MoH 스트림에 대해 허용해야
하는 원하는 코덱 유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 기본적으로 G.711 mu−law 만 선택됩니다 . 다른 코덱
유형을 선택하려면 스크롤 가능한 목록에서 해당 코덱을 클릭합니다 .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사용하여 스크롤 가능한 목록에서 여러 코덱을 선택합니다 . MoH 이벤트에
사용된 실제 코덱은 대기 중으로 설정된 MoH 서버 및 장치 (IP 전화기 , 게이트웨이 등 ) 의 지역 설
정에 따라 설정됩니다 . 따라서 적절한 지역 설정을 MoH 서버에 할당하고 MoH 상호 작용 코덱 선
택을 제어하도록 원하는 지역 관계를 구성합니다 .
참고

MoH 오디오 스트림에 G.729 코덱을 사용하는 경우 이 코덱이 음성에 맞게 최적화되는지 그리고
음악에 한계 오디오 품질만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

멀티캐스트 주소 지정
적절한 IP 주소 지정은 멀티캐스트 MoH 를 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 IP 멀티캐스트 주소 지정 범
위는 224.0.1.0 ~ 239.255.255.255 입니다 . 하지만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에서
공용 멀티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224.0.1.0 ~ 238.255.255.255 범위의 주소를 할당합니다 . 대
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에 공용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대신 239.1.1.1 ~
239.255.255.255 범위의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멀티캐스트 MoH 오디오 소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
습니다 . 이 주소는 개인 네트워크에서 관리용으로 제어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예약된 것입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 포트 번호가 아니라 IP 주소가 증가하도록 멀티캐스트 오디오 소스를 구
성해야 합니다 .
•

대기 중으로 설정된 IP 전화기가 포트 번호가 아니라 멀티캐스트 IP 주소에 참가합니다 .
Cisco IP 전화기에는 멀티캐스트 포트 번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 따라서 특정 오디오 스트
림에 대해 구성된 모든 코덱이 ( 다른 포트 번호에서도 ) 같은 멀티캐스트 IP 주소로 전송되는
경우 , 한 개의 스트림만 필요한 경우에도 모든 스트림이 IP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 이 경우 IP
전화기에서 단일 MoH 스트림만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불필요한 트래픽으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

IP 네트워크 라우터는 포트 번호가 아닌 IP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멀티캐스트 경로를 지정합니
다.
라우터에는 멀티캐스트 포트 번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 따라서 ( 다른 포트 번호에서도 )
같은 스트림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로 전송된 스트림이 많은 경우 라우터가 멀티캐스트 그룹의
모든 스트림을 전달합니다 . 한 개의 스트림만 필요하므로 네트워크 대역폭이 과도하게 사용
되어 네트워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멀티캐스트 MoH 서버를 구성할 때 각 MoH 서버에 다른 기본 멀티캐스트 IP 주소 및 / 또는 범
위를 할당합니다 . 여러 MoH 서버가 동일한 멀티캐스트 IP 주소로 전송되는 경우 엔드포인트가 멀
티캐스트 그룹 주소에 결합되면 여러 MoH 스트림 ( 서로 다른 MoH 서버에서 ) 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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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MoH 오디오 소스
구성된 오디오 소스는 Unified CM 클러스터의 모든 MoH 서버 간에 공유되므로 각 오디오 소스 파
일을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MoH 서버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당 최대 500 개의 고유 오
디오 소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멀티캐스트 스트리밍에 사용되는 해당 오디오 소스의 경우 멀티캐스팅 허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의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경우에 따라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을 모두 처리하도록 관리자가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텔레포니 네트워크에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 장치 또는 엔
드포인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멀티캐스트에 대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oH 오디오 스트림을 모두 지원하도록
클러스터를 활성화합니다 .
•

한 서버는 유니캐스트 MoH 서버로 구성하고 다른 서버는 멀티캐스트 MoH 서버로 구성하여
별도의 MoH 서버를 배포합니다 .

•

한 MRG 은 오디오 스트림에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고 , 다른 MRG 은 유니캐스트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여 각각 동일한 MoH 서버를 포함하는 두 개의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이 포함된 단일 MoH 서버를 배포합니다 .

어느 경우든지 적어도 두 개의 MRG 과 적어도 두 개의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을 구성
해야 합니다 . 유니캐스트 MoH 가 필요한 그러한 엔드포인트에 대해 한 개의 유니캐스트 MRG 과
한 개의 유니캐스트 MRGL 을 구성합니다 .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 MoH 가 필요한 그러한 엔드포
인트에 대해 한 개의 멀티캐스트 MRG 와 한 개의 멀티캐스트 MRGL 을 구성합니다 .
별도의 MoH 서버를 배포할 때 한 서버는 멀티캐스트를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로 ( 유니캐스트 전
용 ) 구성하고 다른 MoH 서버는 멀티캐스트를 활성화한 상태로 구성합니다 . 유니캐스트 전용
MoH 미디어 리소스 및 멀티캐스트 사용 MoH 미디어 리소스를 각각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MRG 에 할당합니다 . 유니캐스트 MRG 에 대해서가 아니라 멀티캐스트 MRG 에 대해 MoH 오디
오에 멀티캐스트 사용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또한 이러한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
트 MRG 을 해당 MRGL 에 할당합니다 . 이 경우 MoH 스트림은 MRG 가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저장된 서버에 따라 유니캐스트이거나 멀티캐스트입니다 .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MoH 에 단일 MoH 서버를 배포할 때 멀티캐스트에 대한 서버를 구성합
니다 . 유니캐스트 MRG 과 멀티캐스트 MRG 에 동일한 MoH 미디어 리소스를 할당하고 멀티캐스
트 MRG 에 대해 MoH 오디오에 멀티캐스트 사용 상자를 선택합니다 . 이 경우 MoH 스트림은 MRG
이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입니다 .
참고

유니캐스트 MRG 를 구성할 때 사용자가 [ 멀티캐스트 ] 를 유니캐스트 MRG 에 추가하더라도 이
MRG 에 추가하는 MoH 미디어 리소스가 리소스 이름 끝에 [ 멀티캐스트 ] 가 첨부되도록 하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 이 레이블은 리소스에서 멀티캐스트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지만 MoH
오디오에 멀티캐스트 사용 상자는 리소스에서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
다.
또한 적절한 MRGL 을 사용하도록 개벌 장치 또는 장치 풀을 구성해야 합니다 . 모든 유니캐스트
장치를 장치 풀 또는 풀에 배치하고 그러한 장치 풀에서 유니캐스트 MRGL 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모든 멀티캐스트 장치를 장치 풀 또는 풀에 배치하고 그러한 장치 풀에
서 멀티캐스트 MRGL 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으로 개별 장치에서 적절한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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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MRGL 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 개별 장치에 대
해 또는 ( 이 경우 전화 장치 ) 개별 회선이나 디렉터리 번호에 대해 스트림에 절절한 오디오 소스
를 할당하도록 사용자 대기 오디오 소스 및 네트워크 대기 오디오 소스를 구성합니다 .
같은 클러스터에서 멀티캐스트와 유니캐스트 MoH 를 모두 배포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한 중
요한 요소는 필요한 서버 수입니다 .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에 단일 MoH 서버를 사용할 때 클러
스터 전체에 MoH 서버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멀티캐스트 및 유니캐스트 MoH 서버
를 배포하려면 클러스터 내에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합니다 .

QoS( 서비스 품질 )
단일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및 음성 수렴을 위해 음성처럼 시간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중요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지 않았거나 삭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음성 트래픽에 적절
한 QoS 를 보장하려면 덜 중요한 트래픽을 통해 음성 스트림에 기본 취급을 제공하기 위해 스트림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통과할 때 스트림을 표시 , 분류 및 대기열에 저장해야 합니다 . MoH 서버
는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값을 46 또는 EF 의 PHB(Per Hop Behavior) 값 (0xB8 의
ToS) 으로 지정하여 오디오 스트림 트래픽을 자동으로 음성 베어러 트래픽과 동일하게 표시합니
다 . 따라서 QoS 가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MoH 스트림이 음성 RTP 미디어 트래픽
과 동일한 분류 및 우선 순위 대기 취급을 받습니다 .
MoH 서버와 Unified CM 서버 간 통화 신호 처리 트래픽은 자동으로 DSCP 값 24 또는 CS3 의 PHB
값 (0x60 의 ToS) 으로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 따라서 QoS 가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구성되어 있
으면 이 신호 처리 트래픽은 다른 모든 통화 신호 처리 트래픽과 함께 네트워크 내에서 적절하게 분
류되고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

통화 허용 제어 및 MoH
CAC( 통화 허용 제어 ) 는 IP 텔레포니 트래픽이 WAN 링크로 이동할 때 필요합니다 . 이러한 링크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화 허용 제어 없이 음성 미디어 트
래픽이 지연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Unified CM 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 ( 정적 위치 또는 RSVP 활성화 위치 기반 ) 는 WAN 을 통과하
는 유니캐스트 MoH 스트림을 추적할 수 있지만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WAN 대역폭이 완전히 가입되어 있어도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의 WAN 에 대한 액세스가
통화 허용 제어에 의해 거부됩니다 . 대신 스트림이 WAN 으로 전송되어 오디오 스트림의 품질이
저하되고 WAN 을 통과하는 다른 모든 통화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멀티캐스트 MoH 스트
림으로 인해 이러한 과다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LLQ(Low Latency Queuing) 음성 우선 순
위 대기열을 추가 대역폭으로 구성하여 모든 다운스트림 WAN 인터페이스에서 QoS 구성을 지나
치게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MoH 스트림은 단방향이므로 다운스트림 인터페이스의 음성 우선
순위 대기열만 ( 중앙 사이트에서 원격 사이트로 ) 지나치게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WAN 링크를
통과할 수 있는 고유한 모든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에 대한 충분한 대역폭을 추가합니다 . 예를
들어 잠재적으로 WAN 을 통과할 수 있는 4 개의 고유한 멀티캐스트 오디오 스트림이 있는 경우
96kbps 를 음성 우선 순위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4  G.729 오디오 스트림당 24kbps = 96kbps).
그림 7−13 는 중앙 집중식 멀티사이트 배포의 통화 허용 제어 및 MoH 의 예를 보여줍니다 . 이 예
에서는 IP 전화기 C 가 PSTN 전화기 ( 전화기 B) 와 통화 중이라고 가정합니다 . 이 시점에서는
WAN 에서 대역폭이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 전화기 C 에서 보류 소프트키 (1 단계 ) 를 누르면 전화
기 B 는 WAN 을 통해 중앙 사이트의 MoH 서버에서 MoH 스트림을 수신하여 링크에서 대역폭을
소비합니다 . 통화 허용 제어에서 이 대역폭을 고려하는지 여부는 MoH 스트림 유형에 따라 결정
됩니다 . 멀티캐스트 MoH 가 스트리밍되면 통화 허용 제어에서 24kbps 가 소비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운스트림 WAN 인터페이스의 QoS 를 그에 따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하
지만 유니캐스트 MoH 가 스트리밍되면 통화 허용 제어는 사용 가능한 WAN 대역폭에서 24kbps 를
뺍니다 (2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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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는 유니캐스트 MoH 를 WAN 에서 스트리밍해야 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MoH 를 통한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예에 불과하며 , 이 구성의 권장 또
는 인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앞에서 언급했듯이 멀티캐스트 MoH 는 WAN 으로 MoH 오디오
스트림 전송에 권장되는 전송 메커니즘입니다 .

참고

그림 7-13

미디어 리소스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및 MoH
Phone B

Central Site

Branch Office

Unified CM Cluster with
dedicated MoH Server

PSTN

M
M

V

M

V

Gateway/SRST
Router
Hold

IP WAN

1

IP

IP
Phone C
IP

CAC Bandwidth =
24Kbps/1 call

96853

2

IP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배포 모델
다양한 Unified Communications 통화 처리 배포 모델은 MoH 구성 설계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을 도
입합니다 . 선택한 배포 모델이 MoH 전송 메커니즘 (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 리소스 프로
비저닝 및 코덱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여러 배포 모델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
배포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사이트 캠퍼스 ( 모든 배포와 관련됨 )
단일 사이트 캠퍼스 배포는 일반적으로 LAN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며 많은 양의 트래픽에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LAN 인프라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일 사이트
배포의 모든 MoH 오디오 스트림에 G.711(A−law 또는 mu−law)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G.711 은 IP 텔레포니 환경에서 최적의 음성 및 음악 스트리밍 품질을 제공합니다 .
MoH 서버 중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 MoH 서버가 오버로드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여러 MoH 서
버를 구성하고 기본 순서로 MRG 에 할당하면 다른 서버에서 MoH 스트림을 가져가고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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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술의 다양성을 늘리면 대규모 단일 사이트 캠퍼스에서 네트워크의 일부 엔드포인트 장
치나 영역이 멀티캐스트를 지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MoH 리
소스를 모두 배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의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 7−4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오프넷 통화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한 통화가 대기 중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예상한 MoH 스트
림을 수신하도록 하려면 모든 게이트웨이 및 다른 장치를 적절한 MRGL 및 오디오 소스로 구성하
거나 적절한 장치 풀에 할당합니다 .

중앙 집중식 멀티사이트 배포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IP 텔레포니 배포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비중앙 사이
트에 대한 WAN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WAN 링크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역폭 및 처리
량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링크에서 대역폭 소비를 최소화하려면 WAN 을 통과하는 모든
MoH 오디오 스트림에 G.729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G.729 코덱은 음악이 아닌 음성 애
플리케이션용으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MoH 전송을 위해 G.729 에서 제공한 저품질보다 대역폭
절감이 훨씬 큰 WAN 에서만 G.729 를 사용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대역폭
을 크게 절감시키므로 WAN 을 통해 오디오를 엔드포인트로 스트리밍할 때 항상 멀티캐스트 MoH
를 사용해야 합니다 .
WAN 을 통해 G.729 코덱을 사용할 때 MoH 스트림의 음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 WAN 을 통해 MoH
오디오 스트림에 G.711 코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음성 통화에는 여전히 G.729 를 사용합니다 .
G.711 코덱에서 WAN 을 통해 MoH 스트림을 전송하지만 G.729 코덱에서 WAN 을 통해 음성 통화
를 전송하려면 모든 MoH 서버를 Unified CM 지역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과 다른 모든 지역 간에
G.711 을 사용하도록 해당 지역을 구성합니다 . 따라서 WAN 의 한 쪽에 있는 두 전화기 사이에 통
화가 배치되면 해당 지역 사이에 G.729 코덱이 사용됩니다 . 하지만 통화가 한 상대방에 의해 대기
중으로 설정되면 G.711 을 사용하여 MoH 오디오 스트림이 인코딩됩니다 . G.711 이 MoH 서버의
지역과 전화기가 대기 중으로 설정된 지역 간에 사용하도록 구성된 코덱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 집중식 PSTN 배포
PSTN 액세스에 대해 단일 게이트웨이 또는 일련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PSTN 배
포에서는 500 개가 넘는 고유한 오디오 소스를 구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 게이트웨이에 할당된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은 PSTN 발신자가 대기 중으로 설정되었을 때 MoH 스트리밍
에 사용된 MoH 서버를 결정하지만 , 대기 중으로 설정된 전화기가 오디오 소스를 결정합니다 . 중
앙 집중식 PSTN 배포에서는 로컬 사이트에 PSTN 게이트웨이가 없으므로 MRGL 을 사용하여 지
점 위치를 기반으로 한 여러 MoH 서버를 가리킬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대 500 개의
고유한 사이트별 MoH 소스 또는 멀티캐스트 스트리밍 주소가 있어야 최대 500 개 지점 사이트에
고유한 MoH 소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예는 최대 500 개의 위치에 대해 MoH 스트리밍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
1 ~ 500 개의 지점에 대해 중앙 집중식 PSTN 게이트웨이 또는 게이트웨이 집합은 클러스터에
서 구성된 500 개 오디오 소스 중 하나를 가리키는 각 지점의 모든 전화기를 사용하여 MoH 서
버 노드 MoH_1( 기본 멀티캐스트 주소 239.1.1.1) 를 가리키는 MRGL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점 1 의 전화기는 MoH_1 서버가 239.1.1.1 ~ 4( 코덱에 따라 그리고 오디오 소스가 순
서대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함 ) 인 오디오 소스를 가리키고 , 지점 2 의 전화기는 MoH_1 서버가
239.1.1.5 ~ 8 인 오디오 소스 2 를 가리키고 , 지점 3 의 전화기는 MoH_1 서버가 239.1.1.9 ~ 12
인 오디오 소스 3 을 가리키며 , 이런 방법으로 MoH_1 서버가 239.1.8.197 ~ 200 인 오디오 소
스 501 을 가리키는 지점 500 의 전화기까지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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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라우터에서 멀티캐스트 MoH
지점 SRST 라우터의 플래시 또는 아날로그 포트에 연결된 라이브 피드에서 MoH 스트리밍을 사용
하여 Cisco Unifi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SRST) 기능과 함께 배포된 지점 라우터에서
원격 또는 지점 사이트에 멀티캐스트 MoH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
점 라우터의 멀티캐스트 MoH 는 다음 두 시나리오의 Unified CM MoH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
•

비폴백 모드
WAN 이 설정되고 전화기가 Unified CM 에서 제어되면 이 구성은 로컬로 제공된 MoH 를 제공
하므로 WAN 을 통해 MoH 를 원격 지점 사이트로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폴백 모드
SRST 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점 장치가 중앙 사이트의 Unified CM 과 연결이 끊기면 지점 라
우터에서 멀티캐스트 MoH 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 시나리오에 라이브 피드 옵션을 사용할 때 SRST 라우터는 라이브 피드 입력을 모니터링하여 중
복을 제공하고 라이브 피드 연결이 끊기면 플래시에 잇는 파일에서 스트리밍 MoH 로 되돌립니다
. SRST 라우터당 단일 멀티캐스트 주소 및 포트 번호만 사용하여 멀티캐스트 MoH 를 제공할 수 있
으므로 SRST 라우터가 라이브 피드와 플래시 파일에서 동시에 스트리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
한 SRST 라우터는 플래시의 단일 오디오 파일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
참고

SRST 기능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SRST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지점 라우터 플
래시에서 MoH 스트리밍에 대한 구성은 SRST 구성 모드에서 수행되며 SRST 기능을 사용하지 않
아도 max−ephones 와 max−dn 을 각각 적어도 한 개씩 구성해야 하므로 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
다.

비폴백 모드
비폴백 모드 중에 (WAN 이 켜지고 SRST 가 활성화되지 않음 ) 지점 SRST 또는 E−SRST 라우터에
서 멀티캐스트 MoH 를 모든 로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장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렇
게 하려면 지점 라우터에 구성된 것과 동일한 멀티캐스트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있는 오디오 소스
로 Unified CM MoH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 지점 라우터에서 사용된 오디오 소스 멀티캐스트 IP
주소 및 포트 번호는 중앙 집중식 Unified CM MoH 서버의 고정 오디오 소스 또는 오디오 소스 파
일의 멀티캐스트 주소 및 포트 번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멀티캐스트 MoH 오
디오 스트림은 항상 SRST 또는 E−SRST 라우터에서 오므로 중앙 사이트의 MoH 서버 오디오 소스
가 WAN 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앙 사이트 오디오 스트림이 WAN 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

최대 홉 수 구성
중앙 사이트 LAN 을 더 이상 스트리밍하지 않을 만큼 작은 최대 홉 수 ( 또는 TTL) 로 중앙 사
이트 MoH 오디오 소스를 구성합니다 .

•

WAN 인터페이스에서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구성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로 보내진 패킷에서 인터페이스가 전달되지 않도록 중앙 사이트 WAN 인
터페이스에서 ACL 을 구성합니다 .

•

WAN 인터페이스에서 멀티캐스트 라우팅 비활성화
WAN 인터페이스에서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구성하지 마십시오 . 그러면 멀티캐스트 스트림이
WAN 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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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 은 폴백 모드에 있지 않은 지점 라우터에서 멀티캐스트 MoH 스트리밍을 보여줍니다 .
전화기 A 가 전화기 C 를 대기 중으로 설정하면 전화기 C 는 로컬 SRST 라우터에서 멀티캐스트
MoH 를 수신합니다 . 이 예에서 MoH 서버는 멀티캐스트 오디오 소스를 239.192.240.1(RTP 포트
16384) 로 스트리밍하지만 , 로컬 MoH 서버의 서브넷과 WAN 을 통해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스트림은 최대 1 개의 홉 수로 제한되었습니다 . 동시에 지점 SRST 라우터 / 게이트웨이는 플래
시 또는 라이브 피드에서 오디오 스트림을 멀티캐스팅합니다 . 또한 이 스트림은 239.192.240.1 을
해당 멀티캐스트 주소로 사용하고 , 16384 를 RTP 포트 번호로 사용합니다 . 전화기 A 에서 보류 소
프트키를 누르면 전화기 C 는 SRST 라우터에서 제공한 MoH 오디오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
그림 7-14

지점 라우터에서 멀티캐스트 M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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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Hop (TT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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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캐스트 MoH 전달에 이 방법을 사용할 때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장치가 동일한
사용자 대기 및 네트워크 대기 오디오 소스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고 , 모든 지점 라우터를 동일한 멀
티캐스트 그룹 주소 및 포트 번호로 구성합니다 . 소유자 (holder) 의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대기 오
디오 소스는 오디오 소스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 클러스터 내에 둘 이상의 사용자 또는 네트
워크 대기 오디오 소스를 구성하는 경우 원격 대상자 (holdee) 가 항상 로컬 MoH 스트림을 수신하
도록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중앙 사이트 전화기가 그룹 주소 239.192.254.1 을 해당
사용자 및 네트워크 대기 오디오 소스로 사용하는 오디오 소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이
전화기가 원격 장치를 대기 중으로 설정하면 로컬 라우터 플래시 MoH 스트림이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 239.192.240.1 으로 전송 중이더라도 원격 장치에서 239.192.254.1 참가를 시도합니다 . 대신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가 사용자 / 네트워크 대기 오디오 소스를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
239.192.240.1 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모든 지점 라우터가 239.192.240.1 의 플래시에서 멀
티캐스트로 구성된 경우 모든 원격 장치가 로컬 라우터에서 MoH 를 수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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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백 모드
폴백 모드 중에 (WAN 이 꺼져 있고 SRST 가 활성 상태 ) 지점 SRST 라우터에서 섀시 내에 있는 모
든 아날로그 및 디지털 포트로 멀티캐스트 MoH 를 스트리밍할 수 있으므로 MoH 를 아날로그 전
화기와 PSTN 발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폴백 모드 멀티캐스트 MoH 에 대한 지점 라우터 구성은 일반 작업 구성과 동일합니다 . 하지만 라
우터에서 구성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는 의도한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 지점 라우터에서 멀티캐스
트 MoH 를 폴백 모드에 있는 장치에만 보내도록 하려면 ( 예 : 원격 장치에서 수신한 MoH 를 비폴
백 모드에 중앙 사이트 MoH 서버에서 제공하려는 경우 ) SRST 라우터에서 멀티캐스트 주소 및 포
트 번호 구성은 중앙 사이트 MoH 서버 오디오 소스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구성
된 사용자 / 네트워크 대기 오디오 소스에 따라 원격 장치가 로컬 라우터 플래시에서 MoH 를 계속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지점 SRST/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멀티캐스트 MoH 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면 라우터가 폴백 모드에
있지 않아도 MoH 스트림을 계속 멀티캐스팅합니다 .
또한 E−SRST(Enhanced SRST) 라고도 하는 SRST 모드에서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를 사용하도록 폴백 모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폴백 모드 동작은 여전히 동일
하지만 구성 명령이 조금 다릅니다 . SRST 명령은 Cisco IOS call−manager−fallback 구문에 직접
입력하지만 , E−SRST 모드에 대한 명령은 telephony−service 에서 입력합니다 .
SRST 를 통해 멀티캐스트 MoH 를 제공하는 방법은 4 가지가 있습니다 .
•

지점 라우터 플래시에서 SRST 를 통해 멀티캐스트 MoH 제공

•

라이브 피드에서 SRST 를 통해 멀티캐스트 MoH 제공

•

지점 라우터 플래시에서 멀티캐스트 MoH 로 E−SRST 모드 제공

•

라이브 피드에서 멀티캐스트 MoH 로 E−SRST 모드 제공

Cisco Unified SRST 및 E−SRST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797}Cisco Unified SRST System Administrator Guide{798}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2169/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
uration_guides_list.html

•

{801}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System Administrator Guide{802}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4625/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
uration_guides_list.html

•

Cisco Unified SRST 를 멀티캐스트 MoH 리소스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SCCP and SIP SRST System Administrator Guide 에서 Integrating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nd Cisco Unified SRST to Use Cisco Unified SRST as a Multicast MoH
Resource 에 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2169/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
uration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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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멀티사이트 배포
분산된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IP 텔레포니 배포에 일반적으로 사이트 간 WAN 또는 MAN
연결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저속 링크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역폭 및 처리량 병목현상이 발생합니
다 . 이러한 링크에서 대역폭 소비를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링크를 통과하는 모든 MoH 오디오 스트
림에 G.729 코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G.729 코덱은 음악이 아닌 음성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MoH 전송을 위해 G.729 에서 제공한 저품질보다 대역폭 절감이 훨씬 큰
WAN/MAN 링크에서만 G.729 를 사용해야 합니다 .
WAN 을 통해 이동하는 MoH 오디오 스트림에 G.711 이 필요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멀티사이트 배
포와 달리 , 분산된 멀티사이트 배포에서 G.711 에 MoH 오디오 스트림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MoH 서버가 별도의 Unified CM 지역에 배치되고 G.711 코덱이 이 지역과 클러스터 간 또는 SIP 트
렁크의 지역 사이에 구성되어 있어도 , 두 클러스터 간 통화가 한 쪽 전화기에 의해 대기 중으로 설
정된 경우 원래 음성 통화 코덱이 유지 관리됩니다 . 이러한 클러스터 간 통화는 일반적으로 대역
폭 절감을 위해 G.729 를 사용하여 인코딩되므로 한 클러스터의 MoH 스트림은 G.729 를 사용하여
인코딩됩니다 .
다른 옵션은 ICT( 클러스터 간 트렁크 ) 또는 SIP 트렁크를 통해 클러스터 간 통화에 멀티캐스트
MoH 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한 Unified CM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에서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스트리밍된 멀티캐스트 MoH 를 들으면서 클러스터 간 대역폭을 훨씬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적절하게 설계된 IP 멀티캐스트 환경이 필요
합니다 . IP 멀티캐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552/products_ios_technology_home.html
적절한 멀티캐스트 주소 관리는 분산된 클러스터 간 환경에서 중요한 또 다른 설계 고려 사항입니
다 . 분산된 전체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 리소스가 겹치지 않게 하려면 배포되는 모든 MoH 오디오
소스 멀티캐스트 주소가 모든 Unified CM 클러스터에 고유해야 합니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이름에서처럼 WAN 을 통한 클러스터 배포에도 다른 멀티사이트 배포와 동일한 유형의 저속 WAN
링크가 포함되므로 G.729 코덱 , 멀티캐스트 전송 메커니즘 및 이러한 링크를 통과하는 MoH 트래
픽의 솔리드 QoS 에 대한 동일한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
또한 이러한 유형의 구성에서 WAN 의 양쪽에 MoH 서버 리소스를 배포해야 합니다 . WAN 오류 발
생 시 WAN 의 양쪽에 있는 장치는 로컬로 배포된 MoH 서버에서 MoH 오디오 스트림을 계속 수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MoH 를 적절하게 중복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WAN 의 양쪽에 있
는 장치는 해당 MRG 에 적어도 한 개의 로컬 리소스에서 높은 우선 순위로 지정된 MoH 리소스의
우선 순의 목록이 있는 MRGL 을 가리켜야 합니다 . 주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주 서버에서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 MRG 에 대해 추가 MoH 리소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 WAN 의 로컬
쪽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목록에서 적어도 한 개의 MoH 리소스가 WAN 의 원격 쪽
에 있는 MoH 리소스를 가리켜야 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7-47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7장

미디어 리소스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7-48

2018 년 3 월 1 일

8

장

협업 엔드포인트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Cisco 협업 배포에서는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P 환경에서 일반적인 아날로그
전화를 지원하는 게이트웨이부터 수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다종다양한 기본 IP 전화기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한 엔드포인트가 지원됩니다 .
엔드포인트를 배포할 때는 인증 , 업그레이드 , 신호 처리 프로토콜 , QoS( 서비스 품질 ) 등 여러 요
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협업 시스템은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여 적절히 설계해야 합니다 .
이 장에는 다양한 협업 엔드포인트 유형이 요약되어 있으며 , 고가용성 , 용량 계획을 포함한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장에 설명된 협업 엔드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아날로그 엔드포인트 , 8−6 페이지

•

사무실 전화기 , 8−8 페이지

•

비디오 엔드포인트 , 8−14 페이지

•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 8−22 페이지

•

무선 엔드포인트 , 8−33 페이지

•

모바일 엔드포인트 , 8−37 페이지

•

Cisco 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8−42 페이지

•

타사 IP 전화기 , 8−43 페이지

위에 나열된 섹션에서는 배포 고려 사항 등 , 각 엔드포인트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그 다
음에는 엔드포인트를 효과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고가용성 , 용량 계획 및 설계 고려 사항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집니다 .
이 장의 내용을 활용하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엔드포인트 유형과 , 각 엔드포인트의 배포에 수반되
는 고차원적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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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8−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8-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Cisco Jabber 및 Cisco Spark Apple iOS 클라 모바일 엔드 포인트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적인 2018 년 3 월 1 일
이언트를 위한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전개 고려 사항 , 8−38 페이지
(APN)
Cisco Jabber 용 OAuth 2.0( 새로 고침 토큰 소프트웨어 기반 끝점에 대한 일반적인 전개 고려 사 2018 년 3 월 1 일
포함 )
항 , 8−29 페이지
모바일 엔드 포인트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적인
전개 고려 사항 , 8−38 페이지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 , 8−17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Cisco IP Phone 8800 Series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 8−9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협업 엔드포인트 아키텍처
그림 8−1 에서 보듯이 다양한 유형의 엔드포인트가 있는 만큼 협업 엔드포인트를 배포할 때 반드
시 고려해야 할 통화 제어 , 협업 서비스 및 미디어 리소스 옵션도 여러 가지입니다 . 협업 엔드포인
트는 음성 및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엔터프라이즈 통화 제어 및 / 또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을 사용합니다 . 또한 협업 엔드포인트는 엔터프라이즈 온 − 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기반
협업 서비스 ( 예 : 음성 메시징 ,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양쪽 모두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이외에도 이들 엔드포인트가 엔터프라이즈 미디어 리소스로부터 획득하는 주요 보조 서비스에는
영상 및 음성 회의 , 트랜스코딩 및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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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Cisco 협업 엔드포인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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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및 영상 통화 서비스를 위해 협업 통화 제어를 배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한
편 각 통화 제어 플랫폼에서는 엔드포인트 등록 , 통화 설정 및 라우팅 서비스 및 프로비저닝된 미
디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엔드포인트와 엔터프라이즈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간의 고급 통화 제어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다음 하위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통화 제어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Cisco Business Edition 및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의 통화 처리에서는 회선측 신호 처리와 트렁크측
신호 처리를 따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트렁크측 신호 처리는 전체 통화 처리 클러스터 또는 라
우터를 다른 서비스 및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 회선측 신호 처리는 엔드포인
트 장치를 통화 처리 플랫폼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는 제공하는 서
비스의 면모가 달라 뚜렷이 구분되며 , 사용자 기반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회선측 인터페
이스입니다 .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및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가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
이 지원하는 2 가지 기본 회선측 신호 처리 프로토콜입니다 . Cisco 엔드포인트는 모두 이들 프로토
콜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합니다 . 두 프로토콜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대략 같다고 보아
도 무방하며 , 어느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지는 사실상 각자의 선호도에 달려 있는 편입니다 . 하
지만 , 모든 새 기능과 Cisco 엔드포인트를 지원하려면 SIP 를 선택해야 합니다 .
Cisco 엔드포인트는 여러 작동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구성해야 전화를 걸고 받거나 애플리케이션
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구성은 통화 처리 서버 또는 라우터에서 미리 수행해야 합
니다 . 엔드포인트가 구성되고 나면 , 통화 처리 플랫폼이 엔드포인트가 사용할 구성 파일을 생성
하여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에 저장합니다 . 엔드포인트 자체는 전원을 켤 때 일
정한 부팅 절차를 거칩니다 . 엔드포인트가 적절한 서버에 등록하기 전에 이 구성 파일을 검색하며
, 그런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는 부팅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 단계
를 실행합니다 .
1.

액세스 스위치에 연결되었을 때 엔드포인트가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해
당 엔드포인트는 스위치에서 전력을 얻으려 시도합니다 (Power over Ethernet 방식 ). 무선 엔드
포인트와 모바일 엔드포인트는 이더넷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
항상 배터리나 전원 콘센트에서 전력을 얻습니다 .

2.

전력을 얻은 다음에는 장치 보안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엔드포인트가 보안 서버 또는 네트
워크 인증 인프라에 자격 증명을 제출합니다 .

3.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 엔드포인트가 엔드포인트의 정적 프로비저닝 또는
DHCP(Dynamic Host Control Protocol) 를 통해 IP 주소 ,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 서버 , 게이
트웨이 주소 등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얻습니다 .

4.

엔드포인트는 정적 프로비저닝 또는 DHCP 옵션을 통해 TFTP 서버 주소도 얻습니다 .

5.

그런 다음 , 엔드포인트가 TFTP 서버 주소를 사용하여 여러 매개 변수 중 엔드포인트가 연결하
고 등록할 수 있는 통화 처리 서버 또는 라우터 , 엔드포인트가 지원해야 하는 디렉터리 번호 등
이 포함된 구성 파일을 얻습니다 .

6.

엔드포인트가 통화 처리 플랫폼에 등록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어떤 엔드포인트를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장의 여러 다른 섹션에 나
열된 엔드포인트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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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엔드포인트 아키텍처

협업 엔드포인트의 SEC 508 적합성
엔드포인트를 선택하고 Cisco 협업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에는 어느 통화 제어 플랫폼을 선택하는
지와 관계없이 , 텔레포니 기능을 장애우 사용자들이 액세스하기 쉽게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때 기준이 되는 법안은 미국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Section 255 및 Section 508
입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를 SEC 508 을 준수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
은 기본적인 설계 지침을 따르십시오 .
•

네트워크에서 QoS( 서비스 품질 ) 및 통화 허용 제어를 활성화하여 음성 및 영상의 품질을 최
적으로 보장합니다 . 이렇게 하면 기업 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루질 수
있습니다 .

•

TTY( 터미널 텔레타이프 ) 장치 또는 TDD( 청각 장애인용 전화 장치 ) 에 연결할 전화에는
G.711 코덱만 구성하십시오 . 오디오 전송에는 G.729 와 같이 비트 레이트가 낮은 코덱도 사용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저속 코덱은 오류율 면에서 TCER( 총 문자 오류율 ) 이 1% 를 웃도는 경우
TTY/TDD 장치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

•

필요한 경우 , WAN 전체에 걸쳐 G.711 용 TTY/TDD 장치를 구성합니다 .

•

최적의 성능을 위해 에코 제거를 활성화합니다 ( 켭니다 ).

•

VAD( 음성 활동 감지 ) 는 TTY/TDD 연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 비
활성화할 수도 있고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Cisco 에서는 Unified CM 통화 제어에서
VAD( 묵음 압축이라고도 함 ) 를 비활성화 상태로 두고 , H.323 및 Cisco IOS SIP 다이얼 피어
(dial−peer) 에 no vad 명령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

Unified CM 에서 적절한 지역 및 장치 풀을 구성하여 TTY/TDD 장치에서 항상 G.711 코덱을 사
용하도록 합니다 .

•

TTY/TDD 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 직접 연결 ( 권장되는 방법 )

RJ−11 아날로그 회선이 옵션이 포함된 TTY/TDD 를 Cisco FXS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
FXS 포트가 있는 모든 Cisco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는 이 연결 방
법을 권장합니다 .
– 음향 결합

IP 전화 수화기를 TTY/TDD 의 결합 장치에 놓습니다 . 음향 결합은 , 결합 장치가 일반적
으로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전송 오류에 더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RJ−11 연결보다 신뢰성이 낮습니다 .
•

AMWI( 음성 메시지 대기 중 표시 ) 를 위한 스터터 신호음이 필요한 경우 아날로그 전화기를
Cisco VG Analog Gateways 또는 ATA(Analog Telephony Adaptor) 의 FXS 포트와 함께 사용합니
다 . 또한 , 대부분의 Cisco IP Phone 은 스터터 신호음을 지원합니다 .

•

몰입형 Cisco TelePresence 룸을 배포하는 경우 , 휠체어 및 기타 보조 기구가 들어가고 방해 없
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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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엔드포인트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는 대체로 팩스 머신 , 모뎀 , TDD( 청각 장애인용 전기통신 장치 )/TTY( 텔레
타이프라이터 ) 및 아날로그 전화와 같은 아날로그 장치를 VoIP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 해당 아날
로그 신호를 패킷으로 나누어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데 쓰입니다 . 또한 아날로그 게이트웨
이는 PSTN 및 PBX, 주요 시스템 등 기타 기존의 텔레포니 장비와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합니다 . 아날로그 게이트웨이에는 Cisco IOS 라우터 기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또는 서비
스 모듈은 물론 고정 포트 독립 실행형 게이트웨이가 포함됩니다 .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는 주로
Cisco Unified CM, Cisco Business Edition, Unified CM Express 및 심지어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까지 사용하여 통화 제어 , 보조 서비스에 이용하며 일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등
록 및 구성에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 여러 Cisco 아날로그 게이트웨이에 걸쳐 지원되는 통
화 제어 프로토콜에는 SIP, H.323, SCCP,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가 있습니다 .

독립 실행형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Cisco ATA(Analog Telephony Adapter), Cisco VG 시리즈 게이트웨이 등 Cisco 독립 실행형 아날로
그 게이트웨이는 팩스 머신 , 모뎀 , TDD/TTY, 페이징 시스템 , 아날로그 전화기 등 아날로그 장치
는 물론 IP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이더넷 포트를 위한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독립 실행형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는 FXS 아날로그 텔레포니 인터페이스 포트 유형만을 지
원합니다 .
Cisco ATA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ATA 190 시리즈의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ata−190−series−analog−telepho
ne−adapters/index.html
Cisco VG 시리즈 게이트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vg−series−gateways/index.html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
NM( 네트워크 모듈 ), VIC( 음성 인터페이스 카드 ) 등 Cisco IOS 라우터 기반 아날로그 인터페이
스 모듈은 PSTN 및 기타 기존의 텔레포니 장비 (PBX, 아날로그 전화기 , 팩스 머신 , 주요 시스템
등 ) 를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등 Cisco 멀티서비스 액세스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
Cisco IOS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은 FXS, FXO, T1/E1, E&M, BRI 등 광범위한 아날로그 텔레
포니 인터페이스 포트 유형을 지원합니다 .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의 성공적인 배포를 위해서는 Cisco IOS 버전 지원이 중요합니다 . 인터
페이스 포트 유형 , Cisco IOS 버전 지원 등 Cisco IOS 기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routers/40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
s−isr/datasheet−c78−733646.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8-6

2018 년 3 월 1 일

8장

협업 엔드포인트

아날로그 엔드포인트

아날로그 엔드포인트 배포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는 아날로그 엔드포인트 배포를 위한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아날로그 연결 유형
아날로그 연결 유형은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아날로그 연결의 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 FXS 또는 E&M 인터페이스는 기본 수화기를 위한 벨소리 및 신호음을 제공하며 , FXO 인터페이
스는 PSTN 또는 엔터프라이즈 PBX 에 대한 트렁크 또는 연락 회선 연결에 사용됩니다 . 모든 경우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온훅 또는 오프훅 상태 및 전화 회선의 점유를 나타냅니다 .
FXO 및 FXS 아날로그 연결의 경우에는 루프 기동과 그라운드 기동 , 2 가지 액세스 신호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 사용되는 신호 처리 방법은 궁극적으로 PSTN 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반 유
선 전화 회선은 루프 기동을 사용하지만 , 비즈니스 전화 회선과 트렁크는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기동
에 의존합니다 . 루프 기동 회선은 회선이 사용될 때까지는 회로에 전류를 유지하지 않는 반면 , 그라
운드 기동 회선은 회선에 일정한 전류를 유지합니다 . 그라운드 기동 회선에서 일정한 전류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PSTN 측에 특수 장비가 필요하며 , 따라서 일반적으로 루프 기동 회선보다 더 비쌉니다
. 하지만 , 그라운드 기동 회선의 경우 , 회선에 전류가 손실되면 아날로그 연결의 반대쪽에서 즉시 감
지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또는 PBX 가 연결 및 연결 해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연결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 그라운드 기동 트렁크를 사용하면 ' 글레어 (glare)' 현
상 , 즉 회선에서 착신 및 발신 통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
E&M 인터페이스는 깜박임 시작 , 즉시 시작 등 여러 가지 신호 처리 방법을 지원합니다 . 깜박임
시작은 가장 일반적인 E&M 신호 처리 형태이며 , 통화를 시작한 쪽의 초기 오프훅 표시에 대한 반
대쪽의 " 깜박임 " 시퀀스 ( 온훅 , 오프훅 , 온훅 ) 표시를 확인한 후 인터페이스를 통해 숫자를 전송
합니다 . 이와 대조적으로 , 즉시 시작 신호 처리 방법은 숫자가 전송되기 전 초기 오프훅 표시 후
의 반대쪽 응답보다 잠시 동안의 일시 중지에 의존합니다 .
특정 배포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유형은 궁극적으로 PSTN 공급업체가 지원하는 인터
페이스 또는 내부 아날로그 연결의 경우 배포되는 장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 어떤 경우에든 회선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유형의 아날로그 연결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신호 처리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FXS 또는 FXO 의 경우 , 루프 기동보다 그라운드 기동을 사용하는 편
이 낫습니다 . 여기에서 사용되는 엔드 투 엔드 회선 전류가 끊어지면 즉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 마찬가지로 , E&M 의 경우 , 숫자를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쪽에서 확실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깜박임 시작이 즉시 시작보다 우선 사용됩니다 .
Cisco 아날로그 텔레포니 신호 처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ech/voice/telephony−signaling/index.html

페이징 시스템
일부 IP 텔레포니 배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IP PBX 가 , 사용자가 오버헤드 확성기에 오디오 브로
드캐스트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내선에 전화를 걸 수 있는 페이징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 이러한 오
버헤드 페이징 시스템은 착신자가 수화기 가까이에 있지 않은 작업장 , 주차장 및 개방된 공장 등에
유용합니다 . 페이징 시스템과의 통합은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 포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
Cisco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및 인터페이스 모듈은 FXO, FXS, E&M 등 페이징 시스템 통합에 사용되
는 기존의 모든 아날로그 포트 유형을 지원합니다 . 오버헤드 페이징 시스템과 통합할 때는 통합되는
페이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 포트 유형 , 신호 처리 및 구성을 사
용하도록 하십시오 . 포트 유형 , 신호 처리 및 구성은 궁극적으로 페이징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
E&M 인터페이스를 오버헤드 페이징 시스템에 통합하는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voice/analog−signaling−e−m−did−fxs−fxo/27627−e−
mpag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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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수준 QoS( 서비스 품질 ) 를 구성하는 경우 , Cisco IOS 기반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 예 :
독립 실행형 Cisco VG 시리즈 ) 및 Cisco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모듈을 신뢰하고 그 패킷 표시를 인
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적절한 레이어 3 값을 사용하여 ( 음성 미디어
는 DSCP 46 또는 PHB EF, 통화 신호 처리는 DSCP 24 또는 PHB CS3 으로 ) 음성 미디어 및 신호 처
리 패킷을 표시하며 , 이 값은 음성 미디어 및 신호 처리 표시에 대한 Cisco QoS 권장 사항과 일치
합니다 . 따라서 , 수렴된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인 음성 품질이 보장됩니다 .

사무실 전화기
Cisco IP Phone 포트폴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사무실 전화기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
•

Cisco Unified IP Phone 7900 시리즈 , 8−8 페이지

•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 8−9 페이지

•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시리즈 , 8−10 페이지

•

Cisco DX 시리즈 , 8−10 페이지

Cisco Unified IP Phone 7900 시리즈
Cisco Unified IP Phone 7900 시리즈 엔드포인트는 여러 모델과 기능 세트로 구성됩니다 . 일반적으
로 , Unified IP Phone 7900 시리즈의 모든 전화기는 통화 보류 , 호전환 , 통화 착신 전환 등 동일한
기본 엔터프라이즈 IP 텔레포니 기능을 제공합니다 . 하지만 , 7900 시리즈는 프레즌스 , 메시징 , 이
동성 , 보안 , 기타 네트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IP 기반 전화 서비스 등 일반
적인 엔터프라이즈 IP 텔레포니 기능 이상의 고급 기능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IP 7900 시리
즈는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 등록 및 통신을 위한 SCCP 및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둘 다 지원합
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Expansion Module 7916 과 같은 키 확장 모듈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Unified IP Phone 7900 시리즈 장치에 부가적인 회선 키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행정 담당 보조 인력을 비롯한 다른 여러 사용자들이 본인의 사무실 전화기의 현재 회선 용량
을 초과하는 수많은 회선 전화에 응답하고 / 하거나 , 그러한 회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Unified IP Phone 7900 시리즈 모델은 최대 2 개의 Cisco Unified IP Phone 확장 모듈을 지원하
지만 외부 전원 어댑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하나의 전화기에 2 개의 확장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모듈은 첫 번째 모듈과 동일한 모델이
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79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7900−series/i
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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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P Phone 7800 시리즈
엔드포인트의 Cisco IP Phone 7800 시리즈에는 단일 회선 Cisco IP Phone 7811 부터 더욱 큰 규모의
고급 16 회선 Cisco IP Phone 7861 에 이르기까지 많은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전화기 모델
에는 LCD 디스플레이 , 내장 스피커폰 및 PC 포트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 IP Phone 7800 시리즈
의 모든 전화기는 통화 보류 , 호전환 , 통화 착신 전환 등의 엔터프라이즈 IP 텔레포니 기능을 제공
합니다 . Cisco IP 7800 시리즈는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 등록 및 통신을 위한 SIP 신호 처리 프로토
콜을 지원합니다 .
참고

Cisco IP Phone 7800 시리즈 펌웨어 버전 11.0 (1) 부터 Cisco Expressway X8.7 및 이후 버전까지 ,
7800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VPN 액세스의 대안으로 Cisco Expressway 를 지원합니다 . Expressway
에서는 7800 시리즈 음성 통화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통과를 제공합니다 .
Cisco IP Phone 78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7800−series/i
ndex.html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엔드포인트는 와이드밴드 오디오 지원 기능이 포함된 매우 안전하고
포괄적인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 새로운 Cisco IP Conference Phone 8832 는 왜곡이
적고 낮은 주파수의 선명도와 함께 역동적이고 세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 유선 및
DECT(Digital Equipment Cordless Telephony) 무선 확장 마이크는 회의실 배포에서 360 도 범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8811 부터 8865 까지의 IP Phone 8800 시리즈 개인 엔드포인트에서는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릴리스의 일부 모델 ( 예 : 8845, 8851, 8861 및 8865) 에서는 탑재된
USB 포트를 통해 충전하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외에도 블루투스와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도 지원합니다 . 보기 영역을 최대화하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듀얼 LCD 지원
을 제공하는 새로운 키 확장 모듈 (KEM) 이 8800 시리즈 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새로운 오디오
KEM 및 비디오 KEM 이 소개되었습니다 . 8845 및 8865 에서는 HD 720p 내장 비디오 카메라 지원
도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 IP Phone 8800 시리즈의 모든 전화기는 통화 보류 , 호전환 , 통화 착
신 전환 등의 동일한 엔터프라이즈 IP 텔레포니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Cisco 통
화 처리 플랫폼 등록 및 통신을 위한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참고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펌웨어 버전 11.0(1) 부터 Cisco Expressway X8.7 및 이후 버전까지 ,
8800 시리즈 폰 모델은 공식적으로 VPN 액세스의 대안으로 Cisco Expressway 를 지원합니다 .
Expressway 에서는 8800 시리즈 음성 및 영상 통화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통과를 제공합니
다.

참고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펌웨어 버전 11.5 부터는 8800 시리즈 전화기 모델이 향상된 라인 모델
을 지원하므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회선이나 단축 다이얼과 같은 기능을 모든 10 개의 회선 키에 할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펌웨어 향상 이전에는 5 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라인 키만이 전화기에서 사
용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펌웨어 버전 12.0 은 통화 지정 보류 , 클러스터 간 내선 이동 , 그룹 당겨
받기 및 헌트 그룹의 경우 고급 회선 모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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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P Phone 8800 Serie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기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8800−series/i
ndex.html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시리즈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시리즈는 단일 회선을 지원하는 비용 효율적인 기본 엔드포인트를 제
공하며 기본 엔터프라이즈 IP 텔레포니 기능 및 음소거 , 통화 보류 , 호전환 등 기본적인 보조 기능
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시리즈에는 2− 회선 LCD( 액정 디스플레이 ) 화면 및
( 모델에 따라 ) 반이중 또는 전이중 스피커폰이 있습니다 .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시리즈는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 등록 및 통신을 위한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참고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시리즈에서는 자동 모니터링 및 녹음을 위한 내장 브리지 , 스피드 다
이얼 또는 CTI(Jabber 전화기 제어용 ) 와 같은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Cisco IP Phone 7800 시
리즈나 8800 시리즈는 엔터프라이즈급 텔레포니 기능의 전체 세트가 필요한 환경에 사용하면 좋
습니다 .
Cisco Unified SIP Phone 39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sip−phone−3900−series/
index.html

Cisco DX 시리즈
DX 시리즈 엔드포인트는 통합 Unified Communications, 고해상도 (HD) 비디오 , 협업 애플리케이
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에서는 통합된 7 − 12 인치 ( 모델에 따라
다름 ) 멀티 터치 LCD 디스플레이 및 전면 카메라가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전체 통신에 사용하는
와이드밴드 오디오와 HD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 이 장치는 Android 4.0 운영 체제를 실행하며 예약
, 회사 디렉터리 검색 , 전자 메일 , Jabber IIM and Presence, 시각적 음성 메일 , WebEx 전화회의는
물론 보안 네트워크 연결용 AnyConnect VPN 을 위한 다양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또한 , 이 장치는 개방형 Android 플랫폼으로서 , Google Play 스토
어에 액세스하여 추가 기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
한 엔드포인트는 랩톱 또는 외부 디스플레이 ( 모델에 따라 다름 ) 와 같은 외부 장치 연결을 위한
HDMI, 키보드 , 마우스 또는 유선 헤드셋 장치용 USB, 무선 헤드셋 , 키보드 및 / 또는 마우스를 연
결하거나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를 활용하기 위한 블루투스 등의 액세서리를 연결
하는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
DX 시리즈 엔드포인트는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 등록 및 통신을 위한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는 DX 시리즈를 배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
합니다 .
참고

Cisco DX 펌웨어 버전 10.2.4 부터 DX 시리즈에서는 VPN 액세스에 대한 대안으로 Cisco
Expressway 를 지원합니다 . Expressway 에서는 DX 시리즈 오디오 및 비디오용 엔터프라이즈 방화
벽 통과 외에도 내장 Jabber IM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Cisco DX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desktop−collaboration−experien
ce−dx600−ser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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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사무실 전화기 배포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는 Cisco 사무실 전화기를 배포하는 경우에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
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장 일반적으로 , 그리고 기본적으로 IP 전화기는 하나 이상의 통화 처리 플랫폼에 통합된 TFTP
서버에서 포트 6970 을 사용하는 HTTP 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합니다 . HTTP 를 사용할
수 없으면 , IP 전화기에서 동일한 TFTP 서비스의 UDP 기반 프로토콜인 TFTP 를 사용합니다 . 이
러한 구성 상태에서 , 모든 전화기는 TFTP 서버에서 직접 이미지를 얻습니다 . 이 방법은 전화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또는 모든 전화기가 기본적으로 대역폭이 무제한인 LAN 환경을 갖춘 단
일 캠퍼스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기능을 사용하는 대규모 배포의 경우 , 저속 WAN 링크를 통해 중앙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지점 / 지사 사무실의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WAN 상에 다량의 데이터
트래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파일 집합이 전화기당 한 번씩 여러 번 WAN 을 통과해야 합
니다 . 이러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WAN 대역폭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
니다 . 또한 , TFTP 프로토콜의 특성 상 , 일부 전화기는 업그레이드를 강제로 중단하고 기존 버전
의 코드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업그레이드 도중 Cisco IP Phone 7800, 8800 및 DX 시리즈는 7900 시리즈 전화기와 달리 서비스 상
태를 유지합니다 . 7800, 8800 및 DX 시리즈 전화기는 활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 펌웨어를 다운로
드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며 성공적인 다운로드 후에만 새 펌웨어로 재부팅합니다 .
WAN 상에서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는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 가지 방법은 업그레이드 전용 로컬 TFTP 서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관리자는 지점
/ 지사 사무실 ( 특히 전화기 수가 많거나 , WAN 링크가 빠르지 않거나 강력하지 않은 지점 / 지사
사무실 ) 에 TFTP 서버를 배치하고 , 해당 사무실의 전화기를 새 펌웨어 전용 TFTP 서버를 사용하
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변경하면 전화기가 새 펌웨어를 로컬로 검색합니다 . 이 업그레
이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지점 / 지사의 TFTP 서버에 전화기 펌웨어를 사전 로드
하고 , 영향을 받는 전화기 구성의 서버 로드 매개 변수에서 TFTP 서버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지점 / 지사 라우터를 TFTP 서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WAN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기를 업로드하는 두 번째 방법은 PFS( 피어 파일 공유 )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 일반적으로 지점 / 지사에서 각 모델의 전화기 1 대만이
중앙 TFTP 서버에서 각 새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전화기는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지점 / 지사의 다른 전화기에 배포합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서버 로드 방법에 필요한 수동 로
드 및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PFS 기능은 업그레이드 요청 시 동일한 지점 / 지사 서브넷의 동일한 전화기 모델이 계층 ( 체인 )
형태로 배열되어 있을 때 작동합니다 . 전화기 간에 메시지를 교환하고 실제로 다운로드를 수행할
" 루트 " 전화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배열됩니다 . 루트 전화기가 TCP 연결을 사용하여 체인의 두 번
째 전화기에 펌웨어 파일을 전송하고 , 두 번째 전화기가 체인의 세 번째 전화기에 펌웨어 파일을
전송하며 , 체인의 모든 전화기가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 전체 전화기 펌
웨어를 구성하는 파일마다 다른 루트 전화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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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Power over Ethernet)
인라인 전원 이용 가능 스위치와 함께 사무실 전화기를 배포하면 엔드포인트에서 이더넷 네트워
크 연결을 통해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 따라서 외부 전원 공급장치나 벽면 전원 콘센트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 UPS( 중단되지 않는 전원 공급장치 ) 가 장착된 인라인 전원 이용 가능 스위치를
이용함으로써 PoE(Power Over Ethernet) 이용 가능 IP 사무실 전화기가 정전 시에도 계속해서 전원
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전 기간 동안 텔레포니 네트워크의 나머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IP 전화기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전화기와 인라인 전원 이용 가능 스위치에서 지원하는 사무실 전화기 유형 및 PoE 표준에
따라 , 인라인 전원 스위치의 전력 소요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
으로 주요 확장 모듈 , USB 카메라 등 다른 전력 소모 장치를 연결할 때 발생합니다 . 벽면 전원 콘
센트 및 외부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전화기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액세스 스위치의 인라인 전원 또는 로컬 벽면 전원을 사용하는 것 외에 Cisco Unified IP Phone 전
원 인젝터를 통해 Cisco Unified IP Phone 에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전원 인젝터는 Cisco Unified IP Phone 을 인라인 전원을 지원하지 않는 Cisco 스위치나 타사 스위
치에 연결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전원 인젝터는 대부분의 Cisco Unified IP Phone 과 호환
됩니다 . 전원 인젝터에는 2 개의 10/100/1000 Base−T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 이더넷 포트 하나
는 스위치 액세스 포트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Cisco Unified IP Phone 에 연결됩니다 .

서비스 품질
7800, 8800 및 DX 시리즈는 자동 저장을 통해 메모리를 저장하고 저장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적절한 레이어 3 값을 사용하여 ( 음성 미디어는 DSCP 46 또는 PHB EF, 통화 신호 처
리는 DSCP 24 또는 PHB CS3 으로 ) 음성 미디어 및 신호 처리 패킷을 표시하며 , 이 값은 음성 미디
어 및 신호 처리 표시에 대한 Cisco QoS 권장 사항과 일치합니다 . 따라서 , 수렴된 네트워크에서 전
체적인 음성 품질이 보장됩니다 . 많은 Cisco 사무실 전화기에 데스크톱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으
며 , Cisco 사무실 전화기는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을 분리하여 음성 트래픽은 음성 VLAN 에 , 데스
크톱의 데이터 트래픽은 데이터 VLAN 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에서 전화기
의 PC 포트가 아니라 전화기로 트러스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Cisco DX 시리즈 엔드포
인트와 같이 , 연결된 데스크톱 컴퓨터 없이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모두 생성하는 다목적 장치
의 경우 ,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이 모두 동일한 VLAN 을 통과합니다 . 이러한 경우 , 장치가 음성
VLAN 에 연결되어 있거나 데이터 VLAN 에 연결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 이러한 장치로 트러스트
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신 , 포트 및 프로토콜을 근거로 트래픽을 다
시 표시하면 트래픽이 어느 VLAN 을 통과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트래픽이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Cisco DX 시리즈 등 다목적 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잠재적인 데이터 트래픽 볼륨이 염려되고 실시
간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배포에서는 데이터 VLAN 또는 별도의
VLAN 에 장치를 배포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음성 및 비디오 전용 장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줄어듭니다 . 또한 , 포트 및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패킷을 다시 표시하여 , VLAN 내에서 여전히
이러한 다목적 장치에 의해 생성된 실시간 트래픽에 우선 순위 처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많은 Cisco 사무실 전화기가 LLDP−MED( 미디어 엔드포인트 장치용 링크 레이어 검색 프로토콜 )
를 지원하지만 , VLAN 및 PoE(Power Over Ethernet) 협상의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은 LLDP−MED 에서 제공하는 DSCP 및 CoS 표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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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T 및 Enhanced SRST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 / 지사 위치에 저속 또는 신뢰할 수 없는 WAN
링크를 사용하여 Cisco 사무실 전화기를 배포하는 경우 , 로컬 통화 처리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각 지점 / 지사 위치의 Cisco IOS 라우터에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Enhanced SRST 를 사용하면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에도 사무실
전화기에 대한 기본적인 IP 텔레포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장치가 SRST 에 등록
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 기능의 수는 전화기가 Unified CM 에 등록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

보안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
Cisco 사무실 전화기는 원격 위치에서 VPN 또는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솔루션을 사용해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VPN 기반 연결의 경우 , 사무실 전화기는 엔터프라이즈 에지의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또는 VPN 헤드측 집중 장치로 안전한 VPN 터널을 생성하는 VPN 라우터 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또는 , 일부 전화기 모델은 전화기 자체 내에서 , PC 또는 데이터 트래픽이 아니라 장
치의 음성 트래픽 ( 미디어 및 신호 처리 ) 을 위해 VPN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기본 내장 VPN 클라
이언트를 지원합니다 . 이 경우 , 전화기가 엔터프라이즈 내 Cisco ASA 로의 안전한 VPN 터널을 생
성합니다 . 네이티브 기본 제공 VPN 클라이언트는 Cisco Unified IP Phone 7945, 7965 및 7975 는 물
론 8800 시리즈 전화기를 포함한 특정 전화기 모델에서만 지원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의
내장 VP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curity Guide 의 최신 버
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참고

7800 시리즈는 내장된 VPN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7800 시리즈는 펌웨어 버전 11.0 (1) 부터 익스
프레스웨이 모바일 및 원격 접근을 지원하며 익스프레스웨이 X8.7 및 이후 버전을 지원합니다 .
Cisco IP Phone 7800 시리즈 , IP Phone 8800 시리즈 및 DX 시리즈 엔드 포인트는 시스코 익스프레
스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화벽 통과 솔루션은 Cisco
Expressway−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서버가 음성 및 화상 통화용 통합 CM 통화 제어에 등록하기
위해 제공하는 TLS 리버스 프록시 연결을 기업에 의뢰합니다 .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솔루션 정보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index.html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는 Cisco 하드웨어 엔드포인트와 모바일 장치 간의 프록시미티 기반 연결
을 활용하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
Cisco DX 시리즈와 선별된 8800 시리즈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
트 프록시미티를 이용하려면 DX 또는 8800 엔드포인트와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간에 블루투스 페
어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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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페어링된 모바일 장치에서는 2 가지 기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
•

핸즈프리 오디오: DX 시리즈, 8845, 8851, 8861 또는 8865 IP 엔드포인트 스피커 또는 핸드셋을
통해 한쪽 끝이 휴대 전화인 통화의 오디오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한쪽 끝이 휴
대 전화인 통화의 오디오 재생은 DX, 8845, 8851, 8861 또는 8865 와 모바일 장치 사이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 또한 , 블루투스 페어링된 모바일 장치가 8845, 8851, 8865 또는 DX 시리즈 엔
드포인트에 다른 회선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 블루투스 페어링된 모바일 장치에서 DX 또는
8800 IP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셀룰러 통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연락처 및 통화 기록 공유 : DX 시리즈 , 8845, 8851, 8861 또는 8865 엔드포인트를 사용
하여 모바일 장치 연락처 및 통화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는 블루투스 페어링에 의존하므로 , 모바일 장치에서 애플
리케이션이나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 모든 통신 및 상호 작용
은 표준 기반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생합니다 .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와 8845, 8851, 8861 및 8865 IP 전화기의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
미티 기능 세트는 SNR( 단일 전화번호 연결 ), 원격 대상 및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 2 단계 엔터
프라이즈 전화걸기 및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를 포함한 Unified Mobility 기능 세트와 호환 가능합
니다 . 8845, 8851, 8861 및 8865 IP 전화기의 경우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가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호환됩니다 .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 중인 Jabber 클라이언트가 8845,
8851, 8861 또는 8865 IP 전화기와 페어링된 경우 Jabber 통화의 오디오 부분은 8845, 8851, 8861 또
는 8865 핸드셋 또는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는 반면 통화의 비디오 부분은 계속 Jabber 모바일 클라
이언트에서 재생됩니다 .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의 경우 ,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기능은 Jabber 를 실행 중인 모바일 장치와 페어링된 블루투스의 셀룰러 회선에서만 사용되도록 제
한됩니다 .
DX 시리즈 및 선별된 8800 시리즈 엔드포인트의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기능 세트
에는 펌웨어 버전 10.1.1 이상이 필요합니다 .
참고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펌웨어 버전 11.0 (1)부터 8845, 8851, 8861 및 8865 전화는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 다이얼 규칙을 지원하므로 시스코 VoIP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스마트
폰 연락처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Intelligent Proximity for Mobile Voic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DX 시리즈 및 8800 시리즈 엔드
포인트 제품 설명서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intelligent−proximity.html

비디오 엔드포인트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IP 비디오 텔레포니 기능 및 IP 음성 텔레포니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
므로 , 사용자가 지점 간 영상 통화 및 지점과 다중 지점 간 영상 통화를 걸 수 있습니다 . Cisco 는
다음과 같은 비디오 지원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

Cisco Jabber for Windows 와 같은 Cisco Jabber 소프트웨어 기반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카메라가 내장된 Cisco Unified IP Phones 8800 시리즈 (8845 또는 8865)

•

카메라가 내장된 Cisco DX 시리즈

•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EX, MX, SX, 및 IX 시리즈

•

Cisco Spark 회의실 키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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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모든 조직의 모든 사용자 유형 및 환경에 고품질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지원하는 기능 , 하드웨어 화면 크기 , 엔드포인트가 배포된 환경을 기
준으로 분류됩니다 . 이 섹션에서는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 패밀리를 개인 , 다목적 , 몰입형 엔드
포인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

개인 비디오 엔드포인트
개인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개인 작업 공간을 위한 고품질 , 대면 영상 통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

Cisco Jabber 데스크톱 비디오
Cisco Jabber for Windows 와 같은 Cisco Jabber 소프트웨어 기반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거나 USB 연결 카메라가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경우비디오를 보내고 받
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디오 지원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통화 제어 플랫폼
에 등록하고 Unified CM 통화 제어 플랫폼과 통신하며 , SIP 단일 회선 음성 및 비디오 지원 전화기
로 작동합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보조 등록 중복 메커니즘
을 지원합니다 . Cisco Jabber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비
디오를 처리합니다 . 디코딩 및 인코딩의 품질은 해당 컴퓨터의 CPU 및 메모리 리소스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 8−22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Jabber for Windows 의 비디오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index.html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이 시리즈의 일부 모델 , 특히 8845 와 8865 에서는 통합된 비디오 카메라로 HD 720P 지원을 제공
합니다 . 8865 에서는 내장 USB 포트를 통해 충전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
다는 사실이 8845 와 8865 의 주된 차이점입니다 . 8865 에서는 세 개의 키 확장 모듈도 지원합니다
. 일반적으로 , 8845 와 8865 에서는 통화 보류 , 호전환 , 통화 착신 전환 등의 엔터프라이즈 IP 텔레
포니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 등록 및 통신을 위한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8800−series/i
ndex.html

Cisco DX 시리즈
Cisco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에서는 내장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화면에서 다양한 해상도 및 프레임 레이트의 비디오
를 받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의 비디오 기능은 Cisco 통화 제어 플랫폼 구성 페이지에서 활
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장치는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하고 Unified CM 과 통신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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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X 시리즈 비디오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desktop−collaboration−experien
ce−dx600−series/index.html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EX90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EX90 비디오 엔드 포인트는 개인용 데스크톱 솔루션을 풀 HD ( 고화질
) 화상 통화 및 컨텐츠 공유와 같은 추가 기능을 지원하여 차세대 경험을 제공합니다 . EX90 은 참
석자를 Cisco TelePresence 통화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과 컨텐츠 공유를 위한 듀얼 디스플레이 기
능을 제공하는 다중 사이트 기능을 지원하는 와이드 스크린을 갖추고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EX90 비디오 종단점은 SIP 신호 프로토콜을 통해 Unified CM 과 함께 등
록 및 통신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EX90 비디오 엔드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시
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telepresence−system−ex−series/i
ndex.html

다목적 비디오 엔드포인트
다목적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콘텐츠 공유를 통해 고품질 P2P 또는 멀티포인트 비디오 협
업을 제공하여 크기와 관계없이 어떤 미팅룸이든 텔레프레즌스 룸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System MX 시리즈
Cisco TelePresence 의 MX 시리즈 엔드포인트는 다목적 룸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고도로 통합된 협
업 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사용이 간편하고 설치하기 쉬우며 , 프
레젠테이션하는 동안 영상 통화 및 콘텐츠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 어느 룸이나 기존 회의 공간
도 풀 HD( 고화질 ) 영상 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다목적 회의실로 전환할 수 있는 , 비용 효율적인 엔
드포인트입니다 . MX 시리즈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

MX800 − 단일 또는 이중 70 인치 화면 통합 TelePresence 시스템

•

MX700 − 이중 55 인치 화면 통합 TelePresence 시스템

•

MX300 G2 − 55 인치 화면 통합 TelePresence 시스템

•

MX200 G2 − 42 인치 화면 통합 TelePresence 시스템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Cisco TelePresence System M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telepresence−mx−series/index.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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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
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 엔드포인트는 어떤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라도 강력한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연한 통합 장치입니다 . S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
는 HD 비디오 및 단체 전화회의용으로 설계되었으며 , 룸 크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
다 . SX20 Quick Set 는 비용 효율적인 TelePresence 지원 회의실 솔루션을 찾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 S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
•

SX10 은 통합 카메라가 포함된 일체형 시스템 코덱입니다 .

•

SX20 은 세 개의 카메라 옵션 중 하나를 포함하는 코덱이며 , 다중 사이트 기능을 지원하고
Cisco TelePresence 통화에서 최대 세 명의 참가자를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SX80 은 여러 다른 카메라와 터치 패널 옵션을 지원하는 통합기 패키지를 포함하는 코덱입니
다.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Cisco TelePresence S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telepresence−quick−set−series/i
ndex.html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 엔드포인트에는 모든 회의실 또는 기존 회의 공간을 다용도 회의실로
변환할 수 있는 고도로 통합된 공동 작업실 시스템과 모든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를 강력한 Cisco
TelePresence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통합 장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4K 울트라 HD 비디오 및 스크린 공유 및 다자간 회의를 위해 설계되
었으며 다양한 회의실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

Cisco Spark 회의실 키트는 카메라가 통합된 올인원 시스템 코덱입니다 .

•

Cisco Spark 회의실 키트 플러스는 별도의 코덱이 있는 쿼드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

•

Cisco Spark Room 55 는 55 인치 스크린 TelePresence 시스템입니다 .

•

Cisco Spark Room 70 은 단일 또는 듀얼 70 인치 스크린 통합 TelePresence 시스템입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SIP 신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하거나 HTTPS 를 사
용하여 Cisco Collaboration Cloud 에 등록합니다 .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spark−room−ser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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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형 비디오 엔드포인트
몰입형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 직접적인 텔레프레즌스 비디오 협업
체험을 제공합니다 . 여러 장소에 있는 참가자들이 마치 같은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습
니다 .

Cisco TelePresence IX5000 시리즈
Cisco TelePresence IX5000 시리즈는 업계 최초의 H.265 세 화면 TelePresence 시스템과 " 직접 " 협
업하는 수준을 높입니다 . 이 몰입형 시스템은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매우 쉽습니다 .
시스템은 두 가지 종류 ( 한 줄 6 명 IX5000 시스템 및 두 줄 18 명 IX5200 시스템 ) 가 있습니다 .
이러한 시스템은 세 개의 동시 고화질 (1080p, 60fps) 비디오 스트림과 두 개의 내용 공유 스트림
(1080p, 30fps)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Cisco TelePresence IX5000 시리즈 몰입형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ix5000−series/index.html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일반 배포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는 비디오 엔드포인트 배포를 위한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품질
시스코 비디오 엔드 포인트 (Cisco DX 시리즈 및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디바이스 포함 ) 는 네
트워크 수준의 서비스 품질 (QoS) 을 구성할 때 , 일반적으로 음성 및 영상 패킷 마킹과 관련된 시
스코의 일반적인 QoS 지침 ( 음성 미디어를 DSCP 46 또는 PHB EF, DSCP 34 또는 PHB AF41 과 같
은 데스크 탑 비디오 미디어 , DSCP 32 또는 PHB CS4 와 같은 텔레프레젠스 비디오 미디어 , DSCP
24 또는 PHB CS3 과 같은 호출 신호 ) 를 지원하므로 이러한 장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Cisco DX
시리즈 장치를 포함한 개인용 데스크 탑 비디오 엔드 포인트의 경우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 패킷 모
두 DSCP 34 또는 PHB AF41 로 표시되어 비디오 통화 중립 동기화를 유지합니다 .
엔드포인트 표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네트워크 QoS 구성이 필수적이며 , 네트워크
에서 충분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한 후 네트워크 기반 감시 및 속도 제한을 통해 모든 엔드포인트
가 필요 이상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반 비디오
지원 엔드포인트가 트래픽을 적절히 표시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지침은 미디어를 다시 표시하고 네트워크 내의 트래픽을 Best−Effort 값에서 프로토콜 및
/ 또는 포트 번호를 근거로 적절하고 권장되는 값으로 신호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음성 미디어는
DSCP 46 또는 PHB EF, 영상 통화용 데스크톱 비디오 및 음성 미디어는 DSCP 34 또는 PHB AF41,
텔레프레즌스 비디오 미디어의 경우 DSCP 32 또는 PHB CS4, 통화 신호처리는 DSCP 24 또는 PHB
CS3).
소프트웨어 기반 Cisco Jabber for Windows 의 경우 , Microsoft Windows 그룹 정책을 사용하여 , 음
성 및 비디오 미디어 소스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에 적절한 레이어 3
DSCP QoS 표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Windows 그룹 정책을 사용하는 Cisco Jabber for Windows QoS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Jabber 의 온 - 프레미스 배포 최신 버전의 서비스 품질 구성 정보를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products−install
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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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디오 엔드포인트

일부 Cisco 비디오 지원 엔드포인트는 LLDP−MED( 미디어 엔드포인트 장치용 링크 레이어 검색
프로토콜 ) 를 지원하지만 , VLAN 및 PoE(Power Over Ethernet) 협상의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LLDP−MED 에서 제공하는 DSCP 및 CoS 표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
비디오 엔드포인트 대역폭 사용량 및 QoS 표시와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N QoS( 서비스 품
질 ), 3−3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VLAN 간 라우팅
음성 및 데이터 VLAN 분리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경우 , 소
프트웨어 기반 비디오 지원 엔드포인트는 물론 리소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하드웨어 기반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는 기
본적으로 데이터 VLAN 에 연결되므로 , VLAN 간 라우팅을 구성하고 허용하여 데이터 VLAN 의
엔드포인트로부터의 음성 트래픽이 음성 VLAN 의 엔드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Cisco TelePresence System 엔드포인트와 같은 하드웨어 기반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데
이터 VLAN 에 배포된 디렉터리 또는 관리 서비스와 같은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
우 , VLAN 간 라우팅을 허용해야 합니다 .

SRST 및 Enhanced SRST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 / 지사 위치에 저속 또는 신뢰할 수 없는 WAN
링크를 사용하여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경우 , 로컬 통화 처리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각 지점 / 지사 위치의 Cisco IOS 라우터에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배포하면 , 중앙 통화 처리
플랫폼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에도 대부분의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IP 텔레포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SRST 에 등록된 경우 이용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 기능의 수는 애플리케이션이 Unified CM 에 등록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적
습니다 . 특히 , SRST 에 등록된 비디오 엔드포인트 장치는 영상 통화 ( 오디오 전용 ) 만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System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경우에는 SRST 가 지원되지 않습니
다 . 그러나 , 폰 로드 펌웨어 9.4.1 이상을 사용하는 시스코 IOS 릴리즈 15.3 (3) M 부터 향상된 SRST
는 WAN 장애 발생시 일부 비디오 엔드 포인트와 비디오 통화를 만들고 수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전화기 모델의 Enhanced SRST 비디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P Phon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보안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VPN 솔루션 또는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원격 위치
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VPN 기반 연결의 경우 , 모든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엔터프라이즈 에지의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또는 VPN 헤드측 집중 장치로 안전한 VPN 터널을 생성하는 VPN 라우터 뒤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Unified IP Phone 8800 시리즈는 네이티브 기본 제공 VPN 클라이
언트를 지원합니다 . 이 클라이언트는 VPN 라우터없이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 ( 미디어 및 신호 )
을 위해 전화기 자체 내에서 VPN 연결을 제공합니다 .
VPN 없는 연결을 위해 , TC 펌웨어 (EX, MX, C 및 SX 시리즈 엔드 포인트 ) 는 물론 DX 시리즈 엔
드 포인트를 실행하는 Cisco TelePresence 엔드 포인트는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
격 액세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화벽 통과 솔루션은 Cisco Expressway E 및
Expressway C 서버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원격 TLS 역방향 프록시 연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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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통화 제어에 등록하고 음성 및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솔루션
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솔루션 정보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index.html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앞서 언급했듯이 ,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는 Cisco 하드웨어 엔드포인트와 모바일 장치 간의 프록
시미티 기반 연결을 활용하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 또는 시스코 DX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음성 기능을 위한
지능형 근접은 DX 엔드 포인트와 셀룰러 또는 스마트 폰 간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사용하므로 핸
즈프리 오디오 및 모바일 연락처 및 통화 기록 공유가 가능합니다 .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및 블루투스 페어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 8−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비디오 상호 운용성
비디오 상호 운용성은 Cisco TelePresence System 비디오 엔드포인트 , 기타 Cisco 협업 비디오 엔드
포인트 , 타사 비디오 엔드포인트 사이의 지점간 통화를 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 지원 기능입니다 .
이전에는 엔드포인트 사이에 비디오 트랜스코더 또는 MCU(Multipoint Control Unit) 등 비디오 구
성 요소를 삽입한 경우에만 여러 비디오 엔드포인트 패밀리 간 상호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
Cisco Unified CM 은 여러 비디오 엔드포인트 패밀리 유형 간에 기본적인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 , 일반적으로 SIP 및 H.323 프로토콜로 H.264 코덱 협상을 사용하여 더 나은 비디
오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며 가능한 경우 엔드포인트가 HD( 고화질 ) 해상도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
용합니다 . 하지만 , 비디오 상호 운용성은 각 엔드포인트가 해당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지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
또한 Cisco TelePresence System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의 상호 운용성을 이용하여 , 설
치된 펌웨어가 이러한 상호 운용성을 지원할 경우 , 비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TelePresence Interoperability Databas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tp−tools−web01.cisco.com/start/
또한 , Cisco Unified CM 은 Unified CM 이 아닌 통화 에이전트와의 고급 상호 운용성을 지원합니
다 . 스크립트 작성을 통해 , Unified CM 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
•

SIP 투명성 —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는 메시지 구성 요소를 통과할 수 있는 기능

•

SIP 정규화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SIP 메시지와 콘텐츠 본문의 변환

비디오 상호 운용성 지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값비싼 하드웨어 기반 DSP 인프라를 배포하지 않고
다양한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 고급 컨퍼런싱 및 트랜스코딩 리소
스 ( 예를 들어 , 멀티포인트 전화회의 참가자가 활성 발언자를 볼 수 있는 활성 프레즌스 ) 를 사용
하면 그 밖에도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 원하는 기능 세트 및 영상 통화 필요에 따라 이러
한 고급 리소스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가 결정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비디오 상호 운용성의 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설명
합니다 .
•

비디오 상호 운용성 아키텍처 , 8−21 페이지

•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 8−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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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상호 운용성 아키텍처
비디오 상호 운용성 아키텍처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
•

Cisco Unified CM 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상호 운용성 지원

•

영상 통화에서 연결되는 2 가지 비디오 엔드포인트 패밀리 유형 (Cisco TelePresence System 비
디오 엔드포인트 , Cisco DX80 또는 타사 엔드포인트 등 기타 Cisco 협업 비디오 엔드포인트 )

다음 섹션에서는 비디오 상호 운용성 지원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

비디오 상호 운용성 테스트 사례 , 8−21 페이지

•

비디오 상호 운용성의 제한 사항 , 8−21 페이지

비디오 상호 운용성 테스트 사례

대부분의 경우 , 독점적인 신호 처리를 사용하지 않고 SIP 또는 H.323 을 지원하는 비디오 엔드포
인트는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는 Cisco 협업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상호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배포된 장치 간 상호 운용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보다 일반적인 상호 운용성의 예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테스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unified/communications/syste
m/ucstart.html
비디오 상호 운용성의 제한 사항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통해 다대다 지점간 영상 통화의 상호 운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 다른 엔
드포인트와 상호 운용될 때 개별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여러 통화 제어 프로토콜이 서로 호환되지 않
아서 기능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되거나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H.323 에
서는 H.264 비디오 미디어 매개 변수가 SIP 에서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H.323 은 프레즌스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SIP 의 경우 프레즌스가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에는 SIP 및 H.323 엔드포인트 구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가
능한 애플리케이션 공유 개념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 SCCP 사용자는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및 H.239 를 SCCP 와 함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PC 화면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Unified CM 의 비디오 상호 운용성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비디오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한 사항 , 8−21 페이지

•

비디오 상호 운용성의 QoS( 서비스 품질 ) 및 통화 허용 제어 고려 사항 , 8−22 페이지

비디오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한 사항

Unified CM 배포의 비디오 상호 운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과 제한 사항이 적용됩
니다 .
•

H.323 또는 SCCP 프로토콜을 비디오 상호 운용성과 함께 사용할 경우 , Unified CM 은 단일
H.264 페이로드만을 지원하며 packetization mode 는 0 으로 간주됩니다 . 이 환경에는 예를 들
어 , 1080p 에는 packetization mode 1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에 1080p 해상도를 사용
할 수 없는 부작용 ( 유일한 것은 아님 ) 이 있습니다 .

•

비디오 상호 운용성 통화에 참여한 H.323 또는 SCCP 엔드포인트가 여러 개의 페이로드를 나타
내는 경우 , Unified CM 은 코덱 프로파일이 가장 낮은 페이로드만을 사용합니다 . 이에 따라 , 통
화에 대해 지원되는 최고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가 선택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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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엔드포인트의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에 level−asymmetry−allowed 매개 변수가
누락된 경우 , Cisco 제품은 엔드포인트가 비대칭 해상도 전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따라서 , 통화 중에 여러 가지 수신 및 송신 비디오 해상도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이 SIP 및 H.323 과 프로토콜 상호 연동을 수행하는 동안 비디오 상호 운용성 기능
을 사용하여 통화가 처리되는 경우 , H.323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SIP 측에서 지정된 , 제안된 동
적 페이로드 번호를 인식해야 합니다 . 즉 , 다른 페이로드와의 재협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영상 통화에서 MTP(Media Termination Point) 나 트랜스코더를 호출하는 경우 Unified CM 은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피드백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

비디오 상호 운용성의 QoS( 서비스 품질 ) 및 통화 허용 제어 고려 사항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도 Unified CM 내 영역 및 위치 구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
영역은 엔드포인트 그룹 간 해상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 이러한 장치가 상호
운용 시 사용하는 해상도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역 설정의 최대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필드는 대역폭의 양 , 따라서 엔드포인트가 협상할 수 있는 해상도를 결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본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사용한 QoS 및 통화 허용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 배포에 대
한 통화 허용 제어 설계 권장 사항 , 13−7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는 클라이언트 데스크톱 컴퓨터에 설치되어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를
위해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과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또한 , 이 엔드포인트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메시징 , 프레즌스 , 디렉터리 액세
스 , 전화회의와 같은 협업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데
스크톱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는 Cisco IP Communicator 및 Cisco Jabber 가 포함됩니다 .

Cisco IP Communicator
Cisco IP Communicator 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엔터프라이즈 IP 전화기 기능을 제공하는 Microsoft
Windows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이 애플리케이션은 원격 사용자 , 재택 근무자 및 기타 모바일
사용자에게 엔터프라이즈 수준 IP 음성 통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IP Communicator 는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 등록 및 통신을 위한 SCCP 와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둘 다 지원합니다 .
Cisco IP Communicato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ip−communicator/index.html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오디오 , 비디오 , 웹 협업 , 시각적 음성 메일 등 협
업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사
용자는 Cisco Jabber 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Cisco IM and
Presence,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WebEx,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호환
디렉터리 등 백 엔드 협업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서비스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는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또는 Cisco WebEx
Messenger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IM and Presence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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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아키텍처
Cisco Jabber for Windows 및 Cisco Jabber for Mac 은 공통된 서비스를 통해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
레즌스 , 오디오 , 비디오 , 웹 협업 , Visual VoiceMail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Cisco 협업 기능을 제
공합니다 . 이러한 공통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단순
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및 추상화 계층을 제공합니다 .
•

Unified CM 에서 음성 및 비디오 소프트폰 클라이언트에 대한 SIP 기반 통화 제어

•

Unified CM 의 CTI 인터페이스에서 사무실 전화기 통화 제어 및 " 클릭하여 전화 걸기 " 서비스

•

소프트폰 클라이언트의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 종료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또는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서 XMPP 를 사용하는 인
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 . Cisco WebEx Meeting Center 는 온라인 미팅 및 이벤트와
같은 호스팅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예약된 오디오 , 비디오 및 웹 전화회의 서비스 보기

•

BFCP( 비디오 데스크톱 공유 ) 또는 WebEx 데스크톱 공유를 사용한 데스크톱 공유

•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또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를 사용한
Cisco Unity Connection 의 Visual VoiceMail 서비스

•

Unified CM UDS(User Data Service), Microsoft Active Directory 또는 기타 지원되는 LDAP 디렉
터리에 의존하는 연락처 관리 또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 경우 WebEx Messenger 서비스

•

Microsoft Outlook 과 같은 Microsoft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가용성 상태 및 메시징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Microsoft Outlook Integration

그림 8−2 에서처럼 서비스 및 API 통신 및 추상화 기능을 통해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 이
러한 서비스 및 API 에 맞게 프로토콜 관리를 조정하고 , 이벤트 알림을 처리하고 , 로컬 시스템 리
소스에 대한 하위 수준 연결 로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배포 유형에 따라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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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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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
Jabber 클라이언트용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는 XMPP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됩니
다 . Cisco 는 다음 제품과 함께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

WebEx Messenger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에 대해 Cisco IM and Presence 또는 WebEx Messenger 서비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ebEx Messenger 서비
스 배포는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를 기반으로 한 온 − 프레미스 배포는 관리자에게 해당 IM and Presence 플랫폼에 대한 직
접 제어 권한을 제공하고 , 다른 프레즌스 서비스에 SIP/SIMPLE 을 사용하여 프레즌스 페더레이션
을 허용합니다 .
각 IM and Presence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전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

Cisco IM and Presence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presence/index.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8-24

2018 년 3 월 1 일

8장

협업 엔드포인트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

WebEx Messenger 서비스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webex−messenger/index.html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통화 제어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두 가지 통화 제어 모드 중 하나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폰 모드 — 컴퓨터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사용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소프트폰 모드에 있으면 Unified CM 에 음성 및 영상 통화 제어
기능에 대한 SIP 엔드포인트로 직접 등록되며 , Unified CM 에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레임워크
장치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 — 오디오 ( 및 지원되는 경우 비디오 ) 에 Cisco IP 사용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인 경우 SI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으며 , 대신 CTI/JTAPI 를 사용하여 통화를 시작 , 모니터링 및 종료하고 , 회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 통화 기록을 제공하며 , 그와 동시에 Cisco Unified IP Phone 을 제어합니
다 . Unified CM 의 Cisco CCMCIP(CallManager Cisco IP Phone) 또는 UDS 서비스는 Jabber 데
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 서로 연관된 장치 목록을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 이 장치 목록은 사
무실 전화기 모드의 클라이언트가 제어하려는 Cisco IP Phone 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

소프트폰 모드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소프트폰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Unified CM 에서 SIP 회선 측에
등록된 장치입니다 . 이는 등록 , 중복 , 지역 , 위치 , 다이얼 플랜 관리 , 인증 , 암호화 , 사용자 연결
등을 포함한 구성 기능을 비롯하여 Cisco Unified IP Phone 의 각종 통화 제어 기능을 모두 활용합니
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 대해 단일 회선 표시를 지원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의 SIP 등록 장치는 Unified CM 클러스터의 크기 조정 계산을 위해 다
른 SIP 등록 엔드포인트처럼 일반 SIP 엔드포인트로 고려해야 합니다 . 소프트폰 모드의 Jabber 데
스크톱 클라이언트는 CCMCIP 또는 UDS 서비스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할 장치 이름을 검
색합니다 .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에서 작동할 때 Cisco Unified IP Phone 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 모니터링하고 , 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CTI/JTAPI 를 사용합니다
. 이 모드에서 음성 통화를 수신하거나 거는 경우 오디오 경로는 Cisco Unified IP Phone 을 통과합
니다 . 영상 통화의 경우 비디오 스트림은 Cisco IP Phone( 카메라가 있는 경우 ) 또는 승인된 카메
라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시작되고 종료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Unified CM 의
CCMCIP 또는 UDS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관된 사용자 장치를 검색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를 사용할 때 Unified CM 배포 계산에 CTI
크기 조정 수를 고려합니다 . 용량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오디오 , 비디오 및 웹 회의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해 예약된 전화회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는 HTTP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오디오 , 비디오 및 웹 기반의 예약된 전화회의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WebEx
Meeting Center 서비스 또는 온 − 프레미스 WebEx Meeting Server 오디오 및 비디오 회의 서비스와
WebEx 클라우드 기반 웹 회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WebEx 미팅 센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다음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nferencing/webex−meeting−cent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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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연락처 관리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연락처 검색 및 정보에 다음 연락처 소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

UDS(User Data Service) 를 통한 Cisco Unified CM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

LDAP 디렉터리 통합

•

WebEx Messenger 서비스

연락처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로컬에 저장하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캐시

•

Microsoft Outlook 과 같은 로컬 주소록 및 연락처 목록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역방향 번호 조회를 사용하여 수신 전화 번호를 연락처에 매핑할 수
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연락처 관리는
LDAP 쿼리에 대해 정의할 검색 기반을 최대 다섯 개까지 허용합니다 .
Cisco Unified CM UDS(User Data Service)

UDS 는 클라이언트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연락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 연락처 데이터를 Microsoft Active Directory 또는 기타 LDAP 디렉터리 소스에서 Cisco
Unified CM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UDS REST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서 직접 해당 연락처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UDS−LDAP 프록시 기능을 로컬 Unified CM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연락처 정보 소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DS−LDAP 프록시를 사용하면 , 연락처 검색이 UDS 에서 계속 처리되지만 , 회사
LDAP 디렉토리로 프록시되며 UDS 는 결과를 재버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달합니다 . 이렇게하면
Jabber 클라이언트가 Unified CM 데이타베이스 내에서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회사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LDAP 디렉터리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 LDAP 디렉터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사용자 프로비저닝 — 디렉터리 통합을 사용하여 LDAP 디렉터리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은 LDAP 디렉터리의 콘텐츠와 동기화되므로 LDAP 디렉터리에서 변경이 발
생할 때마다 사용자 정보를 수동으로 추가 , 제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사용자 인증 — LDAP 디렉터리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모든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하여 클
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인증을 제공합니다 .

•

사용자 조회 — Cisco 클라이언트 또는 타사 XMPP 클라이언트가 LDAP 디렉터리에서 연락처
를 검색할 수 있도록 LDAP 디렉터리 조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WebEx 디렉터리 통합

WebEx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WebEx 디렉터리 통합을 구현합니다 . WebEx 는 기업 디렉터리 정보
의 CSV( 쉼표로 구분된 값 ) 파일을 해당 WebEx Messenger 서비스로 가져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WebEx Messeng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webex−messenger/products−inst
allation−guides−list.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8-26

2018 년 3 월 1 일

8장

협업 엔드포인트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캐시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로컬 주소록 또는 연락처 목록은 물론 이전 디렉터리 쿼리와 이미
목록에 오른 연락처로부터 파생된 연락처 정보의 로컬 캐시도 유지 관리합니다 . 연락처가 이미 캐
시에 있는 경우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디렉터리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가 캐시에
없는 경우에는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디렉터리 검색을 수행합니다 .
디렉터리 검색

로컬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캐시나 연락처 목록에서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처
검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 WebEx Messenger 사용자는 검색 예측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캐시 , 연락
처 목록 및 로컬 Outlook 연락처 목록은 연락처 이름을 입력할 때 쿼리됩니다 . 일치하는 항목이 없
는 경우 검색은 회사 디렉터리 (WebEx Messenger 데이터베이스 ) 에 계속 쿼리합니다 .
Cisco Jabber for Window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index.html
Cisco Jabber for Ma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jabber−mac/index.html

Cisco Spark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Cisco Spark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는 일대일 및 팀 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클라
우드 기반 가상 팀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Spark 클라이언트는 Windows 와 Mac 컴
퓨터에서 실행됩니다 . Cisco Spark 를 통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가상 일대일 또는 그
룹 협업 스페이스에서 Cisco Collaboration Cloud 가 제공하는 암호화된 지속적 보안 메시징 , IP 를
통한 음성 및 영상 통화와 파일 공유 등의 협업 서비스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가 메시징과 파일 공유를 위해 HTTPS 를 사용하여 Cisco Collaboration Cloud 와 통신하는 반면 IP
미디어를 통한 오디오 및 비디오에서는 SRTP 를 사용합니다 .
Cisco Spark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
(802.11 WLAN 또는 모바일 공급업체 데이터 네트워크 ) 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isco Spark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 추가 기능 세부 정보 및 지원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Cisco Spar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support.ciscospark.com/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클라이언트는 Cisco IM and Presence 대신 Microsoft 애플
리케이션에서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의 변형을 지원합니다 .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는 기존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와 통합하여 긴밀
하게 통합된 Microsoft Lync 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를 허용합니다 . 이 솔루션은
표준 기반 오디오 및 비디오 , 통합된 메시징 , 웹 회의 , 사무실 전화기 제어 및 텔레포니 프레즌스
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면서 일관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Microsoft Lync 의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을 확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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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아키텍처
그림 8−3 에서처럼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배포에 대한 솔루션 아키텍처에 오디
오 및 비디오 서비스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
스용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사용자 계정 정보용 Microsoft Active Directory,
PC 오디오 또는 사무실 전화기 제어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및 Microsoft Lync 가
포함됩니다 .
그림 8-3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아키텍처

Microso Oﬃce Communicator
or Microso Lync Client

Microso Outlook

Cisco UC Integraon TM for Microso Lync Client
Voice Mail

IMAP
HTTP
RTP

Voice and Video
Media

RTP
SRTP

Call Control

SIP, TFTP,
CTI, HTTP

Contact Search

IM and Presence

Audio, Video,
Web Conferencing

HTTPS
RTP

LDAP

TFTP
HTTP

MS-SIP
HTTP

CTI Mgr

Unity
Connecon

Uniﬁed CM

Microso
Acve
Directory

Microso
Front-End
Server

348745

CCMCIP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배포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된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주소록의 사용자 정보를 사용합니다 . 사용자가 프레즌스 및 인스턴
트 메시징에 대해 활성화되면 주소록이 생성되고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됩니다 . 관리자가 사용자 디렉터리 번호 정보를 E.164 값 ( 예 : +18005551212) 으로 채우고 ,
사용자 계정 일관성을 위해 Unified CM 에서 LDAP 동기화 및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는 Cisco Unified CM 과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 모
두 연결하여 계정 자격 증명 동기화 규칙을 제공합니다 .
참고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를 사용하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가 아
닌 Microsoft 에서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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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배포 및 구성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를 배포할 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
서는 통화 제어를 제공하는 한편 Microsoft Lync 에서는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를 제공합니
다.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는 관리자가 구성해야 하는 일련의 레지스트리 항목에서
해당 구성 설정을 읽습니다 . 구성 설정을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자동으로 배포하도록 그룹 정책을
통해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서 이러한 레지스트리 구성 설정을 푸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룹 정책이 권장되는 설치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타사 소프트웨어 배포 도구 , 배치 파일 , Vbscript
또는 수동 구성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 템플릿을 사용하여 Microsoft Active Directory 그룹 정책을 확장할 수 있으며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는 관리자가 그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 관리 템플릿이 로드되면 관리자가 레지스트리 구성 설정 (TFTP 서버 , CTI 서버 ,
CCMCIP 서버 , 음성 메일 및 LDAP 서버 ) 에 대해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구성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그룹 정책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이러한 그룹 정책이 다른 조직 단위에 적용되는 방법 및 위치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정책 관점에서는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를 배포
할 때 Microsoft 텔레포니 모드 정책을 IM and Presence Only 및 DisableAVConferencing 으로 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클라이언트 정책 변경은 Microsoft Lync 사용자 환경에 표시할 단일
통화 옵션 세트에만 허용됩니다 .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배포는 설치하는 cisco−presence−states−config.xml 파일에
사용자 정의 프레즌스 상태가 정의 및 배포되도록 허용합니다 . 하지만 Microsoft Lync 에서 다음 레
지스트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용자 정의 프레즌스 상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이 파일을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와 같은 HTTPs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HKLM\Software\Policies\Microsoft\Communicator\CustomStateURL

소프트웨어 기반 끝점에 대한 일반적인 전개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는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배포를 위한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
니다 .

서비스 품질
Cisco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QoS 표시 모범 사례에 따라 계층 3 에서 트래
픽을 표시하지만 , 애플리케이션이 트래픽을 제대로 표시해도 기본 운영 체제나 하드웨어에서 표
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데스크톱 컴퓨터의 트래픽 표시는 대개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 일반적으로 이 트래픽 표시는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는 즉 모든 트래픽 흐름
은 프로토콜 및 / 또는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다시 표시해야 하며 , 실시간 트래픽 흐름은 모범 사례
를 근거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여기에는 음성 전용 통화 미디어는 DSC 46 또는 PHB EF,
영상 통화 미디어 ( 음성 포함 ) 는 DSCP 34 또는 PHB AF41, 통화 신호 처리는 DSCP 24 또는
PHB CS3 으로 다시 표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이렇게 표시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절히 구
성하면 음성 전용 통화 미디어의 우선 순위 처리 및 영상 통화 미디어와 통화 신호 처리 전용 대역
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트래픽을 다시 표시하는 것 외에 , Cisco 는
네트워크 기반 감시 및 속도 제한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가 너무 많은 네트워크 대역
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러한 일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 엔드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하여 일반 통화에 예상되는 것보다 많은 음성과
비디오 미디어 및 신호 처리 트래픽을 생성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데스크톱 컴퓨터 네
트워크 트래픽 표시를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 관리자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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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컴퓨터 표시를 신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패킷을 다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렇다 해도 엔드포인트가 오작동할 경우를 대비해 네트워크 기반 감시와 속도 제한을 실행하는
것이 전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반 Cisco IP Communicator 및 Cisco Jabber for Windows 의 경우 , Microsoft Windows
그룹 정책을 사용하여 ,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 소스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
림에 적절한 레이어 3 DSCP QoS 표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Windows 그룹 정책을 사용하는 Cisco Jabber for Windows QoS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Jabber 의 온 - 프레미스 배포 최신 버전의 서비스 품질 구성 정보를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products−install
ation−guides−list.html

VLAN 간 라우팅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VLN 에 배포된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 음성 및 데이터 VLAN 분리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경우 , VLAN 간 라우팅을 구성하고 허용하여 데이터 VLAN 의 엔드포인트로부터의 음
성 트래픽이 음성 VLAN 의 엔드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SRST 및 Enhanced SRST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 / 지사 위치에 저속 또는 신뢰할 수 없는 WAN
링크를 사용하여 Cisco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경우 , 로
컬 통화 처리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각 지점 / 지사 위치의 Cisco IOS 라우터에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배포하면 , 중앙 통화 처리 플랫폼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기
반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IP 텔레포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데스크톱 소
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가 SRST 에 등록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 기능의 수
는 애플리케이션이 Unified CM 에 등록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

보안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
Cisco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는 VPN 솔루션 또는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VPN 기반 연결의 경우 ,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는 엔터프라이즈 에지의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또는 VPN 헤드측 집중 장치로 안전한 VPN 터널을 생성하는 VPN 라우터 뒤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원격 보안 연결은 음성과 비디오 미디어 및 신호 처리 트래픽은 물론 개인
용 컴퓨터로부터의 모든 트래픽을 보호합니다 . 그 결과 , 컴퓨터로부터의 모든 트래픽이 엔터프라
이즈 네트워크 에지를 통과하게 되며 , 이는 해당 트래픽의 궁극적인 목표지가 인터넷이라 하더라
도 무관합니다 .
또는 ,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
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화벽 통과 솔루션은 Cisco Expressway E 및 Expressway C 서버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원격 TLS 역방향 프록시 연결을 통해 Unified CM 통화 제어에 등
록하고 음성 및 영상 통화를 하고 IM and Presence, 음성 메일 , 디렉터리 액세스 등 엔터프라이즈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
격 액세스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솔루션 정보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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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다이얼 플랜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를 배포할 경우에는 다이얼 플랜 및 번호 정규화 고려 사항을 반드시
숙고해야 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연락처 검색 , 확인 및 추가하는 데 디
렉터리를 사용합니다 . 그러한 연락처와 관련된 번호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확인하여 전화를
걸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
배포는 디렉터리 및 Unified CM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에 회사 , 휴대폰 및 집 전
화 번호에 대한 E.164 번호 지정 ( 예 : +18005551212) 이 포함되어 있고 Unified CM 에도 E.164 다
이얼 플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추가로 다이얼 규칙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최소화됩니다 . 모
든 조회 , 확인 및 전화 걸기 이벤트 결과가 E.164 형식의 다이얼 문자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Unified CM 배포를 통해 개인 다이얼 플랜 ( 예 : 5551212) 을 구현한 경우 Unified CM 에서 E.164
번호를 개인 디렉터리 번호로 변환해야 합니다 . 발신 전화는 전화를 걸고 있는 번호 ( 예 :
+18005551212) 를 엔드포인트에서 개인 번호 ( 이 예에서는 5551212) 로 나타내는 Unified CM 변환
패턴에 따라 변환될 수 있습니다 . 착신 전화는 디렉터리 조회 규칙에 따라 변환될 수 있습니다 . 이
렇게 하면 수신 번호 5551212 를 역방향 번호 조회 발신자 ID 로 +1800555121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
개인 번호 지정 플랜 배포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번호 형식 차이를 관리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회사에서 사용한 다이얼 플랜과 LDAP 디렉터리에 저장된 전화 번
호 정보의 변환 패턴 및 디렉터리 조회 규칙을 구성해야 합니다 . 디렉터리 조회 규칙은 디렉터리
조회 키로 사용할 착신 전화 ID 를 다시 포맷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 변환 패턴은 발신 전화를 걸
기 위해 LDAP 디렉터리에서 검색한 전화 번호를 변환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
변환 패턴은 통화가 전송되기 전에 Unified CM 에서 전화를 건 번호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며 , 이
들은 오직 Unified CM 에 의해서만 다뤄집니다 . 변환 패턴은 전화를 건 번호를 조작하는 데 권장
되는 방법입니다 . 변환 패턴 사용 및 다이얼 플랜 관리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은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전화걸기 규칙은 변환 패턴 대체 방법으로 사용하여 전화를 건 번호를 조작할 수 있
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전화걸기 규칙은 사용자가 전화를 건 번호에서 번호를 자동으로 제거하거
나 그 번호로 번호를 추가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은 Unified CM 에 구성되며
Unified CM 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됩니다 . 변환 패턴은 전화를 건 번호를 조작하는 데 권장
되는 방법입니다 .
디렉터리 조회 규칙은 발신자 ID 번호를 디렉터리에서 조회할 수 있는 번호로 변환합니다 . 디렉터
리 조회 규칙은 처음 번호와 번호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변환한 번호를 지정합니다 . 디렉터리 조
회 규칙은 Unified CM 에서 구성되며 Unified CM 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됩니다 .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연락처 정보를 통해 전화를 걸기 전에 전화를 걸 전화 번호에서 글자
나 숫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 이 애플리케이션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고 전화걸기 규
칙을 적용합니다 . 글자에서 숫자로 매핑하는 방식은 로캘에 따라 각기 다르며 , 해당 로캘의 일반
전화 키패드에 있는 글자에 상응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 영어 로캘의 경우 1−800−4UCSRND 는
18004827763 으로 변환됩니다 .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전화를 걸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변환
한 번호를 보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8-31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8장

협업 엔드포인트

연락처 소스
Windows 용 Cisco Jabber 및 Mac 용 Cisco Jabber 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검색을 사용하여 Microsoft
Active Directory 를 포함한 LDAP v3 호환 디렉터리에 자동으로 연결하고 인증하는 CDI(Cisco
Directory Integration) 를 사용합니다 .
사용자 정의 특성 매핑이 필요한 LDAP 디렉터리와 통합하기 위해 Unified CM 서버에서 클라이언
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성 파일에 이러한 특성 매핑을 만들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는 Unified CM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LDAP 디렉터리와 동
기화될 수 있음 ) 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는 Unified CM UDS(User Data Service) 도 지원
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회사 방화벽 외부에 있고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
스를 통해 연결할 때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자동으로 UDS 를 사용합니다 .
또한 Jabber for Windows 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Microsoft Outlook 클라이언트에 있는 연락처를 검
색할 수 있는 Microsoft Outlook 로컬 연락처를 지원합니다 .

확장 및 연결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용자가 타사 전화를 사용하여 Jabber 에서 전화를 걸거
나 받을 수 있는 확장 및 연결을 지원합니다 . 이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기존 타사 PBX 전화를 사용
하면서 Cisco 협업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및 연결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으며 , 모드
마다 다른 트렁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확장 및 연결에 대한 다이얼 플랜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
니다 . 다이얼 플랜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Jabber
클라이언트가 회사 네트워크 외부에 있으며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연결된 경
우 확장 및 연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새로 고침 로그을 사용한 OAuth
Cisco Jabber 11.9 부터는 클라이언트 인증 및 권한 부여가 OAuth 2.0 인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용이해졌습니다 . 이렇게 하면 실행 및 네트워크 전환 중 로그인 속도가 빨라지고 재인증이 빨라집
니다 . Cisco Unified CM 12.0 및 Unified CM 11.5(1) SU3 이전에 Cisco Jabber 는 배포 내에서 단일
사인온 (SSO) 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OAuth 를 사용했습니다 . OAuth 구현은 인증 토큰을 인증한 다
음 클라이언트에 발급하는 인증 서버 역할을 하는 Unified CM 게시자를 사용합니다 . 새로 고침 토
큰과 함께 이 토큰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협업 서비스를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새로 고침
토큰을 사용하여 만료된 인증 토큰을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OAuth 2.0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 프레임워크 , 16−44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Jabber 클라이언트 인증 및 권한 부여에 OAuth 를 활용하려면 Cisco Unified CM, Unified CM IM and
Presence 및 Unity Connection 에서 새로 고침 로그인 흐름을 사용한 OAuth 서비스 매개 변수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Jabber 클라이언트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OAuth 를 사용하려면 Jabber 용 Expressway−C 클라이언트에서 새로 고침으로 OAuth 토큰에 의한
인증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Cisco Jabber 에서 OAuth 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Collaboration Solution 릴리스 12.0 을 사용하여 OAuth 배포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products−install
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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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엔드포인트
Cisco 무선 엔드포인트는 802.11 WLAN( 무선 LAN) 인프라에 의존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IP 텔
레포니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엔드포인트 유형은 단일 기업 위치 내 , 기업 위치 간 또는 일반 유선
전화기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환경 간을 이동하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
Cisco 는 다음과 같은 VVoWLAN(WLAN 을 사용하는 음성 및 비디오 ) IP 전화기를 제공합니다 .
•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8821, 7925G, 7925G−EX 및 7926G 를 포함한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

Cisco IP Phone 8861 및 8865

•

Cisco DX 시리즈

이 전화기들은 모두 무선 안테나가 내장된 하드웨어 기반 전화기입니다 .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7925G, 7925G−EX 및 7926G 는 네트워크에 대한 802.11b, 802.11g 또는 802.11a 연결을 가능
하게 합니다 .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8821 및 Cisco IP Phone 8861 및 8865 는 802.11a, 802.11b,
802.11g, 802.11n 및 802.11ac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 시스코 DX 시리즈 엔드 포인트는 802.11a,
802.11b, 802.11g 및 802.1n 무선 연결 1 을 지원합니다 .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7925G,
7925G−EX 및 7926G 는 SCCP 신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 시스코 통화 처리 플랫폼을 등록하고 통
신합니다 .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8821, Cisco IP Phone 8861 및 8865 및 DX 시리즈 엔드 포인
트는 SIP 신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시스코 통화 처리 플랫폼을 등록하고 통신합니다 .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7900−series/i
ndex.html
Cisco IP Phone 88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8800−series/i
ndex.html
Cisco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desktop−collaboration−experien
ce−dx600−series/index.html

무선 엔드포인트에 대한 일반 배포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는 무선 엔드포인트 배포를 위한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무선 주파수 설계 및 현장 조사
무선 엔드포인트를 배포하기 전에 , WLAN RF( 무선 주파수 ) 설계가 동일 − 채널 간섭을 최소화하
면서도 , 장치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양호한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유지하기에 충
분한 무선 신호 수준 및 인접하지 않는 채널 중복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 완전한 현
장 조사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RF 설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데이터 속도가 설정되고 보안 메커니즘
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유형의 안테나가 최적의 통화 범위를
제공하는지 , 어디에 RF 간섭의 원인이 존재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타사 현장 조사 도구를 사용
하는 경우에도 , 안테나 감도 및 조사 적용 범위에 따라 각 엔드포인트 또는 클라이언트 무선 장치
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 무선 엔드포인트 장치 자체를 사용하여 현장 조사를 확인하는 것
이 좋습니다 . Cisco 는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는 무선 엔드포인트는 가능하면 5GHz
WLAN 대역 (802.11a/n) 을 사용하여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5GHz WLAN 은 음성 및 영상 통화
에 대해 더 나은 처리량을 제공하며 간섭이 더 적습니다 .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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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LAN 인프라 , 3−6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보안 : 인증 및 암호화
무선 엔드포인트를 배포할 때는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안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 Cisco 무선 엔드포인트는 WPA, WPA2,
EAP−FAST, PEAP 등 광범위한 인증 및 암호화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WLAN 인프라 및 배포되
는 엔드포인트 장치에 의해 지원되며 , IT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인증 및 암호화 방법을 선택하십
시오 . 또한 , 장치가 네트워크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로밍될 때 활성 음성 및 영상 통화가 유
지될 수 있도록 , 선택한 인증 및 암호화 방법이 CCKM(Cisco Centralized Key Management) 과 같이
빠른 키 재입력 방법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참고

듀얼 밴드 WLAN(2.4GHz 및 5GHz 밴드가 있음 ) 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두 대역을 모두 지원할 경
우 , 802.11b/g 및 802.11a 간에 동일한 SSID 를 사용하여 로밍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일부 장치의
경우 이렇게 하면 음성 또는 비디오 경로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음
성 및 비디오 통신에 하나의 대역만 사용하십시오 .

무선 통화 용량
엔터프라이즈 WLAN 내에 무선 장치를 배포하고 무선 장치 로밍을 활성화하는 경우 , WLAN 인프
라의 장치 연결성 및 통화 용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 WLAN 인프라에서 장치의 수나 활성 통화의
수가 과다 신청되면 무선 연결이 끊기고 ,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이 나빠지고 , 통화가 지연 설정되거
나 설정되지 않습니다 . 필요한 통화 용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의 WLAN AP( 액세스 포인트 )
를 배포하면 WLAN 을 통한 음성 및 비디오의 배포를 과다 신청할 확률이 크게 최소화됩니다 . AP
통화 용량은 단일 채널 셀 영역에서 지원 가능한 동시 양방향 스트림의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
VVoWLAN 통화 용량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블루투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802.11g/n(2.4GHz) 채널 셀당 , 또는 24Mbps 이상의 데이터 속
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802.11a/n(5GHz) 채널당 최대 27 개의 동시 VoWLAN 양방향 스트림 .

•

블루투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802.11g/n(2.4GHz) 채널 셀당 , 또는 720p( 고화질 ) 의 비디오
해상도 및 최대 1Mbps 의 비디오 비트 레이트를 가정하는 802.11a/n(5GHz) 채널 셀당 최대 8 개
의 동시 VVoWLAN 양방향 스트림 .

이 통화 용량 값은 RF 환경 , 무선 핸드셋 기능 및 기본 WAN 시스템 기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특정 배포의 실제 용량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동일한 AP 에 연결된 두 무선 엔드포인트 간 단일 통화는 두 개의 동시 양방향 스트림으로 간주됩
니다 .
위의 용량은 비활성된 VAD( 음성 활동 감지 ) 및 20 밀리초 (ms) 의 패킷화 샘플 크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 VAD 는 통화 중에 음성이 인식되지 않을 때 RTP 패킷을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대역폭을
절약하는 메커니즘입니다 . 하지만 VAD( 묵음 압축이라고도 함 ) 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은 때때로 Cisco 통화 제어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는 전역 구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 VAD
가 무선으로 연결된 Cisco Unified IP Phone 에 대해 활성화되면 배포 내 모든 장치에 대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 Cisco 는 전체적으로 더 나은 음성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VAD( 묵음 압축 ) 를 비활
성화된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20ms 의 샘플링 레이트에서 음성 통화는 각 방향으로 50pps( 초당 패킷 수 ) 를 생성합니다 . Cisco
는 거의 모든 경우에 샘플링 레이트를 20ms 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더 큰 샘플 크기 ( 예 : 30
또는 40ms) 를 사용하여 AP 당 동시 통화 수를 늘릴 수 있지만 , 전체적으로 더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 샘플 크기가 크면 , 패킷이 손실될 경우 더 많은 대화가 누락되기 때문에 무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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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내 허용되는 음성 패킷 손실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 음성 샘플링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프로비저닝 , 3−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블루투스 지원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8821, 7925G, 7925G−EX 및 7926G, Cisco IP Phone 8861 및 8865, Cisco
DX 시리즈 엔드 포인트는 블루투스 지원 장치입니다 . 이러한 무선 Cisco IP 전화기 내 블루투스 무
선 장치 또는 모듈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지원합니다 . 또한 , Cisco IP Phone 8845, 8851, 8861, 8865
및 DX 시리즈 엔드 포인트는 핸즈프리 오디오 및 모바일 연락처 및 통화 내역 공유를 위해 블루투
스 페어링 기능이 있는 모바일 음성용 지능형 근접을 지원합니다 . 블루투스 장치는 802.11b/g 장치
와 동일한 2.4GHz 무선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 블루투스와 802.11b/g 지원 장치가 상호 간섭하
여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및 802.11 WLAN 무선 장치는 기본적으로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Cisco IP Phone
8861, 8865 및 시스코 DX 시리즈 엔드 포인트에 공존하며 , 블루투스 및 802.11b/g 무선 장치 간의
무선 간섭을 크게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무선으로 부착된 전화는 가까운 곳에 배치
된 다른 802.11b/g 및 블루투스 무선 장치에 대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802.11b/g WLAN 음
성 및 비디오 장치의 간섭 및 방해 가능성으로 인해 ( 음성 및 비디오 품질 저하 , 등록 취소 , 통화
설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Cisco 는 모든 WLAN 음성 및 비디오 장치를 5GHz 무선 대역을 사
용하는 802.11a, 802.11n 또는 802.11ac 에 배포할 것을 권장합니다 . 5 GHz 무선 대역에 무선 전화
기를 배포하여 블루투스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을 피할 수 있습니다 .
5GHz 무선 대역에 802.11 WLAN 장치를 배포할 수 없고 2.4GHz 무선 대역의 간섭으로 인해 연결
, 기능 또는 음성 및 비디오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포 내에서 블루투스 헤드셋
및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와 같은 블루투스 종속 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Cisco 8851, 8861 및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에서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와 블루투스
를 페어링하는 데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 8−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을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 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전화기의 배터리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

참고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등의 블루투스 헤드셋 및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면
2.4GHz 밴드 (802.11b/g/n) 에 의존하는 인접 무선 클라이언트와 엔드포인트에 간섭이 발생하고 서
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수준의 서비스 품질 (QoS) 을 구성할 때 시스코 무선 엔드 포인트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Cisco IP Phone 8861 및 시스코 DX 시리즈 엔드 포인트 포함 ) 는 신뢰할 수 있으며 패킷 표
시가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권장되는 적절한 레이어 3 값을 사용하여 ( 음
성 미디어는 DSCP 46 또는 PHB EF, 영상 통화의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는 DSCP 34 또는
PHB AF41, 통화 신호 처리는 DSCP 24 또는 PHB CS3 으로 ) 음성과 비디오 미디어 및 통화 신호 처
리 패킷을 표시합니다 . 마찬가지로 , 이러한 장치는 레이어 2 에서 적절히 표시합니다 ( 음성 미디
어 WMM UP( 사용자 우선 순위 ) 6, 영상 통화의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 WMM UP 5, 통화 신호 처
리 WMM UP 4). 이 패킷 표시를 사용하면 수렴된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인 음성 품질이 보장됩니다 .
레이어 2 및 레이어 3 에서의 적절한 패킷 표시에도 불구하고 , Cisco DX80 과 같은 다목적 장치에
서는 대량의 비 실시간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동일한 WLAN SSID 또는 VLAN 에
서 이러한 장치를 뒤섞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이어 2
QoS 표시와 802.11e WMM 에서 함께 노력하여 무선 미디어에 실시간 트래픽을 위하여 더 많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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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과 더 잦은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반면 , 조밀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배포의 경우 DX 시리
즈 엔드포인트와 같은 다목적 장치를 별도의 SSID 로 분리하면 어느 정도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
다 . 하지만 , 다목적 장치용 별도의 SSID 도 Platinum QoS 프로파일로 구성하여 이러한 장치에 의
해 생성된 실시간 트래픽이 무선 인프라 전체에 걸쳐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SRST 및 Enhanced SRST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 / 지사 위치에 저속 또는 신뢰할 수 없는 WAN
링크를 사용하여 무선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경우 , 로컬 통화 처리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각
지점 / 지사 위치의 Cisco IOS 라우터에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배포하면 , 중앙 통화 처리 플
랫폼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에도 무선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IP 텔레포니 서비스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무선 엔드포인트가 SRST 에 등록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
자 측 기능의 수는 Unified CM 에 등록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

장치 이동성
무선 엔드포인트가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의 위치 간을 이동하는 경우 ,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장치의 위치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Cisco Unified CM 장치 이동성 기능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위치 간에 장치를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통화 라우팅 , PSTN 송신 , 코덱 및 미디어 리소스 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장치 이동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이동성 , 21−13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 7925G 와 같은 무선 IP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7900−series/pr
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무선 시스코 8800 시리즈 엔드 포인트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다음에서 전개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unified−ip−phone−8800−series/pr
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Cisco DX 시리즈 엔드포인트를 무선으로 배포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배포 가이드를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desktop−collaboration−experienc
e−dx600−series/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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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엔드포인트
Cisco 모바일 엔드포인트 장치 및 모바일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음성 및 영상 통
화 서비스를 위해 Unified CM 에 등록하고 Unified CM 과 통신합니다 . 이러한 장치 및 클라이언트
는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IM and Presence, LDAP 디렉터리 장치 등 다른 백 엔드 시스템과
통신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 프레즌스 , 회사 디렉터리 통합과 같은 추가 기능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Cisco 은 다음과 같은 모바일 엔드포인트 장치 및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
•

Android 및 Apple iOS 용 Cisco Jabber, 8−37 페이지

•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 , 8−37 페이지

•

Cisco WebEx Meetings, 8−38 페이지 (Android, BlackBerry 및 Apple iOS 장치용 )

•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8−38 페이지 (Android 및 Apple iOS 장치용 )

Android 및 Apple iOS 용 Cisco Jabber
Android 및 iPhone 과 iPad 등 Apple iOS 장치용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스마트
폰 및 태블릿에서 VVoIP(Voice and video over IP) 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통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Android 또는 Apple iOS 장치에서 실행되는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
이션은 SIP 신호 처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하고 Unified CM 과 통신합니다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또한 회사 디렉터리 액세스 , 엔터프라이즈 시각적 음성 메일 ,
XMPP 기반 엔터프라이즈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를 통한 보안 원격 연결과 같은 추가 기능도 제공합니다 .
Cisco Jabber for Android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jabber−android/index.html
Cisco Jabber for iPhone and iPad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jabber−iphone−ipad/index.html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는 일대일 및 팀 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클라우
드 기반 가상 팀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Spark 를 사용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
용자가 Cisco Collaboration Cloud 의 협업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Spark for Android,
iPad 및 iPhone 클라이언트에서는 가상 일대일 또는 그룹 협업 스페이스에서 암호화된 지속적 보안
메시징 , IP 를 통한 음성 및 영상 통화 및 파일 공유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메시징과
파일 공유를 위해 HTTPS 를 사용하고 IP 미디어 트래픽을 통한 오디오 및 비디오를 위해 SRTP 를
사용하여 Cisco Collaboration Cloud 와 통신합니다 .
Cisco Spark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802.11 무선 LAN 또는
모바일 공급업체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 , 추가 기능 세부 정보 및 지원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Cisco Spar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support.ciscos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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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Meetings
Cisco WebEx Meetings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특정 Android, Apple iOS, BlackBerry 및 Windows
Phone 모바일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실행됩니다 . 모바일 엔드포인트는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
여 데스크톱 브라우저 기반 Cisco WebEx Meetings 와 유사한 방법으로 Cisco WebEx Meetings 에 참
가할 수 있습니다 . 이 클라이언트는 참가자 목록 및 공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
Cisco WebEx 음성 및 비디오 회의에 실제로 참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품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nferencing/webex−meetings/index.html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는 Cisco Jabber 모바일 장치 클라이언트에 보안 원격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 ,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및 엔터프라이즈 기반이 아닌 WLAN 을 통해 지속적인
엔터프라이즈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이 클라이언트는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헤드측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Cisco AnyConnect VPN 솔루션을 통해 , Apple iOS
및 Android 모바일 장치에 SSL VPN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AnyConnect 를 사용한 보안 원격 VPN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tsd−products
−support−series−home.html

모바일 엔드 포인트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반적인 전개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는 모바일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 배포를 위한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WLAN 설계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보통 WLAN 에 연결되기 때문에 , 앞서 언급된 모든 WLAN 배
포 고려 사항은 현장 조사별 WLAN RF 설계 및 확인을 포함하여 ,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적
용됩니다 . Cisco 는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는 무선 엔드포인트는 가능하면 5GHz
WLAN 대역 (802.11a/n/ac) 을 사용하여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5GHz WLAN 은 음성 및 영상 통
화에 대해 더 나은 처리량을 제공하며 간섭이 더 적습니다 . 2.4GHz 대역이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 블루투스를 피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이러한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하는 경우 무선 통화 용량 , 8−34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WLAN 채널 셀 음성 전
용 및 영상 통화 용량 수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보안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
Cisco 모바일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는 적절히 배포할 경우 , 원격 위치에서 공용 또는 사설
802.11 Wi−Fi 핫스팟을 사용하거나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모바일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는 VPN 솔루션 또는 VPN 을 사용하
지 않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VPN 의 경우 , Cisco AnyConnect 모바
일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장치 또는 클라이언트를 보안 SSL 터널을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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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Jabber 및 Cisco AnyConnect 배포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보호되는 트래픽입니
다 . 모바일 장치에서 Cisco AnyConnect 모바일 VPN 클라이언트를 Cisco Jabber 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장치와의 모든 트래픽이 암호화된 VPN 터널을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 또는 엔
터프라이즈를 통해 전송됩니다 . 일부 배포의 경우 이러한 동작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isco Jabber 의 경우 , 아마도 바람직한 동작은 Jabber 관련 트래픽만 VPN 터널을 통해 엔터프라
이즈에 전송하고 , 모든 다른 트래픽은 터널 밖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 분할 − 터널 기능을 사용
하면 가능합니다 . 관리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 대상 서브넷을 기반으로 ) 터널을 통과하는 트래
픽과 터널 밖으로 이동하는 트래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Jabber 트래픽만 보호하려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 IM and Presence 클러스터 , 음성 메일 서버 , 디렉터리
서버 및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의 IP 서브넷은 물론 이와 연결되는 모든 엔드포인트가
터널에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 분할 − 포함 정책에는 회사 네트워크 IP 주소 범
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큰 회사의 경우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IP 공간이 인접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이 모든 배포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isco Jabber 와 Cisco AnyConnect 및 분할 − 터널 포함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nyConnect Deployment Guide for Cisco Jabber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asa−5500−series−next−generation
−firewalls/guide_c07−717020.pdf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연결의 경우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Cisco Expressway 솔루
션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화벽 통과 솔루션은 Cisco
Expressway E 및 Expressway C 서버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원격 TLS 역방향 프록시
연결을 통해 Unified CM 통화 제어에 등록하고 음성 및 영상 통화를 하고 IM and Presence, 음성 메
일 , 디렉터리 액세스 등 엔터프라이즈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솔루션 정보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index.html

서비스 품질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는 일반적으로 Cisco 협업 QoS 표시 권장 사항에 따
라 레이어 3 QoS 패킷 값을 표시합니다 . 여기에는 음성 전용 통화 미디어는 DSCP 46 또는 PHB EF,
영상 통화 미디어 ( 음성 포함 ) 는 DSCP 34 또는 PHB AF41, 통화 신호 처리는 DSCP 24 또는
PHB CS3 으로 다시 표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적절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애플리케이
션 레이어 3 패킷 표시에도 불구하고 , 레이어 2 802.11 WLAN 패킷 표시 ( 사용자 우선 순위 또는
UP) 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 일부 장치는 무선 레이어 Layer 2 802.11 UP( 사용자 우선 순위
) 값 ( 음성 전용 통화 미디어 UP 6, 영상 통화 미디어 UP 5 및 통화 신호 처리 UP 3) 을 적절히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장치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레이어
2 무선 QoS 표시가 일관성이 없고 , 따라서 WLAN 상에서 트래픽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으로 신뢰
할 수 없습니다 . Cisco Unified 무선 LAN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배포의 경우 무선 SIP CAC( 통화 허
용 제어 ) 를 활성화하면 레이어 2 WLAN 표시가 잘못되거나 존재하지 하는 문제가 약간 완화될 수
도 있습니다 . SIP CAC 는 미디어 세션 스누핑을 사용하며 다운스트림 음성 및 비디오 프레임이 우
선 순위가 올바로 지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레이
어 3 또는 심지어 레이어 2 패킷 표시가 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 모바일 장치는 데스크톱 컴퓨
터와 똑같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예컨대 데이터 및 실시간 트래픽 양쪽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
형의 트래픽을 생성한다는 면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모바일 장치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협업 엔드포인트 범주에 속합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로
간주되지 않는 배포의 경우 , 트래픽 유형 및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패킷을 다시 표시하여 네트워
크 우선 순위 대기열 처리 및 전용 대역폭이 적절한 네트워크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모바일 장
치 트래픽을 다시 표시하는 것 외에 , Cisco 는 네트워크 기반 감시 및 속도 제한을 통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장치가 너무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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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나 공용 또는 사설 Wi−Fi 핫스팟을 통해 원격으로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연결을 인터넷을 통과하기 때문에 IP 경로에 엔드 투 엔드 QoS 가 없고 , 따라서 모든 트래픽이
Best−Effort 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유형의 연결에서는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SRST 및 Enhanced SRST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 / 지사 위치에 저속 또는 신뢰할 수 없는 WAN
링크를 사용하여 Cisco Jabber for iPhone 과 같은 모바일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는 경
우 , 로컬 통화 처리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SRST 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 하지만 , 대부분의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셀룰러 음성 무선 장치가 장착
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 사용자가 여전히 모바일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화
를 걸 수도 있습니다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설계 및 배포 정보는 Cisco Mobile 클라이언트 및
장치 , 21−7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앞서 언급했듯이 ,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는 Cisco 하드웨어 엔드포인트와 모바일 장치 간의 프록
시미티 기반 연결을 활용하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
Cisco 8851, 8861 및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
티 기능은 IP 엔드포인트와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간의 블루투스 페어링에 따라 다르며 , 핸즈프리
오디오 , 모바일 연락처 및 통화 기록 공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 8851, 8861 및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의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와 Unified Mobility 기능은 호환됩니다 . 또한 8851 및 8861 IP Phone 의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도 Cisco Jabber 와 호환 가능하므로 , IP Phone 8851 및 8861 에서 오디오가 재생되는 한
편 비디오는 Jabber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재생됩니다 .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및 블루투스 페어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 8−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연락처 소스
Cisco Jabber for Android 및 iOS 는 기본적으로 Microsoft Active Directory 등의 LDAP v3 호환 가능
디렉터리와의 통합에 따라 결정되는 CDI(Cisco 디렉터리 통합 ) 을 사용합니다 .
사용자 정의 특성 매핑이 필요한 LDAP 디렉터리와 통합하기 위해 Unified CM 서버에서 클라이언
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성 파일에 이러한 특성 매핑을 만들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는 Unified CM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LDAP 디렉터리와 동기
화될 수 있음 ) 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는 Unified CM UDS(User Data Service) 도 지원합
니다 .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회사 방화벽 외부에 있고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연결할 때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자동으로 UDS 를 사용합니다 .
UDS−LDAP 프록시 기능을 로컬 Unified CM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연락처 정보 소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DS−LDAP 프록시를 사용하면 , 연락처 검색이 UDS 에서 계속 처리되지만 , 회사
LDAP 디렉토리로 프록시되며 UDS 는 결과를 재버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달합니다 . 이렇게하면
Jabber 클라이언트가 Unified CM 데이타베이스 내에서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회사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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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로그을 사용한 OAuth
Cisco Jabber 11.9 부터는 클라이언트 인증 및 권한 부여가 OAuth 2.0 인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용이해졌습니다 . 이렇게 하면 실행 및 네트워크 전환 중 로그인 속도가 빨라지고 재인증이 빨라집
니다 . Cisco Unified CM 12.0 및 Unified CM 11.5(1) SU3 이전에 Cisco Jabber 는 배포 내에서 단일
사인온 (SSO) 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OAuth 를 사용했습니다 . OAuth 구현은 인증 토큰을 인증한 다
음 클라이언트에 발급하는 인증 서버 역할을 하는 Unified CM 게시자를 사용합니다 . 새로 고침 토
큰과 함께 이 토큰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협업 서비스를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새로 고침
토큰을 사용하여 만료된 인증 토큰을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OAuth 2.0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 프레임워크 , 16−44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Jabber 클라이언트 인증 및 권한 부여에 OAuth 를 활용하려면 Cisco Unified CM, Unified CM IM and
Presence 및 Unity Connection 에서 새로 고침 로그인 흐름을 사용한 OAuth 서비스 매개 변수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Jabber 클라이언트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OAuth 를 사용하려면 Jabber 용 Expressway−C 클라이언트에서 새로 고침으로 OAuth 토큰에 의한
인증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Cisco Jabber 에서 OAuth 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Collaboration Solution 릴리스 12.0 을 사용하여 OAuth 배포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products−install
ation−guides−list.html

애플 푸시 알림 서비스 (APN)
iPhone 및 iPad 11.9 이상용 Cisco Jabber 는 백그라운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일 때 수신 통화
및 메시지 알림을 수신하는 APN(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 을 지원합니다 .
이전에는 다른 Jabber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Apple iOS 클라이언트 (iPhone 및 iPad) 용 Jabber
는 클라이언트가 백그라운드로 이동할 때 IP(VVoIP)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유
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접 IP 소켓 유지 관리를 활용했습니다 . Apple 은 알림을 위한 직접 IP 소켓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곧 Apple iOS 장치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iOS 클라이언트에 대해
Jabber 에 알림을 보내려면 APN 이 필요합니다 .
Apple iOS 용 Cisco Spark 는 클라이언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일 때 수신 전화 및 메시지 알림
을 수신하는 APN 도 지원합니다 .
참고

APN 은 비 iOS Cisco Spark 클라이언트 (Android 용 Cisco Spark, Windows 용 Cisco Spark, Mac 용
Cisco Spark) 및 비 iOS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Android 용 Jabber, Windows 용 Jabber, Mac 용
Jabber)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용 AP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hone 및 iPad 의 Cisco Jabber 용 Apple 푸
시 알림 서비스 (APN), 21−97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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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Cisco VXME(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는 Cisco Jabber 협업 경험을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환경으로 확장하여 필수적인 협업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
VXME 는 로컬 플랫폼 ( 씬 클라이언트 ) 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 사용자는 VXME 를 사
용하여 로컬로 종료된 음성 및 실시간 통신을 포함하도록 VDI 세션을 확장하여 , 실시간 미디어 라
우팅을 가상 데스크톱을 통해 우회하면서도 완전히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호스
팅된 가상 데스크톱은 Citrix XenDesktop, Citrix XenApp Published Desktop 또는 VMware View 를
사용하여 , 각각 로컬로 설치된 Citrix Receiver 또는 VMware View Client 를 통해 지원됩니다 . 호스
트 VDI 플랫폼에 관계없이 , 사용자는 Unified Communications 및 VXME 와의 완벽한 통합을 위해
활성화된 , 완전히 통합된 액세서리가 설치된 가상 데스크톱에서 Cisco Jabber 를 사용하여 일관된
음성 , 비디오 및 가상 데스크톱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Cisco VXME(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 시트 및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virtualization−experience−media
−engine/index.html

Cisco 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배포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는 Cisco VXME(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배포를 위한 중요한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가 8021.q Dual VLAN 용으로 설정된 경우 Cisco VXME(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를 위한 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가 802.1q Dual VLAN 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QoS 가 최선 (best−effort) 이 되며 씬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VLAN 에 있어야 합니다 . 트
래픽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QoS 설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ipv6/design−guide−listing.html
음성 및 영상 통화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는 기존의 Cisco Unified IP Phone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
가상 데스크톱에 대한 대역폭 제어 기능은 연결 중개자 설정을 통해 제공됩니다 .

SRST 및 Enhanced SRST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 / 지사 위치에 저속 또는 신뢰할 수 없는 WAN
링크를 사용하여 Cisco VXME 를 배포하는 경우 , 로컬 통화 처리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WAN
장애 발생 시 Jabber 가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로 실행 중인 경우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가 실
행되고 있는 HVD( 호스팅된 가상 데스크톱 ) 는 데이터 센터에 공동 배치된 Cisco Unified CM 와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 하지만 , Cisco Unified CM 와 VXC 제로 클라이언트와 페어링된 데스크
톱 전화기 사이의 연결은 끊깁니다 . 각 지점 / 지사 위치의 Cisco IOS 라우터에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Enhanced SRST 를 사용하면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에도 VXC 클라이언트와 페어링된 데스크톱 전화기에 대한 기본적인 IP 텔레포
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VXME 는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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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IP 전화기
일부 타사 IP 전화기 및 장치는 Cisco 통화 제어 플랫폼과 통합하여 이 섹션에 설명된 , 기본적인 IP
텔레포니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타사 SIP IP 전화기

타사 전화기에는 기능 액세스 단추 ( 고정 또는 가변 ) 와 같이 , 통화 신호 처리 프로토콜과 관계가
없는 특정한 로컬 기능이 있습니다 . 기본 SIP RFC 지원을 통해 특정한 데스크톱 기능을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 특정 기능의 상호 운용도 가능합니다 . 하지
만 , 이러한 타사 SIP 전화기가 Cisco Unified IP Phone 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Cisco 는 Cisco Developer Network 의 일원이며 Cisco Unified CM 및 Unified CME SIP 기능을 활용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주요 타사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accessaphone
ipTTY 라고 하는 , IP 텔레포니를 위한 TTY( 터미널 텔레타이프 ) 또는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Tenacity Operating 입니다 . 이 소프트웨어 기
반 엔드포인트는 타사 SIP 전화기로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하고 Unified CM 과 통신할 수 있습
니다 .
Cisco 의 회선측 SIP 상호 운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프
로그래밍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programming−reference−guides−list.html
Cisco Developer Network 및 타사 개발 파트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개발자 커뮤니티의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

협업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가용성
통화 제어 플랫폼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비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 Cisco 엔드포인트
는 등록 및 통화 제어 서비스 중복을 위한 여러 서버 노드 또는 서버를 사용하려 구성할 수 있습니
다.
Cisco Unified CM 통화 제어의 경우 , 협업 엔드포인트에서 직접 구성을 통하거나 부팅 단계에서
DHCP 를 통해 2 개 이상의 TFTP 서버 주소를 수락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가 부팅될
때 기본 TFTP 서버가 중단되면 , 엔드포인트가 보조 TFTP 서버에서 구성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
다.
각 엔드포인트는 또한 장치 풀과 연결됩니다 . 장치 풀에는 Unified CM 가입자가 하나 이상인
Unified CM 그룹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가입자 명단은 구성파일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전송됩니다
. 엔드포인트는 목록의 첫 번째 ( 기본 ) 가입자에 등록하려고 시도합니다 . 해당 Unified CM 가입자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엔드포인트는 목록의 두 번째 ( 보조 ) 가입자에 등록하려고 시도하며 , 이
런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 한 가입자에 등록된 후 , 엔드포인트는 현재 가입자에 장애가 발생하면
Unified CM 그룹의 우선 순위 목록의 다른 가입자로 장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순위가 더 높
은 가입자가 다시 작동하게 되면 엔드포인트가 해당 가입자에 다시 등록됩니다 .
CTI 를 활용하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예 :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에서 실행 중인 Cisco Jabber 데
스크톱 클라이언트 ) CTI 서비스 중복성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Unified CM Group 구성을 통해 기본 CTIManager 노드에서 보조 CTIManager 노드로 클라이언트 장
애 조치를 제공하도록 여러 Unified CM 노드에서 Cisco CTIManager 서비스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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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클러스터 WAN 전체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
하기 위해 , 엔드포인트가 등록할 수 있는 서버 목록에 , 로컬로 사용 가능한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또는 기타 SRST 나 Enhanced SRST 를 사용하는 Cisco IOS 라우터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WAN 장애 발생 시 , 엔드포인트는 SRST 라우터에 등록되며 중단되지 않는 음성 텔레
포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 SRST 모드에서 지원되는 기능의 수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
Cisco Jabber, Cisco TelePresence System 비디오 엔드포인트 등 일부 엔드포인트는 SRST 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

협업 엔드포인트 용량 계획
Cisco 통화 제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고급 엔드포인트 용량을 제공합니다 .
•

하나의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가 ,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의 일부로 배포하는 경우에
도 , 최대 40,000 개의 SCCP 또는 SIP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의 일부로 배포하는 경우 , 하나의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가 서
버 유형에 따라 최대 2,500 개의 SCCP 또는 SIP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은 최대 200 개의 SIP 엔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

Cisco Unified CM Express 는 최대 450 개의 SCCP 또는 SIP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클러스터 쌍은 최대 10,000 개의 엔드포인트 등록을 지
원합니다 .

위의 숫자는 명목상 최대 용량입니다 . 통화 제어 플랫폼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최대 엔드포인트 수
는 플랫폼이 수행하는 다른 모든 기능 , 사용자의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등에 따라 달라지
며 , 실제 용량은 명목상 최대 용량 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와 기타 사
무실 전화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작업을 위한 CTI 용량이 충분하도록 시스템의 크기를 조정할 때
Unified CM CTI 용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 CTI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대역폭 및 통화 용량과 관련하여 통화 제어 플랫폼 용량 외에도 네트워크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히 Cisco Jabber 를 실행 중인 Android 스마트폰이나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 7925G 와
같은 802.11 무선 연결 장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장치에서는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용량이
물리적 포트 수가 아니라 공유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과 처리량에 따라 결정됩
니다 . 802.11 채널 셀당 음성 및 영상 통화 용량에 대해서는 무선 통화 용량 , 8−34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노드당 플랫폼별 엔드포인트 용량을 포함하여 Cisco 통화 제어 플랫폼의 엔드포인트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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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엔드포인트 관련 설계 고려 사항
다음 목록에는 Cisco 엔드포인트 배포를 위한 전체적인 설계 고려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

아날로그 게이트웨이는 독립 실행형 장치 및 Cisco IOS 멀티서비스 라우터의 통합 인터페이스
모듈로 사용할 수 있으며 , 두 유형 모두 동일한 배포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게
이트웨이 또는 여러 회사 위치에 걸쳐 아날로그 포트 밀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게이트웨이
를 선택하십시오 . 모든 위치에 , 필요한 아날로그 장치를 수용하기에 적절한 포트 용량이 제
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

CTI 모니터링 및 Cisco IP Phone 8800 제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Connected Xfer 를 지원하는
전화의 표준 CTI 제어 및 conf 와 해당 장치와 관련된 최종 사용자 구성에 대한 역할 활성화 시
리즈 및 시스코 DX 시리즈 엔드 포인트 . 이 역할이 활성화된 후에만 CTI 애플리케이션이 전화
기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수 있습니다 .

•

원격 지점 / 지사에 대한 WAN 을 통한 엔드포인트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
원격 위치에 로컬 TFTP 서버를 배포하고 서버 로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지점 / 지사에
위치한 엔드포인트가 이 로컬 TFTP 서버를 가리키도록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또는
, 특정 원격 위치의 모든 장치 또는 대부분의 장치가 동일한 전화기 모델인 경우 PFS(Peer File
Sharing) 기능의 사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

•

Cisco Unified IP 사무실 전화기는 인라인 전원 스위치에 연결되거나 인라인 전원 이젝터와 함
께 배포된 경우 PoE(Power over Ethernet) 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중단 시간을 줄이거
나 외부 전원 공급장치나 전원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려면 인라인 전원의 사용을 고려
해 보십시오 .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지점 / 지사 위치에 저속 또는 신뢰할 수 없는
WAN 링크를 사용하여 Cisco 엔드포인트를 배포하는 경우 , 로컬 통화 처리 중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각 지점 / 지사 위치의 Cisco IOS 라우터에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사용하면 , 중
앙 집중식 통화 처리 플랫폼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에도 사무실 전화기에 대한 기본적인 IP
텔레포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장치가 SRST 에 등록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 기능의 수는 전화기가 Unified CM 에 등록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
다.

•

네트워크 음성 및 데이터 VLAN 분리 기능을 사용한 배포의 경우 , VLAN 간 라우팅을 구성하
고 허용하여 일반적으로 데이터 VLAN 에 연결된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Cisco 소프트
웨어 기반 엔드포인트가 음성 VLAN 의 엔드포인트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이 고려 사
항은 디렉터리 및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VLAN 기반 리소스에 의존하는 음성
VLAN 의 엔드포인트의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

•

무선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는 무선 및 모바일 엔드포인트를 배포하기 전
에 , 적절한 RF 설계를 보장하고 간섭의 원인을 식별하여 제거하기 위해 WLAN 현장 조사를 실
시해야 합니다 . 현장 조사는 WLAN 을 통과하는 통화의 적절한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하
기 위해 필요합니다 .

•

회사의 보안 정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무선 엔드포인트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음성 및 영상 통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빠른 키 재입력 및 인증을 지원하는 WLAN 인증 및
암호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

•

Cisco 는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생성하는 무선 엔드포인트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가
능하면 5GHz WLAN 대역 (802.11a/n/ac) 을 사용하여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5GHz WLAN
은 음성 및 영상 통화에 대해 더 나은 처리량을 제공하며 간섭이 더 적습니다 . 무선 클라이언
트 장치 및 엔드포인트를 연결하기 위해 2.4GHz 대역이 사용되는 경우 , 블루투스를 피해야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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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된 엔드포인트 수를 지원하기에 적절한 네트워크 및 통화 제어 용량을 제공하십시오 .
먼저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7000 의 일부로 전개된 경우에도 통합 CM 클러스터 당 최대
40,000 개의 엔드 포인트가 통화 제어 플랫폼 당 엔드 포인트 등록 및 구성 용량을 고려해야 합
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의 일부로 전개된 경우 , 클러스터 당 2,500 개의 끝점 ; 시
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에 전개된 경우 , 200 개의 SIP 엔드 포인트 ; Cisco Expressway 를
통해 10,000 개의 원격 엔드 포인트 등록 . 그런 다음 , 무선 연결된 장치의 무선 채널당 통화 용
량 및 WLAN 채널 셀당 최대 27 개의 양방향 음성 전용 스트림 또는 최대 8 개의 동시 음성 및
비디오 스트림 또는 통화를 고려하십시오 .

•

협업 엔드포인트가 최종 사용자에게 고품질 음성 및 비디오를 제공하도록 , 엔드 투 엔드 네트
워크 인프라가 적절한 표시 및 재표시 , 트러스트 경계 , 우선 순위 및 전용 대역폭 대기열을 사
용한 대기열 처리 , 속도 제한 , 감시 등 적절한 QoS 정책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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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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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및 영상 통화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것은 IP 텔레포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입니
다 . 일부 유형의 통화 처리 회사나 에이전트에서 이 기능을 처리합니다 . 통화 처리 작업의 중요성
을 고려한다면 , 통화 처리 시스템이 필요한 수의 사용자와 장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 가
능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중단 또는 실패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복원력을 가진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장에서는 Cisco 통화 처리 제품을 사용하여 확장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통화 처리 시스템을 설
계하도록 안내합니다 . 이러한 제품에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가 포함됩니다 . 주로 다음 요소에 중점을 두고 논
의하겠습니다 .
•

크기 — 사용자 , 위치 , 게이트웨이 , 애플리케이션 등의 수

•

성능 — 통화 레이트

•

복원성 — 중복되는 양

특히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

통화 처리 아키텍처 , 9−2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인 통화 처리 아키텍처와 다양한 통화 처리 하드웨어 옵션에 대해 논의
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통화 처리를 위한 고가용성 , 9−12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중복 , 서버 중복 및 로드 밸런싱을 포함하여 통화 처리를 위한 고가용
성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

•

통화 처리를 위한 용량 계획 , 9−21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통화 처리 배포 크기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

통화 처리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 , 9−24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통화 처리 배포를 위한 전체적인 설계 지침과 모범 사례를 요약한 목록을 제공
합니다 .

•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9−26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Cisco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CTI 구성 요소
및 인터페이스 , CTI 기능 및 CTI 프로비저닝 및 용량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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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

통화 처리

다중 통화 처리 에이전트의 통합 , 9−33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으로 Cisco Unified CM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에서 수행되는
다중 통화 처리 에이전트의 통합에 대해 설명합니다 . 또한 Cisco Unified CM 과 Cisco
Unified CME(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의 직접 통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9−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9-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부분 업데이트 및 수정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통화 처리 아키텍처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통화 라우팅 기능을 제
공하는 기본 통화 처리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Cisco 통화 처리 에이전트에
서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CM 은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단일 사이트 배포 ,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 및 / 또는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 대해 통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M 은 Cisco 협업 솔루션의 핵심으로 음성 , 비디오 , TelePresence, IM and Presence,
메시징 , 이동성 , 웹 컨퍼런싱 및 보안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 제공됩니다 .
인터넷에서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워크 및 Unified CM 에 액세스하여 원격 액세스 및 비즈니
스 간 보안 텔레프레즌스 및 비디오 통신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VPN 및 Cisco
Expressway 와 같은 다른 협업 에지 솔루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Cisco TelePresence VCS 는 비디오 엔드포인트 등록 , 통화 처리 , SIP 및 H.323 엔드포인트에 대
한 대역폭을 제공하는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VCS 는 SIP 등록자 , SIP 프록시 서버 ,
H.323 게이트키퍼 및 SIP−to−H.323 게이트웨이 서버 역할을 수행하여 SIP 장치와 H.323 장치
간에 상호 연동을 제공합니다 . 또한 Cisco TelePresence VCS 는 VCS Expressway 와 결합했을
때 NAT/ 방화벽 순회를 사용하여 외부 통신을 제공합니다 .
Cisco 에서는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본 통화 처리 에이전트로 Unified CM 을 배포하도록
권장합니다 .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에는 SIP 를 지원하고 VCS 를 H.323 TelePresence 엔드포인
트와의 전체 기능 상호 운용성 및 타사 비디오 엔드포인트와의 통합에만 사용하는 회의실 기
반의 TelePresence 전화회의 시스템 및 TelePresence 엔드포인트가 포함됩니다 . 이렇게 하면 이
중 통화 제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이얼 플랜 및 통화 허용 제어 복잡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따
라서 이 장에서는 VCS 에 대한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VCS 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10.x SRND 또는 Cisco VCS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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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및 Cisco Unified 통신 메니저 익스프레스 (Unified CME)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BE4K) 은 중소 규모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새로운 사내 , 완전히
클라우드 기반의 오디오 텔레포니 플랫폼입니다 . Cisco Unified 통신 메니저 익스프레스
(Unified CME) 및 Cisco Unified 익스프레스 버츄얼 (vCUE) 로 구동되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은 최대 200 개의 장치에 적합한 저렴한 IP 텔레포니 및 음성 메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시스
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및 7000 과 마찬가지로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은 견적 및 주문 프로세
스를 간소화하고 사전 구성된 하드웨어 , 사전 설치된 라이센스 및 사전로드된 시스코 협업 응
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및 Cisco Unified?CME 는 소규모 단일 사이트 전개 및 대규모 분
산 다중 사이트 전개에 통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또한 Cisco Unified?CME 는 Cisco
Unified?CM 의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전개를 위한 백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원격 사이트의
로컬 통화 처리 엔티티가 필요한 배치에 통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는 표준 Cisco 협업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통화 처리 서비스와 메시징 , 전화회의 및 고객지
원센터와 같은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패키지 협업 솔루션인 Cisco Business Edition 6000 및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및 7000 솔루션은 사전 구성된 하드웨어 , 사전 설치된 라이센스가
있는 하이퍼 바이저 및 사전로드된 및 / 또는 사전 설치된 시스코 협업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견적 / 주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전개를 가속화합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M 및 Cisco
Business Edition 6000H 는 사용자가 최대 1,000 명인 배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은 사용자가 1,000 명 이상인 배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을
통해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크기 조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 그러나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Unified CM 설계 및 크기 조정 지침이 적용됩니다 .

통화 처리 가상화
가상화를 사용하면 여러 Cisco 협업 " 서버 " 또는 " 가상 머신 " 을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에서는 Cisco 협업 서버 또는 가상 머신을 VM, 노드 또는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
이 아키텍처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직접 실행하는 기존 배포보다 확실한 이점
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서버 , 전기 , 냉각 및 랙 공간 비용 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하드웨어
플랫폼의 작업과 유지보수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는 물리적 서버에 직접 설치되어 가상
머신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 Cisco 협업과 함께 필요한 하이퍼바이저는
VMware ESXi Hypervisor 입니다 .
각 가상 시스템은 가상 CPU, 가상 메모리 및 가상 디스크와 같은 가상 하드웨어 리소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리소스는 가상 시스템 템플릿을 패키징하고 배포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기반 방
법인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 를 통해 배포되는 사전 정의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각 협업 애
플리케이션에 대해 정의됩니다 . 다수의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 용량 옵션을 제공하
기 위해 OVA 를 배포할 때 여러 가지 VM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VA 는 Cisco 협업 애플리케
이션을 설치할 때 올바른 가상 하드웨어 리소스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 가상 디스크가 실제 호스트
디스크와 잘못 배열되어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Cisco 협업 통화 처리 에이전트에 대한 가상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isco Unified?CM 은 가상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실행됩니다 . 예를 들어 시스코 UCS 서버에 직
접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

•

Cisco Unified?CME 는 Cisco Unified 서비스 라우터의 시스코 IOS 또는 IOS−XE 소프트웨어 내
에서 실행되며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은 시스코 4321 ISR ( 통합 서비스 라우터 ) 의 시스코 IOS−XE 소
프트웨어에서 실행되며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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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의 가상화를 설계 및 배포할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통화 처리 하드웨어
Cisco Unified?CM 에 대한 하드웨어 옵션에는 테스트된 참조 구성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및 7000 및 사양 기반 하드웨어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
TRC 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서버에 기반을 두고 선택된 하드웨어 구성입니
다 . TRC 는 고정된 하드웨어 구성이며 , 특정 광고된 성능 , 용량 및 애플리케이션 공동 실행 시
나리오에 대해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으로 테스트되고 검증됩니다 . 이는 명시적으로 검증
된 인프라 및 / 또는 가상화 경험이 없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
각 TRC 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은 잘 정의되어 있으며 이 하드웨어 구성과의 허용되는 편차는
매우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 CPU 모델 또는 코어 수를 변경하거나 TRC 의 RAID 구성을 변
경하면 서버 자격이 변경되고 , 서버는 TRC 가 아닌 사양 기반 하드웨어로 간주됩니다 .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및 7000
Cisco Business Edition 6000 및 7000 은 하드웨어 플랫폼 , 가상화 소프트웨어 및 Cisco 애플리
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협업 솔루션입니다 . 하드웨어 플랫폼은 사전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 : 펌웨어 , 드라이버 및 RAID 컨트롤러는 공장에서 미리 구성 ). TRC 처럼 하드웨어 플랫
폼이 특정 용량과 성능을 위해 Cisco Collaboration 애플리케이션으로 테스트되고 검증되었습
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은 BE6000M 및 BE7000H 의 두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 옵션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은 BE7000M 및 BE7000H 의 두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 옵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TRC 및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및 7000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에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

사양 기반 하드웨어
사양 기반 하드웨어 ( 때때로 간단히 " 사양 기반 " 이라 칭함 ) 는 더 유연한 하드웨어 구성을 제
공합니다 . 예를 들어 ,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Cisco UCS TRC 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선택하
고 CPU 모델 , 코어 수 및 RAID 구성을 변경하거나 iSCSI 또는 NAS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원하는 경우 , Cisco 가 아닌 다른 서버 공급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사양 기반 하
드웨어 서버는 서버가 Cisco 이든 아니든 , 다음 VMware 호환성 설명서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
https://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earch.php
사양 기반 하드웨어는 더 유연한 하드웨어 구성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CPU 모델 및 최소 CPU 속도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으며
, 로그 및 통계를 수집하려면 vCenter 가 필요합니다 . 사양 기반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 Cisco
가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드웨어 구성을 명시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음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협업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 호환성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보장할 수 없으며 Cisco Collaboration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참고용입니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voice−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
ions−system/115955−uc−specs−tshoot−00.html 의 문제 해결 TechNote 참조 ).
사양 기반 하드웨어에서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대한 지침을 얻으려면 TRC 또는
Cisco Business Edition 6000 및 7000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
은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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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CME 는 시스코 2900, 3900 또는 4000 시리즈 ISR 과 같은 ISR (Cisco Unified 서비스
라우터 ) 에서 실행됩니다 . Cisco Unified?CME 는 가상 응용 프로그램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라우
터 1000V 의 일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은 시스코 4321 ISR ( 통합
서비스 라우터 ) 에서만 실행됩니다 . Cisco Unified 익스프레스 버츄얼 (vCUE) 으로 구동되는 음성
메일은 UCS−E 모듈이 아닌 시스코 ISR 4321 의 서비스 컨테이너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배포에 적합한 통화 처리 유형 및 플랫폼 결정은 필요한 크기 , 성능 및 중복에 따라 달라집니
다 . 일반적으로 Unified CM 은 광범위한 용량 옵션과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Cisco
Unified CME 는 낮은 수준의 용량 및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중복 및 확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통화 처리를 위한 고가용성 , 9−12 페이지 및 통화 처리를 위한 용량 계획 , 9−21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Unified CM 클러스터 서비스
Cisco Unified CME 는 독립 실행형 통화 처리 애플리케이션인 반면 , Unified CM 은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지원합니다 . Unified CM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서버 노드 그룹이 단일 통화 처리 엔티티 또
는 IP PBX 시스템으로 서로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버 노드 그룹화를 클러스터라고 합니
다 . Unified CM 서버 노드의 클러스터를 설계 제한 내에서 IP 네트워크상에 분산할 수 있으므로 ,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에 공간적 중복과 복원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는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노드가 있습니다 . 이러한 각 서비스
는 동일한 서버 노드의 다른 서비스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소규모 시스템에서는 단일
서버 노드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통화 처리 서비스 및 미디어 리소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합니다 . 클러스터의 크기 및 성능 요구사항이 증가하면 이러한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전용 서버
노드로 이동해야 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서버 노드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
명하며 , 원하는 크기 , 성능 및 복원성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서버 노드를 배치하기 위한 지침을 제
공합니다 .

클러스터 서버 노드
그림 9−1 은 다중 서버 노드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Unified CM 클러스터를 보여줍니다 . 게시자와
가입자 , 두 가지 유형의 Unified CM 서버 노드가 있습니다 . 이러한 용어는 설치 도중 데이터베이
스 관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그림 9-1

일반 Unified CM 클러스터
Publisher
M

M

M

M

M

M

M

M

TFTP Servers
(Subscriber)
MTP, Conferencing,
MoH, and Annunciator
Servers (Subscriber)

191953

Unified CM Servers
(Subscribe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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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게시자는 모든 클러스터의 필수 서버 노드이며 , 그림 9−1 에 나타난 대로 클러스터당 게시자는 하
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버 노드는 첫 번째로 설치될 노드이며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가입자
에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게시자 노드는 구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읽기 및
쓰기 액세스를 가지는 유일한 서버 노드입니다 .
1,250 명 이상의 사용자를 포함한 대형 시스템에서는 관리 작업이 텔레포니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용 게시자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 . 전용 게시자는 노드에서 실행하는 통화 처리 또는
TFT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대신 클러스터 내 다른 가입자 노드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게시자에 대한 VM 구성 선택은 원하는 클러스터 크기 및 성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Cisco 에
서는 게시자가 통화 처리 가입자와 동일한 서버 노드 성능을 갖추도록 권장합니다 .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설치될 때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만 활성화됩니다 . 모든 가입자
노드는 게시자에 가입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복사본을 얻습니다 . 그러나 Unified CM 클러스터
에 대한 초기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의 모든 가입자 노드는 초기화 시 데이터베이스의 로
컬 복사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하면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 초기화 시간을 줄
입니다 . 모든 가입자 노드는 데이터베이스의 로컬 복사본을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 게시자 또는
다른 가입자 노드의 변경 알림에 의존합니다 .
그림 9−1 에 표시된 대로 다중 가입자 노드는 동일한 클러스터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노
드로는 Unified CM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 , TFTP 가입자 노드 , 회의 및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 노드가 있습니다 .

통화 처리 가입자
통화 처리 가입자는 Cisco CallManager Service 를 활성화한 서버 노드입니다 . 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노드가 통화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와 같은 장
치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된 서버에만 등록하고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그림 9−1 에 표시된 대로 ,
다중 통화 처리 가입자가 동일한 클러스터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Unified CM 은 클러스
터당 최대 8 개의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를 지원합니다 .

TFTP 가입자
TFTP 가입자 또는 서버 노드는 Unified CM 클러스터의 부분으로 두 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합니다 .
•

전화 및 게이트웨이와 같은 장치의 구성 파일 , 전화뿐만 아니라 일부 게이트웨이의 업그레이
드를 위한 이진 파일 및 다양한 보안 파일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파일 제공

•

다운로드에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서명되고 일부 경우 암호화된 구성 및 보안 파일
생성

이 기능을 제공하는 Cisco TFTP 서비스는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 노드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1,250 명 이상인 클러스터에서는 구성 변경사항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
TFTP 서비스가 구성 파일을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1,250 명 이상이거나 자주 구
성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는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림 9−1 에 나타난 대로 TFTP 서비스에 특정 가
입자 노드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에서는 통화 처리 가입자용으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VM 구성을 TFTP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
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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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소스 가입자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 또는 서버 노드는 회의 및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와 같은 미디어 서비스
를 엔드포인트 및 게이트웨이에 제공합니다 . 이러한 유형의 미디어 리소스 서비스는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에서 제공되며 ,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 노드에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 보류 또는 임시 보류 상태이거나 , 호전환되거나 , 회의에
추가된 장치에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음악을 제공합니다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
비스 ), 7−17 페이지 참조 )

•

알림 장치 서비스 — 신호음 자리에 잘못 건 번호 또는 통화 라우팅 사용 불가능을 나타내는 알
림을 제공합니다 . ( 알림 장치 , 7−16 페이지 참조 )

•

컨퍼런스 브리지 — 인스턴트 및 영구적 전화회의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반 전화회의를 제공합
니다 . ( 트랜스코딩 , 7−6 페이지 참조 )

•

MTP(Media termination point) 서비스 — H.323 클라이언트 , H.323 트렁크 및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엔드포인트 및 트렁크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MTP(Media Termination
Point), 7−7 페이지 참조 )

미디어 리소스 서비스에 대한 추가 처리 및 네트워크 요구사항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서 미디어 리
소스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Cisco 는 멀티캐스트
MoH 및 알림 장치 서비스에 비전용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를 권장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미디어 리소스 , 7−1 페이지의 장에 설명된 설계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9−1 에
표시된 대로 유니캐스트 MoH 뿐만 아니라 대규모 소프트웨어 기반 회의 및 MTP 에 전용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가 권장됩니다 .

추가 클러스터 서비스
Unified CM 클러스터 내 특정 유형의 가입자 노드뿐만 아니라 , Unified CM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
에서 실행하여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추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 .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관리자

CTI 관리자 서비스는 Cisco CallManager 서비스와 TAPI 또는 JTAPI 통합 애플리케이션 간의 중개
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 서비스는 CTI 를 이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러스터에서 필
요합니다 . CTI 관리자 서비스는 CTI 애플리케이션의 인증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엔드포인
트 라인을 모니터링 및 / 또는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 CTI 관리자는 통화 처리 가입자에서만 활성
화될 수 있으므로 , 한 클러스터에서 최대 8 개의 노드에서 CTI 관리자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CTI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9−26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Cisco Unified CM Assistant, Extension Mobility 및 Web
Dialer 와 같은 Unified CM 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설계
지침은 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 18−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IM and Presence 서
비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협업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20−1 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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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VM 구성 혼합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VM 구성을 혼합할 수 있지만 , 클러스터의 모든 Unified CM 노드에
동일한 VM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Unified CM 게시자에 대해 사용된 VM 구성이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사용된 다른 Unified CM VM 구성보다 작지 않게 하고 , 백업 가입자에 대해
사용된 VM 구성이 기본 가입자에 대해 사용된 VM 구성보다 작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클러스터 내에서 VM 구성을 혼합하는 경우 , 지원되는 전체 클러스터 용량이 클러스터 내의 가장
작은 VM 구성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용량으로 제한되므로 , 다양한 VM 구성 간의 용량 차이를 고
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7.5k VM 구성과 10k VM 구성을 사용하는 두 개의 Unified CM 통화 처리 쌍을 사용하
여 하나의 Unified CM 통화 처리 쌍을 혼합하면 , 지원되는 전체 클러스터 용량은 7.5k VM 구성을
사용하는 모든 노드의 클러스터 용량에 해당합니다 . 이 예에서 3 개의 통화 처리 쌍으로 , 클러스
터 용량은 22.5k 엔드 포인트 (3  7,500) 로 제한됩니다 . 이 클러스터 용량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
하나의 옵션은 별도의 클러스터를 배치하고 해당 클러스터를 SIP 트렁크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

하드웨어 플랫폼과 비즈니스 에디션 플랫폼의 혼합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여러 유형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혼합할 수도 있지만 , 모든 VM 구성
이 모든 서버 하드웨어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VM 구성이 혼합되어 전체 클러스터 용량에 영
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M VM 구성 혼합 , 9−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비즈니스 에디션 6000 플랫폼 믹스의 일부인 경우 , 그뿐만 아니라 , 비즈니스 에디션 6000 솔루션
에 대한 특정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 9-1

BE6000M 과 BE7000 혼합

BE6000M 의 일부로 전개된 Unified CM 은 클러스터 노드 수에 관계없이 1,000 명의 사용자와
1,200 개의 장치로 제한됩니다 . BE7000 의 일부이든 아니든 , 추가 노드가 더 큰 VM 구성을 사
용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리던던시 및 / 또는 지리적 분포
를 제공할 수 있지만 BE6000 크기 조정 규칙으로 인해 클러스터 용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BE6000M 의 Unified CM 클러스터 용량은 노드를 추가할 때 여전히 1,000 명의 사용자 및
1,200 개의 장치로 제한됩니다 . 노드 수에 관계 없이 최대 1,000 명의 사용자 및 2,500 개의 장
치로 제한되는 BE6000H 에도 이와 유사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예 9-2

작은 TRC 및 BE7000 의 혼합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M 또는 6000H 솔루션의 일부가 아닌 TRC ( 작은 테스트된 참조
구성 ) 를 사용하면 노드 용량이 1,000 명의 사용자 또는 장치로 제한되지만 Unified CM 클러스
터의 용량은 1,000 명의 사용자 또는 장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클러스터에 노드를 여러 개
추가하면 1,000 개 이상의 사용자 및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작은 TRC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는 1k 사용자 VM 구성만 지원됩니다 . 따라서 Small TRC 에서 실행중인 일부
Unified CM 노드와 BE7000 에서 실행중인 일부 Unified CM 노드가 동일한 클러스터에 혼합되
어있는 경우 , ( Unified CM VM 구성 혼합 , 9−8 페이지 에 관한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 지원되
는 전체 클러스터 용량은 가장 작은 VM 구성 − 이 경우 1,000 명의 사용자 VM 구성 − 을 사용
하는 노드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용량에 의해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하나의 Unified CM 통화
처리 쌍이 작은 TRC (1k 사용자 VM 구성 ) 에서 실행 중이고 다른 Unified CM 통화 처리 쌍이
BE7000 에서 실행중인 경우 , 지원되는 Unified CM 클러스터 용량은 2,000 명의 사용자 그리고
/ 또는 장치로 (2 제한됩니다 .
다른 공급업체의 서버를 혼합할 수 있지만 , 이 혼합은 사양 기반 하드웨어 정책 하에서 수행되고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 혼합에서는 Unified CM 성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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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내 통신
두 가지 기본 유형의 클러스터 내 통신 또는 Unified CM 클러스터 내 통신이 있습니다 ( 그림 9−2
및 그림 9−3 참조 ). 첫 번째는 모든 장치 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기 위한 메
커니즘입니다 ( 그림 9−2 의 “ 데이터베이스 복제 ” 참조 ). 구성 데이터베이스는 게시자 노드에 저
장되고 복사본은 클러스터의 가입자 노드에 복제됩니다 .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은 게
시자에서 작성된 다음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므로 , 클러스터 구성원 간에 구성이 일관되
고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적 중복이 쉬워집니다 .
사용자 대면 통화 처리 기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최종 사용자 장치가 등록된 가입자 노드
에서 작성됩니다 . 그런 다음 가입자 노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수정을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노
드에 복제하므로 , 사용자 대면 기능에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그림 9−2 의 " 통화 처리 사용자 대면
기능 복제 " 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CFA( 모든 통화 착신 전환 )

•

MWI(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

프라이버시 활성화 / 비활성화

•

내선 이동 로그인 / 로그아웃

•

헌트 그룹 로그인 / 로그아웃

•

장치 이동성

•

최종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상태

•

자격 증명 해킹 및 인증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대면 기능의 복제
Publisher
M

Unified
CM

Publisher

TFTP

M

M

M

M

Unified
CM

M

M

Subscribers
Database replication

Unified
CM

Unified
CM

Unified
CM

TFTP
M

M

Unified
CM

M

M

M

Unified
CM

Unified
CM

Subscribers
Call processing user-facing feature replication

191955

그림 9-2

•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라는 내부 클러스터 통신의 두 번째 유형은 장치 등록 , 위치 대
역폭 및 공유 미디어 리소스와 같은 런타임 데이터의 전파 및 복제를 포함합니다 ( 그림 9−3 참조 ).
이 정보는 Cisco CallManager Service 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의 모든 구성원 ( 통화 처리 가입자 ) 간
에 공유되고 , 클러스터의 구성원과 연결된 게이트웨이 간에 최적의 통화 라우팅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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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Publisher
M

Unified CM

통화 처리

TFTP
M

M

M

Unified CM

M

Unified CM

Unified CM

M

191954

Subscribers
Intra-Cluster Communication Signaling (ICCS)

내부 클러스터 보안
Unified CM 클러스터의 각 서버 노드는 내부 동적 방화벽을 실행합니다 . Unified CM 의 애플리케
이션 포트는 소스 IP 필터링으로 보호됩니다 . 동적 방화벽은 인증되거나 신뢰된 서버 노드에만 이
러한 애플리케이션 포트를 엽니다 . ( 그림 9−4 참조 )
그림 9-4

내부 클러스터 보안
Management Channel
UDP Port 8500
FIREWALL

Subscriber 1
M

M

(Subscriber 1,
Authen. Ports)
ACCEPT
(Subscriber 2,
Authen. Ports)
ACCEPT

Subscriber 2
M

Unauthorized Source

(Any,
Authen. Ports)
DENY

191956

Publisher

이 보안 메커니즘은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의 서버 노드 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가입자들은 클러스터에서 인증을 받은 후 게시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 내부 클러스터 통신과 데이터베이스 복제는 인증된 서버 노드 간에만 발생합니다 . 설치 프
로세스 동안 가입자 노드는 사전 공유된 키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게시자에 인증됩니다 . 인증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
1.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게시자 노드를 설치합니다 .

2.

Unified CM 관리를 사용하여 게시자에 가입자 노드를 구성합니다 .

3.

게시자 서버 설치 동안 사용된 동일한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게시자 노드를 설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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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시자가 설치된 후 , 서버 노드는 UDP 8500 을 사용하여 관리 채널의 게시자에 연결 설정을 시
도합니다 . 가입자는 게시자에 호스트 이름 , IP 주소 등과 같은 모든 자격 증명을 보냅니다 . 설
치 프로세스 동안 사용된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이 인증됩니다 .

5.

게시자는 가입자의 자체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가입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

6.

정보가 올바른 경우 게시자는 가입자를 동적 방화벽 테이블에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추가합
니다 . 가입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

7.

가입자는 게시자에게서 기타 게시자 노드 목록을 가져옵니다 . 모든 가입자는 서로 관리 채널
을 설정하여 메시 토폴로지를 작성합니다 .

일반 클러스터링 지침
다음 지침은 모든 Unified CM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동일한 VM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VM 구성을
혼합할 수 있지만 설계 상 의미와 제한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 Unified CM VM 구성 혼합
, 9−8 페이지에 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동일한 LAN 또는 MAN 내에 클러스터의 모든 구성원을 배치합니다 .

•

클러스터가 IP WAN 에 걸친 경우 IP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 10−43 페이지의 섹션에 지정
된 대로 IP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할 경우 지침을 따르십시오 .

•

Unified CM 클러스터는 20 개 정도의 서버 노드를 포함할 수 있으며 , 이 중 최대 8 개의 통화 처
리 가입자 (Cisco CallManager Service 를 실행하는 노드 ) 가 허용됩니다 . 클러스터 내 다른 서
버 노드가 전용 데이터베이스 게시자 , 전용 TFTP 가입자 또는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

2 노드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클러스터에서 1,250 명의 사용자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1,250 명 이상은 기본 및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에 대한 전용 게시자 및 개별 서버 노드가 권장
됩니다 .

•

Business Edition 6000 은 Unified CM 의 단일 인스턴스 ( 통화 처리를 다루는 Unified CM 게시
자 ) 를 제공합니다 . 추가 Business Edition 6000 서버를 배포하여 Unified CM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공존 애플리케이션에 활성 / 대기 및 로드 밸런싱 형태로 가입자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그
러나 새 노드와 새 하드웨어 플랫폼을 추가해도 용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
및 장치 용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

•

각 Unified CM 노드 인스턴스는 게시자 노드 ,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 , TFTP 가입자 노드 또는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 노드일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당 단일 게시자 노드만 지원됩니다 .

•

가상화를 사용하면 Unified CM 이 더 이상 SMDI(Simplified Message Desk Interface) 통합을 위
한 CMI(Cisco Messaging Interface) 서비스 , 오디오 카드를 사용하는 라이브 MoH 오디오 피드
(MOH−USB−AUDIO=) 에 대한 고정 MoH 오디오 소스 통합 또는 이러한 서버에 대한 플래시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음 대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MoH 라이브 오디오 소스 피드의 경우 , 라이브 오디오 소스 연결을 위해 Cisco IOS 기반 게

이트웨이 멀티캐스트 MoH 사용을 고려합니다 .

– 시스템 설치 로그를 저장할 경우 가상 플로피 소프트미디어를 사용합니다 .
– SMDI(Simplified Message Desk Interface) 통합을 위한 CMI(Cisco Messaging Interface) 서비

스의 대체 옵션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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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를 위한 고가용성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내에서 통화 처리 서비스를 고가용성 방식으로 배포하여 단일 통
화 처리 구성 요소의 실패가 모든 통화 처리 서비스의 사용 불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하드웨어 플랫폼 고가용성
특정 배포의 크기 및 확장성뿐만 아니라 플랫폼 하드웨어의 중복 성격에도 기반을 둔 통화 처리 플
랫폼을 선택하십시오 .
가능하면 이중 전원 공급장치를 포함한 플랫폼을 선택하여 단일 전원 공급장치가 실패해도 플랫
폼이 유실되지 않게 하십시오 . 이중 전원 공급장치를 포함한 플랫폼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원에
연결하여 전원 회로 하나가 실패해도 전체 플랫폼이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중단되지 않는 전원
공급장치 (UPS) 공급원과 이중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면 최대 전원 가용성이 보장됩니다 . 이중
전원 공급장치 플랫폼의 실현이 어려운 배포에서도 Cisco 는 건물 전력이 필요한 수준의 전원 가용
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UPS 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플랫폼 실패는 해당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실행 중인 모든 가상 시스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으므
로 가상화를 배포할 때 하드웨어 플랫폼 고가용성 제공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가능하면 동일한 실
제 서버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인스턴스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
고 , 대신 Cisco UCS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를 사용할 때 이러한 가상 인스턴스를 다중 서버 또는
가능하다면 다중 섀시에서 분산하십시오 .

네트워크 연결 고가용성
IP 네트워크에 연결도 최대 성능과 고가용성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Cisco Unified CME 와 함
께 최소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 Unified CM 을 사용할 때 , 다중 업링
크로 하이퍼바이저 가상 스위치를 구성함으로써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다중 실제 포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고가용성은 호스트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 따라서 OVA 설정에서 정의된 단
일 가상 NIC 가 충분합니다 . 예를 들어 , VMware vSphere 가상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스위치 업링
크에 대한 NIC 티밍을 구성합니다 . 또한 이러한 다중 포트를 최소 2 개의 업스트림 스위치에 연결
하여 업스트림 스위치가 실패할 경우 복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능한 최고 속도로 플랫폼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UCS B 시리즈 플랫폼을 사용할 때 최대 처리
량 ( 일반적으로 1Gbps 또는 10Gbps) 을 보장합니다 . 전이중 방식을 사용하여 플랫폼이 네트워크
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
IP 네트워크 연결의 속도 및 이중 방식만큼 이 네트워크의 복원성도 중요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는 진정한 중복을 위한 기본 네트워크 연결에 크게 의존합니다 . 이러한 이유
로 복원성이 뛰어나도록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를 배포하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용성이
매우 뛰어난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 모든 경우에서 인프라 내 스위치 또는 라우터 장애가 발생할 경우 , 사용자 대부분이 배포
내에서 제공된 대부분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합니다 .
통화 처리 가용성을 최대화하려면 가능하면 개별 건물 및 / 또는 개별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통화 처
리 플랫폼을 찾아서 연결하여 건물 또는 네트워크 인프라 스위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통화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십시오 . Unified CM 통화 처리를 사용할 때 , 이것은 가능하면 LAN
또는 MAN 배포 내 여러 건물 또는 위치에서 클러스터 서버 노드를 분산함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여러 실제 네트워크 스위치 간에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분배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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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 Cisco Unified CME 가 독립 실행형 통화 처리 엔티티이더라도 , 다중 통화 처리 엔
티티를 배포할 때는 이 통화 처리 엔티티에 물리적 분배를 함으로써 중복성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가능하면 항상 네트워크 내 다른 물리적 위치에 Unified CME 의 각
인스턴스를 설치하거나 , 적어도 물리적으로 인스턴스를 다른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

Unified CM 고가용성
기본 Unified CM 클러스터링 메커니즘 때문에 ,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는 하드웨어 플랫
폼 디스크 및 전원 구성 요소 중복 , 실제 네트워크 위치 및 연결 중복에 위의 고가용성을 더 고려합
니다 . 이 섹션에서는 통화 처리 가입자 중복 고려사항 , 통화 처리 로드 밸런싱 및 추가 클러스터
서비스의 중복을 살펴봅니다 .

통화 처리 중복
Unified CM 은 다음 통화 처리 중복 구성 옵션 또는 구성을 제공합니다 .
•

이대일 (2:1) — 두 개의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마다 공유 보조 또는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가 하
나 있습니다 .

•

일대일 (1:1) —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마다 보조 또는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가 있습니다 .

이러한 중복 구성은 Unified CM 클러스터 아키텍처 내 내장 등록 장애 조치 메커니즘으로 쉬워지
고 ,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의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가 실패할 때 엔드포인트가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에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장애 조치 메커니즘은 초 당 약 125
개 등록이라는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IP 전화기의 장애 조치 레이트를 달성할 수 있
습니다 .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전화에 대한 등록 장애 조치 레이트는 초당 약 40 개 등록입
니다 .
통화 처리 중복 구성 선택에 따라 배포의 결함 허용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의 결함 허용도 결정됩
니다 .
1:1 중복을 사용할 때 , 복수의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 실패가 통화 처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면 2:1 중복을 사용할 때는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를 공유하는 두 개의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 중 하나의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만 통화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패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두 기본 가입자 모두에서 등록된 총 엔드포인트 수와 이들 두 기본 가입자에 대한
트래픽이 백업 가입자의 용량 제한 이내이면 백업 가입자가 두 기본 가입자 모두의 실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두 기본 가입자에서 총 용량 이용률이 백업 가입자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2:1 중복을 배포하지
마십시오 . 예를 들어 , 통화 처리 용량 또는 엔드포인트 용량 이용률이 두 기본 가입자 모두에서
50% 를 초과할 경우 두 기본 가입자가 모두 실패하면 백업 가입자가 적절하게 통화 처리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백업 가입자 시스템 용량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일부
엔드포인트를 등록하거나 일부 새 통화를 설정할 수 없고 , 일부 서비스 및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1:1 중복 구성에서는 통화 처리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단일 엔드포인트 등록
장애 조치 기간에서만 클러스터에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반면 2:1 중복 구성에서는
클러스터에 업그레이드할 때 다중 등록 장애 조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Unified CM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의 다른 두 버전 ( 릴리스 ) 이 동일한 서버 노드에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나는 활성 파티
션 , 다른 하나는 비활성 파티션에 있음 ). 모든 서비스 및 장치는 모든 Unified CM 기능을 위해 활
성 파티션에서 Unified CM 버전을 사용합니다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동안 클러스터 작업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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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에서 Unified CM 의 현재 릴리스를 계속 사용하는 반면 , 업그레이드 버전이 비활성 파티션
에 설치됩니다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서버 노드를 재부팅하여 비활성 파티션을 활성
파티션으로 전환함으로써 , Unified CM 의 새 버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1:1 중복 구성에서는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단계 1

비활성 파티션에서 먼저 게시자에 , 그리고 다음에 모든 가입자 ( 통화 처리 , TFTP 및 미디어 리소
스 가입자 ) 에 Unified CM 의 새 버전을 설치합니다 . 재부팅하지 마십시오 .

단계 2

게시자를 재부팅하고 새 버전으로 전환합니다 .

단계 3

한 번에 하나씩 TFTP 가입자 노드를 재부팅하고 새 버전으로 전환합니다 .

단계 4

한 번에 하나씩 전용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 노드를 재부팅하고 새 버전으로 전환합니다 .

단계 5

한 번에 하나씩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를 재부팅하고 새 버전으로 전환합니다 .

단계 6

한 번에 하나씩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를 재부팅하고 새 버전으로 전환합니다 . 장치 등록은 이전
에 업그레이드되고 재부팅된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에게 장애 조치됩니다 . 각 기본 통화 처리 가
입자가 재부팅되면 장치가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에 다시 등록되기 시작됩니다 .

이 업그레이드 방법에서는 Unified CM 소프트웨어의 다른 버전을 실행하는 가입자 노드에 장치가
등록되는 기간이 없습니다 ( 등록 장애 조치 기간은 제외함 ). Cisco Prime Collaboration 을 사용하
여 이러한 단계를 모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2:1 중복 구성은 클러스터에서 서버 노드 수를 줄일 수 있지만 , 업그레이드 동안 등록 장애 조치가
더 자주 발생하여 , 전체 업그레이드 기간뿐만 아니라 , 특정 엔드포인트에 대한 통화 처리 서비스
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도 증가합니다 .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 쌍당 단일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만
있으므로 , 단일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의 과다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에 한 쌍의 기본 통화 처
리 가입자 중 하나에서만 새 버전으로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쌍의 첫 번째 기본 통화 처
리 가입자가 새 버전으로 전환된 후 , 두 번째 기본 가입자의 엔드포인트 등록을 백업 가입자로 이
동하여 새 버전으로 재부팅하려면 먼저 엔드포인트 등록을 백업 가입자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가
입자로 이동해야 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시간 동안 두 번째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의 엔
드포인트는 백업 가입자에 다시 등록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 새 버전을 실행하
는 노드에 다시 등록할 때까지 이미 업그레이드된 다른 가입자 노드의 엔드포인트에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전에 재해 복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Unified CM 및 CDR(Call Detail
Record)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네트워크 디렉터리에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업그
레이드가 실패할 경우 데이터 유실을 방지합니다 .

참고

Unified CM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일부 또는 대부분의 장치가 등록 및 통화 처리 서비스
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 먼저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예약된 유지보수 창 내에서 구현
하십시오 . 1:1 중복 구성을 선택하여 장치의 작동 중단 및 서비스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 여
전히 일부 또는 모든 사용자가 통화 처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
Unified CM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치 및 업그레
이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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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를 사용한 Unified CM 중복

Cisco IOS SRST 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가용성이 높은 통
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링 중복 구성은 분명히 LAN 또는 MAN 환경
내 통화 처리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높은 수준의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WAN 또
는 기타 저속 링크에 의해 중앙 Unified CM 클러스터와 분리된 원격 위치에 대해 SRST 를 중복 방
법으로 사용하여 원격 사이트와 중앙 사이트 간에 네트워크 연결이 끊긴 경우 이러한 원격 위치에
기본 통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에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이
끊긴 경우 통화 처리 서비스를 위험 상태로 간주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는 각 원격 사이트에 SRST
지원 Cisco IOS 라우터를 배포하도록 권장합니다 . 이러한 원격 위치에서의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가입자에 연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통화 처리 서비스에 대한 SRST 라우터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주소를 알도록 Unified CM 내 적절한 SRST 참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또한 Cisco IOS 라우터의 Cisco Unified E−SRST(Enhanced SRST) 를 원격 사이트에서 사용하여 중
앙 Unified CM 클러스터에 연결이 끊긴 경우 백업 통화 처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SRST
는 라우터의 일반 SRST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텔레포니 기능을 IP 전화기에 제
공합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Unified E−SRST 에 대한 엔드포인트 용량은 기본 SRST 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 SRST 와 E−SRST 모두 Cisco Unified SRST Manager 로 지원되므로 , Unified CM 의 구
성을 SRST 및 E−SRST 와 동기화하여 , 분기 SRST 또는 E−SRST 라우터에서 필요한 수동 구성을
줄이고 사용자가 SRST 및 일반 모드 모두에서 유사한 통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처리 가입자 중복
선택된 중복 구성에 따라 ( 통화 처리 중복 , 9−13 페이지 참조 ) 통화 처리 가입자는 기본 ( 활성 )
가입자 또는 백업 ( 대기 ) 가입자입니다 . 로드 밸런싱 옵션에서 가입자는 기본 및 백업 가입자 모
두일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의 설계를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 이 기능에만 통화 처리 가입자를 지
정하십시오 . 더 큰 규모 또는 더 높은 성능의 클러스터에서는 통화 처리 서비스가 게시자 및 TFTP
가입자 노드에서 활성화되어선 안 됩니다 . 1:1 중복은 기본 및 백업 가입자의 전용 쌍을 사용하는
반면 , 2:1 중복은 백업 가입자 하나를 공유하는 한 쌍의 기본 가입자를 사용합니다 .
다음 그림은 Unified CM 과의 통화 처리 중복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클러스터 구성을 나타냅니다 .
기본 중복 구성

2:1 Redundancy Scheme

M

Backup

M
M

1:1 Redundancy Scheme

1 to 2500

Backup

M

M

2501 to
5000

Backup

M

M

1 to 2500
2501 to
5000

Cost-efficient redundancy

High availability during upgrades

Degraded service during upgrades

Simplified configurations

87424

그림 9-5

그림 9−5 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 중복 구성을 나타냅니다 . 각 경우에서 백업 서버 노
드는 적어도 단일 기본 통화 처리 서버 노드 실패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1 중복 구
성에서 백업은 특정 배포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일 통화 처리 서버 노드 또는 잠재적으로 두 기본 통
화 처리 서버 노드 모두의 실패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용량 크기 지정 및 VM 구성 선
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화 처리를 위한 용량 계획 , 9−21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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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9-6

통화 처리

10,000 명 사용자 VM 구성에서는 백업 가입자의 과부하 우려 때문에 2:1 중복이 지원되지 않습니
다.

1:1 중복 구성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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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복 구성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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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에서 표시된 다섯 가지 옵션이 모두 1:1 중복을 나타냅니다 . 그림 9−7 에서 표시된 다섯
가지 옵션이 모두 2:1 중복을 나타냅니다 . 두 경우 , 모두 옵션 1 은 1,250 명 미만의 사용자를 지원
하는 클러스터에 사용되며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과 함께 Unified CM 을 포함합니다 . 옵
션 2 부터 5 까지는 각 중복 구성에 대해 점차적으로 확장 가능한 클러스터를 나타냅니다 . 정확한
크기는 선택되거나 필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러한 그림은 게시자 및 통화 처리 가입자만 나타냅니다 . 이들은 TFTP 및 미디어 리소스와 같은
다른 가입자 노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참고

Unified CM 그룹당 최대 3 개의 통화 처리 가입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백업을 위해 3 차 가
입자를 추가하면 위의 중복 구성이 2:1:1 또는 1:1:1 중복으로 확장됩니다 . 그러나 WAN 상의 클러
스터링을 포함한 배포에서 3 차 가입자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 원격 장애 조치 배포 모
델 , 10−53 페이지 참조 ), 엔드포인트가 3 차 가입자의 연결을 확인해야 할 경우 SRST 로 장애 조
치가 이후 지연되므로 , 원격 사이트에 있는 엔드포인트 장치에는 3 차 가입자 중복이 권장되지 않
습니다 . 또한 클러스터의 최대 통화 처리 가입자 수에서 3 차 가입자를 뺍니다 (8 개 통화 처리 가
입자 노드 ).
그림 9−6 또는 그림 9−7 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 단일 노드 클러스터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단일
노드 클러스터는 1,000 개의 엔드포인트 구성 및 등록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 단일 노드 구성에서
는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가 없으므로 , 클러스터 중복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배포
에서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를 중복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Unified CM 을 사용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소의 통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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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

로드 밸런싱

1:1 중복 구성을 사용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는 장치 등록 및 통화 처리 서비스를 기본 및 백
업 통화 처리 가입자에서 로드 밸런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백업 서버 노드에는 기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장치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시간에 통화 처리 로드를 처리할 최대 4 개의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배포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 이것은 Unified CM 중복 그룹 및
장치 풀 수를 줄여 잠재적으로 구성을 단순화합니다 .
부하 분산된 배포에서는 Unified CM 중복 그룹 및 장치 풀 설정을 사용하여 장치 등록 및 통화 처
리 로드의 절반까지 기본에서 보조 가입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각 기본 및 백
업 통화 처리 가입자 쌍은 이 쌍의 통화 처리 가입자가 제공한 총 장치의 절반까지 장치 등록 및 통
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것을 50/50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 50/50 로드 밸런싱 모델
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

로드 공유 — 등록 및 통화 처리 로드는 다중 서버 노드에 분배되어 , 응답 시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

보다 빠른 장애 조치 및 장애 복구 — IP 전화기 , CTI 포트 , 게이트웨이 , 트렁크 , 음성 메일 포
트 등과 같은 모든 장치는 모든 활성 가입자에 분배되므로 , 기본 가입자가 실패할 경우 일부 장
치만 보조 가입자로 장애 조치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서버 노드의 영향
을 50%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50/50 로드 밸런싱을 계획하려면 로드 밸런싱 없이 클러스터의 용량을 계산한 다음 장치와 통화 볼
륨을 기준으로 기본 및 백업 가입자에 로드를 분배하십시오 . 기본 또는 백업 서버 노드의 실패를
허용하려면 기본 및 보조 가입자의 총 로드가 단일 가입자 노드의 로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
오.
참고

50/50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여 Unified CM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백업 통화 처리 가입
자에 업그레이드하면 해당 가입자에 등록된 모든 장치 ( 기본 및 백업 가입자 쌍이 제공하는 총 장
치의 절반 ) 가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로 장애 조치됩니다 .

TFTP 중복
Cisco 에서는 대규모 Unified CM 클러스터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전용 TFTP 가입자 노드를 배포하
여 , TFTP 서비스에 중복성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TFTP 가입자 2 개가 충분하지
만 , 3 개 이상의 TFTP 서버 노드를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중복 TFTP 가입자 제공뿐만 아니라 , 이러한 중복 TFTP 노드를 이용하는 엔드포인트
를 구성해야 합니다 . DHCP 를 사용하거나 통계학적으로 TFTP 옵션을 구성할 때 클러스터 내 두
TFTP 가입자 노드 모두의 IP 주소를 포함하는 TFTP 가입자 노드 IP 주소 배열을 정의하십시오 . 이
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IP 주소 배열로 두 개의 DHCP 범위를 만들어 ( 또는 수동으로 서로 다른
TFTP 가입자 노드 IP 주소로 엔드포인트를 구성하여 ) 엔드포인트 장치의 절반을 할당하여 TFTP
가입자 A 를 기본으로 , TFTP 가입자 B 를 백업으로 사용하고 , 남은 절반을 할당하여 TFTP 가입
자 B 를 기본으로 , TFTP 가입자 A 를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TFTP 가입자의 장애 상태
기간 동안 중복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다중 TFTP 가입자에 엔드포인트를 분배
하면 한 TFTP 가입자가 모든 TFTP 서비스 부하를 처리하지 않도록 로드 밸런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화 또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특정 이진 또는 펌웨어 부하를 추가할 때 클러스터의 각 TFTP 가입
자에 파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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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관리자 중복
모든 CTI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CTI 관리자 서비스를 실행하는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와 통신합니
다 . 게다가 , 대부분의 CTI 애플리케이션이 중복 CTI 관리자 서비스 노드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집
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해서 , 클러스터 내 2 개 이상의 통화 처리 가입자에서 CTI 관리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및 백업 CTI 관리자가 모두 구성된 경우 , 장애 발생 시 애플리케
이션은 백업 CTI 관리자로 전환하여 CTI 서비스를 수신합니다 .
앞서 명시된 대로 CTI 관리자는 통화 처리 가입자에서만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 클러스터당 최대
8 개의 CTI 관리자가 있습니다 . 클러스터에서 활성화된 CTI 관리자상에서 CTI 애플리케이션을 로
드 밸런싱하여 최대 복원성 , 성능 및 중복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CTI 애플리케이션이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를 CTI 관리자 서비스에 사용된 동
일한 서버 노드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 대화식 음성 응답 (IVR) 애플리케이션에는
4 개의 CTI 포트가 필요합니다 . 이들 포트는 1:1 중복 및 50/50 로드 밸런싱의 사용을 가정하여 , 다
음과 같이 프로비저닝됩니다 .
•

두 CTI 포트는 서버 노드 A 를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로 , 그리고 서버 노드 B 를 백업 가입자로
포함한 Unified CM 중복 그룹을 가집니다 . 다른 두 포트는 서버 노드 B 를 기본 가입자로 , 그
리고 서버 노드 A 를 백업 가입자로 포함한 Unified CM 중복 그룹을 가집니다 .

•

IVR 애플리케이션은 가입자 A 의 CTI 관리자를 기본으로 , 가입자 B 를 백업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위의 예는 가입자 A 에서 CTI 관리자 장애 발생 시 중복을 허용하고 두 서버 노드 상에 분포될 IVR
통화 로드를 허용합니다 .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Unified CM 가입자 노드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
합니다 .
CTI 및 CTI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9−26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

가상 시스템 배치 및 하드웨어 플랫폼 중복
가상화를 사용할 때 , 서버 노드의 가상 성격 때문에 중복 고려사항 즉 , 실제 서버에서 Unified CM
서버 노드 인스턴스의 설치 및 거주성이 있습니다 .
그림 9−8 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 Unified CM 을 배포할 때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 최고 수준의 통화
처리 중복성을 보장하십시오 .
•

각 기본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 인스턴스는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 인스턴스와 다른 물리
적 서버에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서 기본 통화 처리 노드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서버에서 장
애가 발생해도 엔드포인트에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이러한 서비스의 중복을 위해 다중 TFTP 또는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 노드 인스턴스를 배포할
때 항상 두 개 이상의 서버에 중복 가입자 노드를 분배하여 단일 서버가 실패해도 이러한 서비
스가 제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TFTP 또는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를 포함하는
블레이드가 실패해도 엔드포인트가 여전히 다른 서버에 상주하는 가입자 노드의 TFTP 및 미
디어 리소스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엔드포인트를 중복 TFTP 및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 노드 인스턴스에 분배하여 비실패 시나리오에서의 시스템 로드를 밸런싱할 수 있습니
다.

•

CTI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항상 CTI 관리자 서비스를 실행하는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 인
스턴스가 두 개 이상의 서버에 분배되어 단일 서버가 실패해도 CTI 서비스가 제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뿐만 아니라 , 한 서버의 가입자 노드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CTI 관리자 서비스를
기본 CTI 관리자로 사용하고 다른 서버의 가입자 노드에서 실행 중인 CTI 관리자 서비스를 백
업 CTI 관리자로 사용하도록 CTI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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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에서 Unified CM 서버 노드 분배

Blade Server 2
Media Resource Subscriber 1
TFTP Subscriber 2
Subscriber-Backup 1
Subscriber-Primary 2

Blade Server 1
Publisher
TFTP Subscriber 1
Subscriber-Primary 1
Subscriber-Backup 2
UCS B200 M1
!

UCS B200 M1
!

!

!

1

2
!

Reset

Console

!

Reset

Console

UCS B200 M1
!

UCS B200 M1
!

!

!

3

4
!

Blade Server 3
Media Resource Subscriber 2
Subscriber-Primary 3
Subscriber-Backup 4

Reset

Console

UCS B200 M1
!

!

!

Reset

Console

UCS B200 M1
!

!

5

6
!

Console

Reset

!

Console

Reset

Blade Server 4
Subscriber-Backup 3
Subscriber-Primary 4
UCS B-Series Blade Server

348695

그림 9-8

통화 처리

섀시 포함 블레이드 서버를 사용할 때 ( 예 : Cisco UCS 5100 블레이드 섀시를 포함하는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 여러 블레이드에 가입자 노드 인스턴스를 분배하는 방식 외에도 , 중복성 및 확장
성 향상을 위해 다중 블레이드 섀시 상에 가입자 노드 인스턴스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시스템에 대한 호스트 리소스의 중복 및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Business Edition 고가용성
Cisco Business Edition 6000M, Cisco Business Edition 6000H 및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을 사용
하는 경우 추가 Cisco Unified CM 노드를 클러스터링하여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Business
Edition 서버를 추가 배포하여 통화 처리뿐만 아니라 ,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도 고가용성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세 개 이상의 실제 서버를 클러스터링하여 WAN 상의 클러스터링 배포의 경우처럼 추가 중복 및 /
또는 지리적 분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에서는 추가 서버가
용량 증가가 아니라 중복성만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 BE6000M 및 BE6000H 의 경우 클러스터의
총 사용자 수는 1,000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제한을 초과하는 배포는 표준 Unified CM 클러
스터로 간주되며 , 이와 같은 경우 배포는 표준 Unified CM 에 대한 고가용성 설계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Unified CM 고가용성 , 9−13 페이지 참조 )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을 사용할 때 용량
은 1,000 명의 사용자로 제한되지 않고 , 오히려 표준 애플리케이션 용량 계획 및 설계 규칙이 적용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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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를 위한 용량 계획
통화 처리 용량 계획은 성공적인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에 중요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CM 이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또는 7000 솔루션의 일부인 지 아닌 지 여부에 관계
없이 , Cisco Unified?CM 의 용량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 또한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및
Unified CME 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

Unified CM 성능 계획
Unified CM 용량은 하드웨어 플랫폼 , VM 구성 및 전개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 또한 Unified
CM 이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의 일부로 전개되는 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표 9−2 일반적
인 Unified CM 용량 제한을 나열합니다 .
표 9-2

Cisco Unified CM 용량 제한

용량 정보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
션 6000M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
션 6000H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7000 및 엔터프라이
즈 Cisco Unified CM

최대 사용자 수

클러스터당 1,000

클러스터당 1,000

노드 당 최대 10,000; 클러스터 당 최대
40,0001

최대 끝점 수

클러스터당 1,200

클러스터당 2,500

노드 당 최대 10,000; 클러스터 당 최대
40,0001

용량 계획 수행 방법

제품 문서에서 용량 정 제품 문서에서 용량 정 제품 설명서 , SRND 가이드 라인 및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3
보2
보2

1. 메가클러스터 전개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2. 필요한 경우 용량 계획은 비지니스 에디션 제품 설명서의 고정 용량 번호 대신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그러
나 , Unified CM 클러스터는 여전히 1,000 명의 사용자로 제한됩니다 .
3. 최대 10,000 명의 사용자 또는 엔드 포인트가 있는 전개의 경우 ( 먼저 한계에 도달한 경우 ), 기업 협업을 위한 시스코 선호 아키텍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화된 크기 조정을 통해 용량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M/H 용량 계획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을 사용하면 Unified CM 이 특정 VM 구성으로 전개되고 , Unified
CM 용량이 고정됩니다 . Cisco Unified CM 용량 계획은 간단하며 ,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S 와 함께 전개된 통합 CM 은 최대 1,000 명의 사용자 , 1,200 대의 장
치 및 5,000 대의 BHCA 를 지원합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H 에서는 최대 1,000 명의 사
용자 , 2,500 개의 장치 및 5,000 개의 BHCA 가 지원됩니다 .
BE6000 을 사용하는 경우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드 또는 하드웨어 플랫폼 추가가 지원되지
만 이를 통해 용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비지니스 에디션 6000 과 관련된 VM 구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 2,500, 7,500 또는 10,000 명의 사용자를 위한 더 큰 VM 구성은 비지니스 에디션 6000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지니스 에디션 6000 의 일부로 전개된 통합 CM 에는 몇 가지 추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M/H 에서는 최대 50 개의 사이트와 최대 100 개의 연락 센터 상
담원이 지원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 https://www.cisco.com/go/be6000 에서 제공되는 시스코 비지
니스 에디션 6000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 사용
자 수가 여전히 1,000 명 미만인 경우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M/H 를 통한 용량 계획에 대한
대체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에디션 6000 의 고정 용량에 의존하는 대신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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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제품 설명서 , 본 SRND 및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의 크기 조정 지침에 따라 비지니
스 에디션 7000 및 엔터프라이즈 통합 CM 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크기 조정 도
구를 사용할 때 1,000 명의 사용자 VM 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7000M/H 및 Cisco Unified CM 성능 계획
Cisco Unified?CM 의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7000 또는 엔터프라이즈 ( 비지니스 에디션이 아닌 )
버전을 사용하면 , 서로 다른 용량의 다양한 VM 구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 노드를 추가하면 용량
이 늘어납니다 . 용량 계획은 이 문서 및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의 지침을 기반으로 수행됩
니다 . 그러나 , 다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Cisco Preferred Architecture for Enterprise Collaboration
CVD( https://www.cisco.com/go/pa) 에 설명된 단순화된 용량 계획 방법이 있습니다 . 이 단순화된
크기 조정 방법은 통합 CM 배치에 사용자 또는 장치 수가 10,000 개 미만인 경우 ( 첫 번째 한계에
도달한 경우 ) 및 특정 크기 지정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크기 조정 가
정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단순화된 용량 계획을 사용할 수 없으며 , 대신 제품 설명서 , SRND 및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용량 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이징 도구는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고려합니다 . 예를 들어 전화기 유형 (SCCP, SIP 또는 모바일 )
및 전화 보안 모드가 고려됩니다 . 더 복잡한 크기 조정 프로세스이지만 , 특정 전개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통합 CM 기능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증가시키면 시스템의 호 처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 경우에 따라 전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은 추적 , 통화 세부 정보 기록 , 매우
복잡한 다이얼 플랜 및 Unified CM 플랫폼에서 공존하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매우 복잡한
다이얼 플랜은 다중 회선 표시뿐만 아니라 , 많은 파티션 , 발신 검색 공간 , 경로 패턴 , 변환 , 경로
그룹 , 헌트 그룹 , 당겨받기 그룹 , 경로 목록 , 통화 착신 전환 , 공존 서비스 및 기타 공존 애플리케
이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은 모두 Unified CM 시스템 내 추가 리소스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많은 게이트웨이 , 경로 패턴 , 변환 패턴 및 파티션을 포함하는 매우 큰 다이얼 플랜을 포함한
Unified CM 클러스터는 Cisco CallManager Service 를 먼저 시작할 때 초기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이 기본 시간 내에 초기화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초기화 타이머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 ) 를 수정하여 구성의 초기화를 위한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
습니다 . 시스템 초기화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통합 CM 관리의 서비스 파라미터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M 용량 계획 지침 및 엔드포인트 제한
다음 용량 지침은 Cisco Unified?CM 을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7000 의 일부 또는 비지니스 에디
션 외부로 적용합니다 .
•

클러스터 내에서 Cisco CallManager Service 와 함께 최대 8 개의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를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게시자 , TFTP 가입자 및 미디어 리소스 가입자와 같은 기타 서버 노드를 전
용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각 Unified CM 노드는 최대 10,000 개의 보안 또는 비보안 SCCP 또는 SIP 엔드포인트에 대한
등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각 클러스터는 최대 40,000 개의 보안 또는 비보안 SCCP 또는 SIP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성 및 등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필요한 용량에 따라 OVA 에서 사용 가능한 Cisco Unified CM 에 대한 여러 VM 구성 옵션이 있
습니다 . VM 구성의 이름은 각 사용자가 한 대의 전화기를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노드당 최
대 사용자 수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당 전화기 수 비율이 1 과 다른 경우 VM 구성 이름은 실제
로 노드당 최대 엔드포인트 수에 해당합니다 . 사용된 BHCA 및 기능 세트와 같은 다른 변수에
따라 실제 사용자 또는 엔드포인트 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 배포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https://www.cisco.com/go/cst 에서 제공되는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을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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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Manager 서비스의 기본 추적 설정은 SDL(Signaling Distribution Layer) 추적에 대한 10 MB
의 1,500 개 파일입니다 . 높은 통화 레이트 아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파일 설정을
증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한 추적을 수집하는 데 기본 설정으로
충분합니다 .

크기 제한을 포함하여 Unified CM 용량 계획 고려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 시스템 크
기 , 용량 계획 및 배포 고려사항에 대한 전체 논의는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메가 클러스터
메가 클러스터 (megacluster) 는 이후 확장성 증가를 허용하는 특정 Unified CM 배포를 정의하고 식
별합니다 . 메가 클러스터는 메가 클러스터당 최대 8 개의 Unified CM 가입자 쌍 (1:1 중복 ) 과 함
께 추가 Unified CM 가입자 노드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장치 용량을 제공하여 최대 80,000 개의 장
치를 허용합니다 .
또한 단순히 고객이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표준 클러스
터 배포에 허용된 최대 8 개 사이트와 메가 클러스터당 최대 16 개의 Unified CM 가입자 노드 이상
으로 확장하기 위해 비로컬식 중복 통화 처리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메가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
습니다 . 예를 들어 , 12 개의 위치가 있고 각 위치에 1,000 개의 장치만 있는 대형 병원을 고려합니
다 . 총 12,000 개의 장치는 최대 장치 용량이 40,000 개 장치인 표준 클러스터 내에서 수용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 추가 장치 용량보다 메가 클러스터 배포가 필요한 추가 Unified CM 가
입자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 이 예에서는 Unified CM 가입자 노드를 각 위치에 배포하고 ,
각 Unified CM 가입자를 로컬 엔드포인트에 대한 기본 가입자로 제공하고 다른 위치의 엔드포인트
에 대한 백업 가입자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메가 클러스터 배포를 고려할 때 용량에 영향을 주는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메가 클러스터는 가입자 노드 16 개 , TFTP 서버 노드 2 개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서버 노드 2 개 및 게시자 노드 1 개로 구성된 총 21 개의 서버 노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7,500 명 사용자 또는 10,000 명 사용자 VM 구성 옵션으로 Unified CM 을 배포해야 합니다 .

•

중복 모델은 1:1 이어야 합니다 .

표준 클러스터와 관련된 기타 모든 용량도 메가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 메가 클러스터 배포에 대
한 지원은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의 결과 제출을 포함하여 세부 설계를 성공적으로 검토
한 후에만 허가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및 Unified CM 표준 클러스터 및 메가 클러
스터 크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메가 클러스터 배포와 관련된 많은 잠재적 복잡성으로 인해 , 이러한 배포를 추구하려는 고객은
Cisco Account Team, Cisco Advanced Services 또는 인증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Partner 를
결합해야 합니다 .
참고

달리 지정된 사항이 없으면 통화 처리 배포와 관련하여 이 SRND 내 포함된 모든 정보 ( 용량 , 고가
용성 및 일반 설계 고려 사항 포함 ) 는 표준 클러스터에만 적용됩니다 .
통화 처리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시스템 크기 조정 , 용량 계획 및 배포 고려사항에 대한
전체 논의는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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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성능 계획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은 최대 200 개의 엔드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의 장과 다음에서 가용한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business−edition−4000/index.ht
ml

통합 CME 성능 계획
Unified CME 를 배포할 때 필요한 지원 엔드포인트 수 조건으로 원하는 용량을 제공하는 Cisco IOS
라우터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뿐만 아니라 , Unified CME 라우터가 IP 라우팅 ,
DNS 검색 ,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DHCP) 주소 서비스 또는 VXML 스크립트 작성과 같은 통
화 처리 이상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메모리 용량도 고려하십시오 .
Unified CME 는 단일 Cisco IOS 플랫폼에서 최대 450 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지만 , 각 라
우터 플랫폼은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 다른 엔드포인트 용량을 가집니다 . Unified CME 는 Cisco 협
업 크기 조정 도구 내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Unified CME 제품 데
이터시트에 기재된 용량 정보를 따라야 합니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
ger−express/datasheet−listing.html

통화 처리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
Cisco 통화 처리를 배포할 때 다음 설계 권장사항 및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Cisco Unified CM
•

Cisco Unified CM 은 VMware Hypervisor 에서 가상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실행됩니다 . 이
것은 VMware Hypervisor 가 없는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직접 실행되지 않습니다 .

•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최대 8 개의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 (Cisco CallManager
Service 실행 노드 ) 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게시자 , TFTP 및 미디어 리소스 서비스에 대해
추가 서버 노드를 전용으로 지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메가 클러스터 배포는 최대
16 개의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를 지원합니다 .

•

각 Unified CM 클러스터는 최대 40,000 개의 보안 또는 비보안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성 및 등
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당 크기 제한을 포함하여 Unified CM 용량 계획에 대한 추가
정보는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2 노드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클러스터에서 1,250 명의 사용자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1,250 명 이상의 경우 Cisco 에서는 기본 및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에 대한 전용 게시자 및 개
별 노드를 권장합니다 .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동일한 VM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VM 구성을 혼
합할 수 있지만 설계 상 의미와 제한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 Unified CM VM 구성 혼합 , 9−8
페이지에 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

10,000 명 사용자 VM 구성 옵션에서는 백업 가입자의 과부하 우려 때문에 2:1 중복이 지원되
지 않습니다 .

•

가상 시스템 네트워크 트래픽을 위해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여러 실제 포트를 사용하고 최소 2
개의 업스트림 스위치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중복을 제공합니다 . VMware vSphere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VMware NIC 티밍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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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항상 , 네트워크 내 다중 실제 스위치 및 동일한 네트워크 내 다중 실제 위치에 하드
웨어 플랫폼을 분산하여 특정 네트워크 위치의 스위치 장애 또는 끊김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

원격 위치의 Cisco IOS 라우터에 SRST 또는 E−SRST 를 배포하여 이러한 위치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에 연결이 끊긴 경우 통화 처리 서비스 장애 복구를 제공합니다 .

•

VAD( 음성 활동 감지 ) 를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VAD 는 기본적으로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에서 비활성화되고 , no vad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IOS 게이트웨이에 구성된 H.323 및 SIP 다이얼 피드에서 이것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

Unified CM 노드가 여러 물리적 서버에 분산되어 백업 또는 중복 가입자 노드가 기본 가입자
노드와는 다른 물리적 서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CPU 가 느린 서버는 지원하는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 VM 구성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서버를 제한된 UC 성능이 있는 서버로 지칭합니다 . 예를 들어 , Cisco
Unified CM 1000 사용자 OVA VM 구성은 해당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Unified CM OVA
VM 구성입니다 . 그러나 일부 더 작은 서버는 작은 VM 구성만 지원합니다 . 적절한 VM 구성
선택과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사용에 대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USB 및 직렬 포트에 대한 액세스는 Unified CM 가상 시스템에서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MoH 에 대한 고정 라이브 오디오 소스 연결 , 레거시 음성 메일 시스템
에 직렬 SMDI 연결 설정 또는 로그 파일 작성을 위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 연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음 대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MoH 라이브 오디오 소스 피드의 경우 , 라이브 오디오 소스 연결을 위해 Cisco IOS 기반 게

이트웨이 멀티캐스트 MoH 사용을 고려합니다 .

– 시스템 설치 로그를 저장할 경우 , 가상 플로피 소프트미디어를 사용합니다 .
– SMDI 직렬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 을 사용하면 Unified CM 이 통화 처리를 처리하는 단일 통합 CM
게시자 노드로 전개됩니다 . 통합 CM 중복성을 제공하기 위해 SRST 를 전개하거나 통합 CM
구독자 노드를 호스팅하는 추가 하드웨어 서버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BE6000 배포를 위해 3 개 이상의 서버를 클러스터링하여 추가적인 중복 및 / 또는 지리
적 분산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용량 제한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 BE6000M 및
BE6000H 의 경우 클러스터의 총 사용자 수는 1,000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동일한 배포에 다중 Business Edition 6000 서버가 필요한 경우 다중 실제 스위치 사이에 분산
합니다 .

•

UPS( 중단되지 않는 전원 공급장치 ) 를 사용하여 특히 서버에 전원 공급장치가 하나만 있는 경
우 최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

고가용성을 위해 두 개의 서버와 Business Edition 6000 을 배포할 때 Unified CM 노드는 각 서
버에서 실행하여 서버 중 하나가 실패할 경우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또한 Cisco 에서는
가입자 노드가 포함된 Unified CM 클러스터를 기본 통화 처리 서버로 구성하고 게시자 노드를
백업 통화 처리 서버로 구성하도록 권장합니다 .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7000 을 사용하는 통합 CM 은 기업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의 일부
가 아님 ) 통합 CM 배치와 동일한 규칙 , 용량 및 설계 고려 사항을 갖습니다 .

•

Business Edition 6000 솔루션의 일부가 아니고 별도의 하드웨어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은 Business Edition 6000 배포와 통합될 수 있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Business Edition 6000
용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전체 BHCA 및 고객지원센터 에이
전트의 수가 Unified CM 의 Business Edition 6000 용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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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에디션 6000 성능 제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
지의 장을 참조하십시오 .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Business Edition 6000 에서 제공되는
Cisco 협업 VM 구성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예를 들어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에는 사용자가 7.5k 명 이상인 Unified CM VM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Business
Edition 6000 에서 실행 중인 Unified CM 배포와 통합될 수 없습니다 .
Cisco Unified CME
•

Unified CME 는 최대 450 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Cisco IOS 라우터 모델에 따
라 , 엔드포인트 용량이 현저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 Unified CME 플랫폼 및 용량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express/pr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에서 사용할 수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호환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

가능하면 다중 I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Unified CME 라우터를 네트워크에 이중 연결하여 최
대 네트워크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마찬가지로 동일한 배포에서 Unified CME 의 다중 인스
턴스가 필요한 경우 다중 실제 스위치 또는 위치에서 이들을 분산하십시오 .

•

가능하면 플랫폼의 가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중 전원 공급장치 및 / 또는 UPS( 중단되지 않
는 전원 공급장치 ) 를 사용하여 Unified CME 라우터를 배포하십시오 .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Cisco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는 Cisco Unified C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
능 세트를 타사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합니다 . CTI 사용 가능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통신 경험을 개선하고 ,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데스크탑에서 Cisco CTI
를 사용하면 타사 애플리케이션이 Microsoft Outlook 내에서 전화를 걸고 , 착신 통화자 ID 에 기반
을 두고 창을 열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 청구 목적을 위해 통화 및 연락처를 원격으로 추
적할 수 있습니다 . Cisco CTI 사용 가능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능적으로 연
락처를 라우팅하고 , 무인 자동 교환 및 IVR( 대화형 음성 응답 ) 과 같은 자동 발신자 서비스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연락처 녹음 및 분석을 위해 미디어를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CTI 애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주요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
•

전자 애플리케이션 — 모니터 , 제어 및 미디어 종료
전자 CTI 애플리케이션은 통화 설정 , 취소 및 미디어 종료를 위해 CTI 포트 및 경로 포인트와
같은 장치를 등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미디어 경로에 바로 있으므
로 대역 내 DTMF 와 같은 미디어 계층 이벤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및 Cisco Attendant Console 이 통화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면서 통화 미디어와 상호
작용도 하는 전자 CTI 애플리케이션의 예입니다 .

•

타사 애플리케이션 — 모니터 및 제어
타사 CTI 애플리케이션이 통화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도 있지만 , 미디어 종료를 직접 제어
하지는 않습니다 .
–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Cisco IP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CTI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 온훅 / 오프훅 상태를 표시하거나 그 정보를 사용하여 Presence 형태로 사용자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통화 중 램프 필드 애플리케이션은 타사 CTI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의
두 가지 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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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제어 애플리케이션

Cisco CTI 를 사용하여 대역 외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Cisco IP 장치를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통화 제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Jabber 이 Cisco IP 장치를 원격으
로 제어하도록 구성되었을 때 통화 제어 애플리케이션의 좋은 예입니다 .
– 모니터 및 통화 제어 애플리케이션

이들은 Cisco IP 장치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CT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통해 에이전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에이전트 전화를 제어하므로 결합된 모니터 및 제어 애플리케이션의 좋은 예입니다 .
참고

여기서 모니터 , 통화 제어 및 모니터 및 제어 애플리케이션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 이 세부적 내
용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 Cisco CTI 를 사용하는 모든 CTI 애플리케이
션은 모니터링과 제어 모두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
CTI 를 통해 다음 장치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수 있습니다 .
•

CTI 경로 포인트

•

CTI 포트

•

CTI 지원 Cisco Unified IP Phone

•

CTI 원격 장치

CTI 원격 장치는 CTI 애플리케이션이 일반 PSTN 전화 , 휴대폰 , 타사 전화 또는 타사 PBX 에 연결
된 전화와 같은 CTI 를 지원하지 않는 전화기에서 모니터링 및 제한된 통화 제어 기능을 가질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CTI 아키텍처
Cisco CTI 는 다음 구성 요소로 구성되며 ( 그림 9−9 참조 ), 이들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애플
리케이션이 Cisco Unified C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포니 기능 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CTI 사용 가능 애플리케이션 — 특정 텔레포니 특징 및 / 또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작성된 Cisco
또는 타사 애플리케이션 .

•

JTAPI 및 TAPI — Cisco CTI 가 지원하는 두 가지 표준 인터페이스 . 개발자들은 선호된 방법 라
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JTAPI 및 Unified TSP Client — 외부 메시지를 Cisco Unified CM 에서 사용하는 내부
QBE(Quick Buffer Encoding) 메시지로 변환합니다 .

•

QBE(Quick Buffer Encoding) — Unified CM 내부 통신 메시지 .

•

공급자 — 통신을 쉽게 하는 데 사용된 애플리케이션과 CTI 관리자 간 연결의 논리적 표현입니
다 . 공급자는 장치 및 통화 이벤트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면서 애플리케이션이 장치를 원
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지침을 수락합니다 .

•

SDL(Signaling Distribution Layer) — Unified CM 내부 통신 메시지 .

•

게시자 및 가입자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노드

•

CCM — Cisco CallManager Service(ccm.exe), 텔레포니 처리 엔진 .

•

CTIM(CTI 관리자 ) — 기본 / 보조 모드에서 작동하는 하나 이상의 Unified CM 가입자에서 실
행되고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을 인증하고 허가하여 Cisco IP 장치를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
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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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Cisco CTI 아키텍처

Unified CM cluster
Unified CM
CTI
Manager
Unified CM
QBE

CTI
Manager

Unified CM
CCM

CTI Application

SDL

CTI
Manager

SDL

CCM

271549

Cisco CTI
(JTAPI/TAPI)

CCM
SDL

Cisco CallManager
Service must be running
because standalone
CTI Managers are not
currently supported.

애플리케이션이 인증되고 허가되면 CTIM 은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과 Cisco CallManager Service
간에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 ( 이 서비스는 통화 제어 에이전트이며 전체 제품 이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 CTIM 은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에 응
답하고 이러한 요청을 Unified CM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SDL(Signaling Distribution
Layer) 메시지로 변환합니다 . 또한 Cisco CallManager Service 의 메시지는 CTIM 에서 수신되고 처
리를 위해 적절한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됩니다 .
CTIM 은 Cisco CallManager Service 가 활성화된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Unified CM 가입자 노드에
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최대 8 개 CTIM 을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
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독립 실행형 CTIM 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CTI 애플리케이션과 WAN 상의 클러스터링
WAN 상의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배포는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지원됩니다 .
•

WAN 상의 CTI 관리자 ( 그림 9−10 참조 )
이 시나리오에서 CTI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CTI 관리자는 WAN 의 한 쪽에 있고 ( 사이트 1),
모니터링되거나 제어된 장치는 다른 한 쪽에 있으며 Unified CM 가입자로 등록됩니다 ( 사이
트 2). WAN 상의 클러스터링에 대해 RTT( 왕복시간 ) 는 현재 지원되는 80ms 제한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 CTI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을 계산하려면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 10−47 페이
지의 섹션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십시오 . 이 대역폭은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 10−47 페이
지의 섹션에 설명된 대로 계산된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대역폭뿐만 아니라 , 오
디오 (RTP 트래픽 ) 에 필요한 대역폭 이외의 대역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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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상의 CTI

Site 2

Site 1

J/TAPI

80ms RTT

Subscriber
running
CTI Manager

CTI
Application

•

M

M

SIP/SCCP

Subscriber
running
Unified CM

IP
CTI
controlled
device

252943

그림 9-10

WAN 상의 TAPI 및 JTAPI 애플리케이션 (WAN 상의 CTI 애플리케이션 . 그림 9−11 참조 )
이 시나리오에서 CTI 애플리케이션은 WAN 의 한 쪽 ( 사이트 1) 에 있고 연결된 CTI 관리자는
다른 쪽 ( 사이트 2) 에 있습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애플리케이션이 RTT 를 구현됨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CT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공급자의 몫입니다 . 일부 경우
장애 조치 및 장애 복구 시간은 애플리케이션이 CTI 관리자와 같은 위치에 배치된 경우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또는 공급자는 이러한 조건에서 애
플리케이션의 동작에 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
WAN 상의 JTAPI

Site 2

Site 1

SIP/SCCP

J/TAPI
CTI
Application

참고

Maximum RTT is
application
dependent and
based on testing.

Subscriber
running
CTI Manager
and Unified CM

IP
CTI
controlled
device

253856

그림 9-11

WAN 에서 TAPI 및 JTAPI 에 대한 지원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객과 애플
리케이션 개발자나 공급자 모두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이 WAN 상의 클러스터링을 포함
한 이러한 배포와 호환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

CTI 에 대한 용량 계획
지원되는 최대 CTI 제어 장치 수는 클러스터당 40,000 입니다 . 플랫폼 당 노드 및 클러스터 CTI 용
량뿐만 아니라 CTI 리소스 계산 수식 및 예를 비롯한 CTI 용량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
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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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에 대한 고가용성
이 섹션에서는 고가용성을 위해 CTI 를 프로비저닝할 경우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

CTI 관리자
CTI 관리자는 적어도 한 통화 처리 가입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고 Unified CM 클러스터 내 모든
통화 처리 가입자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측 인터페이스 (TAPI TSP 또는 JTAPI 클
라이언트 ) 는 각각 두 개의 IP 주소를 허용하며 , 이 주소는 CTIM 서비스를 실행하는 Unified CM
서버 노드를 가리킵니다 . CTI 애플리케이션 중복을 위해 그림 9−12 에 나타난 대로 , 클러스터에
있는 두 개 이상의 Unified CM 서버 노드에 CTIM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 장애 조치 및 로드 밸런싱
중복이 필요한 CT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두 개의 IP 주소로 TAPI TSP 또는 JTAPI 클라이언트를
구성하여 장애 발생 시 대체 CTI 관리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두 CTI 관리자 간에
공유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중복 상태가 저장되지 않으며 , 따라서 장애
조치의 CTI 애플리케이션에 어느 정도의 재초기화가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TI 관리자가 장애 조치될 때 , CTI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프로세스만 지금 활성 상태인 CTI 관리
자에서 반복됩니다 . 반면 , Unified CM 서버 노드 자체가 실패하면 실패한 Unified CM 에서 지금
활성 상태인 Unified CM 으로 모든 장치를 재등록한 후 , CTI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프로세스를 수
행하므로 , 재초기화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립니다 .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거나 이 구성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CT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CTI 애플
리케이션은 그림 9−12 에 나타난 대로 , 간단히 두 CTI 관리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9-12

중복 및 로드 밸런싱
Unified CM cluster

Application
Server
(JTAPI/CTI)

CTIM1

M

IP
M

M

IP

M

M

CTIM2
Redundant CTI Managers, but no load
balancing with one application server.
Unified CM cluster
CTIM1

M

CTIM2

IP

M

M

M

M

CTIM3

CTIM4

Redundant CTI Managers, and load
balancing with multiple application servers.

IP
252945

Application
Servers
(JTAPI/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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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그림 9−13 에서는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구성 예를
보여줍니다 . 이러한 유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

Unified CCE 는 중복을 위해 두 개의 PG(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 를 사용합니다 .

•

각 PG 는 다른 CTI 관리자에 로그인합니다 .

•

한 번에 한 PG 만 활성화됩니다 .

그림 9-13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를 포함한 CTI 중복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Peripheral
Gateway
A

Peripheral
Gateway
B

JTAPI
Plug-in

JTAPI
Plug-in

CTI Manager

CTI Manager

Unified CM Server

Unified CM Server

271551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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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그림 9−14 에서는 Cisco Unified CCX(Contact Center Express) 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구성 예를 보
여줍니다 . 이러한 유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

Unified CCX 는 각 CTI 관리자마다 하나씩 , 두 개의 IP 주소를 구성했습니다 .

•

기본 CTI 관리자에 연결이 끊길 경우 Unified CCX 는 보조 CTI 관리자로 장애 조치됩니다 .

그림 9-14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를 포함한 CTI 중복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JTAPI Plug-in

Secondary
CTI Manager

Unified CM Server

Unified CM Server

271552

Primary
CTI Manager

구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다음 사이트의 Cisco Developer Network (DevNet) 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성
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site/devne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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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통화 처리 에이전트의 통합
멀티 Unified CM 클러스터를 함께 통합하거나 Unified CM 클러스터를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와 통합하려면 Cisco Unified CM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하십시오 . SME 는 멀티사이트에 분산된 통화 처리 배포에서 권장되는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계 플랫폼입니다 . SME 는 원래 IP 엔드포인트 없이 트렁크 인터페이스만 포함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입니다 . 이를 사용하여 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하여 PSTN 연결 , PBX 및 중앙 집중식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타사의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SM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10−2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다중 통화 처리 에이전트의 직접 통합도 가능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멀티사이트 IP 텔레포니 배포
에서 SIP 트렁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CM 과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의 상호 운용성 및 상호 네트워킹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섹션
에서는 Unified CM 에서 제어하는 전화 및 Unified CME 에서 제어하는 전화 간에 권장되는 배포를
강조 표시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

Unified CM 과 Unified CME 간의 상호 운용성 개요 , 9−33 페이지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에서 SIP 를 통한 Unified CM 및 Unified CME 상
호 운용성 , 9−35 페이지

또한 Cisco Unified CM 과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를 H.323 을 사용
하여 통합할 수 있지만 , 이 섹션에서는 이 통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 H.323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Cisco Collaboration 9.x SRND 를 참조하십시
오.
https://www.cisco.com/go/srnd

Unified CM 과 Unified CME 간의 상호 운용성 개요
H.323 또는 SIP 를 트렁킹 프로토콜로 사용하여 Unified CM 과 Unified CME 를 상호 연결할 수 있
습니다 . 본사 또는 중앙 사이트에서 지사용 하나 이상의 Unified CME 시스템과 함께 Unified CM
을 배포할 때 네트워크 관리자는 WAN 트렁크상에서 프로토콜 특성과 지원되는 기능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SIP 또는 H.323 프로토콜을 선택해야 합니다 . H.323 트렁크를 사용하여 Unified CM 과
Unified CME 를 연결하는 방법이 SIP 전화기 및 SIP 트렁크에 대해 더욱 향상된 기능이 Unified CM
및 Unified CME 에서 추가될 때까지 몇 년 간 널리 사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과 Unified CME 상호 운용성을 위한 트렁킹 프로토콜에 독립적인 몇 가지 특징 및 기
능에 대해 먼저 설명한 다음 , SIP 트렁크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가장 일반적인 설계 시나리오와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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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유형 및 통화 흐름
일반적으로 Unified CM 과 Unified CME 상호 연동을 사용하여 SIP 트렁크 또는 H.323 트렁크에서
SCCP IP 전화기에서 SIP IP 전화기로 , 또는 그 반대로의 통화를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과 Unified CME SIP 및 / 또는 SCCP IP 전화기 간에 통화를 호전환 ( 블라인드 또는 자
문 ) 되거나 앞 / 뒤로 착신 전환할 수 있습니다 .
H.323 트렁크를 통해 Unified CM 에 연결할 때 Unified CME 는 Unified CM 통화를 자동 탐지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E 에서 통화 종료가 호전환되거나 착신 전환될 때 Unified CME 는 통화를 재
생성하고 통화를 헤어핀하여 적절하게 통화를 다른 Unified CME 또는 Unified CM 로 라우팅합니
다 . Unified CME 는 필요할 때 SIP 또는 H.323 트렁크에서 VoIP 통화에 대해 Unified CM 에서 통화
레그를 헤어핀합니다 . 비 H.450 지원 Unified CM 네트워크에서 자동 탐지 허용에 대한 자세한 내
용 및 H450.2, H450.3 또는 SIP 에 대한 보조 서비스 활성화 및 비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음 웹페이지
에서 사용할 수 있는 Unified CME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express/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
SIP 트렁크를 통해 Unified CM 에 연결할 때 Unified CME 는 Unified CM 통화를 자동 탐지하지 않
습니다 . 기본적으로 Unified CME 는 항상 통화 호전환의 경우 SIP Refer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통
화 착신 전환의 경우 SIP 302 Moved Temporarily 메시지를 사용하여 통화 재전송을 시도합니다 . 이
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Unified CME 는 통화 헤어핀을 시도합니다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Unified CM 은 활성화될 때 G.711 및 G.729 형식 모두로 MoH 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반면 ,
Unified CME 는 G.711 형식으로만 MoH 를 스트리밍합니다 . 따라서 Unified CME 가 보류 상태 통
화의 MoH 오디오를 제어할 때 , 트랜스코더가 G.711 MoH 스트림과 G.729 통화 레그 간에 트랜스
코딩해야 합니다 .

인스턴트 및 영구적 하드웨어 전화회의
인스턴트 및 영구적 전화회의 모두에 하드웨어 DSP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SIP, H.323 또는 PSTN
을 통해 연결되는지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에서 전화기에 연결할 수 있는 한 , Unified CM 및
Unified CME 전화기가 모두 인스턴트 전화회의에 추가되거나 초대되어 전화회의 참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활성 전화회의 세션 도중 통화가 보류 상태로 전환될 때 전화회의 세션에서 전화회의 참
가자는 음악을 듣지 못합니다 .
필요한 DSP 리소스와 지원되는 DSP 리소스 및 인스턴트 또는 영구적 전화회의에 허용되는 최대
전화회의 참가자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Unified CME 제품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express/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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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에서 SIP 를 통한 Unified CM
및 Unified CME 상호 운용성
Unified CM 은 SI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Unified CME 와 직접 통신할 수 있습니다 . 그림 9−15
에서는 SIP 트렁크를 사용하여 Unified CM 이 Cisco Unified CME 와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멀티사이트 배포를 보여줍니다 .
그림 9-15

SIP 트렁크를 사용하여 Unified CM 및 Unified CME 를 포함한 멀티사이트 배포

Unified CM Express Site

Unified CM Site

Voicemail

IP

Unified CM
Express

MTP/SDP

SCCP

V
Unified CM
SIP

M

IP
SCCP

Directory
Server

IP

SIP

SCCP

SIP

IP
PSTN

SCCP

Unified CM Express Site

IP
SIP

WAN

IP

IP

SIP

SCCP

Unified CM
Express

IP
SIP

IP

SIP

SCCP
IP

IP

SCCP

SIP

141867

V

SCCP

모범 사례
그림 9−15 에 나타난 배포 모델을 사용할 때 다음 지침 및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오 .
•

Replaces 헤더 수락을 선택하여 SIP 트렁크 보안 프로필을 구성합니다 .

•

작성된 SIP 트렁크 보안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SIP 트렁크를 구성하고 ReRouting
CSS 도 지정합니다 . ReRouting CSS 는 SIP 사용자 ( 호전환자 ) 가 다른 사용자 ( 호전환 수신
자 ) 를 제 3 의 사용자 ( 호전환 대상 ) 에게 보낼 수 있는 경우와 SIP 사용자가 SIP 302 Replaces
Redirection Response 및 INVITE 를 사용하여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판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

SIP 트렁크의 경우 Unified CME 에서 SCCP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때 MTP(Media Termination
Point)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Unified CME 의 SIP 엔드포인트에서 SIP 프
로토콜과 delayed offer/answer 교환을 처리하려면 ( 즉 , 세션 설명 프로토콜 없이 INVITEs 수
신 ) Unified CM 에서 MTP(Media Termination Point) 를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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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M 다이얼 플랜 구성 ( 경로 패턴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 ) 을 사용하여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를 Unified CME 로 전달합니다 .

•

Unified CM 장치 풀 및 지역을 사용하여 사이트 내 G.711 코덱과 원격 Unified CME 사이트에
대한 G.729 코덱을 구성합니다 .

•

Unified CME 에 voice services voip 아래 allow−connections sip to sip 명령을 구성하여
SIP−to−SIP 통화 연결을 허용합니다 .

•

SIP 엔드포인트의 경우 , voice register global 아래에 mode cme 명령을 구성하고 Unified CME
의 각 SIP 전화기의 경우 voice register pool 명령 아래에 dtmf−relay rtp−nte 명령을 구성합니다 .

•

SCCP 엔드포인트의 경우 , Unified CME 에서 telephony−service 아래에 transfer−system
full−consult 명령과 transfer−pattern .T 명령을 구성합니다 .

•

Unified CME 에서 session protocol sipv2 및 dtmf−relay [sip−notify | rtp−nte] 로 Unified CM 용
으로 지정된 통화를 착신 전환하거나 재전송하도록 SIP WAN 인터페이스 voip dial−peers 를 구
성합니다 .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먼저 통화 호전환 및 착신 전환을 위한 보조 서비스 , 바로 호출 단추 및 디렉터리 통
화 목록에 대한 BLF( 통화 중 램프 필드 ) 알림의 프레즌스 서비스 , 그리고 Unified CM 전화와
Unified CME 전화 간의 클릭 투 다이얼 (click−to−dial) 을 위해 파트너 애플리케이션 및 타사 전화
제어와의 통합을 위한 OOD−Refer(Out−Of−Dialog) 와 같은 일부 주요 영역에서 SIP 를 통한
Unified CM 과 Unified CME 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몇 가지 특성 및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해 다룹니
다 . 또한 SIP 를 통한 Unified CM 과 Unified CME 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설계 고
려 사항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

보조 서비스
Unified CME 또는 Unified CM 에서 통화 호전환 또는 통화 착신 전환과 같은 보조 서비스에 대해
SIP Refer 또는 SIP 302 Moved Temporarily 메시지를 사용하여 호전환 수신자 (referee) 또는 착신 전
환 대상 전화 ( 착신 전환 수신자 ) 에 transfer−to(refer−to) 대상 또는 forward−to 대상에 새 통화를 시
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SIP Refer 또는 SIP 302 Moved Temporarily 메시지가 지원될 때 통
화 호전환 또는 통화 착신 전환 시나리오에는 헤어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DID 매핑이 없는 내선이 있거나 Unified CM 또는 Unified CME 에 SIP 302 Moved
Temporarily 메시지에서 통화를 DID 로 전송하는 다이얼 플랜이 없는 경우 보조 서비스를 비활성
화해야 합니다 . 보조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었을 때 Unified CME 는 통화를 헤어핀하거나 re−invite
SIP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보내어 미디어 경로를 새 착신자 ID 로 바꿉니다 . 미래 통화 착신 전
환에 대해 다중 Unified CME 가 관련되는 경우에도 신호 처리와 미디어가 모두 헤어핀됩니다 . 또
한 호전환된 통화에 대해서도 보조 서비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SIP Refer 메
시지는 Unified CM 으로 전송되지 않지만 , 호전환 수신자 (referee) 측과 transfer−to 측 (refer−to
target) 이 헤어핀됩니다 .
참고

voice service voip 또는 dial−peer voice xxxx voip 아래에서 no supplementary−service sip
moved−temporarily 또는 no supplementary−service sip refer 명령으로 보조 서비스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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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보조 서비스가 비활성화될 때 통화 흐름을 나타냅니다 .
•

Unified CM 전화 B 가 Unified CME 전화 A 에 전화를 겁니다 . 이것은 전화 C(Unified CM 전화
, 동일하거나 다른 Unified CME 의 Unified CME 전화 또는 PSTN 전화 ) 로 통화를 착신 전환 (
모두 , 통화 중 또는 응답 없음 ) 하도록 설정됩니다 .
Unified CME 는 SIP 302 Moved Temporarily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보내지 않고 ,
Unified CM 전화 B 와 전화 C 간 통화를 헤어핀합니다 .

•

Unified CM 전화 B 가 Unified CME 전화 A 에 전화를 겁니다 . 이것은 통화를 전화
C(Unified CM 전화 , Unified CME 전화 또는 PSTN 전화 ) 로 호전환합니다 .
Unified CME 는 SIP Refer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보내지 않고 , Unified CM 전화 B 와 전화
C 간 통화를 헤어핀합니다 .

SIP 를 통한 Unified CM 과 Unified CME 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일반적인 설계 고려 사항
•

SIP 302 Moved Temporarily 또는 SIP Refer 메시지가 Unified CM 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supplementary−service 를 비활성화하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Unified CM 이 통화를
transfer−to 또는 forward−to 대상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

•

SIP−to−SIP 통화 시나리오에서는 Refer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호전환자에서 호전환 수신자에
게로 전송되고 , 호전환 수신자는 transfer−to 대상에 대한 새 통화를 설정하고 , 호전환자는 연
결 시 호전환을 기다리는 동안 기본적으로 통화 연결음을 듣습니다 . Unified CME 에서
supplementary−service 가 비활성화된 경우 Unified CME 는 호전환 수신자와 transfer−to 대상
간의 통화가 연결된 후 대역 내 통화 연결음을 제공합니다 .

•

Presence 서비스는 SIP 트렁크를 통해서만 Unified CM 및 Unified CME 에서 지원됩니다 .

•

OOD−Refer 기능을 사용하면 타사 애플리케이션이 SIP REFER 방법을 사용하여 Unified CM
또는 Unified CME 의 두 엔드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OOD−Refer 를 사용할 때 다음 요
소를 고려하십시오 .
– Unified CM 과 Unified CME 모두에서 OOD−Refer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통화 보류 , 호전환 및 전화회의는 OOD−Refer 트랜잭션 도중 지원되지 않지만 ,

Unified CME 에서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

– 통화 호전환은 OOD−Refer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지원되고 , 통화 연결 전에는 지원되

지 않으므로 , call transfer−at−alert 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

•

TLS 에서 신호 처리 제어는 지원되지만 SRTP 는 SIP 트렁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SIP 트렁크 상의 SRTP 는 Unified CM 용 Cisco IOS 에서 게이트웨이 기능입니다 . SRTP 지원은
SIP 트렁크를 통한 Unified CM 과 Unified CME 의 상호 연동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중 PSTN 연결이 존재할 때 (Unified CM 용 하나 및 Unified CME 용 하나 ), Unified CM 엔드포인
트 및 Unified CME 엔드포인트에서 PSTN 엔드포인트로의 완전 자동 호전환이 실패합니다 . 다중
PSTN 연결이 사용될 때는 블라인드 호전환 사용이 권장되고 , 이것은 telephony−service 아래에서
transfer−system full−blind 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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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시스코 협업 시스템의 전개 모델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장의 이전 버전에서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의 통화 처리 배포 모델만을
기준으로 배포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 이 장의 현재 버전에서는 통화 처리 서비스 외에 더 많은 서
비스를 포함하는 전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System 에 대한 설계 안내를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의 이전 릴리스와 관련된 설계 안내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srnd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10−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
다.
표 10-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부분 업데이트 및 수정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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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배포
15 년 이상 전의 VoIP(Voice over IP) 및 IP 텔레포니에서부터 오늘날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 사용자들은 다양한 성능의 광범위한 장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
의하고 통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현재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은 Jabber Clients for
IM and Presence 배포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음성 , 영상 , 웹 회의 , 모바
일 음성 애플리케이션 , 소셜 미디어 , 비디오 회의 및 TelePresence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통
합 커뮤니케이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장치 및 형태의 수가 증가하면 긴밀하게 통합된 통
합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여러 통합 커뮤니케이션 장
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통신 형태와 상관 없이 단일 사용자 이름으로 식별되기를 원함에 따라 보
다 URI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며 Cisco 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아키텍처는 빠르게 변화 및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
고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협업 전개

기업용 협업 및 통합된 통신 (UC) 전개에는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경계 또는 사내 응
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점차적으로 공동 작업 및 UC 서비스는 " 서
비스로의 공동 작업 ", " 서비스로서의 통신 플랫폼 ", " 서비스로서의 UC" 등과 같은 " 서비스로 "
("aaS")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클
라우드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기존 투자 , 고품질 음성 및 화상 통화 등과 같은 사내 서
비스와 지속적인 서비스 또는 모바일 및 웹 전달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을 원할 경우 , 가
장 자주 사내 및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전
개를 구현합니다 .
그림 10−1 에서 보여지듯이 , 공동 작업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사내에서 클라우드에서만 제공
되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 전개 세트와 함께 더욱 일반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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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엔터프라이즈 협업 전개 : 사내 , 클라우드 , 및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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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사내 구축형 전개를 사용하면 기업 내에서 협업 응용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음성 및 화
상 통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 음성 및 비디오 메시징 ; 존재 ; 화상 회의 및 책상 , 화면 및
컨텐츠 공유 등이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Unified CM

•

Unified CM IM 및 프레젠스

•

Unity Connection

•

Cisco Meeting Server 및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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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구축의 경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협업 서비스에는 음성 및 화상 통화 , 메시징 및 비
디오 회의 및 컨텐츠 및 화면 공유가 포함됩니다 .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
다:
•

Cisco Spark 메시지 , 회의 및 통화 − Cisco Spark 1:1 및 팀 메시징 ; 오디오 , 비디오 및 웹 미팅 ;
음성 및 화상 통화 − 모바일 , 웹 및 데스크톱 플랫폼 전반

•

WebEx 미팅 및 메시징 − WebEx 메신저 및 WebEx 회의 ( 모바일 , 웹 및 데스크톱 , 공동 작업
회의실 (CMR); 등 )

시스코 Webex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help.webex.com/welcome 에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isco Spark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support.ciscospark.com/ 에서 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클라우드의 추가 클라우드 구현에는 타사 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 기반 서
비스와 클라우드의 기존 사내 공동 작업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시스코 호스트 협업 솔류션 (HCS) 은 이러한 유형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한
예입니다 .
Cisco Hosted Collaboration Solution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hosted−collaboration−solution/index.html 에 있는 문서를 참
조하십시오 .
또한 , 조직에는 두 가지 전달 메커니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개를 제공하기 위
해 사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혼합 전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클라우드 메시징 및 컨퍼런싱을 통한 엔터프라이즈 전화 − Cisco Unified?CM 및 통합 연결 −
통화 제어 및 음성 및 비디오 메시징을 위한 사내 구축형 , WebEx 메신저 및 IM 용 WebEx 미팅
및 프레젠스 , 음성 및 비디오는 물론 웹 기반 회의 포함 영구적인 공동 작업 회의실

•

클라우드 호출 및 메시징을 통한 엔터프라이즈 콜링 − 온 − 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의 음성 및
비디오 통화 통합을 위한 Cisco Spark 메시징 및 회의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와 함께 음성 및 화
상 통화를 위한 Cisco Unified CM 온 − 프레미스 .

이 장의 전개 모델은 주로 회사 내 전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 그러나 , 모든 경우에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다양한 전개 모델과 통합하여 하이브리드 전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배포 모델 아키텍처
일반적으로 말해서 , 배포 모델 아키텍처는 배포되는 기업의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 배포 모델은 잘
정의된 전형적인 기업 토폴로지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참조 아키텍
처를 설명합니다 . 예를 들어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 모델은 운영 설치 공간이 여러 사이트에
기반하고 있고 그러한 사이트가 하나 또는 몇 개의 중앙 집중식 본사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
에 제공됩니다 .
일부 경우 , 기술적인 제약조건으로 인해 기술 배포 모델이 엔터프라이즈의 배포 모델과 다를 수 있
습니다 . 예를 들어 기업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 제공하는 통화 처리 서비스와
같은 단일 서비스 인스턴스의 규모를 초과하는 단일 캠퍼스가 있는 경우 , 단일 캠퍼스에는 통화 처
리 클러스터의 단일 인스턴스 또는 단일 메시징 제품보다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표준 클러스터의 크기 제한을 초과하는 고객을 위한 또 다른 옵션은 향상된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
는 메가 클러스터 배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가 클러스터
, 9−2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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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포 모델 아키텍처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통화 처리 배포와 관련하여 이 SRND 내 포함된 모든 정보 ( 용량 , 고가용성
및 일반 설계 고려 사항 포함 ) 는 최대 8 개의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를 포함하는 표준 클러스터에
만 적용됩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배포 모델 요약
이 장에서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용 세 가지 기본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에 대해 논의합니
다.
•

캠퍼스 배포 모델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서비스 , 해당 관련 엔드포인트 , 게이트웨이 , 경계 컨트롤러 , 미디
어 리소스 및 기타 구성 요소가 모두 단일 고속 LAN 또는 MAN 에 위치합니다 .

•

중앙 집중식 배포 모델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서비스는 중앙 캠퍼스 사이트 또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지만 엔
드포인트 , 게이트웨이 , 미디어 리소스 및 기타 구성 요소는 QoS 활성화 WAN 으로 상호 연결
된 여러 원격 사이트 상에 분산됩니다 .

•

분산 배포 모델
여러 캠퍼스 및 / 또는 중앙 집중식 배포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와 같은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계 플랫폼으로 QoS 활성화
WAN 상에서 상호 연결됩니다 .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배포 모델에는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 PSTN 액세스 및 서비스를 포함한 배포
와 같은 무수한 변형이 있지만 , 이 장에서 제공된 기본 설계 안내는 대부분의 배포에 적용됩니다 .

배포 모델에 대한 고가용성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고가용성 달성을 위한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기능은 다음
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
•

장애 조치 중복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설계에 어떠한 단일 장애 지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중복 요소를
배포해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요소 간 중복은 자동화됩니다 . 예를 들어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에 사용된 클러스터링 기술은 최대 3 개의 서버가 서로
백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중복은 기술 경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
어 , 전화에 세 개의 기본 통화 제어 에이전트로 동일한 통화 처리 클러스터에 속하는 세 개의
개별 Unified CM 서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선택사항으로 , 통화 처리 서비스를 위해
Cisco IOS 라우터에 의존하도록 전화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중복 링크
일부 인스턴스에서는 IP WAN 링크와 같은 중복 IP 링크를 배포하여 단일 WAN 링크의 장애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지리적 분산
일부 제품은 WAN 링크 상에서 중복 서비스 노드의 분산을 지원하므로 , 전체 사이트가 오프라
인인 경우 ( 예 : 정전 상태가 프로비저닝된 UPS 및 발전기 백업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할 정도
로 길어질 경우 ) 다른 위치의 다른 사이트가 비즈니스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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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모델에 대한 용량 계획
일반적으로 다양한 배포 모델의 용량은 모델이 기반한 제품의 용량에 통합적으로 연결됩니다 . 이
장의 적절한 곳에서 용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 문서의 다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는 서비스
를 지원하는 일부 제품의 경우 그러한 제품의 용량은 해당하는 각 섹션에서 논의합니다 .

공통 설계 기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을 구성하는 모든 기술에서 다음의 공통된 기준 세트가 설계
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
크기

이 맥락에서 크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수를 나타내며 , 이는 IP 전화기 , 음성 메일함 , Presence 감
시자 등의 수량으로 변환됩니다 . 또한 크기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사용자가 거의 없거나 없는 사
이트의 처리 용량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
네트워크 연결성

사이트의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연결성에는 설계를 이끄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

QoS( 서비스 품질 ) 를 위한 대역폭 사용

•

대기 시간

•

신뢰성

근거리 통신망 (LAN) 에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가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oS 는
모든 LAN 장비에서 달성할 수 있으며 ,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기가비트 범위에 있고 , 대기 시간은
최소이며 ( 몇 밀리초의 순서로 ), 신뢰성은 보통 탁월합니다 .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은 종종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LAN 에 근접합니다 . 일반적으로
대역폭은 여러 메가비트 범위에 있고 , 대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수백 분의 1 초이며 , 공통적으로 탁
월한 신뢰성을 가집니다 . 일반적으로 MAN 공급자로부터 패킷 처리 정책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엔드 투 엔드 QoS 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광역 네트워크 (WAN) 는 이러한 구성 요소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대역폭은 유
료 프리미엄이며 , 대기 시간은 효과적인 직렬화 속도뿐만 아니라 실제 거리와 관련된 실제 전송 지
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 신뢰성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QoS 성능
은 추가 운영 비용과 구성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역폭은 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유형과 이러한 서비스가 제
공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 20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1.5Mbps 대역폭으로 나머지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사이트의 음성 , Presence, 인스턴트 메시징 , 전
자 메일 및 비디오 서비스를 원격 데이터 센터 사이트에서 쉽게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일한
사이트가 사용자 1000 명을 호스트할 경우 일부 서비스는 로컬로 호스트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대역폭이 신호 처리 및 미디어 흐름으로 포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또 다른
방법은 대역폭 증가를 고려하여 원격 데이터 센터 사이트에서 WAN 상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입니다 .
원격 배포에 고려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대기 시간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 음성 서비스가 WAN 상에서 호스트되는 경우 , 단방향 대기 시간이 200ms 이면 사용
자는 신호음 지연 또는 미디어 컷스루 지연 증가와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Presence 와
같은 다른 서비스의 경우 대기 시간이 200ms 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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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성의 신뢰성은 어떤 기술에 적합한 배포 모델을 결정할 때
기본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 신뢰성이 높으면 대부분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에서 원격 사
이트로부터 호스트되는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으며 , 신뢰성이 일관되지 않으면 일부 통합 커뮤니
케이션 구성 요소가 원격으로 호스트될 때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고 , 신뢰성이 좋지 않
으면 사이트에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동일 장소에 배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가용성 요구 사항

서비스의 고가용성은 언제나 설계 목표입니다 . 신뢰성에 대한 요구와 그를 성취하기 위한 비용 간
의 균형을 조정할 때에는 실용적인 설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 다음 요소는 모두 설계의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
•

대역폭 신뢰성 . 모든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배포 모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
다.

•

전원 가용성
전원 유실은 전원이 중단된 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 전원 복원에 따른
파급 효과가 나타나므로 어떤 시스템에서도 매우 심각한 이벤트입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
비스를 호스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원 가용성이 높은 사이트 ( 전원 그리드 연결이 안
정적이고 UPS( 무중단 전원 공급장치 ) 및 발전기 전원으로 백업되는 사이트 ) 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 사이트의 전원 가용성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호스팅 사이트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

열 , 습도 , 진동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일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서버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제공되며 그러한 장비는 주기
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통화 에이전트 서버의 호스팅과 같은 일부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둔 사이트에 배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사이트 기반 설계 안내
이 문서 전체에서 설계 안내는 다양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기술 라인을 따라 구성되었습
니다 . 예를 들어 , 통화 처리 장에는 통화 처리 서비스에 대한 실제 설명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크기
, 네트워크 연결 및 고가용성 요구 사항에 기반한 IP 전화기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서버
의 배포와 관련된 설계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통화 허용 제어 장은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에 중점을 두면서 사이트 기반 설계 고려 사항도 설명합니다 .
일반적으로 말해서 , 지정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기술이 가지는 대부분의 측면은 사이트
의 크기나 네트워크 연결성에 관계없이 모든 배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사이트 기
반 설계 고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 서비스는 중앙 집중식 , 분산 , 상호 네트워킹 및 지리적 분산 형
태일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서비스
대기업 지점 사이트가 지리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광역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 연결된 경우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를 중앙 위치에 배포하고 WAN 연결을 통해 엔드포인트에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통화 처리 서비스를 중앙 집중식으로 배포하고 원격 사이트와
의 IP 연결성만 있으면 텔레포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Cisco Unity
Connection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음성 메시징 서비스도 중앙으로 프로비저닝하여 IP
WAN 상에서 원격으로 연결된 엔드포인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앙으로 프로비저닝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WAN 연결 중단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서비스에 대해 사용 가능한 로컬 존속성 옵션을 계획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Cisco
Unified CM 이 제공하는 통화 처리 서비스를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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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SRST 와 같은 로컬 존속성 기능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Cisco Unity
Connection 의 서비스와 같은 중앙 집중식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SRST 하에서 운영하는 원격 사이
트가 Unity Connection SRSV(Survivable Remote Site Voicemail) 를 사용하여 로컬 음성 메일 서비스
에 액세스하도록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중앙 집중화가 모든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 상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 여러 사이트가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서비스에 의존하지만 Cisco Unity
Express 와 같은 분산된 음성 메시징 서비스와 함께 프로비저닝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
습니다 . 마찬가지로 , 통화 처리가 각 사이트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Unified CME) 를 통해 로컬로 프로비저닝되는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Cisco Unity Connection 과 같은 중앙 집중식 음성 메시징 서비스와 함께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경우 각 서비스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는 주요 기준은 사이트 간 IP 네트워크의 가용성과 품질
입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중앙 집중화는 사이트 간 IP 연결이 다음 특성을 제공하는 상
황에서 장비의 호스팅 및 운영과 연관된 자본 비용 및 운영 비용 모두에서 규모의 경제 이점을 제
공합니다 .
•

음성 메일 액세스 , 중앙 집중식 PSTN 연결에 대한 액세스 , 음성 및 비디오를 비롯한 사이트 간
온넷 통신으로 생성된 로드 등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의 액세스 로드를 포함하여 예상 트래
픽 로드에 충분한 대역폭

•

고가용성 . WAN 서비스 공급업체는 서비스 수준 계약에 입각하여 연결을 유지 보수하고 즉시
복원합니다 .

•

적은 대기 시간 . 주요 중앙 사이트까지의 왕복 시간이 시스템의 응답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더
라도 원격 사이트의 로컬 이벤트는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

또한 지정된 서비스를 중앙에 배포하여 멀티사이트의 엔드포인트에 제공하면 여러 사이트의 사용
자에 대해 동일한 처리 리소스를 사용함으로써 기능 투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종종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동일한 중앙 집중식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E) 클러스터가
두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는 두 사이트 간의 회선 표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이러
한 이점은 각 사이트에 서로 다른 ( 분산 ) 통화 처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얻
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기능 투명성 및 규모의 경제 이점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트래픽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구성
된 WAN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상대적인 비용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

분산 서비스
또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분산 형태로 여러 사이트 상에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같은 위치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서비스 가용성을 위해 WAN 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통화 처리 Cisco Unified CME 노드를 사용하여 두 개 이상의 사이트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Cisco Unity Express 와 같은 독립적인 음성 메시징 시스템과 함께 사이트
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산의 주요 이점은 WAN 연결의 상대적 가용성 및 비용에 독립적인 배
포 접근방식에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가 WAN 연결을 사용할 수 없거나 , WAN 연결이 매우 비
싸거나 , 신뢰할 수 없는 원격 위치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 원격 사이트 내에서 Cisco Unified CME
와 같은 독립적인 통화 처리 노드의 프로비저닝으로 WAN 이 중단될 경우에도 통화 처리가 중단되
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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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상호 네트워킹
두 사이트가 독립적인 서비스로 프로비저닝된 경우에도 이들 사이트는 여전히 상호 연결되어 어
느 정도 사이트 간 기능 투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Cisco Unified CME 를 통해 프로
비저닝된 분산 통화 처리 서비스는 SIP 또는 H.323 트렁크를 통해 상호 네트워킹되어 사이트 간 IP
통화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Cisco Unity Connection 또는 Cisco Unity Express 의 개별
인스턴스가 동일한 메시징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통합 메시징 네트워크 내에서 메시지의 라우팅과
가입자 및 디렉터리 정보의 교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지리적 분산
일부 서비스는 IP WAN 상의 여러 중복 노드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설계 및 기능
에 따라 이는 전원 유실 , 네트워크 중단 또는 심지어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 사고로 인한 사이트
의 물리적 무결성 손상과 같은 사이트 중단 기간 동안 서비스 연속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지리적 분산이 가능하려면 개별 서비스가 중복 노드뿐만 아니라 , IP WAN 의 대기 시간 및
대역폭 제약조건 상에서 이러한 노드의 배포도 지원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노드 간의 총 엔드 투
엔드 왕복 시간이 80ms 를 초과하지 않고 적당한 양의 QoS 활성화 대역폭이 프로비저닝될 경우
Unified CM 의 통화 처리 서비스는 IP WAN 상에서 단일 클러스터의 통화 처리 노드 배포를 지원합
니다 . 대조적으로 Unified CME 는 중복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지리적으로 다양한 구성에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표 10−2 에서는 위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방식으로 배포되는 각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서
비스의 기능을 요약합니다 .
표 10-2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에 대한 사용 가능한 배포 옵션

서비스

중앙 집중식

분산

상호 네트워킹

지리적 분산

Cisco Unified CM:

예

예

예

예

Cisco Business Edition 4000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Cisco Unified CME

아니요

예

예

아니요

Cisco Unity Express

아니요

예

예 . VPIM(Voice Profile for 아니요
Internet Mail) 네트워킹 사
용

Cisco Unity Connection

예

예 ( 사이트 당 Cisco Unity 예 . VPIM 네트워킹 사용
Connection 하나 )

예

Cisco Emergency Responder

예

예 ( 사이트 당 Emergency
Responder 그룹 하나 )

예

Cisco IM and Presence

예

예 ( 사이트 당 Cisco IM
예 . 도메인 간 연합 사용
and Presence 서비스 하나 )

예

Cisco Unified Mobility

예

예 . Unified CM 단일 전화 아니요
번호 연결로서

예

Cisco Expressway

예

예

예

예

Cisco Meeting Server

예

예

예

예

•

Enterprise Edition

•

Business Edition 6000

•

Business Edition 7000

예 .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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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처리는 기본 서비스이므로 이 장에서는 기본 통화 처리 배포 모델을 소개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통화 처리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논의는 통화 처리 , 9−1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배포 모델에 대한 설계 특성 및 모범 사례
이 섹션에서는 Cisco 협업 및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 대한 기본 배포 모델에 대해 설명하
고 각 모델에 대한 모범 사례를 나열합니다 .

캠퍼스 배포
이 통화 처리 배포 모델에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엔드포인트는 캠퍼스에서 같은 위치에
있고 서비스 노드 , 엔드포인트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QoS 활성화 네트워크는 매우 가용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엔드 투 엔드 대기 시간이 15ms 미만인 기가비트 범위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
마찬가지로 , 전력의 품질과 가용성이 높으며 서비스는 적절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호스트됩니
다 . 엔드포인트 간 통신은 LAN 또는 MAN 을 통과하고 , 엔터프라이즈 외부의 통신은 PSTN 과 같
은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업은 단일 건물 또는 LAN 이나 MAN 으로 연결된
건물 그룹에 캠퍼스 모델을 배포합니다 . ( 그림 10−2 참조 )
그림 10-2

캠퍼스 배포 예

Monitoring/Scheduling

Applications

PSTN/ISDN

Unified CM
Media Resources
Cisco
Expressway-E

Conferencing Resources

Internet

Campus

348618

Cisco
Expresswa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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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캠퍼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설계 특성을 가집니다 .
•

단일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 (Enterprise 또는 Business Edition 7000). 일부 캠퍼스 통화 처
리 배포에는 둘 이상의 Unified CM 클러스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클러스터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통화 용량으로 확장하거나 콜 센터와 같
은 애플리케이션에 전용으로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

또는 소규모 배포의 경우 Cisco Business Edition 4000 또는 Business Edition 6000 을 캠퍼스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40,000 개의 구성되고 등록된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IP 전화 , 소프트폰 , 아날로그 포트 , 비디오 엔드
포인트 , SIP 기반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및 룸 기반 TelePresence 회의 시스템 , 모바일 클라
이언트 및 Cisco VXC(Virtualization Experience Clients).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2,100 개의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 ( 즉 , H.323 게이트웨이 , H.323
트렁크 , 디지털 MGCP 장치 및 SIP 트렁크의 총 수 ).

•

캠퍼스 외부 대상으로의 모든 통화에 대한 트렁크 및 / 또는 게이트웨이 (IP 또는 PSTN).

•

다 지점 회의 자원 [ 다 지점 제어 장치 (MCU), 텔레프레젠스 서버 또는 기타 다 지점 자원 ] 은
다 지점 회의에 필요합니다 .

•

전화회의 , 트랜스코딩 및 MTP(Media Termination Point) 에 대한 같은 위치의 DSP( 디지털 신
호 처리기 ) 리소스 .

•

메시징 ( 음성 메일 ), Presence 및 이동성과 같은 기타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는 일반적
으로 같은 위치에 배치됩니다 .

•

PBX 및 음성 메일 시스템과 같은 레거시 음성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는 캠퍼스 내에서 대역
폭 또는 연결과 관련된 운영 비용 없이 연결됩니다 .

•

공용 ISDN 네트워크에서 비디오 회의 장치와 통신하려면 SIP 기반 비디오 ISDN 게이트웨이
가 필요합니다 .

•

Cisco Expressway−C 및 Cisco Expressway−E 는 보안 비즈니스 간 TelePresence 및 비디오 통신
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협업 에지 기능과 인터넷 상에서 원격 및 모바일 작업자를 위한 엔터프
라이즈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

레거시 H.323 및 타사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를 등록하는 데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 이중 통화 제어가 가져오는 다이얼 플
랜 및 통화 허용 제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 이중 통화 제어 배포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 ,
10−40 페이지 참조 ) SIP 를 사용하여 모든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및 룸 기반 TelePresence 회
의 시스템을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사이트 내 장치 간에 고대역폭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 G.711 또는 G.722).

•

사이트 내 장치 간에 고대역폭 비디오 ( 예 : 4CIF 또는 720p 포함 1.5Mbps, 1080p 포함 2Mbp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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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모델 모범 사례
단일 사이트 모델을 구현할 때 다음 지침과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오 .
•

인프라는 가용성이 높고 QoS 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복원성 , 고속 컨버전스 및 인라인 전력을 제
공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기업의 통화 패턴을 파악합니다 . 기업의 통화 대부분이 동일한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기업 외부 PSTN 사용자에게 발신될 경우 캠퍼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

•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해 G.711 코덱을 사용합니다 . 그러면 트랜스코딩을 위해 DSP( 디지털 신
호 처리기 ) 리소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 전화회의 및 MTP(Media Termination Point) 와 같
은 다른 기능에 이러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

고가용성 , 전화기의 연결 옵션 ( 인라인 전력 ), QoS( 서비스 품질 ) 메커니즘 및 보안을 위해 권
장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현합니다 . (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 참조 )

•

통화 처리 , 9−1 페이지에 나열된 프로비저닝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이 통화 처리 배치 모델에서 적어도 일부 엔드 포인트는 통화 처리 서비스로부터 QoS 가능 광역 네
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전개됩니다 . WAN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
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제한 내에서 부하를 유지하려면 지정된 WAN 링크에 허용된 통화 수
를 관리할 수 있는 통화 허용 제어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 엔드포인트 간 온넷 통신은 LAN/MAN(
엔드포인트가 동일한 사이트에 있을 때 ) 또는 WAN( 엔드포인트가 서로 다른 사이트에 있을 때 )
을 통과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외부 통신은 엔드포인트와 같은 위치에 있거나 서로 다른 위치에 있
을 수 있는 PSTN 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 , 게이트웨이 또는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SBC( 세션 경계 컨트롤러 ) 를 지납니다 ( 예를 들어 , 기본 사이트에서 중앙 집중식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 또는 기업 네트워크 상에서 TEHO(Tail End Hop Off) 를 수행할 때 ).
또한 IP WAN 은 중앙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 간에 통화 제어 신호 처리를 전달합니다 . 그림 10−3
는 Unified CM 클러스터를 중앙 사이트에서 통화 처리 에이전트로 사용하고 QoS 활성화 IP WAN
을 사용하여 모든 사이트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를 보여줍니다 . 이 배
포 모델에서 음성 메시징 , Presence 및 이동성과 같은 다른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전체 관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종 중앙 사이트에서도 호스트됩니다 . WAN 의 가용성을 신뢰
할 수 없거나 WAN 대역폭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성 메시징 ( 음성 메일 ) 과 같은 일부 통합 커
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분산하여 서비스 가용성이 WAN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이 문서에 제시된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모델에 대한 각 솔루션에서는 다양한 사이트가 QoS 가 활
성화된 IP WAN 에 연결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0-12

2018 년 3 월 1 일

10 장

협업 배포 모델

그림 10-3

배포 모델에 대한 설계 특성 및 모범 사례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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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설계 특징을 가집니다 .
•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 (Enterprise 또는 Business Edition 7000). 일부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에는 둘 이상의 Unified CM 클러스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클러스터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통화 용량으로 확장하거나 콜 센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전용으로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은 최대 49 개의 원격 사이트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구성에
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은 중앙 집중식 호 처리 구성으로 배포 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40,000 개의 구성되고 등록된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IP 전화기 , 소프트폰 , 아날로그 포트 , 비디오 엔
드포인트 , SIP 기반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및 룸 기반 TelePresence 회의 시스템 , 모바일 클
라이언트 및 Cisco VXC(Virtualization Experience Clients).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2,000 개 위치 또는 지점 사이트 .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2,100 개의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 ( 즉 , H.323 게이트웨이 , H.323
트렁크 , 디지털 MGCP 장치 및 SIP 트렁크의 총 수 ).

•

모든 오프넷 통화를 위한 PSTN 연결

•

전화회의 , 트랜스코딩 및 MTP(Media Termination Point) 에 대한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 리
소스는 각 사이트에 로컬로 분산되어 DSP 가 필요한 통화의 WAN 대역폭 사용을 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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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점 회의에는 다지점 제어 장치 (MCU) 또는 기타 다 지점 회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이
러한 리소스는 중앙 사이트에 모두 할당되거나 로컬 전화 회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원격 사
이트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

•

레거시 PBX(Private Branch eXchange) 및 음성 메일 시스템과 통합하는 기능 . PBX 및 음성 메
일 시스템과 같은 레거시 음성 서비스 연결은 중앙 사이트 내에서 대역폭이나 연결과 연관된
운영 비용 없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원격 사이트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추가
WAN 대역폭의 프로비저닝과 연관된 운영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공용 ISDN 네트워크에서 비디오 회의 장치와 통신하려면 SIP 기반 비디오 ISDN 게이트웨이
가 필요합니다 . ISDN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중앙 집중화하거나 각 원격 사이트에 배포할 수 있
습니다 .

•

Cisco Expressway−C 및 Cisco Expressway−E 는 보안 비즈니스 간 TelePresence 및 비디오 통신
을 가능하게 하는 협업 에지 기능과 인터넷 상에서 원격 및 모바일 작업자를 위한 VPN 없는 엔
터프라이즈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

레거시 H.323 및 타사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를 등록하는 데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 이중 통화 제어가 가져오는 다이얼
플랜 및 통화 허용 제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 이중 통화 제어 배포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
, 10−40 페이지 참조 ) SIP 를 사용하여 모든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및 룸 기반 TelePresence
회의 시스템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시스템은 사이트 내 장치 간에는 고대역폭 오디오 ( 예 : G.711 또는 G.722) 의 자동 선택을 허
용하고 다른 사이트의 장치 간에는 저대역폭 오디오 ( 예 : G.729) 를 선택합니다 .

•

시스템은 동일한 사이트의 장치 간에는 고대역폭 비디오 ( 예 : 4CIF 또는 720p 포함 1.5 Mbps,
1080p 포함 2 Mbps) 의 자동 선택을 허용하고 서로 다른 사이트의 장치 간에는 저대역폭 비디
오 ( 예 : 448p 또는 CIF 포함 384 kbps) 선택을 허용합니다 .

•

비디오를 WAN 상에 배치해야 할 경우 최소 1.5Mbps 또는 그 이상의 WAN 링크 속도를 사용해
야 합니다 .

•

통화 허용 제어는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통해 달성됩니다 .

•

음성 및 영상 통화의 경우 , 통화 허용 제어가 대역폭 부족으로 인해 클러스터 내 엔드포인트 간
통화를 거부하면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이 PSTN 을 통해 자동으로 통화를 재라우
팅합니다 . AAR 은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 의존하여 발신 전화의 통화를 PSTN 으로 라
우팅하고 , 또 다른 게이트웨이에 의존하여 원격 사이트의 PSTN 에서 통화를 수락하여 착신 전
화에 연결합니다 .

•

CFUR(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 기능은 원격 WAN 링크 장애로 인해 엔드포인트가 등
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때 PSTN 을 통해 통화를 자동으로 재라우팅합니다 . CFUR 은 사용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 의존하여 발신 전화의 통화를 PSTN 으로 라우팅하고 , 또 다른 게이
트웨이에 의존하여 원격 사이트의 PSTN 에서 통화를 수락하여 착신 전화에 연결합니다 .

•

원격 사이트에 있는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는 WAN 연
결에 실패할 경우 모든 장치를 오디오 전용으로 렌더링합니다 . Enhanced SRST 는 WAN 장애
발생시 SIP 비디오 엔드포인트 ( 예 : Cisco Unified IP Phone 9900) 에서 비디오 존속성을 구현
합니다 . 특정 전화 모델에서의 SRST 비디오 지원은 https://www.cisco.com 의 각 Cisco Unified
IP Phone Administ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Unified 통신 메니저 익스프레스 (Unified CME) 는 SRST 대신 원격 사이트 존속성 ( 향상
된 SRST)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를 지점 사무실 또는 원격 사이트에서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는 정상 모드
에서 중앙 사이트의 Unified CM 에 등록되고 , Unified CM 에 연결할 수 없을 때 또는 WAN 중
단 중에 Enhanced SRST 모드로 폴백되어 지점 사무실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MWI 를 포함한 음
성 메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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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모델을 사용하면 중앙 사이트 및 원격 사이트 게이트웨이
모두를 통한 PSTN 라우팅이 지원됩니다 . 원격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비상 서비스를 제
공하는 국가의 경우 로컬 PSTN 브레이크아웃을 위해 원격 사이트에 로컬 게이트웨이를 제공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원격 사이트에 있는 로컬 게이트웨이가 비상 통화를 위해
로컬 PSAP 로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또한 PSTN 에서 IP 텔레포니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 국가의 경우 원격 사이트에서 로컬 PSTN 브레이크아웃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 원격 사이트 게이트웨이를 통한 로컬 PSTN 브레이크아웃을
사용하여 톨바이패스 (toll bypass) 또는 TEHO(Tail−End Hop Off) 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IP WAN 에 대한 연결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용선

•

프레임 릴레이

•

ATM( 비동기 전송 모드 )

•

ATM 및 프레임 릴레이 SIW(Service Inter−Working)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PN( 가상 사설망 )

•

V3PN(Voice and Video Enabled IP Security Protocol (IPSec) VPN)

WAN 에지에 상주하는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대역폭이 부족한 WAN 상에서 데이터 트래픽으로부터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보호하려면 우선 순위 대기열 및 트래픽 조정과 같은 QoS( 서비스 품질 )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 음성 및 / 또는 비디오 트래픽을 포함한 WAN 링크를 과다 신
청하고 설정된 통화 품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화 허용 제어 구성이 필요합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의 경우 , Unified CM 내에 구성된 고급 위치 기반 CAC 또는 RSVP 활성화 위
치에서 CAC( 통화 허용 제어 ) 를 제공합니다 . (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
이지 참조 )
다양한 Cisco 게이트웨이는 TDM 및 / 또는 IP 기반 PSTN 액세스를 원격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
니다 . IP WAN 이 중단될 때 또는 IP WAN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역폭이 소비된 경우 원격 사
이트의 사용자가 건 통화는 PSTN 을 통해 재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 SCCP 및 SIP 전화기 모두에 사
용할 수 있는 Cisco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기능은 지점 사무실에서 원격
1 차 , 2 차 또는 3 차 Unified CM 에 대한 연결이 끊겼거나 WAN 연결이 중단된 경우 지점 사무실의
Cisco Unified IP Phone 에 대한 통화 처리를 제공합니다 . 향상된 SRST 가 있는 Cisco Unified SRST
및 Cisco Unified?CME 는 시스코 IOS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SRST
가 있는 Unified CME 는 일반 통합된 SRST 보다 전화기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모델의 모범 사례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를 구현할 때 다음 지침 및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오 .
•

Unified CM 과 원격 위치 간의 지연을 최소화하여 음성 컷스루 지연 ( 클리핑으로 알려져 있음
) 을 줄입니다 .

•

Unified CM 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구성하여 원격 지점의 수신 및 발신 통화 허용 제어를
제공합니다 . 이 메커니즘을 다양한 WAN 토폴로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
역폭 관리 , 1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각 원격 사이트의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모드에서 지원되는 IP 전화기 및 회
선 표시 수는 지점 라우터 플랫폼 , 설치된 메모리 양 및 Cisco IOS 릴리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
SRST 는 최대 1,500 개의 전화를 지원하고 향상된 SRST 를 실행하는 Unified CME 는 450 개의
전화를 지원합니다 . ( 최신 SRST 또는 Unified CME 플랫폼 및 코드 사양은
https://www.cisco.com 에 있는 SRST 및 Unified CME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그러나 일반적으
로 지정된 사이트에 대해 채택하는 통화 처리 방식 (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 ) 은 다음과 같은 여
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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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WAN 대역폭 또는 지연 제한
– 음성 네트워크의 임계성
– 기능 세트 필요성
– 확장성
– 관리의 용이성
– 비용

분산 통화 처리 모델이 고객의 비즈니스 필요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각 사이트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를 설치하거나 원격 사이트에서 Unified CME 을 실행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원격 사이트에서는 다음 기능을 사용하여 WAN 장애 시 통화 처리 존속성을 보장합니다 .
– SCCP 전화기의 경우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사용합니다 .
– SIP 전화기의 경우 SIP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사용합니다 .
– 중앙 집중식 음성 메일을 포함한 배포의 경우 , SRSV(Survivable Remote Site Voicemail) 를

사용합니다 .

SRST, Enhanced SRST, SIP SRST, SRSV 및 MGCP Gateway Fallback 은 동일한 Cisco IOS 게이
트웨이에서 함께 상주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사이트 생존성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모델을 사용하여 WAN 상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를 배포할 때
원격 사이트에서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의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
니다 . 표 10−3 은 원격 사이트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요약입니다 .
이러한 전략 중에서 특정 비즈니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 가용성이 높은 데이터 및 음성 서
비스와 연관된 우선순위 , 비용 고려 사항과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표 10-3

원격 사이트에서 고가용성을 위한 전략

전략

데이터 서비스에 대 음성 서비스에 대한
한 고가용성 ?
고가용성 ?

지점 라우터의 중복 IP WAN 링크

예

예

중복 지점 라우터 플랫폼 + 중복 IP WAN 링크

예

예

데이터 전용 ISDN 백업 + SRST 또는 향상된 SRST

예

예

데이터 및 음성 ISDN 백업

예

예 ( 아래 규칙 참조 )

Cisco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Enhanced SRST

아니요

예

표 10−3 에 나열된 처음 두 개 솔루션은 IP WAN 액세스 포인트에 중복을 추가하여 네트워크 인프
라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함으로써 , 원격 IP 전화기와 중앙 집중식 Unified CM 간의 IP 연결을 항상
유지 보수합니다 . 이러한 솔루션은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 모두에 적용되고 , 통화 처리 계층에 완
전히 투명합니다 . 지점 라우터에서 중복 IP WAN 링크 추가 및 중복 IP WAN 링크를 사용한 두 번
째 지점 라우터 플랫폼 추가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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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솔루션은 ISDN 백업 링크를 사용하여 WAN 장애 중 존속성을 제공
합니다 . ISDN 백업을 위한 두 가지 배포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데이터 전용 ISDN 백업
이 옵션을 선택하면 ISDN 이 데이터 존속성만을 위해 사용되고 SRST 또는 Enhanced SRST 가
음성 존속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H.323,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와 같은 텔레포니 신호 처리 프
로토콜의 트래픽이 ISDN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점 라우터에 액세스 제어 목록을
구성하여 , IP 전화기의 신호 처리가 중앙 사이트의 Unified CM 에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
다 . 이는 지점에 있는 텔레포니 엔드포인트가 WAN 의 장애를 탐지하고 로컬 SRST 리소스에
의존하도록 합니다 .

•

데이터 및 음성 ISDN 백업
이 옵션을 선택하면 ISDN 은 데이터 및 음성 존속성 모두에 사용됩니다 . 이 경우에는 IP 전화
기가 항상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IP 연결을 유지 보수하므로 SRST 또는 Enhanced SRST
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ISDN 을 사용하여 데이터
및 음성 트래픽을 전송할 것을 권장합니다 .
– ISDN 링크의 음성 트래픽에 할당된 대역폭이 IP WAN 링크의 음성 트래픽에 할당된 대역

폭과 동일합니다 .

– ISDN 링크 대역폭이 고정되었습니다 .
– 필수 QoS 기능이 모두 라우터의 ISDN 인터페이스에 배포되었습니다 . QoS 에 대한 더 자세

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표 10−3 에 나열된 다섯 번째 솔루션인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Enhanced SRST 는 원격 사무실 라우터 내에서 통화 처리 기능의 하위 집합을 제공하고 WAN 장애
가 탐지된 경우 로컬 라우터의 통화 처리 기능으로 " 리홈 (re−home)" 하는 기능으로 IP 전화기를
개선함으로써 음성 서비스에만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그림 10−4 은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통화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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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협업 배포 모델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Enhanced SRST, 정상 작동

Unified CM
PSTN/ISDN

Media

Central Site

Signaling

Remote Office

348620

IP WAN

그림 10−4 에 표시된 정상적인 작동 하에서 원격 사무실은 IP WAN 을 통해 중앙 사이트에 연결하
여 데이터 트래픽 , 음성 트래픽 및 통화 신호를 전달합니다 . 원격 사무실의 IP 전화기가 중앙 사이
트에 있는 Unified CM 클러스터와 통화 신호 처리 정보를 교환하고 IP WAN 에 통화를 배치합니다
. 원격 사무실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는 두 가지 유형의 트래픽 ( 통화 신호 및 음성 ) 을 모두 투명
하게 전달하고 IP 전화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
그림 10−5 에 표시된 대로 , 원격 사무실로의 WAN 링크가 실패하거나 일부 다른 이벤트로 인해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이 끊기면 원격 사무실 IP 전화기가 SRST 모드의 원격 사무실 라
우터에 다시 등록합니다 . SRST 또는 Enhanced SRST 를 사용하는 원격 사무실 라우터는 해당 구성
에 대한 IP 전화기를 쿼리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자체 구성을 작성합니다 . 그러면 원
격 사무실 IP 전화기는 원격 사무실 네트워크 내에서 또는 PSTN 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
니다 . 전화에 "Unified CM 장애 조치 모드 " 메시지가 표시되며 일부 고급 Unified CM 기능을 사용
할 수 없고 그러한 기능이 전화 디스플레이에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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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배포 모델에 대한 설계 특성 및 모범 사례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Enhanced SRST, WAN 장애

Unified CM
PSTN/ISDN

Media

Central Site

Signaling

Remote Office

348621

IP
IPWAN
WAN

중앙 사이트에 대한 WAN 연결이 다시 설정되면 원격 사무실 IP 전화기는 자동으로 Unified CM 클
러스터에 다시 등록되고 정상 작동을 재개합니다 . 원격 사무실 SRST 라우터는 IP 전화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표준 라우팅 또는 게이트웨이 구성으로 복귀합니다 . 원격 사무실에서
Enhanced SRST 를 사용하는 라우터는 자동 프로비저닝 옵션을 사용하여 학습된 전화 및 회선 구
성을 Unified CME 라우터에서 실행 중인 구성에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프로비저
닝 없음 (auto−provision none) 이 구성된 경우 자동 프로비저닝된 전화 또는 회선 구성 정보가
Unified CME 라우터의 실행 중인 구성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IP 전화기가 교체되고 MAC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도 Unified CME 에 구성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
참고

중앙 사이트에 대한 WAN 연결이 다시 설정될 때 또는 Unified CM 에 다시 연결할 수 있을 때 활성
통화가 있는 SRST 모드의 전화기는 이러한 통화가 종료될 때까지 바로 Unified CM 에 다시 등록되
지 않습니다 .

Enhanced SRST
Enhanced SRST 는 라우터의 SRST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통화 처리 기능을 IP
전화기에 제공합니다 . 통화 보존 , 자동 프로비저닝 및 장애 조치와 같은 SRST 기능 외에
Enhanced SRST 는 다음 기능을 포함하여 전화에 대한 Unified CME 텔레포니 기능 대부분을 제공
합니다 .
•

호출

•

전화회의

•

헌트 그룹

•

B−ACD( 기본 자동 통화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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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지정보류 , 통화 당겨받기 , 통화 당겨받기 그룹

•

오버레이 −DN, 소프트키 템플릿

•

Cisco IP Communicator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

Cisco Unified Video Advantage

•

엔드포인트 영상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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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SRST 는 WAN 장애 시 SCCP 및 SIP 전화기에 통화 처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Enhanced SRST 는 MGCP 전화 또는 엔드포인트에 폴백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MGCP 전화기
가 Unified CM 에 연결이 끊길 경우 또는 WAN 연결이 실패할 경우 MGCP 전화기가 폴백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SRST 폴백 서버로 실행되는 동일한 Unified CME 서버에 MGCP 게이트웨어 폴백
기능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nhanced SRST 모범 사례
•

Unified CME IP 주소를 Unified CM 구성에서 SRST 참조용 IP 주소로 사용합니다 .

•

연결 모니터 지속 시간은 SRST 에서 Unified CM 으로 폴백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기가 WAN 링
크를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타이머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 설정인 120 초가 사
용됩니다 . 그러나 SRST 모드의 전화기가 플랩핑 링크를 포함하는 Unified CM 으로 폴백 및 리
홈 (re−home) 되지 않게 하려면 Unified CM 의 연결 모니터 지속 시간 매개 변수를 더 긴 기간
으로 설정하여 전화기가 SRST 라우터와 Unified CM 사이에서 등록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못하
게 할 수 있습니다 . 값을 너무 방대하게 긴 기간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 그러면 전화기가 긴
시간 동안 SRST 를 Unified CM 으로 폴백하지 못합니다 .

•

SRST 폴백 모드의 전화기는 활성 상태일 때 Unified CM 으로 리홈 (re−home) 되지 않습니다 .

•

SRST 폴백 모드의 전화기는 보안 전화회의에서 비보안 모드로 복귀됩니다 .

•

자동 프로비저닝 없음 (auto−provision none) 을 구성하여 Unified CME 라우터의 실행 중인 구
성에 학습된 ephone−dn 또는 ephone 구성 쓰기를 방지합니다 . 이렇게 하면 IP 전화기를 교체하
거나 MAC 주소가 변경될 경우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Enhanced SRS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System
Administrator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express/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MGCP 게이트웨이 폴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nd
Interoperability Configuration Guide, Cisco IOS Release 15M&T 에서 MGCP 게이트웨이 폴백에 대
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ios−xml/ios/voice/cminterop/configuration/15−mt/cminter
op−15−mt−book.html

SRST 라우터 모범 사례
다음 배포 시나리오의 경우 Enhanced SRST 보다 Cisco Unified SRST 라우터를 사용하십시오 .
•

단일 SRST 라우터에서 최대 1,500 개의 전화를 지원하는 경우 . (Enhanced SRST 는 최대 450 개
전화를 지원합니다 .)

•

최대 3,000 개 전화기의 경우 SRST 라우터를 두 개 사용합니다 . 통화를 SRST 라우터 간에 왔
다갔다 라우팅하도록 다이얼 플랜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

간단한 기본 SRST 기능의 1 회 구성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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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nified SRST(Secure SRST)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SRTP 미디어 암호화의 경우 .

연결할 수 없거나 SRST 라우터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의 수신 및 발신 통화를 라우팅할 경우 alias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

Cisco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Manager
Cisco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Manager 는 지점에서 일반 SRST 뿐만 아니
라 , Enhanced SRST 의 배포도 단순화합니다 . ( 그림 10−6 참조 )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Cisco 지원 가상화 플랫폼의 가상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는 Linux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 예 :
Cisco UCS).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 모델만 지원하며 , 이 모
델에서는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가 중앙 위치에서 실행됩니다 .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와 함께 중앙 위치에 배포하거나 원격 지점 위치에 배포할 수 있습니
다 . 그림 10−6 는 중앙 위치에서의 Cisco Unified SRST Manager 배포를 보여줍니다 . 정상 작동 중
에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Cisco Unified CM 에서 정기적으로 구성 ( 예 : 통화 검색 공간 ,
파티션 , 헌트 그룹 , 통화 지정보류 , 통화 당겨받기 등 ) 을 검색하고 해당 구성을 업로드하여 SRST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기능을 포함한 지점 라우터를 프로비저닝합니다 . 따라서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지점 SRST 라우터에 필요한 수동 구성을 줄이고 사용자가 SRST 모드와
일반 모드 모두에서 유사한 통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그림 10-6

중앙 위치에 배포된 Cisco Unified SRST Manager

Unified CM

Cisco Unified
SRST Manager
PSTN/ISDN

Enhanced
SRST

Central Site

Remote Office

348622

IP WAN

Unified CM 구성을 업로드하여 원격 지점 라우터를 프로비저닝할 때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WAN 링크에서 대역폭을 소비합니다 . Cisco Unified SRST Manager 소프트웨어는 패킷 표시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Cisco Unified SRST Manager 트래픽은 네트워크에서 Best−Effort 로서 이동합
니다 . 이 Best−Effort 표시 (IP 우선 순위 0(DSCP 0 또는 PHB BE)) 를 유지하여 실시간 높은 우선 순
위 음성 트래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Unified SRST Manager 트래픽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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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패킷 끊김 가능성을 줄이려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간 ( 예 : 저녁 시간
이나 주말 ) 에 구성 업로드가 수행되도록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Unified SRST Manager
웹 인터페이스에서 구성 업로드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SRST Manager 를 배포할 때 다음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
•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500 시리즈 플랫폼에서 지원되
지 않습니다 .

•

원격 사무실 음성 게이트웨이가 SRST 라우터와 공존 ( 이 라우터에 상주 ) 해야 합니다 .

•

Cisco Unified SRST Manager 에는 고가용성 지원이 없습니다 . Cisco Unified SRST Manager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성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Cisco Unified SRST Manager 는 본사와 지점 위치 간에 NAT 를 사용하는 배포에서 지원되지 않
습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의 변형으로서 VoPSTN(Voice over PSTN)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를 채택하여 사이트 간 음성 미디어가 WAN 대신 PSTN 상에서 전송되
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 구성을 사용할 때 모든 텔레포니 엔드포인트의 신호 처리 ( 통화 제어 ) 는
여전히 중앙 Unified CM 클러스터로 제어되므로 , 이 VoPSTN(Voice over the PSTN) 모델 변형에서
는 여전히 QoS 활성화 WAN 이 신호 처리 트래픽을 위해 구성된 적절한 대역폭을 가져야 합니다 .
VoPSTN 은 IP WAN 대역폭이 부족하거나 PSTN 요금과 관련하여 비용이 비싼 배포에서 또는 이후
날짜에 IP WAN 대역폭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었지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이미
배포 중인 배포에서 매력적인 옵션일 수 있습니다 .
VoPSTN 배포 옵션 및 설계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9.0
SRND 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배포 모델 장에서 VoPSTN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cucm/srnd/9x/uc9x/mode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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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모델은 각각 분산 사이트 간에 음성 트래픽을 전달하는
IP WAN 에 자체 통화 처리 에이전트를 연결한 독립적인 여러 사이트로 구성됩니다 . 그림 10−7 은
일반적인 분산 통화 처리 배포를 보여줍니다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348623

그림 10-7

Cisco Unified
Session Management Edition

Centralized
PSTN

Centralized
Applicationss

QoS Enabled WAN

Campus

Campus

Remote
Office

Campus

IP PBX

Cisco
Unified
CME

분산 통화 처리 모델의 각 사이트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는 자체 통화 처리 에이전트를 포함한 단일 사이트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Enterprise 또는 Business Edition 7000)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 타사 IP PBX
–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레거시 PBX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사이트 및 이와 연결된 모든 원격 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설계 특징을 가집니다 .
•

보통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계를 위한 중앙 집중식 플랫폼이 배포됩니다 .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 클러스터 간
통화 라우팅 및 다이얼 플랜 집계를 제공할 수 있더라도 , 일반적으로 이 플랫폼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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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서비스 . 예 :
– 중앙 집중식 PSTN 액세스
– 중앙 집중식 음성 메일
– 중앙 집중식 전화회의

이러한 서비스를 중앙 집중식으로 배포하여 중앙 집중식 관리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사용자 상태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 예 : Cisco IM and Presence)
는 서비스를 제공할 사용자를 위한 Unified CM 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
•

동일한 사이트의 장치 간에는 고대역폭 오디오 ( 예 : G.711 또는 G.722), 다른 사이트의 장치 간
에는 저대역폭 오디오 ( 예 : G.729).

•

동일한 사이트의 장치 간에는 고대역폭 비디오 ( 예 : 4CIF 또는 720p 포함 1.5Mbps, 1080p 포함
2Mbps), 서로 다른 사이트의 장치 간에는 저대역폭 비디오 ( 예 : 448p 또는 CIF 포함 384kbps).

•

최소 1.5Mbps 이상의 WAN 링크 속도 . 비디오는 1.5Mbps 이하 속도에서 작동하는 WAN 연결
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

•

통화 허용 제어는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통해 달성됩니다 .

IP WAN 은 모든 분산 통화 처리 사이트를 상호 연결합니다 . 일반적으로 PSTN 은 IP WAN 연결이
실패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없는 경우 사이트 간에 백업 연결로 사용됩니다 .
PSTN 을 통해서만 연결된 사이트는 독립 실행형 사이트이고 분산 통화 처리 모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캠퍼스 배포 , 10−10 페이지 참조 )
IP WAN 에 대한 연결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용선

•

프레임 릴레이

•

ATM( 비동기 전송 모드 )

•

ATM 및 프레임 릴레이 SIW(Service Inter−Working)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PN( 가상 사설망 )

•

V3PN(Voice and Video Enabled IP Security Protocol (IPSec) VPN)

분산 통화 처리 모델 모범 사례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는 단일 사이트나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와 동일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 분산 통화 처리 모델에 대해 여기에 나열된 방법
외에도 이러한 다른 모델의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오 . ( 캠퍼스 배포 , 10−10 페이지 및 중앙 집중
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 10−12 페이지 참조 )

분산 통화 처리 배포를 위한 다이얼 플랜 집계 플랫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 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 클러
스터 간 통화 라우팅 및 다이얼 플랜 집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
계 장치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다음 모범 사례가 적용됩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흔히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
서 클러스터 간 통화 라우팅 및 다이얼 플랜 집계를 위해 사용됩니다 . 클러스터 간 통화 라우팅은
표준 숫자 경로 패턴을 사용하는 숫자 기반이거나 , 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및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을 사용하는 URI 및 숫자 기반일 수 있습니다 ( 전역 다이얼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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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복제 , 14−46 페이지 참조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Unified CM 과 똑같은
코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여러 트렁크 프로토콜 (SIP, H.323 및 MGCP) 및 복잡한
트렁크 , 숫자 조작 , 통화 허용 제어 기능에 대한 지원도 이용합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 배포는 일반적으로 많은 트렁크로 구성되며 (SIP 트렁크가 권장됨 ,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 참조 ) 통합 커뮤니케이션 엔드포인트가 없습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 사용할 수 있는 고가
용성 기능 ( 예 :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 및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 을 모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SIP 프록시 배포

Cisco Unified SIP Proxy 와 같은 SIP 프록시는 통화 라우팅 및 SIP 신호 처리 정규화를 제공합니다 .
SIP 프록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가 적용됩니다 .

참고

•

SIP 프록시에 적절하게 중복을 제공합니다 .

•

SIP 프록시가 네트워크에 필요한 통화 속도 및 통화 수에 대한 용량을 가지도록 합니다 .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는 Unified CM 과 똑같은 코드 및 GUI 를 사용하고 ILS, GDPR
및 ELCAC(Enhanced Locations Call Admission Control) 와 같은 클러스터 간 기능을 공유할 수도 있
으므로 , SME 는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 권장되는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계 플랫
폼입니다 .

분산 통화 처리 모델용 리프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통화 처리 에이전트 선택은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설계에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사이트의
크기와 필요한 기능입니다 .
분산 통화 처리 배포의 경우 각 사이트는 자체 통화 처리 에이전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각 사이트
의 설계는 통화 처리 에이전트 , 필요한 기능 및 필요한 허용 오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
500 대의 전화기를 포함한 한 사이트에서 두 개의 서버를 포함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는 게시자
및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로 사용 중인 백업 서버에 일대일 중복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Unified CM 만이 많은 Cisco IP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IP 기반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은 통화 처리 에이전트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표 10−4 는 권장되는 통화 처리 에이전트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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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배포 모델

권장되는 통화 처리 에이전트

통화 처리 에이전트

권장 크기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최대 450 폰까지

Cisco Business Edition 6000

Cisco Business Edition 4000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Enterprise 또는
Business Edition 7000)

최대 2,500 폰까지

최대 200 폰까지
50~40,000 대의 전화기

설명
•

소형 원격 사이트의 경우

•

용량은 Cisco IOS 플랫폼에 따라 달라짐

•

SIP 트렁크가 권장됨

•

중소형 사이트의 경우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지원함

•

분산 통화 처리를 지원함

•

SIP 트렁크가 권장됨

•

소규모 사이트 용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지원함

•

Unified CM 클러스터의 크기에 따라 소형 ~ 대형 사
이트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지원함

•

분산 통화 처리를 지원함

•

SIP 트렁크가 권장됨

IP PBX

PBX 에 따라 달라짐

•

IP PBX 는 보통 SIP 트렁크를 사용하며 , 이 트렁크
를 사용하여 SME 에 연결할 수 있음

VoIP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레거
시 PBX

PBX 에 따라 달라짐

•

IP WAN 통화 수 및 기능은 PBX−to−VoIP 게이트웨
이 프로토콜과 게이트웨이 플랫폼에 따라 달라짐

•

SIP 트렁크는 VoIP 게이트웨이와 SME 간에 권장됨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Cisco Unified CM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는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 권장
되는 트렁크 및 다이얼 플랜 집계 플랫폼입니다 . SME 는 원래 IP 엔드포인트 없이 트렁크 인터페
이스만 포함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입니다 . 이를 사용하여 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다음과 같은 트렁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

SIP 클러스터 간 트렁크

•

SIP 트렁크

•

H.323 Annex M1 클러스터 간 트렁크

•

H.323 트렁크 − 게이트웨이

•

MGCP 트렁크 − 게이트웨이

SIP 는 H.323 및 MGCP 트렁크 위에 추가 기능을 제공하므로 SIP 트렁크는 SME 및 리프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 권장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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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다음과 같은 통화 유형을 지원합니다 .
•

음성 통화

•

영상 통화

•

암호화된 통화

•

팩스 통화

또한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하여 PSTN 과 PBX 및 중앙 집중식 통합 커뮤
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타사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그
림 10−8 참조 ) 표준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처럼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에 대한 타사 연결은 생산 환경에서 사용하기 전에 상호 운용성에 관하여 테스트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
그림 10-8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한 멀티사이트 분산 통화 처리 배포
348624

Cisco Unified
Session Management Edition

Centralized
PSTN

Centralized
Applications
SIP

QoS Enabled WAN

Campus

Campus

Remote
Office

TDM
PBX

IP PBX

Cisco
Unified
CME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배포해야 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려면 Unified CM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를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중앙 집중식 다이얼 플랜 생성 및 관리
다른 모든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연결하는 개별 다이얼 플랜 및 트렁크로 각 통합 커뮤니
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고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사용하여 Session
Management 클러스터를 가리키는 단순화된 다이얼 플랜 및 트렁크로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다른 모든 통합 커뮤
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중앙 집중식 다이얼 플랜 및 해당 연결성 정보를 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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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디렉터리 번호 , DN 에 해당하는 E.164 번호 , 경로 패턴 ( 내부 및 외부 번호 범위
용 ) 및 URI 는 ILS 서비스를 사용하여 분배될 수 있으므로 SME 및 Unified CM 리프 클
러스터에서 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및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을
실행하면 다이얼 플랜 관리가 더 간편해집니다 . 이러한 접근방식은 각 고유 번호 범위
에 대한 경로 패턴 대신 통화 제어 시스템 ( 예 : Unified CM 클러스터 ) 당 SIP 경로 패턴
한 개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로 패턴 수를 줄여 다이얼 플랜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 ILS
및 GDPR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및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10−3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중앙 집중식 PSTN 액세스 제공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하나 이상의 중앙 집중식 PSTN 트렁크에 대한
PSTN 액세스를 집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PSTN 액세스는 보통 지점 기반
PSTN 회로의 감소 또는 제거와 결합됩니다 .

•

애플리케이션 중앙 집중화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을 배포하면 전화회의 또는 음성 메일과 같은 흔히 사
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Session Management 클러스터에 연결하여 리프 시스템으로의 여
러 트렁크 관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PBX 집계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기존 PBX 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의 일부로 여러 PBX 에 대한 집계 지점을 제공합니다 . ILS GDPR
이 배포되면 각 타사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번호 범위 및 / 또는 URI 도 ILS GDPR 로 가져오고
SIP 경로 패턴 및 해당 SIP 트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및 표준 Unified CM 클러스터 간의 차이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소프트웨어는 Unified CM 과 똑같습니다 .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은 많은 트렁크 간 연결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 보통 다음 설계 고
려 사항을 따릅니다 .
용량

리프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 예 : Unified CM 클러스터와 PBX 간 ) 과 중앙 집중식 PSTN
연결 간 , 그리고 모든 중앙 집중식 애플리케이션 간에 예상된 BHCA 트래픽 로드에 기반하여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클러스터 크기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사용자의 평균 BHCA 및 호출 보류 시간을 판단하고 이 정보를 Cisco 계정
SE( 시스템 엔지니어 ) 또는 Cisco 파트너와 공유하면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
스터 크기를 정확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SME 크기 지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트렁크

SME 가 SIP, H.323 및 MGCP 트렁크를 지원하더라도 , Cisco 에서는 Cisco Unified CM 8.5 및 이후
릴리스를 실행하는 SME 및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에 대한 트렁크 프로토콜로 SIP 를 사용할 것
을 권장합니다 .
SIP 트렁크는 다음과 같은 트렁크 설계와 통합 커뮤니케이션 배포를 크게 단순화하는 많은 고유 기
능을 제공합니다 .
•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

OPTIONS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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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된 제공에서 코덱 기본 설정 수락

•

Lua 스크립트 . 상호 운용성을 위해 SIP 메시지 및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SME 클러스터에서 SIP 트렁크만 사용하면 미디어 리소스가 ( 필요할 때 ) 엔드 또는 리프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 의해 삽입되고 SME 에 의해서는 삽입되지 않는 " 미디어 투명 " 클러스
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SIP 트렁크만 사용할 경우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할 때 SME 노
드 간에 연장된 RTT(round trip time)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프 Unified CM 클러스터 SIP 트렁크와 SME SIP 트렁크 모두 Best Effort Early Offer 트렁크로
구성해야 합니다 . SIP 트렁크 및 Best Effort Early Offer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미디어 리소스

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MTP 또는 트랜스코더와 같은 미디어 리소스
가 필요할 때 리프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알맞게 할당해야 합니다 .
SME 트렁크 미디어 리소스가 SME 클러스터를 통과하는 통화에 사용될 경우 미디어 경로 통화는
SME 미디어 리소스를 통해 헤어핀됩니다 . SIP 트렁크와 Best Effort Early Offer 또는 MTP−Less
Early Offer 를 사용하면 미디어 리소스 없이 SME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리소스
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필요할 때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시스템에서 미디어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
습니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SME 배포는 SME 클러스터 노드 간에 최대 500ms 의 연장된 RTT( 왕복 시간 ) 를 지원할 수 있습니
다 . ( 그림 10−9 참조 ) 이 연장된 RTT 는 SME 클러스터에만 적용되고 (80ms 가 표준 Unified CM
클러스터 설계의 최대 RTT 임 ) 다음 설계 제한사항을 따릅니다 .
•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SME 배포에 대한 연장된 왕복 시간은 SIP 트렁크만 SME
클러스터에 구성된 경우 지원됩니다 . 모든 SIP 트렁크는 Best Effort Early Offer 또는
MTP−less Early Offer 로 구성되어야 하고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기능을 사용하여
SME 클러스터 내 노드 간에 통화가 라우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 참조 ) MGCP, SCCP 및 H.323 프로토콜은 WAN 을 통한 클러
스트링을 포함한 SME 배포에는 연장된 왕복 시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엔드포인트 또는 CTI 장치가 SME 클러스터에 구성되거나 등록되지 않습니다 .

•

MTP, TRP(Trusted Relay Point), RSVP 에이전트 또는 트랜스코더와 같은 미디어 리소스가 SME
클러스터에 구성되거나 등록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노드에서 호스트된 미디어 리소스를
비활성화하려면 클러스터 내 각 노드에서 IPVMS 서비스를 비활성화하십시오 .)

•

사이트 간의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트래픽을 위해 최소 1.544Mbps(T1) 의 대역폭
이 필요합니다 .

•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 외에도 게시자와 모든 원격 가입
자 노드 간의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서버 간 트래픽을 위해 최소 1.544Mbps(T1) 대역폭이 필요
합니다 .
다른 모든 SME 설계처럼 배포 전에 Cisco SME 팀에서 SME 설계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

참고

SME 클러스터에 대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는 두 가지 주요 부분 , 즉 통화 처리 코드가 재부팅되
고 새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초기화되는 버전 전환과 ( 서버 당 약 45 분이 걸림 ) 가입자의 데이터
베이스가 게시자 노드의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되는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구성됩니다 . 이 데이
터베이스 복제 단계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게시자와 가입자 노드 간의 RTT 와 클러스터의
가입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데이터베이스 복제 프로세스는 가입자의 통화 처리 기능에 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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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일반적으로 일반 SME 클러스터 작업 동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될 수 있습니
다 . 데이터베이스 복제 단계 중 SME 클러스터 구성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그럴 경우 복제
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
연장된 RTT 와 함께 배포된 SME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게시자 노드
에서 다음 관리 수준 CLI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utils dbreplication setprocess 40

이 명령은 복제 설정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베이스 복제 시간을 줄입니다 .

그림 10-9

연장된 RTT 로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하는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North America

Europe

< 500 mS
RTT

Latin America
Publisher Node

Asia Pac

SIP Trunks
Best Effort Early Offer

348625

Cisco Unified
Session Management Edition
Cluster

Unified CM 버전

모든 Unified CM 리프 클러스터 및 SME 클러스터 상에서 최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릴리스 및 SIP 트렁크를 사용하면 통합 커뮤니케이션 배포가 코덱 기본 설정 목록 , ILS( 클
러스터 간 조회 서비스 ), GDPR(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 및 ELCAC(Enhanced Locations Call
Admission Control) 와 같은 일반적인 클러스터 상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클러스터에
서 최신 Unified Communication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려는 경우 최저 권장 버전은 SIP 트
렁크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8.5 이며 , 이 버전에는 Unified CM 및 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를 통해 통화 라우팅을 향상시키고 단순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상호 운용성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표준을 준수하더라도 다양한 공급업체의 프로토콜 구현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 표준 Unified CM 클러스터의 경우처럼 , 생산 환경에 시스템을 배포하
기 전에 확인되지 않은 타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엔드 투 엔드 시스템 상호 운용성을 테
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호 운용성 테스트에서는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클러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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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Cisco 및 타사 리프 시스템에서의 통화 흐름 및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 Cisco 상호 운용성
팀이 테스트한 타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알아보려면 다음 Cisco 상호 운용성 포털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interoperability−portal/interOp_ucSession
Mgr.html
SIP 트렁크 상호 운용성 문제는 Lua 스크립트 작성을 사용하여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SIP 메시
지와 SDP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착신 및 발신 전화에 대한 부하 분산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및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트렁크를 구성하여
착신 및 발신 전화가 Session Management 클러스터 내 Unified CM 서버 상에서 고르게 분배되도록
합니다 . 대체적으로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항상 이 기능을 활
성화합니다 . 트렁크 통화의 부하 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
설계 안내 및 지원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설계 및 배포에 대한 트렁크 구성의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배포하기 전에 Cisco SE 가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팀과 함께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설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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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및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은 ILS( 클러스터 간 조회 서비스 ) 를 사용하여 참가 ILS 활성
화 클러스터 간에 다이얼 플랜 정보를 공유합니다 . GDPR 을 사용하면 각 클러스터가 연결된 URIs,
+E.164 번호 , 엔터프라이즈 번호 , +E.164 패턴 , 엔터프라이즈 패턴 및 PSTN 장애 조치 번호에 대
한 정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 각 참가 클러스터는 공통 전역 다이얼 플랜 카탈로그를 공유하는
데 , 여기에는 GDPR 로 광고된 모든 번호 및 URI 와 번호 또는 URI 가 상주하는 클러스터 ( 또는 최
종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 에서 식별되는 해당 경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그
림 10−10 참조 )
그림 10-10

ILS 및 GDPR 번호 , 패턴 및 URI 분배
San-Jose.CA.US
Anne@cisco.com
84081111
+14089021000
+1408XXXXXXX

Session
Management
Edition

Third-Party UC System

London
Bob@cisco.com
88242222
+442088242000
+44208XXXXXXX

+ 121255512XX

Ann@cisco.com

Bob@cisco.com

San-Jose.CA.US

London.UK.EU

84081111

88242222

San-Jose.CA.US
Anne@cisco.com
84081111
+14089021000
+1408XXXXXXX

Third-Party-UC

Third-Party-UC

+121255512XX

+121255512XX

London.UK.EU
+14089021000

PSTN

Intercluster Lookup Service
SIP Trunk

+1408XXXXXXX

+442088242000

PSTN
+44208XXXXXXX

348626

Bob@cisco.com
88242222
+442088242000
+44208XXXXXXX

GDPR 을 사용하면 , 각 클러스터는 라우팅 문자열로 알려진 위치 속성을 사용하여 다이얼 플랜 정
보 ( 숫자 및 URI) 를 알립니다 . 영숫자 URI 로 통화가 연결되면 , Unified CM 은 URI 가 클러스터
내의 장치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치하지 않으면 , Unified CM 은 해당 GDPR 카탈로그
에서 URI 를 검색합니다 . 전역 다이얼 플랜 카탈로그에서 일치사항이 발견되면 GDPR 은 번호 또
는 URI 가 상주하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경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 Unified CM 은 반환된 경로
문자열을 후보로 사용하여 기존 SIP 경로 패턴 및 해당 SIP 트렁크에 일치시킵니다 . 숫자 대상의
경우 , 베스트 일치 숫자 분석이 GDPR 을 통해 학습한 대상과 일치하는 경우 , 다시 학습 대상이 상
주하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경로 문자열을 사용하여 통화를 라우팅할 SIP 트렁크를 결정합니다
. ( 그림 10−11 및 그림 10−1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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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및 GDPR 번호 , 패턴 및 URI 조회

Diane calls
+442088242000

Ann@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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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Jose.CA.US
Anne@cisco.com
84081111
+14089021000
+1408XXXXXXX

Session
Management
Edition

London.UK.EU
Bob@cisco.com
88242222
+442088242000
+44208XXXXXXX

34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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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Party UC System

+ 121255512XX
Bob@cisco.com

Best match for
+442088242000 is
pattern learned from ILS

London.UK.EU

San-Jose.CA.US
88242222
84081111
Return Route String
“London.UK.EU” for
destination +442088242000
London.UK.EU
+14089021000

Bob@cisco.com
88242222
+442088242000
+44208XXXXXXX

San-Jose.CA.US
Anne@cisco.com
84081111
+14089021000
+1408XXXXXXX

+442088242000

Third-Party-UC
+121255512XX

Third-Party-UC

PSTN
+121255512XX
PSTN

+44208XXXXXXX
SIP Trunks

+1408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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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및 GDPR 통화 라우팅
San-Jose.CA.US
Anne@cisco.com
84081111
+14089021000
+1408XXXXXXX

Diane calls
+442088242000

Ann@cisco.com

Match Route String
“London.UK.EU” against
existing SIP Route Patterns

Session
Management
Edition

London.UK.EU
Bob@cisco.com
88242222
+442088242000
+44208XXXXXXX

349663

그림 10-12

Third-Party UC System

+ 121255512XX

Bob@cisco.com

San Jose.CA.US

London.UK.EU

Repeat ILS GDPR
Look-up Process

84081111

88242222
Route the call to
“London.UK.EU” according
to matching Route Pattern

Route the call to
“London.UK.EU” according
to matching Route Pattern

Bob@cisco.com
88242222
+442088242000
+44208XXXXXXX

San-Jose.CA.US
Anne@cisco.com
84081111
+14089021000
+1408XXXXXXX

Third-Party-UC

Third-Party-UC

London.UK.EU
+14089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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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5512XX

+442088242000

+121255512XX

PSTN

PSTN
SIP Trunks

+1408XXXXXXX

+44208XXXXXXX

ILS 및 GDPR 의 이점

GDPR 사용은 숫자 경로 패턴으로 표준 다이얼 플랜을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 GDPR
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내 각 고유 번호 범위에 대해 경로 패턴이 필요하지 않으며 번호 ,
번호 패턴 및 URI 를 분배하고 , 통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내 각 클러스터에 대해 단일 SIP 경로
패턴만 필요합니다 . 타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 및 ILS 와 GDPR 을 지원하지 않는
Unified CM 클러스터 ) 과 연결된 번호 및 URI 를 카탈로그로 GDPR 에 가져오고 각 통합 커뮤니케
이션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로 문자열로 ILS 를 통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번호 그룹에 해당하는 개
별 번호와 경로 패턴 모두 GDPR 로 광고할 수 있으므로 , 숫자 경로 패턴에서 이 번호 및 번호 범위
를 추출함으로써 GDPR 은 많은 숫자 범위를 가진 매우 단편화된 다이얼 플랜을 간소화하고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ILS 및 GDPR 을 사용하는 각 클러스터는 기타 참가 클러스터에서 광고된 개
별 번호 및 번호 범위를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각 GDPR 번호 유형 (+E.164 번호 , 엔터프라이즈 번호 , +E.164 패턴 또는 엔터프라이즈 패턴 ) 은
ILS 를 통해 학습되었을 때 특정 파티션에 삽입되어 , 번호 유형 파티션 및 통화 검색 공간에 기반
하여 사용자 당 또는 장치당 서비스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Unified CM SIP 트렁크 상에서 통화 설정 중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로 전송되는 GDPR 경로 문자열 값과 일치하는 다이얼 피어를 사용하여 번호 및
URI 통화 라우팅을 지원합니다 . Cisco IOS 다이얼 피어와 일치하는 GDPR 경로 문자열은
Cisco IOS 릴리스 15.3(3)M, 15.4(1)T (ISR), 15.3(3)S (ASR) 및 이후 릴리스에서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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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에지용 배포
엔터프라이즈 통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외부 세계 간의 경계를 종종 협업 에지라고 합니다 .
외부 세계로부터의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 근무자이거나 엔터프라이즈에 Wi−Fi 인터넷으로 액세스하는 모바
일 작업자이거나 , IP PSTN 과 전화를 걸고 받거나 인터넷 상에서 다른 비즈니스와 전화를 걸고 받
는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 협업 에지에서 필요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장비는 대개 필요한 엔터프라
이즈 액세스 유형 (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 ) 에 따라 달라집니다 .
•

VPN 기반 액세스

•

VPN−less 액세스

•

비즈니스 간 통신

•

IP PSTN 액세스

협업 에지에 대한 이러한 네 가지 배포 옵션은 다음 섹션에서 논의합니다 .

VPN 기반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배포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VPN 액세스는 현재 엔터프라이즈 액세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랩톱 , 태블릿 및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는 Cisco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를 배포하
여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 ( 예 : Unified CM, Cisco IM and Presence, Cisco Unity 및 기
타 ) 뿐만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예 : 회사 전자 메일 시스
템 및 내부 웹 사이트 )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 VPN 연결이 설정되면 Cisco Jabber 및
Cisco IP Communicator 와 같은 Unified Communications 소프트 클라이언트는 Unified CM 에
등록하고 엔터프라이즈 장치 간에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

하나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장치를 사용하는 홈 오피스 작업자는 CVO(Cisco Virtual Office )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을 배포하여 기업 네트워크를 VPN 상에서 작업자의 홈으로 확
장할 수 있습니다 . CVO VPN 연결을 통해 연결된 장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예 :
Unified CM, Cisco IM and Presence, Cisco Unity 및 기타 ) 뿐만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내 비즈
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예 : 회사 전자 메일 시스템 및 내부 웹 사이트 ) 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 CVO VPN 연결이 설정되면 통합 커뮤니케이션 소프트 클라이언트 및 IP 전화기는
Unified CM 에 등록하고 엔터프라이즈 장치 간에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전화를 걸 수 있습니
다.

•

Cisco Unified IP Phone 용 Cisco VPN 클라이언트는 엔터프라이즈에 Cisco Unified IP Phone 모
델의 하위 집합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용 Cisco VPN 클라이언
트를 지원하는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엔드포인트 , 8−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전
화기의 VPN 클라이언트는 ( 전화 전용 ) 터널을 만들어 , 전화기가 Unified CM 에 등록하고 엔
터프라이즈 장치 간에 음성 , 영상 및 암호화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합니다 . 전화기의 PC 포트
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와의 터널을 인
증 및 설정합니다 .

VPN 액세스를 통해 사용자는 장치에서 VPN 헤드엔드까지 보안 암호화된 터널을 만들어 엔터프
라이즈 내 모든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VPN 사용
자 간의 통화를 위해 인터넷 및 미디어용으로 지정된 트래픽을 포함하여 , 모든 트래픽은 장치에서
인터넷을 통해 바로 대상으로 설정되지 않고 항상 기업 네트워크를 통과해야 합니다 . ( 그림 10−1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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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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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기반 액세스

Signaling

Media

VPN Tunnel

Data

IP PSTN
Unified CM
UC Applications

Coffee Shop

Data Applications
E-Mail & Web Services

Central Site

Home Office

Home Office

348629

Internet

위의 모든 장치는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5500 또는
Cisco VPN 집계 라우터와 같은 VPN 헤드엔드 플랫폼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VPN 액세스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다음에서 제공되는 통합 액세스 및 BYOD 솔루션 가이
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go/designzone

VPN-less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VPN 터널을 사용하는 대신 , VPN−less 클라이언트는 Cisco Expressway 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에지
트래버스 플랫폼에 암호화된 보안 신호 처리 경로를 설정합니다 . VPN 없는 클라이언트는 엔터프
라이즈 내에서 Unified CM 에 등록하고 , 에지 통과 플랫폼에 대한 보안 채널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다른 엔터프라이즈 장치 또는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한 PSTN 에 대한 통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암호화된 미디어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신호 처리는
일반적으로 암호화되지 않는 반면 선택적으로 미디어를 암호화된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
VPN 클라이언트와 달리 VPN 이 없는 클라이언트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에만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를 제공합니다 ; 기업 이메일 및 내부 웹 사이트와 같은 기업 내의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
스할 수 없으며 , 인터넷 연결은 기업을 통하지 않고 장치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 Cisco
Expressway 를 에지 트래버스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Cisco VPN−less 클라이언트 액세스 권한을 배
포할 수 있습니다 .
이 배포 유형에서는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를 사용합니다 . Cisco Expressway−E 는
DMZ 또는 공용 인터넷에 둘 수 있고 Cisco Expressway−C 를 사용하여 기업 네트워크의 Unified CM
클러스터와 통신합니다 . ( 그림 10−14 참조 ) Cisco Expressway 는 주로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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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 대한 VPN−less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 음성 , 비디오 , 암호화된 통화 및
IM and Presence 가 엔터프라이즈 엔드포인트 간에 지원됩니다 . 원격 VPN−less 장치 사이의 통화
를 위한 미디어 및 신호 처리는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를 통과합니다 . Cisco
Expressway VPN−less 엔터프라이즈 액세스에서 지원되는 엔드포인트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협업 엔드포인트 , 8−1 페이지 장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Expressway VPN−less 클라이언트 액
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그림 10-14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boration/collaboration−edge−architecture/index.html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index.html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all
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isco Expressway 를 사용한 협업 에지 VPN-Less 액세스
Secure Media

Media

Secure Signaling

Data

IP PSTN

UC Applications

Unified CM
IM and
Presence

Coffee Shop

Central Site

Cisco
Expressway-E

Home Office

Home Office

348630

Internet
Cisco
Expressway-C

비즈니스 간 통신
Cisco Expressway 와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모두 엔터프라이즈 사이에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간 통합 통신 연결을 지원합니다 . Cisco Expressway 와 CUBE 모두 비즈니스 간 통합 통
신 신호 처리에 SIP 또는 H.323 트렁크를 사용합니다 . Cisco Expressway 에서는 음성 통화 , 영상 통
화 및 IM and Presence 연합 ( 그림 10−15 참조 ) 을 지원하는 반면 CUBE 에서는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만 지원합니다 ( 그림 10−1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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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

협업 배포 모델

Cisco Expressway 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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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6

Enterprise B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간 통신
Secure Media
Secure Signaling
UC
Applications
pplication

UC
Applications
pplicatio

IP PSTN
Unified CM

Unified CM

Internet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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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81

CUBE
U

DNS
Enterprise A

Enterprise B

Cisco Expressway 및 통합 보더 엘레멘트와의 B2B 커뮤니케이션 전개에 관한 추가 정보는 , IP
Gateways, 5−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IP PSTN 배포
IP PSTN 배포는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기존 TDM 기반 PSTN 액세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 SIP 는 흔히 IP PSTN 액세스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 현재 많은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와 같은 세션 경계 컨트롤러를 통해 IP PSTN 에 음성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션 경계 컨트롤러는 SIP B2BUA(Back−to−Back User Agent) 이며 일반적으로 흐름
경유 모드에서 사용되는데 , 이 모드에서는 각 통화에 대한 음성 미디어 및 SIP 신호 처리 모두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로 흐릅니다 . ( 그림 10−17 참조 ) 흐름 경유 모드의 B2BUA 처럼 ,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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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Border Element 는 정교한 QoS 표시 및 통화 허용 제어 정책을 구현하면서 트랜스코딩 , 암
호화 , 통화 기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미디어 포킹 (forking) 및 상호 운용성을 위해 SIP 메시지 및
SDP 콘텐츠 수정을 허용하는 스크립트 작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Unified
보더 엘레멘트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다음에서 가용한 Cisco Unified 보더 엘레멘
트 데이타 시트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border−element/index.html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s) 에서 Cisco ASR(Aggregation
Service Routers) 까지 광범위한 Cisco 라우팅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 하드웨어 플랫폼에 따라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4 개에서 16,000 개의 동시 음성 통화까지 세션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다음 플랫폼에서 중복을 제공합니다 .

참고

그림 10-17

•

Cisco ISR 플랫폼 , 안정적인 활성 통화에 대한 미디어 보존성과 함께 박스 간 중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Cisco ASR 플랫폼 . 안정적인 활성 통화에 대한 미디어 및 신호 처리 보존성 ( 상태 저장 장애
조치 ) 과 함께 박스 간 또는 박스 내 중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IP PSTN 에 대한 액세스와 VPN−less 클라이언트용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동일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플랫폼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협업 에지 IP PSTN 액세스

Unified CM
Device Signaling

Voice Media
SIP

Applications
IP PSTN
Unified CM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Media Resources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entral Site

Remote Office

348632

IP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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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STN 에 대한 지리적 배포 옵션

원하는 아키텍처에 따라 SIP 트렁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IP PSTN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연결에 사용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아키텍처는 중앙 집중식 트렁크와 분산 트렁크
입니다 .
중앙 집중식 트렁크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와 같은 SBC( 세션 경계 컨트롤러 ) 를 사용하
여 중복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실제 연결이 있을 수 있더라도 하나의 논리 연결을 통해 SP( 서비스 공
급업체 ) 에 연결합니다 . 엔터프라이즈와의 모든 발신 및 수신 IP PSTN 통화는 이 트렁크 세트를
사용하고 , 대부분 통화의 경우 미디어 및 신호 처리는 엔터프라이즈 WAN 을 통과하여 엔터프라
이즈의 장치를 PSTN 의 장치에 연결합니다 .
분산 트렁크는 여러 논리 연결을 통해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결합니다 . 엔터프라이즈의 각 지점은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자체 로컬 트렁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분산 트렁크를 사용하면 지점의 미
디어는 더 이상 엔터프라이즈 WAN 을 통과할 필요가 없지만 로컬 SBC 를 통해 서비스 공급업체
로 직접 흐를 수 있습니다 .
각 연결 모델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집니다 .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트렁크는 실제 장비와 구
성 복잡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배포하기 더 쉽습니다 . 분산 트렁크는 미디어를 로컬로 핸드오프하
고 로컬 공급자로부터 번호 이식성이 향상된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 또는 일부 중앙 집중식 및 분
산 IP PSTN 액세스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연결은 두 IP PSTN 배포 형태 모두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중 통화 제어 배포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가 Cisco Unified CM 및 타사 통화 제어 플랫폼에 등록되는 배포는 협업 솔
루션 설계에 특히 다이얼 플랜 및 통화 허용 제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발생시킵니다
. 이러한 이중 통화 제어 배포에서는 Unified CM 및 타사 통화 제어 플랫폼 모두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독립적인 다이얼 플랜을 가지고 사용한 배포 모델에 따라 복
잡성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 ( 그림 10−18 참조 )
이중 통화 제어를 포함한 캠퍼스 배포에서는 통화 허용 제어가 필요 없고 각 통화 제어 시스템의 다
이얼 플랜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한 시스템에서 엔드포인트를 찾을 수 없으면 통화가 다른 시스템
으로 착신 전환됩니다 . 표준 다이얼 플랜 구성 ( 통화 검색 공간 및 파티션 ) 은 시스템 간 라우팅 루
프를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화 허용 제어 복잡성과 다이얼 플랜
복잡성이 상충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와 타사 통화 제어 플랫폼이 중앙 사이트에서만 배포
된 경우 다이얼 플랜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 각 시스템이 통화 허용 제어에 사용하는 WAN 대역폭
을 별도로 고려하고 WAN 에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추가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이 타사 엔드
포인트가 상주하는 원격 사이트에 배포된 경우 다이얼 플랜이 더 단편화되는 대신에 통화 허용 제
어 복잡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충관계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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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통화 제어 배포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

중앙 집중식 및 분산 타사 시스템을 사용한 이중 통화 제어 배포
Bandwidth for third-party voice and video

Remote Offic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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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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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통화 제어 배포에서 통화 허용 제어 고려 사항
통화 허용 제어는 통화 처리 구성 요소 및 네트워크 대역폭의 전체 통화 용량에 기반하여 지정된 시
간에 네트워크에서 허용되는 통화 수를 제한함으로써 네트워크 대역폭의 과다 신청을 방지하기 위
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이중 통화 제어 배포에서는 Unified CM 과 타사 통화 제어 플랫폼 모두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독
립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와 타사 통화 제어 플랫폼이 중앙 사이트에서만 배포되는 멀티사이트 중앙 집
중식 통화 처리 배포에서는 WAN 에서 각 플랫폼이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대역폭을 고
려해야 합니다 . 타사 엔드포인트가 로컬로 배포된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에 등록된 원격 사이트에
서는 이러한 통화 허용 제어 고려 사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

분산 타사 통화 제어를 포함한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배포
타사 엔드포인트가 상주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중 통화 제어
배포 모델은 Unified CM 통화 허용 제어와 긴밀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 각 사이트의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에서 Unified CM 에 SIP 트렁크를 사용하고 해당 사이트에 상주하는 Unified CM 엔드
포인트와 동일한 Unified CM 위치에 이 SIP 트렁크를 구성하면 됩니다 . 이러한 접근방식은
Unified CM 및 타사 통화 제어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 문제를 해결하지만 많은 타사 통화 제어 시
스템을 프로비저닝하는 대신 , 네트워크에서 다이얼 플랜을 단편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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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타사 통화 제어를 포함한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배포
Unified CM 과 마찬가지로 , 타사 통화 제어를 중앙 집중화하여 WAN 을 통해 멀티사이트에서 상
주하는 타사 엔드포인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배포를 사용하면 타사 통
화 제어 시스템이 서로 다른 사이트의 타사 엔드포인트 간 통화에 대해 통화 허용 제어를 제공하고
, 마찬가지로 중앙 집중식 Unified CM 클러스터는 서로 다른 사이트의 Unified CM 엔드포인트 간
통화에 대해 통화 허용 제어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와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은 독립
적인 통화 허용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하므로 , Unified CM 과 타사 엔드포인트가 모두 중앙 집중식
통화 제어 배포에 상주하는 사이트에서는 WAN 에 Unified CM 통화 허용 제어 및 타사 통화 제어
를 위한 별도의 대역폭 양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이트에서 Unified CM 엔드포인트
와 타사 엔드포인트 간에 전화를 걸 때 통화의 미디어 경로가 WAN 을 통과할 수 없어도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과 Unified CM 클러스터 모두에 의해 통화 허용 제어 대역폭이 줄어듭니다 . 통화 허용
제어 측면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지만 이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설계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자면
더 경제적이며 다이얼 플랜 단편화를 줄입니다 ( 엔드포인트가 중앙 집중식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중앙 집중식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에만 등록되기 때문 ).
각 이중 통화 제어 배포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 전략적 관점에서 현재 모든
지점에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
확한 통화 허용 제어가 설계 우선 순위일 경우에는 이 배포 모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
로 , 중앙 집중식 타사 통화 제어 및 중앙 집중식 Unified CM 클러스터를 포함한 배포의 경우 독립
적인 통화 허용 제어 도메인의 문제는 WAN 의 오버프로비저닝 대역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중 통화 제어 배포에서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
배포에 두 개의 통화 제어 시스템만 있을 때 , 번호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주소를 지정하고 전화
를 건 번호가 로컬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의 로컬 패턴과 일치하면 통화
가 로컬로 연결된 엔드포인트로 전송됩니다 . 번호가 다른 ( 원격 ) 통화 제어의 패턴과 일치하면 통
화는 상호 연결하는 SIP 트렁크를 통해 비로컬 엔드포인트로 전송해야 합니다 . 중첩 다이얼 플랜
의 경우 Unified CM 클러스터와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 모두 내부적으로 등록된 엔드포인트와 일
치하지 않는 통화를 다른 통화 제어 클러스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배포 내 통화 제어 시스템 수가 증가할 때 다이얼 플랜 단편화도 증가합니다 . 두 개 이상의 통화 제
어에서의 엔드포인트가 동일한 사이트 내에 존재하고 별도의 또는 쉽게 요약된 번호 범위를 갖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기본 경로를 사용할 수 없지만 , 다중 통
화 제어 시스템 및 매우 단편화된 다이얼 플랜을 포함한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서 통화
를 라우팅하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각 통화 제어와 연결된 각 고유 번호 범위에 대해 명시적 경로 패턴 및 해당 트렁크를 사용하십
시오 .

•

Unified CM( 및 SME( 사용된 경우 ) 배포 내에서 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및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을 사용하여 각 Unified CM 클러스터 및 각 타사 통합 커뮤
니케이션 시스템이 지원하는 번호 범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 타사 시스템 및 연결된
장치의 경우 각 고유 번호 범위를 GDPR 에 가져오고 가져온 각 번호 범위를 경로 문자열 ( 통
화 제어 시스템을 식별하는 레이블 ) 과 연결합니다 . Unified CM 사용자가 번호로 전화를 걸 때
Unified CM 은 번호가 클러스터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번호가 Unified CM 클러스터
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Unified CM 은 ILS 에서 착신 번호와 이 번호의 해당 경로 문자열을 검
색합니다 . 경로 문자열은 번호가 상주하는 통화 제어 클러스터를 식별하며 이를 사용하여 SIP
경로 패턴과 일치시킨 다음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를 대상으로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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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영숫자 URI 가 Unified CM 및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에 등록된 엔드포인트를 찾고 통화하는 데 사
용되면 배포에 따라 통화 경로 지정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

단일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만 Unified CM 클러스터로의 단일 SIP 트렁크와 함께 존재하는 배
포의 경우 기본 SIP 경로를 Unified CM 및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에 구성하여 , 한 통화 제어에
서 찾을 수 없는 엔드포인트로의 통화는 다른 통화 제어로 전송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여러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이 배포된 경우 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및 GDPR(Global
Dial Plan Replication) 을 사용하여 각 Unified CM 클러스터 및 각 타사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
템이 지원하는 URI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Unified CM 사용자가 URI 에 전화를 걸 때 URI
기반 통화 라우팅의 경우 Unified CM 은 URI 가 클러스터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되
지 않았으면 Unified CM 은 ILS 에서 착신 URI 및 해당 경로 문자열을 검색합니다 . 경로 문자
열은 URI 가 상주하는 통화 제어 클러스터를 식별하며 이를 사용하여 SIP 경로 패턴과 일치시
킨 다음 ,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를 대상 URI 로 전달합니다 .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에 등록된
URI 기반 엔드포인트의 경우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에 등록된 URI 목록을 타사 통화 제어 시
스템에 대한 해당 경로 문자열과 함께 수동으로 ILS 에 가져와야 합니다 .

IP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QoS 기능이 활성화된 IP WAN 으로 연결된 멀티사이트에서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 (Enterprise
Edition, Business Edition 7000 또는 Business Edition 6000)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통화 처리 , 9−1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은 두 가지 유형의 배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 10−47 페이지
로컬 장애 조치의 경우 Unified CM 가입자 및 백업 서버를 동일한 사이트에 이들 사이에 WAN
없이 배치해야 합니다 . 이러한 유형의 배포는 Unified CM 을 사용하는 2~4 개 사이트에 이상
적입니다 .

•

원격 장애 조치 배포 모델 , 10−53 페이지
원격 장애 조치의 경우 WAN 상에서 기본 및 백업 통화 처리 서버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
한 유형의 배포를 사용하면 Unified CM 가입자를 포함한 멀티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의 Unified
CM 가입자에 의해 백업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원격 장애 조치 배포의 경우 가입자 서버 간에 많은 양의 클러스터 간 트래픽이 흐르므로 더 높은
대역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두 가지 배포 모델의 조합을 사용하여 사이트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기본 사이트 2 개가 각각 기본 및 백업 가입자를 가지고 다른 두 개의 사이트는 각각 기본 서
버만을 포함하고 두 기본 사이트에서 공유 백업 또는 전용 백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할 때 몇 가지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클러스터 내 모든 사이트의 사용자에 대한 단일 관리 지점

•

기능 투명성

•

공유 회선 표시

•

클러스터 내 내선 이동

•

통합 다이얼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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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 때문에 이 솔루션은 비즈니스 지속성 사이트의 재해 복구 플랜 또는 여러 중소 사이트
의 단일 솔루션으로 이상적입니다 .

WAN 고려 사항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WAN 자체의 다양한 특성을 신중하게 계획 , 설계
및 구현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서버 간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는 많은 트래픽 유형
으로 구성됩니다 . ICCS 트래픽 유형은 우선순위 또는 Best−Effort 로 분류됩니다 . 우선순위 ICCS
트래픽은 IP 우선 순위 3(DSCP 24 또는 PHB CS3) 으로 표시됩니다 . Best−Effort ICCS 트래픽은 IP
우선 순위 0(DSCP 0 또는 PHB BE) 으로 표시됩니다 . 다양한 유형의 ICCS 트래픽은 클러스터 간
통신 , 10−45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며 프로비저닝을 위한 추가 지침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 다음
설계 지침은 표시된 WAN 특성에 적용됩니다 .
•

지연
두 Unified CM 서버 간의 최대 단방향 지연은 40ms 또는 80ms 왕복 시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 지연 측정은 지연 테스트 , 10−46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두 사이트 간의 전파 지연은 다른 네
트워크 지연을 고려하지 않을 때 킬로미터 당 6 마이크로초가 걸립니다 . 이는 이론적으로 볼 때
40ms 지연 동안 최대 약 6,000km( 또는 약 3,720 마일 ) 와 같습니다 . 이러한 거리는 상대적인 지
침으로만 제공되며 실제로는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된 다른 지연으로 인해 더 짧아집니다 .

•

지터
지터는 처리 , 대기열 , 버퍼 , 정체 또는 경로 변형 지연으로 인해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연입니다 . IP 우선 순위 3 ICCS 트래픽에 대한 지터는 서비스 품
질 (QoS) 기능을 사용하여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

패킷 유실 및 오류
모든 ICCS 트래픽 특히 , 우선순위 ICCS 트래픽에 우선순위가 지정된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
도록 네트워크를 엔지니어링해야 합니다 . 정체 및 패킷 유실을 피하려면 표준 QoS 메커니즘
을 구현해야 합니다 . 회선 오류 또는 다른 " 실제 세계 " 조건으로 인해 패킷이 유실될 경우
ICCS 패킷은 신뢰할 수 있는 전송을 위해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다시 전송됩니다 . 재전
송으로 인해 통화가 설정 중 지연되거나 , 연결이 끊기거나 , 통화 중 다른 보조 서비스가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패킷 유실 조건으로 인해 통화가 끊길 수 있지만 , 이 시나리오에서는 T1
또는 E1 을 발생시키는 오류 외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 추가 오류는 트렁크를 통해
PSTN/ISDN 으로 전송하는 통화에 영향을 줍니다 .

•

대역폭
각 서버 간에 예상 통화 볼륨 , 장치 유형 및 장치 수에 올바른 대역폭 양을 프로비저닝하십시
오 . 이 대역폭은 사이트 간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대역폭에 추가됩니다 . 다른 클래스의 트래픽에 대해 우선 순위화 및 예약 기
능을 제공하려면 프로비저닝된 대역폭에 QoS 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대역폭에 대한 일반적
인 규칙은 보다 많게 프로비저닝하고 보다 적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

•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인프라는 QoS 엔지니어링에 의존하여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엔드 투 엔드 서비스 수
준을 트래픽에 제공합니다 . QoS 또는 대역폭 단독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네트워크 인프라에
QoS 활성화 대역폭을 엔지니어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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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간 통신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간 통신은 서버 간의 모든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 또한 ICCS( 클러스터 간 통
신 신호 처리 ) 라는 실시간 프로토콜이 있는데 , 이는 클러스터 내 각 서버 또는 노드의 통화 처리
중심에 있는 Cisco CallManager Service 프로세스와 통신할 수 있게 합니다 .
서버 사이의 클러스터 간 트래픽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참고

•

기본 구성 정보를 제공하는 IDS(IBM Informix Dynamic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트래픽 . IDS 트래픽은 Cisco QoS 권장사항에 따라 더 높은 우선순위 데이터 서비스로 우선순
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특정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IP 우선 순위 1).
IDS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의존하는 내선 이동의 광범위한 사용이 이에 대한 예입니다 .

•

가입자를 게시자에 인증하여 게시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방화벽 관리
트래픽 .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 간 관리 트래픽 흐름 . 관리 트래픽은 Cisco QoS 권장사항에 따
라 더 높은 우선순위 데이터 서비스로 우선순위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특정 비즈
니스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IP 우선 순위 1).

•

ICCS 실시간 트래픽 . 이는 통화가 시작되거나 완료될 때 신호 처리 , 통화 허용 제어 및 통화에
관한 기타 정보로 구성됩니다 . ICCS 는 Cisco CallManager Service 를 활성화한 모든 서버 간에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결을 사용합니다 . 연결은 이러한 서버 간의 전체 메시입
니다 . 이 트래픽은 우선순위 ICCS 트래픽이고 릴리스 및 서비스 매개 변수 구성에 종속됨으로
표시됩니다 .

•

CTI Manager 실시간 트래픽은 통화에 포함된 CTI 장치에 사용되거나 Unified CM 서버의 기타
타사 장치를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이 트래픽은 우선순위 ICCS 트래픽
으로 표시되고 CTI Manager 를 포함한 Unified CM 서버와 CTI 장치를 포함한 Unified CM 서버
간에 존재합니다 .

Unified CM 서버 간의 다양한 트래픽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다음에서 가용한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 용 시스템 구성 안내서의 최신 버전에서 TCP 및 UDP 포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
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Unified CM 게시자
게시자 서버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부분 읽기 전용 복사본을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서버에 복
제합니다 .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게시자에서 수행됩니다 . 클러스터의 다른 서버에 연결
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 게시자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이 수행
될 경우 통신이 다시 설정될 때 게시자가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합니다 . 사용자 대면 통
화 처리 기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IP 전화기가 등록된 가입자 서버에서 수행됩니다 . 다음
과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

CFA( 모든 통화 착신 전환 )

•

MWI( 메시지 대기 표시 )

•

프라이버시 활성화 / 비활성화

•

DND( 방해사절 ) 활성화 / 비활성화

•

EM( 내선 이동 ) 로그인

•

모니터 ( 향후 사용 . 현재 사용자 수준에서는 업데이트 없음 )

•

헌트 그룹 로그아웃

•

장치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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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CTI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상
태

•

자격 증명 확인 및 인증

각 가입자는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서버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복제합니다 . 게시자에 연결할 수 없
거나 게시자가 오프라인 상태인 기간 동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구성 변경을 수행할 수 없습
니다 . 다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정상적인 클러스터 작업은 게시자 장애 기간 동안 영향을 받지 않
습니다 .
•

통화 처리

•

장애 조치

•

이전에 구성된 장치의 등록

기타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배포 시 게시자 없이 작동하는 기능
을 확인해야 합니다 .

CDR(Call Detail Records) 및 CMR(Call Management Records)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R) 및 CMR( 통화 관리 레코드 ) 은 활성화된 경우 각 가입자에 의해
수집되고 주기적으로 게시자에 업로드됩니다 . 게시자에 연결할 수 없는 기간 동안 CDR 및 CMR
은 가입자의 로컬 하드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게시자에 연결이 다시 설정되면 모든 미해결 CDR
이 게시자에 업로드되고 , CAR(CDR 분석 및 보고 )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가 저장됩니다 .

지연 테스트
두 서버 간의 최대 RTT( 왕복 시간 ) 는 80ms 를 초과해선 안 됩니다 . 이 시간 제한은 두 서버 간의
전송 경로에서의 모든 지연을 포함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서버에서 ping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왕복 지연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결과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ping 은 Best−Effort 태그가 지
정된 패킷으로 보내지고 ICCS 트래픽과 동일한 QoS 활성화 경로를 사용하여 전송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Unified CM 서버에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장치 ( 서버가 연결된 액세스 스위치가 이상적임
) 를 사용하여 지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IOS 는 레이어 3 ToS( 서비스 유형 ) 비트를
설정할 수 있는 확장 ping 을 제공하여 ICCS 트래픽이 통과할 동일한 QoS 활성화 경로에서 ping 패
킷이 전송됨을 확인합니다 . 확장 ping 이 기록한 시간은 RTT( 왕복 시간 ) 이거나 , 통신 경로를 통
과하고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
다음 예는 IP 우선 순위를 3 으로 설정한 (ToS 바이트 값이 96 으로 설정됨 ) Cisco IOS 확장 ping 을
보여줍니다 .
Access_SW#ping
Protocol [ip]:
Target IP address: 10.10.10.10
Repeat count [5]:
Datagram size [100]:
Timeout in seconds [2]:
Extended commands [n]: y
Source address or interface:
Type of service [0]: 96
Set DF bit in IP header? [no]:
Validate reply data? [no]:
Data pattern [0xABCD]:
Loose, Strict, Record, Timestamp, Verbose[none]:
Sweep range of sizes [n]:
Type escape sequence to abort.
Sending 5, 100-byte ICMP Echos to 10.10.10.10, timeout is 2 seconds:
!!!!!
Success rate is 100 percent (5/5), round-trip min/avg/max = 1/2/4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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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율
예상 오류율은 0 이어야 합니다 . 오류 , 삭제된 패킷 또는 기타 IP 네트워크 손상은 클러스터의 통
화 처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는 신호음 지연 , IP 전화기에서 키 또는 디스플레이 응
답 속도 저하 또는 오프훅에서 음성 경로 연결까지의 지연으로 알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임
의의 오류를 허용하지만 , 클러스터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면 이러한 오류를 피해야합니다 .

문제 해결
클러스터의 Unified CM 가입자가 예상보다 높은 지연 , 오류 또는 끊긴 패킷으로 인해 클러스터 간
통신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 내부 원격 Unified CM 서버의 IP 전화기 , 게이트웨이 또는 기타 장치에 일시적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

•

통화 연결이 끊기거나 통화 설정 중 통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가 신호음을 듣기까지 예상보다 긴 지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BHCC( 최번시 통화 완료 수 ) 가 낮을 수 있습니다 .

•

ICCS(SDL 세션 ) 가 재설정되거나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

•

가입자를 업데이트하고 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게시자와 동기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
가합니다 .

요약하면 ,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클러스터 간 통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

서버 간 지연을 확인합니다 .

•

모든 링크의 오류 또는 끊긴 패킷을 확인합니다 .

•

QoS 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WAN 상에서 대기열에 충분한 대역폭이 프로비저닝되어 모든 트래픽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
다.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은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에 최상의 복원성을 제공합니다 . 이 모델의
각 사이트는 적어도 하나의 기본 Unified CM 가입자와 하나의 백업 가입자를 포함합니다 . 이 구성
은 최대 4 개의 사이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전화기 및 기타 장치 수는 배포된 서버의 수량
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든 사이트에 대한 최대 총 IP 전화기 수는 40,000 개입니다 . ( 그
림 10−1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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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장애 조치 모델의 예

Site 1
Publisher

Sub A

Site 2
Sub B

Sub E

Sub F

Backup G

Backup H

WAN

TFTP/ MoH

Backup C

Backup D

TFTP/ MoH

348634

80 ms Round Trip Time

로컬 장애 조치 모델을 구현할 때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

각 사이트가 적어도 하나의 Unified CM 가입자와 하나의 백업 가입자를 포함하도록 구성합니
다.

•

Unified CM 그룹 및 장치 풀을 구성하여 사이트 내 장치가 모든 조건 아래에서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각 사이트에서 주요 서비스 (TFTP, DNS, DHCP, LDAP 및 IP 전화 서비스 ), 모든 미디어 리소스
( 트랜스코더 , 전화회의 리소스 , 알림 장치 및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및 게이트웨이를 복
제하여 최고 수준의 복원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이 방법을 확장하여 각 사이트에
서 음성 메일 시스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WAN 장애 조건에서 게시자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이트는 일부 기능을 상실합
니다 . 예를 들어 , 원격 사이트의 시스템 관리는 구성의 부분을 추가 ,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
습니다 . 그러나 , 사용자들은 Unified CM 게시자 , 10−45 페이지의 섹션에 나열된 사용자 대면
기능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WAN 장애 조건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가입자와 현재 통신하고 있지 않는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빠른 통화 중 신호음이 들리거나 통화가 착신 전환됩니다 (CFUR(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
신 전환 ) 에 구성된 대상 또는 음성 메일로 착신 전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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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M 클러스터의 두 서버 간에 허용된 최대 RTT( 왕복 시간 ) 는 80ms 입니다 .
참고

•

그 이상의 왕복 지연 시간 및 더 높은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에서는 음성 컷스루
지연이 높아져 음성 통화가 설정될 때 초기 음성이 클리핑될 수 있습니다 .

각 사이트와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된 기타 모든 사이트 간의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에는 최소 1.544Mbps(T1) 의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 WAN 상에서 세 개의 사
이트가 클러스터링될 경우 각 사이트에는 통화 제어 트래픽을 위해 2 * 1.544Mbps 가 필요합니
다 . 통화 제어 트래픽에 대한 이 최소 대역폭 요구 사항은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의 최
대 10,000 번의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를 고려하고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된 사이트
간에 디렉터리 번호가 공유되지 않는 배포에만 적용됩니다 . 다음 방정식을 지침으로 사용하
여 특정 지연으로 공유되지 않는 디렉터리 번호 간에 10,000 번 이상의 BHCA 에 대한 대역폭
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대역폭 (Mbps) = ( 총 BHCA/10,000)  (1 + 0.006  지연 ). 여기서 지연 = RTT 지연 (ms)
입니다 .
이 통화 제어 트래픽은 우선순위 트래픽으로 분류됩니다 . 우선순위 ICCS 트래픽은 IP 우선 순
위 3(DSCP 24 또는 PHB CS3) 으로 표시됩니다 .

•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 외에도 게시자와 클러스터 내 모
든 가입자 노드 간의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서버 간 트래픽을 위해 최소 1.544Mbps(T1) 의 대
역폭이 필요합니다 .

•

WAN 상에서 CTI Manager 도 배포하려는 고객의 경우 ( 그림 10−20 참조 ), 다음 수식을 사용하
여 CTI Manager 서비스를 실행 중인 Unified CM 가입자와 CTI 제어 엔드포인트가 등록된
Unified CM 가입자 간의 CTI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에 대한 대역폭 (Mbps) 을 계
산할 수 있습니다 .
CTI ICCS 대역폭 (Mbps) = ( 총 BHCA/10,000)  0.53

그림 10-20

WAN 상의 CTI

Site 1

Site 2

WAN

CTI
Application

Subscriber
running
CTI Manager
for Application

SIP/ SCCP
Subscriber
for Phone
Registration

CTI
Controlled
Device

80 ms Round Trip Time

348635

JT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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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API 애플리케이션이 Unified CM 가입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배포의 경우 ( 그림 10−21 참
조 ),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일반 J/TAP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QBE(Quick Buffer Encoding)
J/TAPI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J/TAPI 대역폭 (Mbps) = ( 총 BHCA/10,000)  0.28
대역폭은 J/TAPI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또는 공급업
체에게 대역폭 요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그림 10-21

WAN 상의 J/TAPI

Site 1

Site 2

WAN

JTAPI
CTI
Application

Subscriber
for phone
registration
and running
CTI Manager for
application

CTI
Controlled
Device

348636

Maximum RTT is
application dependent
and based on testing

SIP/ SCCP

예 10-1

두 사이트에 대한 대역폭 계산

Unified CM 이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된 두 개의 사이트 , 사이트 1 과 사이트 2 를 고려하고 , 이
들 두 사이트의 왕복 시간이 80ms 이라고 고려합니다 . 사이트 1 에는 게시자 하나 , 결합된 TFTP
와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서버 하나 , 그리고 Unified CM 가입자 서버가 2 개 있습니다 .
사이트 2 에는 TFTP/MoH 서버 하나와 Unified CM 가입자 서버 2 개가 있습니다 . 사이트 1 에는
5000 개의 전화기가 있고 각 전화기는 DN 을 하나씩 가지며 , 사이트 2 에도 5000 개의 전화기가 있
고 각 전화기가 DN 을 하나씩 가집니다 . 최번시 동안에 사이트 1 의 2500 개 전화기가 각각
3 BHCA 로 , 사이트 2 의 2500 개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 . 동일한 최번시동안에 사이트 2 의 2500
개 전화기가 각각 3 BHCA 로 , 사이트 1 의 2500 개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 . 이러한 경우 :
최번시 동안 총 BHCA = 25003 + 25003 = 15,000
사이트 간에 필요한 총 대역폭 = 총 ICCS 대역폭 + 총 데이터베이스 대역폭
총 BHCA 가 15,000(10,000 이상 ) 이므로 , 수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ICCS 대역폭 = (15,000/10,000)  (1 + 0.00680) = 2.22Mbps
총 데이터베이스 대역폭 = ( 게시자에 원격인 서버 수 )  1.544 = 3  1.544 = 4.632Mbps
사이트 간에 필요한 총 대역폭 = 2.22Mbps + 4.632Mbps = 6.852Mbps( 약 7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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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된 사이트 간에 디렉터리 번호가 공유될 때는 추가 대역폭을 예약해
야 합니다 . 공유 DN 간의 10,000 BHCA 에 대한 이 오버헤드 또는 추가 대역폭 ( 최소
1.544Mbps 대역폭 외 ) 은 다음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오버헤드 = (0.012  지연  공유 회선 ) + (0.65  공유 회선 ). 여기서 :
지연 = IP WAN 상의 RTT 지연 (ms)
공유 회선 = 디렉터리 번호가 WAN 상에서 공유되는 평균 추가 전화 수 .
다음 방정식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특정 지연으로 공유된 디렉터리 번호 간에 10,000 번 이상의
BHCA 에 대한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대역폭 (Mbps) = ( 전체 BHCA/10,000)  (1 + 0.006  딜레이 + 0.012  딜레이  공유
라인 + 0.65  공유 라인 ), 여기서 :
지연 = RTT 지연 (ms)
공유 회선 = 디렉터리 번호가 WAN 상에서 공유되는 평균 추가 전화 수 .

예 10-2

공유 디렉터리 번호를 가진 두 사이트에 대한 대역폭 계산

Unified CM 이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된 두 개의 사이트 , 사이트 1 과 사이트 2 를 고려하고 , 이
들 두 사이트의 왕복 시간이 80ms 이라고 고려합니다 . 사이트 1 에는 게시자 하나 , 결합된 TFTP
와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서버 하나 , 그리고 Unified CM 가입자 서버가 2 개 있습니다 .
사이트 2 에는 TFTP/MoH 서버 하나와 Unified CM 가입자 서버 2 개가 있습니다 . 사이트 1 에는
5000 개 전화기가 있고 각 전화기는 DN 을 하나씩 가지며 , 사이트 2 에는 5000 개 전화기가 있고
각 전화기는 사이트 1 의 5000 개 전화기와 DN 을 공유합니다 . 따라서 , 각 DN 은 평균 하나의 추
가 전화기와 WAN 상에서 공유됩니다 . 최번시 동안에 사이트 1 의 2500 개 전화기가 각각 3 BHCA
로 , 사이트 2 의 2500 개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 . 이 때문에 사이트 1 의 전화기에서도 벨이 울립
니다 . 동일한 최번시 동안에 사이트 2 의 2500 개 전화기가 각각 3 BHCA 로 , 사이트 1 의 2500 개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 . 이 때문에 사이트 2 의 전화기에서도 벨이 울립니다 . 이러한 경우 :
최번시 동안 총 BHCA = 2500  3 + 2500  3 = 15,000
사이트 간에 필요한 총 대역폭 = 총 ICCS 대역폭 + 총 데이터베이스 대역폭
총 BHCA 가 15,000(10,000 이상 ) 이므로 , 수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ICCS 대역폭 = (15,000/10,000)  (1 + 0.00680 + 0.012801 + 0.651) = 4.635Mbps
총 데이터베이스 대역폭 = ( 게시자에 원격인 서버 수 )  1.544 = 3  1.544 = 4.632Mbps
사이트 간에 필요한 총 대역폭 = 4.635Mbps + 4.632Mbps = 9.267Mbps( 약 10Mbps)
참고

위에서 명시된 대역폭 요구 사항은 엄격히 ICCS,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서버 간 트래픽에 해당됩
니다 . 통화가 IP WAN 을 지날 경우 통화에 사용된 음성 및 비디오 코덱에 따라 , 미디어 트래픽에
대한 추가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프로비저닝 , 3−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클러스터의 가입자 서버는 해당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읽습니다 . 변경사항의 유형에 따라 데
이터베이스 수정은 로컬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게시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IDS(Informix Dynamic Server) 데이터베이스 복제는 클러스터의 다양한 서버에서 데
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따라서 연장된 시간 동안 WAN 연결 끊김과 같은 장
애 조건에서 복구할 때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를 정전 중 변경되었을 수 있는 내용과 동기
화해야 합니다 . 이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클러스터의 게시자 및 기타 서버로 복원
될 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이 프로세스는 저대역폭 및 / 또는 더 높은 지연 링크에서는 시간
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드물기는 하지만 , 클러스터의 서버 간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수
동으로 재설정하거나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작업은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 ) 에서 utils
dbreplication repair all 및 / 또는 utils dbreplication reset all 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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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WAN 상의 원격 가입자에서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수리하거나 재설정
하면 클러스터의 모든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동기화됩니다 . 게시자와 가입자 노드
간에 지연이 더 길고 대역폭이 더 낮을 경우 , 데이터베이스 복제 수리 또는 재설정이 완료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참고

•

동일한 원격 위치의 여러 가입자에서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수리하거나 재설정하면 데
이터베이스 복제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Cisco 에서는 이러
한 원격 가입자에서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한 번에 하나씩 수리하거나 재설정할 것을 권
장합니다 . 서로 다른 원격 위치에 있는 가입자에서 데이터베이스 복제 수리 또는 재설
정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원격 지점이 WAN 트래픽 상
에서 클러스터링하는 데 사용된 동일한 WAN 경로를 통해 중앙 사이트에 연결되면 WAN 상에
서 클러스터링하는 데 사용된 링크를 과다 신청하지 않도록 통화 허용 제어를 구성하는 데 주
의를 기울이십시오 .
– 대역폭이 WAN 상에서 클러스터링하는 데 사용된 링크에 제한되지 않으면 ( 즉 , 링크에 대

한 인터페이스가 OC−3s 또는 STM−1s 이고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한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 모든 기본 사이트를 Hub_None 위치로 구성해야 하므로 원격 사이트를 아무 기본 사이트
에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구성은 통화 허용 제어 목적을 위해 허브 및 스포크 토폴
로지를 여전히 유지 보수합니다 .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Unified CM 위치의 모든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가 기본 사이트와 함께 등록될 수 있습니다 .

– 기본 사이트 간에 대역폭이 제한된 경우 사이트 간에 통화 허용 제어를 사용해야 하며 , 모

든 원격 사이트는 Hub_None 위치로 구성된 기본 사이트와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 이 기본
사이트를 허브 사이트로 간주하고 기타 모든 원격 사이트와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사
이트는 스포크 사이트입니다 .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도중 동일한 유지 보수 기간에 소프트웨어 릴리스 노트에 개괄된 표준
업그레이드 절차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IP WAN 상에
서 왕복 지연 시간이 길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간도 증가합니다 . 또한 게시자 − 가입
자 대역폭이 각 가입자 노드에 대한 필수 1.544Mbps 보다 낮을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
로세스가 완료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더 빠른 업그레이드 시간을 원할 경
우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원격 가입자 당 필수 1.544Mbps 이상의 추가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장애 조치에 대한 Unified CM 프로비저닝
로컬 장애 조치 모델에 대한 Unified CM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은 통화 처리 , 9−1 페이지에 설명된
용량에 대한 설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사이트 간의 WAN 상에서 음성 또는 영상 통화가 허용되
면 다른 사이트에 대한 기본 위치 외에도 사이트 간에 통화 허용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Unified CM
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 장치 수에 비해 대역폭을 과다 프로비저닝한다 해도 위치에 기반하여 통
화 허용 제어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입니다 .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가 통화를 거
부할 경우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기능에 의해 PSTN 으로 자동 장애 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및 업그레이드 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Unified CM 서버에서 Cisco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클러스터에 두 개 이상의 TFTP 서버를 배
포할 수 있지만 , 그럴 경우 모든 TFTP 서버에서 모든 TFTP 파일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 시간이 길
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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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및 서버의 사용 가능한 용량에 따라 게시자 또는 가입자 서버에서 TFTP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TFTP 서버 옵션을 각 사이트의 DHCP 서버에서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 DHCP
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TFTP 서버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경우 사이트에 대한 올바른 TFTP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
WAN 중단 중에 Unified CM 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도 모든 사이트에
복제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이러한 서비스에는 DHCP 서버 , DNS 서버 , 회사
디렉터리 및 IP 전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각 DHCP 서버에서 각 위치에 대한 DNS 서버 주소를
올바르게 설정하십시오 .
IP 전화기는 사이트 간 공유 회선 표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 WAN 중단 중에는 각 회선 표시에 대
한 통화 제어가 분리되지만 , WAN 이 복원되면 단일 Unified CM 서버로 통화 제어가 복귀됩니다 .
WAN 복원 기간 동안 두 사이트 간에는 추가 트래픽이 있습니다 . 통화량이 많은 시간 동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 공유 회선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은 몇 분 이상 지속되지 않겠지만 , 이것이 걱정될 경우 우선 순위화된 추가 대역폭을 프로비저닝
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장애 조치에 대한 게이트웨이
일반적으로 PSTN 에 액세스하기 위해 모든 사이트에 게이트웨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
이트의 Unified CM 서버에 게이트웨이를 등록하려면 장치 풀을 구성해야 합니다 . 또한 통화 라우
팅 ( 경로 패턴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 ) 을 구성하여 사이트에서 로컬 게이트웨이를 PSTN 액세
스를 위한 첫 번째 선택사항으로 , 다른 사이트 게이트웨이를 오버플로를 위한 두 번째 선택사항으
로 선택하십시오 . 각 사이트에서 비상 서비스 액세스를 보장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
WAN 장애 기간 동안 액세스가 필요 없는 경우 및 WAN 상의 통화 수에 충분한 추가 대역폭이 구성
된 경우 PSTN 게이트웨이에 대한 액세스를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다 . E911 요구 사항을 충족하
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에서 추가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장애 조치에 대한 음성 메일
Cisco Unity Connection 또는 기타 음성 메일 시스템은 모든 사이트에 배포하고 Unified CM 클러스터
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구성하면 WAN 장애 중에도 PSTN 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 메일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메일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사이트에 올바른 음성 메일 시스템을 동일한
위치의 IP 전화기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Unity Connection 및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분산 메시징 , 19−1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로컬 장애 조치에 대한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및 미디어 리소스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서버 및 컨퍼런스 브리지와 같은 기타 미디어 리소스는 사용자
유형 및 수에 충분한 용량으로 각 사이트에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및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을 사용하면 온사이트 리소스가 미디어 리소스를 제공하고
WAN 장애 동안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장애 조치 배포 모델
원격 장애 조치 배포 모델은 백업 서버 배치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각 사이트는 적어도 하나의
기본 Unified CM 가입자를 포함하고 백업 가입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모델에
서는 통화 처리 , 9−1 페이지에 설명된 1:1 중복 및 50/50 부하 분산 옵션 사용 시 로컬 가입자에 정
상적으로 등록된 IP 전화기 및 기타 장치를 가진 멀티사이트를 허용합니다 . 백업 가입자는 WAN
상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사이트에 위치합니다 . ( 그림 10−2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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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배포 모델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 네 개 사이트를 포함한 원격 장애 조치 모델

Site 1

Site 2

WAN

Site 3
Primary Subscriber Registration
Backup Subscriber Registration

348637

Site 4

원격 장애 조치 모델을 구현할 때 다음 수정사항과 함께 로컬 장애 조치 모델에 대한 모든 지침 ( 로
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 10−47 페이지 참조 ) 을 준수하십시오 .
•

•
•

참고

각 사이트가 적어도 하나의 Unified CM 가입자와 원하는 대로 선택적 백업 가입자를 포함하도
록 구성합니다 . IP WAN 상에서 백업 가입자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라우터를 백업 통화 처리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그룹 및 장치 풀을 구성하여 장치가 WAN 상에서 서버와 함께 두 번째 또는 세 번
째 선택사항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장치가 WAN 상에서 동일한 클러스터의 원격 Unified CM 서버와 함께 등록될 때 신호 처리 또
는 통화 제어 트래픽을 위한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이 대역폭은 ICCS 트래픽 이상일 수 있으
며 대역폭 프로비저닝 , 3−51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신호 처리를 위한 대역폭 프로비저닝 계산
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또한 재해 복구를 위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배포 기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Unified CM 그룹은 최대 3 개의 서버 (1 차 , 2 차 및 3 차 ) 구성을 허용합니다 . 따라서 , 1 차 서버와
2 차 서버가 동일한 사이트에 있고 3 차 서버가 WAN 상의 원격 사이트에 있는 Unified CM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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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서버에 통합 커뮤니케이션 배포
가상화를 사용할 때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 노드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실제 서버 ( 호스트 ) 에
서 실행하는 VM( 가상 시스템 ) 으로 배포됩니다 . 일반적으로 여러 가상 시스템이 한 호스트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직접 실행하는 기존 배포보다 확
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하드웨어 , 에너지 , 케이블 연결 및 랙 공간 비용과 같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가상화 소프트웨어 기능을 능률적으로 활용하여 하드웨어 플랫폼 작동 및 유
지 보수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아키텍처 ,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위한 하이
퍼바이저 기술 및 SAN(Storage Area Networking)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또한 가상화
된 서버에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경우 설계 고려 사항도 함께 설명합니
다.
여기 나온 설명은 다음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제품별 상세 설계 지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
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index.html

•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가상화된 서버의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크기 조정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올바른 로그인
인증을 통해 Cisco 파트너 및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을 사용하십시
오.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는 서버 하드웨어에서 직접 실행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씬 (thin) 소프트웨어로 ,
여러 운영 체제 ( 게스트 ) 가 한 서버 ( 호스트 컴퓨터 ) 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의 운영 체제와 같은 게스트 운영 체제는 하이퍼바이저 위 또 다른 수준에서 실
행됩니다 . 하이퍼바이저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가상화 기술의 토대 요소 중 하나이며 , 애플리케
이션을 더 적은 수의 서버에 통합합니다 .
대부분의 Cisco Collaboration System 애플리케이션은 가상화를 사용할 때만 지원됩니다 . 이는 이
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VMware vSphere ESXi 하이퍼바이저를 배포해야 하며 이러한 애플리케
이션을 서버 ( 베어 메탈 ) 에 바로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VMware vCenter 는 가상 환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s) 를 사용할 때 , VMware vCenter 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대량의 호스트를 배포할
때 적극 권장됩니다 . 사양 기반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VMware vCenter 가 필요합니다 .

서버 하드웨어 옵션
가상화와 함께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경우 다음 두 가지 하드웨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s). 이 옵션은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플랫폼
에 기반하여 선택된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 이러한 구성은 보장된 특정 성능 , 용량 및 " 완전히
로드된 " Cisco Collaboration System 가상 시스템을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공존 시나리오를
위해 테스트되고 문서화되었습니다 .

•

더욱 향상된 하드웨어 유연성을 제공하고 VMware Compatibility
Guide(https://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search.php 에서 사용 가능 ) 에 나열된
기타 Cisco UCS 및 타사 서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사양 기반 하드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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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통합 컴퓨팅은 컴퓨팅 리소스 (CPU, 메모리 및 I/O), IP 네트워킹 , 네트워크 기반 저장소 및 가상화
를 가용성이 높은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 이러한 수준의 통합은 전력 및 냉각의
경제성 , 네트워크에 서버 연결 단순화 , 실제 호스트 간 동적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위치 변경 및
풀링된 디스크 저장소 용량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은 많은 구성 요소로부터 구축됩니다 . 그러나 서버 관점에서 볼 때
, UCS 아키텍처는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

Cisco UCS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 10−56 페이지

•

Cisco UCS C 시리즈 랙 마운트 서버 , 10−58 페이지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아키텍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index.html
Cisco UCS E 시리즈 서버 모듈은 Cisco ISR G2(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2) 에 배포되
도록 설계된 블레이드 서버입니다 . 일부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이 Cisco UCS E 시리즈에서 지
원되지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TRC 대신 사양 기반 하드웨어 지원 ).

Cisco UCS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는 x86 아키텍처에 기반한 블레이드 서버를 갖추고 있습니
다 . 블레이드 서버는 컴퓨팅 리소스 ( 메모리 , CPU 및 I/O) 를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에 제공
합니다 . 블레이드 서버는 메자닌 폼팩터 CNA(Converged Network Adapters) 를 통해 통합 패브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아키텍처는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와 같은 기술의 도움으로 단일 인프라 상에서 LAN,
저장소 및 고성능 컴퓨팅 트래픽을 전송하는 통합 패브릭을 사용합니다 . ( 그림 10−23 참조 ) Cisco
의 통합 패브릭 기술은 LAN, SAN 및 고성능 컴퓨팅 네트워크에 대한 다중 어댑터 , 케이블 및 스위
치 세트가 필요 없는 10Gbps 이더넷을 토대로 구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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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3

Cisco UCS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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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기본 UCS 구성 요소와 이들이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Cisco UCS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서 모델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ucs−b−series−blade−servers/
models−comparison.html

Cisco UCS 5100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섀시
Cisco UCS 5100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섀시는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를 호스트할 뿐만 아니라
Cisco UCS Fabric Extender 로 업링크 Fabric Interconnect Switch 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sco UCS 2100 및 2200 시리즈 I/O 모듈
Cisco UCS 2100 및 2200 시리즈 I/O 모듈 ( 또는 Fabric Extender) 은 B 시리즈 섀시에 삽입되고 ,
Cisco UCS 5100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섀시를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 Switch 에 연결합니다
. Fabric Extender 는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블레이드 서버의 FCoE
지원 CNA 에서 Fabric Interconnect Switch 로의 트래픽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Cisco UCS 6100 및 6200 시리즈 Fabric Interconnect Switch
Cisco UCS 6100 및 6200 시리즈 Fabric Interconnect Switch 는 10 기가비트 FCoE 지원 스위치입니
다 . B 시리즈 섀시 ( 및 블레이드 서버 ) 는 Fabric Interconnect 에 연결되고 데이터 센터의 LAN 또
는 SAN 전환 요소에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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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CS Manager
관리는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통합되어 , 전체 UCS 시스템을 Cisco UCS Manager 를 통해 단
일 엔티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 UCS Manager 는 모든 시스템 구성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SAN(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 를 사용하여 원격 저장 장치 또는 저장소 어레이를 서버에 연결하여
저장소가 서버에 로컬로 연결될 운영 체제에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중 서버 간에 SAN 저
장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에서 가상 통합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가상 서버에서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실행할 경우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설계
규칙 및 고려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블레이드 서버

Cisco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는 다중 CPU 소켓을 지원하고 각 CPU 소켓은 여러 개의 멀티코어 프
로세서를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한 B200 블레이드에 최대 2 개의 멀티코어 프로세서
를 호스트할 수 있는 CPU 소켓 2 개가 있습니다 . 이는 단일 블레이드 서버에서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각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
케이션에 전용 처리 및 메모리 리소스를 할당하여 리소스가 과다 신청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SAN 및 저장소 어레이

Cisco UCS B 시리즈 플랫폼에 기반한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s) 의 경우 Fibre Channel
SAN 저장소 어레이에서 실행할 가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SAN 저장소 어레이는 VMware 하드
웨어 호환성 목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iSCSI, FCoE SAN 및 NFS NAS 와 같은 기타 저
장소 옵션은 사양 기반 하드웨어 지원과 함께 지원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Cisco UCS C 시리즈 랙 마운트 서버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외에도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는 x86 아키텍처에 기반한
일반 목적의 랙 장착 서버를 갖추고 있습니다 . C 시리즈 랙마운트 서버는 컴퓨팅 리소스 ( 메모리
, CPU 및 I/O) 및 로컬 저장소를 하이퍼바이저 및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합니다 . C 시리즈 서버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ucs−c−series−rack−servers/in
dex.html

C 시리즈 랙마운트 서버에서 가상 통합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설계 고려 사항
UCS B 시리즈와 달리 , UCS C 시리즈에 기반한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s) 는 FC SAN
저장소 어레이가 아니라 직접 연결된 저장소 드라이브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가상 시스템 및 하이
퍼바이저에 대한 저장소를 지원합니다 . C 시리즈 서버와 함께 외부 저장소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
지만 , 그러면 서버가 TRC 가 아닌 사양 기반 하드웨어로 간주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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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에 대한 CCD( 통화 제어 검색 ) 를 사용하여 통화 라우팅 및 다이얼 플랜

가상 서버가 배포 모델에 미치는 영향
가상화된 서버에서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실제 서버가 사용되었을
때와 동일한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 그러나 가상화에는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예
를 들어 , Unified CM VMware 가상 애플리케이션은 호스트 USB 및 직렬 포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
니다 . 따라서 , Unified CM 은 더 이상 SMDI(Simplified Message Desk Interface) 통합을 위한
CMI(Cisco Messaging Interface) 서비스 , 오디오 카드를 사용하는 라이브 MoH 오디오 피드
(MOH−USB−AUDIO=) 에 대한 고정 MoH 오디오 소스 통합 또는 이러한 서버에 대한 플래시 드라
이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음 대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MoH 라이브 오디오 소스 피드의 경우 , 라이브 오디오 소스 연결을 위해 Cisco IOS 기반 게이
트웨이 멀티캐스트 MoH 사용을 고려합니다 .

•

시스템 설치 로그를 저장할 경우 가상 플로피 소프트미디어를 사용합니다 .

SMDI(Simplified Message Desk Interface) 통합을 위한 CMI(Cisco Messaging Interface) 서비스의 대
체 옵션은 없습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에서는 Cisco UCS B 시리즈 가상화 서버의 QoS 기능을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설계 안내를 제공합니다 .

SAF(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에 대한 CCD( 통화 제어 검
색 ) 를 사용하여 통화 라우팅 및 다이얼 플랜 분배
Cisco SAF(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는 통화 처리 플랫폼 간에 통화 라우팅 및 다이얼 플
랜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isco IOS 서비스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 SAF
를 사용하면 TDM PBX 와 같은 비 Cisco 통화 처리 플랫폼이 Cisco IOS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호 연
결되었을 때 SAF(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SAF(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를 사용하면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이 IP 네트워크 내 네트
워크화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광고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 SAF 는 다음과 같은 기능 구성 요
소와 프로토콜로 구성됩니다 .
•

SAF 클라이언트 —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광고하고 소비합니다 .

•

SAF 착신 전환기 — SAF 서비스 가용성 정보를 분배하고 유지 보수합니다 .

•

SAF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 SAF 클라이언트와 SAF 착신 전환기 사이에 사용됩니다 .

•

SAF 착신 전환기 프로토콜 — SAF 착신 전환기 사이에 사용됩니다 .

광고된 서비스의 성격은 SAF 착신 전환기 네트워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 SAF 착신 전환 프로토
콜은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SAF 네트워크에 등록된 SAF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동
적으로 분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SAF 가 CCD( 통화 제어 검색 ) 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서비스
이론적으로는 모든 서비스를 SAF 를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SAF 를 사용하는 첫 번째 서비스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CCD( 통화 제어 검색 ) 입니다 . CCD 는 SAF 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CM 및 Unified CME 와 같은 통화 제어 에이전트가 호스트하는 내부 DN( 디렉터리 번호 )
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분배하고 유지 보수합니다 . 또한 CCD 는 PSTN 에서 이러한 내부 디렉터
리 번호에 연결할 수 있는 해당 번호 접두사 ("To PSTN" 접두사 ) 를 분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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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CCD 는 내부 엔터프라이즈 DN 범위 , 외부 (PSTN) DN 범위 및 URI 분배를 지원하는 GDPR
과 달리 , 내부 엔터프라이즈 DN 범위 분배만 지원합니다 .
SAF 의 동적 속성과 호스트된 DN 범위의 가용성과 To PSTN 접두사를 SAF 네트워크의 다른 통화
에이전트에 광고하는 기능은 다이얼 플랜 분배의 다른 정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방법에 비해 확실
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다음 Cisco 제품은 SAF 에 대한 CCD( 통화 제어 검색 )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의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

Cisco ISR 플랫폼의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

Cisco ISR 플랫폼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

Cisco ISR 플랫폼의 Cisco IOS 게이트웨이

CCD 는 Cisco IOS 릴리스 15.0(1)M 이상을 실행하는 Cisco ISR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SAF CCD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9.0 SRND 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배포 모델 장에 있는 SAF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cucm/srnd/9x/uc9x/models.html
SAF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9.x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s)
의 네트워크 인프라 장에서 SAF(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cucm/srnd/collab09/clb09/netstruc.html

SAF CCD 배포 고려 사항
다음 확장성 제한은 Unified CM 및 Cisco IOS SAF CCD 제품에 적용됩니다 .

참고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2,000 개의 광고된 DN 패턴

•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100,000 개의 학습된 DN 패턴 ( 기본값 = 20,000 개의 학습된 패
턴)

•

Unified CME,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또는 Cisco IOS Gateway 당 최대 125 개의 광고된
DN 패턴

•

Unified CME,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isco IOS Gateway 또는 SRST 당 최대 6,000 개의
학습된 DN 패턴 ( 플랫폼 종속적 )

단일 SAF AS( 자율 시스템 ) 를 사용하고 Cisco Unified CM 과 Cisco IOS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SAF
CCD 로 구성된 SAF 배포의 경우 SAF CCD 시스템 전체 확장성은 6,000 개의 학습된 DN 패턴으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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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전화회의는 모든 협업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며 특히 원격 사용자 및 / 또는 대규모 사용
자 기반에서 필수적입니다 .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에서는 인스턴트 , 영구 및 예약 오디오
및 비디오 회의 외에도 내용 공유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컨퍼런스 브리지는 전화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컨퍼런스 브리지는 다수의 참가자를 단일 통화
( 음성 또는 영상 ) 에 참가시키는 리소스입니다 . 이는 주어진 전화회의에 대하여 장치의 단일 전
화회의에 허용되는 최대 용량을 넘지 않는 한 , 제한 없는 연결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상대
방의 출력 표시에는 뷰어의 고유 입력을 제외하고 연결된 모든 상대방이 표시됩니다 .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솔루션에서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회의 기
능과 내용 공유를 제공합니다 . 전화회의 인프라는 소프트웨어나 DSP 리소스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Cisco Meeting Server 또는 Cisco WebEx Collaboration Cloud 일 수 있으며 , 이 장에서
는 각 솔루션에 해당하는 설계 세부 정보를 다룹니다 .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솔루션은 온 − 프레미스 ,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배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직이 이미 투자한 협업 솔루션과 통합하거나 " 클라우드에서 " 호스트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이 점이 다른 여러 솔루션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며 , 조직에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Cisco WebEx 소프트웨어 서버로 (SaaS) 는 완벽한 외부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면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CMR) 하이브리드는 사내 및 사외 장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솔루션
입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을 배포한 조직은 온 − 프레미스 솔루션 활용을 통해 가장 큰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 이 장의 다음 섹션에서는 각 전화회의 솔루션에 대한 더욱 상세한 배포 옵
션을 제공합니다 .
표 11−1 에서는 온 − 프레미스 클라우드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솔루션을 요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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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Cisco 협업 솔루션의 온 - 프레미스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기능

오디오
온 - 프레미
스

해결 방법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예

영상

콘텐츠 공유

클라우드

온 - 프레미
스

클라우드

온 - 프레미
스

클라우드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1

Cisco WebEx SaaS

아니요

예

아니요

예1

아니요

예

Cisco Meeting Server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Cisco CMR Hybrid

예

예

예

예

예

예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1. Cisco WebEx 웹캠 비디오 전용 , 표준 기반 비디오 지원 없음

만족스러운 최종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려면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전화회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
도록 Cisco Conferencing 솔루션을 배포할 때 신중한 계획과 설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이 장에서는 먼저 Cisco Conferencing 솔루션에서 지원되는 여러 다른 유형
의 전화회의를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은 각 솔루션의 주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

아키텍처
이 섹션에서는 Conferencing 솔루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소개하며 그 이점과 더불어 협업 시스
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여러 전화회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 여기에서
는 지원되는 배포 모델 , 솔루션 및 권장 사항도 설명합니다 .

•

고가용성
이 섹션에서는 복원력이 있는 Cisco Conferencing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해 논
의하며 중복 및 로드 밸런싱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용량 계획
이 섹션에서는 Cisco Conferencing 솔루션의 용량 제한 및 확장성과 관련된 모범 사례 및 설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Cisco Conferencing 솔루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권장 사항과 모범 사례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장에는 다음과 같은 Cisco Conferencing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Cisco WebEx SaaS(Software as a Service)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 프라이빗 클라우드용

•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

•

Cisco Meeting Server

•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CMR)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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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이 장의 새로운 내용
이 장은 Cisco CSR(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의 새로운 지원 사항과 업데이트된 설계 내
용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에 Conferencing 을 배포하기 전에 이 장
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표 11−2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11-2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CMR) 프레미 Cisco Meeting Server, 11−7 페이지
스가 Cisco Meeting Server 로 대체되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Release(CSR) 12.x
에 대한 콘텐츠 재구성 및 기타 업데이트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2018 년 3 월 1 일

전화회의의 유형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전화회의를 지원합니다 .
•

인스턴트 전화회의
인스턴트 오디오 및 비디오 회의 ( 또는 ad−hoc 전화회의라고도 함 ) 는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전
화회의입니다 . 인스턴트 전화회의는 사전에 예약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전화회의입니다 . 예
를 들어 , 멀티포인트 전화회의로 확대된 지점 간 통화는 인스턴트 전화회의로 간주됩니다 .

•

영구 전화회의
영구 전화회의 (Meet−Me, 정적 또는 랑데부 전화회의라고도 함 ) 는 이전에 예약하지 않고도
전화회의를 허용하는 사전 정의된 주소입니다 . 전화회의 호스트가 다른 사용자와 주소를 공
유하면 , 이 사용자가 언제든 해당 주소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영구 전화회의 리소스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보장되지 않음 ) 으로 사
용합니다 . 전화회의 리소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보장됨 ) 예약된 전화회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예약된 전화회의
예약된 전화회의는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라는 일정 지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시자가 시작합니다 . 전화회의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외에도 사전 정의된 참가자 세
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Cisco TMS 를 통해 예약합니다 .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은 아래 설명된 전화회의 솔루션으로 구성됩니다 . 각 솔루션에 관
한 세부 정보는 각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

Cisco Unified?CM 음성 회의 , 11−4 페이지
이 솔루션을 통해 Unified CM 은 내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또는 외부 하드웨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를 리소스로 사용하여 오디오 컨퍼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Cisco Meeting Server, 11−7 페이지
Cisco Meeting Server 는 온 − 프레미스 화상 회의 솔루션입니다 . 사용자마다 미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스페이스 생성 , 스페이스에 구성원 추
가 및 Cisco 미팅 앱에서 PIN 생성과 같은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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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CMR) 하이브리드 , 11−47 페이지
Cisco CMR Hybrid 는 온 − 프레미스 비디오 회의와 WebEx Meeting Center 전화회의를 하나의
미팅으로 결합하므로 , Telepresence 와 WebEx 참가자가 미팅에 참가하고 오디오 , 비디오 및 내
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CMR Hybrid 미팅은 예약하거나 예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 11−33 페이지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회의 ( 이전의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CMR) 클라
우드 ) 는 사내 회의 리소스 또는 관리 인프라가 필요없는 대체 회의 전개 모델입니다 .
TelePresence, 오디오 및 WebEx 참가자뿐 아니라 예약되거나 예약되지 않은 모든 미팅을 단일
통화로 지원하며 , 모두 클라우드에서 호스트됩니다 .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11−39 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웹과 오디오 회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온 − 프레미스 WebEx Meetings Server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에서는 독립형 오디오 , 비디오 및 협업 웹 전화회의 플
랫폼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음성 회의
Cisco Unified?CM 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음성 회의를 지원합니다 .
•

스프트웨어 음성 회의 , 11−4 페이지

•

하드웨어 음성 회의 , 11−5 페이지

•

빌트인 브리지 , 11−5 페이지

•

시스코 컨퍼러스 나우 , 11−5 페이지

스프트웨어 음성 회의
소프트웨어 기반 오디오 회의 브리지는 Unified CM 의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이 제
공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클러스터의 각 개별 노드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유니
캐스트 회의 브리지는 G.711 오디오 스트림과 Cisco Wideband 오디오 스트림을 혼합할 수 있는 표
준 전화회의 믹서입니다 . 와이드밴드 또는 G.711 A−Law 및 Mu−Law 스트림의 어떤 조합도 동일
한 전화회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구성에서 지원될 수 있는 전화회의의 수는 컨퍼런스 브
리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서버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활성화된 기타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 유형을 위한 오디오 스트림의 최대 수는 256 개입니다 . 256 회의 스트림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미디어 리소스가 단일 회의에서 256 명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으며 , 소프
트웨어 컨퍼런스 미디어 리소스는 회의 당 4 명의 사용자가 있는 최대 64 명의 회의 리소스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시스코 IP 보이스 미디어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스코 콜메니저 서비
스와 동일한 서버에서 실행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컨퍼런스는 최대 48 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은 다른 기능에도 사용될 수 있는 리소스이며 설계 시
에는 모든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시스코 IP 음성 미디어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 7−3 페
이지 참조 ). 소프트웨어 오디오 컨퍼런스 브리지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스코는 인스턴트
메시징 및 회의 오디오 회의에서 G.711 코덱을 사용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전개 또는 전개에서만
소프트웨어 오디오 컨퍼런스 브리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Unified CM 에서의 소프트웨어 오
디오 회의 브리지의 사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에 비해 시스템에 더 많은 로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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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음성 회의
Cisco IOS 를 통해 전화회의 리소스로 구성된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 는 전화회의 기능에만 특
정한 DSP 로 펌웨어를 로드하며 이러한 DSP 는 다른 미디어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
든 시스코 PVDM 하드웨어는 음성 해지를 위해 단일 섀시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미디
어 리소스 기능에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PVDM 하드웨어의 DSP 는 음성 종단 , 회의 , 미
디어 종단 또는 트랜스 코딩으로 , 개별적으로 구성되므로 단일 PVDM 의 DSP 를 다른 리소스 유
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SP 를 우선 음성 종료에 할당한 후 필요에 따라 기타 기능에 할당합
니다 . 전화회의의 DSP 리소스는 실제로 몇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는지와 관계없이 프로필 속성을
토대로 구성 중에 예약됩니다 .
하드웨어 오디오 회의 브리지는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브리지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기능 및 코덱
형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 Cisco 는 기업이 대역폭 절감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G.729 와 같은 더
욱 복잡한 코덱에 대한 코덱 지원과 더 다양한 용도의 오디오 회의 브리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하
드웨어 오디오 회의 브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빌트인 브리지
빌트인 브릿지는 통화중인 엔드 포인트 중 하나가 호스트하는 DSP 자원을 나타냅니다 . 특정 Cisco
IP Phone 은 내장 브리지 기능을 위해 온보드 DSP 를 갖추고 있습니다 . IP 전화기 내장 브리지는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아키텍처에서 유일한 내장 오디오 리소스입니다 . 하지만 내장 브
리지는 전화회의 기능을 제한하며 전체 전화회의를 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 Cisco IP
Phones 의 내장 브리지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IP 전화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회선을 통해 통화에 참여하고 이러한 통화를 내장 브리지에서 호
스팅되는 전화 회의로 변환하십시오 .

•

회선을 공유하는 다른 끝점의 호출에 참여 ( 호출이 개인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 하고 호출
을 기본 제공 브리지에서 호스팅되는 회의로 변환합니다 .

•

통화중인 종점에서 자동 녹음 또는 모니터링 세션을 시작하고 , 전화기에서 생성 및 수신한 미
디어를 포크하여 기능을 호출합니다 .

Cisco IP Phone 의 내장 브리지는 G.711 및 G.729 코덱 형식을 인코딩 및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 그
렇지만 통화의 코덱이 일단 선택되면 내장 브리지 코덱 선택이 잠기고 해당 전화는 사용된 코덱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통화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장 브리지가 호출될 수도 있는 통
화 흐름을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장 브리지는 최대 두 개의 통화를 혼합할 수 있으며 하나의 통화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 두 개
의 스트림 ).

시스코 컨퍼러스 나우
Cisco Conference Now 는 Meet−Me 와 비슷한 영구적 전화회의 기능을 제공하는 Unified CM 기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이 응용 프로그램은 기본 오디오 회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Cisco Conference Now 를 사용하면 중앙 번호에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 시스템
의 메시지에 따라 해당 미팅 ID 와 호스트 또는 참가자 PIN 을 입력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회의에 참
가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1−1 에서는 Cisco Conference Now 아키텍처와 관련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 지금 전화회의
를 사용하면 외부 및 내부 발신자가 중앙 전화회의 지원 번호인 지금 전화회의 IVR 디렉터리 번호
로 전화를 걸어 전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IVR 장치는 알림 내용을 재생하여 전화회의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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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발신자에게 안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합니다 . IVR 은 Unified CM 을 사용하여
Cisco IP Phone 및 게이트웨이와 같은 장치에 미리 녹음된 알림 (.wav 파일 ) 을 재생할 수 있게 하
는 미디어 리소스 장치입니다 .
그림 11-1

Cisco Conference Now 아키텍처

Peter, Attendee
Centralized Number
1-800-553-6387
Alice, Host, PIN
Meeting ID 1000

PSTN

Gateway

Ben, Attendee

IVR

MOH
348889

Signal path
Media path

관리자가 사용자 대신 지금 전화회의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된 경우 사용자
가 미팅 번호를 받으면 미팅을 시작하도록 호스트 PIN 을 구성해야 합니다 . 또는 참가자가 미팅에
참가하도록 선택적 참가자 액세스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미팅 전에 전화회의 호스트가 미팅
번호와 선택적 액세스 코드를 모든 참가자에게 배포합니다 . 미팅을 시작하기 위해 호스트가 지금
전화회의에 전화를 걸어 미팅 번호와 호스트 PIN 을 모두 입력합니다 . 미팅에 참가하려면 참가자
가 지금 전화회의에 전화를 걸어 미팅 번호와 함께 선택적 참가자 액세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 참
가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미팅에 전화를 걸면 참가자는 MoH( 대기 중 음악 ) 상태가 됩니다 . 지금
전화회의에서는 전화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호스트의 발신 장치와 연결된 MRT( 미디어 리소
스 그룹 ) 및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에 구성된 컨퍼런스 브리지를 사용합니다 . 지금 전
화회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Unified CM 에서 컨퍼런스 브리지와 IVR 리소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
Unified CM 의 소프트웨어 기반 Cisco IPVMS(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이외의 컨퍼런
스 브리지를 사용하면 전화회의 상대방 입장 및 퇴장 신호음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적
의 사용자 환경을 위해 지금 전화회의에 소프트웨어 기반 Cisco IPVMS 컨퍼런스 브리지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회의 상대방 입장 및 퇴장 신호음 지원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
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기능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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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nference Now 를 구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

IVR 에서 대역폭 외 Dtmf only 를 지원합니다 . MTP 를 사용하여 불일치하는 모든 DTMF 기능
을 변환하십시오 .

•

IVR 에서는 G.711(a−law 및 mu−law), G.729 및 Wide Band 256K 를 지원합니다 . IPVMS 에서는
G.711 및 Wide Band 256K 를 지원합니다 . 기타 코덱 지원은 트랜스코더를 사용하십시오 .

•

지금 전화회의에서는 등록 명부 또는 참가자 음소거 및 음소거 끔과 같은 고급 기능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

Cisco Meeting Server
Cisco Meeting Server 에서는 Cisco 온 − 프레미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품질 비디오 및 오
디오 회의와 내용 공유를 제공합니다 . 시스템의 각 사용자는 참가자가 전화를 걸어 미팅에 참가할
수 있는 , 비디오 주소 (DN 및 / 또는 URI) 가 연결된 개인 스페이스가 있으며 이 스페이스는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 Cisco Meeting Server 를 사용하면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또는 Cisco Expressway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를 위한 풍부한 전화회의 협업 기능 외에도
Cisco Expressway 를 통해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레거시 H.323 비디오 시스템과 비즈니스 간 오디
오 및 비디오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아키텍처에서는 전화회의 솔루션
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풍부한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해당 구성 요
소와 Cisco Meeting Server 전화회의 솔루션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가 수행하는 역할의 개요를 제공
합니다 .

아키텍처
그림 11−2 는 Cisco Meeting Server 를 사용하는 전화회의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Cisco
Meeting Server 는 전화회의 리소스를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TMS) 는 전화회의 리소스에 대한 프로비저닝 및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전화회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는 통화 제어 시스템입니다 . 또한 Cisco Unified CM 대신 Cisco Expressway
를 통화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Meeting Server 는 SIP 통화 제어만 지원하지
만 Cisco Expressway 를 사용하여 레거시 H.323 비디오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 Cisco
Meeting Server 는 모든 컨퍼런스 유형을 지원하는 컨퍼런스 브리지이며 SIP 트렁크를 통해 Unified
CM 과 연결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HTTPS 를 통한 XML−RPC 를 사용하여 Cisco Meeting Server 와 통신하여 인스
턴트 컨퍼런스를 위해 컨퍼런스 브리지를 제어합니다 . Cisco TMS 는 REST API 연결을 사용하여
Cisco Meeting Server 를 연결하고 컨퍼런스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예약합니다 . Cisco Meeting
Management 에는 Cisco Meeting Server 와의 두 인터페이스인 REST API 와 CDR(Call Detail Record)
이 있습니다 . REST API 인터페이스는 Cisco Meeting Server 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CDR
인터페이스는 Cisco Meeting Server 에서 통화 이벤트를 수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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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Cisco Meeting Server 아키텍처 개요

Site 1

Site 2

Unified CM

Unified CM
Expressway-C

Expressway-E

Internet

Expressway-E
ressway-E

Expressway-C

Cisco TMS

Cisco Meeting
Server

Cisco Meeting
Server

Cisco Meeting
Management

SIP

HTTPS

313255

MPLS WAN

스케줄링 아키텍처는 Cisco TMS 및 TMSX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Microsoft
Exchange) 용 활성 노드와 수동 노드로 구성되며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뒤에 배치됩니다 . 활성 노
드는 수신 요청을 처리하지만 수동 노드는 웹 페이지와 서비스가 잠긴 상태로 대기 모드로 실행되
며 모든 트래픽을 거부합니다 . 대규모 배포의 경우 Cisco TMS 및 TMSXE 를 그림 11−3 에 나와 있
는 대로 별도의 가상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 Cisco TMS 서버는 조직의 SQL 배포를 호스팅하
는 고객 데이터 센터에 설치됩니다 . 모든 서버 노드는 외부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동
합니다 . 또한 엔드포인트 , Cisco Meeting Server 및 Unified CM 은 스케줄링을 위한 완벽한 컨퍼런
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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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스케줄링 아키텍처의 개괄적인 보기

Active Nodes
TMS

TMSXE

Only active node
communicates
with SQL and
Active Directory

Active
Act
ctive
Directory

SQL

Network Load
Balancer

Single virtual
IP address
address for
management

SSH keep-alive
between nodes

TMS

TMSXE

Passive Nodes

313262

Passive nodes have
web pages and
services shut down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Cisco Meeting Server 외부의 별도 서버에서 실행되며 Cisco Meeting
Server 배포 전용입니다 . 이전에 언급했듯이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REST API 링크를 사용
하여 Cisco Meeting Server 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CDR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Cisco Meeting Server 에서 통화 관련 이벤트를 수신하므로 다른 통화 활동과 함께
미팅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포털에 로그인하면 LDAP 디렉터리
에 대해 인증됩니다 . 또한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디렉터리 내에 구성된 그룹을 사용하여 사
용자의 역할 ( 비디오 운영자 또는 관리자 ) 을 결정합니다 .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Cisco Meeting
Management 포털에서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11−4 참조 )
참고

Cisco Meeting Server 2.1.5 는 Cisco Meeting Management 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버전이지만
버전 2.2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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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Cisco Meeting Management 아키텍처

Cisco Meeting
Management

Cisco Meeting
Server
REST API

LDA
LDAP
AP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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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

Cisco Meeting Server 의 역할
그림 11−5 는 화상 회의 기능을 제공하는 Cisco Meeting Server 의 핵심 전화회의 구성 요소를 보여
줍니다 . 통화 브리지 구성 요소는 통화 제어를 위해 Cisco Unified CM 과 통합되며 컨퍼런스 기능
을 수행하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모든 Cisco Meeting Server 컨퍼런스는 스페이스에서 호스팅됩
니다 . 스페이스는 오디오 , 비디오 및 컨텐트 공유 기능을 가지며 스페이스 URI 또는 디렉터리 번
호를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가상 미팅 룸입니다 . Cisco Meeting Server 는 사용자를 시스템으
로 가져오기 위해 Microsoft Active Directory 와 같은 디렉터리 서버와 통합되어야 합니다 . 가져오
기 프로세스 동안 스페이스는 필드 매핑 표현식 구성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 사용자 및 스페이
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 참가자는 Cisco 또는 타사 표준 SIP 비디오 엔
드포인트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또는 Cisco Meeting App 을 사용하여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
습니다 . XMPP 서버는 Cisco Meeting 앱을 통해 로그인하는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 웹 브리지는 로
그인한 후 WebRTC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통화 브리지에 연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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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Cisco Meeting Server 의 핵심 전화회의 구성 요소

Web Bridge

Database

XMPP Server

Call Bridge

Cisco Meeting App

Active
Directory

Unifie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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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eeting App
WebRTC

Cisco Meeting 앱은 Cisco Meeting Server 의 클라이언트이며 기본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또는 WebRTC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습니다 . Cisco Meeting 앱을 사용하면 컨텐츠
공유와 함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WebRT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Cisco Meeting Server 에 계정이 없는 사용자는 호환되는 브라우저를 사용
하여 컨퍼런스에 게스트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Meeting 앱을 사용하여 미팅을 실행하
고 참가자 보기 , 참가자 음소거 및 / 또는 제거 , 녹음 시작과 중지 , 자신의 스페이스 만들기와 편집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WebRTC 앱은 특정 호환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됩니다 . 지원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kb.acano.com/content/37/4/en/what−versions−of−browsers−do−we−support−for−webrtc−app.ht
ml 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컨퍼런스에 참가하려면 Cisco Meeting 앱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내부 또는 외부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배포 정보는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
guration−guides−list.html 에서 제공되는 Cisco Meeting Server 구성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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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에 Cisco Meeting Server 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
•

소규모 또는 대규모 구축에 맞게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용량을 추가

•

모든 장치 유형에서 간소화되고 직관적이며 최적의 전화회의 경험

•

멀티파티 라이센스를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기본 하드웨어 한도까지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 수 무제한

•

모든 컨퍼런스 유형에 대한 단일 배포 모델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의 역할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TMS) 는 컨퍼런스 예약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룸 시스템 예약
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이러한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성 제어를 유지하며 Cisco TMS
는 일정 정보를 해당 엔드포인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조직의 기본 컨퍼런스에 대한 매
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템플릿에 따라 개별 컨퍼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Cisco TMSX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Microsoft Exchange) 의 역할
최종 사용자가 여러 컨퍼런스 룸 리소스를 사용하여 Microsoft Outlook 에서 미팅을 예약하면
Microsoft Exchange 의 Exchange Web Services(EWS) 기능은 해당 이벤트를 Cisco TMS 와 예약된
컨퍼런스로 동기화합니다 . 이 동기화는 양방향이므로 관리자 또는 지원 담당자가 미팅 주최자의
Outlook 이벤트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미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컨퍼런스에 있어야 하는
조직 내의 모든 엔드포인트 리소스는 단일 Microsoft Exchange 미팅 요청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

Cisco Meeting Management 의 역할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Cisco TMS 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 실행형 도구이지만 Cisco TMS
와 함께 Cisco Meeting Sever 의 완벽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Meeting Management 에는
고객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미팅 관리자가 있습니다 . 미팅 관리자는 각 미팅의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모든 활성 미팅을 나열합니다 . 특정 미팅 내에서 미팅의 모든 참가자를 나열하
고 녹음 또는 스트리밍을 시작 / 중지하고 ,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 참가자를 추가 / 삭제하고 , 미팅
을 종료합니다 . 개별 참가자의 경우 오디오 / 비디오 음소거 / 음소거 해제 , 레이아웃 변경 및 통화
통계 표시가 가능합니다 .

Cisco Meeting Server Edge
Cisco Meeting Edge 를 사용하면 외부 사용자가 Cisco Meeting 앱을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컨퍼런스
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이 배포에서 외부 사용자는 핵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차례로 통신하
는 에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상호 작용합니다 . 에지 구성 요소는 DMZ 에 있고 핵심 구성 요소
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에 있습니다 . 외부 사용자가 연결되면 통화가 에지 구성 요소로 라우
팅된 다음 코어 구성 요소로 라우팅됩니다 . 에지 구성 요소 배포에는 단일 배포 ( 그림 11−6) 및 단
일 분할 배포 ( 그림 11−7) 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단일 결합 배포에서 에지 및 핵심 구성 요소는 동일한 서버 내에 배포됩니다 . 그러나 에지 구성 요
소는 DMZ 네트워크에 배치되는 반면 핵심 구성 요소는 방화벽 내부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배치됩니다 . 단일 분할 배포에서는 에지 및 핵심 구성 요소가 두 개의 다른 서버로 분할됩니다 . 에
지 구성 요소는 물리적으로 DMZ 에 있는 서버에 배포되는 반면 핵심 구성 요소는 엔터프라이즈의
방화벽 내부에 있는 별도의 서버에 배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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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단일 결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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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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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RT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외부 사용자는 DMZ 의 웹 브리지에 직접 연결합니다 . TURN 서
버는 Cisco Meeting Server 를 방화벽 또는 NAT 뒤에 배포할 수 있는 방화벽 미디어 통과 기술을 제
공합니다 . TURN 은 추가 라이센스없이 Cisco Meeting Server 배포에 포함됩니다 .
로드 밸런서는 분할 배포에서 외부 Cisco Meeting 앱에 대한 단일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 수신 연결
의 경우 외부 인터페이스 및 포트에서 수신을 대기합니다 . 또한 로드 밸런서는 외부 클라이언트의
TCP 연결을 멀티플렉싱할 수 있는 XMPP 서버로부터 수신 TLS 연결을 허용합니다 . 따라서 코어
및 에지 구성 요소 간에 TLS 트렁크가 생성됩니다 . 또한 로드 밸런서는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 없
지만 활성화된 통화 브리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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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결합 배포 및 단일 분할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해당 배포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installation−and−c
onfiguration−guides−list.html
Cisco Meeting Server 2.1.2 및 Cisco Expressway X8.10 부터 WebRT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외부
사용자는 Expressway 를 통해 Cisco Meeting Server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Meeting Server 용 Cisco Expressway 웹 프록시 « 배포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컨퍼런스 통화 흐름
Cisco Unified CM 은 연결된 엔드포인트 간에 장치 등록 및 음성과 영상 통화의 라우팅을 제공합니
다 . 영구 , 인스턴트 및 예약된 전화회의는 모두 단일 SIP 트렁크를 통해 Cisco Meeting Server 의 통
화 브리지로 라우팅됩니다 . 각 통화 브리지에는 별도의 SIP 트렁크가 필요합니다 . 인스턴트 전화
회의의 경우 XML−RPC 요청을 Cisco Meeting Server 노드로 전달하는 HTTPS 연결이 Unified CM
노드에 구성됩니다 ( 그림 11−8 참조 ). 사용자가 장치의 전화회의 소프트키를 눌러 2 자 통화를 3
자 통화로 에스컬레이션하면 Unified CM 은 이 HTTPS 연결을 통해 전화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임
시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Cisco Meeting Server 에 API 요청을 보냅니다 . 인스턴트 , 영구 및 예약
된 전화회의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생성된 스페이스에서 호스팅됩니다 .
그림 11-8

Cisco Unified CM 및 Cisco Meeting Server SIP 트렁크
Unified CM

CMS node 1
Call Bridge

SIP Trunk 1: CMS
Node 1

Route Pattern 1: CMS Space
Route Pattern 2: CMS Space

Space 1: Yuli Park’s
Meeting Space

Route Pattern 3: Scheduled
Space 2: TMS
Scheduled Meeting
80991000
MRGL 1: Ad Hoc Video
Space 3: 002036140003
313264

HTTPS for Ad Hoc Video

Unified CM 에서 관리하는 인스턴트 통화 흐름은 예약된 전화회의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생성된
회의에 참가자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다른 통화 흐름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인
스턴트 전화회의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인스턴트 통화 에스컬레이션 방법은 인스턴트 메시징에
의해 생성된 인스턴트 전화회의에서만 지원되며 다른 방법으로 생성된 전화회의는 인스턴트 메커
니즘에 의해 확장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전화 회의가 체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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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전화회의
인스턴트 전화회의를 사용하면 Unified CM 전화회의 브리지 리소스를 사용하여 2 자의 지점 간 통
화에 결합된 엔드포인트를 3 자의 멀티포인트 통화로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트 전
화회의에서는 Unified CM 과 Cisco Meeting Server 의 통화 브리지 간 SIP 트렁크와 연결된 HTTPS
XML−RPC 연결을 사용합니다 . 리소스 . 사용자가 전화회의 소프트키를 눌러 인스턴트 미팅을 시
작하면 Unified CM 은 HTTPS 연결을 통해 API 요청을 발행하여 Cisco Meeting Server 에 임시 스페
이스를 만듭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은 SIP 트렁크를 통해 모든 참가자를 해당 스페이스로 라
우팅합니다 . 전화회의가 종료되면 Unified CM 은 Cisco Meeting Server 에서 해당 스페이스를 삭제
하라는 또 다른 API 요청을 발행합니다 . 그림 11−9 는 Cisco Meeting Server 를 사용하여 인스턴트
전화회의를 시작하는 방법의 예를 보여줍니다 .
그림 11-9

1

Cisco Meeting Server 를 사용하여 인스턴트 전화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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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sco Meeting Server 스페이스와의 영구적 전화회의
영구적 전화회의는 Cisco Meeting Server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배포됩니다 . 스페이스는 영구적 전
화회의를 제공하며 LDAP 에서 사용자를 가져오는 프로세스의 일부로 만들어집니다 . 각 스페이스
에는 사용자가 미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관련 비디오 주소 (URI 및 / 또는 DN) 가 있습니다 . 관
리자는 이러한 매핑을 사용하여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필드 매핑을 통해 스페이스의 특성 ( 예 :
이름 , 사용자 이름 , URI 등 )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사용자는 Cisco Meeting 앱을 사용
하여 로그인하고 구성원을 스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Cisco Meeting 앱에 로
그인하여 추가 스페이스를 만들고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전화회의 유형에는 Unified
CM 과 Cisco Meeting Server 의 통화 브리지 사이에 SIP 트렁크가 필요합니다 .
영구적 전화회의는 전화회의 개시자 (IVR 전화 걸기 및 사전 구성된 비디오 주소 ) 에서 사용하는
통화 제어에 따라 여러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1−10 은 비디오 주소를 다이얼링
하여 진행되는 영구적 전화회의의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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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의 영구 비디오 주소는 관리자가 사전 구성한 후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전화회
의를 시작하거나 참가하기 위해 비디오 주소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그림 11-10

영구적 전화회의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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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isco Meeting Server 기본 제공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을 통해 전화회의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IVR 은 사용자가 참가하려는 전화회의의 전화회의 ID 와 암호 ( 구성된 경
우 ) 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예약된 전화회의
Cisco Meeting Server 는 Cisco TMS 의 예약 전화회의를 지원합니다 . 예약된 전화회를 사용하려면
Unified CM 과 Cisco Meeting Server 의 통화 브리지 사이에 SIP 트렁크가 필요합니다 . Unified CM
은 예약된 전화회의 참가자를 SIP 트렁크의 대상으로 라우팅합니다 . Cisco TMS 에 Cisco Meeting
Server 를 추가하여 HTTPS 연결을 통해 Cisco Meeting Server 에서 REST API 요청을 허용합니다 .
관리자가 예약된 전화회의에 대한 숫자 ID 범위를 구성한 후 Cisco TMS 는 API 링크를 통해 각 숫
자 ID 에 대해 Cisco Meeting Server 에 비활성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 그런 다음 Cisco TMS 는 주최
자가 회의를 예약할 때 해당 범위에서 다이얼 인 번호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 예약된 회의를 시작
할 시간이 되면 Cisco TMS 는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API 를 사용하여 스페이스를 활성화합니
다 . 예약된 회의에는 표 11−3 에서 설명하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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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예약된 전화회의를 위한 통화 시작 옵션

시작 방법

설명

OBTP(One Button to
Push)

•

전화회의 다이얼 인 정보는 OBTP 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에 자동으
로 표시됩니다 . OBTP 를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참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화회의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이 전화회의 소유
자에게 전송됩니다 .

자동 연결

•

모든 엔드포인트가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수동 연결

•

특정 엔드포인트 ( 보통 해당 회의 주최자의 엔드포인트 ) 가 연결하
기 전에는 전화회의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이 엔드포인트가 연결하
면 남은 엔드포인트는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다이얼 인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

예약

•

이 방법은 엔드포인트를 예약하나 연결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엔드 포인트 및 포트 리소스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하고 전화회의에 연결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전화회의를 예약하는 데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
션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정을 통합하면 사용자가 기존 일정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
화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TelePresence 배포에는 대량의 엔드포인트와 다양한 인프라 구성 요
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 중앙 집중화된 관리 구성 요소가 없다고 해서 프로비저닝 및 리
소스 할당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 관리 플랫폼은 이러한 프로세스
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
예약된 회의는 전화회의 리소스 및 엔드포인트를 기업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함으로써 수
행됩니다 ( 그림 11−11 참조 ).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는 예약된 각 전화회의
에 대하여 적합한 브리지 리소스를 할당하기 위해 엔드포인트와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상주합니다 . 시스코는 텔레프레젠스 관리 스윗트를 사용하여 예약된 회의를 전개하고 세 개 이상
의 엔드 포인트를 예약하여 회의를 생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사용하여 예약된 전화회의

Conference organizer
schedules 3 or
o more
endpoints.

Cisco TMS allocates resource through Cisco Meeng Server
to host and create a conference th
that will last between the
scheduled start and stop mes.

Cisco TMS

Cisco
isco Meeng
Meen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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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에 대한 보안
Cisco Unified CM 은 안전한 SIP 트렁크를 사용하여 Cisco Meeting Server 와의 안전한 전화회의를
지원합니다 . 안전한 전화회의를 통해 Unified CM 은 통화 신호에는 TLS 를 , 미디어 페이로드 암
호화에는 SRTP 를 사용합니다 . 그렇지만 전체 전화회의는 모든 참가자의 엔드포인트가 비디오 암
호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과 Cisco Meeting Server
간의 API 인터페이스는 암호화되어야 하므로 HTTPS 를 사용해야 합니다 .
참고

Cisco Meeting Server 2.3 및 이후 릴리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결에 대해 TLS 버전 1.2 를 사용합니
다.
Cisco Meeting Server 는 보안 연결을 사용하여 내부 구성 요소 간에는 물론 외부 구성 요소와 통신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자체 서명 및 CA(Certificate Authority) 서명 인증서가 모두 지원되지만
배포 시 CA 서명 인증서가 권장됩니다 . 인증서 배포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신 버
전의 Cisco Meeting Server 인증서 지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installation−and−c
onfiguration−guides−list.html
PIN 또는 암호를 사용하여 전화회의 자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해 또 다른 수준의 보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약된 전화회의 또는 영구적 전화회의는 PIN 을 설정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연결을 허용하기 전에 PIN 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전화회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isco 협업 보안 , 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전화회의에 대한 고가용성
전화회의 솔루션에서는 여러 수준에서 고가용성을 고려해야 하며 고려 대상 서비스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예약된 전화회의와 예약되지 않은 전화회의 모두 고가용성에는 Cisco Unified CM, Cisco Meeting
Server 및 Cisco TMS 가 포함됩니다 .

Cisco Unified CM 고가용성
고가용성이 있는 전화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Cisco Meeting Server 와 Cisco Unified CM 간의 링
크가 중복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Cisco Meeting Server 노드에 대한 링크가 다운되면 백업 링크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링크에는 인스턴트 전화회의에 대한 미디어 리소스 그룹과 목
록 및 Cisco Meeting Server 에 대한 통화 라우팅을 위한 경로 그룹과 경로 목록이 포함됩니다 .

미디어 리소스 그룹 및 목록
Cisco Unified CM 을 통화 제어로 사용하는 Cisco 협업 엔드포인트의 사용자가 CONF 소프트키를
활성화할 때 Unified CM 은 컨퍼런스 브리지를 선택하기 위해 미디어 리소스 관리자를 사용합니다
. 컨퍼런스 브리지 리소스는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에서 구성됩니다 .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은 우선 순위대로 정렬된 MRG 목록을 명시하고 엔드포인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미
디어 리소스 관리자는 컨퍼런스 브리지를 선택하기 위해 엔드포인트의 MRGL 을 사용합니다 . 리
소스를 그룹화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Cisco 는 주어진 사이트에서 모
든 엔드포인트가 그들과 가장 가까운 컨퍼런스 브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그룹화할 때
가능한 한 지리적 배치의 논리적 모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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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은 다음 기준에 따라 회의 브리지를 여기에 나열된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
1.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에 열거된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 의 우선 순위 순

2.

선택된 MRG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었던 리소스

미디어 리소스 설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미디어 리소스 , 7−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경로 그룹 및 목록
경로 목록과 경로 그룹은 Cisco Unified CM 도메인을 나가는 통화의 신뢰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화
라우팅 메커니즘입니다 . Cisco Unified CM 과 트렁크로서 통합되는 미디어 리소스에 대해서는 , 백
업 컨퍼런스 브리지가 존재하는 경우 경로 목록과 경로 그룹이 고가용성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어
야 합니다 . 통화 허용 제어는 통화에 사용되고 있는 트렁크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소스의 위치를 설
정함으로써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 탄력성 메커니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Meeting Server 고가용성
하나 이상의 서버에 추가 구성 요소 인스턴스를 배포하면 Cisco Meeting Server 에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구성 요소 인스턴스가 로드를 공유할 수 있으며 , 그 중 하나가 실패하면 백업 인스턴
스가 로드를 선택합니다 . 또한 그림 11−12 에서와 같이 XMPP 서버 , 통화 브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를 함께 클러스터링하여 단일 인스턴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1-12

고가용성이 있는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의 최소 구성

Web Bridge

Database

XMPP Server

Call Bridge

Resiliency

Scale

Database

XMPP Server

Call Bridge

XMPP Server
313265

Database

Web Bridge

표준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는 통화 브리지 서비스가 활성화된 두 개 이상의 노드 ( 최대 8
개 ) 로 구성됩니다 . 노드 간의 최대 왕복 시간 (RTT) 은 300ms 입니다 . 통화 브리지 클러스터 피어
는 배포 링크를 통해 완전 메시로 상호 연결됩니다 . 이 링크는 노드 간에 통화 신호 및 제어 상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HTTPS 연결입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로 통화를 보낼 수 있습
니다 . 하나의 노드가 다운되면 Unified CM 은 나머지 통화 브리지 노드로 통화를 라우팅하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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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 전화회의 중 통화 브리지가 실패하는 경우 이러한 통화는 끊
어지고 참가자는 새 통화 브리지에서 전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동일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합
니다 . Unified CM 경로 그룹 및 경로 목록 구조를 사용하여 SIP 트렁크를 통해 Cisco Meeting Server
에 통화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는 노드 사이에 최대 RTT 가 200ms 인 최대 5 개의 노드까지 하나의 마스터
및 다중 슬레이브로 구성됩니다 . 데이터베이스 마스터는 읽기 및 쓰기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
지만 슬레이브는 읽을 수만 있습니다 . 통화 브리지는 항상 읽기 및 쓰기 작업을 위해 데이터베이
스 마스터에 연결하며 마스터에서 변경한 모든 내용은 슬레이브에 복제됩니다 . 로컬 데이터베이
스가 있는 통화 브리지는 자동으로 로컬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마스터에 연결되지만 로컬 데
이터베이스가 없는 통화 브리지는 수동으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 마스터
가 실패하는 경우 슬레이브 중 하나가 새 마스터가 되고 다른 슬레이브는 이 새 마스터에 다시 등
록됩니다 . 실패를 수정한 후에 이전 마스터는 슬레이브가 되어 새로운 마스터에 등록됩니다 . 네
트워크 파티션이 발생하는 경우 클러스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노드만
승격을 위해 마스터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마찬가지로 , 클러스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볼
수 없는 기존 마스터는 슬레이브로 강등됩니다 . 이렇게 하면 여러 마스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가 짝수 (2 또는 4)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각 세그
먼트에서 같은 수의 노드가 있는 2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된 경우 클러스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의 마스터는 슬레이브로 강등됩니다 . 이 경우 클러스터에 마스터가 없으며
통화 브리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쓰기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이
유로 마스터가 항상 선택되도록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홀수 개의 노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노드의 최소 수는 3 입니다 .
XMPP 탄력성은 특정 XMPP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장애 조치 보호 기능을 제공
합니다 . XMPP 서버 클러스터는 최소 3 개의 노드가 있는 홀수 개의 XMPP 서버 노드를 사용하여 구
성해야 합니다 . 이는 Cisco Meeting Server 에서 XMPP 서버 마스터를 선택하기 위해 클러스터 노드
의 절반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스터 선택 알고리즘 요구 사항 때문입니다 . XMPP 서버
마스터를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isco Meeting 앱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 각
XMPP 서버는 다른 서버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그 사이에 링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그들은 서로
를 모니터링하고 마스터를 선택하기 위해 연결 유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 XMPP 메시지는 모든 서
버로 전송할 수 있으며 마스터 XMPP 서버로 전달됩니다 . 마스터가 실패하는 경우 새 마스터가 선
택되고 다른 XMPP 서버는 새 마스터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통화 브리지는 DNS SRV 레코드
(_xmpp−component) 를 사용하여 구성된 우선 순위와 SRV 레코드 가중치에 따라 사용 가능한 XMPP
서버에 연결합니다 . 통화 브리지는 한 번에 하나의 XMPP 서버에 연결됩니다 . 네트워크 문제로 인
해 통화 브리지에서 XMPP 서버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통화 브리지는 다른 XMPP 서버에 다
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 모든 통화 브리지는 각 XMPP 서버 내에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림 11−12 는 고가용성이 있는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의 최소 구성을 보여줍니다 . 이 구
성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및 XMPP 서버의 3 개 인스턴스를 호스팅하는 데 최소 3 대의 서버가 필요
합니다 . 별도의 서버에서 각 구성 요소 서비스 ( 웹 브리지 및 통화 브리지 ) 의 인스턴스를 2 개 이
상 활성화하고 통화 브리지를 그룹으로 묶습니다 . 각 서버 내부의 모든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필요한 것만 활성화하십시오 . 배포에 두 개의 통화 브리지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은 용량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서버에서 추가 통화 브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브리지
만을 위해 네 번째 서버를 확보할 필요가 없음 ).

Cisco TMS 고가용성
대규모 Cisco TMS 배포의 고가용성에는 2 개의 TMS 프런트 엔드 서버 , TMSXE 를 실행하는 2 개
의 서버 ,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및 외부 Microsoft SQL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됩니다 ( 그림 11−3 참
조 ). TMS 탄력성은 2 개의 서버 ( 하나의 활성 노드와 하나의 수동 노드 ) 만 지원하며 이 모델은
TMS 배포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NLB) 는 TMS 서버 앞에
배포됩니다 . TMS 로의 인바운드 트래픽은 NLB 를 통과하여 활성 노드로 전달합니다 . TMS 의 아
웃바운드 트래픽은 NLB 를 통과하지 않고 대상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 NLB 가 기존 활성 노드에
서 오류를 감지하는 경우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새 활성 노드로 전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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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eeting Management 고가용성
Cisco Meeting Management 에는 탄력성을 제공하는 기본 제공 클러스터 기능이 없습니다 . 그러나
고객이 고가용성을 원할 경우 동일한 Cisco Meeting Server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똑같은 구성으로
두 개의 개별 Cisco Meeting Management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두
Cisco Meeting Management 인스턴스 앞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사용자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 Cisco Meeting Management 포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로드 밸런서 구성 및 Cisco Meeting
Management 서버의 가용성은 Cisco Meeting Management 서버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

전화회의 솔루션 확장
전화회의 솔루션은 표준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에 최대 8 개의 통화 브리지를 추가하여 확
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배포에서는 Unified CM 에 SIP 트렁크가 있는 다이얼 플랜 및 경로 그룹과 경로 목록 구성에 따
라 통화가 클러스터 내의 모든 통화 브리지로 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전화회의 통화가 다
른 통화 브리지로 라우팅되는 경우 마지막 4 개 활성 스피커의 오디오 및 비디오가 통화 브리지 간
에 교환되므로 한 브리지의 참가자가 다른 브리지의 활성 스피커를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Cisco Meeting Server 는 통화 브리지가 8 개 이상인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지만 배포하려면 Cisco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Cisco 계정팀에 문의하십시오 .
각 통화 브리지는 450 명의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화회의 당 최대 참가자 수는
단일 서버의 경우 450 개이며 단일 클러스터의 여러 서버에서 최대 2,600 명의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확장성 정보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Cisco Meeting Server 및 Cisco
Meeting 앱 데이터 시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nferencing/meeting−server/datasheet−listing.html
통화 브리지 그룹을 사용하면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가 동일한 위치 내의 통화 브리지 또는
다른 위치의 노드 간에 지능적으로 통화를 로드 밸런싱하여 배포 내에서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
니다 . 통화가 종료되는 지점을 결정하는 지능적인 의사 결정은 Cisco Meeting Server 에서 처리됩
니다 . 통화 제어 시스템은 통화를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Cisco Meeting Server 에서 SIP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로 구성된 통화 브리지는 하나 이상의 통화 브리지 그
룹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그룹 내의 통화 브리지의 경우 Cisco Meeting Server 는 통화를 지능적으
로 로드 밸런싱하고 통화 브리지 사이의 배포 링크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할 때마다 동일한
전화회의에 대한 통화를 동일한 통화 브리지로 보냅니다 .
통화 브리지로의 인바운드 SIP 호출의 경우 Cisco Meeting Server 는 통화 브리지의 현재 로드를 기
반으로 통화를 거부할지 또는 수락할지 결정합니다 . 현재 로드가 사전 설정된 임계값보다 작은 경
우 통화가 수락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통화가 거부되고 Unified CM 은 다이얼 플랜 구성을 사용하
여 통화 브리지 그룹의 다른 통화 브리지로 통화를 다시 라우팅합니다 . Unified CM 이 통화를 수
락하는 통화 브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체 통화가 거부됩니다 . Cisco Meeting Server 가 통화를
수락한 후에 이 통화는 이 Cisco Meeting Server 의 통화 브리지에서 호스팅되거나 전화회의의 내부
순서 목록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다른 통화 브리지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이동되
면 통화 브리지가 활성화된 대상 Cisco Meeting Server 가 Unified CM 으로 바꾸기 기능이 있는
INVITE 를 전송하여 통화를 넘겨 받습니다 . 기본적으로 통화 브리지 그룹의 통화 브리지는 80%
의 부하에서 새로운 참가자를 위한 모든 통화를 거부하며 새 배포 통화만 허용됩니다 .
아웃바운드 SIP 통화의 경우 Cisco Meeting Server 는 아웃바운드 다이얼 규칙을 사용하여 도메인
과 일치하는 가장 높은 우선 순위 규칙을 찾으며 통화 브리지 그룹을 사용하여 통화를 로드 밸런싱
합니다 . 규칙이 로컬 통화 브리지에 적용되는 경우 로컬 통화 브리지 그룹을 사용하여 통화가 로
드 밸런싱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원격 통화 브리지가 구성원인 통화 브리지 그룹을 사용하여 통화
가 로드 밸런싱됩니다 . 또한 API 를 사용하여 수행된 아웃바운드 통화의 경우 통화 브리지 그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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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화 브리지를 매개 변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브리지 그룹의 경우 통화는 해당 그룹 내
의 통화 브리지 간에 로드 밸런싱됩니다 . 통화 브리지의 경우 해당 통화 브리지를 사용하여 통화
가 이루어집니다 .
Cisco Meeting 앱 (WebRTC 포함 )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용자는 스페이스의 구성원 , Cisco Meeting
Server 에 계정이 있는 Space 의 비회원 또는 게스트로 전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API 를 통해 스페이스에 구성원으로 추가되면 통화 브리지 그룹 또는 통화 브리지를 매개 변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브리지 그룹의 경우 Cisco Meeting 앱 사용자가 미팅에 참여하면 해당 그
룹을 사용하여 통화가 로드 밸런싱됩니다 . 통화 브리지의 경우 Cisco Meeting 앱 사용자가 미팅에
참여하면 해당 통화 브리지에 의해 통화가 처리됩니다 . 사용자가 스페이스 구성원이 아니거나
Cisco Meeting 앱을 통해 미팅에 참가하는 게스트인 경우 사용자가 연결하는 첫 번째 통화 브리지
가 결정됩니다 . 해당 통화 브리지가 통화 브리지 그룹의 일부인 경우 해당 그룹을 사용하여 통화
가 로드 밸런싱됩니다 . Cisco Meeting 앱 통화를 로드 밸런싱하려면 통화 브리지 그룹의 각 통화 브
리지가 XMPP 클러스터 또는 단일 XMPP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통화 브리지 그룹 내의 통화 브리지 간에 통화를 성공적으로 이동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네
트워크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최대 RTT 는 그룹 내의 통화 브리지 간에는 100ms, 클러스터 내의
두 통화 브리지 간에는 300ms 여야 합니다 .
통화 브리지 그룹에 대한 설정 및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Cisco Meeting
Server 에서 통화 로드 밸런싱에 대한 백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installation−and−c
onfiguration−guides−list.html
참고

통화 브리지 그룹 및 로드 밸런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화는 거부되지 않지만 로드 제한에 도달
하면 모든 통화 품질이 저하됩니다 .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추가 하드웨어를 배포하는 것
이 좋습니다 .

다중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고려 사항
여러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가 있는 대규모 배포의 경우 여러 통화 브리지 그룹으로 구성된 단
일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하나의 그룹을 각 Unified CM 클러스터 전용으로 사
용하십시오 .
예를 들어 , 배포에 3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3 개의 통화 브리지 그룹 ( 각 Unified
CM 클러스터에 하나씩 ) 이 있는 단일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를 배포해야 합니다 . 각
Unified CM 클러스터에는 로컬 통화 브리지 그룹의 각 통화 브리지에 대한 SIP 트렁크가 있어야 합
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모든 수신 전화회의 통화는 로컬 통화 브리지 그룹에서 처리됩
니다 . 통화 브리지에는 완전 메시로 그룹의 내부 및 외부 동료와 연결된 배포 링크가 있어야 합니
다 . 동일한 전화회의의 경우 사용자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전화를 걸어 로컬 통화 브리지 그
룹에 연결할 수 있으며 다른 그룹의 통화 브리지는 마지막 4 개 활성 스피커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동료와 교환하여 참가자가 브리지를 통해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 ( 그림 11−1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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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3

여러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가 있는 Cisco Meeting Server 배포

Site 1

Site 2

Uniﬁed CM

Uniﬁed CM
Expressway-C

Expressway-E

Expressway-E

Expressway-C

Internet

Cisco Meeng Server Cluster

Call Bridge
Group 2

SIP

313266

Call Bridge
Group 1

HTTPS

다음 지침은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를 여러 Unified CM 클러스터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때 적용됩니다 .
•

하나 이상의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단일 Cisco Meeting Server 클러
스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

표준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에 최대 8 개의 통화 브리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
터가 8 개의 통화 브리지를 초과하는 경우 배포 전에 Cisco 계정팀의 승인을 얻으십시오 .

•

최대 5 개의 데이터베이스와 홀수 개의 노드를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에 배포합니다 .

•

홀수 개의 XMPP 서비스 노드를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에 배포합니다 .

•

왕복 시간 (RTT) 네트워크 요구 사항 :
– 통화 브리지 간 최대 300ms 및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의 데이터베이스 간 최대

200ms

– 그룹 내의 통화 브리지 간에 최대 100ms

라이센스
Cisco Meeting Server 는 멀티 파티 라이센스 및 Cisco Meeting Server Capacity Units 모두를 지원하
지만 멀티 파티 라이센스가 권장됩니다 . 멀티 파트는 사용자 기반 라이센스 모델이며 통화 브리지
가 활성화된 모든 노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개인용 및 공유용 두 가지 변형이 제공됩니다 . SMP
+ ( 공유 멀티 파티 플러스 ) 는 회의실 시스템 용 또는 사용자 간 공유를 위해 사용되는 반면 , PMP
+ ( 개인 멀티 파티 플러스 ) 는 특정 명명된 호스트 용입니다 .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는
Shared Multiparty Plus(SMP+) 를 사용하며 Personal Multiparty Plus(PMP+) 가 필요한 경우 PMP+
는 Cisco Meeting Server API 를 통해 사용자에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 각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무
제한 참가자 및 최대 1080p 비디오 해상도로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표 11−4
는 개인 및 공유 멀티 파티 라이선스에 포함된 기능을 요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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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시스코 개인 및 공유 멀티 파티 플러스 라이선스 특징

기능

개인 멀티 파티 플러스 (PMP+)

공유 멀티 파티 플러스 (SMP+)

명명된 호스트와 연결됨

예

아니요

대화 가능 상태

시스코 UWL 회의에 포함됨

일품 요리 또는 객실 시스템으
로 할인됨

최소 주문

25

1

최대 회의 크기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용량의 한도 내에서 제한되지 않음

최대 해상도

단일 스크린 또는 다중 스크린 엔드 포인트에서 비디오 용
1080p60 ( 풀 HD) 및 컨텐츠 용 1080p30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또는 비 포함
즈니스 대 고객을 위한 리치 미
디어 세션

포함

시스코 TMS, TMSXE, 비지니 포함
스용 스카이프 및 Lync 상호 운
용성 라이센스

스타터 팩으로 신규 고객 확보1

인스턴트 , 영구적 및 예약된 전 예
화회의 지원

예

1. Cisco TMS 및 관련 제품 라이센스만 필요한 경우 TMS Starter Pack 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Meeting Server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nferencing/meeting−server/index.html?dtid=osscdc000283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Cisco Meeting Server 고객에게 추가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으며 ,
https://www.cisco.com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용량 계획
Cisco Meeting Server 의 용량은 선택한 플랫폼과 배포에서 실행되는 전화회의 노드 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 배포의 규모를 조정하는 주요 목적은 Cisco Meeting Server 에 필요한 동시 연결 수를 판별
하기 위해서입니다 .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리적 위치 — Cisco Unified CM 에서 서비스하는 각 지역에는 전용 전화회의 리소스가 있어
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Unified CM, Cisco Meeting Server 및 기타 서버가 설치된 중앙 위치가
미국에 하나 있으며 , EMEA 에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

•

Cisco Meeting Server 플랫폼의 기본 설정 − 가상화 또는 어플라이언스

•

Cisco Meeting Server 플랫폼 용량 −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Cisco Meeting
Server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nferencing/meeting−server/datasheet−listing.html.

•

전화회의 유형 — 오디오 및 / 또는 비디오 , 예약됨 및 / 또는 예약되지 않음

•

전화회의 비디오 해상도 — 전화회의의 화질이 높을수록 더 많은 리소스 사용 .

•

대규모 전화회의 요구 사항 — 예를 들어 , 전직원 미팅

지역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전화회의 미디어의 대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화회의 리소
스는 지역 전용으로 사용되므로 , 규모 조정은 지역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화회의 배포의 크
기를 적절히 조정하려면 ( 유효한 로그인 계정을 사용하여 ) 다음에 있는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을 사용하십시오 . https://cucst.cloudapps.ci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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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 환경을 위한 전화회의 리소스의 규모 조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Cisco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추가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회의 , 25−43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Meeting Management 플랫폼 유형 및 Cisco Meeting Management 에서 관리할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 수에 따라 다른 배포 크기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에서 다음에 있는 최신
Cisco Meeting Management 릴리즈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meeting−management/products−release−note
s−list.html

설계 고려 사항
요약하면 Cisco Meeting Server 를 배포할 때 다음 권장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

Cisco Meeting Server 배포에 대한 멀티 파티 라이센스 (PMP+ 및 / 또는 SMP+) 를 사용합니다 .

•

Cisco Meeting Server 를 배포하려면 내부 및 외부 연결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
며 CA 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는 통화 브리지가 있는 노드를 최대 8 개까지 지원합니다 . 노드
를 8 개 이상 ( 최대 24 개 ) 배포할 수 있지만 배포 전에 Cisco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배포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XMPP 서비스가 클러스터링되는 경우 클러스터링을 위한 마스터
선택 알고리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최소 3 개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XMPP 노드가 필요합니다 .

•

대규모 분산 Cisco Meeting Server 배포에서는 통화 브리지 그룹을 사용하여 통화 브리지 간의
분산 링크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브리지를 해당 지역 내에서 함께 그룹화합니다 .

•

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 배포를 위한 네트워크 요구 사항은 통화 브리지 간 300ms, 데이
터베이스 간 200ms 및 통화 브리지 그룹 내 통화 브리지 간 100ms 입니다 .

•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TMS) 는 전화회의 일정 및 엔드포인트 관리를 제공하고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미팅 관리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두 애플리케이션은 Cisco
Meeting Server 에 대한 완벽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Cisco Meeting Management 는 추가 라이센스 없이 배포할 수 있지만 Cisco Meeting Server 와는
별도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

Cisco WebEx SaaS(Software as a Service)
Cisco WebEx 는 현장 배포 시 어떤 하드웨어도 필요하지 않은 협업 회의 솔루션입니다 . 모든 서비
스 ( 오디오 , 비디오 및 콘텐츠 공유 ) 는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를 통해 인터넷에서 호스팅됩
니다 . 이를 종종 SaaS(Software−as−a−Service) 라고 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치에서 미팅을
시작하고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을 제외하고는 엔터프라이즈에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습
니다 . 이 섹션에서는 솔루션 특성을 설명하며 WebEx SaaS 배포에 대한 설계 지침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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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Cisco WebEx SaaS 는 고객에게 전화회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를 활
용합니다 .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는 통신업체 수준의 정보 전환 아키텍처를 통해 생성된 글
로벌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Cisco 협업 트래픽만 이동합니다 . 그림 11−14 에서는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Meeting
Center

Training
Center

Event Center

Support
Center

Multi-Layer Security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Session Manager

Session Manager

Session Manager

Web Zone
SSL

Collaboration

Collaboration

Collaboration
GSB

Meeting Zone
AES
Switches

Switches

Switches

Global
Watch

Network Layer
GSLB
Data Centers

Data Centers

Operational Support System

그림 11-14

Data Centers

348747

Physical Layer

이 네트워크는 실시간 통신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TCP 계층 흐름과 관련된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 네트워크는 빠른 세션 트래픽을 처리하고 높은 품질의 WebEx
미팅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핵심 피어링 지점의 애플리케이션 특정 멀티미디어 스위치로 구성
됩니다 . 이러한 스위치는 공용 인터넷을 우회하는 전용 회선을 통해 상호 연결된 , 안전성 높은
Cisco 데이터 센터에 보관됩니다 .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주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 근처에 위치
하여 미팅 트래픽을 전 세계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전송합니다 . Cisco 는 주요 미팅 노드를 보관
하는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노드를 배포합니다 . 네트워크는 글
로벌 사이트 백업을 통해 완전 중복 클러스터에 구축됩니다 . 이러한 서비스와 기타 설비는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운영 지원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
사용자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또는 HTML5 브라우저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 중인 미
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WebEx 미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1−14 에 나타나 있듯이 연
결이 수립되면 WebEx 협업 클라우드가 WebEx 미팅을 이루는 모든 동기식 실시간 상호 작용을 관
리합니다 . 사용자는 웹 영역에 있는 WebEx 협업 클라우드를 통해 브라우저로 WebEx 애플리케이
션에 액세스합니다 . API(Applications Program Interface) 는 WebEx 애플리케이션을 WebEx 협업 클
라우드 코어 내에 있는 미팅 영역의 전환 플랫폼에 연결합니다 . 상호 연결되고 분산된 수많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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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스위치 클러스터 , 관련 데이터베이스 , 논리 및 물리 네트워크 인프라가 WebEx 협업 클라우드
코어를 이룹니다 . 다중 계층 보안 구성 요소와 WebEx 운영 지원 시스템이 추가적인 보호 레이어
로 네트워크를 둘러쌉니다 .
WebEx 협업 클라우드는 지능형 라우팅 , GSB(Global Site Backup) 및 GSLB(Global Server Load
Balancing) 를 사용하여 실시간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 WebEx 협업 클라우드는 WebEx
미팅 참가자의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가장 짧은 대기 시간과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프레즌스
지점을 결정합니다 . WebEx 미팅 호스트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Cisco 데
이터 센터에 위치한 백업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 드물지만 기본 WebEx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GSB 가 자동으로 모든 미팅 활동을 백업 사이트로 전환합니다 . GSLB 는 지연
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래픽을 WebEx 협업 클라우드에서 가장 정체가 없는 스위치로 유도하는 로
드 밸런싱 설계로 구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미팅 스위치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트래픽이 대
체 스위치로 유도되어 더욱 신속한 화면 업데이트와 참가자 간 동기화 , 더욱 향상된 미팅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1−15 에서 볼 수 있는 WebEx 배포 모델에서는 인터넷을 통과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콘텐
츠 , 비디오 및 비디오 트래픽이 WebEx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에서 혼합되고 관리됩니다 . WebEx
데이터 센터는 논리적으로 미팅 영역과 웹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 웹 영역은 웹 미팅 전 후에 발생
하는 사안을 담당합니다 . 여기에는 예약 , 사용자 관리 , 청구 , 보고 및 스트리밍 녹음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 미팅 영역은 실제 미팅이 엔드포인트 간에 진행되면 이를 전환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
그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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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영역은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미팅 영역 내에는 미팅 콘텐츠를 전환하는 협업
브리지가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플랫폼은 미팅 내의 모든 VoIP 및 비디오 스트림의 혼합을 담당합
니다 . WebEx 세션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는 우선 웹 영역에 연결합니다 . 웹 영역 트래픽은 미팅 전
후에만 이동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대역폭이고 대부분 실시간이 아닙니다 . 실시간 미팅 콘텐츠 공
유는 미팅 영역을 드나들며 대역폭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실시간 특성은 엔터프라이
즈 액세스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용량 계획 , 11−3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Meeting Center 는 H.264 AVC/SVC 코덱을 사용하여 전화회의에 고해상도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
그러한 배포에는 더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고해상도 비디오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
픽 최적화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용량 계획 , 11−3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각 WebEx 미팅 센타 호스트에는 고정된 사용자 정의 URL 이 있는 개인 회의실이 있습니다 . 호스
트에서 이 룸을 사용하여 미팅을 수행하고 참가자가 해당 고정 URL 을 사용하여 이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는 미팅 진행 중에 다른 사용자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룸을 잠그는 프라이버시 유
지와 같은 로비 관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 Center 버전 WBS32.4 부터 Meeting Center 는 말하고 있는 사용자와 배경 소
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오디오 소음 감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화 옵션을 통해
오디오를 연결하면 Meeting Center 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활성 배경 소음 ( 노킹 , 타
이핑 , 사이렌 또는 개 짖는 소리 ) 이 감지되면 음소거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
자가 원하는 경우 소음 감지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오디오 소음 감지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화 옵션만 지원합니다 .

보안
기본적으로 모든 WebEx 미팅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와 Cisco 협업 클라우드 사이에서 128 비트 SSL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 클라우드 내의 SSL 가속기가 콘텐츠 공유 정보의 암호를 해독
하고 이를 WebEx 컨퍼런스 브리지에 전송하면 콘텐츠가 처리된 후 SSL 가속기를 통해 돌려보내
지며 다시 암호화된 후 참가자에게 다시 보내집니다 . 모든 웹 및 미팅 영역 트래픽은 128 비트 SSL
을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 여기서 SSL 가속기를 사용하여 웹 및 미팅 영역 서버에서 SSL 기능을 해
제합니다 .
미팅이 종료된 후에는 WebEx 클라우드나 참가자의 컴퓨터에 세션 데이터가 남지 않습니다 . 청구
및 보고 정보와 네트워크 기반 녹음 ( 옵션 ) 등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만 장기적으로 보존되며 두
가지 모두 인증된 기업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미팅 영역 내에서는 일부 미팅 데이터의 제한된 캐싱이 수행되는데 , 이는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시
작 시간이 지난 후 미팅에 참가하는 사용자가 완전하게 동기화된 미팅 콘텐츠의 현재 버전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WebEx 클라우드가 문서화된 보안 모범 사례를 계속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타사를
통해 상업 및 정부 보안 요구 사항을 다루는 외부 감사를 수행합니다 . WebEx 는 AICPA 에서 확립
한 표준에 따라 연례 SSAE 16 감사를 수행합니다 (Price Waterhouse Cooper 에서 실시 ). WebEx 에
대해 감사가 실시된 통제는 ISO−27002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이 공신력 높고 인정받는 감사는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루는 측면에서 WebEx 서비스가 통제 목표와 통제 활동 ( 종종 정보 통
신 기술과 보안 관련 절차에 대한 통제를 포함 ) 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거쳤는지 검증합니다 .
향상된 보안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 트래픽이 클라우드에서 암호 해독되지 않도록 협업 브리지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엔드 투 엔드 256 비트 AES 암호화를 수행하는 옵션도 갖춰져 있습니다 . 엔
드 투 엔드 암호화는 NBR 과 같은 일부 기능의 상실을 야기합니다 . 향상된 WebEx 보안 옵션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Unleash the Power of Highly Secure, Real-Time
Collaboration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584/prod_white_paper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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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가 비용 없이 미팅 센터와 지원 센터에 대해 종단 간 암호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관리자는 암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기반 녹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주최자가 회의를
예약하면 ,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참석자에게 SSO ( 싱글 사인 온 ) 인증으로 로그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초대된 참석자에게만 회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인증된 참석자
만이 호스트의 잠금 해제된 개인실에 입장할 수 있는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인증되지 않
은 참석자는 주인이 회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

예약
WebEx 는 미팅 예약 및 시작에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웹 예약 기능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의 조직은 자신들의 기업 전자 메일 시스템 (Exchange, Lotus Notes 등 ) 이나 기타 기업 애플리케이
션에서 예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WebEx 생산성 도구는 단일 애플리케이션에 잘 알려진 데스크
톱 도구를 포함시킨 통합 번들입니다 . WebEx 관리자는 이 도구를 통해 조직의 사용자 집단에 제
공된 특정 통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WebEx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거나 표준 데
스크톱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로컬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 WebEx Productivity Tools 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webex.com/support/productivity−tools.html

사용자 프로파일
클라우드에 조직에서 사용할 WebEx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
다 . 실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비롯해 다수의 사용자 계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안 고려 사항
을 숙고해야 합니다 . WebEx 관리자는 CSV 템플릿을 일괄적으로 가져오거나 프로그램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수동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적인 접근 방식은 WebEx
API, URL 및 XML, 또는 제휴 SSO 솔루션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 프로그램
적인 접근 방식은 고객 포털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 이는 CRM 도구 또는 WebEx 로 직접 통합되는
학습 관리 시스템 등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더불어 사용자는 회사의 WebEx 사이트에서 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승인되면 사용자 프로파일이 생성됩니다 .
조직의 LDAP 디렉터리에 직접 통합하는 경우에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을
통한 제휴 SSO 가 선호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 제휴 SSO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백서와 기술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site/webex−developer/develop−test/sso/reference/

고가용성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내장형 중복을 갖추고 있으며 Cisco 에 의해 관
리됩니다 . 서비스 중단 중에도 매우 강력한 전환 기능을 통해 중복 미팅 노드에서 지속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모든 고객은 기본 WebEx 사이트 외에도 동일한 지역 내
에 있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WebEx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백업 사이트를 보유합니다 . 고객
의 기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GSB(Global Site Backup) 가 모든 미팅 활동을 자동으로
백업 사이트로 이동시킵니다 . 호스트와 참가자 모두 자신들이 백업 사이트로 재전송되었다는 사
실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 GSB 시스템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WebEx 미팅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며 모든 속성 , 주소록 , 기본 설정 , 미팅 일정 및 기타 실시간 데이터가 기본 및 백업 사이트
사이에서 동기화되어 보존됩니다 . 이 동기화 때문에 GSB 는 미팅 전후에 대해 중복 및 재해 복구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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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Cloud Connected Audio
Cisco WebEx CCA(Cloud Connected Audio) 는 온 − 프레미스 IP 텔레포니를 사용하여 조직의
WebEx 미팅에 통합 오디오 환경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배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오디오 회의 솔
루션입니다 . WebEx CCA 는 조직의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에서 WebEx 클라우드 인프라로 SIP 트
렁크 연결을 구현합니다 ( 그림 11−16 참조 ). 오디오 회의 트래픽이 서비스 공급업체 PSTN 연결 대
신 이 SIP 연결을 통해 통과하므로 WebEx CCA 는 오디오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하고 다른 WebEx
오디오 옵션과 동일한 통합 및 직관적 사용자 경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1-16

Cisco WebEx Cloud Connected Audio 고급 설계
WebEx Audio
Bridge (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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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Acve)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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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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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46448

Cisco Uniﬁed
CM Cluster

그림 11−16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WebEx CCA 고급 설계는 고객이 제공한 전용 IP 피어링 연
결을 통해 연결된 온 − 프레미스 IP 텔레포니 네트워크 및 WebEx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성됩니다 .
온 − 프레미스 IP 텔레포니 네트워크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로 구성됩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s 는 WebEx 클라우드 인
프라에 배포되며 조직의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에 대한 진입점을 표시합니다 . 클라우드와 고객 사
이트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s 는 SIP 을 통해 서로 통신합니다 . WebEx CCA 에서는 고객이
중복을 위해 지리적으로 구분된 위치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WebEx 데이터 센터와 연결하는 두 개
의 IP 피어링 연결을 보유해야 합니다 . 중복 IP 링크는 활성 / 대기 모드로 구성됩니다 . 모든 구성
오디오 트래픽은 기본 링크를 통해 흐르며 기본 링크가 다운되면 보조 링크로 장애 조치됩니다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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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WebEx CCA 는 BGP(Border Gateway Protocol) 및 BFD(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 프로
토콜을 지원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 BGP 및 BFD 는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상당히 신속한 재수렴 성능을 제공합니다 .
참고

WebEx 데이터 센터 장치 , 오디오 브리지 및 서버는 WebEx CCA 솔루션의 다른 고객과 함께 공유
인프라를 통해 실행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텔레포니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 사이트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통해 WebEx 클라우드와 SIP 연결됩니다 . 전화회의 다이얼 인 번호는 고객이 소유하며 고객 사
이트에서 종료됩니다 . 통화 라우팅은 고객 사이트에서 처리되며 통화 신호 및 오디오 트래픽은 중
복 IP 피어링 연결을 통해 처리되고 통화 혼합은 클라우드에서 처리됩니다 .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전화회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Cisco Unified CM 이 해당 통화가 PSTN 을 통과하게 하지 않고 전용
SIP 트렁크를 통해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지나 WebEx 클라우드로 전송되게 합니다 . 전
화회의 사용자가 콜백을 요청하면 WebEx 가 해당 통화를 고객 사이트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로 전송하며 여기에서 대상 엔드포인트로 전송됩니다 . 전화회의 사용자가 기업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경우 통화는 고객의 IP 텔레포니 네트워크를 떠나거나 종료하기 전에 PSTN 을 통해
전송됩니다 . WebEx CCA 는 G.711 오디오 코덱 , RFC 2833 DTMF 및 SIP 신호만을 지원합니다 .
WebEx CCA 는 지속적인 서비스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 고가용성의 완전 중복 아키텍처로
구성되었습니다 . 모든 주요 구성 요소는 활성 및 대기 모드의 두 가지 인스턴스를 보유하며 서로
에 대한 백업을 수행합니다 . 독립적 라우터 두 쌍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두 쌍 및 두 오디
오 컨퍼런스 브리지에 의해 처리되는 두 개의 IP 피어링 연결이 있습니다 . 이 구성 요소 중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기 요소로 대체됩니다 . 활성화된 피어링 링크에 오류가 발생하
면 네트워크는 대기 연결을 통해 수렴됩니다 . 모든 기존 통화가 계속되지만 미디어 흐름에 매우 짧
은 중단이 발생합니다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서로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Out−of−Dialog OPTIONS ping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 고객 사이트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도 Out−of−Dialog OPTIONS ping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를 모니
터링합니다 . ping 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송신자의 다이얼 피어 목록에서 응답이 없는 요소가 제거
되고 대기 인스턴스를 통해 모든 새로운 통화의 라우팅을 시작합니다 . 활성 WebEx 오디오 브리지
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브리지와 관련된 모든 통화가 종료되며 대기 WebEx 오디오 브리지가 활
성화됩니다 . 그다음 WebEx 는 사용자에게 새롭게 활성화된 브리지에 연결할 새 번호를 안내하며
이 브리지 또한 장애 전에 시스템에서 시작된 모든 통화를 다시 연결하려 시도합니다 .
Cisco WebEx Cloud Connected Audio 를 배포할 때는 다음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
•

Cisco 는 WebEx CCA 배포에는 Cisco Unified CM 8.5 이후 릴리스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

견고한 아키텍처와 쉬운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있도록 WebEx CCA 배포에는 전용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는 오디오 포트 용량 요구 사항에 따라 Cisco ISR (Integrated
Services Router) 또는 ASR(Aggregated Services Router) 에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

IP 피어링 링크의 방화벽에서 트래픽을 제한하려면 패킷 검사 대신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사용하십시오 .

•

시스템 관리자는 다이얼 인 게스트에게 유료 번호와 무료 번호를 최소한 각 하나씩 제공해야
합니다 .

•

G.711 이외의 오디오 코덱을 원하는 경우에는 오디오 스트림을 WebEx 로 전송하기 전에 G.711
으로 트랜스코딩하기 위해 트랜스코더를 사용하십시오 .

•

모든 전화회의 번호에 대해 하나의 DID(Direct Inward Dialing) DNIS( 전화 건 번호 식별 서비
스 ) 가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를 통해 WebEx 클라우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Cisco WebEx Cloud Connected Audio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cw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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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획
기본적으로 특정 고객에 대한 실제 동시 미팅 수는 무제한입니다 . 유형이 다른 WebEx 전화회의는
서로 다른 참가자 수 용량을 보유합니다 . 상세한 제품 비교 테이블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웹 컨퍼런싱 제품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ps10352/product_comparison.html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 네트워크 트래픽을 계획할 때 사용자가 WebEx 를 사용하는 방식이 미팅이 생성하는 트래픽의
양에 영향을 미쳐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 예를 들어 참가자가 기본 프레젠테이션 공유 ( 공유 전에
문서가 WebEx 사이트로 로딩됨 ) 를 사용한다면 이는 데스크톱을 공유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적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 대기업의 경우 이는 올바른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네트워크의 병목 지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
평균 참가자 수와 더불어 최번시 중에 호스팅될 평균 미팅 횟수에 관한 예비 예측이 수행되어야 합
니다 . 그다음에 미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대역폭 요구 사항에 대한 예측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Network
Bandwidth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conferencing/webex−meeting−center/white_pa
per_c11−691351.html

설계 고려 사항
Cisco WebEx SaaS 솔루션을 구현할 때는 다음 설계 고려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
•

협업 미팅 시스템에서는 정시에 통화 처리량 부하가 증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Cisco 파트너
및 직원은 대형 구성을 위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의 용량 계산을 돕는 , 협업
미팅에 특정한 매개 변수가 포함된 용량 계획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파트너나
Cisco SE( 시스템 엔지니어 ) 에게 문의하여 시스템 크기 조정에 대한 지원을 받으십시오 .
Cisco 파트너 및 직원의 경우 ,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은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

WebEx 클라이언트의 모든 연결은 클라우드 밖으로 수립됩니다 . 일반적으로 인트라넷 장치가
인터넷으로 TCP 연결을 시작하는 것을 방화벽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네트워크 방화벽에 작은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

•

전화회의 비디오 및 데이터 트래픽에 충분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네
트워크 트래픽 계획 , 11−4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설계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
– 사용자 생성 및 인증 옵션 (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프로파일 , 11−29 페이지를 참조 )
– 미팅 예약 옵션 ( 자세한 내용은 예약 , 11−29 페이지를 참조 )

•

Cisco WebEx SaaS 는 다중 레이어 보안 모델을 사용하며 보안은 WebEx 인프라에서부터 조직
및 개인 미팅 레이어에 이르기까지 확장됩니다 . 다양한 보안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직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옵션 및 고려 사
항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Unleash the Power of Highly Secure, Real-Time Collaboration 백서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584/prod_white_paper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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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Cisco 협업 클라이언트 제품과 그러한 제품이 Cisco 전화회의 솔루션에 어떻게 적합한
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협업 엔드포인트 , 8−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는 비즈니스 급 비디오 , 오디오 및 데이터 공유 기능을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단일 솔루션으로 결합하는 일관되고 확장 가능한 가상 회
의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는 Cisco WebEx Meeting Center 구
독 구매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 Cisco Unified?CM 및 Cisco Expressway 와 같은 시스코 협업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됩니다 . 참가자는 WebEx 클라이언트 , Cisco TelePresence, Cisco Jabber 또
는 기타 타사 표준 기반 끝점 (SIP 또는 H.323) 을 사용하여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에 참
가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Collaboration Cloud 에서 간단하고 매우 안전한 협업 솔루션도 제
공하며 , 참가자가 원하는 장치 ( 데스크톱 , 모바일 또는 비디오 엔드포인트 ) 를 사용하여 어디에
서든 미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을 통해 사용자는 항상 다른 사
용자를 개인화된 항상 사용 가능한 회의실에 초대할 수 있으며 , 회의 주최자는 생산성 도구를 사
용하여 예정된 회의에 필요한 공간과 리소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아키텍처
그림 11−17 는 SIP 비디오를 사용하는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
이 아키텍처는 모든 전화회의 리소스가 호스트되는 WebEx Collaboration Cloud 와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 이러한 구성 요소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
트워크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Expressway 를 포함하며
Unified CM 은 SIP 트렁크를 통해 Cisco Expressway−C 와 연결됩니다 . Cisco Unified CM 에서는 등
록된 비디오 장치의 통화 라우팅 및 통화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Expressway 에서는 엔터
프라이즈와 WebEx Collaboration Cloud 사이의 통화를 위한 안전한 방화벽 통과 메커니즘을 제공
하고 , Cisco Expressway−E 에 구성된 DNS 영역을 통해 비디오 호출을 WebEx Cloud 로 라우팅합니
다 . 또한 Cisco Expressway 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외부의 Unified CM 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 참가자가 미팅에 참
가하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SIP 장치에서 URI 전화걸기 및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를 지원해야 합니다 . BFCP 가 없으면 내용을 공유할 수 없으며 기본 비디오에 포함된 상
태로 표시됩니다 .
참고

기존 Cisco VCS 고객의 경우 배포를 통해 VCS Control 을 SIP Registrar(SIP 엔드포인트용 ) 및 VCS
Expressway( 방화벽 통과용 ) 로 사용하도록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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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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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회의 아키텍처 (SIP 비디오 사용 )

Cisco
Expressway-C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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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Third-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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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WebEx &
Video Bridges

349677

Third-Party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컨퍼런싱 아키텍처는 H.323 비디오 장치도 지원합니다 . ( 참조 그
림 11−18). 이 아키텍처에서 Cisco VCS Control 은 게이트키퍼이며 등록된 H.323 엔드포인트에 대
한 통화 제어를 제공합니다 . Cisco VCS Expressway 에서는 엔터프라이즈와 WebEx Cloud 사이의
통화를 위한 보안 방화벽 통과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 Cisco VCS Expressway 내에서 구성된 DNS
영역을 통해 영상 통화를 WebEx Cloud 로 라우팅합니다 . 참가자가 미팅에 참가하고 내용을 공유
하려면 H.323 장치에서 Annex O(URI 전화걸기용 ) 및 H.239( 내용 공유용 ) 를 지원해야 합니다 .
H.239 가 없으면 내용을 공유할 수 없으며 비디오에 포함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 또한 , IVR( 대화
형 음성 응답 ) 을 사용하여 호스트로 미팅을 시작하거나 호스트보다 앞서 미팅에 참가하려면
H.323 장치에서 DTMF 신호 처리를 위한 RFC 2833 방법 또는 H.245 사용자 입력을 지원해야 합니
다.
그림 11-18

H.323 비디오를 사용하는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회의 아키텍처

Cisco
H.323 Endpoint
Cisco
VCS Control

Cisco VCS
Expressway

DNS
WebEx &
Video Bridges

349676

Internet

Third-Party
H.323 Endpoint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1-34

2018 년 3 월 1 일

11 장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또는 ,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는 통화 제어 시스템없이 H.323 비디오를 사용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 ( 참조 그림 11−19). 이 아키텍처에서는 H.323 장치가 게이트키퍼에 등록하지 않으며
, 사용자가 URI 에 전화를 걸면 DNS 를 사용하여 통화가 방화벽을 통과하여 WebEx Cloud 에 라우
팅됩니다 . 신호 처리와 미디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방화벽에 필요한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 포트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WBX264
에서 제공되는 공동 작업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통화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H.323 비디오를 사용하는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 아키텍처

H.323 Endpoint

DNS

Internet

WebEx &
Video Bridges

349675

그림 11-19

Cisco WebEx Meeting Center 버전 WBS32.9 를 사용하여 미팅 초대에 표시된 대로 지역 IP 주소로
전화를 걸어 H.323 비디오 시스템에서 미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다른 지역의
IP 주소 ( 미팅 초대에 표시되지 않은 IP 주소 ) 에 전화를 거는 경우 사용자는 미팅에 참가할 수 없
습니다 .
배포에서 사용되는 장치 (SIP 또는 H.323) 에 상관없이 WebEx Cloud 에서 프로토콜 간의 정보 연결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장치가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회의 배포에 사용되는 데 필
요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비디오 장치 사용 가능 미팅을 위한 Cisco
WebEx Meeting Center 엔터프라이즈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nmdp0hq
비디오 장치의 참가자마다 , 오디오 , 비디오 및 내용 공유가 IP 연결을 통해 WebEx Cloud 에 전송
되면 , 여기에서 미디어가 다른 참가자와 혼합되고 , 혼합된 오디오 , 활성 발언자 및 내용 공유는 표
시를 위해 다시 장치에 전송됩니다 .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컨퍼런싱은 액티브 스피커 및 컨텐트 공유에 H.264 비디오를 사용
합니다 . 장치의 기능과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따라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는 비디오 장
치 및 WebEx 클라이언트에서 초당 30 프레임 (fps) 의 최대 720p 및 콘텐츠 비디오 ( 최대 720p) 의
액티브 스피커 비디오를 지원합니다 . WebEx 미팅 클라이언트에는 최소 비트 레이트가 1.2Mbps 인
활성 발언자 비디오를 위한 180p 의 비디오 플로어가 있습니다 . 네트워크 조건 ( 예 : 심각한 패킷
손실 ) 으로 인해 최소 비트 레이트를 유지할 수 없으면 WebEx 클라이언트에서 활성 발언자 비디
오 수신을 중지하지만 내용 공유와 전화회의 오디오는 계속 수신하며 비디오를 다른 참가자에게
전송합니다 . WebEx 클라이언트에서 주기적으로 대역폭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며 , 네트워크 조건
이 안정되면 활성 발언자 비디오를 자동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 미팅 중에 WebEx 에서 전화회의에
있는 모든 WebEx 클라이언트 중에 성능이 가장 낮은 장치 ( 비디오 플로어 이하에서 실행 중인 장
치 제외 ) 에 따라 대역폭을 할당하며 , 최대 대역폭은 4Mpbs 입니다 . 하지만 가장 사양이 떨어지
는 장치가 전화회의를 이탈하면 WebEx 미팅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장치 중 그 다음으로 사양이
좋지 않은 장치를 바탕으로 대역폭이 다시 할당됩니다 . 할당된 대역폭에 따라 WebEx 클라이언트
에서 비디오를 표시하는 해상도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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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세션에는 연결된 비디오 주소 URI 와 URL 이 있습니다 . 참가
자는 URI 를 다이얼하거나 비디오 장치에서 콜백을 수신하거나 URL 을 클릭하여 WebEx 회의 클
라이언트를 불러와 회의에 참가합니다 .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회의 회의는 다음 유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예약된 미팅

사용자는 WebEx 생산성 도구 (PT) 를 사용하여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도구는 사용자가 이메일 클라이언트 내에서 빠르고 쉽게 미팅을 예약할 수 있
는 Outlook 플러그인을 포함하는 도구 집합입니다 . 이 도구 집합을 사용하면 사용자 달력과 원활
하게 통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미팅을 예약하고 단일 트랜잭션으로 이메일 클라이언트 내에 있는
모든 참가자에게 직접 초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또는 WebEx 포털에서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
상 회의 회의를 예약할 수 있지만 주최자는 WebEx 에서 회의를 먼저 예약한 다음 , 회의 세부 정보
가 첨부된 초대장을 만들어 모든 참가자에게 보내야합니다 .
Cisco TMS 15.2 및 TMSXE 5.2 를 사용하면 WebEx Productivity Tools 를 사용하여 OBTP(One
Button to Push) 로 Cisco WebEx Meeting Center 비디오 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내부적으로 ,
시스코 TMS 는 SIP URI 를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에 다이얼 문자열을 사용하여 외부에
서 호스팅되는 회의를 만듭니다 . 또한 , 시스코 TMS 는 기본 회의 유형이 OBTP 로 설정되어 있어
야합니다 .
참고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용 Cisco TMS 및 TMSXE 사용 OBTP 는 온 − 프레미스 화상
회의 인프라와의 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반면 TMS 및 TMSXE 가 온 − 프레미스 화상 회의 인
프라와 통합되면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 OBTP 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 Center 버전 WBS32.6 부터 사용자는 자신의 Google Calendar 에서 직접
WebEx Personal Room 에서 회의를 예약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Google Web Store 에서 Cisco WebEx Scheduler 확장을 설치해야 하며 사이트 관리자는 WebEx 사이
트에 대해 Google 캘린더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WebEx 계정으로 Cisco WebEx
Scheduler 확장에 로그인하면 사용자의 Google 계정에서 WebEx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
나의 WebEx 계정만 사용자의 Google 계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Google 캘린더 구성 및 제한을
위한 Cisco WebEx Schedule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j5bm2v

•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9pq6jc

영구적 미팅

미팅은 사용자의 개인 룸에서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룸은 WebEx 사이트에서 사이트 레벨이
나 사용자 레벨별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룸이 활성화되면 고정 URI 와 URL 이 각 사용자
에게 할당되고 참가자가 해당 URI 와 URL 을 사용하여 개인 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인 룸
은 지정된 사용자에 속하고 항상 운영 중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미팅을 위해 이 룸을 사용할 수
있으며 , 룸의 URI 와 URL 을 첨부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초대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 Cisco Spark
캘린더 서비스를 사용하면 아웃룩 일정 초대장의 위치 필드에 @webex 를 추가할 수 있으며 , 일정
커넥터는 사용자의 개인 회의실 정보로 자동으로 초대장을 채웁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협
업 , 2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인스턴트 회의

사용자가 WebEx 포털 또는 WebEx Productivity Tools 를 사용하여 인스턴트 미팅을 생성할 수 있으
며 , 미팅이 즉시 시작됩니다 . 지금 미팅 구성 옵션을 사용하여 , 즉석 회의는 Meeting Center 또는
사용자의 개인 룸 또는 Cisco Jabber 데스크 탑에서 인스턴스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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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컨퍼런싱은 기업 네트워크와 WebEx 클라우드간에 암호화된 시그
널링 및 미디어 , 또는 암호화 및 비보안 시그널링 및 미디어의 조합을 지원합니다 . 종단 간 암호화
를 위해 고객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암호화된 신호 처리와 미디어를 작동시키고 엔터프라이즈 네트
워크와 WebEx Cloud 사이에 암호화된 신호 처리 및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된 신호
처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합한 핸드셰이킹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Cisco
Expressway−E 에 인증서가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 이 인증서에는 신뢰할 수 있는 루트 CA( 인증 기
관 ) 의 서명이 있거나 자체 서명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 엔터프라이즈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webex−meeting−center/products−installation
−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SIP 기반 통화의 경우 ,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는 4 가지 보안 수준을 지원합니다 (
우선 순위 순 ).
•

CA 서명 인증서와 SRTP 미디어 암호화를 사용하는 암호화된 TLS 신호 처리

•

자체 서명 인증서와 SRTP 미디어 암호화를 사용하는 암호화된 TLS 신호 처리

•

SRTP 미디어 암호화를 사용하는 비보안 TCP 신호 처리

•

비보안 RTP 미디어를 사용하는 비보안 TCP 신호 처리

신호 처리와 미디어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방화벽에 필요한 네트
워크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포트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WBX264 에 있는 WebEx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는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호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
보다 먼저 게스트가 참가한 경우 대기실에 머무르며 호스트가 참가할 때까지 서로 대화할 수 없습
니다 . 호스트가 비디오 장치에서 미팅에 참가하는 경우 호스트 PIN 도 필요합니다 .
사용자의 개인 미팅 룸 내부에서는 룸을 잠그고 다른 참가자가 사용자의 개인 룸에 입장하지 못하
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룸 잠금 단추가 있습니다 . 룸이 잠겨 있을 때 참가자가 룸에 입장하려고
하면 호스트가 참가자를 허용하거나 룸의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참가자가 차단됩니다 . 이 단
추는 사용자가 개인 룸에서 연속 미팅을 갖는데 호스트가 첫 미팅을 아직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 유
용합니다 . 호스트가 첫 번째 미팅을 완료하고 미팅의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두 번째 미팅 참가자
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룸을 잠글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배포 옵션
비디오 장치를 사용하는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 참가자의 경우 오디오 , 비디오 및
컨텐트 공유는 WebEx 클라우드와 비디오 장치 간의 IP 연결을 통해 보내고 받습니다 . WebEx 클라
이언트 참가자의 경우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는 다음을 포함하는 기존 WebEx
Meeting Center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오디오 옵션을 지원합니다 .
•

WebEx 클라우드 연결 오디오

•

VoIP 를 이용한 WebEx 오디오

•

PSTN 을 이용한 WebEx 오디오

•

원격 회의 서비스 공급업체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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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워크에서는 비디오 장치 및 방화벽 통과 통화에서 통화 제어 및 통화 라우팅
을 위한 중복을 제공하기 위해 Cisco Unified CM 및 Cisco Expressway 의 클러스터링 옵션을 활용합니
다 . 기본 서버가 실패하는 경우 백업 서버가 통화 제어 및 통화 처리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링은 통화 처리 , 9−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Expressway 클러스터링은 다음 링크에 있는 Cisco Expressway Cluster 생성 및 유지 배포 설
명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용량 계획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회의는 최대 25 개의 표준 기반 비디오 장치 , 비디오가 활성화된
500 명의 WebEx 참가자 및 오디오만 있는 500 명의 WebEx 참가자를 지원합니다 .
참고

다중 화면 비디오 장치의 각 화면은 하나의 비디오 장치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 , 트리플 스크린
몰입 시스템이 Cisco WebEx 미팅 센타 비디오 회의 회의에 참가하면 비디오 장치 용량 한도에서 3
개의 비디오 장치를 소모합니다 .
Cisco WebEx 미팅 센타의 용량 계획 화상 회의는 기업 내에서 실행되는 구성 요소의 크기 조정을
포함합니다 .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Cisco Unified CM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회의를 위해 비디오 종점 및 IP Phone 에서 생성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리소스와 용량이 Unified CM 에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 용량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Expressway
Cisco Expressway 는 배포를 위해 통과하는 통화 트래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를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은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
•

WebEx 클라이언트 대역폭
WebEx 미팅 클라이언트는 비디오 전송 및 수신에 SVC(Scalable Video Coding) 기술을 사용합
니다 .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중 계층 프레임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보내고 , 수신 클라이언트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1.2 ~ 3Mbps 가 있어야 하는 비디오를 받는 데 최적
인 솔루션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 WebEx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네트워크 대역폭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conferencing/webex−meeting−center/white
_paper_c11−691351.html

•

엔터프라이즈에서 WebEx 클라우드로의 비디오 장치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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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SIP 오디오 및 비디오 품질을 위해서는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하는 각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지역에 최소 1.5Mbps 의 비디오 대역폭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 세 개의
화면이 있는 장치를 Unified CM 에 등록하는 경우 , 4.5Mbps 의 비디오 대역폭이 관련 지역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

설계 고려 사항
Cisco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를 전개할 때 다음 권장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

최적의 비디오 환경을 위해 방화벽에서 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해 UDP 를 사용합니다 .

•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신호 처리 및 미디어 트래픽이 가능하도록 방화벽에서 네트워크 포트
를 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Cisco WebEx Meeting Center 화상 회의 엔터프라이즈 배
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webex−meeting−center/products−install
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

Cisco Expressway−C 의 Unified CM Neighbor Zone 에서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가
활성화되었으며 , 이 BFCP 가 Unified CM 과 Expressway−C 사이에서 SIP 트렁크와 연결된 SIP
프로필에서도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Cisco WebEx Meeting Center Video Conferencing 에서 테스트된 비디오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에 있는 WebEx 비디오 호환성 및 지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ipxxr2

Cisco WebEx Meetings Server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보안성이 높고 완전히 가상화된 사설 클라우드 회의 솔루션으로 ,
오디오 , 비디오 및 웹 회의 기능이 하나의 솔루션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더불어 더욱 동적인 협업과 유연한 작업 스
타일을 위한 지원을 갖춘 종합 전화회의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
합니다 . 기존 고객은 SIP 아키텍처를 사용한 전화회의를 포함하기 위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에 대한 과거의 투자를 바탕으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기존
구현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Unified CM 의 많은 기능을 활용합니다 .
•

원격 회의에 연결하는 데 Unified CM 과 SIP 트렁크 연결을 사용

•

안전한 전화회의를 위해 Unified CM 의 SIP 트렁크 보안 연결 지원을 활용

•

Unified CM 을 통해 레거시나 타사 PBX 와 통합

•

IPv6 지원을 위해 Unified CM 의 이중 스택 (IPv4 및 IPv6) 기능을 활용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합니다 .

아키텍처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에서 실행되는 완전히 가상
화된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입니다 . 이 솔루션은 신속한 서비스 배포를 위해 가상 어플라이언스
기술을 사용합니다 .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시스템 관리 작업을 단순화합니다 . 예를 들어 하이퍼바
이저 기술을 사용하면 유지 보수를 위해 시스템 구성 요소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거나 문제 발생 시
시스템 구성 요소를 유효한 버전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업계 표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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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OVA(Open Virtual Appliance) 형태로 배포됩니다 . WebEx Meetings Server 설치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OVA 내에 패키지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개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를 설치하는 데 각각의 실행 가능한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배포에 수 시간이 소요됩
니다 . 하지만 OVA 를 사용하면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파일 내에 사전 패키지되어 있으므
로 소프트웨어 배포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감소됩니다 . 따라서 가상 어플라이언스 기술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의 배포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림 11−20 에서는 비분할 수평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의 아
키텍처를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 분할할 수 없는 수평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계획 설명서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732/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
html 를 참조하십시오 . 가상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하나 이상의 가상 컴퓨터 (VM) 가 실행 중일 수
있습니다 . 이는 관리 , 웹 및 미디어 가상 시스템입니다 . 관리 및 웹 가상 시스템은 관리 및 WebEx
사이트에 대해 백엔드 처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이러한 사이트는 구성 , 미팅 예약 / 미팅 참가
및 녹음 재생 등 , 미팅 전후에 발생하는 작업을 처리합니다 . 미디어 가상 시스템은 미팅 중에 리소
스 할당 , 원격 회의 통화 제어 및 미디어 처리 (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 를 제공합니다 . 가상 어
플라이언스 내부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의 수는 원하는 용량과 고가용성 필요 여부에 따라 달
라집니다 . 이는 배포 크기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그림 11-20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아키텍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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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외부 액세스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DMZ 에 인터넷 역방향 프록
시 ( 또는 에지 서버 ) 를 배포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이 옵션은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첫
째 , 모든 외부 참가자는 인터넷에서 VPN 을 통하지 않고 WebEx 전화회의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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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둘째 , 모바일 사용자는 인터넷 연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모바일 장치를 통
해 미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액세스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인터넷 역방향 프
록시가 필수적임을 기억하십시오 .
인터넷 역방향 프록시는 DMZ 내의 인터넷에서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을 종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 콘텐츠는 암호화된 SSL(Secure Socket Layer) 또는 TLS( 전송 레이어 보안 ) 터널을 통해 내부 가
상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 이 암호화된 터널은 아웃바운드를 인터넷 역방향 프록시로 연결하는 내
부 가상 시스템에 의해 연결됩니다 . 따라서 DMZ 에서 내부 방화벽의 내부 네트워크로 TCP 포트
인바운드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 그렇지만 내부 네트워크의 일부 아웃바운드 포트는 DMZ 의 인
터넷 역방향 프록시와 통신할 수 있도록 내부 방화벽에서 열려야 합니다 .
모든 최종 사용자 세션은 업계 표준 SSL(Secure Socket Layer) 및 TLS( 전송 레이어 보안 ) 를 사용
하여 100% 암호화됩니다 . 가상 시스템 사이의 모든 트래픽은 보안 채널을 통해 전송됩니다 .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암호화도 미국 DoD( 국방부 )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
는 단일 정책 설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대안적으로 인터넷 역방향 프록시는 그림 11−21 에
서 볼 수 있듯이 내부 방화벽 뒤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
그림 11-21

내부 방화벽 뒤의 인터넷 역방향 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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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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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제 때문에 조직이 DMZ 내부에 구성 요소를 배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데는 보통 수
개월이 걸립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WebEx Meetings Server 배포가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DMZ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방화벽으로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 (HTTP: 포트 80, SSL: 포트 443) 은 내부 방화벽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되
면 외부 및 내부 방화벽에서 열려야 하는 포트 수가 최소화됩니다 . 하지만 내부 네트워크 내에 인
터넷 역방향 프록시를 배치하는 것은 인바운드 인터넷 트래픽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종료됨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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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합니다 .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넷 액세스는 방화벽으로 제어될 수 있지만 모든 조
직이 인터넷 트래픽을 내부 네트워크에서 직접 종료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 이 옵션을 선택
하기 전에 이 배포가 조직의 IT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대기업 배포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기업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직에
SSO(Single Sign On)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업계 표준 SSO
용 SAML 2.0 를 사용하여 기업 LDAP 디렉터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Meeting Center 만을 지원합니다 .

참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 1.1 부터 WebEx Meetings Server 에서 호스팅된 미팅에 참가하거나 시
작하는 데 Cisco Unified CM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통합된 Cisco Jabber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732/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Cisco Unified CM 통합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Cisco Unified CM 및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를 지원합
니다 . Cisco Unified CM 은 다음을 허용하는 WebEx Meetings Server 아키텍처의 구심점에 해당합
니다 .
•

Cisco IP Phone 또는 PSTN 을 통해 원격 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

•

레거시 또는 타사 PBX 와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의 통합

Cisco Unified CM 은 인바운드 및 콜백 통화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SIP 트렁크를 이용해 WebEx
Meetings Server 와 통합합니다 . 고객은 보안을 활성화하고 SIP 트렁크 연결을 통해 TLS( 전송 레
이어 보안 ) 및 SRTP( 보안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 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IP 트렁크
는 Unified CM 에서 WebEx Meetings Server 의 부하 분산 장치 대상 주소로 구성되며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경로 패턴 (WebEx Meetings Server 에서 구성된 콜인 액세스 번호
와 일치 ) 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보조 SIP 트렁크는 Unified CM 에서 WebEx Meetings Server 의 애
플리케이션 서버 대상 주소로 구성되며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경로 패턴
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참가자가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 액세스 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를 전송하
는 데 첫 번째 SIP 트렁크가 사용됩니다 . 통화가 연결되고 발신자가 미팅 ID 를 입력하면 부하 분
산 장치가 발신자를 보조 SIP 트렁크를 통해 미팅을 호스팅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보내기 위해
Unified CM 에 SIP REFER 를 발행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콜백을 수행하기 위해 WebEx Meetings Server 에서 Unified CM 을 가리키는 SIP
트렁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콜백 번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참가자가 브리지에 참
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해당 번호에 연결합니다 . 참가자가 콜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WebEx
Meetings Server 가 구성된 SIP 트렁크를 통해 콜백 번호와 함께 SIP 요청을 Unified CM 으로 보냅
니다 . 미팅에 참가하려면 Unified CM 이 콜백 요청에서 수신한 모든 다이얼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사이트 관리 설정을 이용하여 시스템 전체적으로 콜백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WebEx Meetings Server 는 자체적으로 통화 제한 및 차단 기능이 없으므로 Unified CM 이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통화 제한이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단하는 번호에 대한 통화 제한을 관리합니다 .
WebEx Meetings Server 는 양방향 SIP OPTIONS ping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 원격 엔드의 ping 응
답은 해당 원격 엔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과 통화 허용 준비 여부를 나타냅니다 . 그 응답을 바
탕으로 WebEx Meetings Server 또는 Unified CM 이 현재 SIP 트렁크에서 통화를 전송할지 통화를
전송할 대체 SIP 트렁크 ( 구성된 경우 ) 를 찾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8.5 이후
릴리스에서는 SIP OPTIONS ping 이 지원됨을 기억하십시오 . 이 이유로 Cisco 는 Cisco We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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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s Server 배포에 SIP OPTIONS ping 을 지원하는 Cisco Unified CM 호환 버전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호환된 Unified CM 버전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시스템
요구 사항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732/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참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Cisco Unified CM 을 통한 SIP 트렁크 연결만을 지원합니다 .

레거시 PBX 통합
레거시 PBX 를 보유하면서 아직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으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조직의 경우 전화회의를 위해 자신들의 시스템과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를 사용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은 레거시 PBX 와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를 함께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Unified CM 만 볼 수 있
으며 Unified CM 뒤에 PBX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 Unified CM 이 조직의 PBX 와 상호 운
용할 수 있다면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조직의 PBX 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이 통합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레거시 시스템의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음

•

조직이 나름의 속도에 맞춰 새 기술을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음

•

고객이 점차 Cisco 기술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호

Unified CM 과 PBX 의 상호 운용성에 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en/US/solutions/ns340/ns414/ns728/networking_solutions_products_gener
iccontent0900aecd805b561d.html

IPv6 지원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텔레포니 오디오에 대해 IPv4 전용 또는 이중 스택 (IPv4 and IPv6)
주소 지정을 지원하는 반면 텔레포니 신호는 IPv4 를 유지합니다 . 동일한 미팅에서 오디오 스트림
은 IPv4, IPv6 또는 IPv4 및 IPv6 의 혼합이 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선호하
는 주소 지정 체계를 사용하여 미디어 연결을 수립하기 위해 , Unified CM 의 SIP 트렁크에서 SIP
제공 및 응답을 교환하는 동안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에서 IPv4 및 IPv6 미디어 주소 지
정을 가능하게 하는 ANAT(Alternate Network Address Type) 를 지원합니다 .
IPv4 및 IPv6 장치 모두 원격 회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IPv6 장치의 경우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가 IPv6 신호를 IPv4 로 변환하여 이를 SIP 트렁크를 통해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로 전
송하는 Unified CM 의 기능을 활용합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텔레포니 미디어 주소
지정을 통해 IPv4 및 IPv6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비
용이 많이 드는 MTP 리소스 없이도 IPv6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NAT 를 이용하면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가 IPv6 텔레포니 신호 지원 없이도 IPv6 텔레포
니 오디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ANAT 가 Unified CM SIP 트렁크의 양 엔드에서 지원되
어야 합니다 . Unified CM SIP 트렁크에서 ANAT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참가자
가 콜백을 요청하거나 다이얼 인 시도를 할 때 통화 설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
WebEx Meetings Server 에서 IPv6 이 활성화되었다면 ANAT 헤더가 미디어 제공에 포함됩니다 . 미
디어 제공에 ANAT 헤더가 포함되면 WebEx Meetings Server 는 항상 ANAT 헤더를 포함해 응답하
게 됩니다 . 다음 단락에서는 IPv6 이 활성화된 WebEx Meetings Server 와 ANAT 헤더를 사용하는
이중 스택 Unified CM 사이의 미디어 주소 버전 선택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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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Meetings Server 가 Unified CM 으로 통화를 전송하면 SDP 제공은 IPv4 및 IPv6 미디어 주소
를 포함합니다 . 착신 장치가 IPv6 인 경우 , Unified CM 은 미디어 연결에 IPv6 을 선택하고 SDP 의
IPv6 미디어 주소를 함께 응답하며 착신 장치가 이중 스택인 경우 , Unified CM 은 응답 SDP 의 주
소 버전을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매개 변수에 IP 주소 지정 모드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 매개 변
수가 IPv6 으로 설정되었다면 IPv6 이 미디어 연결에 사용됩니다 .
Unified CM 이 SIP 트렁크를 통해 WebEx Meetings Server 에 통화를 전송하면 WebEx Meetings
Server 는 ANAT 헤더가 포함된 SDP 제공을 수신합니다 . SDP 제공에 IPv6 및 IPv4 미디어 주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WebEx Meetings Server 가 ANAT 헤더에 지정된 ,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주소
버전을 포함해 응답하며 이 경우에는 그것이 IPv6 입니다 . SDP 가 IPv6 주소만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WebEx Meeting Server 가 IPv6 미디어 주소를 응답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에서의 IPv6 배포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Deploying IPv6 in Unified Communications Networks with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ucsrnd

고가용성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구성 요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N+1 중복 구성을 사용합니다 .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본 시스템에 로컬 중복 시스템을 추가
하여 고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수준에서 가상 시스템과 내부 구성 요소는 활성 / 활
성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 한 구성 요소가 다운되면 시스템이 해당 구성 요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에서 상태 정보가 교환됩니다 . 시스템은 이 상태 정보를 사용하여 요청을 활
성 구성 요소 사이에 고르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배포 크기에 따라 백업 또는 중복 시스템의 가상
시스템 수가 기본 시스템과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고가용성 시스템에서 미팅을 호스팅하는 가상 시스템이 다운되면 그 영향을 받은 미팅 클라이언
트는 짧은 시간 내에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다시 연결됩니다 . 하지만 장애의 본질과 장
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성 요소 장애 발생 후 고가용성 시스템 동작에 대한 설명은 다음 링크에 있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webex−meetings−server/products−installatio
n−guides−list.html

가상 IP 주소
고가용성 시스템 내부에는 활성 관리의 보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가상 IP 주소로 구성된 인터
넷 역방향 프록시 가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 관리 및 WebEx 사이트 URL 은 관리 및 WebEx 사이트
에 액세스하는 데 이 가상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 장애 조치 시에는 가상 IP 주소가 새로운 활성 가
상 시스템으로 이동됩니다 . 따라서 이는 관리 및 WebEx 사이트에 액세스 중복을 제공합니다 .

다중 데이터 센터 설계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지리적 중복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해 여러 데이터 센터 ( 최대 2 개 )
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 배포에서는 배포 크기가 동일한 두 개의 WebEx Meetings Server 시스템
이 각 데이터 센터에 하나씩 있으며 , 이 두 시스템을 결합하여 비활성 / 활성 모드로 실행 중인 하
나의 로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 다중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추가된 첫 번째 시스템이 기본이며 ,
이 시스템 다음에 추가된 시스템이 보조입니다 . 다중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보조 시스템을 추가하
면 기본 시스템의 데이터가 모든 전역 데이터를 겹쳐쓰고 데이터 센터에 로컬인 구성 매개 변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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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됩니다 . 겹쳐쓸 데이터와 보존될 데이터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각 데이터 센터 내에는 원격 회의를 처리하는 로컬
Unified CM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 암호화된 SSL 링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 피어 간에 시스템 상태
가 교환되고 사용자와 미팅에 대한 정보가 동기화됩니다 . 관리자가 단일 URL 을 사용하여 시스템
을 관리하고 참가자가 단일 URL 또는 하나의 전화걸기 번호 세트를 사용하여 미팅에 참가합니다
. 참가자가 클라이언트를 통해 미팅에 참가하면 시스템에서 참가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센
터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미팅을 호스트하고 ,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미팅이 캐스케이딩됩니다 .
장애 발생 시 , 데이터 센터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가 작동 중지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해당 구성 요
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 전체 데이터 센터가 작동 중지되면 수동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정상 작동하
는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작업을 이어받으므로 시스템이 계속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 이 경우 , 영
향을 받은 미팅 클라이언트가 잠시 후에 정상 작동되는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에 자동으로 다시 연
결됩니다 . 그러나 장애의 특성과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 복구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가
용성 시스템과 동일한 동작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
의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webex−meetings−server/products−installatio
n−guides−list.html
여러 데이터 센터 설계를 사용할 때는 다음 정보를 고려하십시오 .
•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NTP 를 구성합니다 .

•

각 데이터 센터의 WebEx Meetings Server 시스템에 다중 데이터 센터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데이터 센터에 가입하기 전에 기본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설치합니다 .

•

시스템당 사용자가 50 명인 규모의 배포는 지원되지 않지만 더 큰 시스템 크기는 지원됩니다 .

•

데이터 센터에서 고가용성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

각 데이터 센터에 로컬 Unified CM 인스턴스를 배포합니다 .

•

시스템에 가입해도 총 시스템 용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

•

두 데이터 센터 모두에 IRP(Internet Reverse Proxy) 가 배포되어 있거나 둘 모두에 배포되지 않
아야 합니다 .

용량 계획
WebEx Meetings Server 의 용량은 선택한 플랫폼과 배포에서 실행되는 전화회의 노드 수에 따라 달
라집니다 . 용량 계획 세부 정보는 협업 회의 , 25−4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스토리지 계획
미팅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NAS(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 장치에 녹음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 디스크 공간 할당 세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Planning Guide 의 미팅 녹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732/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
list.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11-45

11 장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
WebEx Meetings Server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

통화 제어 대역폭
통화 제어 대역폭은 극히 작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 WebEx Meetings Server 와 Unified CM 을
공동 배치하면 통화 제어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원격 위치에서 신
뢰할 만한 작동을 보장하려면 적합한 QoS 프로비저닝이 필요합니다 . 통화 제어 대역폭은
WebEx Meetings Server 와 Unified CM 사이의 통화 설정에 사용되며 각 통화에 필요한 대역폭
의 양은 참가자가 미팅에 참가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 미팅으로 전화를 거는 참가자의 경
우 , 해당 통화는 두 통의 SIP 통화를 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과 거의 유사한 양을 소비합니다 .
콜백을 요청하는 참가자의 경우 , 해당 통화는 한 통의 SIP 통화를 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과 거
의 유사한 양을 소비합니다 . SIP 통화와 QoS 프로비저닝에 대한 통화 제어 대역폭 예측에 관
한 세부 정보는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RTP(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 트래픽 대역폭
RTP 트래픽은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으로 구성됩니다 . 음성 대역폭 계산은 각 장치에서 사용
되는 오디오 코덱에 따라 다릅니다 . ( 코덱 유형별 대역폭 사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
지의 장을 참조 ) 비디오 대역폭은 WebEx SaaS 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네
트워크 트래픽 계획 , 11−32 페이지 참조 )

•

웹 협업 대역폭
WebEx Meetings Server 의 웹 협업 대역폭은 WebEx SasS 와 같은 방식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 , 11−32 페이지 참조 )

•

다중 데이터 센터 배포
이 배포를 통해 올바르게 운영하고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RTT( 라운드트
립 지연 시간 ) 및 최소 보장 대역폭 외에도 데이터 센터 간 캐스케이드된 각 미팅용 추가 대역
폭에 대한 네트워크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네트워크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계획 설명서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732/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
des_list.html

설계 고려 사항
WebEx Meetings Server 배포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설계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

네트워크 방화벽에 의해 구분된 WebEx Meetings Server 구성 요소가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 모
든 필요한 트래픽에 반드시 올바른 핀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

•

협업 미팅 시스템에서는 정시에 통화 처리량 부하가 증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Cisco 파트너
와 직원은 대규모 구성을 위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의 용량을 계산하는 데 유
용한 , WebEx Meetings Server 특정 매개 변수를 갖춘 용량 계획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파트너나 Cisco SE( 시스템 엔지니어 ) 에게 문의하여 시스템 크기 조정에 대한 지원을 받
으십시오 . Cisco 파트너 및 직원의 경우 ,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은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

TLS( 전송 레이어 보안 ) 및 SRTP( 보안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 의 사용은 WebEx Meetings
Server 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하지만 TLS 및 SRTP 의 사용은 Cisco Unified CM 용량
에 영향을 미칩니다 .

•

WebEx Meetings Server 에는 내장형 회선 에코 제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 에코 제거 기능
을 제공하려면 Cisco ISR(Integrated Service Router) 과 같은 외부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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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Cisco 협업 클라이언트 제품과 그러한 제품이 Cisco 전화회의 솔루션에 어떻게 적합한
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협업 엔드포인트 , 8−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WebEx Meetings Server 를 통한 통화 허용 제어는 Unified CM 에 의해 수행됩니다 .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의 경우 Unified CM 이 WebEx Meetings Server 특정 SIP 트렁크를 설정된 오디
오 대역폭이 허용되는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WebEx Meetings Server 시스템에 대한 대역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대안적으로 , Unified CM 은 통화 허용 제어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요
소인 RSVP( 리소스 예약 프로토콜 ) 사용을 지원합니다 . 통화 허용 제어 전략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는 립싱크를 보존하기 위해 WebEx Meetings Server 의 오디오 스트림 및 비디오 스트림
을 AF41(DSCP 0x22) 로 표시할 것을 권합니다 . 이러한 값은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웹 회의 트래픽은 SSL 에서 암호화되며 언제나 best−effort(DSCP 0x00) 로 표시됩니다 .

참조 문서
네트워크 요구 사항 , 네트워크 토폴로지 , 배포 크기 옵션 및 기타 WebEx Meetings Server 배포 요
구 사항과 옵션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Planning Guide 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732/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
list.html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CMR) 하이브리드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CMR) 하이브리드는 Cisco TelePresence 회의의 비디오 환경과
Cisco WebEx 미팅의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단일 회의로 결합하는 협업 회의 플랫폼입니다 . Cisco
WebEx 및 TelePresence 는 표준 기반 비디오 엔드포인트 및 WebEx 미팅 클라이언트와 작동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고객은 이를 통해 미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모든 참가자의 경험을 단순
화할 수 있습니다 .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와 WebEx 미팅 클라이언트의 참가자는 양방향 비디오
, 오디오 및 콘텐츠를 서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이 플랫폼은 두 전화회의 시스템의 사용
자 경험을 함께 제공하며 더 많은 곳에서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
록 협업을 확장합니다 .
Cisco CMR Hybrid 를 이용하면 주최자가 WebEx 생산성 도구 또는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로 활성화된 Microsoft Outlook 의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미팅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가 참가자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엔드포인트와 WebEx 정보를 추가하고 초
대장을 모든 참가자에게 전송합니다 . 참가자는 생산성 도구를 사용하여 TelePresence 또는 WebEx
를 통한 참가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미팅 초대장을 수신합니다 . 미팅은 TelePresence 엔
드포인트에서 OBTP(One Button To Push) 를 사용해 시작할 수 있고 Cisco TMS 가 예약된 시작 시
간에 자동으로 미팅과 엔드포인트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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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그림 11−22 에서 볼 수 있듯이 Cisco CMR Hybrid 의 수준 높은 아키텍처는 IP 연결을 통해 연결된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워크와 WebEx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성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
워크는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TelePresence Conductor 로 관리되는 TelePresence Bridge 풀 및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로 구성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기업 내에서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 통화 라우팅 및 통화 제어를 제공하는 통화 처리 플랫폼입니다 .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와 WebEx Cloud 간에 통화를 라우팅합
니다 . Cisco Unified CM 은 별도의 Best Effort Early Offer SIP 트렁크를 통해 Cisco Expressway−C
및 Cisco TelePresence Conductor 와 연결합니다 .
Cisco Unified CM 과 Cisco Expressway 를 통합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Expressway and CUCM via SIP Trunk 배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참고

기존 Cisco VCS 고객의 경우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대신 Cisco VCS Control 및
Expressway 를 사용한 배포가 지원됩니다 .

참고

TelePresence Conductor 없이 Unified CM 과 TelePresence Bridge 간에 Best Effort Early Offer SIP 트
렁크를 사용한 배포가 지원되지만 , TelePresence Conductor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Conductor 에서 TelePresence 전화회의를 호스트하기 위해 풀에서 TelePresence
Bridge 를 선택합니다 . TelePresence Bridge 는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참가자의 오디오를 혼합하
고 혼합된 오디오 , 활성 발언자 비디오 및 콘텐츠 공유 비디오를 SIP 를 이용하는 WebEx 클라우드
로 전송합니다 . 이와 유사하게 TelePresence 브리지는 WebEx 클라우드에서 미디어 ( 혼합된 오디
오 , 활성 발언자 및 콘텐츠 공유 비디오 ) 를 수신하고 오디오를 TelePresence 회의로 캐스케이딩하
며 콘텐츠 공유 비디오를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로 전송합니다 . TelePresence 브리지가 활성 발
언자가 WebEx 측에 있음을 감지하면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를 활성 발언자 비디오로 전환합니
다 . 활성 발언자가 TelePresence 측에 있다면 TelePresence 브리지가 이전의 활성 발언자 비디오를
현재 활성 발언자의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로 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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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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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를 통해 WebEx Audio 를 사용하는 Cisco CMR Hybrid
TelePresence
Bridge Pool

WebEx Client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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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Expressw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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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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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ele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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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89

Cisco
Unified CM

DMZ 에서는 Cisco Expressway−E 가 기업과 WebEx 클라우드 사이를 통과하는 통화를 처리하며 신
호 및 미디어가 내부 및 외부 방화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 Cisco Expressway−E 는 구성된
DNS 영역을 통해 WebEx 클라우드와 연결하며 DNS 조회를 통해 통화를 WebEx 로 전송합니다 .
Cisco Expressway−E 는 SIP 신호와 미디어에 TLS 및 보안 RTP 를 사용하는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WebEx Cloud 와 통신합니다 . 고객은 SIP 엔터프라이즈 내의 신호 및 미디어 트래픽에 대한 암호
화 기능을 켤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외부의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는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를 통해 Unified CM 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엔드포인트의
참가자가 CMR Hybrid 미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WebEx 클라우드가 기업 네트워크에서 전송되어 통과하는 통화 및 미디어를 수신하면 WebEx 오디
오 브리지가 해당 오디오를 WebEx 회의로 캐스케이딩하며 WebEx 는 활성 발언자 비디오로 전환
하고 WebEx 미팅 클라이언트의 콘텐츠 공유를 표시합니다 . 이와 유사하게 WebEx 클라우드는 전
화회의 혼합 오디오 , 활성 발언자 및 콘텐츠 공유 비디오를 WebEx 측에서 Cisco VCS
Expressway−E 및 Expressway−C 를 통해 엔터프라이즈로 전송하며 , 여기에서는 이를 TelePresence
Bridge 로 전송합니다 .
Cisco CMR Hybrid 는 활성 발언자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해 H.264 비디오를 지원합니다 . 이는 콘텐
츠 공유에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를 , 오디오에 G.711 코덱을 활용합니다 . Cisco
WebEx 가 H.264 비디오 및 G.711 오디오 코덱을 사용하는 반면 TelePresence 는 엔드포인트가 지원
하는 기타 비디오 형식 또는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elePresence 브리지는 TelePresence 엔드
포인트 및 WebEx 미팅 클라이언트 간의 오디오 및 비디오 상호 운용성을 처리합니다 . 또한
TelePresence 브리지와 WebEx 클라우드 사이의 링크에는 미디어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조정하는 흐름 제어가 있습니다 . TelePresence 브리지는 WebEx 가 TelePresence 브리지로 가능한
한 최고 품질의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도록 WebEx 의 미디어에 항상 4Mbps 를 할당합니다 .
TelePresence Bridge 로부터의 미디어의 경우 , WebEx 미팅 클라이언트에는 최소 비트 레이트가
1.2Mbps 인 활성 발언자 비디오를 위한 180p 의 비디오 플로어가 있습니다 . 네트워크 조건 ( 예 : 심
각한 패킷 손실 ) 으로 인해 최소 비트 레이트를 유지할 수 없으면 WebEx 클라이언트에서 활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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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자 비디오 수신을 중지하지만 내용 공유와 전화회의 오디오는 계속 수신하며 비디오를 다른 참
가자에게 전송합니다 . WebEx 클라이언트에서 주기적으로 대역폭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며 , 네트
워크 조건이 안정되면 활성 발언자 비디오를 자동으로 다시 설정합니다 . WebEx 미팅 클라이언트
를 실행하는 디바이스 용량 및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따라 WebEx 클라이언트에서 초당 30 프레임
(fps) 인 최대 HD 720p 의 활성 발언자 비디오 및 최대 1080p 의 내용 비디오를 지원합니다 . 미팅 중
에 WebEx 에서 전화회의에 있는 모든 WebEx 클라이언트 중에 성능이 가장 낮은 장치 ( 비디오 플
로어 이하에서 실행 중인 장치 제외 ) 에 따라 대역폭을 할당하며 , 최대 대역폭은 4Mpbs 입니다 .
하지만 가장 사양이 떨어지는 장치가 전화회의를 이탈하면 WebEx 미팅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장
치 중 그 다음으로 사양이 좋지 않은 장치를 바탕으로 대역폭이 다시 할당됩니다 . 할당된 대역폭
이 WebEx 에서 TelePresence 비디오를 표시하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합니다 . 배포된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 필요한 비디오 해상도 , 원하는 화면 레이아웃 및 선택한 배포 옵션에 따
라 고객이 Cisco TelePresence Server( 어플라이언스 또는 가상화된 플랫폼 ) 또는 Cisco TelePresence
MCU 를 사용하여 TelePresence Bridge 를 배포할 수 있지만 , 풀은 동일한 유형의 브리지로만 구성
되어야 합니다 (TelePresence Server 또는 TelePresence MCU 중 하나 ). TelePresence Conductor 배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의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장에서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프레미스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cucm/srnd/collab11/collab11/confernc.html
WebEx 및 TelePresence 참가자는 기업 내부나 인터넷의 어디에서든 CMR Hybrid 미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WebEx 참가자의 경우 PSTN 이나 VoIP 오디오를 포함한 WebEx 미팅 클라이언트를 사
용하여 미팅에 참가합니다 . TelePresence 참가자의 경우 지원되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나
TelePresence 브리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OBTP(One Button To Push) 또는 자동 연결 기능을 통해
미팅에 참가합니다 . 참가자가 성공적으로 미팅에 참가하면 엔드포인트와 미팅 클라이언트에서 서
로의 라이브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 WebEx 사용자와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려면 , 사용자 자
신이 발표자가 되거나 호스트가 프레젠테이션 공유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발표자 권한을 할
당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작을 제어하는 데에는 WebEx 사이트 구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elePresence 사용자와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비디오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엔드포인트의 단추를 눌러 호스트의 개입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시스코 TMS 14.6 및 TMSPE 1.4 를 사용하여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프레미스를 Cisco
WebEx 와 통합하여 참가자가 WebEx 회의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개인 회의실에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예약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는 Cisco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하는 데 핵심적인 구
성 요소입니다 . 이는 Cisco WebEx meeting 스케줄러에 제어 링크를 제공합니다 . Cisco TMS 는 이
링크를 통해 Cisco WebEx 일정에서 새 미팅을 생성하고 미팅 참가자에게 배포된 Cisco WebEx 미
팅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CMR Hybrid 미팅 예약 시에는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WebEx 생산성 도구
WebEx 생산성 도구는 사용자가 WebEx 세션을 빠르고 쉽게 예약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
구 모음입니다 . 생산성 도구에는 주최자가 WebEx Meetings, TelePresence 리소스 및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Outlook 플러그인도 포함됩니다 . 생산성 도
구가 미팅 예약을 위해 Cisco TMS 에 접속하려면 Cisco TMSX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Microsoft Exchange) 가 필요합니다 . 이 옵션이 제공하는 원활한 통합을 통해 사
용자는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하고 단일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전자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모
든 참가자에게 직접 초대장을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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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케줄러
스마트 스케줄러는 Cisco TMSP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Provisioning Extension) 에서
호스팅되는 웹 기반 도구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모바일 장치에서 미팅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옵션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Cisco TMSPE 옵션 키가 설치되어 있다면 스마트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데 추가 라이센
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WebEx 예약 사서함
이 옵션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Microsoft Exchange Server 에서 특별한 사서함 계정을 생성해
야 합니다 .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하는 주최자는 반드시 이 특별한 사서함 계정을 초대 대상
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Cisco TMSXE 는 이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신자 목록에 이 계
정이 있다면 CMR Hybrid 미팅 예약 요청을 Cisco TMS 에 보냅니다 . 이 옵션은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사용자가 OWA(Outlook Web Access) 등의 Exchange 가 지원하는 전자 메일 클라이
언트를 사용하여 미팅을 예약하는 경우 설정 제어 권한을 제한합니다 .

•

Cisco TMS 예약 인터페이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미팅 주최자는 Cisco TMS 포털에 로그인하고 예약 인터페이스에서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미팅에 대한 고급
설정을 제어할 수 있으며 보통 IT 또는 지원 센터 직원이 미팅 예약 시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이러한 옵션을 포함한 Cisco TMS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CMR(Collaboration Meeting Rooms) Hybrid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338/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
list.html
CMR Hybrid 미팅 예약은 두 단계 과정입니다 . 첫째로 , WebEx 일정에서 미팅을 예약하기 위해
WebEx 클라우드로 요청이 전송되며 WebEx 클라우드는 Cisco TMS 로 전달된 미팅 세부 정보를 포
함하여 응답합니다 . 둘째로 , Cisco TMS 가 일정에서 TelePresence 미팅을 예약합니다 . 미팅 시작
시간의 경우 Cisco TMS 가 WebEx 의 미팅에 참가할 수 있도록 TelePresence 브리지에 미팅 세부 정
보를 밀어넣습니다 . WebEx 에서 반환된 미팅 세부 정보에는 미팅의 날짜 및 시간 , 다이얼 인 정보
, 주제 , 미팅 번호 , 미팅 참가를 위한 URL 등이 포함됩니다 . 미팅이 예약되면 미팅의 TelePresence
부분과 WebEx 에 대한 세부 정보가 호스트로 전송되며 호스트는 이 세부 정보를 모든 참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생산성 도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호스트가 작성하여 미팅 참가자에
게 전송하는 초대장에 미팅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Single Sign On
Cisco CMR Hybrid 는 SSO(Single Sign On) 를 사용하여 Cisco TMS 에서 미팅의 WebEx 부분을 예
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WebEx 사이트가 위임 파트너로 프로비저닝된
Cisco TMS 를 보유하며 파트너 위임 인증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Cisco TMS 에서 SSO 가 활
성화되어 있다면 WebEx 암호 필요없이 사용자의 WebEx 사용자 이름만 Cisco TMS 사용자 프로파
일에 저장됩니다 . 사용자가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할 경우 , WebEx 가 Cisco TMS 를 신뢰하므
로 WebEx 일정에서 미팅을 예약하는 데에는 Cisco TMS 에 저장된 WebEx 사용자 이름만 필요합니
다 . SSO 를 포함한 Cisco TMS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CMR(Collaboration Meeting Rooms) Hybrid 구성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tms/produc
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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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를 통한 SSO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백서와 기술 자료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site/webex−developer/develop−test/sso/reference

보안
기업 네트워크와 WebEx 클라우드 간의 모든 통신은 암호화됩니다 (TLS 및 보안 RTP 사용 ). 고객
은 SIP 엔터프라이즈 내의 신호 및 미디어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켤 수 있는 옵션도 보유합니다 .
TLS 연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합한 핸드셰이킹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Cisco
Expressway−E 에 인증서가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 이 인증서에는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목록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CMR(Collaboration Meeting Rooms) Hybrid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338/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
list.html
TelePresence 브리지가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 WebEx 로 전화를 걸 때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 WebEx
일정에서 예약된 각 CMR Hybrid 미팅에 할당된 암호는 WebEx 클라우드에서 미팅 세부 정보의 일
부로 반환된 SIP URI 에 내장됩니다 . 이 암호는 22 바이트로 인코딩되며 보안 표준에 적합합니다
. 미팅 시작 시 TelePresence 브리지는 이 SIP URI 를 사용하여 WebEx 에 전화를 걸고 WebEx 는 해
당 통화에 미팅 참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암호를 검증합니다 .

배포 옵션
CMR Hybrid 미팅 시작 시간이 되면 Cisco TMS 가 TelePresence 참가자를 위해 TelePresence
Conductor 를 통해 TelePresence Bridge 에서 전화회의를 시작합니다 . TelePresence Bridge 는
TelePresence Conductor 를 통해 예약 프로세스의 일부로 반환된 SIP URI 를 사용하여 WebEx Cloud
로 SIP 통화를 연결하고 WebEx 측의 전화회의에 참가합니다 . 그 결과 , TelePresence 브리지가 미
팅을 위하여 클라우드를 이용해 별도의 오디오 , 활성 발언자 비디오 및 콘텐츠 공유 비디오 스트
림을 설정합니다 . 활성 발언자 비디오 , 콘텐츠 공유 비디오 및 전화회의 제어는 항상 IP 네트워크
를 통해 이동하지만 오디오는 선택된 배포 옵션에 따라 IP 네트워크나 PSTN 을 통해 이동할 수 있
습니다 . CMR Hybrid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디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SIP 을 이용한 WebEx 오디오 , 11−52 페이지 (Cloud Connected Audio 포함 )

•

PSTN 을 이용한 WebEx 오디오 , 11−53 페이지

•

원격 회의 서비스 공급업체 오디오 , 11−54 페이지

SIP 을 이용한 WebEx 오디오
그림 11−22 에서는 SIP 를 통해 WebEx Audio 를 사용하는 Cisco CMR Hybrid 배포를 보여줍니다 .
이 옵션에서는 TelePresence 브리지가 미팅 시작 시점에 WebEx 클라우드로 전화를 걸 경우 전화회
의 오디오가 SIP 연결을 통해 WebEx 오디오 브리지로 설정됩니다 . 오디오 , 활성 발언자 비디오 ,
내용 공유 비디오 및 전화회의 제어는 IP 네트워크에서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를 통
해 TelePresence Bridge 에서 WebEx Cloud 로 IP 전송됩니다 . 결과적으로 TelePresence Bridge 의 오
디오 연결이 WebEx 오디오 브리지로 캐스케이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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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N 을 이용한 WebEx 오디오
현지 규정상 톨바이패스 (toll bypass) 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Cisco CMR Hybrid 를 배포하는 경
우 PSTN 을 사용한 WebEx 오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림 11−23 에서는 이 배포를 보여줍
니다 . 이 옵션에서는 활성 발언자 비디오 , 콘텐츠 공유 비디오 및 전화회의 제어가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지만 오디오는 PSTN 을 통해 WebEx 오디오 브리지로 설정됩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
려면 IP 네트워크와 PSTN 사이의 음성 통화를 연결하는 음성 게이트웨이 배포가 필요합니다 . 예
약 과정 중에 미팅이 WebEx 일정에서 예약되었다면 WebEx 는 해당 다이얼 아웃 번호와 미팅 번호
를 Cisco TMS 로 전달합니다 . 미팅 시작 시 활성 발언자 비디오 및 콘텐츠 공유 비디오를 설정하
기 위해 TelePresence 브리지가 WebEx 클라우드로 SIP 통화를 시작합니다 . 동시에 TelePresence 브
리지에서 WebEx 오디오 브리지와 오디오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PSTN 을 통해 다이얼 아웃합
니다 . WebEx 오디오 브리지와 연결한 후 TelePresence 브리지는 Web Ex 가 음성 및 영상 통화 레그
를 연관지을 수 있도록 미팅 번호를 DTMF 다이얼 순서로 전송합니다 . 그 결과 , TelePresence 브리
지의 오디오 연결은 WebEx 오디오 브리지로 캐스케이딩됩니다 .
그림 11-23

PSTN 을 통해 WebEx Audio 를 사용하는 Cisco CMR Hybrid
TelePresence
Bridge Pool

WebEx Client

Cisco
Expressway-C

Cisco
Expressway-E

TelePresence
Conductor

SIP Signaling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Cisco
Unified CM

348790

PSTN
Conference Audio
Voice Gateway

WebEx 에서 반환된 다이얼 아웃 번호는 완전한 E.164 번호 형식입니다 ( 예 : +14085551212). Cisco
Unified CM 의 다이얼 플랜 설계 시에는 E.164 번호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을
통한 다이얼 플랜 설계에 대해서는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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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회의 서비스 공급업체 오디오
TSP(Teleconferencing Service Provider) 오디오 옵션은 타사 원격 회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호스팅하
는 오디오 브리지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 TSP 오디오 구성은 원격 회의 서비스 공
급업체가 호스팅하는 오디오 브리지를 제외하면 PSTN 을 사용하는 WebEx 오디오와 대단히 유사
합니다 ( 그림 11−24 참조 ). WebEx 와 TSP 사이의 TSP 링크는 고급 전화회의 제어 기능을 제공합
니다 .
그림 11-24

TSP(Teleconferencing Service Provider) 오디오를 사용하는 Cisco CMR Hybrid
34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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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nfer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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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과정 중에 다이얼 아웃 번호 및 미팅 번호 외에 TSP 오디오 브리지의 IVR 프롬프트를 통한 탐
색을 위한 추가 숫자가 WebEx 에서 Cisco TMS 로 전달됩니다 . 예약된 미팅 시작 시간에
TelePresence 브리지에서 비디오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WebEx 클라우드로 SIP 통화를 시작합니
다 . 동시에 TelePresence 브리지에서 PSTN 을 통해 TSP 오디오 브리지로 다이얼 아웃합니다 .
TelePresence 브리지가 미팅을 시작하기 위해 오디오 브리지에서 IVR 프롬프트를 탐색할 수 있도
록 추가 DTMF 와 함께 미팅 번호를 DTMF 다이얼 순서로 재생합니다 . WebEx 측에서 WebEx 참가
자가 미팅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WebEx 세션을 시작하고 TSP 오디오 브리지로 전화를 걸거나 오
디오 브리지에서 콜백을 받습니다 . 따라서 TelePresence 및 WebEx 참가자의 오디오 스트림은 캐스
케이딩됩니다 . 이 시점부터 WebEx 측의 가장 목소리가 큰 발언자 , 참가자 목록 등에 대한 정보가
TSP 링크를 통해 TSP 에서 WebEx 로 전달된 후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워크로 전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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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에서 반환된 다이얼 아웃 번호는 완전한 E.164 번호 형식입니다 ( 예 : +14085551212). Cisco
Unified CM 의 다이얼 플랜 설계 시에는 E.164 번호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을
통한 다이얼 플랜 설계에 대해서는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고가용성
CMR Hybrid 의 고가용성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영역은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
워크와 WebEx 클라우드입니다 . WebEx 클라우드는 Cisco 에 의해 관리되며 이미 인프라에 내장된
중복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WebEx SaaS(Software as a Service), 11−25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워크에서는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서 통화 제어 및 통화 라우팅을 위
한 중복을 제공하기 위해 Cisco Unified CM 및 Cisco Expressway 의 클러스터링 옵션을 활용합니다
. 기본 서버가 실패하는 경우 백업 서버가 통화 제어 및 통화 라우팅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컨퍼런스 브리지 장애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해 TelePresence 전화회의 인프라의 복원력도 고
려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링은 통화 처리 , 9−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Expressway 클러스터링은 다음 링크에 있는 Cisco Expressway Cluster 생성 및 유지 배포 설

명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TelePresence 전화회의 인프라의 복원력은 Cisco Meeting Server, 11−7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

용량 계획
WebEx 클라우드에는 트래픽을 고르게 분산하고 임계치를 초과한 경우 동적으로 용량을 추가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Cisco CMR Hybrid 의 용량 계획에는 기업 내에서 실행되는 구성 요소
의 크기 조정이 포함됩니다 .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통화 처리 플랫폼
Cisco Unified CM 은 TelePresence 엔드포인트가 생성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리소스
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협업 엔드포인트 용량 계획 , 8−4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

TelePresence Conferencing
Cisco TelePresence Conductor, Cisco TelePresence Server 또는 Cisco TelePresence MCU 는 전화
회의 트래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의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장에서 Cisco
Collaboration Meeting Rooms 프레미스의 섹션에 있는 용량 계획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cucm/srnd/collab11/collab11/confernc
.html

•

Cisco Expressway
Cisco Expressway 는 배포를 위해 통과하는 통화 트래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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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트래픽 계획
Cisco CMR Hybrid 의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은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
•

WebEx 클라이언트 대역폭
WebEx 미팅 클라이언트는 비디오 전송 및 수신에 SVC(Scalable Video Coding) 기술을 사용합
니다 . 이 기술은 비디오를 전송하는 데 다중 레이어 프레임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수신 클라이
언트는 비디오를 수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상도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WebEx 클
라이언트의 네트워크 트래픽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네트워크 대역폭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conferencing/webex−meeting−center/white
_paper_c11−691351.html

•

기업에서 WebEx 클라우드로의 대역폭
WebEx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각 통화의 경우 , 기업과 WebEx 클라우드 사이에 필요한 최소 네
트워크 대역폭은 1.1Mbps 입니다 . 예를 들어 고객이 5 개의 CMR Hybrid 미팅을 동시에 참가
하려 한다면 5.5Mbps 의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동시에 통화당 최대 4Mbps 의 대역폭이 지원됩
니다 .

TelePresence 브리지와 WebEx 클라우드 사이에서 최적의 SIP 오디오 및 비디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하는 각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지역에 최소 1.3Mbps 의 비디오
대역폭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계 고려 사항
다음 설계 고려 사항은 Cisco CMR Hybrid 배포에 적용됩니다 .
•

Cisco TelePresence MultiPoint Switch 인프라를 사용하는 이전 버전의 Cisco CMR Hybrid 를 업
그레이드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으며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고객은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해야
합니다 .

•

Cisco CMR Hybrid 미팅을 예약하려는 사용자마다 WebEx 사이트에서 Cisco TelePresence
Session 유형이 할당된 호스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

•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할 수 있고 TelePresence Bridge 가 지원하는 모든 엔드포인트는 Cisco
CMR Hybrid 미팅에 참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가 관리하는 장치만 CMR Hybrid 미팅에 참가하는
데 OBTP(One Button to Push) 또는 자동 연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Cisco Expressway−C 의 Cisco Unified CM 이웃 영역이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되도록 하십시오 .

•

TelePresence 브리지는 SIP 오디오를 , WebEx 참가자는 PSTN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도록
WebEx 사이트에 하이브리드 오디오를 프로비저닝하십시오 .

•

Cisco CMR Hybrid 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CMR Hybrid 미팅에 통화참가할 때 호스트가 없으면 TelePresence Bridge 가 기본 호스트가 되
며 , WebEx 미팅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참가할 때 호스트 권한이 호스트에 다시 할당됩니다 .

•

TelePresence 또는 WebEx 참가자가 아직 참가하기 전인 경우에도 미팅 시작 시간이 되면
TelePresence 브리지가 WebEx 클라우드로 전화를 겁니다 .

•

주최자의 WebEx 계정과 Outlook 시간대가 일치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WebEx 에서 예
약된 미팅과 Cisco TMS 일정에서 예약된 미팅의 시작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

최적의 비디오 환경을 위해 방화벽에서 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해 UDP 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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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의 콘텐츠
문서의 이 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통화 제어 및 라우팅 개요

•

대역폭 관리

•

다이얼 플랜

•

긴급 서비스

•

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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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제어 및 라우팅 개요
개정일 : 2015 년 6 월 15 일

네트워크 인프라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시스템에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면 이 인
프라 위에 통화 제어 및 라우팅 애플리케이션 , 구성 요소 및 서비스 계층을 둘 수 있습니다 . 네트
워크 인프라에 배포할 수 있고 특정 경우 배포해야 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이 있습니다 .
•

대역폭 관리 — 지정된 시간에 네트워크에서 허용되는 통화 수를 제한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의
과다 신청을 방지하고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패킷 표시 및
다시 표시를 조합하고 낮은 대기 시간 또는 우선 순위 대기열 지정 등의 고급 대기열 지정 메커
니즘을 통해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합니다 . 마찬가지로 통화 허용 제어를 통해 통화 처리
구성 요소와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대역폭의 전체 통화 용량을 제어합니다 .

•

다이얼 플랜 — 엔드포인트 번호 지정 , 전화 건 번호 분석 및 사용자가 걸 수 있는 전화 유형을
제한하는 제한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

•

비상 서비스 — 발신자가 스위프트 응답 및 필요한 도움말을 받도록 해당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에 발신자의 위치 및 비상 상황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예 : 경찰 ,
화재 또는 구급 팀 ).

•

디렉터리 및 ID 관리 서비스 —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는 디렉터리에 저
장된 정보에 액세스하고 수정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합니다 . 마찬가지
로 ID 관리 및 SSO(Single Sign−On) 를 통해 사용자 액세스와 식별을 보안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여 회사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리포
지토리에서 중앙 집중화하여 , 추가 , 이동 및 변경 작업을 쉽게 함으로써 정보 액세스 기능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SRND 의 이 부에 있는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능 , 구성 요소 및 서비스를 다룹니다 . 각 장에서
는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를 소개한 후 , 주변 아키텍처 , 고가용성 및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
합니다 . 관련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별 지원 및 구성 정보보다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
스의 설계 관련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
이 장에서는 대역폭 관리 기술과 IP 링크 과다 신청의 잠재성을 살펴봅니다 . 이러한 과다 신청
으로 인해 통화 음질 및 화질이 허용 수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화 허용 제어 사용을
살펴보고 네트워크에서 지정된 시간에 특정 수의 동시 통화만 허용하여 과다 신청을 방지합니
다 . 이 장에서는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비롯한 통화 허용 제어 유형과 QoS( 서비스 품
질 ) 뿐만 아니라 , QoS 및 허용 제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설계 및 배포 지침도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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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

통화 제어 및 라우팅 개요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
이 장에서는 통화 처리 애플리케이션이 통화를 해당 대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다이얼 플랜
기능을 살펴봅니다 . 또한 다이얼 플랜 구성 , 다이얼 플랜 번호 지정 옵션 및 설계 고려 사항 ,
제한 클래스 , 착신 및 발신 전화 기능 , 다이얼 플랜 및 통화 라우팅 중복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다이얼 플랜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

•

긴급 서비스 , 15−1 페이지
이 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IP 통신 환경 내에서 PSTN 의 PAS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를 통한 비상 서비스 액세스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것은 의료 , 화재 및 기타 비상 대응 서비스
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측면입
니다 . 또한 엔터프라이즈 내부 및 외부에 있는 다양한 비상 서비스 구성 요소에 대한 개요를 제
공합니다 . 계획 ,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 ,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및 번호 대 위치 매
핑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

•

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 16−1 페이지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디렉터리 아키텍처 자체를 포함하여
LDAP 디렉토리와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통합의 여러 측면뿐 아니라 , LDAP 동기화 및
인증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엔드포인트에
서 디렉터리 액세스뿐만 아니라 SSO(Single Sign−On) 등의 보안 고려 사항도 살펴봅니다 .

아키텍처
통화 처리 에이전트 및 IP 및 PSTN 게이트웨이와 같은 통화 라우팅 구성 요소 및 서비스는 기존 네
트워크 인프라에 의존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액세스합니다 .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결함
으로써 , 통화 라우팅 구성 요소 및 기능이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연결 및 서비스 품질을 활용하여
기업 및 공중 전화망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 통화 라우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
스는 통화 관리 , 다이얼 플랜 , 통화 허용 제어 및 게이트웨이 서비스와 같은 기본 통합 커뮤니케이
션 및 협업 기능을 배포의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 Unified CM 클
러스터는 네트워크 내 다른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할 뿐만 아니라 , 다른 위치의 다른 장치
및 서비스에도 액세스하기 위해 스위치를 통해 IP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동시에 Unified CM 클
러스터는 통화 제어 구성 요소에 전화기 등록 및 미디어 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할당과 같은 서비스
와 IP 전화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뿐만 아니라 , 통화 라우팅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에 의존하므로 , 종
종 통화 라우팅 구성 요소 및 서비스는 전체 기능을 위해 서로 종속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
Unified CM 은 네트워크 내 다양한 IP 엔드포인트에 등록 및 통화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 엔터프라이즈 경계 밖으로 통화를 라우팅할 때는 게이트웨이 및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완전히 종
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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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고가용성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우처럼 , 네트워크에서 또는 개별 통화 라우팅 구성 요소에서 실패가 발생할
경우 , 필수 특징 및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요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통화
라우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매우 높여야 합니다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장애와 관련된
설계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단일 서버 또는 구성 요소 ( 예 :
Unified CM 클러스터의 가입자 노드 ) 가 실패해도 Unified CM 클러스터링 메커니즘의 중복적인
특성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전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한 번의 실패로
여러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PSTN 또는 IP 게
이트웨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공중 전화망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과 같은 통화 처리 에이전트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더
라도 게이트웨이가 실패하면 사용 가능한 경로가 없으므로 PSTN 으로 통화를 라우팅할 수 없습니
다 .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피하려면 다중 PSTN 게이트웨이를 배포하여 중복 게이트웨이 서비스
를 제공하고 , 통화 처리 에이전트가 필요에 따라 두 게이트웨이 양쪽으로 통화 라우팅을 처리하도
록 구성해야 합니다 .
다이얼 플랜 및 대역폭 관리와 같은 기능 및 서비스의 경우 , 고가용성은 네트워크 연결 또는 통화
처리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서버 실패로 인해 일시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통화 에이전트가
통화를 라우팅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발신자가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합니다 . 또한 통화를
시작하는 엔드포인트에 QoS 및 기타 타통화 허용 제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의
과다 신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통화 허용 제어 에이전트가 실패하거나 네트워크 연
결이 끊긴 경우 , 통화는 여전히 전달될 수 있지만 통화 허용 제어 서비스가 통화를 인식하지 못하
여 잠재적으로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다중 통화 허
용 제어 에이전트를 배포하여 통화 허용 제어 복원성을 제공하십시오 .
고가용성은 비디오 엔드포인트 및 원격 사이트 생존성과 같은 구성 요소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고려합니다 . 장치가 중앙 사이트의 한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는 통화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트
워크에 연결된 원격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SRST 를 사용하는 원격 사이트 생존성
은 중앙 사이트로의 연결 실패가 발생할 경우 원격 사이트 내부의 로컬 전화기는 여전히 통화 처리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
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개 이상의 MCU(Multipoint Control Unit)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용량 계획
네트워크 인프라는 개별 구성 요소 및 전체 시스템의 용량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배포되
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통화 라우팅 구성 요소 및 서비스 배포도 용량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
계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통화 라우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배포할 때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
스 자체의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성도 고려해
야 합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는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화 라우팅 구성 요소
가 생성하는 추가 트래픽 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통화 라우팅 인프라와 인
프라의 구성 요소는 필수 장치 구성 및 등록뿐만 아니라 , 통화 로드 또는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Unified CM 과 같은 통화 처리 에이전트에서는 사용자 수 , 엔드포인트 수 및 시간당 사
용자당 통화 수로 배포 크기를 평가하고 , 필수 로드를 처리하는 데 충분한 리소스를 배포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통화 처리 에이전트의 크기가 작고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로드가 증
가할 때 기능 및 서비스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 통화 처리 배포의 크기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두 가지는 통화 처리 유형과 통화 처리 하드웨어입니다 . 이 두 가지는 주어진 사용자 , 위치 , 장치
등의 수에 적절하게 시스템의 크기를 지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보다 용량이 훨
씬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배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많은 경우에 통화 처리 에이전
트를 실행하기 위해 선택된 서버 플랫폼에 따라 최대 로드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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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획

통화 제어 및 라우팅 개요

원격 사이트 생존성을 위한 용량 계획은 백업 통화 처리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경우와 매우 흡사합
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Cisco IOS 플랫폼을 선택하여 백업 또는 생존 가능한 통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 사이트에 연결이 방해를 받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장치 및
사용자 수 결정으로 시작합니다 . 이 크기 지정 연습에서 똑같이 중요한 것이 로컬 PSTN 게이트웨
이 서비스입니다 . 중앙 사이트 연결 실패가 발생할 경우 , 로컬 PSTN 게이트웨이가 가장 바쁜 시
간 동안 막힘 없이 모든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회로를 가집니까 ? 아닌 경우 , 추
가 게이트웨이나 트렁크를 추가하여 백업 통화 처리를 위한 원격 사이트의 크기를 적절하게 지정
해야 합니다 .
또한 배포를 위해 PSTN 및 IP 게이트웨이의 크기가 적절하게 지정되어 , 가장 바쁜 시간에 모든 통
화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부 경우 다중 PSTN 또는 IP 게이트웨
이를 배포하여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QoS 및 통화 허용 제어 서비스를 구성하고 크기를 지정할 때 네트워크 연결 및 우선 순위 대기열을
통해 필요한 통화 수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충분한 대역폭을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추가 네트워크 용량 , 게이트웨이 및 IP 또는 텔레포니 트렁크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
다이얼 플랜 서비스 크기 지정도 중요합니다 . 그러나 , 대부분의 경우 엔드포인트 또는 전화 번호
수 , 경로 패턴 또는 다른 다이얼 플랜 구성을 기준으로 한 다이얼 플랜 용량은 사용된 통화 처리 에
이전트 및 플랫폼의 유형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
비디오 텔레포니와 같은 구성 요소 및 서비스의 경우 , 적절한 크기 지정만큼 중요합니다 . 주로 네
트워크 대역폭의 비디오 텔레포니에 대한 용량 계획 고려 사항 , 사용 가능한 비디오 포트 및 MCU
세션 . 대부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MCU 수를 증가하거나 서버 또는 MCU 하드웨어를 더
큰 규모의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용량을 추가함으로써 ,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가 추가 로드
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크기 조정 , 용량 계획 및 크기 조정과 관련된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한 전체 논의는 협업 솔루
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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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관리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대역폭 관리는 협업 솔루션의 모든 음성 및 비디오 지원 엔드포인트 ,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엔드 투 엔드로 가능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이 장에서는 엔드 투 엔
드 QoS( 서비스 품질 ) 아키텍처 , 통화 허용 제어 , 비디오 레이트 적응 및 복원 메커니즘을 통합하
여 관리되는 네트워크 및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퍼베이시브 비디오를 배포하기 위한 가
능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대역폭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
이 장은 협업 미디어 , 오디오와 비디오 간의 차이점 및 이러한 차이점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 다음으로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
션과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대한 협업 미디어 및 신호
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과 함께 협업을 위한 엔드 투 엔드 QoS 아키텍처를 살펴
봅니다 . WAN 대기 및 예약 전략과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허용 제어에서도 설명합니다 .
참고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 장에서 LAN 및 WAN 의 QoS 에 대한 기초를 살펴봅니다 . 해당 장을
읽고 여기에 설명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
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13−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
다.
표 13-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QoS 정책 일치 및 DSCP 다시 표시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 13−92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기타 부분 수정 및 업데이트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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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관리

소개
협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 크게 변경된 두 가지 영역은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입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가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주로 완전히 관리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고정 하드웨어 엔드포인트 ( 예 : IP 전화기 및 회의실 시스템 엔드포인트 ) 로 구성되었습니
다 .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관리자는 미디어가 통과하는 네트워크 전반에서 QoS( 서비스 품질 ) 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WebEx 와 같은 인터넷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사용
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이제는 협업 인프라 중 일부가 관리되는 네트워크의 외부와 클라우
드에 위치합니다 . 사무실 연결 옵션도 발전해서 회사에서는 Cisco Expressway 를 통해 직접 연결
되거나 DMVPN(Dynamic Multipoint VPN) 과 같은 기술을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에서 원격 사이트
및 모바일 사용자와 상호 연결하고 있습니다 . 그림 13−1 은 관리되는 (QoS 가 가능함 ) 네트워크에
있는 기존의 온 − 프레미스 협업 솔루션과 관리되지 않는 (QoS 가 가능하지 않음 ) 네트워크 ( 예 :
인터넷 ) 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이트의 수렴을 보여줍니다 . 온 − 프레미스 원격 사이트는
관리자가 QoS 를 통해 협업 미디어 및 신호 처리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 이 관리되는 MPLS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반면 , 다른 원격 사이트와 지점은 인터넷을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연결
합니다 . 인터넷에서는 협업 미디어 및 신호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없거나 사이트의 아웃바운드
로만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및 원격 근무자도 인터넷을 통
해 온 − 프레미스 솔루션에 연결합니다 . 따라서 기업을 원격 사이트 , 가정 및 모바일 사용자 , 다른
비즈니스 및 소비자와 연결하기 위한 소스로서의 인터넷의 통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대역폭 관
리 및 사용자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그림 13-1

관리되는 네트워크와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 비교
Call Control

On-premises
U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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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Services

QoScapable

B2B

B2C
Managed
WAN

Internet
MP
MPLS
PLS
VPN
VP
PN
N

Remote Sites

Home/Mobil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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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PN
DM
MV

새로운 기술과 동향은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경험의 발전과 협업 장치 및 옵션의 과잉을 의미하기
도 합니다 . 기업은 단일 용도의 단일 미디어 통신 장치에서 다용도의 멀티미디어 옵션으로 이동하
고 있습니다 . 이것은 BYOD(Bring Your Own Device) 같은 경향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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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YOD 에서는 사용자가 작고 강력한 모바일 장치를 가지고 와서 인스턴트 메시징 , 비디오 협업 및
회의 , 데스크톱 공유와 같은 협업 기술을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더 협업적이고 효율적으로 만
들고 있습니다 .
협업 미디어도 지점 간 또는 다중 지점 브릿지를 통해 연결된 고정된 단일 스트림 , 고정된 비트 레
이트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으로부터 , 다양한 장치를 상호 연결하는 여러 다중 지점 브릿지에 중
첩되어 있는 다중 계층 , 다중 스트림 , 적응 비트 레이트 비디오 세션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 그
림 13−2 에서 이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
그림 13-2

협업 미디어 스트림의 발전

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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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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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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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oint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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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oint
Bridge
Collabor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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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cascading

현재 협업 솔루션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다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동성 , BYOD(Bring Your Own Device) 및 유비쿼터스 비디오

•

웹 기반 협업 및 WebRTC

•

표준 대 몰입형 비디오

•

클라우드 , 온 − 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전화회의

•

광역 네트워크 : 자체 네트워크 대 OTT(Over the Top) 네트워크

•

회사 간 협업 : 기업 간 및 기업과 소비자 간

•

다중 장치 , 다중 스트림 세션 : 음성 , 비디오 , 데이터 공유 및 인스턴트 메시징

이와 같이 관리되는 네트워크 대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 , 새로운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경험이 발
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경향이 등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가 발생했습니다 .
•

대역폭을 관리하고 관리되는 네트워크 및 관리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의 고품질 사용자 경험
을 보장하는 방법

•

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비디오를 배포하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리소스의 대역폭 사용률을
최적화하는 방법

이 장에서는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스마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고 , 엔드 투 엔드 QoS 아
키텍처를 구축하고 , 대역폭 관리에 대한 최신 설계 및 배포 권장 사항과 모범 사례를 사용하여 협
업 미디어가 현재 통과해야 하는 네트워크의 유형과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리소스를 기반으로 가
능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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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미디어
이 섹션에서는 실시간 미디어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특성과 패킷 손실 , 지연 및 지터
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고화질 비디오를 보장하기 위해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기술에 대해 다룹니다 .

디지털 비디오 기본 사항
비디오는 기업 트래픽 혼합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 스트리밍 및 사전 배치된 비디오는 네트워크
에 영향을 주며 , 전체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가 비디오 데이터
그램의 구조와 비디오 데이터그램이 네트워크에 배치될 때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면 미디어가 준
비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유형의 비디오
비디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특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비디오는
녹화된 비디오 ,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사전 배치된 비디오와 고해상도 또는 저해상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부하는 전송 중인 비디오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녹화된 비디오 , 사전 배치
된 비디오 , 저해상도 비디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부하가 파일 전송보다 약간 많지만 실시간 스트
리밍 비디오에는 고성능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일반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은 이 두 유
형 범위에 속합니다 . 이로 인해 비실시간 스트리밍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이 공용 인터넷에서 적절
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및 미디어 인코더 조정은 IP 네트워크에서 비디오를 배포할 때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

H.264 코딩 및 디코딩 영향
비디오 코덱은 지난 15 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 오늘날의 코덱은 향상된 처리량을 활용하여 스
트림 크기를 더 잘 최적화합니다 . 원래 MPEG1 표준이 릴리스된 후 일반적인 절차는 크게 변경되
지 않았습니다 . 그림은 블록으로 그룹화된 픽셀 매트릭스로 구성됩니다 . 블록은 매크로 블록으로
결합됩니다 . 매크로 블록의 행은 조각입니다 . 조각은 그림을 형성하며 , 그림은 GOP( 그림 그룹 )
로 결합됩니다 .
각 픽셀에는 빨간색 , 녹색 및 파란색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인코딩 프로세스는 RGB 를 루마 또는
흔히 YCrCb 라고 하는 2 색 구성 요소로 컬러 샘플링하여 시작됩니다 . 소량의 색상 정보는 인코딩
중에 무시되고 , 나중에 보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YCrCb 형식에서는 각 구성 요소가 변환을
통해 전달됩니다 . 변환은 되돌릴 수 있으며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습니다 . 대신 , 보다 효율적인 양
자화 및 압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 그런 다음 , 양자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에 있는 작은 세부 정보를 반올림합니다 . 이 반올림은 품질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품질이 감
소되면 압축이 더 잘 수행됩니다 . 양자화 후에 공통 비트 시퀀스를 2 진 코드로 대체하여 무손실 압
축이 적용됩니다 . 그림의 각 매크로 블록이 이 프로세스를 통과하여 기초 비트 스트림이 발생합니
다 . 이 스트림은 188 바이트 패킷으로 분할되며 , 이것을 PES( 패킷화된 기초 스트림 ) 라고 합니다
. 그런 다음 , 이 스트림이 IP 패킷에 로드됩니다 . IP 패킷의 MTU 는 1,500 바이트이고 PES 패킷은
188 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7 개의 PES 만 IP 패킷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결과 IP 패킷은 헤
더를 포함하지 않고 1,316 바이트입니다 . 결과적으로 IP 단편화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 45 ~ 65
개의 패킷이 더 일반적이지만 , 고화질 비디오의 전체 프레임에서 모든 기초 스트림 패킷을 이동하
려면 100 개의 IP 패킷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양자화 및 그림 복잡성은 전송에 필요한 패킷의 수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입니다 .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를 사용하여 일부 손실된
정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다중 IP 패킷은 순차적으로 폐기됩니다 . 이
로 인해 프레임 압축을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성공적으로 전송된 패킷은 불필요하게 사용
된 대역폭을 나타냅니다 . RTCP 를 사용하여 새 프레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초기 프레
임이 없으면 후속 프레임이 적절하게 디코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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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유형
현재 세대의 비디오 코딩은 H.264, MPEG4 파트 10 및 AVC(Advanced Video Coding) 등 세 가지 이
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전의 코덱과 마찬가지로 H.264 는 공간 및 임시 압축을 사용합니다 . 공
간 압축은 이전에 설명된 대로 단일 비디오 프레임에서 사용됩니다 . 이러한 유형의 프레임을 I− 프
레임이라고 합니다 . I− 프레임은 GOP 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 임시 압축 (Temporal compression)
은 연속 프레임 사이에는 정보 변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활용합니다 . 확대 / 축소 또는 카메라 이
동의 변경으로 인해 거의 모든 픽셀이 변경될 수 있지만 , 변경 사항은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 벡터
가 이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블록에 적용됩니다 . 카메라 이동의 경우와 같이 인코더가 모
든 픽셀이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판별하면 전역 벡터가 사용됩니다 . 또한 발생하는 오류를 세부적
으로 조정하기 위해 차이 신호가 사용됩니다 . H.264 는 가변 블록 크기를 허용하고 움직임을 ¼ 픽
셀만큼 세밀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 디코더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전 프레임을 기반으로 현재
프레임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움직임 벡터와 오류 신호를 포함하는 패킷을 P− 프
레임이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P− 프레임이 손실되면 아티팩트가 후속 프레임에 넣어집니다 . 시
간이 경과해도 아티팩트가 지속되는 경우 , 가능한 원인은 P− 프레임 손실입니다 .
그림 13−3 은 이것이 기본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1.

I− 프레임 ( 인트라 코딩된 그림 ) 은 정적 이미지로 인코딩되어 패킷 그룹으로 전송되는 전체 그
림입니다 . 이 프레임은 다른 프레임을 참조하지 않으며 . 디코더가 전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는 이 프레임만 필요합니다 . 이 경우에는 등산하는 한 명의 작은 등산객 이미지입니다 .

2.

다음 P−프레임(예측된 그림)이 전송됩니다. 이 프레임은 이전에 인코딩된 프레임(이 경우에는
I− 프레임 ) 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이며 해당 I− 프레임과의 차이점만 인코딩됩니다 . 디코더
가 이러한 차이점을 가져와서 보유한 I− 프레임에 적용합니다 . 이 경우에는 산을 오르고 있는
작은 등산객을 표시합니다 . 마지막 I− 프레임으로부터 작은 등산객과 그의 움직임만 변경되었
기 때문에 이 P− 프레임은 훨씬 더 작으며 , 더 적은 패킷을 나타내므로 전송하는 데 더 적은 대
역폭이 사용됩니다 .

3.

다음 P− 프레임이 전송됩니다 . 이 프레임은 마지막으로 전송된 P− 프레임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 2 단계의 P−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이 P− 프레임은 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지난 움직임과 등산객
의 새로운 움직임 사이의 차이점을 표시합니다 . 이전 이미지로부터 대량의 변경이 발생하여 새
로운 I− 프레임이 필요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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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 기본 사항

1

2

348836

3

H.264 는 B− 프레임도 구현합니다 . 이 유형의 프레임은 P− 프레임 사이에 정보를 채웁니다 . 이것
은 B− 프레임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P− 프레임이 도착할 때까지 B− 프레임이 보류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B− 프레임은 모든 H.264 모드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 인코더가 가장 적
합한 프레임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I− 프레임보다 더 많은 P− 프레임이 있습니다 . 연
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TelePresence I−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64Kbyte 너비 (50 개 패킷 @ 1,316
바이트 ) 인 반면에 P− 프레임은 평균 8Kbyte 너비 (9 개 패킷 @ 900 바이트 ) 입니다 . 따라서 I− 프
레임이 P− 프레임에 비해 더 크고 비트 레이트가 급증합니다 .

오디오와 비디오 비교
음성과 비디오는 종종 가까운 친척으로 여겨집니다 . 음성과 비디오는 둘 다 RTP( 실시간 프로토콜
) 애플리케이션이지만 , 유사점은 이것뿐입니다 . 일반적으로 음성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각 패킷이 고정된 크기 및 고정된 레이트이기 때문입니다 . 비디오 프레임은 그룹으로 이동
하는 여러 패킷에 분배됩니다 . 하나의 패킷이 손실되면 P− 프레임이 망가질 수 있으며 하나의 잘못
된 P− 프레임이 지속적인 아티팩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일반적으로 비디오에는 오디오보다 더
엄격한 손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비디오는 비대칭입니다 . 음성도 비대칭일 수 있지만 , 일반적
으로 비대칭이 아닙니다 . 음소거 중에도 IP 전화기가 동일한 크기의 흐름을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
비디오는 평균 실시간 패킷 크기를 늘리며 , 네트워크의 트래픽 프로파일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계획이 없으면 이로 인해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그
림 13−4 는 특정 시간 간격 동안에 전송되는 일련의 오디오 패킷과 일련의 비디오 패킷 사이의 차
이점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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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와 비디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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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에서 볼 수 있듯이 오디오 패킷은 작은 크기이며 , 정확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전송되
고 , 매우 부드러운 스트림을 나타냅니다 . 반면에 비디오는 고정된 간격 동안 더 큰 패킷 그룹을 전
송하며 , 프레임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림 13−4 는 P− 프레임과 비교한 I− 프레임의 패킷
수와 패킷 크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이것은 오디오와 비교할 때 본질적으로 매우 폭주하는 미디
어 스트림으로 변환됩니다 . 그림 13−5 는 시간 경과에 따른 HD 비디오 스트림의 대역폭 프로파일
을 보여줍니다 . I− 프레임이 전송될 때 큰 버스트가 발생합니다 .
그림 13-5
3500

대역폭 사용량 : 고화질 영상 통화

I-Frames

Bandwidth (kbps)

3000
2500
2000
1500
1000

0

Time (s)

34883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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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는 HD 영상 통화 , 720p30 @ 1,920kbps(1,792kbps 비디오 + 128kbps 오디오 ) 를 보여줍
니다 . 그래프는 비디오 대역폭 (L3 오버헤드 포함 ) 을 표시하고 빨간색 선은 평균 비트 레이트를
표시합니다 .
오디오와 비디오 모두 UDP 를 통해 전송되고 손실과 지연에 민감하지만 , 네트워크 요구 사항과 프
로파일이 약간 다릅니다 . 오디오의 경우 , 비트 레이트가 일정하고 풋프린트가 비디오보다 더 작
습니다 . 또한 가장 낮은 비트 레이트 오디오 코덱과 가장 높은 비트 레이트 오디오 코덱 중 하나를
비교하면 1:6 비율의 더 좁은 작동 범위를 나타냅니다 . 반면에 , 비디오의 경우에는 가변 비트 레이
트 ( 버스트 발생 ) 를 지원하고 , 오디오와 비교할 때 중간에서 큰 크기의 풋프린트를 가집니다 . 또
한 1:40 의 넓은 작동 범위를 나타냅니다 (250p @t 15fps 대 1080p @t 60fps). 그림 13−6 은 이러한
몇 가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
그림 13-6

비디오 트래픽 요구 사항 및 프로파일

AUDIO

 Bandwidth:

Bandwidth

– Constant bitrate (smooth)
– Small footprint
– Narrow operational range (1:6)
Time
G.729 (24 kbps)
AAC-LD
A C LD (160 kbps)
AA

 Delay-sensitive

Operational bandwidth

VIDEO

 Loss-sensitive

 Bandwidth:

Bandwidth

– Variable bitrate (bursty)
– Medium/large footprint
– Wide operational range (1:40)
240p15 (150 kbps)

1080p60 (6 Mbps)

 Loss-sensitive
 Delay-sensitive

Operational bandwidth

348839

Time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오디오와 비디오가 전송과 손실 및 지연에 대한 민감도 측면에서는 유
사하지만 , 네트워크에서 대역폭 요구 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 또한 비
디오는 전체 협업 환경에 적절한 반면에 오디오는 위험하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네트워크 중단 또는 다른 네트워크 관련 이벤트로 인해 영상 통화 중에 비디오가 손실되는 경우 ,
이 중단 중에 오디오가 손실되지 않으면 통신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QoS 분류 및 표시와
같은 협업 설계의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고려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

해상도
송신 스테이션에서 비디오 해상도를 결정하고 ,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부하를 결정합니다 . 이것
은 비디오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모니터의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 비디오 관찰이 부하를 예측
하는 신뢰할 수 방법은 아닙니다 . 일반적인 고화질 형식은 720i, 1080i, 1080p 등입니다 . 고해상도
이외에 , 종종 HTTP( 일부 경우에는 HTTPS) 및 SSL 에서 터널링되는 저해상도 비디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표 13−2 참조 ). 일반적인 해상도에는 CIF(352x288) 및 4CIF(704x576) 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숫자는 각각 DCT(22x18) 및 (44x36) 매크로 블록에서 사용되는 16x16 매크로 블록의 정수
로 선택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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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형식 , 해상도 및 대역폭

형식

해상도

일반적인 대역폭

QCIF(1/4CIF)

176x144

260kbps

CIF

352x288

512kbps

4CIF

704x576

1Mbps

SD NTSC

720x480

아날로그 , 4.2MHz

720 HD

1280x720

1 ~8Mbps

1080 HD

1080x1920

5 ~8Mbps H.264
12+Mbps MPEG−2

네트워크 부하
해상도가 네트워크 부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제곱 요소입니다 . 즉 , 2 배가 큰 이미지에는
4 배의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또한 컬러 샘플링 , 양자화 및 프레임 레이트도 네트워크 트래픽 양
에 영향을 줍니다 . 표준 레이트는 초당 30 개 프레임 (30fps) 이지만 , 이 값은 AC 전원의 주파수에
따라 선택되는 임의의 값입니다 .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비디오가 25fps 입니다 . 시네
플렉스 영화는 24fps 로 촬영됩니다 . 프레임 레이트가 감소하면 , 네트워크 부하도 감소하며 움직
임이 실제와 덜 유사하게 됩니다 . 24fps 이상의 비디오는 움직임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지 않습니
다.
인코더의 정교함도 비디오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H.264 인코더는 비디오를 인코딩하는 최
상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유연성을 가지며 , 이와 함께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복
잡성도 수반됩니다 . 예를 들어 , 인코더는 MPEG4.10 을 사용하여 주변 픽셀에 따라 가장 적절한
블록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인코딩이 디코딩보다 더 어렵고 송신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결정하기 때문에 , 일반적으로 저비용 인코더에는 고사양 인코더보다 더 많은 대역폭
이 필요합니다 . 실시간 CIF 비디오의 H.264 코딩은 가장 성능 좋은 랩톱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에
서 전용 미디어 프로세서 없이 90% CPU 사용량까지 잘 구동합니다 .
표 13−3 에서 표 13−5 는 엔드포인트 및 해상도에 따른 평균 대역폭 사용량 범위를 보여줍니다 . 이
러한 표는 일반 TelePresence 및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하는 대역폭 범
위의 예로서만 제공됩니다 . 논의 중인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가장 큰 수는 현재 제품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
표 13-3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 대역폭 사용량 예1

MX200

SX20

EX90

TX9000

해상도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720p30(1280x720)

736kbps

1.2Mbps

812kbps

1.2Mbps

812kbps

1.2Mbps

3.1Mbps

6.4Mbps

1080p30(1920x1080)

2.6Mbps

5.7Mbps

2.6Mbps

6.2Mbps

2.5Mbps

6.1Mbps

8.8Mbps

11.9Mbps

720p60(60fps)

해당 없음 2.3Mbps

해당 없음 2.3Mbps

해당 없음 2.4Mbps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대역폭 사용량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collaboration−endpoints/tested_bandwidth_whitepaperx.pdf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13-9

13 장

협업 미디어

표 13-4

대역폭 관리

Cisco DX 시리즈 – 대역폭 사용 예1

해상도

DX 시리즈 비디오 대역폭

240p30(432x240)

150 ~299kbps

360p30(640x360)

300 ~599kbps

480p30(848x480)

600 ~799kbps

576p30(1024x576)

800kbps ~1.29Mbps

720p30(1280x720)

1.3 ~1.99Mbps

1080p30(1920x1080)

2 ~4Mbps

1. DX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DX 시리즈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llaboration−endpoints/desktop−collaboration−experience−dx600−series/products
−maintenance−guides−list.html

표 13-5

Cisco Jabber – 대역폭 사용 예1

해상도

Jabber 비디오 대역폭 (G.711 오디오 사용 )

w144p30(256x144)

156kbps

w288p30(512x288)

320kbps

w448p30(768x448)

570kbps

w576p30(1024x576)

890kbps

720p30(1280x720)

1.3Mbps

1. Jabbe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Jabber 배포 및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비디오는 멀티캐스트에서 제공하는 대역폭 절감을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이것
은 수 년 동안 많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멀티캐스트가 개선되어 쉽게 네트워
크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멀티캐스트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지
는 않습니다 . 멀티포인트 TelePresence 와 같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용 MCU 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복제합니다 . MCU 는 어떤 참가자가 각 송신자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
습니다 . 또한 MCU 는 보고 있지 않은 송신자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전송
MPEG4 는 MPEG2 와 동일한 전송을 사용합니다 . PES 는 IP 에 로드된 188 바이트 데이터그램으
로 구성됩니다 . 비디오 패킷은 RTP/UDP/IP 또는 HTTP(S)/TCP/IP 에 로드될 수 있습니다 .
UDP 를 사용하는 비디오는 멀티미디어 회의 및 TelePresence 와 같은 전용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견됩니다 . 이 경우 , 수신자에서 송신자로의 RTCP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비
디오 세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RTCP 를 사용하여 송신자에게 I− 프레임 또는 보고 기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UDP 및 RTP 각각은 채널을 멀티플렉싱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오디오와 비디오는 서로 다른 UDP 포트를 사용하지만 , 고유한 RTP 페이로드 유형을 가집니다 .
네트워크에서 DPI( 심층 패킷 검사 ) 를 사용하여 존재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H.264 도 비디오의 계층을 멀티플렉싱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3-10

2018 년 3 월 1 일

13 장

대역폭 관리

협업 미디어

버퍼링
모든 IP 네트워크에는 지터와 지연이 존재합니다 . 지터는 지연이 변형된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지
연은 인터페이스 대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 비디오 디코더는 재생 버퍼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지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퍼의 깊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버퍼가 너무 작으면
삭제가 발생합니다 . 버퍼가 너무 깊으면 비디오가 지연되어 TelePresence 등의 실시간 애플리케이
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한은 종종 깊은 재생 버퍼를 수반하는 삭제된 버퍼의
처리입니다 . RTCP 를 사용하여 새로운 I− 프레임을 요청하는 경우 , 다시 동기화할 때 더 많은 프
레임을 건너뜁니다 . 그 결과 , 폐기된 패킷은 누락된 패킷이 이전에 검색된 경우보다 비디오 저하
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코덱은 동적 재생 버퍼를 사용합니다 .

요약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추가적인 부하를 올바르게 계산하지 않으면 비디오가 네트워크 성능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 장은 관리자가 기업 네트워크에서 실시간 비디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 스마트 " 미디어 기술 ( 미디어 복원 및 레이트 적응 )
Cisco 엔터프라이즈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 모든 Cisco 엔드포
인트는 네트워크 정체를 피하고 , 패킷 손실로부터 복구하고 , 네트워크 리소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미디어 복원 기술을 사용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Cisco 엔드포인트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 기술에 대해 살펴봅니다 .
•

인코더 페이싱 , 13−11 페이지

•

GDR(Gradual Decoder Refresh), 13−12 페이지

•

LTRF(Long Term Reference Frame), 13−13 페이지

•

FEC(Forward Error Correction), 13−14 페이지

•

레이트 적응 , 13−15 페이지

인코더 페이싱
패킷의 수는 프레임 유형 (I 또는 P) 과 필요한 패킷의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 이는 33ms 시간
간격의 시작 , 중간 또는 끝에서 패킷의 버스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로 인해 패
킷이 회선에 배치될 때 대역폭이 급증하게 됩니다 . 인코더 페이싱은 대역폭 버스트의 최대치를 완
만하게 하기 위해 33ms 간격으로 가능한 고르게 패킷을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한 기술입니다
. 그림 13−7 은 이 기술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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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페이싱

1400

P-Frame

I-Frame

P-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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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Bytes
600

200

33 ms
1400

P-Frame

Time
I-Frame

P-Frame

1000
Bytes

348840

600

200

33 ms

Time

그림 13−7 의 위쪽 이미지는 인코더 페이싱을 사용하지 않는 회선에 배치되는 패킷을 보여주고 아
래쪽 이미지는 인코더 페이싱을 사용하는 패킷을 보여줍니다 . 각 프레임이 33ms 간격으로 회선에
패킷화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패킷 스케줄러가 단일 간격에서 가능한 고르게 패킷을 분산시킵니
다 . 대량 I− 프레임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프레임 간격에 " 분배 " 되어야 할 수 있으며 , 그런 다음
인코더가 예정 비트 레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프레임을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동일한 시간 프레임 동안의 최대 대역폭 사용량이 완만하게 조정됩니다 .

GDR(Gradual Decoder Refresh)
GDR 은 인코딩된 비트 스트림의 시작점 또는 새로 고침을 제공합니다 . GDR 은 더 부드럽고 버스
트가 덜 발생하는 비트 스트림을 제공하여 여러 프레임에 걸쳐 점차적으로 그림을 새로 고치는 방
법입니다 .
새로운 I− 프레임은 트래픽 버스트를 유발하고 , 특히 교환 전화회의에서 정체를 발생시킬 수 있습
니다 . I− 프레임 패킷 하나가 누락되면 전체 프레임을 재전송해야 합니다 . 그림 13−8 에 설명된 대
로 , GDR(Gradual Decoder Refresh) 은 " 인트라 " 인코딩된 (intra−encoded) 그림 데이터를 N 개 프
레임에 배분합니다 . GDR 프레임에는 " 인트라 " 매크로 블록의 부분과 예측된 매크로 블록의 부
분이 포함됩니다 . 모든 GDR 프레임이 수신되면 디코더가 그림을 완전히 새로 고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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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R(Gradual Decoder Refresh)

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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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RF(Long Term Reference Frame)
LTRF(Long Term Reference Frame) 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라는 명시적인 신호를 받을 때까지 인코
더 및 디코더에 저장되는 참조 프레임입니다 . (H.264 에서는 최대 15 개의 LTRF 가 지원됩니다 .)
일반적으로 LTRF 가 없는 인트라 프레임은 패킷 손실 후 인코더 / 디코더를 다시 동기화하는 데 사
용됩니다 .
LTRF 는 인코더 / 디코더를 다시 동기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일반 인프라 프레임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인코더는 LTRF 를 주기적으로 삽입하고 , 동시에 디코더
에게 해당 LTRF 중 하나 이상을 저장하도록 지시합니다 ( 그림 13−9 참조 ).
복구 P− 프레임은 올바르게 디코딩된 이전 LTRF 를 참조로 사용합니다 . 복구 P− 프레임은 누락된
프레임 또는 해당 참조 프레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됩니다 . 확인된 LTRF 는 디코더에 올바르게
수신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 디코더가 복구 P− 프레임을 올바르게 디코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디코더가 다시 동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림 13-9

Long-Term Reference Frame
(not actually sent on the wire)

P1 P3
P2 P4

...

P5

...

LTRF1

Repair P-Frame
Built from last sync’ed LT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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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er

ACK LTRF1

P4

...

P5
P4

?

...
Decoder

P3

P5

P1
P2

P2

P1

348842

LTRF1

LTRF(Long Term Reference Frame)

OOS (P4)

그림 13−9 에 설명된 대로 , LTRF 는 인코더 및 디코더를 활성 피드백 메시지와 동기화 상태를 유
지합니다 . 인코더는 디코더에게 특정 동기화 지점의 원시 프레임을 H.264 표준의 일부인
LTRF(Long Term Reference Frame) 로 저장하도록 지시하고 , 디코더는 " 백 채널 "(RTCP) 을 사용
하여 LTRF 를 확인합니다 . 프레임이 손실되면 인코더가 새로운 I− 프레임을 생성하는 대신에 마
지막으로 동기화된 LTRF 를 기반으로 복구 P− 프레임을 생성하여 대역폭을 절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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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Forward Error Correction)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는 사전에 결정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된 정보에 대한 중복을
제공합니다 ( 그림 13−10 참조 ).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추가 데이터를 요구할 필요없이 중복을 사
용하여 메시지의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제한된 수의 오류를 감지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FEC 는
수신자에게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청하기 위한 역방향 채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오류를 정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 이 장점으로 인해 고정된 정방향 채널 대역폭이 더 높아졌습니다 .
FEC 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 일반적으로 복구 P− 프레임 ) 를 보호하여 수신자가 해당 프레임을 수
신 중인지 확인합니다 . 엔드포인트는 768kbps 보다 낮은 대역폭에서는 FEC 를 사용하지 않으며 ,
FEC 가 도입되려면 1.5% 이상의 패킷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가 FEC 의 유
효성을 모니터링하며 , FEC 가 효율적이지 않으면 FEC 를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합니다 .
그림 13-10

FEC(Forward Err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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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1001000100
0011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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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

FEC

Binary
XOR

R2

R2 Rebuilt from
FEC Frame

348843

FEC

그림 13−10 에 설명된 대로 , 디코더는 FEC 를 사용하여 동기화를 손실하지 않고 제한된 양의 패킷
손실로부터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손실이 있는 환경에서 " 중요한 "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해 FEC 를
여러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N 개 데이터 패킷마다 X 개 FEC 패킷 ). 정정 코드는
기본적 (2 진 XOR) 이거나 또는 더 고급 수준 (Reed−Solomon) 일 수 있습니다 . FEC 를 사용하는 대
신에 대역폭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FEC 는 버스트가 발생하지 않는 손실에 가장 적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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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 적응
레이트 적응 또는 동적 비트 레이트 조정은 패킷 손실 상태에 따라 비디오 비트 레이트를 올리거나
내려서 통화 레이트를 사용 가능한 가변 대역폭으로 적응합니다 ( 그림 13−11 참조 ). 패킷 손실이
감소하면 속도가 향상됩니다 . 일부 엔드포인트에서는 RTCP 를 활용하여 사전 예방적인 송신자 시
작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이 경우 , 송신자가 지속적으로 RTCP 수신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따
라 해당 비트 레이트를 조정합니다 . 다른 엔드포인트에서는 통화 신호 (H.323 흐름 제어 , TMBRR,
SIP Re−invite) 또는 RTCP 메시지의 명시적인 요청을 통해 조정하는 수신자 시작 접근법을 사용합
니다 .
그림 13-11

레이트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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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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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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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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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3

RR

RTCP Receiver Reports

t1

Time Interval

348844

RTCP Back Channel

그림 13−11 에 설명된 대로 , 수신자가 지정된 기간 동안에 지연 및 패킷 손실을 관찰하고 RTCP
RR( 수신자 보고서 ) 을 사용하여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 이 보고서를 통해 송신자가 네트워크 상
태에 맞게 비트 레이트를 조정합니다 ( 비트 레이트를 늘리거나 줄임 ).
레이트 적응으로 다음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
•

RTCP 수신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송신자 시작 조정

•

통화 신호 (H.323 흐름 제어 , TMBRR, SIP Re−invite) 또는 RTCP 메시지의 명시적인 요청을 통
한 수신자 시작 조정

•

트래픽의 버스트성 (burstiness) 과 엔드포인트의 이동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대화식
비디오에 대한 확정적인 프로비저닝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

미디어 복원 메커니즘은 비디오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네트워크 장애가 비디오
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 표 13−6 참조 )

•

동적 레이트 적응은 기업 네트워크의 대화식 비디오에 대한 더 유연한 프로비저닝 모델을 제
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

•

또한 미디어 복원 및 레이트 적응은 비디오 트래픽이 인터넷 또는 QoS 를 지원하지 않는 네트
워크를 통과할 때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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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6

대역폭 관리

Cisco 협업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미디어 복원 지원

엔드포인트 또는 브릿지 인코더 페이싱

레이트 적응

FEC

LTRF 복구

8800 시리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9900 시리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DX 시리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WebEx

예

예

예

아니요

TX 시리즈

예

예

아니요

예

Jabber

예

예

예

예

C, EX, MX, SX 및 Profile 예
시리즈

예

예

예

TelePresence Server

예

예

예

예

MCU

예

예

예

예

Cisco Meeting Server

예

예

예

예

협업을 위한 QoS 아키텍처
QoS( 서비스 품질 ) 는 미디어 엔드포인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연 , 패킷 손실 및 지터를 감
소시켜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음성 및 비디오를 보장합니다 . QoS 는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네트워크의 투명한 수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을 제공합니다 . 대
화식 애플리케이션 ( 특히 , 음성 , 비디오 및 몰입형 애플리케이션 ) 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종종 네
트워크에서 실시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효
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우선 순위 리소스를 두고 경합하는 흐름의 수가 제한되지 않
은 경우 해당 리소스가 초과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실시간 트래픽 흐름의 품질이 저하되고 , 결국
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 " 스마트 " 미디어 기술 , QoS 및 허용 제어는 실시간 애플리
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미디어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대역폭과 네트워크를 초
과 가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QoS 및 허용 제어 ( 필요한 경우 ) 와 결합된 스마트 미디어 기술은 실
시간 미디어를 비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으로부터 보호하고 , 모든 음성 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잠재적인 QoE(Quality of Experience) 손실과 초과 가입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
한 강력한 도구 세트일 수 있습니다 .
허용 제어 및 QoS 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 허용 제어에는 QoS 가 필요하지만 QoS 는 허용 제어 없
이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이 장의 뒷부분에서 허용 제어 및 허용 제어와 QoS 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논의됩니다 .
그림 13−12 는 이 장에서 사용되는 QoS 에 대한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 이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단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 다음에 오는 섹션에서 자세히 논의됩니다 .
•

식별 및 분류 , 13−17 페이지
이 단계에는 신뢰의 개념과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및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미디어 및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섹션에는 네트워크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및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에 대해 엔드 투 엔드로 올바른 홉당 작동
을 사용하는 미디어와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식별된 트래픽을 올바른 DSCP 에 매핑하는 프로
세스가 포함됩니다 .

•

WAN 대기 및 예약 , 13−32 페이지
이 단계는 일반 WAN 대기 및 예약 , 다양한 유형의 대기열 , 협업 미디어 및 신호가 WAN 에 송
신될 때 올바르게 대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권장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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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비저닝 및 허용 제어 , 13−37 페이지
이 단계에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프로비저닝과 엔드포인트 그룹이 사용할 최대 비트 레이트 결
정이 포함됩니다 . 또한 여기서는 통화 허용 제어가 필요한 네트워크의 영역에 구현될 수 있습
니다 .

•

모니터링 , 문제 해결 및 최적화
이 단계는 네트워크에서 음성 및 비디오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 이 장에서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작업에 대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 , 27−1 페이지 장
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13-12

협업을 위한 QoS 아키텍처의 요소

Network
Management

The Media-Network Relationship

EF
WAN

AF41
1
CS3

Classification

Queuing and
Scheduling

Provisioning and
Admission
Control

Monitoring
Troubleshooting
Optimization
348846

Identification

식별 및 분류
이 섹션에서는 신뢰의 개념과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및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미
디어 및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섹션에는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
는 엔드포인트 및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에 대해 엔드 투 엔드로 올바른 홉당 작동을 사용하는
미디어와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식별된 트래픽을 올바른 DSCP 에 매핑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됩니
다.

QoS 신뢰 및 적용
QoS 적용은 실시간 오디오 , 비디오 또는 몰입형 비디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네트워크에서
적절한 QoS 처리 ( 분류 , 우선 순위 지정 및 대기 ) 가 수행되지 않으면 실시간 미디어가 잠재적으
로 초과 지연 , 패킷 손실을 유발하여 실시간 미디어 흐름의 품질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 QoS
적용 패러다임에서는 신뢰 및 신뢰 경계 문제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 신뢰는 트래픽의 QoS 표시
( 계층 2 CoS 또는 계층 3 IP DSCP) 를 허용하거나 " 신뢰 " 하여 네트워크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
는 엔드포인트 또는 장치를 나타냅니다 . 신뢰 경계는 신뢰가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위치입니다 . 신
뢰는 네트워크의 모든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LAN 액세스 수신 , WAN 에지 또는 둘 다 ( 실현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와 같은 네트워크 에지에서 신뢰를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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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는 다른 트래픽 수신 영역이며 , 경우에 따라 서비스 공급업체가 네트워크 (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 )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래픽을 다시 표시합니다 . 이 상황으로 인해 , 트래픽을 적
절한 값으로 다시 표시하여 기업 네트워크 엔드 투 엔드에서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isco IP 전화기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포함하는 Cisco 의 수렴형 네트워크에서는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를 사용하여 전화기를 감지하도록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후 Cisco IP
전화기 또는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IP 전화기 또는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스위치 포트에 연결된 PC
의 표시를 신뢰하지 않고 전송하는 패킷의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표시를 스위치
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을 조건부 신뢰라고 하며 , Cisco IP 전화기만 허용되고 ( 음성 VLAN
이라고 함 ) 및 해당 패킷 표시가 스위치에서 신뢰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전
달되는 보호된 VLAN 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신뢰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PC 또는 Mac) 가 주로 위치하는 VLAN( 데이터 VLAN 이라고 함 ) 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신뢰
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VLAN 또는 네트워크의 해당 영역에 있는 장치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은 일
반적으로 최상 (IP DSCP 0) 으로 표시됩니다 .
신뢰 관점에서 세 가지 주요 엔드포인트 범주가 있습니다 .
•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 비보안 PC, Mac 또는 핸드헬드 모바일 장치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 보안 PC 및 서버 , 비디오 회의 엔드포인트 , 액세스 지점 , 아날
로그 및 비디오 회의 게이트웨이 , CDP 를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유사한 장치

•

조건부로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 Cisco IP 전화기 및 CDP 를 지원하는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그림 13−13 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장치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13

신뢰 경계

Trust Boundary
Untrusted Devices

Trust Boundary

Trusted
Devices

Trust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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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ly
Trusted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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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경계는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경우 엔드포인트에 가장 근접하게 설
정되어야 합니다 . 스위치에서 신뢰를 설정한 후 협업 미디어 및 신호에는 음성 VLAN 을 사용하고
비협업 데이터 트래픽에는 데이터 VLAN 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계층 2 액세스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캠퍼스 액세스 계층 , 3−4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분류 및 표시
신뢰 경계가 설정되면 두 가지 범주의 장치 , 즉 신뢰할 수 있는 장치와 신뢰할 수 없는 장치에 대한
QoS 적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장치 및 신뢰할 수 없는 장치에 대
한 분류 및 표시에 대해 논의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신뢰할 수 있거나 조건부로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스위치로 수신될 때 패킷의 DSCP
표시가 신뢰되고 송신될 때 동일한 값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 그림 13−14 는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
인트에 대한 오디오 , 비디오 및 신호 트래픽의 표시와 이러한 표시를 신뢰하는 스위치를 보여줍니
다.
그림 13-14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다시 표시

Trusted
EF

EF

AF41

AF41

CS3

C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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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신뢰할 수 있거나 조건부로 신뢰할 수 있는 포트로 구성된 Cisco 스위치의 경우 , 스위치가 CoS 를
사용하여 DSCP 에 매핑하거나 원래 DSCP 를 사용하고 이를 아웃바운드 패킷 IP 헤더 DSCP 에 매
핑합니다 . 그림 13−15 는 계층 2(CoS) 및 계층 3(DSCP) 의 인바운드 패킷 표시 , 신뢰 유형 − 신뢰
할 수 있음 (CoS 신뢰 또는 DSCP 신뢰 ) 또는 신뢰할 수 없음 , CoS 신뢰 또는 DSCP 신뢰를 기반으
로 하는 내부 스위치 패킷 다시 표시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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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5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스위치 패킷 표시

TRUST

INBOUND PACKET
1

2

대역폭 관리

CoS = 5

Untrusted
no [mls] qos trust

DSCP = 46

CoS = 5

Trust CoS
[mls] qos trust cos

DSCP = 46

OUTBOUND PACKET REMARKING
Internal
DSCP = 0

CoS = 0
DSCP = 0

CoS-to-DSCP Mapping Table
CoS 0  0
CoS 4  32
CoS 1  8
CoS 5  40
CoS 2  16
CoS 6  48
CoS 3  24
CoS 7  56

mls qos map cos-dscp 0 8 16 24 32 40 48 56

CoS = 5

Trust DSCP
[mls] qos trust dscp

DSCP = 46

L2 Header

CoS = 5

L3 Header

DSCP = 46

CoS = 5

Internal
DSCP = 46

CoS = 5

DSCP = 40

DSCP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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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nal
DSCP = 40

그림 13−15 에서 MLS(Multi−Layer Switching) 명령은 예로만 사용됩니다 . MLS 플랫폼에는 Cisco
2960, 3560 및 3750 시리즈 스위치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 현재 제공되는 다른 모든 스위치 플랫폼
(Cisco 3650, 3850, 4500, 6500 및 6800 시리즈 스위치 플랫폼 포함 ) 에서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활
성화되어 있습니다 .
그림 13−15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
1.

CoS 5 및 DSCP 46 으로 표시된 패킷이 신뢰할 수 없는 포트에 인바운드로 들어옵니다 . 내부
DSCP 0(BE) 을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패킷 CoS 및 DSCP 를 0 으로 다시 씁니다 .

2.

CoS 5 및 DSCP 46 으로 표시된 패킷이 신뢰할 수 있는 포트 (CoS 신뢰 ) 에 인바운드로 들어옵니
다 . CoS 대 DSCP 매핑 테이블에 대한 검색이 수행되어 CoS 5 를 내부 DSCP 40 에 매핑합니다
. 내부 DSCP 40 을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패킷 CoS 를 5 로 다시 쓰고 DSCP 를 40 으로 다시 씁
니다 . CoS 대 DSCP 매핑 테이블에는 기본값이 있지만 정적 CoS 대 DSCP 으로 수정할 수 있습
니다 . 예를 들어 , CoS 5 가 DSCP 46(EF) 에 매핑될 수 있습니다 .

3.

CoS 5 및 DSCP 46 으로 표시된 패킷이 신뢰할 수 있는 포트 (DSCP 신뢰 ) 에 인바운드로 들어옵
니다 . 내부 DSCP 46(EF) 을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패킷 CoS 를 5 로 다시 쓰고 DSCP 를 46(EF)
으로 다시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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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지원 Cisco IP Phone, Cisco CTS, Cisco IP Video Surveillance 카메라 및 Cisco Digital Media
Players(Jabber 와 같은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의 반대 ) 의 경우에는 CDP 조건부 신뢰를 사용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표시를 전달하도록 권장합니다 . Cisco IP Phone 을
신뢰하도록 선택하는 경우에는 , 전화기가 계층 2 의 PC 트래픽만 다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CoS
를 신뢰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Unified CM 에서 해당 DSCP 표시를 파생시킵
니다 . 엔드포인트에 대한 DSCP 는 클러스터 수준 매개 변수 ( 시스템 − QoS) 아래의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에서 구성됩니다 .
Unified CM 은 CallManager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매개 변수와 SIP 장치에만 적용할 수 있는 SIP 프
로파일 등 두 위치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QoS 구성을 보관합니다 . QoS 구성의 SIP 프로파일 구성
이 서비스 매개 변수 구성을 오버라이드합니다 . 이를 통해 Unified CM 관리자가 엔드포인트 그룹
마다 다른 QoS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역폭 관리 설계 예 , 13−90 페이지 참조 ). 엔드포인
트 등록 중에 Unified CM 이 TFTP 를 통해 구성 파일의 엔드포인트에 이 QoS 구성을 전달합니다 .
이 구성 파일에는 QoS 매개 변수와 여러 가지 다른 엔드포인트 특정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 QoS
목적으로 두 가지 범주의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 전화기 유형
이름에 TelePresence 가 들어 있는 모든 엔드포인트 ) 및 이 설명서에서 "UC 비디오 엔드포인트 " 라
고도 하는 기타 모든 비 TelePresence 비디오 엔드포인트입니다 . 그림 13−16 은 두 가지 범주의
Cisco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DSCP 를 파생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이러한 범주는 QoS 및 통화
허용 제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를 위한 고급 위치 기반
CAC, 13−59 페이지 참조 ).
그림 13-16

Cisco 엔드포인트가 DSCP 를 파생시키는 방법

Clusterwide Parameters (System – QoS)
DSCP for Audio Calls
DSCP for Video Calls
DSCP for Audio Portion of Video Calls1
DSCP for TelePresence Calls
DSCP for Audio Portion of TelePresence Calls1
…

SIP Profile

Device

Registration
Config File
Unified CM

TelePresence
Endpoints

TelePresence Applicable
TelePresence
T
Applicab DSCP settings:
DSCP for Audio Calls
DSCP for TelePresence
T Presenc Calls
Tele
DSCP for Audio Portion of TelePresence
Calls1

UC Video
Endpoints

UC Video Applicable DSCP settings:
DSCP for Audio Calls
DSCP for Video Calls
DSCP for Audio Portion of Video Cal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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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6 에 표시된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및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매개 변수가 현재 모든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이러한 매개 변수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3−8 을 참조하십시오 .
구성 파일은 구성될 때 CallManager 서비스 매개변수 또는 SIP 프로파일의 QoS 매개 변수로 채워
지고 등록 시 엔드포인트로 전송됩니다 . 그런 다음 , 엔드포인트가 엔드포인트의 범주에 따라 각
미디어 스트림 유형에 대한 올바른 DSCP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 표 13−7 에는 DSCP 매개 변수
, 엔드포인트 유형 및 스트림의 DSCP 표시를 결정하는 통화 흐름의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표 13-7

기본 통화 흐름에 대한 DSCP1

DSCP 매개 변수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UC 비디오 엔
드포인트

통화 흐름

음성 통화용 DSCP

예

예

음성 전용

영상 통화용 DSCP

해당 없음

예

비디오 – 엔드포인트가 영상 통화의 오
디오 부분용 DSCP 매개 변수를 지원하
지 않는 경우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
디오 스트림입니다 .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 해당 없음
분용 DSCP3

예

영상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 – 이 매개 변
수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Telepresence 통화용
DSCP

예

해당 없음

몰입형 비디오 – 엔드포인트가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매개 변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몰입형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입니다 .

TelePresence 통화의 오 예
디오 부분용 DSCP3

해당 없음

영상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 – 이 매개 변
수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

1. MLPP(Multi−Level Priority and Preemption) 에 대한 DSCP 설정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습니다 . MLPP 및 QoS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스템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2. TelePresence 비디오 엔드포인트 중 DX 시리즈 엔드포인트만이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외에도 엔
드포인트에서 CE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음성 통화용 DSCP 를 지원합니다 .
3. 현재 이 매개 변수가 모든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이 매개 변수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13−8 을 참조하십시오 .

표 13-8

영상 통화 및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에 대한 DSCP 매개 변수의 엔드포인트 지원

비디오 엔드포인트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
용 DSCP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
오 부분용 DSCP

8800 시리즈

예

해당 없음

8900 시리즈

아니요

해당 없음

9900 시리즈

아니요

해당 없음

Jabber

예

아니요

1

DX650; 비−CE 소프트웨어가 있는 DX70 예
및 DX80

예2

TX 시리즈

해당 없음

예

IX 시리즈

해당 없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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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8

영상 통화 및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에 대한 DSCP 매개 변수의 엔드포인트 지원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
용 DSCP

비디오 엔드포인트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
오 부분용 DSCP

CE 8.x 소프트웨어 시리즈 (DX70, DX80, 해당 없음
SX 시리즈 , MX 시리즈 G2, MX700,
MX800)

예

TC 7.1.4 소프트웨어 시리즈 (C 시리즈 ,
Profile 시리즈 , EX 시리즈 , MX 시리
즈 G1)

해당 없음

예

EX 시리즈 (TC 소프트웨어 )

해당 없음

예

1. 윈도우즈용 재버는 그룹 정책 개체를 사용하여 PC 에서 트래픽을 표시합니다 . 다른 모든 재버 고객은 기본적으로
DSCP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2. DXP 및 DX80 에서 텔레프레젠스 통화의 오디오 부분에 대해 DSCP 뿐만 아니라 텔레프레젠스 통화에 DSCP 를 사용
하려면 CE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새 기능과 시스템 수준의 기능으로 인해 현재 DSCP 기본값이 항상 권장되는 값은 아닙니
다 . 이 내용은 대역폭 관리 설계 예 , 13−90 페이지에서 자세히 논의됩니다 .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스위치로 수신될 때 패킷의 DSCP 표시를 신뢰할 수 없으며
0(BE) 로 다시 씁니다 . 그림 13−17 은 오디오 , 비디오 및 신호 트래픽을 표시하는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와 아웃바운드 패킷에 이 값을 다시 표시하는 스위치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17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다시 표시

Untrusted
EF

BE

AF41

BE

CS3

BE

348851

SWITCH

일반적으로 PC, Mac 또는 핸드헬드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표시를 신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자신의 트래픽을 표시하도록 허용되는 경우 (OS 의 관리 제어를 가
짐 ) 에는 사용자가 프로비저닝된 QoS 정책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네트워크에서
DSCP EF 가 프로비저닝된 경우 PC 사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모두를 EF 로 표시하도록 하여 비실시
간 트래픽을 서비스하기 위한 네트워크 우선 순위 대기열이 하이재킹 (hijack) 될 수 있습니다 . 이
러한 악용은 기업 전반에서 쉽게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한
편 , 기업의 제어가 중앙에서 PC QoS 표시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 예 : Windows 환경의 윈
도우 환경에서 전역 정책 개체 ), PC 표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OSX 및 핸드헬드 모바일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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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를 실행 중인 Mac 의 경우에는 해당 Mac 의 표시를 신뢰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
다 . 이 방법은 "QoS 신뢰 , 분류 및 표시에 운영 체제 활용 "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일
반적인 규칙은 이러한 개인용 컴퓨팅 장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 트래픽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이 필요합니다 .
Jabber 와 같은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및 신호 스트림이 적절하게 분류되고 표시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뢰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 한 가지 방법은 특정 프로토콜 포트 ( 예 : UDP
및 TCP 포트 ) 를 기반으로 식별 가능한 미디어 및 신호 스트림을 매핑한 후 네트워크 액세스 목록
을 사용하여 해당 프로토콜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신호 및 미디어 스트림의 QoS 를 다시 표시하는
것입니다 . 이 방법은 모든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적용됩니다 . 미디어 및 신호 포트 범위를 할
당할 때 모든 Cisco Jabber 클라이언트가 유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 이 방법은 네트워크를 사
용하여 패킷 DSCP 다시 표시를 수행하기 위한 액세스 목록 기반의 정책을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Windows OS 자체 ( 여기서는 Jabber for Windows 클라이언트만 적용 ) 를 사용하고 네트워크에 있
는 PC 의 표시를 신뢰하는 것까지를 포괄합니다 .
이 방법은 단순히 신뢰 문제로 인해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한 QoS 를 달성하는 데 가장 널리
배포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Jabber 클라이언트는 Cisco Jabber for Windows, Cisco Jabber for
Mac OS, Cisco Jabber for iPhone, Cisco Jabber for iPad 및 Cisco Jabber for Android 입니다 .
개념은 단순합니다 . PC 로부터의 모든 트래픽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장비
에서 액세스 목록을 사용하여 UDP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미디어 및 신호 스트림을 식별한 후 적절
한 값으로 다시 표시합니다 . 이 기술은 구현하기 쉽고 널리 배포할 수 있지만 안전한 방법이 아닙
니다 .
그림 13−18 은 네트워크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사용하여 식별 가능한 미디어 및 신호 스트림
을 DSCP 에 매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그림 13-18

UDP/TCP 포트 범위와 DSCP 의 매핑

UDP Ports

Untrusted
EF

3xxx

ACL
4xxx

AF41

5060-5061

CS3

348852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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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8 은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ACL 기반의 QoS 정책 예를 보여줍니다 .

참고

•

UDP 포트 범위 3xxx 를 DSCP EF 로 표시

•

UDP 포트 범위 4xxx 를 DSCP AF41 로 표시

•

TCP 포트 5060 ~ 5061 을 DSCP CS3 으로 표시

다음은 C3PL(Cisco Common Classification Policy Language) 을 기반으로 하는 액세스 제어 목록에
대한 예입니다 . C3PL 을 지원하지 않는 Cisco 장치에서 동일한 정책을 달성하려거나 C3PL 의 업
데이트된 명령에 대해 알아보려면 특정 스위치 또는 라우터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이 구성
은 MQC(Modular QoS CLI), MLS(Multi−Layer Switching) 및 C3PL 을 포함하여 현재 제공되는 모
든 스위치에 이식 가능합니다 .
! This section
access-list
access-list
access-list

configures
100 permit
101 permit
102 permit

the
udp
udp
tcp

ACLs to match the UDP Port ranges
any range 3000 3999 any
any range 4000 4999 any
any range 5060 5061 any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classes that match on the ACL's
class-map JABBER-VOICE
match access-group 100
class-map JABBER-VIDEO
match access-group 101
class-map JABBER-SIP
match access-group 102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policy-map matching the classes configured above and setting
DSCP for JABBER Voice, Video and SIP Signaling on ingress (Generic default DSCP values are
used; see design considerations for recommended values for Jabber).
policy-map INGRESS-MARKING
class JABBER-VOICE
set dscp ef
class JABBER-VIDEO
set dscp af41
class JABBER-SIP
set dscp cs3
class class-default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Switch (config-if)# service-policy input INGRESS-MARKING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한 QoS
논의된 대로 , 이 방법은 IP 주소 , 프로토콜 및 / 또는 프로토콜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Jabber 클라이
언트로부터의 다양한 스트림을 식별하여 미디어 및 신호를 분류하는 작업과 관련됩니다 . 신호 및
미디어 스트림이 식별되면 분류하여 해당 DSCP 로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프로토콜 포트 범위
는 Unified CM 에 구성되고 , 장치 등록 중에 사용할 엔드포인트로 전달됩니다 . 그런 다음 ,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통해 IP 주소 , 프로토콜 및 프로토콜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류한
후 , 위에서 논의된 대로 해당 DSCP 를 사용하여 분류된 트래픽을 다시 표시하도록 네트워크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는 UDP 프로토콜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식별 가능한 미디어 스트림과 TCP 프로토콜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식별 가능한 신호 스트림을 제공합니다 . Unified CM 에서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신호 포트가 SIP 보안 프로파일에 구성되지만 미디어 포트 범위는 Cisco Unified CM 관리 페
이지의 SIP 프로파일에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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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포트 범위의 경우 모든 엔드포인트와 클라이언트가 SIP 프로파일 매개 변수 미디어 포트 범
위를 사용하여 미디어에 사용되는 UDP 포트를 파생시킵니다 . 기본적으로 미디어 포트 범위는 오
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공통 포트 범위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Jabber 클라이언트가 해당 구성 파
일에 이 포트 범위를 수신하면 , 포트 범위를 절반으로 분리하여 아래쪽 절반은 음성 및 영상 통화
의 오디오 스트림에 사용하고 위쪽 절반은 영상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에 사용합니다 . 미디어 포트
범위 >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공통 포트 범위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Jabber 가 영상 통화의 오디
오를 비디오 UDP 포트 범위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 이 과정은 그림 13−19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미디어 및 신호 포트 범위 - 공통

1

2

4000-4999

Registration

Lower Half
for Audio

Config File
Unified CM
SEP[MAC_addr].cnf.xml
Media Port Range UDP
3000-4999

Upper Half
for Video

JJabber
bb Cli
Clients

3000-3999

Jabber splits
media range
in half

SIP
Signaling
TCP 5060

SIP Signaling Port TCP
5060

348853

그림 13-19

또한 Jabber 는 미디어 포트 범위 >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별도의 포트 범위 구성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이 구성에서는 그림 13−20 에 설명된 대로 Unified CM 관리자가 연속되지 않은 오디오 및
비디오 포트 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3-20

미디어 및 신호 포트 범위 - 별도

1

2

5000-5999

Registration

Lower Half
for Audio

Config File
Unified CM
SEP[MAC_addr].cnf.xml
Media Port Range UDP
3000-3999
Video Port Range UDP

Upper Half
for Video

JJabber
bb Cli
Clients

Jabber splits
media range
in half

3000-3999
SIP
Signaling
TCP 5060

SIP Signaling Port TCP
5060

348854

5000-5999

UDP 포트 범위 할당과 관련된 Jabber 클라이언트의 작동으로 인해 종종 EL−CAC(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 대역폭 공제를 QoS 표시와 올바르게 매핑할 수 없습니다 .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대역폭이 모두 비디오 풀에서 공제되는 동안 CAC 는 음성 풀에서 음성 전용 통화에 대한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관리 제어 로직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성 전용 통화의 오디오 스트
림이 EF 로 표시되고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은 AF41 로 표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및 UDP 포트 범위를 사용하여 식별 가능한 미디어 스트림을 매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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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음성 전용 통화의 오디오와 영상 통화의 오디오 간의 오디오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 결과
적으로 이 기술은 QoS 를 달성하는 데만 효과적입니다 . 따라서 오디오를 EF 로 전송할 Jabber 클라
이언트에서 비디오 세션의 오디오를 고려하여 EF 트래픽에 대한 우선 순위 대기열을 초과로 프로
비저닝하거나 다른 DSCP 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몇 가지 전략이 대역폭 관리 설계 예 , 13−90
페이지에서 논의됩니다 .
주의

보안 경보 : 네트워크 수준의 QoS 분류에 식별 가능한 미디어 스트림을 사용하면 신뢰 모델이 애플
리케이션 자체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 의도한 애플리케이션의 스트림에 대한 우선 순위를 지정하
는 것 이외에 ,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식별 기준 ( 미디어 포트 범위 ) 을 사용하도록 구성하
여 네트워크 우선 순위를 실현할 수 " 있었습니다 ". 이 의도하지 않은 트래픽은 CAC 또는 네트워
크 프로비저닝에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대화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 . 가능하면 미디어 스트림을 식별하기 위한 제한된 포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오디오 트래픽 클래스 (EF) 로 다시 표시될 이러한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
과 비디오 트래픽 클래스 (AF4) 로 다시 표시될 비디오 부분이 네트워크에서 각각에 맞게 프로비
저닝되었는지 확인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림 13−21 은 오디오 트래픽을 PQ( 우선 순위 대기열 )
에 배치하고 비디오 트래픽을 CBWFQ( 클래스 기반 가중 공정 대기열 ) 에 배치하는 예입니다 .
Cisco Jabber 엔드포인트에서 포트 범위를 사용하여 음성 전용 통화의 오디오와 영상 통화의 오디
오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오디오는 EF 로 다시 표시됩니다
. 음성 전용 및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을 지원하도록 적절하게 PQ 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이
러한 프로비저닝의 예는 그림 13−21 에 나와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서의 프로비저닝 대기와 예약
의 설계 및 배포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N 대기 및 예약 , 13−32 페이지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
네트워크의 Jabber QoS 프로비저닝

Audio of Voice Only Call 2
Audio of Video Call 1
Audio of Video Call 2
Video of Video Call 1
Video of Video Call 2

EF
EF
EF
EF
AF41
AF41

PQ

CBWFQ
other queues

BW Assigned to LLQ/CBWFQ Classes

Audio of Voice Only Call 1

348855

그림 13-21

RFC 3551 에 따라 , RTCP 가 엔드포인트에서 활성화되면 다음으로 높은 홀수 포트를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 포트 3500 에 RTP 스트림을 설정하는 장치는 포트 3501 의 동일한 트림에 대한 RTCP
를 전송합니다 . 이 RTCP 의 기능은 모든 Jabber 클라이언트에도 적용됩니다 . RTCP 는 대부분의
통화 흐름에서 공통되며 , 일반적으로 스트림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거나 영상 통화의 오디오와 비
디오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비디오 및 RTCP 는 엔드포인트 자체 또는 공통
전화기 프로파일 설정에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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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및 표시에 네트워크 활용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생성한 식별 가능한 미디어 및 신호 스트림을 기반으로 , 공통 네트워크 QoS
도구를 사용하여 트래픽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러한 클래스에 따라 패킷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QoS 메커니즘은 여러 계층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엔드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액세스 계층 ( 액세스 스위치 ) 과 분배 , 코어 또는 서비스 WAN 에지의 라우터 수준에 적용될 수 있
습니다 . 분류 및 다시 표시가 발생하는 위치에 관계없이 DSCP 를 사용하여 엔드 투 엔드 홉당 작
동을 보장하도록 권장합니다 .
이전에 설명한 대로 , Cisco Unified CM 을 통해 SIP 엔드포인트에서 사용되는 포트 범위를 SIP 프
로파일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100 개 포트로 이루어
진 포트 범위 ( 예 : 3000 ~ 3099) 면 충분합니다 . 다양한 오디오 , 비디오 및 연결된 RTCP 포트
(RCTP 는 범위에 있는 홀수 포트에서 실행됨 ) 에 충분한 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더 작은 범위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SCCP 음성 전용 엔드포인트가 배포된 네트워크에서 Jabber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때는 SCCP 엔드
포인트가 음성 전용 통화에 대해 구성 불가능한 하드 코딩된 범위 (16384 ~ 32767) 를 사용합니다 .
이로 인해 , SIP 장치에 대한 미디어 포트 범위를 변경하지 않으면 SCCP 음성 통화가 SIP 비디오 지
원 엔드포인트 통화와 동일한 범위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SCCP 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엔드포
인트가 포함된 협업 솔루션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Jabber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포트 범위를 16384
~ 32767 범위의 외부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 비디오 지원 Jabber 클라이언트에는 3000 ~ 4999
를 사용하고 음성 전용 Jabber 클라이언트에는 3000 ~ 3999 를 사용하는 위의 예는 SCCP 엔드포인
트와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잘 작동합니다 .
중첩을 피하기 위한 권장 사항은 다른 SIP 기반의 비디오 엔드포인트에도 적용됩니다 . SCCP 기반
의 오디오 엔드포인트 범위와의 중첩을 피하려면 SIP 기반의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SCCP 기반의
오디오 포트 범위 (16384 ~32767) 또는 Jabber 클라이언트의 미디어 포트 범위와 겹치지 않는 포트
범위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

액세스 계층 ( 계층 2 정의 )
액세스 계층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분류하는 경우 흐름이 입력될 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 트래픽
이 네트워크에 수신될 때 분류가 발생합니다 . QoS 정책이 WAN 만이 아니라 LAN 내에도 적용된
환경에서는 처리 중에 모든 업스트림 구성 요소가 트래픽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신할 때
분류를 수행하면 여러 유형의 엔드포인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메소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IP 전
화기와 같은 물리적 엔드포인트는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또는 LLDP−MED(Link Layer
Discovery Protocol−Media Endpoint Discovery) 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신뢰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장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식별되면 장치로부터 받은 QoS 표시가 네트워크 전반
에서 신뢰됩니다 .
네트워크의 액세스 계층에서 QoS 정책을 구성하면 구성이 필요한 장치 수가 많아져서 추가적인 운
영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oS 정책 구성은 템플릿을 통해 액세스 계층의 다양한 스위치
에서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 구성 배포 도구를 사용하여 수동 구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분배 , 코어 및 서비스 WAN 에지 ( 계층 3 정의 )
QoS 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치는 계층 3 라우팅 경계입니다 .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는 계
층 3 이 액세스 , 분배 , 코어 또는 서비스 WAN 에지 계층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신뢰 경계를 구축한
후 액세스에서 분류하고 다시 표시하도록 권장합니다 . 그런 다음 , 네트워크의 분배 및 코어를 통
해 신뢰하고 , 마지막으로 WAN 에지에서 재분류하고 다시 표시하십시오 . 계층 3 스위치 구성 요
소가 배포되지 않은 지점과 같은 더 작은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QoS 표시가 WAN 에지 라우터에서
적용될 수 잇습니다 . 계층 3 에서는 QoS 정책이 계층 3 라우팅 인터페이스에 적용됩니다 .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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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캠퍼스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VLAN 인터페이스이지만 Fast Ethernet 또는
Gigabit Ethernet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 그림 13−22 는 네트워크의 위치 − 액세스 , 분배 , 코
어 및 WAN 에지와 관련되어 다양한 유형의 신뢰가 적용된 네트워크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
그림 13-22

신뢰 및 적용 - 네트워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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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3 Remarking

QoS 신뢰 , 분류 및 표시에 운영 체제 활용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 다른 QoS 신뢰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운영 체제가
애플리케이션의 요청 시 미디어 및 신호의 QoS 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 방법의 이점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QoS 신뢰 모델을 운영 체제 자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네트워크 운영자
가 QoS 표시를 " 신뢰 "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QoS 신뢰
를 Windows PC, Mac OS 및 핸드헬드 장치로 확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 실행이 아닙니다 . 그 이
유는 이 방법이 인증된 애플리케이션 통신의 트래픽만이 아니라 장치의 모든 트래픽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해당 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면 우선 순위 QoS 를 " 하이재
킹 (hijack)" 하고 첫 번째 위치에서 QoS 를 배포하는 원래 목적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관리 전역 정책을 통해 일부 운영 체제를 관리하여 ( 예 : Windows OS 또는 사용자 액세스 제어 ) OS
가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구성을 허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이 QoS
신뢰 방법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Windows 7 및 8 운영 체제에서는 특정 정책을 구성해야 하지만 , Mac OS, Apple iOS 및 Android 장
치에서는 특정 구성이 필요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의 요청 시 기본적으로 OS 가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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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섹션에서는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해 논의하고 각 운영 체제가 애플리케이션 QoS 분
류 및 표시와 관련하여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러한 섹션에 설명된 모든 내용은 계
층 2 CoS( 서비스 클래스 ) 가 아니라 계층 3 DSCP 표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

Windows 7 및 8 의 분류 , 13−30 페이지

•

Mac OS 의 분류 , 13−31 페이지

•

Apple iOS(iPhone 및 iPad 의 분류 ), 13−32 페이지

•

Android 의 분류 , 13−32 페이지

Windows 7 및 8 의 분류
Microsoft 의 향상된 보안 기능인 UAC( 사용자 계정 제어 ) 에서 일반 애플리케이션이 IP 패킷에 대
한 DSCP 표시를 설정하는 것을 보안 문제로 간주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Microsoft
Windows 7 및 Windows 8 에서는 운영 체제를 통한 QoS 에 관해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QoS/DSCP 표시를 허용하기 위한 권장 옵션은 GPO( 그룹 정책 개체 ) 라는 Microsoft 그룹 정책을
활용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프로토콜 번호 및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표시하도록 허
용하는 것입니다 . 이 설명서의 앞부분에 설명된 대로 Cisco Jabber 에서 생성된 식별 가능한 트래
픽 스트림을 GPO 와 함께 사용하여 Windows 운영 체제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 ( 예 :
CiscoJabber.exe) 에서 전송된 트래픽을 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GPO 와 같이 QoS
GPO 도 관리자만 구성할 수 있으므로 GPO 에서 허용된 애플리케이션만이 운영 체제를 통해 QoS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네트워크가 관리자가 데이터 VLAN 에서 들어오는 장치 ( 예 : PC) 의 QoS 표
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데이터 VLAN 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은 액세스 계층으
로 수신될 때 DSCP 0( 최상 ) 으로 다시 표시된 후 UCP 포트 번호 또는 프로토콜 등의 다른 기준에
따라 DSCP 로 다시 표시됩니다 . 매우 엄격한 OS 규칙과 네트워크 액세스 규칙을 사용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체제의 표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 QoS GPO 는
Windows 7 또는 8 운영 체제가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와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QoS 트
래픽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for Windows 를 배포하고 GPO 를 사용하여 이 수준의 QoS 신뢰를 제공하려는 기업의
경우 이 방법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보안 경보 : 순수한 Windows 7( 및 이상 버전 ) 환경에서는 GPO 만을 활용하여 기업이 해당
Windows 장치에서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으로 신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배포에서
는 이러한 동종 환경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동일한 VLAN 에 있거나 액세스 계층의 유
사한 포트에 있는 다른 운영 체제 및 장치에서 GPO 기반 장치에 대한 신뢰 모델을 분리하는 추가
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GPO 는 운영 체제가 프로토콜 , 포트 및 애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을 기반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QoS 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네트워크 액세스 목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 그림 13−23 은 Jabber
for Windows 를 사용하는 Windows 7 및 8 에서 QoS 를 다시 표시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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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3

그룹 정책 개체

Media Port Range - Common
(3000-4999)
QoS Group Policy
Audio Call
(Voice Stream)

Voice Stream
(EF)
(Ports:3000-3999)

Voice Stream
Video Call
(Voice and Video
Streams)

(AF41)
(Ports:4000-4999)

SIP Port Range
(5061)
SIP
Signaling

Video Stream

QoS Group Policy
(CS3)
(Ports:5060-5061)

SIP Signaling

Media Port Range – Separate
Audio: 3000-3999
QoS Group Policy
Video: 5000-5999
Audio Call
(Voice Stream)

Voice Stream
(EF)
(Ports:3000-3999)

Voice Stream
Video Call
(AF41)
(Ports:5000-5999)

SIP Port Range
(5061)
SIP
Signaling

Video Stream

QoS Group Policy
(CS3)
(Ports:5060-5061)

SIP Signaling

348857

(Voice and Video
Streams)

그림 13−23 에 설명된 프로세스는 IP 주소 범위 ( 또는 모두 ), 프로토콜 (UDP) 및 포트 범위 ( 오디
오 3000 ~3999, 비디오 4000 ~4999) 를 정의하는 QoS 그룹 정책에서 시작합니다 . 구성되어 OS 에
적용되면 Jabber for Windows 클라이언트가 등록 시 Unified CM 에서 구성을 다운로드하고 SIP 프
로파일 미디어 포트 범위 − 공통을 적용합니다 . 거기에서 Jabber for Windows 클라이언트가 전화
를 걸 때 Unified CM 에서 제공된 미디어 포트 범위를 사용합니다 . 그러나 Windows OS 에 적용된
GPO 가 해당 정책을 적용하여 UDP 포트 3000 ~3999 를 통해 오디오에 대한 미디어 트래픽을 받아
들인 후 EF 로 다시 표시하고 UDP 포트 4000 ~4999 를 통해 비디오에 대한 미디어 트래픽을 받아
들인 후 AF41 으로 다시 표시합니다 . 트래픽이 OS 에서 나왔으므로 적용된 표시가 패킷에 포함됩
니다 . 이러한 표시를 신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
집니다 . 그림 13−23 에는 SIP 프로파일에 있는 미디어 포트 범위 − 분리된 포트에 대해 불연속 포
트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의 유사한 GPO 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Mac OS 의 분류
Cisco Jabber for Mac 은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에 DSCP QoS 표시를 요청합니다 . 이후 특정 정책을
구성할 필요없이 트래픽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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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iOS(iPhone 및 iPad 의 분류 )
Cisco Jabber for iPad and iPhone 은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에 DSCP QoS 표시를 요청합니다 . 이후
특정 정책을 구성할 필요없이 트래픽을 표시합니다 .

Android 의 분류
Cisco Jabber Android 는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에 DSCP QoS 표시를 요청합니다 . 이후 특정 정책을
구성할 필요없이 트래픽을 표시합니다 .

엔드포인트 식별과 분류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 :
•

DSCP 표시는 IP 계층 엔드 투 엔드에 적용되고 계층 2 표시보다 더 세분화되고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DSCP 표시를 사용하십시오 .

•

가능한 한 엔드포인트와 근접하게 표시하십시오 ( 가급적 LAN 스위치 수준에 ).

•

SCCP 기반 오디오 엔드포인트가 배포된 환경에서 음성 및 비디오용 Jabber 를 배포하는 경우
16384 ~32767( 하드 코딩된 SCCP 장치 범위 ) 외부에 있는 범위를 사용하도록 Cisco Jabber 엔드
포인트의 미디어 포트 범위를 변경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UDP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DSCP 를
다시 표시하는 네트워크 정책을 생성할 때 잠재적인 중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음
성 전용 ( 비디오가 비활성화됨 ) Jabber 클라이언트에는 포트 3000 ~3999 를 사용하고 비디오가
활성화된 Cisco Jabber 엔드포인트에는 포트 3000 ~4999 를 사용하십시오 .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미디어 포트의 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우 최소 범위
100 개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모든 스트림 ( 오디오 및 비디오의 경우 RTCP 및
RTP, 세션을 공유하는 데스크톱을 위한 보도 비디오의 경우 BFCP 및 RTP) 에 대한 포트가 충
분하게 되고 동일한 컴퓨터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의 중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배포할 때 , AF41 이 아니라 EF 로 표시될 Jabber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비디오의 오디오를 고려하여 오디오 클래스 (EF) 를 초과 프로비저닝하십시오 .

계층 4 포트 범위를 사용하는 식별 가능한 미디어 및 신호 스트림을 계층 3 DSCP 값에 매핑하여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한 QoS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사용하거나 운영 체제를 사용한 후 QoS 표시를 신뢰하여 PC, Mac 또는 핸드헬드 장치의 QoS 표시
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도록 허용함으로써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한 식별 가능한 미디어 및 신
호 스트림 매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ACL 방법이 OS 신뢰 방법을 오버라이드하고 모
든 오디오의 다시 표시를 강제로 실행하여 신뢰 방법의 사용 목표를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에 두 방
법을 결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WAN 대기 및 예약
QoS 에 대한 Cisco 의 권장 사항은 비디오와 관련하여 지난 2 년 동안 약간 변화되었습니다 . 이전
부터 비디오는 데스크톱 비디오 및 몰입형 TelePresence 비디오의 두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
습니다 . 식별 및 분류 , 13−17 페이지 섹션에서 논의된 대로 , Unified CM 에는 비디오 엔드포인트
유형과 이러한 엔드포인트의 비디오 스트림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네트워
크 관리자는 이러한 두 가지 엔드포인트 유형의 비디오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전부터 권
장되는 DSCP 표시는 데스크톱 비디오의 경우 AF41, TelePresence 비디오 ( 몰입형 비디오 ) 의 경우
CS4 였습니다 . 이러한 값은 RFC 4594 에 따른 것입니다 . 그림 13−24 는 WAN 에서의 분류 및 예약
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 이 식별 및 분류 접근법은 수 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
Cisco IOS 에서 이러한 두 개의 트래픽 클래스가 별도의 레이트 기반 대기열 ( 예 : 클래스 기반 가
중 공정 대기열 ) 에 적용될 때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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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WAN QoS( 서비스 품질 ), 3−36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는 여러 가지
Cisco IOS 대기 및 예약 기술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잘 이해된 기술이
라고 가정하여 이러한 기술 중 일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 또한 다양한 Cisco IOS 대기 및 예약 메커
니즘의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와 권장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

이중 비디오 대기열 접근법
WAN 에서 트래픽을 예약하고 대기하는 이 접근법에서는 음성 및 영상 통화의 오디오가 EF 로 표
시되고 PQ( 우선 순위 대기열 ) 에 배치됩니다 . 이 경우 PQ 가 이 트래픽에 할당할 수 있는 대역폭
의 양에 대한 엄격한 폴리서 (policer) 가 사용됩니다 . 영상 통화는 두 개의 클래스로 구분됩니다 .
데스크톱 유형 비디오의 경우 AF41 클래스이고 TelePresence 비디오 ( 몰입형 ) 의 경우 CS4 클래스
입니다 . 이러한 클래스 각각은 별도의 클래스 기반 가중 공정 대기열에 배치됩니다 .
이중 비디오 대기열 접근법

Audio of IP Phone

EF

Audio of TelePresence

CS4

Video of TelePresence

CS4

Audio of Desktop Video

AF41

PQ

CBWFQ

CBWFQ
Video of Desktop Video

AF41
other queues

BW Assigned to LLQ/CBWFQ Classes

EF

348858

그림 13-24

이중 비디오 대기열 접근법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
•

TelePresence( 몰입형 ) 비디오 및 데스크톱 비디오에 대한 다른 대기열

•

복잡한 프로비저닝 — 여러 비디오 대기열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비디오가 아니라 각 비디오 유
형에 대한 대역폭 할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

•

최적 상태가 아닌 대역폭 사용량 — 한 클래스에 대한 비디오가 모든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비디오 대기열만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있는 다른 모든 대기열이 남아 있는 대역
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두 개의 다른 비디오 클래스가 총 비디오 대역폭 할당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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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법의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
•

비디오 대기열에서 패킷이 손실되면 영상 통화의 오디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동일한 DSCP

기본적으로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모두 동일한 DSCP 값으로 표시됩니다 . 그 결과 ,
비디오 대기열의 정체 중에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 비디오
의 패킷이 손실되는 경우 패킷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레이트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 약간의 비디오 품질 저하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는 지속적으로 중간 비트 레이트를 유지하며 , 오디오에는 비
디오처럼 레이트 적응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기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오디오의 경우에
는 이와 같이 저하되면 비디오 대기열의 패킷 손실이 제어될 때까지 사용자가 더 이상 통신
할 수 없습니다 . 영향을 주는 오디오가 영향을 주는 비디오보다 사용자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비디오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비디오에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동안 사용자는
미팅이나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두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디오
와 비디오 비교 , 13−6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 기존에는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동일한 DSCP 값을 사용하여 표시했습

니다 . 두 스트림 사이에 대규모 지연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오디오와 비디오를 올바르게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 모든 Cisco 엔
드포인트에 RTCP 를 구현하면 RTCP 가 영상 통화의 오디오와 비디오 사이의 적절한 동기
화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물론 , 이를 위해서
는 RTCP 가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

신뢰할 수 없는 장치의 오디오 스트림을 분류할 때는 음성 전용 통화와 영상 통화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
–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의 경우 미디어 스트림 식별이 어렵습니다 . 이전

에 논의된 대로 , 엔드포인트 또는 클라이언트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식별 방법이 필
요합니다 . 액세스 목록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 대부분의 경우에 음성 전용 통화의 오
디오를 영상 통화의 오디오와 구별하여 두 가지 유형의 오디오를 다르게 분류하는 것이 불
가능하지는 없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두 통화 유형의 모든 오디오가 단일 DSCP 값
으로 표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면 표시를 균일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생
성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

단일 비디오 대기열 접근법
통합 협업 미디어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여러 유형의 비디오를 관리하는 새로운 권장 사항은 폐
기 확률이 서로 다른 여러 DSCP 가 있는 단일 레이트 기반 대기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WAN 에
서 비디오 스케줄을 예약하는 이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단일 비디오 대기열이 AF41, AF42 및 AF43
을 사용하여 2 개 또는 3 개의 AF4 폐기 확률로 구성됩니다 . 여기서 AF43 은 AF42 보다 더 높은 폐
기 우선 순위 또는 확률을 가지며 AF42 는 AF41 보다 더 높은 폐기 우선 순위 또는 확률을 가집니
다 . 계층적 폐기 우선 순위를 사용하는 이 서비스 클래스가 포함된 단일 비디오 대기열의 이면에
있는 프레미스에서는 , 하나의 비디오 클래스가 대기열 내의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DSCP 에서 나머지 대기열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CS4 TelePresence 비디오 및
AF41 데스크톱 비디오가 두 개의 개별 레이트 기반의 대기열에 있는 이전 대기열 접근법의 최적
상태가 아닌 대역폭 사용률에 대한 주요 결점 중 하나가 해결됩니다 .
계층적인 DSCP 폐기 확률을 사용하는 이 단일 비디오 대기열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화된 비디오 대
역폭 사용률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TelePresence 비디오 및 데스크톱
비디오 등 두 가지 동일한 유형의 비디오를 사용하여 이 새로운 QoS 접근법의 단순한 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단일 CBWFQ( 클래스 기반 가중 공정 대기열 ) 에 두 개의 DSCP 값 ,
AF41 및 AF42 가 있습니다 . 그림 13−25 에서 이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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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5

단일 비디오 대기열 접근법
AF41 WRED thresholds

EF

Audio of TelePresence

AF41

Video of TelePresence

AF41

Audio of Desktop Video

AF42

Video of Desktop Video

AF42

Video
CBWFQ

other queues

AF42 WRED thresholds

PQ

BW Assigned to LLQ/CBWFQ Classes

EF

348859

Audio of IP Phone

그림 13−25 에서는 음성 통화의 오디오가 EF 로 표시되고 PQ( 우선 순위 대기열 ) 에 배치됩니다 .
이 경우 PQ 가 이 트래픽에 할당할 수 있는 대역폭의 양에 대해 엄격한 폴리서 (policer) 가 사용됩
니다 . 영상 통화는 두 개의 클래스로 구분됩니다 . TelePresence 통화의 경우 AF41 이고 데스크톱
비디오의 경우 AF42 입니다 . 관리자는 CBWFQ 를 WRED(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와 함
께 사용하여 AF42 의 폐기 우선 순위가 AF41 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기열
이 가득 차는 정체 시간 동안에는 AF42 가 AF41 보다 더 높은 확률로 대기열에서 폐기됩니다 .
WRED 의 기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AN QoS( 서비스 품질 ), 3−36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
이 예에서는 모든 비디오에 대해 DSCP 기반의 WRED 와 함께 단일 CBWFQ 를 사용 중인 관리자
가 정체 기간 중에 한 가지 유형의 비디오 (TelePresence 비디오 ) 를 다른 유형의 비디오 ( 데스크톱
) 보다 우선하여 패킷 손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이 " 단일 비디오 대기열 접근법 "
을 사용하면 이중 비디오 대기열 접근법과는 다르게 , 한 가지 유형의 비디오가 대기열의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필요한 경우 다른 유형의 비디오가 전체 대기열 대역폭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 이것은 퍼베이시브 비디오를 배포하려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

영상 통화의 오디오에 대한 고려 사항
위의 단일 비디오 대기열 예는 단순히 두 클래스가 동일한 CBFWQ 에 있는 경우에 한 비디오 클래
스가 다른 비디오 클래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역폭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점을
보여줍니다 . 이렇게 하면 이중 대기열 비디오 접근법의 결점 중 하나가 해결됩니다 . 그러나 설명
한 대로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에 두 가지 주요 결점이 있다는 다른 고려 사항을 해결하지는 않
습니다 .
•

비디오 대기열에서 패킷이 손실되면 영상 통화의 오디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신뢰할 수 없는 장치의 오디오 스트림을 분류할 때는 음성 전용 통화와 영상 통화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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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모든 오디오가 솔루션 전체에서 단일 EF(Expedited
Forwarding) 값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디오 스트림이 음성 전용 통
화 또는 영상 통화와 연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하나의 값으로 표시됩니다 . 이 방법에
서는 영상 통화의 오디오에 비디오보다 높은 우선 순위가 지정되지만 비디오 대기열의 패킷 손실
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Jabber 클라이언트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장치에 대한 식별 문제
도 해결됩니다 . 클라이언트의 표시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에서 음성 전용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을 영상 통화의 오디오와 구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
습니다 . 따라서 모든 오디오가 동일한 하나의 값으로 표시되는 이 새로운 모델로 이동하면 트래픽
의 처리와 네트워크 우선 순위 지정이 간소화됩니다 .
참고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DSCP 를 확보하는 방법과 비디오 또는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의
오디오 부분에 대한 DSCP 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및 이 차별화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 13−19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또한 신뢰할 수 없
는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 , 13−23 페이지에 있는 섹션에서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한 DSCP 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전체 솔루션에서 통합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모든 오디오의 DSCP 를 EF 로 표시하는 데 필요
한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모든 오디오를 EF 로 표시할 수 있으려면 엔드포인트가 Unified CM 의 영상 /TelePresence 통화
의 오디오 부분용 DSCP QoS 설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 엔드포인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표 13−8 을 참조하십시오 .

•

Jabber 클라이언트는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구현에서 모든 오디오를 EF 로 표시하
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오디오를 EF 로 표시하는 것과 함께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ELCAC
는 올바른 DSCP 설정에 의존하여 음성 및 비디오 CAC 풀이 나타내는 대기열의 보호를 보장합
니다 . 영상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에 대한 DSCP 를 변경하려면 ELCAC 가 영상 통화에 대한 대
역폭을 공제하는 방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CallManager 서비스의 통화 허용 제어 섹션에
서 영상 통화용 오디오 풀에서 오디오 대역폭 공제라는 서비스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 이 매개 변수는 참 또는 거짓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참 : Cisco Unified CM 이 영상 통화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대역폭 할당을 별도의 풀로 분

할합니다 .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에 대한 대역폭 할당은 오디오 풀에서 공제되는 반면
에 영상 통화의 비디오 부분은 비디오 풀에서 공제됩니다 .

– 거짓 : Cisco Unified CM 이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대역폭 할당을 비디오 풀에서 공

제하는 레거시 동작을 적용합니다 . 이 값이 기본 설정입니다 .

비디오의 모든 오디오를 EF 로 표시하는 허용 제어 측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성 풀에서 모든
오디오 공제 , 13−5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편의적 비디오
비디오를 조직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배포하려는 경우 , 일반적으로 대역폭 제약 조건은 사용 가능
한 대역폭과 최번시 동안의 영상 통화 수를 기반으로 최번시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비디오 해상도 수
준을 결정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협업 미디어의 식별 및 분류 전략과 결합된 DSCP 기
반의 WRED 를 사용하는 단일 비디오 대기열을 통해 비디오 유형의 대상을 편의적 비디오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3-36

2018 년 3 월 1 일

13 장

대역폭 관리

협업을 위한 QoS 아키텍처

편의적 비디오는 지정된 시간에 사용 가능한 WAN 대역폭 리소스를 기반으로 최상의 비디오 품질
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비디오 엔드포인트 그룹을 편의적인 것으로 선택

•

WAN 이 AF41, AF42 및 AF43 의 폐기 우선 순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F4 DSCP(2 개의 DSCP
만 필요함 ) 가 포함된 DSCP 기반의 WRED 를 사용하는 단일 비디오 대기열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

AF42 를 사용하는 편의적 엔드포인트의 비디오 식별 및 분류

•

AF41 을 사용하는 다른 모든 비디오 엔드포인트 식별 및 분류

프로비저닝 및 허용 제어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하고 다양한 엔드포인트 그룹 사이에 올바른 비트 레이트가 협상되는지 확인
하는 것은 대역폭 관리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 Unified CM 환경에서는 지역의 개념을 사용하여 주
어진 통화 흐름에 대한 최대 오디오 및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를 설정하는 Unified CM 을 통해 비
트 레이트가 협상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비디오 및 TelePresence 의 최대 비트 레이트에 대해 중점
적으로 설명합니다 .

Unified CM 지역
Unified CM 위치 (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 13−39 페이지 참조 ) 는 지역과 함께 작동하여
통화 흐름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 지역은 두 장치 간에 사용되는 압축 유형 또는 비트 레이트 (8kbps
또는 G.729, 64kbps 또는 G.722/G.711 등 ) 를 정의합니다 . 위치 링크는 장치 간의 경로에 사용 가
능한 대역폭의 양을 정의합니다 . 시스템 내 각 장치 및 트렁크가 지역 ( 장치 풀 사용 ) 및 위치 ( 장
치 풀을 사용하거나 장치 자체에서 직접 구성 ) 모두에 할당됩니다 .
•

지역을 통해 영상 통화의 대역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서 오디오를 제한하면 더 높은
비트 레이트로 코덱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영상 통화의 경우 비디오를 제한하면 비
디오의 품질 ( 해상도 및 전송률 ) 이 제약을 받습니다 .

•

위치는 해당 링크의 모든 통화에 사용할 수 있는 총 대역폭의 양을 정의합니다 . 링크에서 전화
를 건 경우 , 해당 링크에 허용되는 총 대역폭에서 해당 통화에 대한 지역 값을 빼야 합니다 .

지역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장치 그룹에 대한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 ( 비디오 해상도 ) 를 관리하
면 특정 장치 그룹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매트릭스 생성에 대한 몇 가지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장치를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 범주로 그룹화하십시오 .

•

그룹의 수가 적을수록 더 쉽게 대역폭 요구 사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매트릭스를 단순화하고 지역 내 및 지역 간 기본값을 제공하도록 기본 지역 설정을 고려하십
시오 .

지역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 13−39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
표 13−9 은 4 개의 장치 그룹에 대한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 지역 매트릭스의 예를 보여줍니다 .
참고

표 13−9 은 장치를 그룹화하는 방법과 장치 그룹 간의 일반 해상도에 대해 제안될 수 있는 최대 비
트 레이트에 대한 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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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역 매트릭스 예

엔드포인트 그룹
화

레거시 ( 작은 화
면)

레거시 ( 작은 화면 ) 800kbps

Jabber

회의실 시스템 +
스마트 데스크톱

몰입형 + MCU

800kbps

800kbps

800kbps

Jabber

800kbps

1,500kbps

1,500kbps

1,500kbps

회의실 시스템 + 스
마트 데스크톱

800kbps

1,500kbps

2,500kbps

2,500kbps

몰입형 + MCU

800kbps

1,500kbps

2,500kbps

12,000kbps

표 13−9 에 있는 4 개의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레거시 ( 작은 화면 ) — 더 작은 저해상도 화면이 포함된 레거시 엔드포인트 또는 800kbps 비트
레이트로 제한되는 다른 장치일 수 있습니다 .

•

Jabber — 일반적으로 배포된 비디오 지원 엔드포인트의 가장 큰 그룹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편
의적 비디오 접근법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편의적 비디오로 분류된 경우 , 최대
1,500kbps(720p@30fps)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패킷 손실을 기반으로 레이트를 적응시킬 수 있
습니다 .

•

회의실 시스템 + 스마트 데스크톱 — Cisco MX, SX, C 또는 Profile 시리즈와 같은 회의실 시스
템입니다 . 또한 스마트 데스크톱 엔드포인트는 Cisco DX 및 EX 시리즈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
러한 엔드포인트는 2,500kbps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에서 720p@30fps 가 될 수 있습니다 .

•

몰입형 + MCU — 더 규모가 큰 Cisco TX 또는 IX 시리즈 엔드포인트 및 최대 12Mbps 로 설정
되는 MCU 이며 , 다른 TelePresence 장치 및 MCU 와 함께 대략 1080p@30fps 로 변환됩니다 .

대역폭 프로비저닝에 대한 기타 지역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지역 내 설정과 지역 간 설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이에 따
라 사이트별 지역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여기서의 개념은 지역 내 및 지역 간 오디오
또는 비디오 비트 레이트가 다른 경우에는 사이트별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사
이트 수 (N) 와 비디오 그룹 수 (X) 를 곱한 수로 지역의 구성을 확대합니다 (NX = 평균적으로
필요한 지역 수 ). 지역 간 및 지역 내 오디오 및 비디오 비트 레이트가 동일한 경우에만 비지오
그룹에 대한 지역만 필요합니다 (X).

•

가능한 경우 음성 전용 IP 전화기에 구성된 지역을 재사용하십시오 .
– 오디오 코덱 구성이 공유되기 때문에 , 영상 통화가 다른 오디오 코덱을 사용해야 하는 경

우에는 새 지역을 구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음성 전용 장치는 WAN 을 통해서는 G.729
오디오 코덱을 사용하고 LAN 을 통해서는 G.711 또는 G.722 를 사용하는 반면에 비디오
장치는 항상 G7.11 또는 G.722 를 사용하므로 음성 전용 엔드포인트와 비디오 엔드포인트
가 지역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각 사이트에 장치 그룹별 지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사이트 수 = N 및 비디오 지역 그룹 수 = 4 + 음성 전용 지역 그룹이므로 필요한 지역
수는 N*4 입니다 .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도구 또는 BAT(Bulk Administration
Tool) 를 구성 보조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

– 지역 내 및 지역 간 통화와 음성 전용 통화 모두에 단일 오디오 코덱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이트별 지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디오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모두 음성
전용 또는 영상 통화에 대해 WAN 및 LAN 을 통한 G.711 또는 G.722 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음성 전용 IP 전화기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동일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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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를 단순화하도록 기본 지역 설정을 고려하십시오 . 다음 예에서는 그림 13−25 의 지역
그룹화를 기반으로 하는 가능한 기본 설정을 보여줍니다 . 지역 내 비트 레이트가 지역 간 비트
레이트보다 크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이트별 지역이 필요합니다 .
– 기본 지역 내 최대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768 으로 설정 , 지역 내 통화에 대

한 장치의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 용량을 768kbps 로 설정합니다 .

– 기본 지역 간 최대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768 로 설정 , 지역 간 통화에 대한

장치의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 용량을 768kbps 로 설정합니다 .

– 기본 지역 내 최대 몰입형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12,000 으로 설정 , 지역 내

통화에 대한 장치의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 용량을 12,000kbps 로 설정합니다 .

– 기본 지역 간 최대 몰입형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12,000 으로 설정 , 지역 간

통화에 대한 장치의 최대 비디오 비트 레이트 용량을 12,000kbps 로 설정합니다 .

– 기본값 이외에 각 비디오 엔드포인트 그룹마다 1 개씩 , 4 개의 지역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통화 허용 제어 기능은 협업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여러 사이트가 IP
WAN 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음성 및 영상 통화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 리소스가 제한된 경우에 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 통화 허용 제어가 수행하는 작업과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려면 그림 13−26 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
통화 허용 제어 기능이 필요한 이유

Circuit-Switched
Networks

Packet-Switched
Networks
PSTN

PSTN

Physical
Trunks

PBX

Third call
rejected

IP WAN link provisioned
for 2 VoIP calls (equivalent
to 2 “virtual” trunks)
No physical limitation
on IP links.
Third call can go through,
but voice quality of all
calls degrades.
->Call admission
control prevents this
problem.

IP WAN
Link

STOP

V
Router/
Gateway
IP

Cisco Unified CM

M

IP

IP

126670

그림 13-26

그림 13−26 의 왼쪽에 표시되어 있듯이 , 일반적인 TDM 기반 PBX 는 통화가 설정될 때마다 회선
이 설정되는 회선 교환 네트워크 내에서 운영됩니다 . 그 결과 , 레거시 PBX 가 PSTN 또는 다른
PBX 에 연결되는 경우 일정한 수의 물리적 트렁크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PSTN 또는 다른
PBX 로 통화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 PBX 는 사용 가능한 트렁크 중에서 선택합니다 . 사용 가능한
트렁크가 없는 경우에는 PBX 에 의해 통화가 거부되며 발신자는 네트워크 통화 중 신호음을 듣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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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림 13−26 의 오른쪽에 표시된 IP 연결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살펴보십시오 . 이
시스템은 패킷 교환 네트워크 (IP 네트워크 ) 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P 텔레포니 통화를 설정하
기 위해 회선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 대신 음성 샘플이 포함된 IP 패킷이 다른 유형의 데이터 패킷
과 함께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됩니다 . 음성 패킷을 데이터 패킷과 구별하기 위해 QoS( 서비스
품질 ) 가 사용되지만 대역폭 리소스 , 특히 IP WAN 링크 상의 대역폭 리소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 네트워크 관리자는 일정한 양의 " 우선 순위 " 대역폭을 각 IP WAN 링크에 음성 트래
픽 전용으로 할당합니다 . 하지만 일단 프로비저닝된 대역폭이 모두 사용되면 IP WAN 링크에 있
는 우선 순위 대기열의 과다 신청으로 인해 모든 음성 통화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IP 텔레포니
시스템이 후속 통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 이 기능을 통화 허용 제어라고 하며 , IP WAN 이 포함된
멀티사이트 배포에서 좋은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최종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려면 통화 설정 단계에서 항상 통화 허용 제어 기능을
수행하여 ,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리소스가 없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다른
네트워크 ( 예 : PSTN) 를 통해 통화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장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
•

통화 허용 제어 아키텍처 , 13−40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라고 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를 통한 통화 허용 제어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합니다 . Cisco IOS Gatekeeper, RSVP 및 RSVP
SIP 사전 조건에 대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9.0 SRND 의 통화 허용 제
어 장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srnd/9x/cac.html

•

통화 허용 제어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 13−72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IP WAN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적용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

통화 허용 제어 아키텍처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M 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기능의 설계 및
구성 지침을 제공합니다 .

Unified CM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Cisco Unified CM 은 복잡한 WAN 토폴로지는 물론 여러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WAN 업링크를 사
용하여 동일한 물리적 사이트의 장치를 관리하는 ,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한 분산형 Unified CM 배포
를 지원하는 ELCAC(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 를 제공합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기능은
또한 몰입형 비디오를 지원하므로 , 관리자가 TelePresence 와 같은 몰입형 영상 통화에 대한 통화
허용을 다른 영상 통화와 별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보다 복잡한 WAN 토폴로지를 지원하기 위해 Unified CM 은 위치 기반 네트워크 모델링 기능을 구
현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여 Unified CM 은 발신자와 착신자 간의 멀티홉 WAN 연결을 지원
합니다 . 이 네트워크 모델링 기능은 또한 멀티클러스터 분산형 Unified CM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 관리자가 클러스터들이 서로 통신하여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동일한 위치에 할당된 대역폭을 예약 , 해제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러스터 간에 효
과적으로 위치를 " 공유 "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관리자는 위치 구성에 몰입형 비디오 대역폭이라
고 하는 새 필드를 할당하여 TelePresence 와 같은 몰입형 영상 통화를 위해 별도로 대역폭을 프로
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급 위치 기반 CAC 의 관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 CAC 기능 향상 및 설계
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지만 , 문제 해결 및 서비스 가용성 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품 설명서에서 논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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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링크 및 가중치를 사용한 네트워크 모델링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모델 기반의 정적 CAC 메커니즘입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에는 WAN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엔드 투 엔드 음성 , 영상 및 몰입형 통화를 위해 엔드포인트 그룹 간에 미
디어를 전송하는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 Unified CM 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위치 및 링크
를 구성하여 " 라우팅된 WAN 네트워크 " 를 모델링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Unified CM 은 네트
워크를 모델링하기 위한 구성 및 서비스 가용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 네트워크 장애 및 네트
워크 프로토콜 재전송을 고려하지 않는 " 정적 " CAC 메커니즘입니다 . 그러므로 WAN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변경되면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또한 통화 기반이고 대
역폭이 스트림이 아니라 통화별로 공제되므로 , 최고의 비트 레이트를 위해 한 방향의 비트 레이트
가 다른 방향보다 높은 비대칭 미디어 흐름은 항상 공제됩니다 . 또한 , 단방향 미디어 흐름도 양방
향 미디어 흐름처럼 공제됩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에는 관리자가 위치 및 링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
•

위치 — 위치는 LAN 을 나타냅니다 . 위치는 엔드포인트를 포함하거나 , 단순히 WAN 네트워
크 모델링을 위한 링크 간 통과 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 예를 들어 , MPLS 공급자를 위치로 나
타낼 수 있습니다 .

•

링크 — 링크는 위치를 상호 연결하며 위치 간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됩
니다 . 링크는 WAN 링크를 논리적으로 나타나며 위치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 에서 구성됩니
다.

•

가중치 — 가중치는 위치 쌍 간의 유효 경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 링크의 상대적 우선 순위를 제
공합니다 . 유효 경로는 Unified CM 에서 대역폭 계산에 사용하는 경로이며 가능한 모든 경로
의 누적 가중치가 가장 작습니다 . 가중치는 링크에서 " 유효 경로 " 에 대한 " 비용 " 을 제공하
기 위해 사용되며 두 위치 간에 경로가 2 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경로 — 위치 쌍을 연결하는 링크 및 중간 위치의 시퀀스입니다 . Unified CM 은 각 위치에서 다
른 모든 위치까지 최저 비용 경로 ( 최저 누적 가중치 ) 를 계산하고 다양한 경로의 지도를 만듭
니다 . 위치 쌍 간에는 하나의 " 유효 경로 " 만 사용됩니다 .

•

유효 경로 — 유효 경로는 누적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경로입니다 .

•

대역폭 할당량 — 모델에서 오디오 , 비디오 , 몰입형 비디오 (TelePresence) 등 각 트래픽 유형
에 할당되는 대역폭의 양입니다 .

•

LBM( 위치 대역폭 관리자 ) — Unified CM 에서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에 구성된 위치 및 링크
데이터로부터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 , 위치 쌍 간의 유효 경로를 결정하고 , 각 통화 유형
에 대한 대역폭의 가용성을 기반으로 위치 쌍 간의 통화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 허
용된 각 통화 기간에 대한 대역폭을 공제 ( 예약 ) 하는 활성 서비스입니다 .

•

위치 대역폭 관리자 허브 — 클러스터 간 고정된 위치 , 링크 데이터 및 동적 대역폭 할당량 데
이터의 복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정된 LBM( 위치 대역폭 관리자 ) 서비스입니다 . LBM 허브
그룹에 할당된 LBM 들은 공통 연결에 함께 포함되며 완전 메시형 클러스터 간 복제 네트워크
를 구성합니다 . LBM 허브가 있는 클러스터의 다른 LBM 서비스는 해당 클러스터의 LBM 허
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클러스터 간 복제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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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링크
Unified CM 은 위치 개념을 사용하여 물리적 사이트를 나타내고 장치 자체의 직접 구성 , 장치 풀 또
는 장치 이동성을 통해 엔드포인트 , 음성 메시징 포트 , 트렁크 , 게이트웨이 등 미디어 장치와의 연
결을 생성합니다 . Unified CM 은 또한 링크라고 하는 새로운 위치 구성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 링
크는 위치를 상호 연결하며 위치 간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링크는
WAN 링크를 논리적으로 나타냅니다 . 이 섹션에서는 위치 및 링크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위치 구성 자체는 링크 , 위치 내 대역폭 매개 변수 , RSVP 위치 설정 등 3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
됩니다 . RSVP 위치 설정은 RSVP 구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급 위치 기반 CAC 의 경우에는 고
려되지 않습니다 . 구성에서는 링크 대역폭 매개 변수가 먼저 표시되며 , 위치 내 대역폭 매개 변수
는 고급 설정 표시 링크를 선택하여 숨기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위치 내 대역폭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음성 , 영상 , 몰입형 등 3 가지 통화 유형에 대한 대
역폭 할당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치 내 대역폭 매개 변수는 지정된 위치 내는 물론 지정된 위
치와의 사이의 트래픽 양을 제한합니다 . 장치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경우 해당 통화 유형에 해
당하는 대역폭 할당량에서 대역폭이 공제됩니다 . 관리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LAN 또는 통과 위
치에서 사용되는 대역폭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오늘날 기가비트 LAN 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는 LAN 의 대역폭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관리자는 링크 대역폭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 " 인접 위치 "( 위치 간에 링크가 구성되어 있는 위치
) 간의 음성 , 영상 및 몰입형 통화를 위해 프로비저닝된 대역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멀티홉 WAN 네트워크를 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 쌍의 문자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그림 13−27 에 표시되어 있는 4 개의 물리적 사이트를 연결하는 간단한 3−
홉 WAN 토폴로지를 살펴보십시오 . 이 토폴로지에서는 San Jose 와 Boulder, Boulder 와 Richardson,
Richardson 과 RTP 간에 링크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 San Jose 에서 Boulder 로 링크를
생성하면 역 링크 (Boulder 에서 San Jose) 도 생성됩니다 . 그러므로 , 관리자는 각 위치 구성 페이
지에서 한 번만 링크 쌍을 생성해야 합니다 . 그림 13−27 의 예에서 , 3 개 링크 각각의 설정은 가중
치 50, 오디오 대역폭 240kbps, 비디오 대역폭 500kbps, 몰입형 대역폭 5000kbps( 또는 5Mbps) 로 동
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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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WAN 홉을 사용한 간단한 링크의 예

Location

Intra-Location
Audio
Video
Immersive

San Jose
Unlimited
Unlimited
Unlimited

SIP
SIP

Link

V

San Jose

Link San Jose <> Boulder
Weight
50
Audio
240 kbps
Video
500 kbps
Immersive 5000 kbps
Deduct Bandwidth!

V

Intra-Location
Audio
Video
Immersive

Richardson
Unlimited
Unlimited
Unlimited

SIP
SIP

Boulder

Link Boulder <> Richardson
Weight
50
Audio
240 kbps
Video
500 kbps
Immersive 5000 kbps
Intra-Location
Audio
Video
Immersive

Boulder
Unlimited
Unlimited
Unlimited

Deduct Bandwidth!
SIP
SIP

V

Richardson

Deduct Bandwidth!

V

Intra-Location
Audio
Video
Immersive

RTP
Unlimited
Unlimited
Unlimited

SIP
SIP

RTP

292542

Effective Path

Link Richardson <> RTP
Weight
50
Audio
240 kbps
Video
500 kbps
Immersive 5000 kbps

San Jose 와 RTP 간에 통화가 이루어질 때 Unified CM 은 두 장치 간의 지역 쌍을 기준으로 요청된
통화의 대역폭을 계산하고 ( 위치 , 링크 및 지역 설정 , 13−46 페이지 참조 ) 두 위치 간의 유효 경
로를 확인합니다 . 다시 말해 , Unified CM 은 두 위치 간의 경로를 구성하는 위치 및 링크를 확인하
고 , 경로의 각 링크 및 ( 해당되는 경우 ) 각 위치에서 적절히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어느 위치에서
든 무제한이 아닌 대역폭 값을 구성한 경우 경로를 따라 위치 내 대역폭도 공제됩니다 .
가중치는 링크에만 설정할 수 있으며 , 두 위치 간에 여러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중치를 사
용하여 특정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경로가 구성된 경우 누적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나
의 경로만 선택되며 , 이 경로를 유효 경로라고 합니다 . 이 경로는 정적이며 유효 경로는 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그림 13−28 은 San Jose, Boulder, Seattle 등 세 위치 간의 링크에 가중치가 설
정된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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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경로 가중치

San Jose

IP
LBM

Effective Path

IP
IP

LBM

Link Weight

V

50

30

30

IP

IP
IP

IP

IP

Boulder

Seattle

292543

IP

San Jose 와 Seattle 간에는 위치 간의 직접 링크 하나와 Boulder 위치를 통한 또 하나의 경로 (San
Jose/Boulder 링크 및 Boulder/Seattle 링크 ) 등 2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 San Jose 와 Seattle 간의 직
접 링크에 설정된 가중치는 50 으로 , San Jose/Boulder 및 Boulder/Seattle 링크의 누적 가중치
60(30+30) 보다 작습니다 . 따라서 , 누적 링크 가중치가 50 이기 때문에 직접 링크가 유효 경로로
선택됩니다 .
Unified CM 에서 장치를 구성하는 경우 , 장치가 위치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 위치는 토폴로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위치로의 링크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에서 구성되는 위
치는 가상 위치이며 실제 물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 Unified CM 은 네트워크의
실제 물리적 토폴로지를 알지 못합니다 . 그러므로 , Unified CM 위치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기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매핑하려면 Unified CM 에서 수동으로 물리적 네트워크를 변경해야 합니다
. 장치가 하나의 물리적 위치에서 다른 물리적 위치로 이동한 경우 , 시스템 관리자는 장치의 위치
구성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장치 이동성 기능을 구현하여 , Unified CM 에서 해당 장치로 ( 부
터 ) 의 통화에 대한 대역폭 할당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각 장치는 기본적으
로 Hub_None 위치에 있습니다 . Hub_None 위치는 일반적으로 2 개 이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위치의 예이며 , 기본적으로 오디오 , 비디오 , 몰입형 대역폭을 위한 무제한 위치 내 대
역폭 할당량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Unified CM 을 사용하면 각 위치 및 위치 간의 링크에 대해 별도의 음성 , 비디오 및 몰입형 대역폭
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위치의 위치 내 대역폭 구성은 기본값 무제한으로 남게 되
며 , 위치 간 링크는 물리적 사이트 간 WAN 링크의 용량과 일치하도록 한정된 kbps( 초당 킬로비트
) 수로 설정됩니다 . 위치의 위치 내 오디오 , 비디오 및 몰입형 대역폭이 무제한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위치 내 모든 통화 및 해당 위치를 경유하는 모든 통화 ( 음성 , 영상 및 몰입형 ) 에 무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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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 대역폭 값이 한정된 kbps( 초당 킬로비트 ) 수로 설정된 경우
Unified CM 은 위치 내 모든 통화 및 위치를 통과 위치 ( 계산 경로에 포함되지만 시작 또는 종료 위
치가 아닌 위치 ) 로 사용하는 모든 통화를 추적합니다 .
영상 통화의 경우 비디오 위치 대역폭에서는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부분을 모두 고려합니
다 . 그러므로 , 영상 통화의 경우 오디오 대역폭에서 대역폭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몰입형 영상 통
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 위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IP 전화기

•

CTI 포트

•

H.323 클라이언트

•

CTI 경로 포인트

•

컨퍼런스 브리지

•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서버

•

게이트웨이

•

트렁크

•

MTP(Media Termination Point)( 장치 풀 경유 )

•

TRP(Trusted Relay Point)( 장치 풀 경유 )

•

알림 장치 ( 장치 풀 경유 )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메커니즘에서는 통화 유형의 통화 중 변경 사항도 고려합니다 . 예
를 들어 , 사이트 간 영상 통화가 설정된 경우 Unified CM 은 경로의 각 위치 및 링크에서 적절한 양
의 비디오 대역폭을 뺍니다 . 이 영상 통화가 비디오를 처리할 수 없는 장치로 전송된 결과 음성 전
용 통화로 변경되면 Unified CM 은 할당된 대역폭을 비디오 풀에 반환하고 동일한 경로를 따라 오
디오 풀에서 적절한 양의 대역폭을 할당합니다 . 음성 통화에서 영상 통화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
역폭 할당량이 이와 반대로 변경됩니다 .
표 13−10 에는 통화 속도별로 정적 위치 알고리즘에 의해 요청되는 대역폭의 양이 나열되어 있습
니다 . 음성 통화의 경우 Unified CM 은 미디어 비트 레이트 더하기 IP 및 UDP 오버헤드 수를 셉니
다 . 예를 들어 , G.711 음성 통화는 위치 및 링크의 오디오 대역폭 할당량에서 공제되는 80kbps(64k
비트 레이트 + 16k IP/UDP 헤더 ) 를 사용합니다 . 영상 통화의 경우 Unified CM 은 오디오 및 비디
오 스트림 모두 미디어 비트 레이트만을 셉니다 . 예를 들어 , 비트 레이트가 384kbps 인 영상 통화
의 경우 Unified CM 은 비디오 대역폭 할당량에서 384kbps 를 할당합니다 .
표 13-10

위치 및 링크 대역폭 공제 알고리즘에 의해 요청되는 대역폭의 양

통화 속도

정적 위치 및 링크 대역폭 값

G.711 음성 통화 (64kbps)

80kbps

G.729 음성 통화 (8kbps)

24kbps

128kbps 영상 통화

128kbps

384kbps 영상 통화

384kbps

512kbps 영상 통화

512kbps

768kbps 영상 통화

768kbps

코덱과 위치 및 링크 대역폭 값의 전체 목록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ystem Guide
의 통화 허용 제어 섹션에 있는 대역폭 계산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13-45

13 장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대역폭 관리

예를 들어 , Branch 1 위치에서 Hub_None 로의 링크 구성에서 사용 가능한 오디오 대역폭 256kbps
및 사용 가능한 비디오 대역폭 384kbps 를 할당한다고 가정합니다 . 이 경우 Branch 1 에서
Hub_None 로의 경로는 최대 3 개의 G.711 음성 통화 ( 통화당 80kbps 속도 ), 10 개의 G.729 음성 통
화 ( 통화당 24kbps 속도 ) 또는 256kbps 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통화 조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치 간의 링크는 또한 사용 중인 비디오 및 오디오 코덱에 따라 다른 수의 영상 통화를 지원합니
다 ( 예를 들어 , 384kbps 의 대역폭이 필요한 영상 통화 1 개 또는 각각 128kbps 의 대역폭이 필요한
영상 통화 3 개 ).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전화를 거는 경우 Unified CM 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위치 및 링
크의 유효 경로에서 적절한 양의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그림 13−27 의 예를 보면 Unified CM 은
San Jose 와 RTP 위치 간의 G.729 통화에 대해 San Jose 와 Boulder, Boulder 와 Richardson,
Richardson 과 RTP 간 링크의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서 24kbps 를 공제합니다 . 통화가 완료되면
Unified CM 은 대역폭을 유효 경로 상의 동일한 링크에 반환합니다 . 경로 상의 한 링크에 대역폭
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Unified CM 에 의해 통화가 거부되며 발신자는 통화 중 신호음을 듣게
됩니다 . 발신 장치가 디스플레이가 달린 IP 전화기인 경우 해당 장치에도 "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
음 "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통화 허용 제어 기능에 의해 위치 간 통화가 거부되는 경우 Unified CM 은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기능을 사용하여 PSTN 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통화를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
AAR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14−7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참고

AAR 는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기능이 유효 경로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하여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호출됩니다 . IP WAN 을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연결 문제로 인해 착신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AAR 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통화가 착신
장치의 " 통화 착신 전환 응답 없음 " 필드에 지정된 대상으로 재전송됩니다 .
또한 장치 간의 영상 통화에서 CAC 에 실패한 경우 비디오 장치에서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Unified CM 의 비디오 엔드포인트 구성 페이지
에서 구성되며 전화를 받는 비디오 엔드포인트 또는 트렁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비
디오 엔드포인트의 경우 영상 통화를 음성으로 재시도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며 엔드포인트
에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위치 , 링크 및 지역 설정
위치는 지역과 함께 사용되어 위치 및 링크의 유효 경로 상에서 통화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 지역
은 장치 간에 사용되는 압축 유형 또는 비트 레이트 (8kbps 또는 G.729, 64kbps 또는 G.722/G.711 등
) 를 정의하며 , 위치 링크는 장치 간 의 유효 경로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의 양을 정의합니다 . 시스
템 내 각 장치는 지역 ( 장치 풀을 사용하여 ) 및 위치 ( 장치 풀을 사용하거나 장치 자체에서 직접
구성하여 ) 모두에 할당합니다 .
Unified CM 에서 위치를 구성하여 다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물리적 사이트 ( 예 : 지점 ) 또는 통과 사이트 ( 예 : MPLS 클라우드 ) — 하나의 위치는 하나의
LAN 을 나타냅니다 . 위치는 엔드포인트를 포함하거나 , 단순히 WAN 네트워크 모델링을 위한
링크 간 통과 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

•

인접 위치 간의 링크 대역폭 — 링크는 위치를 상호 연결하며 위치 간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링크는 물리적 사이트 간의 WAN 링크를 논리적으로 나타냅니다 .
– 오디오 대역폭 — WAN 링크에서 위치 내 장치로부터 구성된 인접 장치로의 음성 및 팩스

통화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의 양입니다 . Unified CM 은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이 대역폭 값을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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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대역폭 — WAN 링크에서 위치 내 장치로부터 구성된 인접 장치로의 영상 통화에

사용 가능한 비디오 대역폭의 양입니다 . Unified CM 은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이 대역폭 값을 사용합니다 .

– 몰입형 비디오 대역폭 — WAN 링크에서 위치 내 장치로부터 구성된 인접 장치로의

TelePresence 통화에 사용 가능한 몰입형 대역폭의 양입니다 . Unified CM 은 고급 위치 기
반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이 대역폭 값을 사용합니다 .

•

위치 내 대역폭
– 오디오 대역폭 — LAN 에서 위치 내 장치로부터의 음성 및 팩스 통화에 사용 가능한 대역

폭의 양입니다 . Unified CM 은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이 대역폭 값을 사용
합니다 .

– 비디오 대역폭 — LAN 에서 위치 내 장치로부터의 영상 통화에 사용 가능한 비디오 대역폭

의 양입니다 . Unified CM 은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이 대역폭 값을 사용합
니다 .

– 몰입형 비디오 대역폭 — LAN 에서 위치 내 장치로부터의 TelePresence 통화에 사용 가능

한 몰입형 대역폭의 양입니다 . Unified CM 은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이 대
역폭 값을 사용합니다 .

Unified CM 에서 지역을 구성하여 다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내 통화 및 지역 간 통화에 사용되는 최대 오디오 비트 레이트

•

지역 내 통화 및 지역 간 통화에 사용되는 영상 통화에 대한 최대 세션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
함)

•

지역 내 통화 및 지역 간 통화에 사용되는 몰입형 통화에 대한 최대 세션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

위치 및 지역에 대한 통합된 CM 지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는 클러스터당 2,000 개의 위치와 2,000 개의 지역을 지원합
니다 . 최대 2,000 개의 위치 및 지역을 배포하려면 클러스터 전체 매개 변수 > ( 시스템 − 위치 및
지역 ) 및 클러스터 전체 매개 변수 > ( 시스템 − RSVP) 구성 메뉴에서 다음 서비스 매개 변수를 구
성해야 합니다 .
•

기본 지역 내 최대 오디오 비트 레이트

•

기본 지역 간 최대 오디오 비트 레이트

•

기본 지역 내 최대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

기본 지역 간 최대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

기본 지역 내 최대 몰입형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

기본 지역 간 최대 몰입형 영상 통화 비트 레이트 ( 오디오 포함 )

•

지역 간 기본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

•

지역 내 기본 오디오 코덱 기본 설정 목록

지역을 추가하는 경우 최대 오디오 비트 레이트 및 영상 통화에 대한 최대 세션 비트 레이트 값에
대해 시스템 기본값 사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개별 지역의 기본값에서 이 값을 변경하면 서버 초기화 및 게시자 업그레이드 시간에 영향을 미칩
니다 . 따라서 , 총 2,000 개의 지역과 2,000 개의 위치를 사용하여 , 최대 200 개의 지역을 수정하여
기본값 이외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총 1,000 개 이하의 지역 및 위치에서 기본값이 아닌 값을
사용하도록 영역을 최대 500 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 13−11 에 이러한 한도가 요약되어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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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위치 및 기본 영역이 아닌 수

기본 - 지역이 아닌 수

최대 지역 수

최대 위치 수

0 ~ 200

2,000

2,000

200 ~ 500

1,000

1,000

최대 오디오 비트 레이트는 음성 통화 및 팩스 통화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 G.729 를 지역 간 코덱
으로 사용하려면 팩스 통화에 T.38 팩스 릴레이를 사용하십시오 . WAN 상에서 팩스 통과를 사용하
려면 오디오 기본 설정 목록을 사용하여 음성 전용 통화의 경우 , G.729, 팩스 통화의 경우 G.711 을
지정하십시오 .

위치 대역폭 관리자
LBM( 위치 대역폭 관리자 ) 은 서비스 가용성 웹 페이지에서 관리되는 Unified CM 기능 서비스로
모든 고급 위치 기반 CAC 대역폭 기능을 담당합니다 . LBM 은 Unified CM 가입자 노드에서 실행
하거나 클러스터의 전용 Unified CM 노드에서 독립 실행형 서비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
터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활성화하려면 각 클러스터에서 하나 이상의 LBM 인스턴스를 실행
해야 합니다 . 하지만 , Cisco CallManager 서비스도 실행하는 클러스터의 각 가입자 노드에서 LBM
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LBM 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

위치 및 링크의 토폴로지 구성

•

토폴로지에 걸쳐 유효 경로 계산

•

Cisco CallManager 서비스 (Unified CM 통화 제어 ) 의 대역폭 요청 처리

•

대역폭 정보를 다른 LBM 에 복제

•

구성된 동적 정보를 서비스 가용성에 제공

•

위치 RTMT(Real−Time Monitoring Tool ) 카운터 업데이트

LB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Cisco Unified CM 을 일반 위치 기반 CAC 만을 지원하는 이전 릴리스에
서 업그레이드할 때 활성화됩니다 . 새 설치의 경우 LBM 서비스를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
설치하는 동안 LBM 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치 오디오 , 비디오 및 몰입형 대역폭 값 , 위치 내 대
역폭 데이터 , 위치 대 위치 링크 오디오 , 비디오 및 몰입형 대역폭 값 및 가중치 등 로컬 위치 정보
를 읽습니다 . 클러스터의 각 LBM 은 링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위치에서 다른 모든 위치까지 경
로의 로컬 조합을 생성합니다 . 이 경로의 조합을 조합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 클러스터에서 각
LBM 은 동일한 데이터에 액세스하며 , 따라서 초기화하는 동안 조합 토폴로지의 동일한 로컬 복
사본을 생성합니다 .
런타임 시 LBM 은 위치 및 링크의 로컬 조합 토폴로지에서 계산된 경로를 따라 예약을 적용하고 ,
예약을 클러스터의 다른 LBM 에 복제합니다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구성되고 활성
화된 경우 조합 토폴로지를 다른 클러스터에 복제하도록 LB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13−50 페이지 참조 ).
기본적으로 Cisco CallManager 서비스는 로컬 LBM 서비스와 통신하지만 , LBM 그룹을 사용하여
이 통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LBM 그룹은 Unified CM 통화 제어를 위한 중복을 생성하기 위해
활성 및 대기 LBM 을 제공합니다 . 그림 13−29 는 LBM 중복의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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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9

위치 대역폭 관리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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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9 는 5 개의 Unified CM 서버를 보여줍니다 . UCM1 과 UCM2 는 전용 LBM 서버 (LBM
서비스만 활성화됨 ) 이고 UCM3, UCM4 및 UCM5 는 Unified CM 가입자 (Cisco CallManager 서비
스가 활성화됨 ) 입니다 . UCM1 을 활성 , UCM2 를 대기 LBM 으로 하여 LBM 그룹이 구성되었으
며 가입자 UCM3, UCM4 및 UCM5 에 적용됩니다 . 이 구성에서는 UCM3, UCM4 및 UCM5 가
UCM1 에 모든 대역폭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UCM1 이 실패하는 경우 가입자
는 장애 조치를 실행하여 대기 UCM2 로 넘어갑니다 . 이 예는 LBM 그룹 구성이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며 , 권장되는 구성은 아닙니다 ( 아래 권장 사항 참조 ).
LBM 은 제공하는 CallManager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모든 통화에 대한 처리 요청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LBM 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이러한 단순 설계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
요합니다 .
권장되는 구성은 Cisco CallManager 서비스 ( 통화 처리 ) 와 공존하는 LBM 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 LBM 서비스의 중복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LBM 을 초과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LBM 이 지정된 배포에서 기본 및 보조일 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것은 오류 시나리
오 중 LBM 에 3 개 이상의 CallManager 서비스가 로드되어서는 안되고 정상 작동 중에는 하나의
CallManager 서비스만 로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LBM 그룹은 공존 LBM 을 기본
으로 구성하고 다른 로컬 ( 동일한 LAN 상 ) LBM 을 보조로 구성한 후 , 마지막으로 서비스 매개 변
수를 오류 보호 메커니즘으로 구성하여 해당 CallManager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모든 통화에 오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권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
니다 . LBM 은 제공하는 CallManager 서비스의 통화 처리 부하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LBM 의
부하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또한 지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 LBM 이
CallManager 서비스에서 빠져나온 직후 CallManager 서비스가 지원하는 모든 통화에 대한 처리 및
패킷화로 추가 지연이 발생합니다 . 통화 처리 지연이 악화되면 벨울림 상태로의 지정된 통화 흐름
에 대한 전체 지연 규격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 그 결과 부정적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설계 권장 사항에 따르면 전체 통화 처리 지연이 감소됩니다 .
Unified CM Cisco CallManager 서비스에서 LBM 을 사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LBM 그룹 지정

•

로컬 LBM( 공존 )

•

서비스 매개 변수 사용 가능한 LBM 이 없는 경우 통화 취급 ( 기본값 = 통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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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위치 기반 CAC 설계와 배포 권장 사항 및 고려 사항

참고

•

LBM( 위치 대역폭 관리자 ) 는 Unified CM 기능 서비스로 , 토폴로지 모델링 및 Unified CM 대
역폭 요청 처리를 담당합니다 .

•

클러스터 내 LBM 은 LBM 간 대역폭 변경 알림을 복제하기 위해 TCP 상의 XML 을 통해 완전
메시형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

Cisco 에서는 Cisco CallManager 통화 처리 서비스를 실행하는 Unified CM 가입자와 공존하는
LBM 서비스를 배포하도록 권장합니다 .

•

LBM 서비스에 대한 중복이 필요한 경우 Cisco CallManager 통화 처리 서비스를 실행하는 각
Unified CM 가입자에 대한 LBM 그룹을 생성하십시오 . 또한 공존 LBM 서비스를 기본 LBM 으
로 추가하고 동일한 LAN 에 있는 다른 Unified CM 가입자의 LBM 을 보조 LBM 으로 추가하십
시오 . 이렇게 하면 Cisco CallManager 통화 처리 서비스가 공존 LBM 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다
른 로컬 ( 동일한 LAN) 가입자의 LBM 을 보조로 사용하며 서비스 매개 변수 사용 가능한 LBM
이 없는 경우 통화 취급을 LBM 요청의 3 차 소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

Cisco 에서는 LBM 이 둘 이상의 Cisco CallManager 서비스를 백업하도록 권장합니다 . LBM 이 공
존 CallManager 서비스의 부하를 처리 중이고 다른 CallManager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가정
하면 , 이것은 단일 LBM 에 있는 2 개의 통화 처리 서버의 부하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
•

WAN 을 통한 클러스터와 로컬 장애 조치를 포함하는 배포의 경우 , 클러스터 내 LBM 트래픽
은 WAN 대역폭 계산으로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 대역폭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N 상
의 클러스터링 섹션에 있는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 10−4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음성 풀에서 모든 오디오 공제

이제 Unified CM 에는 관리자가 영상 및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대역폭을 음성 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음성 및 비디오 CAC 풀이 나타내는 대기열을 보호하기 위해
ELCAC 는 올바른 DSCP 설정에 의존하므로 , Unified CM 이 영상 통화에서 대역폭을 공제하는 방
법을 변경하려면 영상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에 대한 DSCP 가 음성 전용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과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허용 제어를 QoS 와 맞추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영상 통화의 오디오
에 대한 고려 사항 , 13−35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M 에서는 CallManager 서비스의 통화 허용 제어 섹션 아래에 있는 서비스 매개 변수 영상
통화용 오디오 풀에서 오디오 대역폭 공제를 참으로 설정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거짓이 기
본 설정이며 , 기본적으로 Unified CM 이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비디오 풀에서 공
제합니다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네트워크 모델링의 개념을 여러 클러스터로 확장합니다 . 클
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에서는 각 클러스터가 로컬로 구성된 위치 및 링크의 토폴로지를
관리하고 , 이 로컬 토폴로지를 LBM 클러스터 간 복제 네트워크의 일부인 다른 원격 클러스터에
전파합니다 . LBM 은 원격 클러스터의 토폴로지를 받으면 이 토폴로지를 자체 로컬 토폴로지에 통
합하여 글로벌 토폴로지를 생성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모든 클러스터에 동일한 글로벌 토폴로지
가 제공되며 , 따라서 각 클러스터에서 엔드 투 엔드 CAC 를 위한 기업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전체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림 13−30 은 단순화된 허브 및 스포크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예로 들어
글로벌 토폴로지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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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0

간단한 허브 및 스포크 네트워크에 대한 글로벌 토폴로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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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0 은 각각 로컬로 구성된 허브 및 스포크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있는 2 개의 클러스터 ,
Cluster 1 과 Cluster 2 를 보여줍니다 . Cluster 1 에서는 Loc_11 과 Loc_12 에 대한 링크를 사용하여
Hub_None 을 구성했으며 Cluster 2 에서는 Hub_None 이 Loc_21, Loc_22 및 Loc_23 에 대한 링크를
사용하여 Hub_None 을 구성했습니다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활성화하면 , Cluster 1
이 자체 로컬 클러스터를 클러스터 Cluster 2 에 보내고 Cluster 2 도 자체 로컬 클러스터를 Cluster 1
에 보냅니다 . 각 클러스터는 원격 클러스터의 토폴로지의 복사본을 받은 후 원격 클러스터의 토폴
로지를 자체 토폴로지에 오버레이합니다 . 오버레이는 같은 이름으로 구성된 위치인 공통 위치를
통해 실행됩니다 . Cluster 1 과 Cluster 2 모두 이름이 같은 공통 위치 Hub_None 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 각 클러스터는 Hub_None 을 공통 위치로 하여 상대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오버
레이하고 , Hub_None 이 허브이고 Loc_11, Loc_12, Loc_21, Loc_22 및 Loc_23 이 모두 스포크 위치
인 글로벌 토폴로지를 생성합니다 . 이 예는 간단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예이지만 더 복잡한 토폴
로지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LBM 허브 복제 네트워크
클러스터 간 LBM 복제 네트워크는 LBM 허브라고 하는 지정된 LBM 의 별도의 복제 네트워크입
니다 . LBM 허브는 다른 LBM 허브와 함께 별도의 완전 메시를 구성하며 로컬 클러스터의 토폴로
지를 다른 원격 클러스터에 복제합니다 . 각 클러스터는 다른 모든 원격 클러스터로부터 토폴로지
를 받아 효과적으로 글로벌 토폴로지를 생성합니다 . 클러스터 간 복제 네트워크의 지정된 LBM 을
LBM 허브라고 합니다 . 클러스터 내에서만 복제하는 LBM 은 LBM 스포크라고 합니다 . LBM 허브
는 LBM 클러스터 간 복제 그룹을 통한 구성에서 지정됩니다 . 클러스터 간 복제 그룹 구성에서도
클러스터 내 LBM 에 할당된 LBM 역할을 허브 또는 스포크 역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LBM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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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LBM 클러스터 간 복제 그룹에는 부트스트랩 LBM 의 개념도 있습니다 . 부트스트랩 LBM 은 다른
모든 LBM 허브에 완전 메시형 허브 복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허
브입니다 . 어느 LBM 허브나 부트스트랩 LBM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모든 LBM 허브가 한
LBM 허브를 가리키는 경우 이 LBM 허브가 다른 모든 LBM 허브에 서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줍
니다 . 각 복제 그룹은 최대 3 개의 부트스트랩 LBM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각 클러스터에 LBM 허브 그룹이 구성되면 지정된 LBM 허브가 완전 메시형 클러스터 간 복제 네
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그림 13−31 은 3 개의 클러스터 (Leaf Cluster 1, Leaf Cluster 2 및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 ) 간에 설정된 LBM 허브 그룹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간
복제 네트워크를 구성한 예를 보여줍니다 . 여기서 SME 클러스터는 예로만 사용되며 이 설정에 특
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SME 클러스터 대신 엔드포인트 등록을 처리하는 일반 클러스터를 사
용해도 됩니다 .
그림 13-31

3 개의 클러스터를 위한 클러스터 간 복제 네트워크의 예

Session Management Edition (SME)
Cluster
HUB

LBM Intercluster Replication Group

LBM Hub

LBM Hubs
LBM Spoke

SME_1

LBM

SME_2

Bootstrap
LBM
SME_1
SME_2
Member3

HUB

HUB

Leaf Cluster 1

Leaf Cluster 2

LBM Hub Group
Bootstrap
LBM

LBM Hubs

LBM Hub Group
LBM Hubs

UCM_3

SME_2
UCM_A

SME_1

UCM_1

UCM_A

SME_2
UCM_1

UCM_C

LBM

HUB

HUB

LBM

LBM

HUB

HUB

LBM

UCM_4

UCM_2

UCM_B

UCM_D

348704

SME_1

Bootstrap
LBM

그림 13−31 에서는 각 클러스터에서 2 개의 LBM 이 해당 클러스터의 LBM 허브로 지정되었습니
다 . 이 LBM 허브들이 클러스터 간 LBM 복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 각 LBM 클러스터 간 복제
그룹에서 구성된 부트스트랩 LBM 은 SME_1 및 SME_2 로 지정됩니다 . SME 의 이 두 LBM 허브
는 전체 클러스터 간 LBM 복제 네트워크의 연락 지점 또는 부트스트랩 LBM 의 역할을 합니다 . 즉
, 각 클러스터의 각 LBM 은 SME_1 에 연결되고 , 자체 로컬 토폴로지를 SME_1 에 복제하며
SME_1 에서 원격 토폴로지를 가져옵니다 . 또한 SME_1 에서 다른 리프 클러스터의 연결 정보를
얻고 , 다른 원격 클러스터에 연결하며 해당 클러스터의 토폴로지를 복제합니다 . 그 결과 완전 메
시형 복제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 SME_1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LBM 허브는 SME_2 에 연결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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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SME_2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SME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한 보완 대책으로 ,
Leaf Cluster 1 LBM 은 UCM_A 에 연결되고 Leaf Cluster 2 LBM 은 UCM_1 에 연결됩니다 . 이 예
는 클러스터 간 LBM 복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LBM 클러스터 간 복제 네트워크에서 LBM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

부트스트랩 LBM
– 복제 네트워크 내 모든 LBM 허브의 상호 연결을 담당하는 원격 LBM 허브
– 네트워크의 어느 허브나 부트스트랩 LBM 이 될 수 있음
– LBM 클러스터 간 복제 그룹당 최대 3 개의 부트스트랩 LBM 허브를 지정할 수 있음

•

LBM 허브 ( 로컬 LBM)
– 클러스터 간 LBM 복제 네트워크에 포함된 다른 원격 허브와 직접 통신함

•

LBM 스포크 ( 로컬 LBM)
– 클러스터 내 로컬 LBM 허브와 직접 통신하고 로컬 LBM 허브를 통해 원격 LBM 허브와 간

접 통신함

•

LBM 허브 복제 네트워크 — 대역폭 공제 및 조정 메시지
– LBM 은 각 클러스터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를 선택하여 LBM 메시지를 최적화합니다 .
– 클러스터의 LBM 송신자와 수신자는 최저 IP 주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 원격 클러스터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LBM 허브는 수신된 메시지를 해당 로컬 클러스터

의 LBM 스포크에 전달합니다 .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도록 LBM 허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 간 링크가
보호되지 않는 네트워크 상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의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것이 중
요한 환경에 클러스터 간 ELCAC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LBM 허브 간의 암호화된 신호 구성에 대
한 더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공통 위치 ( 공유 위치 ) 및 링크
앞서 언급했듯이 , 공통 위치는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이름이 같은 위치입니다 . 공통 위치는 LBM
이 글로벌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단일 위치를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연결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2 개 이상의 클러스터 간에 이름이 같은 위치는 동일한 위치로 간주되며 , 따라서
해당 클러스터 간에 공유 위치가 됩니다 . 그러므로 , 여러 클러스터 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름이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 복제 후 LBM 은 여러 위치 및 링크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
니다 . 서비스 가용성에서 공통 위치 및 링크 간 대역폭 값 또는 가중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LBM 은 대역폭의 경우 가장 제한적인 값 , 가중치의 경우 가장 낮은 값 ( 최저 비용 ) 을 사용하여
위치 및 링크 경로를 계산합니다 .
다양한 이유에서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공통 위치 및 링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여러
클러스터가 동일한 물리적 사이트에서 장치를 관리하고 동일한 WAN 업링크를 사용하며 , 따라서
각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위치를 구성하고 해당 위치를 각 클러스터의 로컬 장치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는 여러 클러스터에서 관리하는 토폴로지가 특정 위치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
으며 , 이러한 위치를 각 클러스터에 걸쳐 공통 위치로 구성함으로써 , 글로벌 토폴로지가 생성되
면 각 클러스터에서 상호 연결된 공통 위치 및 링크를 통해 각 원격 토폴로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림 13−32 는 토폴로지를 연결하는 예 및 각 클러스터가
공유하는 공통 토폴로지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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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2

대역폭 관리

공통 위치 및 링크를 사용하여 글로벌 토폴로지 생성
Cluster 3
Cluster 3
Topology

Cluster 1 Locations
Cluster 2 Locations

DC

Cluster 3 Locations
Common Locations
Links

LBM

Loc_31
HUB

Cluster 1

Cluster 2

Global Topology
DC

LBM

Loc_31

HUB

Regional 1

DC

DC

Cluster 1
Topology

HUB

Regional 2

Loc_11 Loc_12 Loc_21 Loc_22 Loc_24
Regional 1

Cluster 2
Topology
Regional 2

Loc_21 Loc_22 Loc_24

Loc_11 Loc_12

292547

LBM

그림 13−32 에서 Cluster 1 에는 Regional 1, Loc_11 및 Loc_12 에 장치가 있지만 , 글로벌 토폴로지
의 나머지 부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DC 및 Regional 에서 DC 까지 링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
Cluster 2 도 비슷합니다 . Regional 2, Loc_21, Loc_22 및 Loc_23 에 장치가 있고 글로벌 토폴로지로
매핑하기 위해 DC 및 DC 에서 Regional 2 까지 링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 Cluster 3 의 경우 Loc_31
에만 장치가 있으며 Cluster 1 및 Cluster 2 토폴로지로 매핑하기 위해 DC 및 Loc_31 에서 DC 까지
링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 또는 그림 13−33 에 표시된 것처럼 모든 클러스터에서 DC 대신 Regional
1 과 Regional 2 를 공통 위치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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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통 위치를 사용한 대체 토폴로지
Cluster 3
Topology

Cluster 3

DC
Cluster 1 Locations

Loc_31
Regional 1

Cluster 2 Locations

LBM

Cluster 3 Locations
Common Locations
Links

Regional 2
HUB

Cluster 1

Cluster 2

Global Topology
DC

LBM

LBM

Loc_31

HUB

Regional 1

Cluster 2
Topology

Loc_11 Loc_12

Loc_11 Loc_12 Loc_21 Loc_22 Loc_24

Regional 2

Loc_21 Loc_22 Loc_24

292548

Cluster 1
Topology
Regional 1

HUB

Regional 2

클러스터간 토폴로지 매핑의 핵심은 여러 클러스터 간에 공통 위치를 지정하여 토폴로지를 적절
히 상호 연결하는 것입니다 .

그림자 위치
그림자 위치는 SIP 트렁크에서 무엇보다도 클러스터 간에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작동하는 데 필

요한 위치 이름 및 비디오 트래픽 클래스 ( 아래 설명되어 있음 ) 와 같은 고급 위치 기반 CAC 정보
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클러스터에 걸쳐 이러한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서는 SIP ICT( 클러스터 간 트렁크 ) 를 " 그림자 " 위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 그림자 위치에는 다
른 위치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며 , 따라서 그림자 위치와 다른 위치 간에는 대역폭을 예약
할 수 없습니다 . SIP ICT 외에 그림자 위치에 할당되는 모든 장치는 Hub_None 에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SIP ICT 외의 장치가 그림자 위치에 할당되는 경우 해당 장치에서 Hub_None 처럼 대
역폭이 공제되며 , 따라서 위치 및 링크 구성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SIP IC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위해 활성화된 경우 SIP 통화 정보 헤더에 시작 및 종료 클러스터에
서 전체적인 위치 대역폭 공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 그림 13−34 는 두 클러스터
간 통화의 예 및 전달된 정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는 클러스터 간에 위치 정
보가 전달되고 대역폭이 공제되는 방식만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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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4

대역폭 관리

SIP 를 통해 클러스터 간에 전달되는 위치 정보
Hub-none

Hub-none

Loc_11 Loc_12

Loc_11 Loc_12

Loc_21

Loc_22 Loc_24

Loc_21

LBM

Loc_22 Loc_24

LBM

HUB

HUB

Cluster 1

Cluster 2

LOCATION

Video Traffic Class

INVITE
UCM1 sends: Location name,
Location PKID, FateShareID,
Traffic-Class
180 Ringing
UCM2 sends: Location name,
Location PKID, FateShareID,
Traffic-Class

LOCATION
SIP Call-Info Header
Call-Info: <urn:x-cisco-remotecc:callinfo>;x-ciscoloc-id=4f3fc6c3-f902-eb3c-6fb8-b177eb03192a;xcisco-loc-name=LOC_25;x-cisco-fateshareid=AFL1:72851723 x-cisco-video-trafficclass=desktop

Video Traffic Class

292549

SIP Call-Info Header
Call-Info: <urn:x-cisco-remotecc:callinfo>;x-ciscoloc-id=1a9b779f-8422-e4c1-3c35ceb12bc14e93;x-cisco-loc-name=LOC_11;xcisco-fateshare-id=AFL2:89615159 x-ciscovideo-traffic-class=desktop

그림 13−34 에서 Cluster 1 은 Cluster 2 에 초대를 보내고 통화 정보 헤더에 고유 통화 ID 등 다른 관
련 정보와 함께 발신자 위치 이름과 비디오 트래픽 클래스를 채웁니다 . Cluster 2 는 초대와 정보를
받은 후 종료 장치를 확인하고 , LBM 복제를 통해 생성된 글로벌 토폴로지에서 발신자와 착신자
위치 간의 경로에 대해 CAC 요청을 수행합니다 . 작업에 성공한 경우 , Cluster 2 는 예약을 복제하
고 통화를 종료 장치로 확장한 후 180 벨소리를 착신자의 위치 정보와 함께 Cluster 1 에 반환합니
다 . Cluster 1 은 180 벨소리를 수신하면 종료 장치의 위치 이름을 가져오고 통화 정보 헤더에 전달
된 정보로부터 계산된 것과 동일한 고유 통화 ID 를 사용하여 동일한 대역폭 조회 과정을 수행합니
다 . 작업에 성공한 경우 Cluster 1 역시 통화 흐름을 계속합니다 . 두 클러스터 모두 통화 정보 헤더
의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므로 동일한 통화 ID 를 사용하여 동일한 통화에 대한 대역폭을 공제하며
, 따라서 이중 대역폭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
구성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 , 글로벌 토폴로지의 모든 위치 및 링크를 관리하도록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모든 클러스터는 위치 대 장치 연결에 필요한 위치를
고유하게 정의하며 링크 또는 무제한이 아닌 대역폭 값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는 설계 개념으로 , 위치 및 관리의 전체 글로벌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구성된 어느 클러스
터나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가 될 수 있지만 , LBM 복제 네트워크의 기타 모든 클러스터는 링
크 없이 무제한 대역폭 값으로 설정된 위치로만 구성됩니다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되고 LBM 복제 네트워크가 구성된 경우 모든 클러스터가 네트워크의 보기를 복제합니다 .
지정된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에는 위치 , 링크 및 대역폭 값으로 구성된 전체 전역 토폴로지
가 있으며 , 이 값이 복제되면 이 값이 가장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클러스터에서 이 값을 사용합
니다 . 이 설계를 사용하면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많은 수의 공통 위치가 필요한 배포에서 구성 오
버헤드가 줄어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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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 :
– 클러스터 하나를 관리 클러스터 ( 위치 및 링크를 관리하기 위해 선택된 클러스터 ) 로 선택

해야 합니다 .

– 관리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합니다 .

기업 내 모든 위치가 이 클러스터에서 구성됩니다 .
모든 위치 및 링크에 대한 대역폭 값 및 가중치가 모두 이 클러스터에서 관리됩니다 .
•

기업 내 기타 모든 클러스터 :
– 기업 내 기타 모든 클러스터는 장치 연결에 필요한 위치만 구성하고 위치 간 링크는 구성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 링크 정보는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될 때 관리 클러스터에
서 제공됩니다 .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된 경우 모든 위치 및 링크가 관리 클러스터에

서 복제되며 LBM 은 가장 제한적인 최저 대역폭 및 가중치 값을 사용합니다 .

•

LBM 은 항상 복제 후 가장 제한적인 최저 대역폭 및 최저 가중치 값을 사용합니다 .

혜택
•

단일 클러스터에서 엔터프라이즈 CAC 토폴로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들이 많은 수의 공통 위치를 공유하는 경우 위치 및 링크 구성 오버헤드가 줄어듭니
다.

•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위치 및 링크 구성 오류가 감소합니다 .

•

기업 내 다른 클러스터의 경우 위치 대 장치 및 엔드포인트 연결에 필요한 위치만 구성하면 됩
니다 .

•

글로벌 위치 토폴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일 클러스터를 제공합니다 .

그림 13−35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가 3 개의
리프 클러스터에 대한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로 사용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
참고

설명된 대로 , 모든 클러스터는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예에서는
SME 가 링크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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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가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로 사용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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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5 에는 각각 지역 및 원격 위치에만 장치가 있는 3 개의 리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 SME
에는 위치 및 링크로 구성된 전체 글로벌 토폴로지가 있으며 , 4 개의 모든 클러스터 간에 클러스터
간 LBM 복제가 활성화됩니다 . 이 예에서는 , SME 에서 전체 위치 및 링크 토폴로지를 구성했기 때
문에 모든 위치가 공통 위치이지만 어느 클러스터도 위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Leaf 1, Leaf 2 및
Leaf 3 은 장치 및 엔드포인트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만 구성하지만 SME 에서는 전체 글로
벌 토폴로지를 구성했습니다 . 클러스터 간 복제 후 모든 클러스터는 글로벌 토폴로지를 가집니다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설계 및 배포 권장 사항 및 고려 사항
•

클러스터에서는 위치 대 장치 연결을 위해 위치를 로컬로 구성해야 합니다 .

•

각 클러스터는 각 클러스터의 토폴로지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바로 인접한 위치를 사용하
여 구성해야 합니다 .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 배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링크는 원격 토폴로지 간의 상호 연결 지점을 설정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 배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공통 위치 및 링크의 대역폭 한도 및 가중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최저 대역폭 및 가중치 값
을 사용하여 해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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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위치 이름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위치가 같으면 같은
이름 , 위치가 다르면 다른 이름 " 을 지정하도록 하십시오 .

•

Hub_None 위치는 클러스터마다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클러
스터와 공통 ( 공유 ) 위치가 됩니다 .

•

서비스 가용성 보고서를 사용하려면 각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ID 가 고유해야 합니다 .

•

모든 LBM 허브가 클러스터 간에 완전히 연결됩니다 .

•

LBM 허브가 원격 클러스터 내 허브와의 통신을 담당합니다 .

•

LBM 스포크는 다른 원격 클러스터와 직접 통신하지 않습니다 . LBM 스포크는 로컬 LBM 허
브를 통해 원격 클러스터에 메시지를 보내고 받습니다 .

•

LBM 허브 그룹
– LBM 을 허브 역할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 LBM 허브 복제 네트워크 내 모든 허브의 허브 연락처 정보를 복제하는 3 개의 원격 허브 구

성원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 LBM 허브 그룹에 할당되는 LBM 은 허브입니다 .
– LBM 허브 그룹에 할당되지 않는 LBM 은 스포크입니다 .
•

클러스터에 LBM 허브가 없거나 LBM 허브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클러스터가 격리되며 클러
스터 간 LBM 복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성능 가이드라인
•

로컬로 구성된 최대 2,000 개의 위치 . 이 2,000 개의 위치 한도는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에
도 적용됩니다 .

•

클러스터 간 CAC 로 복제된 최대 총 8,000 개의 위치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를 위한 고급 위치 기반 CAC
이제 TelePresence 엔드포인트가 데스크톱에서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업 경험을 제공하
므로 , 고급 위치 기반 CAC 에는 TelePresence 몰입형 영상 통화를 위한 CAC 를 제공하는 지원 기
능이 포함됩니다 . 이 섹션에서는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 CAC 를 지원하는 고급 위치 기반
CAC 의 기능에 대해 논의합니다 .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는 엔드포인트 또는 트렁크의 비디오 분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엔
드포인트에 할당되며 SIP 트렁크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 Unified CM 은 이 속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통화 흐름을 몰입형 , 데스크톱 비디오 또는 둘 다로 분류하고 비디오 대역폭 , 몰
입형 대역폭 또는 둘 다의 적절한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할당량에서 적절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의 경우 엔드포인트에 할당된 , 구성할 수 없는 몰입형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가 있습니다 . SIP 트렁크는 SIP 트렁크 통화의 대역폭 예약을 공제하기 위해 데스크톱 , 몰
입형 또는 혼합 비디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모든 엔드포인트 및 트렁크에는 구성할 수 없
는 데스크톱 비디오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가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및 트렁크 분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하위 섹션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권장되는 QoS 설정에 따라 , TelePresence 몰입형 엔드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DSCP 값 CS4
로 표시하며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AF41 로 표시합니다 . Cisco 엔
드포인트의 경우 이 작업은 구성 가능한 Unified CM QoS 서비스 매개 변수 영상 통화용 DSCP 및
TelePresence 통화용 DSCP 를 통해 수행됩니다 .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가 가 등록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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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은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TelePresence 통화용 DSCP 의 QoS 설정을 적용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비디오 지원 엔드포인트가 등록되면 Unified CM 은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영상 통화용 DSCP 의 QoS 설정을 적용합니다 . 모든 타사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
자체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하며 정적으로 구성됩니다 . 즉 , 통화 유형에 따라 QoS 표시를 변경하
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대역폭 할당량을 올바른 DSCP 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 Unified CM 에서는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가 데스크톱인 장치의 경우 비디오 대역폭 위
치 및 링크 할당량에서 데스크톱 영상 통화를 공제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가 몰입형인 장치 또는 트렁크의 경우에는 비디오 대역폭 위치 및 링크 할당량에서 엔드 투
엔드 TelePresence 몰입형 영상 통화가 공제됩니다 . 따라서 엔드 투 엔드 데스크톱 비디오 및 몰입
형 영상 통화가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정확하게 표시되고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 데스크톱 장치와
TelePresence 몰입형 장치 간 통화의 경우 비디오 대역폭 및 몰입형 비디오 대역폭 위치 및 링크 할
당량에서 모두 대역폭이 공제됩니다 .

엔드포인트 분류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는 구성할 수 없는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가 몰입형으로 고정되며
Unified CM 에 의해 몰입형으로 식별됩니다 .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에서 장치 유
형에 의해 정의 됩니다 . 장치가 Unified CM 에 추가될 때 , 일반 단일 화면 및 다중 화면 회의실 시
스템과 마찬가지로 장치 유형의 이름에 TelePresence 가 포함된 장치는 몰입형으로 분류됩니다 .
Unified CM 에서 엔드포인트의 용량을 확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Cisco Unified Reporting Tool
> 시스템 보고서 > Unified CM 전화기 기능 목록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 기능 드롭다운 목록에
서 TelePresence 장치에 대한 몰입형 비디오 지원을 선택하고 제품 드롭다운 목록에서 모두를 선택
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몰입형으로 분류된 모든 장치 유형이 표시됩니다 . 다른 모든 엔드포인트
는 구성할 수 없는 몰입형 특성이 없으므로 데스크톱이라는 고정된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를 가
집니다 .
대역폭 예약은 영상 통화 내 엔드포인트의 분류에 의해 결정되며 표 13−12 에 나열된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표 13-12

엔드포인트 유형별 대역폭 풀 사용

엔드포인트 A

엔드포인트 B

사용되는 위치 및 링크 풀

몰입형 비디오

몰입형 비디오

몰입형 대역폭

몰입형 비디오

데스크톱 비디오

몰입형 및 비디오 대역폭

데스크톱 비디오

데스크톱 비디오

비디오 대역폭

음성 전용 통화

모두

오디오 대역폭

SIP 트렁크 분류
SIP 트렁크는 또한 SIP 트렁크 통화의 대역폭 예약을 공제하기 위해 데스크톱 , 몰입형 또는 혼합
비디오로 분류할 수 있으며 , 발신 장치 유형 및 SIP 트렁크의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SIP 트렁크는 SIP 프로필 트렁크별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몰입형 — 고화질 몰입형 비디오

•

데스크톱 — 표준 데스크톱 비디오

•

혼합 — 몰입형 및 데스크톱 비디오의 혼합

SIP 트렁크는 이 3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디오 또는 TelePresence MCU( 멀
티포인트 제어 장치 ), 고정된 위치의 비디오 장치 , 일반 위치 기반 CAC 를 지원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Cisco TelePresence System VCS(Video Communications Server) 를 분류하기 위해 사
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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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예약은 영상 통화 내 엔드포인트 및 SIP 트렁크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표 13−13 에 나열된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표 13-13

SIP 트렁크 및 엔드포인트 유형별 대역폭 풀 사용

엔드포인트

SIP 트렁크

사용되는 위치 및 링크 풀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몰입형

몰입형 대역폭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데스크톱

몰입형 및 비디오 대역폭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혼합

몰입형 및 비디오 대역폭

데스크톱 엔드포인트

몰입형

몰입형 및 비디오 대역폭

데스크톱 엔드포인트

데스크톱

비디오 대역폭

데스크톱 엔드포인트

혼합

몰입형 및 비디오 대역폭

비 비디오 엔드포인트

모두

오디오 대역폭

기본적으로 몰입형 또는 데스크톱 엔드포인트의 모든 영상 통화는 위치 및 링크 비디오 대역폭 풀
에서 공제됩니다 . 이 동작을 변경하려면 Unified CM 의 CallManager 서비스 매개 변수 몰입형 영
상 통화용 비디오 대역폭 풀 사용을 거짓으로 설정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몰입형 비디오 대역폭 공
제가 활성화됩니다 . 이 대역폭 공제가 활성화되면 몰입형 및 데스크톱 영상 통화가 각 해당 풀에
서 공제됩니다 .
앞서 설명했듯이 , Unified Communications 비디오 엔드포인트 ( 데스크톱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 )
와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 몰입형 영상 통화 트래픽 클래스 ) 간의 영상 통화는 미디어를 비대칭적
으로 표시하며 , 몰입형 비디오 CAC 가 활성화된 경우 비디오 및 몰입형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에서
모두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그림 13−36 은 이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36

멀티사이트 배포의 고급 위치 기반 CAC 대역폭 공제 및 미디어 표시
Service Param:
Use Video BandwidthPool
for Immersive Video Calls*
= False
(Default = True)

M

RTP Marked CS4
RTP Marked AF41

Cisco Unified CM
P

I
P/S

SIP

C

SC

Location A

Location B

IP WAN

RTP Marked CS4
SIP

RTP Marked AF41

UC Video
Phone

TelePresence
Link Location A to B

Used

Configured

Audio

Unlimited

Audio

800k

Video

Unlimited

N/A

Video

1536k

Immersive

Unlimited

N/A

Immersive

5000k

Configured

Used

Used

Audio

Unlimited

768k

Video

Unlimited

N/A

768k

Immersive

Unlimited

N/A

292551

Con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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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통화 흐름과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 공제의 예
다음 통화 흐름은 Unified CM 서비스 매개 변수 몰입형 영상 통화용 비디오 대역폭 사용이 거짓으
로 설정된 경우 예상되는 위치 및 링크 대역폭 공제 동작을 나타냅니다 .
그림 13−37 은 Location L1 의 TP−A 와 Location L2 의 TP−B 간의 엔드 투 엔드 TelePresence 몰입
형 영상 통화의 예를 보여줍니다 . 엔드 투 엔드 몰입형 비디오 엔드포인트 통화는 유효 경로를 따
라 위치 및 링크의 몰입형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그림 13-37

엔드 투 엔드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의 통화 흐름

Location L1

Link L1 – L2

BW

BW

Deducted

Audio

Audio

Video
Immersive

Deducted

BW

Deducted

Audio

Video
-4MB

Location L2

Video

Immersive

-4MB

Immersive

-4MB

BW Req/Res

TelePresence
TP-A

TelePresence
TP-B

UCM

292552

LBM

그림 13−38 은 Location L1 의 DP−A 와 Location L2 의 DP−B 간의 엔드 투 엔드 데스크톱 영상 통
화의 예를 보여줍니다 . 엔드 투 엔드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 통화는 유효 경로를 따라 위치
및 링크의 비디오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엔드 투 엔드 데스크톱 비디오의 통화 흐름

Location L1

Link L1 – L2

BW

BW

Deducted

Audio
Video

Deducted

Audio
-1MB

Immersive

Desktop
DP-A

BW

Deducted

Audio

Video

-1MB

Immersive

SIP

Location L2

Video

-1MB

Immersive

LBM
BW Req/Res
UCM

SIP

Desktop
DP-B

292553

그림 13-38

그림 13−39 는 Location L1 의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 DP−A 와 Location L2 의 TelePresence
비디오 엔드포인트 TP−B 간의 영상 통화의 예를 보여줍니다 .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TelePresence 비디오 엔드포인트 간의 상호 운용 통화는 유효 경로를 따라 비디오 및 몰입형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 모두에서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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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9

데스크톱 대 TelePresence 비디오의 통화 흐름

Location L1

Link L1 – L2

BW

BW

Deducted

Audio

Location L2

Deducted

BW

Audio

Deducted

Audio

Video

-1MB

Video

-1MB

Video

-1MB

Immersive

-1MB

Immersive

-1MB

Immersive

-1MB

LBM

SIP

BW Req/Res

Desktop
DP-A

TelePresence
TP-B

UCM

2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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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0 에서는 하나의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2 개의 TelePresence 엔드포인트가
TelePresence MCU 를 가리키는 몰입형 비디오 트래픽 클래스로 구성된 SIP 트렁크를 호출합니다 .
대역폭은 유효 경로를 따라 엔드 투 엔드 몰입형 통화의 경우 몰입형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에서 ,
데스크톱 대 몰입형 통화의 경우 비디오 및 몰입형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 모두에서 공제됩니다 .
MCU 가 있는 비디오 회의의 통화 흐름

Location L1
BW

Location L2

Link L1 – L2
Deducted

BW

Deducted

Audio

Audio

BW

Deducted

Audio

Video

-1MB

Video

-1MB

Video

-1MB

Immersive

-1MB
-4MB
-4MB

Immersive

-1MB
-4MB
-4MB

Immersive

-1MB
-4MB
-4MB

TelePresence
TP-A

LBM
SIP

Desktop
DP-A
TelePresence
TP-B

SIP Trunk

BW Req/Res
UCM

video traffic class:
immersive

TP MCU
292555

그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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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1 은 유효 경로를 따라 위치 및 링크의 몰입형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하는 , 클러스
터 간 엔드 투 엔드 몰입형 영상 통화의 예를 보여줍니다 .
클러스터 간 엔드 투 엔드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의 통화 흐름

Location L1

Link L1 – L2

Location L2

Link L1 – L2

BW

BW

BW

BW

Deducted

Audio

Audio

Video
Immersive

Deducted

Audio

Video
-4MB

-4MB

Immersive

SIP

LBM
BW Req/Res

Deducted

Audio

Video

Immersive

TelePresence
TP-A

Deducted

Deducted

Video

Immersive

SIP

BW
Audio

Video
-4MB

Location L3

-4MB

LBM

SHADOW

BW Req/Res

Immersive

-4MB

TelePresence
TP-B

292556

그림 13-41

1INVITE(L1, immersive)
UCM

UCM

180/200OK(L3, immersive)

그림 13−42 는 유효 경로를 따라 위치 및 링크의 비디오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하는 , 클러스
터 간 엔드 투 엔드 데스크톱 영상 통화의 예를 보여줍니다 .
클러스터 간 엔드 투 엔드 데스크톱 영상 통화의 통화 흐름

Location L1

Link L1 – L2

Location L2

Link L2 – L3

BW

BW

BW

BW

Deducted

Audio
Video

Deducted

Audio
-1MB

Immersive

Deducted

Audio

Video

-1MB

Immersive

Video

Deducted

Audio
-1MB

Immersive

BW

Deducted

Audio

Video

-1MB

Immersive

Video

-1MB

Immersive

SIP

Desktop
DP-A

Location L3

SIP

LBM
BW Req/Res

SIP

SIP

SHADOW

LBM
BW Req/Res

Desktop
DP-B

1INVITE(L1, desktop)
UCM

180/200OK(L3, desktop)

U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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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3 은 클러스터 간에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와 통화하는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보여줍니다 . 이 통화는 유효 경로를 따라 위치 및 링크의 비디오 및 몰입형 대역폭 풀 모두에서 대
역폭을 공제합니다 .
그림 13-43

클러스터 간 데스크톱 대 TelePresence 비디오의 통화 흐름

Location L1

Link L1 – L2

Location L2

Link L1 – L2

BW

BW

BW

BW

Deducted

Audio

Deducted

Audio

Deducted

Audio

Location L3

Deducted

Audio

BW

Deducted

Audio

Video

-1MB

Video

-1MB

Video

-1MB

Video

-1MB

Video

-1MB

Immersive

-1MB

Immersive

-1MB

Immersive

-1MB

Immersive

-1MB

Immersive

-1MB

Desktop
DP-A

LBM
BW Req/Res

SIP

SIP

SHADOW

LBM
BW Req/Res

TelePresence
TP-B

292581

SIP

INVITE(L1, desktop)
UCM

180/200OK(L3, immersive)

UCM

비디오 대역폭 사용률 및 허용 제어
Unified CM 에서 음성 또는 영상 통화를 체결할 때 통화에 포함된 엔드포인트 간에 여러 개의 분리
된 스트림이 설정됩니다 . 그 결과 , 콘텐츠를 공유하는 영상 통화의 경우 8 개 이상의 단방향 스트
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음성 전용 통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방향에 하나씩 , 2 개의 스트
림이 기본입니다 . 이 섹션에서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사용률 및 Unified CM 에서 허용 제어 대역폭
계산 시 이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섹션의 논의 목적 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

이 섹션의 그림에서는 2 개의 양방향 스트림을 나타내기 위해 양방향 화살표 (<−−>) 를 사용합
니다 .

•

다음 사항은 구성된 오디오 , 비디오 및 몰입형 할당량에서 Unified CM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대역폭을 공제하는 방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치 및 링크 , 13−42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
– 오디오 ( 음성 전용 통화 ): RTP 비트 레이트 + IP 및 UDP 헤더 오버헤드
– 비디오 ( 영상 통화 ): RTP 비트 레이트만
– 몰입형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 의한 영상 통화 ): RTP 비트 레이트만

•

고급 위치 기반 CAC 의 대역폭 공제 :
– 대역폭 공제는 양방향 RTP 스트림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대칭적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간

주됩니다 ( 두 스트림 모두 동일한 경로로 전송됨 ). 예를 들어 , 80kbps 의 G.711 음성 통화
는 전이중 네트워크의 각 방향으로 80kbps 입니다 . 즉 , 송신 회선이 80kbps 이고 수신 회
선이 80kbps 이므로 80kbps 전이중과 같습니다 . ( 그림 13−44 참조 ) WAN 에서는 트래픽
이 항상 대칭적으로 라우팅되지는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와 함께 , 미디
어가 네트워크에서 WAN 을 통해 전송될 때 허용 제어 기능이 미디어를 올바로 고려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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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CP( 실시간 전송 제어 프로토콜 ) 대역폭 오버헤드는 Unified CM 대역폭 할당량의 부분

이 아니며 네트워크 프로비저닝의 일부여야 합니다 . RTCP 는 대부분의 통화 흐름에서 아
주 흔하며 일반적으로 스트림에 대한 통계 정보에 사용됩니다 . 또한 영상 통화에서 적절
한 립싱크를 보장하기 위해 오디오를 동기화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 엔드포인트에서 활성
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RFC 3550 은 RTCP 을 위해 추가되는 세
션 대역폭의 부분을 5% 로 고정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 즉 , RTCP 세션을 관련된 RTP 세
션의 최대 5% 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대역폭 사용량을 계
산하는 경우 , 각 RTP 세션에 대해 RTCP 오버헤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RTCP
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80kbps 의 G.711 음성 통화를 하는 경우 RTP 와 RTCP 모두에 대해
세션당 최대 84kbps(RTCP 오버헤드 4kbps) 를 사용하게 됩니다 . 이 계산은 고급 위치 기반
CAC 공제의 일부는 아니지만 네트워크 프로비저닝의 일부여야 합니다 .

참고

하지만 , 이 트래픽을 다른 DSCP( 차등화 서비스 코드 포인트 ) 에 다시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RTCP 는 홀수 UDP 포트를 사용하고 RTP 는 짝수 UDP 포트를 사
용합니다 . 그러므로 , UDP 포트 범위를 기반으로 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 NBAR( 네트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 인지 ) 도 RTP 헤더 페이로드 유형 필드를 기반으로 분류 및 다시 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 NBA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 을 참조하십시오 . 하지만 , 네트워크에서 엔드포인트 표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RTCP 오버헤드를 네트워크에서 오디오 RTP( 기본 표시는 EF 임 ) 와 같은
QoS 클래스 내에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RTCP 는 엔드포인트에 의해 RTP 와 동일한 표
시 ( 기본적으로 EF) 로 표시됩니다 . RTCP 도 EF 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림 13-44

RTCP 가 활성화된 상태의 기본 음성 전용 통화

Location L1
BW

Deducted

Audio

-80 kbps

Link L1 – L2
BW

Deducted

Audio

-80 kbps

Location L2
BW
Audio

Video

Video

Video

Immersive

Immersive

Immersive

Deducted
-80 kbps

LBM
BW
Req/Res

UCM

Audio

Desktop
DP-A

Desktop
DP-B

346332

Audio R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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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4 에서는 2 대의 데스크톱 영상 전화기가 음성 전용 통화를 설정했습니다 . 이 통화 흐름
에서는 하나의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되는 오디오 스트림 2 개 , 역시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되는
RTCP 스트림 2 개 등 4 개의 스트림이 체결됩니다 . 이 통화에서는 LBM( 위치 대역폭 관리자 ) 이
데스크톱 전화기 DP−A 및 DP−B 사이에 설정된 통화에 대한 위치 L1 및 위치 L2 사이에서 80kbps(
비트 레이트 + IP/UDP 오버헤드 ) 를 공제합니다 . 이 섹션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 RTCP 가 활성화
된 상태로 네트워크의 계층 3 에서 사용되는 실제 대역폭은 80kbps ~ 84kbps 입니다 .
그림 13−45 에서는 2 대의 데스크톱 영상 전화기가 영상 통화를 설정했습니다 . 이 통화 흐름에서
는 오디오 스트림 2 개 , 오디오 관련 RTCP 스트림 2 개 , 비디오 스트림 2 개 , 비디오 관련 RTCP 스
트림 2 개 등 8 개의 스트림이 체결됩니다 . 이 예에서도 하나의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하여 2 개의
단방향 스트림을 표시합니다 . 이 특별한 통화는 1024kbps 로 64kbps 의 G.711 오디오 및 960kbps
의 비디오 (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할당량에 대한 비트 레이트 ) 로 구성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LBM 이 데스크톱 전화기 DP−A 및 DP−B 사이에 설정된 영상 통화에 대한 LBM 이 위치
L1 및 L2 사이에서 1024kbps 를 공제합니다 . RTCP 는 네트워크에서 표시하거나 다시 표시하는 방
법에 따라 프로비저닝에서 감안해야 하는 오버헤드입니다 .
그림 13-45

RTCP 가 활성화된 상태의 기본 영상 통화

Location L1
BW

Deducted

Audio

Link L1 – L2
BW

Location L2

Deducted

Audio

Video

-1024 kbps

Immersive

BW

Deducted

Audio

Video

-1024 kbps

Immersive

Video

-1024 kbps

Immersive

LBM
BW
Req/Res

UCM

Audio
Audio RTCP
Video
Video RTCP

Desktop
DP-B

346333

Desktop
DP-A

그림 13−46 의 예는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는 영상 통화입니다 . 이 통화는 관련 스트림 및 대역폭
할당량의 수에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대역폭에 비해 더 복잡한 통화이며 , 따라서 네트워
크에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그림 13−46 은 RTCP 가 활성화되고 프레젠테이션 공유를 위해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가 활성화된 상태의 영상 통화를 보여줍니다 . Cisco
TelePresence System EX, MX, SX, C 및 Profile 시리즈와 같은 모든 SIP 지원 텔레프레즌스 다목적
또는 개인 엔드포인트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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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6

RTCP, BFCP 및 프레젠테이션 공유가 활성화된 상태의 영상 통화

Location L1
BW

Deducted

Link L1 – L2
BW

Audio

Audio

Video

Video

Immersive

대역폭 관리

-6.5 Mbps

Service Parameter:
Use Video BandwidthPool
for Immersive Video Calls
= False
Enables Immersive Pool

Deducted

Location L2
BW

Deducted

Audio
Video

Immersive

-6.5 Mbps

Immersive

-6.5 Mbps

LBM
BW
Req/Res

UCM

Audio
Audio RTCP

Presentation
Video Included in
Total Allocated
Bandwidth

Video
Video RTCP

Video Endpoint
TP-B

Presentation Video
BFCP Signaling

346334

Video Endpoint
TP-A

두 비디오 엔드포인트 간에 영상 통화가 설정되면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이 설정되고 체결 속도
에 따라 대역폭이 공제됩니다 . Unified CM 은 지역을 사용하여 통화의 최대 비트 레이트를 결정합
니다 . 예를 들어 , 30fps( 초당 프레임 수 ) 에서 Cisco TelePresence System EX90 의 최고 해상도가
1080p 이므로 지역 간의 체결 속도는 6.5Mbps 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이 시나리오에 사용된 EX90 의
평균 속도는 이 세션의 경우 6.1Mbps 정도입니다 . 세션 중 엔드포인트가 프레젠테이션 공유를 시
작하면 엔드포인트 간에 BFCP 가 체결되고 , 엔드포인트 구성에 따라 5fps 또는 30fps 로 새로운 비
디오 스트림이 활성화됩니다 .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 엔드포인트가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포함
하기 위해 주 비디오 스트림의 속도를 줄여 세션 전체에서 할당된 대역폭 6.5Mbps 이상의 대역폭
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따라서 , 평균 대역폭 사용량은 프레젠테이션 공유 여부에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참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단방향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사람의 방향을 가리
킵니다 .
Cisco TelePresence System 500, 1000, 3000 및 TX9000 시리즈와 같이 엔드포인트 간에 통화를 체결
하는 텔레프레즌스 몰입형 및 사무실 엔드포인트는 , 프레젠테이션 공유를 위한 비디오가 주 비디
오 세션에 할당된 대역폭 외에 추가 대역폭을 사용하며 , 따라서 고급 위치 기반 CAC 에서 공제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 . 그림 13−47 은 이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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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7

RTCP, BFCP 및 프레젠테이션이 활성화된 상태의 영상 통화

Location L1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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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L1 – L2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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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Immer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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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R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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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Video

Video Endpoint
TP-B
346335

Video Endpoint
TP-A

BFCP Signaling

그림 13−47 에서는 텔레프레즌스 몰입형 비디오 엔드포인트가 영상 통화를 설정하고 프레젠테이
션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 LBM 이 주 오디오 및 비디오 세션에 대해 통화에 대한 몰입형 풀에서
4Mbps 를 공제하며 엔드포인트 간에 비디오가 설정됩니다 . 프레젠테이션 공유가 활성화되면 2 개
의 엔드포인트가 BFCP 를 교환하고 , 엔드포인트 구성에 따라 5fps 또는 30fps 에서 한 방향으로 프
레젠테이션 비디오 스트림을 체결합니다 . 5fps 에서 사용되는 평균 대역폭은 약 500kbps 의 추가
대역폭 오버헤드입니다 . 이 대역폭은 영상 통화에 할당된 4Mbps 외의 대역폭이며 네트워크에서
프로비저닝되어야 합니다 . 30fps 에서 프레젠테이션 비디오의 평균 비트 레이트는 약 1.5Mbps 입
니다 .
참고

Cisco TelePresence System 엔드포인트는 TIP( 텔레프레즌스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 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화면과 오디오를 방향별로 2 개의 오디오 및 비디오 RTP 스트림으로 멀티플렉싱합니다
. 그러므로 실제 통화 스트림은 그림에 표시된 것과 다를 수 있지만 , 프레젠테이션 비디오에 대한
추가 대역폭 오버헤드의 개념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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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반 CAC 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로의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
션
Cisco Unified CM 을 일반 위치 기반 CAC 만을 지원하는 이전 릴리스에서 업그레이드하면 위치 기
반 CAC 가 고급 위치 기반 CAC 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마이그레이션은 이전에 정의된 오디오 및
비디오 대역폭의 위치 대역폭 한도를 가져와 사용자 정의 위치와 Hub_None 간의 링크로 마이그레
이션하는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이렇게 하면 이전 버전의 Unified CM 위치 기반 CAC 에서 지원했
던 허브 및 스포크 모델이 효과적으로 다시 구축됩니다 . 그림 13−48 은 대역폭 정보 마이그레이션
의 예를 보여줍니다 .
Unified CM 업그레이드 후 위치 기반 CAC 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로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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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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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ed

Audio

Unlimited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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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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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1200

Video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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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ed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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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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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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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

Unlimited

Location N...

BW

Allocated

Link to Hub_none
BW

Audio

1200

Audio

Video

3840

Video

Immersive

Unlimited

BW

Allocated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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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Video

3840

Video

Location 1

3840
Unlimited

1200
Unlimited

1200

Immersive

Audio
Immersive

Allocated

Immersive

1200
3840
Unlimited

Location N...

348706

그림 13-48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지원하는 Cisco Unified CM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한 후의 설정 :
•

LBM 이 Cisco CallManager 서비스를 실행하는 각 Unified CM 가입자에서 활성화됩니다 .

•

Cisco CallManager 서비스가 로컬 LBM 과 직접 통신합니다 .

•

아무런 LBM 그룹 또는 LBM 허브 그룹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

•

모든 LBM 서비스가 완전히 연결됩니다 .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

모든 위치 내 대역폭 값이 무제한으로 설정됩니다 .

•

위치에 할당된 대역폭 값이 사용자 정의 위치와 Hub_None 를 연결하는 링크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

•

몰입형 대역폭이 무제한으로 설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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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위치가 생성됩니다 .

•

팬텀 및 그림자 위치에 링크가 없습니다 .

•

MTP 및 트랜스코더를 위한 고급 위치 기반 CAC 대역폭 조정 :
트랜스코딩 삽입의 경우에는 연결 구간마다 비트 레이트가 다릅니다 . 그림 13−49 은 이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
트랜스코딩에 대한 다른 비트 레이트의 예

SC

3

CP

2
/H3

/SI

P
/SI

P/H

32

P

C
SC

SCCP

SIP T
H323

Media
G.711 (64 kbps)

SIP

3

SIP T
H323

Media
XCODE

G.729 (8 kbps)

SIP

XCODE

292566

그림 13-49

이중 스택 MTP 삽입의 경우 , 비트 레이트는 연결마다 다르지만 대역폭은 IP 헤더 오버헤드로 인
해 다릅니다 . 그림 13−50 은 이중 스택 MTP 삽입 기능이 포함된 IPv4 and IPv6 네트워크에 사용되
는 대역폭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이중 스택 MTP 삽입에 대한 대역폭 파이

SC

23

CP

H3
IP/

/S
CP

SC

SIP T
H323
SIP

/SI

P/H

32

SCCP

IPv4 Media
G.711 (64 kbps)
+ L3 Overhead = 80K

IPv6 Media
XCODE
XCODE

G.711 (64 kbps)
+ L3 Overhead = 88K

3

SIP T
H323
SIP

292567

그림 13-50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MTP 와 트랜스코더 간의 대역폭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매개 변수 위치 미디어 리소스 오디오 비트 레이트 정책에 따라 위치 및 링크 경로에서 최
대 또는 최소 대역폭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역폭 사용량의 이러한 차이를 관리
하기 위해 최저 비트 레이트 ( 기본값 ) 또는 최고 비트 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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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한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를 사용하는 설계를 지원합니다 .
Unified CM 은 기업 내에서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클
러스터 간에 내선 이동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18−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방문 클러스터는 EMCC 설계의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하여 방문 전화기의 위치를 홈 클러스
터에 전달합니다 . 이에 따라 등록하는 동안 홈 클러스터에서 방문 전화에 올바른 위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MCC 설계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작동하려면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홈 클러스터와 방문 클러스터에서 모두 Cisco Unified CM 10.0 이후 릴리스가 필요함

•

방문 클러스터와 홈 클러스터가 동일한 클러스터 간 LBM 복제 네트워크에 있어야 함

고급 위치 기반 CAC 와 EMCC 모두 제품 설명서 및 이 SRND 의 지침에 따라 설계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다른 요구사항이나 특별한 구성 지침은 없습니다 .

통화 허용 제어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IP WAN 토폴로지에 통화 허용 제어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 Unified CM 은 이제 고급 위치 기반 CAC 네트워크 모델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 더 이상 단
순한 허브 및 스포크 및 MPLS 토폴로지로 제한되지 않고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와 함께
Unified CM 배포 모델의 거의 모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합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여
전히 네트워크에 질의하지 않는 , 전략적으로 정의된 메커니즘이며 , 따라서 네트워크 변경 사항이
허용 제어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관리자가 여전히 Unified CM 를 적절히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따라서 ,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고 미디어 스트림이 네트워크의 다른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 RSVP
와 같은 네트워크 인식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설계에 부하 분산된 이중 또는 멀티홈 WAN 업링크가 있거나 기본 및 백업 WAN 업
링크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의 작동 방식 및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면 Unified CM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 13−4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이 섹션에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토폴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토폴로지를 관리하기 위해 고
급 위치 기반 CAC 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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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데이터 센터 설계
그림 13−51 은 각 원격 사이트에 각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하나의 WAN 업링크가 있는 간단한 이중
데이터 센터 WAN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트래픽을 위해 초
과 프로비저닝되는 고속 WAN 연결에 의해 상호 연결됩니다 .
그림 13-51

이중 데이터 센터 WAN 네트워크

Dual Data Center Routed
WAN Network

L1

DC2

L2

L3

L4

292568

DC1

일반적으로 원격 사이트에서 데이터 센터로의 이러한 WAN 업링크는 부하 분산되거나 기본 / 백업
형태로 구성되며 , 정적 CAC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에서 이 다중 경로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지만 , 하나의
경로만 유효 경로로 계산되며 가중치 측정 기준이 변경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러한 유형
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더 좋은 방법은 , 고급 위치 기반 CAC 에서 2 개의 데이터 센터
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 또는 허브 위치로 구성하고 , 각 원격 사이트 위치에 대해 단일 링크를 구성
하는 것입니다 . 그림 13−52 는 E−L( 고급 위치 기반 ) CAC 위치 및 링크 오버레이의 예를 보여줍니
다.
그림 13-52

이중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급 위치 기반 CAC 토폴로지 모델

Dual Data Center
Enhanced Location CAC
Topology Model
Hub-None

DC1

DC2

L1

L2

L3

L4

Location 1

Location 2

Location 3

Location 4

348707

Single link per location to
hub_none protecting the
lowest capacit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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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권장 사항

원격 위치에 대한 원격 링크가 2 개 이상 있는 이중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다음 설계 고려 사항은 부
하 분산된 WAN 설계 및 기본 / 백업 WAN 설계에 모두 적용됩니다 .
•

단일 위치 (Hub_None) 가 두 데이터 센터를 모두 나타냅니다 .

•

원격 위치와 Hub_None 의 단일 링크가 정상 조건 또는 최고 대역폭 용량 링크의 장애 발생 시
원격 사이트 업링크가 과다 신청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

원격 사이트와 Hub_None 간 링크 대역폭 할당량은 단일 링크에 대한 해당 Unified
Communications 미디어의 최저 대역폭 용량과 같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각 WAN 업링크가
EF 로 표시된 2Mbps 의 오디오 트래픽을 지원하는 경우 , 장애 조건 또는 동일한 비용의 경로
라우팅을 지원하려면 링크 오디오 대역폭 값이 2Mbps 미만이어야 합니다 .

MPLS 클라우드
고급 위치 기반 CAC 네트워크 모델에서 MPLS( 다중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 다대다 연결 유형
클라우드를 설계하는 경우 , 단일 위치가 MPLS 클라우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위치에는 연
결된 장치가 없지만 , 이 클라우드에 대한 업링크가 있는 모든 사이트에는 이 위치로 구성된 링크
가 있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MPLS 클라우드는 크기가 다른 여러 원격 위치로의 대역폭 WAN 업
링크를 상호 연결하는 통과 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 이 섹션의 그림에는 여러 MPLS 네트워크 및 각
네트워크와 동등한 위치 및 링크 모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림 13−53 에서 Hub_None 은 서버 , 엔드포인트 및 장치가 있는 캠퍼스 위치를 엔드포인트와 장
치만 있는 원격 위치와 상호 연결하는 통과 위치의 역할을 하는 MPLS 클라우드를 나타냅니다 . 원
격 위치에서 Hub_None 으로의 각 링크는 오디오 , 비디오 및 몰입형 미디어에 할당된 WAN 업링크
대역폭에 따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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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3

단일 MPLS 클라우드
Network Topology

Enhanced Location CAC
Modeled Topology

Campus

IP
IP
IP
Hub_None

=

V
MPLS
Any/Any

Campus

Loc_1

Loc_2 Loc_N
Links

V
IP

IP

V
IP

IP
IP

Loc_1

IP
IP

IP
Loc_2

IP
348708

V

Loc_N

그림 13−54 는 서버 , 엔드포인트 및 장치가 있는 캠퍼스 위치를 엔드포인트와 장치만 있는 위치한
원격 위치와 상호 연결하는 통과 위치의 역할을 하는 2 개의 MPLS 클라우드를 보여줍니다 . 캠퍼
스 역시 두 클라우드에 연결됩니다 . 원격 위치에서 MPLS 클라우드로의 각 링크는 오디오 , 비디오
및 몰입형 미디어에 할당된 WAN 업링크 대역폭에 따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설계는 여
러 대륙에 걸쳐 있으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별도의 MPLS 클라우드를 제공 받는 기업
의 경우에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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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MPLS 클라우드
Network Topology

Enhanced Location CAC
Modeled Topology

Campus

IP

Campus

IP
IP
MPLS_1

MPLS_2

Loc_1 Loc_2 Loc_3

Loc_4 Loc_5 Loc_6

=

V
MPLS
Any/Any

MPLS
Any/Any

Links

V

V

V

IP

V

IP

IP

IP
IP

V

Loc_1

IP

IP

Loc_3

IP

IP
IP

IP

V

Loc_4

IP

Loc_6

IP
IP

Loc_2

IP

348709

IP

IP
IP

Loc_5

그림 13−55 는 각 사이트에 각 클라우드에 대한 하나의 연결이 있고 각 사이트에서 MPLS 클라우
드를 동일한 비용의 부하 분산된 방식 또는 기본 / 백업 시나리오로 사용하는 , 여러 업체가 제공하
는 여러 MPLS 클라우드를 보여줍니다 . 어쨌든 이 설계는 단일 위치가 두 클라우드를 모두 나타내
고 단일 링크가 두 클러스터의 최저 용량 링크를 나타내는 이중 데이터 센터 설계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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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5

이중 Dual MPLS 클라우드에 연결된 원격 사이트
Network Topology

Enhanced Location CAC
Modeled Topology

Campus

IP

Campus

IP
IP

MPLS

=

V
MPLS
Any/Any

MPLS
Any/Any

Loc_1 Loc_2 Loc_3

Links

V

V
IP

IP

IP

IP
IP

IP

V

Loc_1

IP

Loc_N
348710

IP
IP
Loc_2

설계 권장 사항
•

MPLS 클라우드는 엔드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위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위치를 상호 연결
하는 허브로 사용됩니다 .

•

MPLS 클라우드는 크기가 다른 여러 원격 위치로의 대역폭 WAN 업링크를 상호 연결하는 통
과 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

•

이중 MPLS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원격 사이트에서는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과다 신청을 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결을 단일 링크로 취급하고 링크의 최저 용량에 따라 크기를 지정해야 합
니다 .

비디오 배포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 설계 권장 사항
이 섹션에서는 고급 위치 기반 CAC 와 비디오 배포를 설계할 때 QoS( 서비스 품질 ) 에 적용 가능
한 설계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허용 제어와 QoS 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 대부분의 경우에 상호 의존합니다 . 현재 Cisco 제품 제공 (
예 : 오디오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 , 음성 및 비디오 게이트웨이 , 음성 메시징 , 전화회의 ) 은 모두 IP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 QoS 패킷 표시를 지원합니다 . 그러
나 Jabber for Windows 클라이언트는 특별히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따르는 것과 동일한 기본 표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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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따르지 않습니다 . Windows 운영 체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 IP 주소 및 UDP/TCP 포트 범위를
사용하여 DSCP 로 트래픽을 표시하는 GPO( 그룹 정책 개체 ) 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룹
정책 개체는 트래픽을 표시하는 기능 측면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목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
QoS 는 허용 제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 QoS 가 없으면 허용된 트래픽이 허용되지 않은 트래
픽 또는 다른 트래픽 분류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네트워크 리소스를 얻도록 하기 위해 네트워크
에서 미디어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Unified CM 의 QoS 에 대한
CallManager 서비스 매개 변수에는 엔드포인트 미디어 분류에 적용할 수 있고 몰입형 및 데스크톱
으로 분류된 엔드포인트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를 위한 고급 위치 기반 CAC, 13−59 페이지
섹션 참조 ) 가 몰입형 또는 데스크톱 비디오 분류를 기반으로 해당 미디어에 대해 다른 QoS 표시
를 가지도록 하는 5 개의 기본 QoS 설정이 있습니다 . 표 13−14 은 5 개의 기본 DSCP 설정을 기본
설정 및 해당 PHB( 홉당 작동 ) 와 함께 보여줍니다 .
표 13-14

엔드포인트 미디어 분류에 대한 QoS 설정

Cisco CallManager 서비스 매개 변수 > 클러스터
수준 매개 변수 ( 시스템 - QOS)
기본값

해당 PHB

음성 통화용 DSCP

46

EF

영상 통화용 DSCP

34

AF41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34

AF41

Telepresence 통화용 DSCP

32

CS4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32

CS4

음성 통화용 DSCP 설정은 오디오 전용 전화를 거는 장치에 사용됩니다 . 영상 통화용 DSCP 설정
은 " 데스크톱 " 으로 분류되는 장치의 오디오 및 비디오 트래픽에 사용됩니다 . Telepresence 통화
용 DSCP 는 " 몰입형 " 으로 분류되는 장치의 오디오 및 비디오 트래픽에 사용됩니다 . 영상 통화
의 오디오 부분용 DSCP 및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는 현재 비디오 엔드포인트
의 하위 집합에 적용 가능하며 , 분류를 기반으로 영상 통화 유형에 종속된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
분만 구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 13−92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를 위한 고급 위치 기반 CAC, 13−59 페이지 섹션에 설명된 대로 , Cisco
Unified CM E−LCAC 에는 다른 영상 통화와는 별도로 TelePresence 통화에 대한 허용 제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E−LCAC 는 엔드포인트 및 SIP 트렁크를 " 몰입형 " 또는 " 데스크톱
" 으로 분류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 Unified CM 은 이 분류를 통해 몰입형으로 분류된 해당 장치 및
트렁크에 대한 별도의 몰입형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LBM 은
분류에 관계없이 비디오 대역폭 풀의 모든 비디오를 공제합니다 (Unified CM 의 CallManager 서비
스 매개변수 몰입형 영상 통화용 비디오 대역폭 풀 사용이 참으로 설정됨 ).
또한 , 기본적으로 몰입형으로 분류된 엔드포인트에서는 DSCP 가 CS4 로 설정되는 반면에 (DSCP
32; TelePresence 통화용 DSCP) 데스크톱 엔드포인트에서는 DSCP 가 AF41 로 설정됩니다 (DSCP
34; 영상 통화용 DSCP). QoS 및 E−LCAC 에 대한 기본 설정은 DSCP 를 구별하지만 , 동일한
E−LCAC 대역폭 풀에서 모든 비디오를 공제합니다 . 그림 13−56 은 QoS 및 E−LCAC 대역폭 풀 연
결과 몰입형 및 데스크톱으로 분류된 장치의 기본값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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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6

CAC 대역폭 풀에 대한 기본 QoS 설정

Uniﬁed CM System QoS Values and CAC Pool Associaons
Media Stream Type

DSCP Value

PHB Value

CAC Pool

DSCP for Audio Calls

Audio Only

46

EF

Voice

Audio Poron of
*DSCP forVideo
Calls

Audio of Video

34

AF41

Video

DSCP for Video Calls

Video of Video

34

AF41

Video

for Audio Poron of
*DSCPTelePresence
Calls

Audio of TP

32

CS4

Video

DSCP for TelePresence Calls

Video of TP

32

CS4

Video

348977

Service Parameter Name

TelePresence 통화용 DSCP 는 몰입형 분류이고 영상 통화용 DSCP 는 데스크톱 분류입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설계 고려 사항 및 권장 사항
비디오에 대한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설계하는 경우 이 섹션에 나열된 설계 권장 사항 및 고려 사
항을 따르십시오 .

설계 권장 사항
다음 설계 권장 사항은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이용하는 비디오 솔루션에 적용됩니다 .
•

데스크톱 비디오와 TelePresence 비디오를 구별해야 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비디오 ( 데스
크톱 분류 ) 와 TelePresence 비디오 ( 몰입형 분류 ) 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Unified CM 서비스 매
개 변수 몰입형 영상 통화용 비디오 대역폭 풀 사용이 거짓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
렇게 하면 TelePresence 통화를 위한 몰입형 대역폭 풀이 활성화됩니다 .

•

고급 위치 기반 CAC 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위치에서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통해 TelePresence 통
화를 추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입형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을 무제한으로 설정하십시오 . 이
렇게 하면 몰입형으로 분류된 TelePresence 또는 SIP 트렁크에서 CAC 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통해 TelePresence 통화를 추적할 경우에는 몰입형 위치 및 링크 대역
폭 풀을 사용되는 비트 레이트와 위치 및 링크 경로 상에 허용되는 통화 수에 따라 설정하십시
오.

•

클러스터 간 SIP 트렁크는 그림자 위치와 연결해야 합니다 .

•

Cisco Unified CM 은 2 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 전체 QoS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UC 비
디오 엔드포인트와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간의 DSCP( 차등화 서비스 코드 포인트 ) 설정을
구별합니다 .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는 Telepresence 통화용 DSCP QoS 매개 변수를 사용하
며 , Cisco UC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영상 통화용 DSCP QoS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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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를 기본 QoS 표시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다음 권장 사항이 적용됩니다 .
– UC 엔드포인트만을 배포하고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는 배포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에

는 , CS4 표시된 인바운드 트래픽을 고려하여 인바운드 WAN QoS 구성의 AF41 QoS 트래
픽 클래스에 CS4 DSCP 클래스를 추가하고 , CS4 표시된 미디어의 QoS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

– UC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만을 배포하고 UC 엔드포인트는 배포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

우에는 , AF41 표시된 인바운드 트래픽을 고려하여 인바운드 WAN QoS 구성의 CS4 QoS
트래픽 클래스에 AF41 DSCP 클래스를 추가하고 , AF41 표시된 미디어의 QoS 처리를 실
행하도록 하십시오 .

설계 고려 사항
몰입형 비디오 통화에 향상된 위치 CAC 를 전개할 때 몰입형 분류된 끝점이 데스크톱 분류된 끝점
과 연결된 경우 , 상호 운용 가능한 호출이 기본적으로 비대칭으로 표시되므로 두 QoS 클래스에 대
한 DSCP 마킹의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

DSCP QoS 표시
TelePresence 비디오 상호 운용 가능 통화에 대한 DSCP( 차등화 서비스 코드 포인트 ) QoS 표시는
비대칭으로 UC 엔드포인트에는 AF41, TelePresence 에는 CS4 가 사용됩니다 . AF41 및 CS4 는
Unified CM 의 기본 구성으로 , 이러한 기본값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QoS 구성
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는 영상 통화를 기본 Telepresence 통화용 DSCP
설정과 일치하는 , DSCP 값 CS4 로 표시합니다 . UC 엔드포인트는 통화를 기본 영상 통화용 DSCP
설정과 일치하는 , DSCP 값 AF41 로 표시합니다 . 그림 13−57 은 미디어 표시 및 대역폭 계산의 예
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57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의 대역폭 공제 및 미디어 표시
Service Param:
Use Video BandwidthPool
for Immersive Video Calls*
= False
(Default = True)

M

RTP Marked CS4
RTP Marked AF41

Cisco Unified CM
P

I
P/S

SIP

C

SC

Location A

Location B

IP WAN

RTP Marked CS4
RTP Marked AF41

TelePresence

UC Video
Phone

Link Location A to B

Configured
Audio

Unlimited

Video

Unlimited

Immersive

Unlimited

Used

Configured
Audio

800k

N/A

Video

1536k

N/A

Immersive

5000k

Configured

Used

Used

Audio

Unlimited

768k

Video

Unlimited

N/A

768k

Immersive

Unlimited

N/A

292559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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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resence 비디오 상호 운용성 통화의 대역폭 계산
TelePresence 대 UC 비디오 상호 운용 가능 통화를 위한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그림 13−57 에 표
시된 대로 , 비디오와 몰입형 위치 및 링크 대역폭 풀에서 대역폭을 공제합니다 . 이는 두 유형의
QoS 분류 스트림 모두 엔드포인트 간 경로의 양쪽 방향에 있는 미디어에 필요한 대역폭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는 AF41 및 CS4 클래스 트래픽의 경우 모두 양방향 미디어를 고려합니다 . 하
지만 , 비대칭적으로 표시된 흐름에서는 한 방향에는 AF41 클래스의 완전 할당된 비트 레이트가
사용되지만 , 다른 방향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방향에서는 완전 할당된 비트 레이트가 CS4
로 표시됩니다 . 이는 추가 대역폭 사용량이 아니라 , 간단히 각 QoS 클래스에 대한 네트워크에 있
어서 표시 및 대기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 이러한 대역폭 계산 방법은 각 방향의 각 흐름을 보호하
기 위해 필요합니다 .
네트워크 경로에서 TelePresence 비디오 (CS4) 가 Unified Communications 비디오 (AF41) 와 별도로
프로비저닝되었으며 TelePresence 의 대체적인 일정이 지정되고 , TelePresence 가 통화 일정이 제
어되고 TelePresence 사용이 필요한 환경에 있는 경우 , 이중 대역폭 CAC 계산을 피하기 위해 위치
및 링크에 대한 몰입형 비디오 대역폭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TelePresence
대 TelePresence 통화는 항상 방해 없이 연결되고 허용 제어에 의해 제어되지 않지만 , 데스크톱 비
디오 및 TelePresence 대 데스크톱 영상 통화는 허용 제어에 의해 제어되고 비디오 대역폭 할당량에
서 고려됩니다 .
고급 위치 기반 CAC 및 TelePresence 상호 운용 가능 통화의 통화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elePresence 몰입형 비디오를 위한 고급 위치 기반 CAC, 13−5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한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배포
의 설계 권장 사항
Unified CM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 , 타
사 UC 시스템 (IP 및 TDM 기반 PBX), PSTN 연결 및 중앙 집중식 UC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다이얼
플랜 및 트렁크 집계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다음은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하여
Unified CM SME 를 배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권장 사항 및 설계 고려 사항의 목록입니다 .
Unified CM SM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권장 사항 및 설계 고려 사항
•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지원하는 모든 리프 클러스터는 SME 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간 고급 위
치 기반 CAC 용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

•

SME 는 고급 위치 기반 CAC 클러스터간 허브 복제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식 부트스트랩 허브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LBM 허브 복제 네트워크 , 13−51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지원하는 리프 클러스터에 대한 모든 트렁크는 SME 와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지원하는 리프 클러스터 간의 트렁크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림자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

•

TelePresence 비디오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는 비디오 배포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 설계 권장 사
항 , 13−7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SME 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지원하는 Unified CM 이 아닌 트렁크 또는 장치 ( 예 : 타사
PBX, 게이트웨이 , 일반 위치 기반 CAC 만 지원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 , 컨퍼런스 브리지
로의 음성 메시징 포트 또는 트렁크 , Cisco Video Communications Server 등 ) 로의 연결은 팬텀
또는 그림자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 그 이유는 팬텀과 그림자 위치 모두 종료
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 즉 , 팬텀과 그림자 위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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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클러스터의 사용자 정의 위치에 대한 효과적인 자리 표시자입니다 . 팬텀 위치는 일반 위치
기반 CAC 만을 지원하는 Unified CM 버전의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레거시 위치이며 ,
Unified CM 고급 위치 기반 CAC 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그림자 위치는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지원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 간의 트렁크를 전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특수 위치
입니다 .

그림 13-58

•

SME 는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3−58 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

•

SME 은 로컬로 구성된 최대 2,000 개의 위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로 사용되는 Unified CM SME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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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8 은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로 사용되는 SME 의 예를 보여줍니다 . 전체 위치 및 링
크 글로벌 토폴로지는 SME 에서 구성되고 관리되며 , 리프 클러스터는 단말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만 로컬로 구성합니다 .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되고 위치 및 링크
가 복제된 경우 , 각 리프 클러스터는 SME 에서 글로벌 토폴로지를 받아 , 구성된 토폴로지에 오버
레이하고 글로벌 토폴로지를 통화 허용 제어에 사용합니다 . 따라서 ,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구성
과 위치 및 링크 관리가 단순화되며 ,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위치 및 링크가 잘못 구성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배포 및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 , 13−56 페이지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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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십시오 .
그림 13−59 는 하나 이상의 리프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되었으
며 ( 오른쪽 ), 하나 이상의 리프 클러스터가 일반 위치 기반 CAC 만을 지원하는 Unified CM 버전을
실행하는 ( 왼쪽 ) SME 설계를 보여줍니다 .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서 일반 위치 기반 CAC 에 의해
관리되는 위치는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위해 활성화된 클러스터 간의 공통 또는 공유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 Leaf 1 은 다양한 원격 사이트에서 장치가 관리되는 일반 허브 및 스포크에서 구성되
었습니다 . SME 및 클러스터 간 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위해 활성화된 다른 리프 클러스터는
E−L CAC 모델 토폴로지에 표시된 것과 같이 글로벌 토폴로지를 공유합니다 . Leaf1_Hub 는 SME
에서 Leaf 1 토폴로지의 허브를 나타내는 SIP 또는 H.323 클러스터 간 트렁크에 할당된 사용자 정
의 위치입니다 . 따라서 , SME 가 Leaf 1 과 Leaf1_Hub 간의 통화에 대한 대역폭을 공제할 수 있습
니다 . SME 와 Leaf 2 는 이러한 방식으로 고급 위치 기반 CAC 위치 및 링크를 관리하며 Leaf 1 은
일반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하여 원격 위치를 관리합니다 .
그림 13-59

리프 클러스터에서 고급 위치 기반 CAC 및 일반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한 SME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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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위치 기반 CAC 를 사용한 Cisco Expressway 배포의 설계 권장 사항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은 VPN 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기반 장치를
Unified CM 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VPN 없는 엔터프라이즈 액세스로도 알려져 있는 기능을 제
공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전체 운영 체제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엔드포인트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Unified CM 에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섹션에는 ELCAC(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 를 사용하여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배포하기 위한 권장 사항 및 설계 고려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모바일 및 원격 액세
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PN−less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 10−3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권장 사항 및 설계 고려 사항
Cisco Expressway 의 VPN 없는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솔루션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는 VPN 를 사용하지 않고 Cisco Expressway 를 통해 Unified CM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C 및 Expressway E 서버는 각각 고가용성을 위해 중복 배포됩니다 . Expressway E 는 인
터넷 ( 외부 ) 에 대한 방화벽과 기업 ( 내부 ) 에 대한 방화벽 사이의 DMZ 에 배치되며 ,
Expressway C 는 기업 내부에 배치됩니다 . 그림 13−60 은 이 배포의 예를 보여줍니다 . 또한 다음
과 같은 미디어 흐름도 보여줍니다 .
1.

서로 호출하는 인터넷 기반 엔드포인트의 경우 , 그림 13−60 의 엔드포인트 B 와 C 사이에 표시
된 것처럼 미디어가 Cisco Expressway E 및 Expressway C 를 통해 인터넷에 다시 전송됩니다 .

2.

내부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인터넷 기반 엔드포인트의 경우 , 그림 13−60 의 엔드포인트 A 와
C 사이에 표시된 것처럼 미디어가 Expressway E 및 Expressway C 를 통해 흐릅니다 .

그림 13-60

VPN 없는 액세스를 위한 Cisco Expressway 의 배포

B
Inside 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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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Collaboration
Services

Outside 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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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C

Expressway Expressway
C
E

MEDIA

348712

SIGNALING

A

동일한 기업에서 VPN 없는 액세스를 위해 Cisco Expressway 가 여러 개 배포된 경우 , 하나의
Expressway 쌍을 통해 등록된 인터넷 기반 엔드포인트에서 다른 Expressway 쌍을 통해 등록된 인
터넷 기반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면 미디어가 기업을 통해 전송됩니다 . 이러한 경우는 그림 13−61
에 둘 다 서로 다른 두 Expressway 쌍을 통해 등록된 엔드포인트 D 와 엔드포인트 C 간의 통화로 표
시되어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가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에 등록되어 있든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에 등록되어 있든 관계 없이 미디어 흐름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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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1

여러 Cisco Expressway 쌍의 배포에 대한 미디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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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2 는 기업을 가로지르는 미디어 흐름의 대역폭 추적을 통합하면서 , 허용 제어 없이 인터
넷을 통한 미디어 흐름을 허용하는 위치 및 링크의 구성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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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2

대역폭 관리

원격 및 모바일 액세스를 위한 위치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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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2 는 RTP, BLD, SJC 등 3 개의 주 사이트로 구성된 ELCAC 배포의 예를 보여줍니다 . 이
사이트들은 모두 하나의 MPLS 공급자에 연결되며 , 따라서 각 사이트에는 MPLS 클라우드에 대한
별도의 WAN 연결이 있습니다 . 위치 및 링크는 기업 위치가 MPLS 라고 하는 위치에 직접 연결되
도록 적절히 생성되며 , 대역폭 링크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매핑되는 음성 및 영상 통화로 제한됩
니다 . 기업 내에서 장치는 세 사이트 중 하나에 위치하며 , 따라서 위치가 연결됩니다 . 각 사이트
에는 Unified CM 에 등록되는 인터넷 기반 엔드포인트의 VPN 없는 원격 및 모바일 액세스를 위한
Cisco Expressway 솔루션이 있습니다 . 인터넷 기반 장치에 대해 각 Expressway 솔루션 사이트에 하
나씩 3 개의 새로운 위치 (RTP_INET, BLD_INET, SJC_INET) 가 구성됩니다 . 이 3 개의 위치는 인
터넷에서 Expressway 쌍을 통해 Unified CM 에 등록되는 장치에 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 인터넷 위
치 " 를 나타냅니다 . 이 위치들은 직접 링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지 않습니다 . Expressway 간의 통
화가 기업을 통해 전송되며 , 따라서 MPLS 클라우드를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 대신 이러한 인터
넷 위치에는 관련된 기업 위치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RTP_INET 에는 RTP,
BLD_INET 에는 BLD 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 인터넷 위치와 기업 위치 간의 이러한 링크는 무
제한 대역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 Cisco Expressway 배포용 고급 위치 기반 CAC 에서는 Unified CM 의 장치 이동
성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이동성 , 21−13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엔드포인트에서 장치 이동성을 활성화하면 Unified CM 에서 장치가 Cisco
Expressway 를 통해 등록되었는지 또는 기업 내에서 등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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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치가 기업과 인터넷 간을 로밍할 때 장치 이동성을 이용하여 허용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엔드포인트가 Expressway C 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할 때 Unified CM 이 적절한 인터넷 위치를 연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
만 , 엔드포인트가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여 등록되는 경우에는 Unified CM 에서 장치에서 직접 구
성된 ( 또는 장치에 직접 구성된 장치 풀의 ) 기업 위치를 사용합니다 . 기업 전체에 장치 이동성을
배포하지 않아도 이 기능은 작동합니다 . Expressway IP 주소에 대해서만 Unified CM 에서 장치 이
동성을 구성해야 하며 기능이 필요한 장치 , 즉 인터넷을 통해 등록된 장치에서만 기능이 활성화됩
니다 . 그림 13−63 은 장치 이동성 구성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 이 요구사항은 인터넷 기반 장치에
서 ELCAC 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 장치 이동성에 대한 최소 구성 요구사항이지만 , 기업 내 이
러한 동일한 엔드포인트에 대해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치 이동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자
세한 내용은 장치 이동성 , 21−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그림 13-63
Device
Mobility Info

장치 이동성 구성 및 위치 연결
Device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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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0.51/32

SJC_EXP2_DMI
10.10.40.51/32

348715

SJC_EXP1_DMI
10.10.40.50/32

그림 13−63 은 그림 13−62 에 설명된 ELCAC 배포에 대한 간단한 장치 이동성의 예를 보여줍니다
. Expressway C 서버의 IP 주소는 장치 이동성 정보에 구성됩니다 . 이 예에서는 RTP, BLD 및 SJC
각 사이트에 대해 Expressway C 서버의 중복 쌍이 있습니다 . RTP_EXP1_DMI 및 RTP_EXP2_DMI
는 각각 RTP Expressway C 서버의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이 두 항목은 RTP_INET
위치가 구성되어 있는 , RTP_EXP_DP 라고 하는 새로운 장치 풀에 연결됩니다 . 각 사이트는 비슷
하게 구성됩니다 . 이 구성에서 , 장치 이동성이 활성화된 장치가 RTP_EXP1_DMI 또는
RTP_EXP2_DMI 의 장치 이동성 정보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되면 ,
RTP_EXP_DP 장치 풀에 연결되고 따라서 RTP_INET 위치에 연결됩니다 .
위의 구성에서는 인터넷 기반 장치가 Expressway 를 통해 Unified CM 에 등록할 때 Expressway C
의 IP 주소로 등록합니다 . 그런 다음 , Unified CM 이 장치 이동성 정보에 구성된 IP 주소를 사용하
여 장치 풀과 이 장치 풀에 연결된 인터넷 위치를 연결시킵니다 . 이 과정은 그림 13−64 에 예시되
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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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4

대역폭 관리

Expressway IP 주소를 기반으로 장치 풀 및 위치 연결
1. Register me with
10.10.20.50

2. Device in RTP

IP Subnet

Device Mobility
Info

Device Pool

Location

10.10.20.50

RTP_EXP1_DMI

RTP_EXP_DP

RTP_INET

10.10.30.50

BLD_EXP1_DMI

BLD_EXP_DP

BLD_INET

10.10.40.50

SJC_EXP1_DMI

SJC_EXP_DP

SJC_INET

348716

3. Here is your
configuration

그림 13−64 에서 클라이언트는 RTP 의 Expressway 를 통해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RTP 의
Expressway C 에서 신호가 변환되기 때문에 장치는 Expressway C 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등록됩니
다 . 장치 풀 RTP_EXP_DP 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장치와 연결됩니다 . RTP_EXP_DP 풀은
RTP_INET 위치를 사용하여 구성되며 , 따라서 이 위치가 장치에 연결됩니다 . 그러므로 , 장치가
Expressway 에 등록되면 장치 이동성을 통해 정확한 위치가 연결됩니다 . 엔드포인트가 기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적 위치 구성으로 돌아갑니다 . 또한 , 엔드포인트가 예를 들어 , SJC 의 다른
Expressway 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장치 이동성을 통해 정확한 위치가 연결됩니다 .

확장된 위치 CAC 로 Cisco Expressway VPN 이 없는 액세스를 위한 설계 및 전개 모범 사례
•

Cisco Expressway 솔루션이 상주하는 ,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각 사이트에는 인터넷 위치와
기업 위치가 필요합니다 . 각 Cisco Expressway 배포에는 이러한 위치 쌍이 필요합니다 . 기업
위치는 장치가 기업에 있을 때 장치에 연결됩니다 ( 그림 13−62 의 RTP, BLD 및 SJC 위치를 참
조하십시오 ). 인터넷 위치는 엔드포인트가 인터넷에서 등록될 때 장치 이동성 기능을 통해 엔
드포인트에 연결됩니다 ( 그림 13−62 의 RTP_INET, BLD_INET 및 SJC_INET 위치를 참조하십
시오 ). 예를 들어 , 그림 13−62 에서 RTP 와 RTP_INET 는 물리적 사이트 RTP 에 대한 위치 쌍
을 이룹니다 .

•

기업 위치는 해당 엔터프라이즈 ELCAC 설계에 따라 구성됩니다 .

•

인터넷 위치에는 언제나 쌍을 이루는 기업 위치에 대한 단일 링크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그
림 13−62 에서 RTP 와 RTP_INET 는 기업 위치 및 인터넷 위치 쌍을 이룹니다 .

•

인터넷 위치에서 기업 위치로의 링크는 무제한 대역폭으로 설정됩니다 . 이 위치 쌍 간의 대역
폭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인터넷 위치에서 로컬 기업 위치로의 통화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예를
들어 , 그림 13−62 에서 RTP 에서 RTP_INET 로의 통화 ) 에는 대역폭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

Cisco Expressway 솔루션에 Cisco Expressway 사이트가 2 개 이상 배포되고 인터넷 위치가 여
러 개 필요한 경우 인터넷 위치 간에 직접 링크가 없도록 하십시오 . 인터넷 위치간에 직접 링
크가 있으면 ELCAC 에 여러 경로가 생성되며 , 그렇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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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Expressway 에서 DSCP 를 구성할 때 , 그것이 엔드 포인트 마킹 정책과 일치하는 지 확인
하십시오 . Cisco Expressway 릴리즈 8.9 부터는 DSCP 를 신호 , 오디오 , 비디오 및 XMPP 용으
로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시그널링을 CS3 (24), EF (46), AF41 (32), XMPP
(CS3) 로 구성할 수 있으며 , 익스프레스웨이 −C 는 미디어 및 시그널링 트래픽을 인터넷에서
기업으로 적절하게 표시합니다 8.9 이전 릴리스에서 Expressway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면 , 이
전 릴리스에서 사용된 단일 구성된 DSCP 값이 새 Expressway 릴리스의 4 개 값 전체에 채워집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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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관리

대역폭 관리 설계 예
이 섹션에서는 설계 예를 다루고 , 예에서는 식별 및 분류 , WAN 대기 및 예약 , 프로비저닝 및 리소
스 제어 , 대역폭 할당 지침 등 이 장에서 논의된 모든 측면을 각 사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살펴봅니다 .

엔터프라이즈 예 1
엔터프라이즈 예 1 은 큰 지리적 지역에 사용자가 있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 기업본사 사
이트에 DC( 데이터 센터 ) 가 있으며 , 여러 대규모 , 소규모 및 마이크로 지점이 있습니다 . 각 지점
유형마다 약 500 명 , 50 명 , 15 명 , 5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 네트워크 그림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범주의 사이트 (HQ, 대규모 , 소규모 및 마이크로 ) 를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사용자
기준 및 엔드포인트 밀도를 가지는 각 사이트에 대한 대역폭 고려 사항을 조정합니다 . 그림 13−65
는 각 사이트 유형을 보여줍니다 . 사용자가 전화회의를 위해 비디오 터미널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에서 비디오를 포함한 Jabber 를 배포했습니다 . TelePresence 비디오
회의 리소스는 HQ 의 DC 에 있습니다 . IP 전화기는 음성 전용 통신용입니다 . 비디오 엔드포인트
는 Jabber 클라이언트 , 협업 데스크톱 엔드포인트 (DX 시리즈 ) 및 회의실 엔드포인트 (MX, Profile
및 SX 시리즈 ) 입니다 . 또한 HQ 및 대규모 사이트에는 IX 시리즈와 같은 몰입형 TelePresence 장
치가 있습니다 .
그림 13-65

엔터프라이즈 예 1
Unified CM
Multipoint
Video (TS)

500 users:

Central
Site

500 Jabber clients
300 IP phones
30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1 immersive telepresence
2 Telepresence Servers

Expressway

B2B

Cloud
Services
S
erv
r ices
s

Mobile
Users

Internet
Int
MPLS VPN

15 users:

5 users:

50 Jabber clients
30 IP phones
6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15 Jabber clients
10 IP phones
2 video endpoints
(room)

5 Jabber clients
3 IP phones
1 video endpoint

Large Branch

Small
S
Branch

Micro Branch

348861

50 users:

엔터프라이즈 예 1 에서 IT 부서는 에 있는 각 유형의 사이트에 대한 WAN 에지의 대역폭 요구 사
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요구 사항을 나열하며 , QoS 를 적용하고 대역
폭 및 대기 요구 사항과 허용 제어 요구 사항을 판별하기 위한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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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분류
이 단계에서는 기업 전반에 QoS 요구 사항이 설정됩니다 .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Jabber)
Jabber 엔드포인트는 신뢰할 수 없으며 데이터 VLAN 에 있습니다 . 특정 UDP 포트 범위를 사용하
여 액세스 계층 스위치에서 신호 및 미디어를 다시 표시합니다 . 이 경우 , Unified CM 은 모든
Jabber 클라이언트가 공통 미디어 및 신호 포트 범위 3000 ~ 4999 를 사용하도록 하는 SIP 프로파일
을 사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모든 Jabber 엔드포인트가 오디오 스트림에 소스 UDP 포트 3000
~3999 를 사용하고 , 비디오 스트림에 4000 ~4999 를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 기본 SIP 포트 5060
은 SIP 신호 (SIP 보안 프로파일에 구성됨 ) 에 사용됩니다 . 이 과정은 그림 13−66 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
신뢰할 수 없는 (Jabber) 엔드포인트 QoS

Jabber clients
(mobile and desktop):

DSCP

UDP Ports
3xxx

ACL

AF41

4xxx

AF42

5060

CS3

348862

그림 13-66

관리자는 UDP 포트를 다음 DSCP 값으로 다시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 VLAN 의 액세스 스위치에
대한 ACL 을 생성합니다 .
•

오디오 : AF41 로 표시되는 UDP 포트 3000 ~3999

•

비디오 : AF42 로 표시되는 UDP 포트 4000 ~4999

•

신호 : CS3 으로 표시되는 TCP 포트 5060

Jabber 분류 요약 :
•

모든 Jabber 통화 ( 음성 전용 및 영상 통화 ) 의 오디오 스트림은 AF41 로 표시됩니다 .

•

Jabber 영상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은 AF42 로 표시됩니다 .

Jabber 엔드포인트의 경우 Jabber SIP 프로파일에서 기본 QoS 값을 변경하도록 권장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무선 경로 또는 다른 유선 경로를 통해 Jabber 클라이언트의 QoS 가 신뢰된 경우에는
올바른 신뢰할 수 있는 값이 신뢰할 수 있는 QoS 와 ACL 을 사용하여 다시 표시된 QoS 간에 일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Jabber 클라이언트용 SIP 프로파일의 QoS 매개 변수를
표 13−15 에 표시된 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
표 13-15

Jabber 클라이언트용 SIP 프로파일의 QoS 매개 변수

QoS 서비스 매개 변수 이름 (SIP 프로파일 )

시스템 기본값

변경된 값

음성 통화용 DSCP

EF

AF41

영상 통화용 DSCP

AF41

AF42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A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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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5

대역폭 관리

Jabber 클라이언트용 SIP 프로파일의 QoS 매개 변수 ( 계속 )

QoS 서비스 매개 변수 이름 (SIP 프로파일 )

시스템 기본값

변경된 값

Telepresence 통화용 DSCP

CS4

해당 없음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CS4

해당 없음

표 13−15 의 구성 설정에서는 , 어떤 이유에서는 트래픽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로를 따르고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경로에서와 같이 UDP 포트 범위를 통해 다시 표시되는 않은 경우에
Jabber 클라이언트의 비디오가 AF42 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는
기본 설정 AF41 에 남아 있습니다 . 이것은 UDP 포트 범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되거
나 다시 표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Jabber 엔터프라이즈 간에 구성이 일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
다.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CDP(Cisco Discovery Protocol) 가 사용되고 IP 전화기와 비디
오 엔드포인트의 QoS 가 액세스 스위치에 구성된 조건부 신뢰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신뢰됩니다 .
이 구성에서는 음성 전용 통화에 대한 오디오의 Unified CM 기본 시스템 설정을 EF 로 사용하고 영
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는 AF41, TelePresence 의 오디오 및 비디오는 CS4, 신호는 CS3 으로 사
용합니다 . 따라서 SIP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서 TelePresence 엔드포
인트의 QoS 가 그에 따라 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리자가 Unified CM 의 QoS 기
본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
그림 13−67 은 액세스 스위치에서의 조건부 신뢰 (CDP) 와 패킷 표시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67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QoS

DSCP
T t
Trust

AF41
CS3

Trusted TelePresence
and Desktop Video Endpoints

DSCP
EF
348863

T t
Trust

CS3

Trusted IP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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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 IP 전화기와 비디오 및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 대한 조건부 QoS
신뢰를 사용하여 모든 액세스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
•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은 AF41 로 표시됩니다 .

•

음성 전용 통화는 EF 로 표시됩니다 .

또한 관리자는 표 13−16 의 값을 사용하여 SIP 프로파일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Unified CM 의 QoS 기본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
표 13-16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SIP 프로파일의 QoS 매개 변수

QoS 서비스 매개 변수 이름 (SIP 프로파일 )

시스템 기본값

변경된 값

음성 통화용 DSCP

EF

영상 통화용 DSCP

AF41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AF41

Telepresence 통화용 DSCP

CS4

AF41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CS4

AF41

WAN 에지에서 수신할 때 특정 DSCP 값을 사용하여 도착하는 패킷은 액세스 계층에서 신뢰되었
거나 , 액세스 스위치에서 신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표시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
류 보호 방법으로 , 수신 시 액세스 계층에서 다시 표시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트래픽을 WAN
에지에서 다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oS 는 LAN 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WAN 에서는 가
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또한 라우터는 수신 트래픽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사용자 경험에 맞는 올바른 QoS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WAN 에지 다시
표시는 항상 라우터로의 수신 인터페이스에서 수행되지만 대기 및 예약은 송신 인터페이스에서 수
행됩니다 . 다음 예는 WAN 수신 QoS 정책과 송신 대기 정책을 보여줍니다 . 그림 13−68 은 구성 및
다시 표시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68 에서 , 네트워크의 신뢰할 수 있는 영역과 신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전달된 패킷은 논의
된 신뢰 방법 또는 UDP 포트 범위에 일치하는 단순 ACL 을 통해 적절한 DSCP 표시로 식별되고 분
류됩니다 . 이 ACL 은 IP 주소 또는 추가로 표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일부 다른 특성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일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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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8

대역폭 관리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1 단계

UDP Ports

DSCP

3xxx

AF41

4xxx
5060

AF42

ACL

Trust

Ingress
Policy

1

CS3

EF

CS3

348864

AF41

그림 13−68 ~ 그림 13−73 은 수신 QoS 정책 일치 기준과 DSCP 다시 표시를 보여줍니다 . 이 프로세
스에는 그림에 표시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1.

1 단계에서 패킷이 라우터 수신 인터페이스에 도착하고 , 입력 서비스 정책을 사용하여 구성됩
니다 ( 그림 13−69).

2.

2 단계에서 정책 맵은 적절한 DSCP 를 설정하기 위해 VOICE = EF; PRIORITIZED−VIDEO =
AF41; OPPORTUNISTIC−VIDEO = AF42; SIGNALING−SIP = CS3 의 네 가지 트래픽 클래스로
구성됩니다 ( 그림 13−69).

3.

3 단계에서 각 클래스는 match−any 기준으로 구성된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맵과 일치합니다 (
그림 13−69). 이 match−any 기준은 프로세스가 하향식으로 시작되고 처음으로 일치하는 기준
이 policy−map 문의 각 클래스에 따라 실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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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관리 설계 예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1~3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Ingress
Policy

1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input INGRESS-MARK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ACL’s

2

access-list 100 permit udp any range 3000 3999 any
access-list 101 permit udp any range 4000 4999 any
access-list 102 permit tcp any range 5060 6061 any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policy-map to set DSCP for
Trusted and Untrusted Voice, Video, and SIP Signaling
on ingress
policy-map INGRESS-MARKING
class VOICE
set dscp ef
class PRIORITIZED-VIDEO
set dscp af41
class OPPORTUNISTIC-VIDEO
set dscp af42
class SIGNALING-SIP
set dscp cs3

3

class class-default

313241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classes
class-map match-any 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PRIORITIZED-VIDEO
match access-group 100
match dscp af41
class-map match-any OPPORTUNISTIC-VIDEO
match access-group 101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ny SIGNALING-SIP
match access-group 102
match dscp c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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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13-70

대역폭 관리

4 단계에서 식별 및 분류 섹션의 Unified CM 에 설정된 UDP 포트와 일치하는 ACL 인 class−map
문의 첫 번째 행이 구문 분석됩니다 . ACL 기준 ( 프로토콜 및 포트 범위 ) 이 충족되는 경우 해
당 policy−map 명령문에 구성된 대로 트래픽이 표시됩니다 ( 그림 13−70). Jabber Audio 는
AF41 로 표시되고 Jabber Video 는 그림 13−68 의 정책에 따라 AF42 로 표시됩니다 .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4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Ingress
Policy

1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input INGRESS-MARK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ACL’s

2

access-list 100 permit udp any range 3000 3999 any
access-list 101 permit udp any range 4000 4999 any
access-list 102 permit tcp any range 5060 6061 any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policy-map to set DSCP for
Trusted and Untrusted Voice, Video, and SIP Signaling
on ingress

4

policy-map INGRESS-MARKING
class VOICE
set dscp ef
class PRIORITIZED-VIDEO
set dscp af41
class OPPORTUNISTIC-VIDEO
set dscp af42
class SIGNALING-SIP
set dscp cs3

3

class class-default

313242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classes
class-map match-any 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PRIORITIZED-VIDEO
match access-group 100
match dscp af41
class-map match-any OPPORTUNISTIC-VIDEO
match access-group 101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ny SIGNALING-SIP
match access-group 102
match dscp c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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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단계에서 첫 번째 문과 일치하지 않는 트래픽은 클래스 맵의 다음 match 문인 match dscp 로
이동합니다 ( 그림 13−71). 트래픽이 단순히 DSCP 와 일치하는 경우 DSCP 는 정책 맵 명령문
에서 구성되고 일치된 동일한 값으로 다시 설정됩니다 . 이 경우 라우터는 단순히 DSCP 에서
일치하고 DSCP 를 동일한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 이는 WAN 라우터에 들어오는 서버 및 애플
리케이션의 신뢰할 수 있는 DSCP 에 대한 포괄적인 설정입니다 .

그림 13-71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5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Ingress
Policy

1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input INGRESS-MARK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ACL’s

2

access-list 100 permit udp any range 3000 3999 any
access-list 101 permit udp any range 4000 4999 any
access-list 102 permit tcp any range 5060 6061 any

4

참고

6.

5

policy-map INGRESS-MARKING
class VOICE
set dscp ef
class PRIORITIZED-VIDEO
set dscp af41
class OPPORTUNISTIC-VIDEO
set dscp af42
class SIGNALING-SIP

3

set dscp cs3
class class-default

313243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classes
class-map match-any 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PRIORITIZED-VIDEO
match access-group 100
match dscp af41
class-map match-any OPPORTUNISTIC-VIDEO
match access-group 101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ny SIGNALING-SIP
match access-group 102
match dscp cs3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policy-map to set DSCP for
Trusted and Untrusted Voice, Video, and SIP Signaling on
ingress

MQC(Modular QoS CLI) 를 기반으로 하는 QoS 수신 표시 정책에 대한 예입니다 . MQC 를
지원하는 Cisco 라우터에서 유사한 정책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업데이트된 명령
에 대해서는 특정 라우트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6단계에서 VOICE라는 우선 순위 대기열 , VIDEO라는 CBWFQ 및 SIGNALING 이라는 또 다른
CBWFQ 등 3 개의 대기열이 생성된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이 이동하여 대기되고 출
력 서비스 정책에 따라 예약됩니다 . 이 과정은 그림 13−72 및 그림 13−73 에 설명되어 있습니
다 . 이것은 송신 대기 정책이 액세스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표시인 DSCP 및 / 또는
WAN 라우터 수신 인터페이스로의 수신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 이 예에서
는 일치 기준과 대기열만을 보여주고 WRED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WRED 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WAN 대기 및 예약 , 13−9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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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2

라우터 송신 대기 정책 프로세스 예 - 6 단계

DSCP

Egress
Policy

7

EF

6

WAN

AF42
AF41

그림 13-73

313244

CS3

7.

대역폭 관리

7 단계에서 트래픽이 class−map match 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림 13−73). EF 로 표시된
모든 트래픽은 VOICE PQ 로 이동하고 AF41 및 AF42 트래픽은 VIDEO CBWFQ 로 이동하고
CS3 트래픽은 SIGNALING CBWFQ 로 이동합니다 .

라우터 송신 대기 정책 프로세스 예 - 7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Egress
Policy

6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output EGRESS-QUEU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bandwidth for
collab media and SIP signaling traffic
class VOICE
priority percent 10
! Provisions 10% LLQ to VOICE class
class VIDEO
bandwidth percent 30
! Provisions 30% CBWFQ to VIDEO class
class SIGNALING
bandwidth percent 2
! Provisions 2% CBWFQ to SIGNALING class
…

참고

7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class-map match-all 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VIDEO
match dscp af41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ll SIGNALING
match dscp cs3
313245

policy-map EGRESS-QUEUING

C3PL(Cisco Common Classification Policy Language) 을 기반으로 하는 송신 대기 정책에 대
한 예입니다 . C3PL 을 지원하는 Cisco 라우터에서 유사한 정책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
용과 업데이트된 명령에 대해서는 특정 라우트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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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대기 및 예약
이 섹션에서는 인터페이스 대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 그림 13−74 는 CBWFQ 에 사용되는 음성 PQ,
비디오 CBWFQ 및 WRED 임계값을 보여줍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EF) 의 음성 전용 통화는 PQ 에 맵핑됩니다 .

•

우선 순위가 지정된 영상 통화와 Jabber 는 동일한 CBWFQ 를 공유합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서 건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의 경우 AF41
–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건 모든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의 경우 AF41
–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건 영상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의 경우 AF42

•

WRED 가 비디오 대기열에 구성됩니다 .
– AF42 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임계값 :

대기열 제한의 약 10% ~30%
– AF41 대한 최대 및 최소 임계값 :

대기열 제한의 약 45% ~100%
그림 13-74

협업 미디어 대기 및 예약
AF41 WRED thresholds
(i.e., drop AF41 last)

EF

AF41

Video of Video

AF41

Audio of Jabber

AF41

Video of Jabber

AF42

AF42 WRED thresholds
(i.e., drop AF42 first)

Video
CBWFQ
other queues

Audio of Video

PQ

348870

EF

BW Assigned to LLQ/CBWFQ Classes

Audio of IP
Phone

WRED(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최소 및 최대 임계값도 비디오 CBWFQ 에 구성됩니다 .
WRED 임계값이 구성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페이스가 256 개 패킷의 대기열 깊이로 구성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그림 13−75 에 나타난 대로 , 위에 나열된 지침에 따라 AF42 및 AF41 에 대
한 WRED 최소 및 최대 임계값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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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5

대역폭 관리

WRED 임계값이 있는 비디오 CBWFQ 예

Drop Probability

100%

~

~

policy-map WAN-EDGE
class VIDEO
bandwidth percent 40
random-detect dscp-based
random-detect dscp af41 120 256 50
random-detect dscp af42 30 80 20

~

mark-probability-denominator
5%

AF42

WRED
mark
probability

2%

AF41

(100/denom)
30

80

120

256

Queue Occupancy (packets)
WRED
max threshold

348871

WRED
min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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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저닝 및 허용 제어
이 섹션에서는 각 사이트 유형의 대기열에 대한 프로비저닝 대역폭과 허용 제어에 대해 다룹니다 .
이전에 설명한 대로 , 이 사례에서는 허용 제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비디오 대역폭을 관리하지
만 , 대신 오디오 트래픽을 관리하여 PQ 가 초과 가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것은 음성
전용 통화에만 해당합니다 .
그림 13−76 은 다양한 통화 흐름 , 해당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 , 이러한 스트림이 공제되는 대기
열을 보여줍니다 .
그림 13-76

프로비저닝 및 허용 제어
Admission Control
Voice
V
Vo
oiice
Queue
Queue

Video
Queue

WAN
Link

other
queues

EF

AF42

348872

AF41

그림 13−76 의 예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음성 통화에 대한 우선 순위 대기열이 프로비저닝되고 허용 제
어로 보호됩니다 (ELCAC 음성 대역폭 풀 ).

•

회의실 기반의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비디오 대기열이 초과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
–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역폭 사용량에 비율이 적용됩니다 .
– Jabber 영상 통화는 비디오 회의실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 정체 중에 Jabber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은 WRED 폐기의 대상이 되고 동적으로 비디오 비

트 레이트를 감소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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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할당 지침
그림 13−77 의 대역폭 할당은 이 엔터프라이즈 예 1 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침입니다 . 협업 트래픽
의 다양한 공통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의 비율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 대역
폭 프로비저닝이 사용률에 크게 종속되어 있고 각 배포 및 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다음 예에서는 대역폭 프로비저닝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
세스를 제공합니다 .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한 후 최적의 사용자 경험에 필요한 가능한 최상의 대역
폭 프로비저닝 및 할당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하고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
그림 13-77

대역폭 할당 지침

WAN Link Speed

622 Mbps
(OC12)

155 Mbps
(OC3)

34-44 Mbps
(E3/DS3)

10 Mbps

5 Mbps

<2 Mbps
(T1/E1)

Control (%)

1

1

1

1

2

10

Voice (%)

10

10

10

20

25

30

Video (%)

43

53

55

40

30

--

Signalling (%)

2

2

2

2

2

5

Scavenger (%)

1

1

1

1

1

1

Default (%)

43

33

31

36

40

54

348873

Class

다음 섹션에서는 각 사이트 ( 중앙 , 대규모 지점 , 소규모 지점 및 마이크로 지점 ) 및 사용자 수와
각 클래스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기반으로 각 클래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링크 대역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러한 값은 계층 3 이상용으로 계산된 대역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
오 . 따라서 링크 유형 ( 이더넷 , 프레임 릴레이 , MPLS 등 ) 에 따라 달라지는 계층 2 오버헤드를 포
함하지 않습니다 . 계층 2 오버헤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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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이트 링크 (100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78 에 설명된 대로 중앙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10Mbps(L3 대역폭 )
125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125  80kbps = 10Mbps

•

비디오 대기열 : 55Mbps(L3 대역폭 )
– 몰입형 엔드포인트 : 2Mbps  1 개 통화 = 2Mbps
– 비디오 엔드포인트 : 1.2Mbps  30 개 통화  0.2 = 7.2Mbps
– TelePresence Server: 1.5Mbps  40 개 통화  0.5 = 30Mbps
– Jabber 미디어의 경우 55Mbps – (2Mbps + 7.2Mbps + 30Mbps) = 15.8Mbps

18 개 Jabber 영상 통화 @ 576p 또는 50 개 @ 288p
( 더하기 남아 있는 대역폭 )
계산 참고 사항

몰입형 엔드포인트는 최번시에 맞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 WAN 을 통한 통화에 하나의 엔드포인트
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화회의 통화가 TelePresence Server 에서 로컬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지점 간 통화를 위한 것입니다 . 최번시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20% WAN 사용률 (0.2) 에 맞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 1.2Mbps 에서 가능한
총 30 개 통화는 엔드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 WAN 을 통한 활성 통화는 활성 로컬 통화에
비해 20% 의 WAN 활용률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므로 7.2Mbps 의 WAN 사용률을 제공합니다 .
TelePresence Server 는 원격 사이트의 다양한 엔드포인트 해상도 평균을 고려하여 평균 비트 레이
트 1.5Mbps 로 크기 조정됩니다 . TelePresence Server 는 최대 총 40 개 통화 ( 로컬 및 원격 ) 를 지원
할 수 있으며 , 여기에 50%(0.5) 를 곱합니다 . 50% 는 WAN 을 통해 이동하는 TelePresence 통화의
확률을 고려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로컬 엔드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
또한 Jabber 통화의 경우 15.8Mbps 이며 , 576p 에서는 18 개 통화 , 288p 에서는 50 개 통화 또는 이
와 같은 변형일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대역폭에 사용 가능한 Jabber 영상 통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공합니다 . 15.8Mbps 를 초과하여 더 많은 Jabber 영상 통화가 발생하면 패킷 손실이 발생하고 , 강
제로 모든 Jabber 클라이언트가 해당 비트 레이트를 낮게 조정하도록 합니다 . 이것은 새로운 통화
가 추가될 때 손실률이 낮은 경우에는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표시되지 않는 매우 감지하기
힘든 프로세스일 수 있으며 , 즉각적이고 갑작스러운 패킷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Jabber 비디오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영상 통화가 추가될 때 예상되는 패킷 손실률은 이 편의적 비디
오 클래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방해 수준을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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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8

대역폭 관리

중앙 사이트

500 users:
500 Jabber clients
300 IP phones
30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1 immersive telepresence
2 Telepresence Servers

Voice
10 Mbps

Video
55 Mbps

100
Mbps

voice
10%

Default
31 Mbps

348874

video
55%

WAN
Link

대규모 지점 링크 (34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79 에 설명된 대로 대규모 지점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3.4Mbps(L3 대역폭 )
42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42  80kbps = 3.360Mbps

•

비디오 대기열 : 18.7Mbps(L3 대역폭 )
– 비디오 엔드포인트 : 1.2Mbps  6 개 통화 = 7.2Mbps
– Jabber 미디어의 경우 18.7Mbps – 7.2Mbps = 11.5Mbps

13 개 Jabber 영상 통화 @ 576p 또는 36 개 @ 288p
( 더하기 남아 있는 대역폭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3-104

2018 년 3 월 1 일

13 장

대역폭 관리

대역폭 관리 설계 예

그림 13-79

대규모 지점

50 users:
Voice
3.4 Mbps

50 Jabber clients
30 IP phones
6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Video
18.7 Mbps

34
Mbps

voice
10%

Default
10.5 Mbps
348875

video
55%

WAN
Link

소규모 지점 링크 (10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80 에 설명된 대로 소규모 지점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2Mbps(L3 대역폭 )
25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25  80kbps = 2Mbps

•

비디오 대기열 : 18.7Mbps(L3 대역폭 )
– 비디오 엔드포인트 : 1.2Mbps * 2 개 통화 = 2.4Mbps
– Jabber 미디어의 경우 4Mbps – 2.4Mbps = 1.6Mbps

2 개 Jabber 영상 통화 @ 576p 또는 5 개 @ 288p
( 더하기 남아 있는 대역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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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0

대역폭 관리

소규모 지점

15 users:
15 Jabber clients
10 IP phones
2 video endpoints
(room)

Voice
2 Mbps

Video
4 Mbps

WAN
Link
10
Mbps

voice
20%

Default
3.6 Mbps
348876

video
40%

마이크로 지점 광대역 인터넷 연결 (5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81 에 설명된 대로 마이크로 지점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광대역 인터넷 연결 + 중앙 사이트로의 DMVPN

•

광대역 업링크 속도와 일치하도록 VPN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구성

•

TCP 흐름의 bufferbloat 를 방지하기 위해 VPN 라우터에서 QoS 활성화

•

비대칭 다운로드 / 업로드 광대역 :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전송 비트 레이트 제한 고려
마이크로 지점

5 users:
5 Jabber clients
3 IP phones
1 video endpoint

Inte
Internet
e
DMVPN
Tunnel

QoS-enabled
Router

Voice
1.25 Mbps

Video
1.5 Mbps

WAN
Link
5
Mbps

Default
2 Mbps

Broadband
Modem/Router

voice
25%
video
30%

348877

그림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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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WAN 링크를 사용하는 대규모 지점 ( 비디오에 대한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됨 )

저속 WAN 링크를 사용하는 특정 지점 사이트에서 비디오 대기열을 초과 가입하는 것은 실현 가능
하지 않습니다 ( 그림 13−82 참조 ). 영상 통화가 링크 대역폭을 초과 가입하지 않도록 비디오에 대
한 이러한 위치 링크에 ELCAC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사이트별 지역 구
성을 사용하여 비디오 엔드포인트 및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최대 대역폭을 제한해야 합
니다 . 또한 Jabber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로밍하는 경우 장치 이동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
시오 .
참고

음성 전용 Jabber 통화에 대한 대역폭은 " 음성 " ELCAC 에서 빠지지만 비디오 대기열에 영향을 미
칩니다 (AF41 로 표시되기 때문 ). 비디오 ELCAC 대역폭과 비디오 대기열 크기 간의 델타를 조정
하십시오 .
그림 13-82

제한된 WAN 링크를 사용하는 대규모 지점 ( 비디오에 대한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
됨)

50 users:
50 Jabber clients
30 IP phones
4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Voice
2 Mbps

Video
4 Mbps

WAN
Link
10
Mbps

Default
3.6 Mbps

video
40%

348878

voice
20%

그림 13−82 에 설명된 대로 제한된 WAN 링크 (10Mbps) 를 사용하는 대규모 지점 사이트에는 다음
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2Mbps(L3 대역폭 )
25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25  80kbps = 2Mbps

•

비디오 대기열 : 4Mbps(L3 대역폭 )
– 가능한 사용 : 2 개 통화 @ 576p(768kbps) + 5 개 통화 @ 288p(320kbps) = 3,136kbps
– 영상 통화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3.2Mbps(L3 대역폭 )
– L2 오버헤드 , 버스트성 (burstiness) 및 AF41 로 표시되는 Jabber 음성 전용 통화를 위해 공간

을 남겨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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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예 2
엔터프라이즈 예 2 는 큰 지리적 지역에 사용자가 있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 기업본사 사
이트에 DC( 데이터 센터 ) 가 있으며 , 여러 대규모 , 소규모 및 마이크로 지점이 있습니다 . 각 지점
유형마다 약 500 명 , 50 명 , 15 명 , 5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 네트워크 그림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범주의 사이트 (HQ, 대규모 , 소규모 및 마이크로 ) 를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사용자
기준 및 엔드포인트 밀도를 가지는 각 사이트에 대한 대역폭 고려 사항을 조정합니다 . 그림 13−83
은 각 사이트 유형을 보여줍니다 . 사용자가 전화회의를 위해 비디오 터미널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에서 비디오를 포함한 Jabber 를 배포했습니다 . TelePresence 비디오
회의 리소스는 HQ 의 DC 에 있습니다 . IP 전화기는 음성 전용 통신용입니다 . 비디오 엔드포인트
는 Jabber 클라이언트 , 협업 데스크톱 엔드포인트 (DX 시리즈 ) 및 회의실 엔드포인트 (MX, Profile
및 SX 시리즈 ) 입니다 . 또한 HQ 및 대규모 사이트에는 IX 시리즈와 같은 몰입형 TelePresence 장
치가 있습니다 .
참고

그림 13-83

엔터프라이즈 예 2 는 모든 엔드포인트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및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 가 모든 오디오 ( 음성 전용 및 영상 통화 ) 를 EF 로 표시하고 Jabber 비디오를 AF41 또는 AF42 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엔터프라이즈 예 1 과 크게 다릅니다 . 또한 엔터프라이즈 예 2 에서는 고급 위
치 기반 CAC 를 사용하여 오디오 부분용 음성 대기열을 보호합니다 . Cisco CSR(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는 비디오 풀에서 모든 오디오를 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급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 13−39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엔터프라이즈 예 2
Unified CM
Multipoint
Video (TS)

500 users:

Central
Site

500 Jabber clients
300 IP phones
30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1 immersive telepresence
2 Telepresence Servers

Expressway

B2B

Cloud
Services
S
erv
r ices
s

Mobile
Users

Internet
Int
MPLS VPN

15 users:

5 users:

50 Jabber clients
30 IP phones
6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15 Jabber clients
10 IP phones
2 video endpoints
(room)

5 Jabber clients
3 IP phones
1 video endpoint

Large Branch

Small
S
Branch

Micro Branch

348861

50 users:

엔터프라이즈 예 2 에서 IT 부서는 에 있는 각 유형의 사이트에 대한 WAN 에지의 대역폭 요구 사
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요구 사항을 나열하며 , QoS 를 적용하고 대역
폭 및 대기 요구 사항과 허용 제어 요구 사항을 판별하기 위한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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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분류
이 단계에서는 기업 전반에 QoS 요구 사항이 설정됩니다 .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Jabber)
Jabber 엔드포인트는 신뢰할 수 없으며 데이터 VLAN 에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예 2 에서는 특
정 UDP 포트 범위를 사용하여 액세스 계층 스위치에서 신호 및 미디어를 다시 표시합니다 . 이 경
우 , Unified CM 은 모든 Jabber 클라이언트가 오디오에는 별도의 미디어 및 신호 포트 범위 3000
~3999 를 사용하고 비디오에는 5000 ~5999 를 사용하도록 하는 SIP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구성되었
습니다 . 보안 SIP 신호 포트 5061 은 보안 SIP 신호에 사용됩니다 . 이 과정은 그림 13−84 에 설명되
어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없는 (Jabber) 엔드포인트 QoS

Jabber clients
and desktop):
((mobile
ob e a

DSCP

UDP Ports
3xxx

ACL

EF

5xxx

AF42

5061

CS3

348879

그림 13-84

관리자는 UDP 포트를 다음 DSCP 값으로 다시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 VLAN 의 액세스 스위치에
대한 ACL 을 생성합니다 .
•

오디오 : EF 로 표시되는 UDP 포트 3000 ~3999

•

비디오 : AF42 로 표시되는 UDP 포트 5000 ~5999

•

신호 : CS3 으로 표시되는 TCP 포트 5060 ~5061

Jabber 분류 요약 :
•

모든 Jabber 통화 ( 음성 전용 및 영상 ) 의 오디오 스트림은 EF 로 표시됩니다 .

•

Jabber 영상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은 AF42 로 표시됩니다 .

Jabber 엔드포인트의 경우 Jabber SIP 프로파일에서 기본 QoS 값을 변경하도록 권장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무선 경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QoS 를 " 신뢰할 수 있는 " 경우에는 올바른 " 신뢰할
수 있는 " 값이 다시 표시된 값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SIP 프로파
일의 QoS 매개 변수를 표 13−17 에 표시된 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
표 13-17

신뢰할 수 없는 Jabber 엔드포인트에 대한 SIP 프로파일의 QoS 매개 변수

QoS 서비스 매개 변수 이름 (SIP 프로파일 )

시스템 기본값

변경된 값

음성 통화용 DSCP

EF

영상 통화용 DSCP

AF41

AF42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AF41

EF

Telepresence 통화용 DSCP

CS4

AF41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CS4

EF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13-109

13 장

대역폭 관리 설계 예

대역폭 관리

표 13−17 의 구성은 어떤 이유로든 Jabber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고 액세스 스위치의 UDP 포
트 범위를 통해 다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Jabber 클라이언트의 오디오가 EF 로 설정되고 비디오
가 AF42 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 단순히 Jabber 엔드포인트에서 일관적인 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CDP(Cisco Discovery Protocol) 가 사용되고 IP 전화기와 비디
오 엔드포인트의 QoS 가 액세스 스위치에 구성된 조건부 신뢰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신뢰됩니다 .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든 오디오가 EF 로 설정되도록 하려면 기본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 이
경우 , Unified CM 은 영상 및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를 각각 EF 로 변경하는 SIP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그림 13−85 는 액세스 스위치에서의 조건부 신뢰 (CDP) 와 패킷 표시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85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QoS

DSCP

Trusted endpoints:
EF

T t
Trust

AF41
CS3

DSCP
T t
Trust

CS3

348880

EF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 IP 전화기와 비디오 및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 대한 조건부 QoS
신뢰를 사용하여 모든 액세스 스위치를 구성합니다 .
•

음성 전용 및 영상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은 EF 로 표시됩니다 .

•

영상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은 AF41 로 표시됩니다 .

관리자는 표 13−18 에 나열된 DSCP 값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Unified CM
SIP 프로파일을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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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8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SIP 프로파일의 QoS 매개 변수

QoS 서비스 매개 변수 이름 (SIP 프로파일 )

시스템 기본값

변경된 값

음성 통화용 DSCP

EF

영상 통화용 DSCP

AF41

영상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AF41

EF

Telepresence 통화용 DSCP

CS4

AF41

TelePresence 통화의 오디오 부분용 DSCP

CS4

EF

WAN 에지에서 수신할 때 특정 DSCP 값을 사용하여 도착하는 패킷은 액세스 계층에서 신뢰되었
거나 , 액세스 스위치에서 신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표시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
류 보호 방법으로 , 수신 시 액세스 계층에서 다시 표시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트래픽을 WAN
에지에서 다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oS 는 LAN 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WAN 에서는 가
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또한 라우터는 수신 트래픽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사용자 경험에 맞는 올바른 QoS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WAN 에지 다시
표시는 항상 라우터로의 수신 인터페이스에서 수행되지만 대기 및 예약은 송신 인터페이스에서 수
행됩니다 . 다음 예는 WAN 수신 QoS 정책과 송신 대기 정책을 보여줍니다 . 그림 13−86 은 구성 및
다시 표시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
그림 13−86 에서 , 네트워크의 신뢰할 수 있는 영역과 신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전달된 패킷은 논의
된 신뢰 방법 또는 UDP 포트 범위에 일치하는 단순 ACL 을 통해 적절한 DSCP 표시로 식별되고 분
류됩니다 . 이 ACL 은 IP 주소 또는 추가로 표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일부 다른 특성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일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그림 13-86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1 단계

UDP Ports

DSCP

3xxx

EF

5xxx

AF42

5061

ACL

Trust

Ingress
Policy

1

CS3

EF

CS3

348881

AF41

그림 13−87 은 정책 일치 기준과 DSCP 다시 표시를 보여줍니다 . 이 프로세스에는 그림에 표시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1.

패킷이 라우터 수신 인터페이스에 도착하고 , 입력 서비스 정책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그
림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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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한 DSCP 를 설정하는 4 개의 트래픽 클래스로 policy−map 이 구성됩니다 . 4 개의 클래스는
EF 의 DSCP 를 설정하는 VOICE, AF41 의 DSCP 를 설정하는 PRIORITIZED−VIDEO, AF42 의
DSCP 를 설정하는 OPPORTUNISTIC−VIDEO 및 CS3 의 DSCP 를 설정하는 SIGNALING−SIP
입니다 ( 그림 13−87).

3.

이러한 클래스 각각은 match−any 기준 및 DSCP 일치와 ACL 일치를 사용하여 구성된 동일한
이름의 class−map 을 일치시킵니다 . 이 match−any 기준은 프로세스가 하향식으로 시작되고 처
음으로 일치하는 기준이 실행되어 policy−map 문의 각 클래스에 따라 DSCP 를 설정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 다른 옵션은 match−all 입니다 . 이 옵션에서는 모든 기준이 일치되어야 하므
로 DSCP 및 ACL 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옵션은 표시된 인터페이스 또는 표시 취
소된 인터페이스를 다시 표시하기 위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1~3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Ingress
Policy

1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input INGRESS-MARK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ACL’s
ip access-list extended QOS_VOICE
permit udp any range 17000 17999 any dscp ef
permit udp any range 3000 3999 any

2

ip access-list extended QOS_PRIORITIZED_VIDEO
permit udp any range 17000 17999 any dscp af41
ip access-list extended QOS_OPPORTUNISTIC_VIDEO
permit udp any range 5000 5999 any
ip access-list extended QOS_SIGNALING
permit tcp any any range 5060 5061 dscp cs3
permit tcp any range 5060 5061 any dscp cs3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policy-map to set DSCP for
Trusted and Untrusted Voice, Video, and SIP Signaling
on ingress
policy-map INGRESS-MARKING
class VOICE
set dscp ef
class PRIORITIZED-VIDEO
set dscp af41
class OPPORTUNISTIC-VIDEO
set dscp af42
class SIGNALING-SIP
set dscp cs3

3

class class-default

313267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classes
class-map match-any VOICE
match access-group QOS_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PRIORITIZED-VIDEO
match access-group QOS_PRIORITIZED_VIDEO
match dscp af41
class-map match-any OPPORTUNISTIC-VIDEO
match access-group QOS_OPPORTUNISTIC_VIDEO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ny SIGNALING-SIP
match access-group QOS_SIGNALING
match dscp c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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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13-88

4 단계에서 식별 및 분류 섹션의 Unified CM 에 설정된 UDP 포트와 일치하는 ACL 인 class−map
문의 첫 번째 행이 구문 분석됩니다 . ACL 기준 ( 프로토콜 및 포트 범위 , 경우에 따라 DSCP)
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policy−map 명령문에 구성된 대로 트래픽이 표시됩니다 ( 그림 13−88).
Jabber Audio 는 EF 로 표시되고 Jabber Video 는 그림 13−86 의 정책에 따라 AF42 로 표시됩니
다.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4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Ingress
Policy

1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input INGRESS-MARK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ACL’s
ip access-list extended QOS_VOICE
permit udp any range 17000 17999 any dscp ef

2

permit udp any range 3000 3999 any
ip access-list extended QOS_PRIORITIZED_VIDEO
permit udp any range 17000 17999 any dscp af41
ip access-list extended QOS_OPPORTUNISTIC_VIDEO
permit udp any range 5000 5999 any
ip access-list extended QOS_SIGNALING
permit tcp any any range 5060 5061 dscp cs3
permit tcp any range 5060 5061 any dscp cs3

4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policy-map to set DSCP for
Trusted and Untrusted Voice, Video and SIP Signaling on
ingress
policy-map INGRESS-MARKING
class VOICE
set dscp ef

Egress
Policy

class PRIORITIZED-VIDEO
set dscp af41

6

class OPPORTUNISTIC-VIDEO
set dscp af42
class SIGNALING-SIP

3

set dscp cs3

313268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classes
class-map match-any VOICE
match access-group QOS_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PRIORITIZED-VIDEO
match access-group QOS_PRIORITIZED_VIDEO
match dscp af41
class-map match-any OPPORTUNISTIC-VIDEO
match access-group QOS_OPPORTUNISTIC_VIDEO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ny SIGNALING-SIP
match access-group QOS_SIGNALING
match dscp cs3

class class-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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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에서 첫 번째 문과 일치하지 않는 트래픽은 클래스 맵의 다음 match 문인 match dscp 로
이동합니다 ( 그림 13−89). 트래픽이 단순히 DSCP 와 일치하는 경우 DSCP 는 정책 맵 명령문
에서 구성되고 일치된 동일한 값으로 다시 설정됩니다 . 이 경우 라우터는 단순히 DSCP 에서
일치하고 DSCP 를 동일한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 이는 WAN 라우터에 들어오는 서버 및 애플
리케이션의 신뢰할 수 있는 DSCP 에 대한 포괄적인 설정입니다 .

그림 13-89

라우터 수신 QoS 정책 프로세스 예 - 5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Ingress
Policy

1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input INGRESS-MARK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ACL’s
ip access-list extended QOS_VOICE
permit udp any range 17000 17999 any dscp ef

2

permit udp any range 3000 3999 any
ip access-list extended QOS_PRIORITIZED_VIDEO
permit udp any range 17000 17999 any dscp af41
ip access-list extended QOS_OPPORTUNISTIC_VIDEO
permit udp any range 5000 5999 any
ip access-list extended QOS_SIGNALING
permit tcp any any range 5060 5061 dscp cs3
permit tcp any range 5060 5061 any dscp cs3

4

참고

6.

5

policy-map INGRESS-MARKING
class VOICE
set dscp ef
class PRIORITIZED-VIDEO
set dscp af41
class OPPORTUNISTIC-VIDEO
set dscp af42
class SIGNALING-SIP

3

set dscp cs3
class class-default

313269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classes
class-map match-any VOICE
match access-group QOS_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PRIORITIZED-VIDEO
match access-group QOS_PRIORITIZED_VIDEO
match dscp af41
class-map match-any OPPORTUNISTIC-VIDEO
match access-group QOS_OPPORTUNISTIC_VIDEO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ny SIGNALING-SIP
match access-group QOS_SIGNALING
match dscp cs3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policy-map to set DSCP for
Trusted and Untrusted Voice, Video and SIP Signaling on
ingress

C3PL(Cisco Common Classification Policy Language) 을 기반으로 하는 QoS 수신 표시 정책
에 대한 예입니다 . C3PL 을 지원하는 Cisco 라우터에서 유사한 정책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
한 내용과 업데이트된 명령에 대해서는 특정 라우트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VOICE라는 우선 순위 대기열, VIDEO라는 CBWFQ 및 SIGNALING이라는 또 다른 CBWFQ 등
3 개의 대기열이 생성된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이 이동하여 대기되고 출력 서비스
정책에 따라 예약됩니다 ( 그림 13−90). 이것은 이 송신 대기 정책이 액세스 스위치에서 발생하
는 네트워크 표시인 DSCP 및 / 또는 WAN 라우터 수신 인터페이스로의 수신만을 기반으로 한
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 이 예에서는 일치 기준과 대기열만을 보여주고 WRED 기능은 아직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음 하위 섹션에서 설명됨 ). WRED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N 대기 및
예약 , 13−116 페이지에서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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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송신 대기 정책 프로세스 예 - 6 단계

UDP Ports

DSCP

3xxx

EF

5xxx

AF42

6

CS3

WAN

5061

ACL

7
Egress
Policy

EF

Trust
348885

AF41
CS3

7.

그림 13-91

트래픽이 class−map match 문에 일치됩니다 . EF 로 표시된 모든 트래픽이 VOICE PQ 로 이동하
고 , AF41 및 AF42 트래픽이 VIDEO CBWFQ 로 이동하고 , CS3 트래픽이 SIGNALING
CBWFQ 로 이동합니다 ( 그림 13−91).

라우터 송신 대기 정책 프로세스 예 - 7 단계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to the Interface

Egress
Policy

6

Router (config-if)# service-policy output EGRESS-QUEUING
! Attaches service policy to interface

! This section configures the bandwidth for
all collab traffic
policy-map EGRESS-QUEUING
class VOICE
priority percent 10
! Provisions 10% LLQ to VOICE class
class VIDEO
bandwidth percent 30
! Provisions 30% CBWFQ to VIDEO class
class SIGNALING
bandwidth percent 2

7

! This section applies the policy-map
class-map match-all VOICE
match dscp ef
class-map match-any VIDEO
match dscp af41
match dscp af42
class-map match-all SIGNALING
match dscp cs3
348886

! Provisions 2% CBWFQ to SIGNALING class
…

참고

C3PL(Cisco Common Classification Policy Language) 을 기반으로 하는 송신 대기 정책에 대
한 예입니다 . C3PL 을 지원하는 Cisco 라우터에서 유사한 정책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
용과 업데이트된 명령에 대해서는 특정 라우트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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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대기 및 예약
이 섹션에서는 인터페이스 대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 그림 13−92 는 CBWFQ 에 사용되는 음성 PQ,
비디오 CBWFQ 및 WRED 임계값을 보여줍니다 .
•

EF 로 표시되는 모든 엔드포인트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및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 )
의 모든 오디오는 PQ 에 매핑됩니다 .

•

영상 통화와 Jabber 가 동일한 CBWFQ 를 공유합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서 건 영상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의 경우 EF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서 건 영상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의 경우 AF41
–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건 모든 통화의 오디오 스트림의 경우 EF
–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건 영상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의 경우 AF42

•

WRED 가 비디오 대기열에 구성됩니다 .
– AF42 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임계값 :

대기열 제한의 약 10% ~30%
– AF41 대한 최대 및 최소 임계값 :

대기열 제한의 약 45% ~100%
그림 13-92

협업 미디어 대기 및 예약
AF41 WRED thresholds
(i.e., drop AF41 last)

EF
EF

Audio of Jabber

EF

Video of Video

AF41

Video of Jabber

AF42

AF42 WRED thresholds
(i.e., drop AF42 first)

PQ

Video
CBWFQ
other queues

EF

BW Assigned to LLQ/CBWFQ Classes

Audio of Video

348887

Audio of IP Phone

WRED(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최소 및 최대 임계값도 비디오 CBWFQ 에 구성됩니다 .
WRED 임계값이 구성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페이스가 256 개 패킷의 대기열 깊이로 구성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그림 13−93 에 나타난 대로 , 위에 나열된 지침에 따라 AF42 및 AF41 에 대
한 WRED 최소 및 최대 임계값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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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3

대역폭 관리 설계 예

WRED 임계값이 있는 비디오 CBWFQ 예

Drop Probability

100%

~

~

policy-map WAN-EDGE
class VIDEO
bandwidth percent 40
random-detect dscp-based
random-detect dscp af41 120 256 50
random-detect dscp af42 30 80 20

~

mark-probability-denominator
5%

AF42

WRED
mark
probability

2%

AF41

(100/denom)
30

WRED
min threshold

80

256

120

348871

Queue Occupancy (packets)
WRED
max threshold

프로비저닝 및 허용 제어
이 섹션에서는 각 사이트 유형의 대기열에 대한 프로비저닝 대역폭과 허용 제어에 대해 다룹니다 .
이전에 설명한 대로 , 이 사례에서는 허용 제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비디오 대역폭을 관리하지
만 , 대신 오디오 트래픽을 관리하여 PQ 가 초과 가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이 엔
터프라이즈 예 2 에서는 고급 위치 기반 CAC 의 음성 풀이 음성 전용 통화와 영상 통화 모두에 대
해 오디오를 허용합니다 .
Unified CM 에서는 CallManager 서비스의 통화 허용 제어 섹션 아래에 있는 서비스 매개 변수 영상
통화용 오디오 풀에서 오디오 대역폭 공제를 참으로 설정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거짓이 기
본 설정이며 , 기본적으로 Unified CM 이 영상 통화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비디오 풀에서 공
제합니다 . 이 매개 변수는 해당 작동을 변경하며 엔터프라이즈 예 2 에서 QoS 변경 사항의 핵심이
됩니다 .
그림 13−94 는 다양한 통화 흐름 , 해당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 , 이러한 스트림이 공제되는 대기
열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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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4

대역폭 관리

프로비저닝 및 허용 제어
Admission Control
Voice
Voi
Vo
ice
Queue
Queue

Video
Queue

WAN
Link

other
queues

voice-only call

EF

AF42

348888

AF41

그림 13−94 의 예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및 신뢰할 수 없는 엔드포인트의 모든 통화에 대한 우선 순위 대기
열이 프로비저닝되고 허용 제어로 보호됩니다 (E−LCAC 음성 BW 풀 ).

•

회의실 기반의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비디오 대기열이 초과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
– 데스크톱 비디오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역폭 사용량에 비율이 적용됩니다 .
– Jabber 영상 통화는 비디오 회의실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 정체 중에 Jabber 통화의 비디오 스트림은 WRED 폐기의 대상이 되고 동적으로 비디오 비

트 레이트를 감소시킵니다 .

대역폭 할당 지침
그림 13−95 의 대역폭 할당은 이 엔터프라이즈 예 2 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침입니다 . 협업 트래픽
의 다양한 공통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의 비율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 대역
폭 프로비저닝이 사용률에 크게 종속되어 있고 각 배포 및 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다음 예에서는 대역폭 프로비저닝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
세스를 제공합니다 .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한 후 최적의 사용자 경험에 필요한 가능한 최상의 대역
폭 프로비저닝 및 할당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하고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3-118

2018 년 3 월 1 일

13 장

대역폭 관리

그림 13-95
WAN Link Speed

대역폭 관리 설계 예

대역폭 할당 지침
622 Mbps
(OC12)

155 Mbps
(OC3)

34-44 Mbps
(E3/DS3)

10 Mbps

5 Mbps

<2 Mbps
(T1/E1)

Control (%)

1

1

1

1

2

10

Voice (%)

10

10

10

20

25

30

Video (%)

43

53

55

40

30

--

Signalling (%)

2

2

2

2

2

5

Scavenger (%)

1

1

1

1

1

1

Default (%)

43

33

31

36

40

54

348873

Class

다음 섹션에서는 각 사이트 ( 중앙 , 대규모 지점 , 소규모 지점 및 마이크로 지점 ) 및 사용자 수와
각 클래스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기반으로 각 클래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링크 대역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러한 값은 계층 3 이상용으로 계산된 대역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
오 . 따라서 링크 유형 ( 이더넷 , 프레임 릴레이 , MPLS 등 ) 에 따라 달라지는 계층 2 오버헤드를 포
함하지 않습니다 . 계층 2 오버헤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
또한 영상 통화 대역폭의 오디오 부분이 이제 음성 풀에서 공제됩니다 . 그러므로 음성 대기열을 프
로비저닝할 때 음성 전용 및 영상 통화 모두에 대한 오디오 대역폭을 포함합니다 . 이러한 예는 엔
터프라이즈 예 1, 13−90 페이지의 예와 동일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예 2 에서는 영상 통화 대역폭
의 오디오 부분이 음성 허용 제어 풀에서 공제되고 오디오 스트림이 음성 대기열로 이동한다는 점
만 다릅니다 .
중앙 사이트 링크 (100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96 에 설명된 대로 중앙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10Mbps(L3 대역폭 )
125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125  80kbps = 10Mbps

•

비디오 대기열 : 55Mbps(L3 대역폭 )
– 몰입형 엔드포인트 : 2Mbps  1 개 통화 = 2Mbps
– 비디오 엔드포인트 : 1.2Mbps  30 개 통화  0.2 = 7.2Mbps
– TelePresence Server: 1.5Mbps  40 개 통화  0.5 = 30Mbps
– Jabber 미디어의 경우 55Mbps – (2Mbps + 7.2Mbps + 30Mbps) = 15.8Mbps

18 개 Jabber 영상 통화 @ 576p 또는 50 개 @ 288p
( 더하기 남아 있는 대역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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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참고 사항

몰입형 엔드포인트는 최번시에 맞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 WAN 을 통한 통화에 하나의 엔드포인트
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화회의 통화가 TelePresence Server 에서 로컬로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지점 간 통화를 위한 것입니다 . 최번시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20% WAN 사용률 (0.2) 에 맞게 크기가 조정됩니다 . 1.2Mbps 에서 가능한
총 30 개 통화는 엔드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 WAN 을 통한 활성 통화는 활성 로컬 통화에
비해 20% 의 WAN 활용률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므로 7.2Mbps 의 WAN 사용률을 제공합니다 .
TelePresence Server 는 원격 사이트의 다양한 엔드포인트 해상도 평균을 고려하여 평균 비트 레이
트 1.5Mbps 로 크기 조정됩니다 . TelePresence Server 는 최대 총 40 개 통화 ( 로컬 및 원격 ) 를 지원
할 수 있으며 , 여기에 50%(0.5) 를 곱합니다 . 50% 는 WAN 을 통해 이동하는 TelePresence 통화의
확률을 고려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로컬 엔드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
또한 Jabber 통화의 경우 15.8Mbps 이며 , 576p 에서는 18 개 통화 , 288p 에서는 50 개 통화 또는 이
와 같은 변형일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대역폭에 사용 가능한 Jabber 영상 통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
공합니다 . 15.8Mbps 를 초과하여 더 많은 Jabber 영상 통화가 발생하면 패킷 손실이 발생하고 , 강
제로 모든 Jabber 클라이언트가 해당 비트 레이트를 낮게 조정하도록 합니다 . 이것은 새로운 통화
가 추가될 때 손실률이 낮은 경우에는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표시되지 않는 매우 감지하기
힘든 프로세스일 수 있으며 , 즉각적이고 갑작스러운 패킷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Jabber 비디오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영상 통화가 추가될 때 예상되는 패킷 손실률은 이 편의적 비디
오 클래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방해 수준을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
그림 13-96

중앙 사이트

500 users:
500 Jabber clients
300 IP phones
30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1 immersive telepresence
2 Telepresence Servers

Voice
10 Mbps

Video
55 Mbps

100
Mbps

voice
10%

Default
31 Mbps

348874

video
55%

WAN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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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지점 링크 (34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97 에 설명된 대로 대규모 지점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3.4Mbps(L3 대역폭 )
42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42  80kbps = 3.360Mbps

•

비디오 대기열 : 18.7Mbps(L3 대역폭 )
– 비디오 엔드포인트 : 1.2Mbps  6 개 통화 = 7.2Mbps
– Jabber 미디어의 경우 18.7Mbps – 7.2Mbps = 11.5Mbps

13 개 Jabber 영상 통화 @ 576p 또는 36 개 @ 288p
( 더하기 남아 있는 대역폭 )
그림 13-97

대규모 지점

50 users:
Voice
3.4 Mbps

50 Jabber clients
30 IP phones
6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Video
18.7 Mbps

34
Mbps

voice
10%

Default
10.5 Mbps
348875

video
55%

WAN
Link

소규모 지점 링크 (10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98 에 설명된 대로 소규모 지점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2Mbps(L3 대역폭 )
25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25  80kbps = 2Mbps

•

비디오 대기열 : 18.7Mbps(L3 대역폭 )
– 비디오 엔드포인트 : 1.2Mbps * 2 개 통화 = 2.4Mbps
– Jabber 미디어의 경우 4Mbps – 2.4Mbps = 1.6Mbps

2 개 Jabber 영상 통화 @ 576p 또는 5 개 @ 288p
( 더하기 남아 있는 대역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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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8

대역폭 관리

소규모 지점

15 users:
15 Jabber clients
10 IP phones
2 video endpoints
(room)

Voice
2 Mbps

Video
4 Mbps

WAN
Link
10
Mbps

voice
20%

Default
3.6 Mbps
348876

video
40%

마이크로 지점 광대역 인터넷 연결 (5Mbps) 대역폭 계산

그림 13−99 에 설명된 대로 마이크로 지점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광대역 인터넷 연결 + 중앙 사이트로의 DMVPN

•

광대역 업링크 속도와 일치하도록 VPN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구성

•

TCP 흐름의 bufferbloat 를 방지하기 위해 VPN 라우터에서 QoS 활성화

•

비대칭 다운로드 / 업로드 광대역 :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전송 비트 레이트 제한 고려
마이크로 지점

5 users:
5 Jabber clients
3 IP phones
1 video endpoint

Inte
Internet
e
DMVPN
Tunnel

QoS-enabled
Router

Voice
1.25 Mbps

Video
1.5 Mbps

WAN
Link
5
Mbps

Default
2 Mbps

Broadband
Modem/Router

voice
25%
video
30%

348877

그림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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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WAN 링크를 사용하는 대규모 지점 ( 비디오에 대한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됨 )

저속 WAN 링크를 사용하는 특정 지점 사이트에서 비디오 대기열을 초과 가입하는 것은 실현 가능
하지 않습니다 ( 그림 13−100 참조 ). 영상 통화가 링크 대역폭을 초과 가입하지 않도록 비디오에
대한 이러한 위치 링크에 ELCAC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사이트별 지역
구성을 사용하여 비디오 엔드포인트 및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최대 대역폭을 제한해야
합니다 . 또한 Jabber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로밍하는 경우 장치 이동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
십시오 .
참고

음성 전용 및 영상 통화에 대한 오디오 대역폭이 음성 CAC 풀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예 1 에서와 같이 대기열 대역폭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림 13-100

제한된 WAN 링크를 사용하는 대규모 지점 ( 비디오에 대한 고급 위치 기반 CAC 가 활성화
됨)

50 users:
50 Jabber clients
30 IP phones
4 video endpoints
(room + desktop)

Voice
2 Mbps

Video
4 Mbps

WAN
Link
10
Mbps

Default
3.6 Mbps

video
40%

348878

voice
20%

그림 13−100 에 설명된 대로 제한된 WAN 링크 (10Mbps) 를 사용하는 대규모 지점 사이트에는 다
음과 같은 대역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

음성 대기열 (PQ): 2Mbps(L3 대역폭 )
25 개 통화 @ G.711/G.722

•

음성 풀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25  80kbps = 2Mbps

•

비디오 대기열 : 4Mbps(L3 대역폭 )
– 가능한 사용 : 2 개 통화 @ 576p(768kbps) + 5 개 통화 @ 288p(320kbps) = 3,136kbps
– 영상 통화에 대한 Unified CM 위치 링크 대역폭 : 3.2Mbps(L3 대역폭 )
– L2 오버헤드 , 버스트성 (burstiness) 및 AF41 로 표시되는 Jabber 음성 전용 통화를 위해 공간

을 남겨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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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플랜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다이얼 플랜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의 주요 요소이자 , 모든 통화 처리 에이전트의 핵
심 요소입니다 . 일반적으로 다이얼 플랜은 통화 처리 에이전트에게 통화 라우팅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특히 , 다이얼 플랜은 다음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
•

엔드포인트 주소 지정
통화 처리 에이전트에 등록된 대상에 연결할 수 있도록 주소가 할당됩니다 . 이러한 내부 대상
에는 모든 엔드포인트 (IP 전화기 , 비디오 엔드포인트 , 소프트 클라이언트 및 아날로그 엔드
포인트 ) 와 애플리케이션 ( 음성 메일 시스템 , 자동 참석자 및 전화회의 시스템 ) 이 포함됩니
다.

•

경로 선택
발신 장치와 착신 대상에 따라 , 착신 대상 경로가 선택됩니다 . 보조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경
우 기본 경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경로도 고려됩니다 .

•

발신 권한
특정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허가하거나 거부하여 다양한 장치 그룹을 다양한 서비스 클
래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로비 전화기는 내부 및 로컬 PSTN 대상에만 연결할 수
있는 반면 , 임원진 전화기는 PSTN 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

•

착신 대상 조작
다이얼 플랜은 발신 장치에서 착신 대상에 이르는 경로에서 착신 대상에 조작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사용자는 9011496901234 로 전화를 걸어서 독일의 PSTN 의 대상에
연결할 수 있으며 , 프랑스의 사용자는 000496901234 로 전화를 걸어서 동일한 대상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착신 대상은 미국 게이트웨이의 PSTN 트렁크에는 011496901234 로 표시되고
프랑스 게이트웨이의 PSTN 트렁크에는 00496901234 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

통화 관련 ID 에 대한 정보 표시
세션 설정 동안과 통화 중에는 발신 및 착신 장치 모두에 상대방 장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
다 . 통화 상태와 방향에 따라 이 정보에는 발신 , 전환 , 경고 및 연결 상대방 정보가 포함됩니
다 . 다이얼 플랜에서는 표시되는 정보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주는 매핑을 정의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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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시스템 설계자가 텔레포니 및 비디오 사용자의 기존 전화걸기 습관에 맞게 다이얼 플
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연락처에서 전화걸기 ,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클릭 투 콜
(click−to−call) 동작 및 이동성 관련 기능의 도입 등 텔레포니와 컴퓨팅 기술 간의 증가하는 통합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이얼 플랜 기본 사항 , 14−3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음성 및 비디오 다이얼 플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합니다 .

•

다이얼 플랜 요소 , 14−13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등 엔터프라이즈 협업 솔루션의 구조적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
한 다이얼 플랜 요소를 소개합니다 .

•

권장 설계 , 14−55 페이지
이 섹션에는 멀티사이트 협업 네트워크 , 엔드포인트 주소 지정 및 서비스 클래스 구축과 관련
된 설계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 Unified CM 과 VCS 간의 다이얼 플랜 통합도 설명
합니다 .

•

특별 고려 사항 , 14−78 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 시스템 구성 설명서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 기능 구성 설명서 , Cisco IOS Voice and Video 구성 설명서 및 다음에
서 사용 가능한 기타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14−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릴리스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
니다 .
표 14-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너무 많은 라우트 패턴에 단일 라우트 필터를 지 경로 필터 , 14−27 페이지
정하지 마십시오 .

2018 년 3 월 1 일

통화 검색 공간의 최대 길이

발신 검색 공간 , 14−42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SIP 경로 헤더

Unified CM 에서 SIP 요청 라우팅 , 14−48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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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플랜 기본 사항

다이얼 플랜 기본 사항
엔드 투 엔드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을 개발하려면 특정 제품과 독립된 많은 개념을 충분히 이
해해야 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개념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

엔드포인트 주소 지정 , 14−3 페이지

•

전화걸기 방식 , 14−6 페이지

•

전화걸기 도메인 , 14−7 페이지

•

서비스 클래스 , 14−8 페이지

•

통화 라우팅 , 14−8 페이지

엔드포인트 주소 지정
통화 처리 에이전트 ,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의 연결성은 이러한 주소 지정
가능한 엔티티에 할당된 주소에 의해 제공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협업 네트워크에서는 숫자 주소
와 영숫자 URI( 통합 리소스 식별자 ) 를 구분합니다 .

숫자 주소 ( 번호 )
숫자 주소는 일련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 통화 제어 에이전트는 숫자 주소에 대한 특수 구조를 가
정 , 제한 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이얼 플랜에 사용될 숫자 주소의 구조는 다이얼 플랜 설계 과
정에서 결정됩니다 .
ITU 권장 E.164 는 그림 14−1 에서처럼 PSTN 에서 사용된 다양한 숫자 지리적 주소 ( 전화 번호 )
의 기본 구조를 정의합니다 .
그림 14-1

CC
1 자리 ~ 3 자
리

E.164 지역 번호 형식

NSN
최대 15−n 자리 (n = CC 자릿수 )
NDC
국가 번호 지정 플랜에 의해 정의됨

SN
국가 번호 지정 플랜에 의해 정의됨

최대 15 자리
그림 14−1 에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

CC = 국가 코드

•

NSN = 국내 식별 번호

•

NDC = 국내 망 번호

•

SN = 가입자 번호

ITU 권장 E.164 에 따라 , 전화 번호의 최대 길이는 15 자리입니다 . E.164 지역 번호의 첫 번째 부분
은 국가 코드입니다 . 국가 코드는 1 자리 ~ 3 자리입니다 ( 국가 코드 1 과 7 은 한 자리 국가 코드 전
용 ). E.164 지역 번호의 나머지 부분은 NSN( 국내 식별 번호 ) 입니다 . NSN 의 일반 구조에서 처음
몇 자리는 NDC( 국내 망 번호 ) 또는 지역 코드이며 마지막 자리는 가입자 번호를 나타냅니다 .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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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E.164 는 국가 번호 지정 플랜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특정 국가의 NSN 에 대해 사용할 스키마
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체계의 정의는 국가 번호 지정 플랜 담당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 다
양한 국가 번호 지정 플랜에 대해 수집된 문서는 다음 위치에서 있습니다 .
https://www.itu.int/oth/T0202.aspx?parent=T0202
국가 번호 지정 플랜은 구조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로 표 14−2 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사용
하는 번호 지정 체계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
표 14-2

미국과 독일의 번호 지정 체계 비교

국가 코드

NSN 길이

NDC 길이

SN 길이

1( 미국 )

10

3

7

49( 독일 )

3 ~ 13

2~5

4 ~ 11( 지역 코드에 따라 다름 )

또한 ITU 권장 E.164 에서는 국제 접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앞에 "+" 를 사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설계 가이드 전체에서 "E.164" 라는 용어는 E.164 번호를 의미하며
"+E.164" 는 E.164 번호 앞에 "+" 가 지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E.164 번호를 숫자 주소로 사용하면 이러한 번호는 정의에 의해 고유하게 되며 엔터프라이즈 다
이얼 플랜에서 지원해야 할 수도 있는 특유의 다이얼링과 +E.164 사이를 훨씬 쉽게 매핑할 수 있다
는 이점이 있습니다 .
고유한 +E.164 숫자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 대신 기업 번호 지정 플랜 뒤에 숫자 주소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 멀티사이트 배포에서 기업 주소 플랜이나 번호 지정 체계를 구축하려면 다음 특성을
가진 일반적인 계층형 주소 지정 구조를 정의해야 합니다 .
•

기업 내 모든 엔드포인트 ,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고유한 숫자 주소를 제공합니다 .

•

전체 번호 지정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 없이 번호 지정 체계를 통해 새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도
록 이 체계는 확장 가능해야 하며 , 여기에는 기존 엔드포인트 ,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주소 재지정 작업이 수반됩니다 .

일반적인 기업 번호 지정 플랜에서 숫자 주소는 사이트 코드와 사이트 가입자 번호로 구성됩니다
. 기업 번호 지정 플랜을 설계할 때 필요할 경우 추가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고 사이트당 충분한 가
입자 번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사이트 코드와 사이트 가입자 번호 모두를 위한 충분한 자릿수를 예
약하십시오 . 기업 번호 지정 플랜은 일반적으로 고정 길이로 설계됩니다 .
기업 번호 지정 플랜에 의해 정의된 주소로 전화걸기를 익숙한 전화걸기 방식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
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자리 액세스 코드가 선택되어 기업 번호 앞에 사용하는 접두 번호로 지정됩
니다 . 해당 경우 전체 기업 번호 지정 주소에는 기업 주소 액세스 코드 ( 예 : 8), 사이트 코드 ( 예 :
496) 및 사이트 가입자 번호 ( 예 : 9123), 이렇게 세 부분이 있으며 , 예를 들면 8−496−9123 입니다 .
이 경우 다른 전화걸기 방식과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주소 액세스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
다 ( 전화걸기 방식 , 14−6 페이지 참조 ).
주소 지정 가능한 엔티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으려면 모든 주소가 고유하거나 하나 이상의 주
소가 통화 처리 에이전트에 의해 관리되는 정의된 서브 도메인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두 개의
서로 다른 엔티티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별
도의 주소 지정 도메인에 두 개의 동일한 주소가 상주해야 합니다 . 숫자 주소 사용 시 , 사이트에
중요한 숫자 주소 ( 예 : 네 자리 내선 번호 ) 가 사용되고 ,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사이트 유
효 주소 ( 동일한 네 자리 내선 번호 ) 를 가진 두 개의 엔드포인트에 동일한 통화 제어 에이전트가
주소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 14−3 은 이 상황의 예를 보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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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3

중복 숫자 주소 지정

+E.164 번호

사이트 ( 서브 도메인 )

사이트 DID 범위

4 자리 DN( 주소 )

+49 690 773 3001

프랑크푸르트

+49 690 773 3XXX

3001

+1 408 555 3001

샌프란시스코

+1 408 555 3XXX

3001

표 14−3 에서는 두 E.164 번호의 사이트 특정 네 자리 디렉터리 번호가 각 사이트의 DID 범위에 따
라 같아집니다 . 이는 네 자리 DN 을 숫자 엔드포인트 주소로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ESN( 엔터프라이즈중요 번호 ) 라고도 하는 엔터프라이즈 번호 지정 플랜을 따른 주소를 사용하여
PSTN 번호 (E.164 번호 ) 가 없는 대상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로비 전화기

•

공급업체에서 DID 를 할당할 수 없는 일반 엔드포인트입니다 .

•

서비스 ( 통화 당겨받기 번호 , 통화 지정보류 번호 , 전화회의 등 )

영숫자 주소
SIP URI 에 근거한 영숫자 주소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를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 영숫자 주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체계는 user@host 형식의 단순화된 SIP
URI 로 , 왼쪽 (LHS, 사용자 부분 ) 은 영숫자이고 오른쪽 (RHS, 호스트 부분 ) 은 도메인 이름입니
다 . 다음 예는 SIP URI 에 근거한 유효한 영숫자 주소를 보여줍니다 .
•

bob@example.org

•

bob.home−office@example.org

•

bob@de.eu.example.org

•

bob.ex60@example.org

•

bob.vmbox@example.org

•

voicemail@de.eu.example.org

이러한 모든 URI 는 개별 엔드포인트 ,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별 영숫자 주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지정 관점에서 볼 때 , 점 구분 식별자를 사용한 계층 구조 (bob.ex60,
de.eu.example.org) 는 두 URI 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도 주지 않
습니다 .
RFC 3261 에 따르면 , SIP URI 의 LHS 비교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하지만 , RHS 비교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표준화된 동작에 따라 Alice@example.com 과
alice@example.com 은 동일한 주소로 간주되지 않고 독립적인 개별 주소를 나타냅니다 . 사실상 ,
엔드포인트 ,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용자 부분의 대소문자 구분 여부에 의존하는 주소
지정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 또한 RFC 2543(RFC 3261 이전의 RFC 사양 ) 에는 SIP URI( 호스트 및 사용자 부분 ) 가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 URI 동등 항목의 대소문자
구분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동작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Cisco 에서는 항
상 모든 소문자 URI 만을 영숫자 주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Unified CM 의 URI 조회 정책은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 URI 조회 정책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대
소문자를 구분 ( 기본값 ) 하거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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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걸기 방식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 엔드포인트 및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대상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
니다 . 예를 들면 +E.164 숫자 주소 +496907739001 의 경우 다음 중 어느 방식으로도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

+496907739001

•

9011496907739001 − 미국의 기업 내선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 때

•

011496907739001 − 독일의 일반 전화선을 통해 전화를 걸 때

•

006907739001 − 독일의 기업 내선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 때

•

000496907739001 − 이탈리아의 기업 내선 번호를 통해 전화를 걸 때

•

9001 − 같은 사무실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 때

이러한 예는 다이얼 문자열은 일반적으로 컨텍스트에서 해석되고 +E.164 주소로 직접 전화를 걸
때를 제외하면 착신 문자열과 컨텍스트의 조합만이 의도한 대상 주소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
" 전화걸기 방식 " 이란 지정된 대상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전화걸기 동작을 의미하는 용
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 " 전화걸기 방식 " 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9−0−1−1 + E.164 − 미국 내에서 건 국제 전화용

•

0−0 + NSN − 독일 국내 전화용

•

9−1 + 10 자리 − 미국 국내 전화용

•

4 자리 − 사무실의 사이트 내 통화용

전화걸기 방식은 입력 문자열의 형식 ( 전화걸기 구조 ) 과 연결할 대상 주소 클래스 모두를 지정하
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상 주소 클
래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온넷 (on−net)/ 사이트 내 (intra−site)

•

온넷 (on−net)/ 사이트 간 (inter−site)

•

오프넷 (off−net)/ 로컬 (local)

•

오프넷 (off−net)/ 국내 (national)

•

오프넷 (off−net)/ 국제 (international)

•

오프넷 (off−net)/ 비상 (emergency)

•

서비스 ( 음성 메일 , 픽업 등 )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의 설계를 시작할 때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로 다이얼 플랜에서
지원해야 하는 전화걸기 방식을 식별합니다 . 지정된 발신자에 지원되는 두 다이얼 방식이 겹치지
않도록 다이얼 방식을 정의해야 하므로 지원되는 모든 다이얼 방식을 모두 보면서 다이얼 플랜 계
획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규칙을 위반하면 통화 제어에서 전화를 걸 때 하나씩 전화를
건 번호를 분석하여 겹치는 다이얼 방식을 확실히 구별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결국 번호 간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숫자 전화걸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규화된 주소와 비정규화된 주소만 구분됩니다 .
정규화된 주소에는 SIP URI 의 사용자 및 호스트 부분이 포함되지만 , 비정규화된 영숫자 주소는
주소의 사용자 부문만 표시하며 호스트 부분은 발신자의 전화걸기 컨텍스트에서 파생되어야 합니
다 . 예를 들어 , 발신자의 전화걸기 컨텍스트에서 "@example.com" 을 모든 비정규화된 영숫자 주
소에 추가하도록 정의하는 경우 "bob" 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bob@example.com" 으로 전화를 거
는 것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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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걸기 도메인
이전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 서로 다른 사용자가 서로 다른 문자열을 사용하여 지정된 대상으로 전
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 전화걸기 도메인은 동일한 전화걸기 방식 ( 동일한 대상에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문자열로 전화걸기 ) 을 공유하는 사용자 또는 장치 그룹을 지정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다
이얼 플랜에서 각 전화걸기 도메인에 대해 동일한 처리를 구현해야 하므로 전화걸기 도메인 개념
은 중요합니다 . 지정된 전화걸기 도메인에 속하는 모든 사용자는 동일한 전화걸기 처리를 공유합
니다 .
전화걸기 도메인을 식별하려면 모든 전화걸기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동일한 PSTN 전화걸기 방
식을 공유하더라도 미국의 두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는 온넷 통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고려할 경
우 서로 다른 전화걸기 도메인에 속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네 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
어서 온넷 사이트 내 통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온넷 사이트간 통화는 PSTN 전
화걸기 방식에 해당하는 다이얼 문자열을 사용하여 겁니다 ( 강제 온넷은 통화를 계속 온넷 상태로
유지 ).
그림 14−2 는 이에 대한 예를 보여 줍니다 . 사이드 SJC 의 엔드포인트 1234 와 사이트 RTP 의 엔드
포인트 2001 이 국내 대상 (PSTN 대상 +1 212 555 6000 에 연결하기 위해 91212555600 으로 전화를
검 ) 과 국제 대상 (PSTN 대상 +49 890 123456 에 연결하기 위해 901149890123456 으로 전화를 검
) 에 대해 동일한 전화걸기 방식을 공유하더라도 , 사이트 SJC 의 엔드포인트 1001 에 연결하는 방
식은 RTP 의 엔드포인트에 사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 즉 , 사이트 SJC 의 엔드포인트 1234 는
1001 로 전화를 거는 반면 , RTP 의 엔드포인트 2001 은 914085551001 로 전화를 겁니다 . 이 예에
서는 사이트 RTP 와 사이트 SJC 의 엔드포인트는 서로 다른 전화걸기 도메인에 속합니다 .
그림 14-2

전화걸기 도메인

+49 890 123456
+1 212 555 6000
“901149890123456”
“912125556000”

PSTN

“914085551001”
1001

Site SJC: +1 408 555 1XXX

2001
Site RTP: +1 919 555 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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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클래스
엔터프라이즈의 일부 사용자 , 애플리케이션 및 엔드포인트는 동일한 대상 세트에 연결할 수 없습
니다 . 연결 가능한 대상 세트를 제한하는 이유로는 비용 회피 , 보안 고려 사항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일부 사용자는 국제 전화를 걸 수 없으며 , 음성 메일 시스템을 통해
PSTN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과금을 우회할 수 없고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용자만 회사의 CEO 에
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제한 세트나 허용된 대상 클래스를 나타내는 데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용어는 CoS( 서비스 클래스 ) 입니다 .
비용에 의해 구동되는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화 트래픽은 물론 , 전화 트래픽과 관
련된 비용 구조에 크게 의존합니다 . 더 저렴한 ( 또는 무료로 제공 ) 음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더 많은 서비스 클래스 유지와 관련된 증가된 복잡성과 잠재적인 통화 비용 절감 간의 상충 관
계가 달라집니다 . 특수한 경우 , 예컨대 국내 통화와 국제 통화가 정확히 동일하게 청구되는 경우
두 통화 유형 간에 구분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클래스 정의는 시간 일정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 특정 대상에 대한 액세스는 특정 시간
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의 복잡도를 줄이려면 구분된 서비스 클래스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
니다 . 값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 예 : 국내 통화가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 " 국내 " 및 " 로컬 " 클
래스를 구분 ) 서비스 클래스를 제거하거나 ( 거의 )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를 단일 서비스 클래스로
결합하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을 발생시키는 특정 통화 유형에 대한 특정 사용자 , 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를 제한
하는 것과는 별도로 , 일반적으로 비상 서비스 (911, 112 등 ) 에 대한 액세스는 항상 모든 사용자에
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모든 서비스 클래스는 항상 비상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
니다 .

통화 라우팅
통화 라우팅에는 여러 관점이 수반됩니다 .
•

다이얼 문자열의 구조에 따라 전화걸기 방식 식별

•

발신 엔티티의 서비스 클래스에 기초한 통화 허용 / 차단

•

수정 사항을 다이얼 문자열에 적용

•

수정 사항을 발신자 식별에 적용

•

착신 대상에 연결하기 위한 경로 선택 , 통화 설정 , 그리고 관련 당사자 ID 를 필요한 형식으로
표현 경로 선택 시 어떤 이유로 근본 경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경로도 선택해야 합니다 .

엔드 투 엔드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은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발신 엔티티와 착신
엔티티 간의 경로 설정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

전화걸기 방식의 식별과 중복 회피
발신 엔티티로부터 입력을 수신한 이후의 통화 라우팅 과정의 첫 단계는 사용된 전화걸기 습관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 영숫자 전화걸기의 경우 , 정규화된 SIP URI 와 비정규화된 SIP URI
만 구분하면 되므로 이러한 식별은 간단한 일에 불과합니다 . 이러한 식별은 착신 문자열의 단순 어
휘 분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숫자 전화걸기의 경우에는 좀더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번호를 한 자리씩 입력하는 경우 ). 이 경
우 통화 제어 장치는 발신 엔티티로부터 한 자리씩 대상 번호를 받으며 , 대상에 연결하기 위한 올
바른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충분한 번호가 수신되고 번호 간 제한 시간이 만료될 때까
지 기다리지 않고도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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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은 PSTN 및 비상 통화를 위한 일반적인 미국 전화걸기 방식을 보여 줍니다 . 이러한 전
화걸기 방식은 모두 첫 번째 번호로 9 를 사용하지만 , 두 번째 번호 (0 또는 9) 를 입력하는 즉시 국
제 전화걸기 문자열과 비상 전화걸기 문자열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번호를 입력하
는 즉시 , NANP( 북아메리카 번호 지정 플랜 ) 에서는 1 로 시작하는 NPA 코드 ( 번호 지정 플랜 지
역 코드 ) 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911 로 거는 전화와 국내 일반 전화는 번호가 더 이상 겹치지 않습
니다 .
PSTN 및 비상 통화를 위한 일반적인 미국 전화걸기 방식

International: 9

0

1

1

<E.164>

Emergency: 9

9

1

1

Emergency: 9

1

1

National: 9

1

<10 digits>

348605

그림 14-3

그림 14−3 의 PSTN 전화걸기 방식의 경우 , 9 로 시작하는 내선 번호에 대한 네 자리 사이트 내 전화
걸기는 피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부분적 중복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
내선 번호 9113 은 비상 통화와 중복되므로 , 통화 제어 장치는 911 이 입력된 후 발신자가 이어서 3
을 입력할지 ( 내선 번호 9113) 아니면 911 을 입력하고 나서 전화걸기를 사실상 완료한 것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 따라서 모든 비상 통화가 지연됩니다 ! 마찬가지로 , 9140 같은
내선 번호도 국내 PSTN 통화와 중복되므로 이러한 내선 번호로의 통화가 지연됩니다 .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걸기 방식의 첫 자리를 대상 클래스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액세스 코
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PSTN 이나 트렁크 액세스 코드는 이러한 체계를 보여 주는 완벽한 예입
니다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렁크 액세스 코드는 9( 미국 , 영국 등 ) 와 0( 대부분의 유럽 국
가에 사용됨 ) 입니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 중복되지 않는 전화걸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번호 간 제한 시간으로 인해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에서 나타
나는 일반적인 중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를 사용한 10 자리 전화걸기 ( 예 : 네 자리 )
미국의 NPA 코드가 0 이나 1 이 아닌 다른 숫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10 자리 전
화걸기의 처음 몇 자리가 대부분의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와 겹치게 됩니다 .

•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를 사용한 PSTN 액세스 코드 ( 예 : 미국의 9)
PSTN 액세스 코드 9 는 9 로 시작하는 내선 번호의 모든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와 중복됩니
다.

•

온넷 사이트 간 단축 전화걸기와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
온넷 단축 번호 지정 플랜용으로 선택된 액세스 코드가 동일한 번호로 시작하는 사이트 내 전
화걸기 범위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온넷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에 액세스 코드
8 을 사용하면 8 로 시작하는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통화 지정보류 번호와 음성 메일 같은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정의된 전화걸기 방식으로 매핑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능에 전화를 걸려면 일반적으로 단축 전화걸기 시퀀스만을 사용하면 됩니
다 .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 액세스 코드를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로 매핑하거나 전용 기능 액세
스 코드를 정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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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온넷 라우팅
온넷 / 사이트 간 및 오프넷 대상으로의 전화걸기 방식에는 동일한 전화걸기 구조를 잘 사용하지 않
습니다 . 이 경우 통화 제어 장치는 주소 지정된 엔드포인트 ,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착신 주
소에 따라 온넷 또는 오프넷인지를 결정한 후 해당 통화를 온넷 또는 오프넷으로 처리합니다 .
그림 14−4 는 이러한 강제 온넷 라우팅의 예를 보여 줍니다 . 이 예의 네 가지 모든 통화는 91 + 10
자리 형식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 하지만 , +1 408 555 2345 와 +1 212 555 7000 으로 걸려온 통화는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오프넷 통화로 라우팅되는 반면 , 통화 제어 장치가 최종 대상을 온넷 대
상으로 식별하므로 다른 두 통화는 온넷 통화로 라우팅됩니다 . 강제 온넷 라우팅에서는 통화가 라
우팅되는 방식이 반드시 특정 대상으로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되는 전화걸기 방식에 의해 결정될 필
요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 이 예의 사용된 PSTN 전화걸기 방식에서 착신 대상이 오프넷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부 통화는 온넷 통화로 라우팅됩니다 .
그림 14-4

강제 온넷 라우팅

1234
+1 408 555 2345
+1 408 555 1XXX

“914085552345”

“914085551001”

1001

PSTN

“912125555001”

“912125557001” +1 212 555 7001
+1 212 555 5XXX

348606

5001

디렉터리의 +E.164 대상으로의 전화걸기가 구현된 경우에는 강제 온넷 라우팅이 특히 더 중요합
니다 . 정규화된 디렉터리에서는 번호와 연결된 사람이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관계없이 모든 대
상이 +E.164 번호로 정의됩니다 . 이 경우 강제 온넷 라우팅은 PSTN 을 통해 라우팅된 내부 통화에
의한 요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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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통화 제어 통화 라우팅
모든 엔드포인트가 단일 통화 제어 장치에 등록된 경우 이 통화 제어 장치는 알려진 모든 온넷 대
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 엔드포인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정의된 전화걸기 방식 중 하
나를 사용하여 대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통화 제어 장치는 착신 대상이 온넷인지 오프넷인지 여
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판단은 사용된 전화걸기 방식이나 정규화된 착신 주소에 근거
하여 이루어집니다 ( 강제 온넷 라우팅 , 14−10 페이지 참조 ).
착신 대상이 외부로 확인된 경우 통화 제어 장치는 통화를 설정하기 위한 올바른 외부 경로를 선택
해야 합니다 . 외부 (PSTN) 연결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로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 간단합니
다 . 외부 연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소를 조합하여 송신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

통화 개시자

•

착신 대상

•

리소스 가용성

•

리소스 우선 순위

착신 대상에 따라 외부 연결 선택이 가능하려면 착신 대상을 분류해야 합니다 . 앞에서 설명했듯이 ,
E.164 번호는 지리적 번호 연결을 암시하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 대상에 가장 가까운 (E.164 번호의
지리적 의미 체계라는 뜻에서 ) 송신 지점을 선택하는 접두사 기반 계층형 라우팅 방식에 따라 송신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동작을 TEHO(Tail End Hop Off) 라고 합니다 . Tail End Hop Off 를
구현하는 경우 현지 법률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TEHO 의 특수한 경우로서 , 지역 통화 ( 주 내 ) 보다 저렴한 국내 통화 ( 예 : 주 간 ) 에 대해 특별 전
화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제로 착신 대상에 " 너무 " 근접한 송신 연결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송신 지점 선택 정책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요금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라우
팅 방식의 유용성이 점점 더 낮아집니다 .
가장 중요한 정보가 왼쪽 영숫자에 있는 명확한 계층형 지리적 구조의 E.164 번호와는 달리 , SIP
URI 는 URI 의 호스트 부분 (RHS) 에 주소 지정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 RHS 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에 따라 , URI 의 주소 지정 계층 구조에서는 지리적으로 URI 를 반드시 라우팅 토폴로지의 위
치로 매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 특히 user@example.org 같은 일반 URI 체계가 사용되는 경우에 그
렇습니다 .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 SIP URI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스트 부분에서 오른쪽 끝
부분 ( 최상위 도메인 ) 이라는 점입니다 .

복수 통화 제어 통화 라우팅
대규모 기업 네트워크의 경우 여러 통화 제어 장치가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독립적인 통화
제어 장치는 트렁크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됩니다 . 사용 가능한 토폴로지에는 허브 및 스포크 , 완
전 메시 및 이러한 요소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통화 제어 장치는 엔드포인트 , 로컬로 등록
된 애플리케이션 , 또는 내부 / 외부 트렁크에서 제공하는 통화를 독립적으로 라우팅합니다 .
이런 환경에서는 이전 섹션에 설명된 온넷 / 오프넷이 좀더 복잡해집니다 . 각 통화 제어 장치는 통
화를 외부 연결로 라우팅하기 전에 착신 대상이 정말 오프넷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지만 통
화 제어 장치는 로컬로 등록된 주소만 보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 / 원격 대상에 실제로 연결할 수 있
으며 , 원격 ( 로컬로 등록되지 않음 ) 으로 분류된 대상은 여전히 온넷 상태지만 배포된 다른 엔터
프라이즈 통화 제어 장치 중 하나에 호스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숫자 주소를 지정하고 개별 통화 제어 장치에 엔드포인트를 지리적으로 엄격하게 할당함으로써 지
정된 통화 제어 장치에 대해 올바른 내부 또는 외부 연결을 선택하면 E.164 접두사를 기반으로 한
라우팅 체계를 구현하게 됩니다 . 이는 기본적으로 단일 통화 제어 사례에서 설명한 통화 라우팅 과
정과 동일하며 , 접두사 기반 라우팅에 사용되는 연결 중 일부는 외부 연결 ( 예 : PSTN 과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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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다른 엔터프라이즈 통화 제어 엔티티와의 내부 연결이라는 점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
원격 온넷 대상으로 걸려온 통화만 원격 통화 제어 장치로 라우팅되도록 하려면 통화 라우팅 결정
이 원격 통화 제어 장치에 대해 로컬인 특정 주소 범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림 14−5 는 독립된 통화 제어 장치 간의 접두사 기반 라우팅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 , 왼쪽의 통화 제어 장치에서 912125556001 이 온넷 통화로 처리되어야 하
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오른쪽 통화 제어 엔티티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숫자 주소에 대
해 왼쪽 통화 제어 장치에 아주 구체적인 숫자 접두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
관련된 통화 제어 장치 수와 고려해야 할 사이트 및 DID 범위가 증가할수록 각 통화 제어 장치에
제공된 온넷 접두사 경로의 유지 관리가 더욱 더 복잡해집니다 . 원격 대상에 대한 동적 설정은 이
복잡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GDPR(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 은 통화 제어 장치에서 원격
통화 제어 장치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
그림 14-5

통화 제어 장치 간 접두사 기반 라우팅

“912125557001”

+1 408 555 1XXX
“912125556001”

+14085551XXX
+19195557XXX

+12125557XXX
+14045556XXX

+1 212 555 7XXX

PSTN
+1 404 555 6XXX

348607

+1 919 555 7XXX

+1 212 555 6001

영숫자 URI 의 숫자 주소에 해당하는 접두사 기반 라우팅 방법은 도메인 계층 구조를 사용하고 URI
의 호스트 또는 도메인 부분에 따라 라우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 그림 14−6 은 알파 URI 를 사용
한 계층적 라우팅의 예를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는 세 개의 독립된 통화 제어 장치가 모두 전용
( 서브 ) 도메인을 사용하여 이 계층적 도메인 구조에 따라 온넷 라우팅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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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URI 에 대한 계층적 라우팅
sfo.example.com
nyc.example.com

alice@sfo.example.com

bob@nyc.example.com

348608

“carol@fra.example.com”

carol@fra.example.com

URI 주소 지정 체계가 계층적이지 않을 경우 각 통화 제어 장치가 원격 통화 제어 장치에 호스팅된
모든 URI 에 대한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 GDPR(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 은 각 통화 제어 장치
에 호스팅된 URI 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통화 제어 장치에 제공하여 일반 URI 명명
체계에서도 결정적 라우팅 (deterministic routing) 을 지원합니다 .

다이얼 플랜 요소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솔루션 구성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 플랜 요소를 설명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14−13 페이지

•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14−52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내의 다음 다이얼 플랜 요소에 대한 설
계 및 구성 지침을 제공합니다 .
•

IP 전화기에서 발신자 변환 , 14−14 페이지

•

전화기에서 + 전화걸기 지원 , 14−15 페이지

•

SCC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 14−15 페이지

•

A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 14−16 페이지

•

B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 14−18 페이지

•

SIP 다이얼 규칙 , 14−20 페이지

•

Unified CM 의 통화 라우팅 , 14−22 페이지

•

변환 패턴 , 14−24 페이지

•

Unified CM 의 통화 권한 , 14−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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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화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참고

다양한 유형의 IP 전화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키패드 입력을 받고 시각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장
에서는 설명에 사용할 용도로만 다음 전화기 유형을 정의합니다 .
•

A 형 전화기 − Cisco Unified IP Phone 7905, 7912, 7940 및 7960 을 포함합니다 .

•

B형 전화기 − Cisco Unified IP Phone 6901, 6911, 6921, 6941, 6945, 6961, 7906, 7911, 7921, 7925,
7931, 7941, 7942, 7945, 7961, 7962, 7965, 7970, 7971, 7975, 8961, 9951, 9971 이상의 최신 전화
기를 포함합니다 .

IP 전화기에서 발신자 변환
발신자 변환 패턴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발신자 번호를 다양한 형식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일반적인 사용은 전역화된 발신자 번호를 지역화된 발신자 번호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
변환 패턴은 일치시킬 발신자 번호의 숫자 표현으로 구성됩니다 . 사용된 구문은 경로 패턴 , 착신
자 변환 패턴 , 디렉터리 번호 등 다른 패턴의 구문과 동일합니다 .
변환 패턴에 사용할 수 있는 변환 연산자에는 번호 삭제 명령 (DDI, 예 : pre−dot), 발신자 변환 마스
크 , 접두 번호 및 발신자의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 또한 , 발
신자 프레젠테이션 표시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 허용 또는 제한 ).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은 어떤 전화기에 어떤 발신자 변환 패턴을 적용할지를 제어합니다 . 전
화기는 우선 순위의 역순으로 장치 풀의 발신자 변환 CSS( 발신 검색 공간 ) 이나 장치의 고유 발신
자 변환 CC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P 전화기에서 발신되는 통화와 종료되는 통화에 대해 발신자 변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구성된 디렉터리 번호가 전역 (+E.164) 형식이 아닌 전화기에서 발신되는 통화의 경우 , 착신
전화의 발신자 변환 CSS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전역화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이 CSS 는 장치 풀
구성 페이지의 전화 설정 섹션 ( 이 전화에서 건 전화를 위한 통화자 ID) 이나 전화 구성 페이지
의 숫자 표시 변환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

•

전화로 종료되는 통화의 경우 발신 통화의 발신자 변환 CSS 를 사용하여 발신자 번호에 적용
할 현지화 체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이 CSS 는 전화기 구성 페이지의 번호 프리젠 테이션
변환 섹션의 원격 번호 또는 장치 풀 구성 페이지의 장치 이동성 관련 정보에서 발신자 변환
CSS 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전화기의 경우 아웃바운드 또는 원격 번호 발신자 변환은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표시되는 번호에
영향을 줍니다 .
발신 전화의 발신자 변환 CSS( 지역화 또는 원격 번호 발신자 변환 CSS 라고 함 ) 를 사용하여 원격
으로 연결된 상대방 정보를 지역화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급 서비스 매개 변
수인 원격 번호에 변환 적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지역화된 연결된 상대방 정보를 전화기에 제공할 수 있게 하면 통화 중 기능이 호출되더라도 IP 전
화기에서 원격 상대방 정보를 일관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14-14

2018 년 3 월 1 일

14 장

다이얼 플랜

다이얼 플랜 요소

전화기에서 + 전화걸기 지원
A 형 전화기에서는 키패드를 사용하여 + 기호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 B 형 전화기에서는 전화를
걸 때 0 키 (Cisco Unified IP Phone 7921 및 7925) 또는 * 키 ( 다른 모든 전화기 모델 ) 를 길게 눌러
서 +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엔드포인트에서는 사용자
가 컴퓨터의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엔드포인트의 " 클릭 투 다이얼 (click−to−dial)" 기능
을 사용할 때 입력 문자열의 일부로 +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A 형 전화기에서는 + 기호 입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기호는 수신 통화 시 수신 통화의 발신 정
보의 일부로 표시되거나 디렉터리에 표시될 수 있지만 , 부재 중 통화 디렉터리에서 전화를 걸 때
는 전화기에서 + 기호를 제거합니다 . A 형 전화기에서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잘못 거는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 부재 중 통화 디렉터리에 변환된 번호를 추가하며 변환된 번호는 콜백에도 사용됩니
다 . 디렉터리에서 발신 오류를 방지하려면 변환된 번호가 다이얼 플랜에서 지원하는 전화걸기 방
식 형식이어야 합니다 .
일부 엔드포인트에서는 수신 통화가 발신자 번호를 + 기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전
화기에 전달될 때 벨소리가 울리는 전화기에 표시되는 번호는 구성된 발신자 번호 변환 패턴에 의
해 처리됩니다 . 부재 중 및 수신 통화 디렉터리에는 변환 전 원래 번호와 변환 후 번호가 둘다 저장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엔드포인트에서 목록에 표시되는 번호는 변환된 번호이며 변환 전 번호는 항
목의 세부 정보를 살펴볼 때만 표시됩니다 . 일부 엔드포인트의 디렉터리에서 전화를 건 번호는 원
래 변환 전 번호이므로 , 다이얼 플랜이 + 전화걸기를 지원하는 한 , + 기호를 발신 번호의 일부로
서 제공하는 이전 수신 통화에 대한 원터치 전화걸기가 가능합니다 . 다른 엔드포인트에서는 디렉
터리에서 전화를 건 번호가 변환된 번호입니다 . 원터치 전화걸기를 허용하려면 이 번호가 다이얼
플랜에서 지원되는 전화걸기 방식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 14-1

+ 기호가 있는 발신자 번호 전화걸기

뉴욕의 한 B 형 전화기에 +1 408 526 4000 에서 걸려 온 통화가 수신됩니다 . 발신자 변환 패턴이 전
화기 장치 풀의 발신자 변환 CSS 에 추가됩니다 . 패턴 중 하나는 \+1.!, strip pre−dot 로 구성됩니다 .
전화벨이 울리면 착신 전화기에 4085264000 이 발신자 번호로 표시됩니다 . 전화를 받았다가 끊고
나면 수신 통화 디렉터리에 마지막 통화가 408 526 4000 으로 표시되지만 , 사용자가 디렉터리 항
목에서 해당 번호로 콜백할 때의 전화 번호는 +1 408 526 4000 입니다 .

SCC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SCCP 를 사용하는 IP 전화기는 모든 단일 사용자 입력 이벤트를 Unified CM 에 즉시 보고합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가 오프 − 훅 상태가 되자마자 , 신호 메시지가 전화기에서 등록된 Unified CM 서
버로 전송됩니다 . 전화기는 터미널로 간주할 수 있으며 , 터미널에서는 구성된 다이얼 플랜에 따
라 Unified CM 에서 사용자 입력에 따른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
전화기에서 다른 사용자를 감지하면 이들 사용자는 Unified CM 으로 개별적으로 중계됩니다 . 오
프 − 훅 상태에서 사용자가 1000 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기에서 Unified CM 으로 개별 신호 이벤트
5 개가 트리거됩니다 . 화면 메시지 , 발신음 재생 , 보조 발신음 , 전화 연결음 , 전화 다시걸기 등 사
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결과 피드백은 다이얼 플랜 구성에 대한 응답으로 Unified CM 에서 전화기
로 발행된 명령입니다 ( 그림 14−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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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및 피드백

SCCP message sent
with each user action

Dial Plan
(digit analysis)

Off-hook, digit 1, digit 0, digit0, digit 0
Any phone model
running SCCP

IP

Dial tone on/off, screen update, etc.

M
M
M

Dialing actions:
1000

Signaling

M
M

141878

그림 14-7

다이얼 플랜

SCCP 를 실행하는 IP 전화기에서는 다이얼 플랜 정보를 구성할 수 없거나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자 입력 수집 시 전화걸기 패턴 인식을 비롯한 모든 다이얼 플랜 기능이 Unified CM 클러스터 안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Unified CM 에서 거부하는 패턴으로 사용자가 전화를 거는 경우 패턴이 Unified CM 의 번호 분석
에서 최적의 일치 항목이 되는 즉시 다시걸기 신호음이 사용자에게 재생됩니다 . 예를 들면 분당 과
금되는 번호 지정 플랜 영역 ( 또는 영역 코드 ) 976 으로 걸려온 모든 통화가 거부되는 경우 사용자
가 91976 으로 전화를 걸자마자 다시걸기 신호음이 사용자의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

A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A 형 전화기는 B 형 전화기와는 좀 다르게 작동하며 , B 형 전화기와는 달리 KPML(Key Press
Markup Language)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B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 14−18
페이지 참조 )
SIP 를 사용하는 A 형 IP 전화기는 두 가지 작동 모드를 제공합니다 .
•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 14−16 페이지

•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된 경우 , 14−17 페이지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림 14−8 은 전화기에 다이얼 플랜 규칙이 구성되지 않은 SIP A 형 전화기의 동작을 보여줍니다 .
이 작동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 키 또는 다이얼 소프트키를 누를 때까지 모든 사용자 입력 이벤트
가 누적됩니다 . 이 기능은 여러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 보내기 " 단추와 유사합니다 . 예를 들어 사
용자가 내선 번호 1000 으로 전화를 걸려면 1, 0, 0 및 0 을 순서대로 누르고 나서 다이얼 소프트키
또는 # 키를 눌러야 합니다 . 그러면 전화기에서 SIP INVITE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전송하여
내선 번호 1000 으로 통화가 요청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통화가 Unified CM 에 연결되면 Unified
CM 의 다이얼 플랜에 구현된 모든 서비스 품질과 통화 라우팅 로직이 통화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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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다이얼 규칙이 없는 A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및 피드백
SIP INVITE message
sent when user presses
the Dial key

Dial Plan
(digit analysis)

"call for 1000"
Existing SIP phone
such as 7940, 7960

IP

M
M

Call in progress, call connected, call denied, etc.

M

M

Dialing actions:
1 0 0 0 Dial

M

141879

14 장

Signaling

사용자가 번호로 전화를 걸되 다이얼 소프트키 또는 # 키를 누르지 않으면 , 전화기에서는 번호 간
제한 시간 ( 기본적으로 15 초 ) 동안 기다렸다가 SIP INVITE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전송합니
다 . 예를 들면 그림 14−8 에서 1, 0, 0, 0 을 입력하고 번호 간 제한 시간 동안 기다리면 15 초 후에 전
화기에서 내선 번호 1000 으로 전화를 겁니다 .
참고

사용자가 재다이얼 소프트키를 누르면 동작이 즉시 수행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다이얼 키를 누
르거나 번호 간 제한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자가 Unified CM 에서 거부되는 패턴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사용자는 전체 패턴을 입력하고
다이얼 키를 눌러야 하며 , 통화가 거부되었다는 표시 ( 다시걸기 신호음 ) 가 발신자에게 전송되기
전에 INVITE 메시지가 Unified CM 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NPA 976 으로 걸려온 모든
통화가 거부되는 경우 사용자가 919765551234 를 입력하고 다이얼을 누르면 다시걸기 신호음이
재생됩니다 .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된 경우
SIP 다이얼 규칙은 전화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패턴을 인식하면
Unified CM 으로의 SIP INVITE 메시지 송신이 자동화되므로 사용자가 다이얼 키를 누르거나 번호
간 제한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SIP 다이얼 규칙 , 14−20 페이지 참조 )
예를 들어 회사의 지점 위치에서 동일한 지점 내 전화 간 통화에 네 자리 내선 번호를 사용하게 해
야 하는 경우 네 자리 패턴을 인식하도록 전화기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다이얼 키를 누르거나 번호
간 제한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14−9 참조 )
다이얼 규칙이 구성된 A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및 피드백
SIP INVITE message
sent when pattern
is recognized

Dial Plan
(digit analysis)

"call for 1000"
Existing SIP phone
such as 7940, 7960

IP

Call in progress, call connected, call denied, etc.

M
M
M

Dialing actions:
1000

Signaling

M
M

141880

그림 14-9

Pattern 1...
Timeou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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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에서는 전화기가 1 로 시작하는 네 자리 패턴을 모두 인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
된 제한 시간 값이 0 입니다 . 패턴과 일치하는 사용자 입력 동작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자가 다이얼
키를 누를 필요 없이 SIP INVITE 메시지가 Unified CM 으로 직접 송신됩니다 .
SIP 다이얼 규칙을 사용하는 A 형 전화기는 전화기에 명시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다이얼 패턴에 접
근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발신 패턴이 SIP 다이얼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다이얼 키
를 누르거나 번호 간 제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
특정 패턴이 전화기에서는 인식되지만 Unified CM 에서 차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전체 다이얼 문자
열을 입력해야 시스템에서 통화가 거부되었다는 알림을 수신합니다 . 예를 들어 , 전화기가
919765551234 형식으로 입력된 통화를 인식하도록 구성되었지만 이러한 통화가 Unified CM 다이
얼 플랜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 사용자는 ( 최종 4 개 키를 누른 후 ) 전화걸기가 끝날 때 다시걸기
신호음을 수신합니다 .

B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B 형 전화기는 A 형 전화기와는 좀 다르게 작동하며 , A 형 전화기와는 달리 KPML(Key Press
Markup Language) 을 지원합니다 . (A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 14−16 페이지 참조 )
SIP 를 실행하는 B 형 IP 전화기는 두 가지 개별 작동 모드를 제공합니다 .
•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 14−18 페이지

•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된 경우 , 14−19 페이지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B 형 IP 전화기는 KPML(Key Press Markup Language) 기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키 누름을 보고
합니다 . 각각의 사용자 입력 이벤트는 Unified CM 에 대한 고유한 KPML 기반 메시지를 생성합니
다 . 각 사용자 동작을 Unified CM 에 직접 중계하는 관점에서 이 작동 모드는 SCCP 를 실행하는 전
화기의 작동 모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 ( 그림 14−10 참조 )
다이얼 규칙이 구성되지 않은 B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및 피드백
KPML events reported
in SIP NOTIFY messages

Dial Plan
(digit analysis)

Off-hook, digit 1, digit 0, digit 0, digit 0
SIP enhanced phone
such as 7971

IP

Call in progress, call connected, call denied, etc.

M
M
M

Dialing actions:
1000

Signaling

M
M

141881

그림 14-10

사용자가 키를 누를 때마다 SIP NOTIFY 메시지가 Unified CM 으로 전송되어 사용자가 누른 키에
해당하는 KPML 이벤트가 보고됩니다 . Unified CM 의 번호 분석 기능은 이 메시징을 통해 사용자
가 구성하는 부분 패턴을 인식하고 잘못된 번호로 전화를 거는 동안 즉시 다시걸기 신호음 같은 적
정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이얼 규칙 없이 SIP 를 실행하는 A 형 IP 전화기와는 달리 , B 형 SIP 전화기에는 사용자 입력 완
료를 나타내는 다이얼 키가 없습니다 . 그림 14−10 에서는 1000 으로 전화를 거는 사용자가 마지막
0 을 입력한 후 다이얼 키를 누르지 않고도 통화 진행 상황 표시 ( 통화 연결음 또는 다시걸기 신호
음 ) 가 제공됩니다 . 이 동작은 SCCP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전화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일관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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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성된 경우
B 형 IP 전화기를 SIP 다이얼 규칙으로 구성하여 전화기에서 발신 패턴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그림 14−11 참조 )
다이얼 규칙이 구성된 B 형 SIP 전화기에 대한 사용자 입력 및 피드백
SIP INVITE message
sent when pattern
is recognized

Dial Plan
(digit analysis)

"call for 1000"
SIP enhanced phone
such as 7971

IP

Call in progress, call connected, call denied, etc.

M
M
M

Dialing actions:
1000

Signaling

M
M

141882

그림 14-11

Pattern 1...
Timeout 0

그림 14−11 에서는 전화기가 1 로 시작하는 네 자리 패턴을 모두 인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
된 제한 시간 값이 0 입니다 . 이러한 기준과 일치하는 사용자 입력 동작이 발생할 때마다 SIP
INVITE 메시지가 Unified CM 으로 전송됩니다 .
참고

B 형 IP 전화기에 SIP 다이얼 규칙이 구현되자마자 KPML 기반 전화걸기가 비활성화됩니다 . 사용
자가 SIP 다이얼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숫자열을 입력하는 경우 개별 숫자 이벤트 중 어느 것도
Unified CM 으로 중계되지 않습니다 . 대신에 , 전화걸기가 완료되고 나면 ( 즉 , 번호 간 제한 시간
이 초과되면 ) 전화 건 문자열 전체가 Unified CM 에 일괄 전송됩니다 .
SIP 다이얼 규칙을 사용하는 B 형 전화기는 전화기에 명시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다이얼 패턴에 접
근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발신 패턴이 SIP 다이얼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SIP
NOTIFY 메시지가 Unified CM 으로 전송되기 전에 번호 간 제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 A 형
IP 전화기와는 달리 , B 형 IP 전화기에는 온훅 전화걸기가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전화걸기 완료
를 나타내는 다이얼 키가 없습니다 . 온훅 전화걸기의 경우 사용자는 언제라도 " 다이얼 " 키를 눌
러서 입력한 모든 번호를 Unified CM 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B 형 전화기가 SRST 라우터에 등록되는 경우 구성된 SIP 다이얼 규칙이 비활성화됩니다 .
특정 패턴이 전화기에서는 인식되지만 Unified CM 에서 차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전체 다이얼 문자
열을 입력해야 시스템에서 통화가 거부되었다는 알림을 수신합니다 . 예를 들어 , 전화기가
919765551234 형식으로 입력된 통화를 인식하도록 구성되었지만 이러한 통화가 Unified CM 다이
얼 플랜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 사용자는 (4 개 키를 누른 후 ) 전화걸기가 끝날 때 다시걸기 신호
음을 수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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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다이얼 규칙
Cisco Unified CM 은 사용자 입력이 수집될 때 전화기에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SIP 다이얼 규
칙 기능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설정된 패턴 911 을 인식하고 비상 통화를 즉시 개시하라는 메시
지를 Unified CM 으로 전송하면서 , 동시에 사용자가 국제 번호의 가변 길이 패턴을 입력할 수 있
도록 전화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SIP 다이얼 규칙 사용을 통한 전화기의 패턴 인식 구성은 Unified CM 의 서비스 클래스 및 경로 플
랜 구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장거리 패턴을 인식하도록 전화를 구성하는 한편 , 로컬 통화만 허
용하는 서비스 클래스를 전화기에 할당하여 이러한 통화를 차단하도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배포될 전화기 모델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SIP 다이얼 규칙이 있습니다 .
•

7905_7912(Cisco Unified IP Phone 7905 및 7912 에 사용됨 )

•

7940_7960_OTHER( 다른 모든 IP 전화기 모델에 사용됨 )

다이얼 규칙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다이얼 매개 변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
•

패턴
이 매개 변수는 패턴의 실제 숫자 표현입니다 . 여기에는 보조 발신음 재생 명령 , 번호 또는 와
일드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음 표에 두 가지 유형의 다이얼 규칙에 대한 값 및 그 결과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
다이얼 규칙 유형
패턴

7905_7912

숫자 0 ~ 9 해당하는 숫자

7940_7960_OTHER
해당하는 숫자

.

임의 숫자와 일치함 (0 ~ 9)

임의 문자와 일치함 (0 ~ 9,
*, #)

−

추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음을 나타 해당 없음
내는 표시 . 개별 규칙의 끝에 있어야
합니다 .

#

입력 종료 키 . # 키가 입력 종료로 인 해당 없음
식된 이후의 문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다이얼 규칙에 > 문자를 추가
합니다 . 예를 들어 9>#... 에서 # 문
자는 9 를 누르고 나서 언제라도 인
식됩니다 .

tn

n 초의 시간 제한 값을 나타냅니다 . 해당 없음
예를 들면 , 1…t3 은 1000 과 일치하
며 3 초 후에 invite 가 Unified CM 으
로 전송됩니다 .

rn

마지막 문자를 n 번 반복합니다 . 예 해당 없음
를 들면 1.r3 은 1…. 와 같습니다 .

S

패턴에 수정자 S 가 포함된 경우 이 해당 없음
패턴 이후의 다른 모든 다이얼 규칙
이 무시됩니다 . S 는 실질적으로 규
칙 일치를 중단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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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규칙 유형

•

패턴

7905_7912

7940_7960_OTHER

*

입력 종료 키 . * 키가 입력 종료로 인
식된 이후의 문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다이얼 규칙에 > 문자를 추가
합니다 .

하나 이상의 문자와 일치
합니다 . 예를 들면 , 패턴
1* 는 10, 112, 123456 등과
일치합니다 .

,

해당 없음

전화에서 보조 발신음이
재생됩니다 . 예를 들어 , 8
을 입력하면 8 을 누른 후
보조 발신음이 들립니다 .

IButton
이 매개 변수는 다이얼 패턴이 적용될 단추를 지정합니다 . 사용자가 회선 단추 1 에서 통화를
시작할 경우 단추 1 에 지정된 다이얼 패턴만 적용됩니다 . 이 옵션 매개 변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다이얼 패턴이 전화기의 모든 회선에 적용됩니다 . 이 매개 변수는 Cisco SIP IP Phone
7940, 7941, 7942, 7945, 7960, 7961, 7962, 7965, 7970, 7971 및 7975 에만 적용됩니다 . 단추 번
호는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화면 측면의 단추 순서에 해당하며 , 맨 위에 있는 단추가 1 입니다 .

•

시간 초과
이 매개 변수는 시스템 제한 시간이 초과될 때까지의 시간 ( 초 ) 을 지정하며 사용자가 입력하
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입력한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려면 0 을 지정합니다 . 이 매개 변수
는 7940_7960_OTHER 다이얼 규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매개 변수를 생략하면 전화기
의 기본 번호 간 시간 제한 값이 사용됩니다 ( 기본값은 10 초 ).

•

사용자
이 매개 변수는 착신 번호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태그를 나타냅니다 . 유효한 값에는 IP(Unified
CM 이 아닌 다른 SIP 통화 에이전트가 배포된 경우 ) 와 Phone 이 있습니다 . 이 매개 변수는
7940_7960_OTHER 다이얼 규칙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매개 변수는 선택 사항이며 ,
Unified CM 이 유일한 통화 에이전트인 배포에서는 생략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으로 전송된
SIP 요청에 user=phone 태그를 지정하면 Unified CM 이 SIP URI 를 숫자 URI 로 간주합니다 .
alice@cisco.com;user=phone 형태의 SIP URI 는 성공적으로 라우팅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user=phone 태그가 지정되어 숫자로 간주되며 alice 가 Unified CM 에 제공된 숫자 패턴과 일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참고

Cisco Unified IP Phone 7905 및 7912 는 SIP 다이얼 규칙에 생성된 순서대로 패턴을 선택하며 , 반
면에 다른 모든 전화기 모델은 가장 긴 일치 항목을 제공하는 패턴을 선택합니다 . 다음 표에는 사
용자가 95551212 로 전화를 걸 경우 선택될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

SIP 다이얼 규칙

7905_7912

.…….
9…….

첫 번째 일치 패턴 선택 : …….. 가장 긴 일치 패턴 선택 : 9…….

7940_7960_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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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의 통화 라우팅
Unified CM 에 구성된 모든 숫자 전화걸기 대상 및 디렉터리 URI 가 내부 통화 라우팅 테이블에 패
턴으로 추가됩니다 . 이러한 대상에는 IP 전화 회선 , 음성 메일 포트 , 경로 패턴 , 변환 패턴 및 CTI
경로 지점이 포함됩니다 . Unified CM 에서는 숫자 전화걸기 대상 및 디렉터리 URI 에 대해 두 가
지 개별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
디렉터리 URI 를 입력한 경우 , Unified CM 에서는 전체 매칭 로직을 사용하여 디렉터리 URI 라우
팅 테이블에 있는 구성된 디렉터리 URI 중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 URI 조회 정책 엔터프라이
즈 서비스 매개 변수 설정은 대소문자 구분 일치와 대소문자 비 구분 일치 중 어느 것이 URI 의 사
용자 부분에 대한 전체 매칭 로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분
일치가 사용됩니다 . 번호를 입력한 경우 Unified CM 은 최적 매칭 로직을 사용하여 숫자 통화 라
우팅 테이블의 모든 패턴 중에서 일치하는 패턴을 선택합니다 . 실제로는 일치하는 여러 숫자 패턴
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대상 패턴이 다음 기준에 따라 선택됩니다 .
•

착신 문자열과 일치

•

모든 잠재적 일치 패턴 중에서 착신 문자열 이외의 최소 문자열과 일치

예를 들면 그림 14−12 에 표시된 사례를 고려하십시오 . 여기서는 통화 라우팅 테이블에 1XXX,
12XX 및 1234 패턴이 포함됩니다 .
그림 14-12

Unified CM 통화 라우팅 로직 예

1XXX
User A dials
"1200"

User B dials
"1212"

Gateways

12XX

V

V

Pool of IP Phones
121X

IP

IP

IP Phone
User C dials
"1234"

1234

IP

126911

IP

사용자 A 가 문자열 1200 을 입력하는 경우 Unified CM 은 이 문자열과 통화 라우팅 테이블의 패턴
을 비교합니다 . 이 경우 두 가지 일치 패턴인 1XXX 와 12XX 가 있습니다 . 이들 모두 다이얼 문자
열과 일치하지만 , 1XXX 의 일치 문자열 수는 총 1000 개 (1000 ~ 1999) 인 반면 , 12XX 의 일치 문
자열 수는 100 개 (1200 ~ 1299) 뿐입니다 . 그러므로 12XX 가 이 통화의 대상으로 선택됩니다 .
사용자 B 가 문자열 1212 를 입력할 경우 잠재적으로 1XXX, 12XX 및 121X 라는 세 가지 일치 패턴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 1XXX 는 1000 개 문자열과 일치하며 12XX 는 100 개 문
자열과 일치합니다 . 하지만 121X 의 일치 문자열 수는 10 개뿐입니다 . 그러므로 통화 대상으로 이
패턴이 선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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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C 가 문자열 1234 를 입력할 경우 잠재적으로 1XXX, 12XX 및 1234 라는 세 가지 일치 패턴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 1XXX 는 1000 개 문자열과 일치하며 12XX 는 100 개 문
자열과 일치합니다 . 하지만 1234 의 일치 문자열 수는 하나뿐이므로 통화 대상으로 이 패턴이 선
택됩니다 .
가변 길이 패턴에 대한 일치 문자열 수를 결정할 때 , Unified CM 은 입력한 자릿수와 길이가 동일
한 일치 문자열 수만 고려합니다 . 사용자가 1311 을 입력하고 1XXX, 1[2−3]XX 및 13! 패턴이 있다
고 가정할 경우 , 다음 표는 이러한 잠재적 일치 패턴의 일치 문자열 수를 보여 줍니다 .
패턴

일치 문자열 수

일치 가능한 문자열

1XXX

1000

1000 ~ 1999

1[2−3]XX

200

1200 ~ 1299, 1300 ~ 1399

13!

100

1300 ~ 1399. 입력한 자릿수에 따라 계산된 네 자
리 문자열만 .

이 예에서 변수 길이 패턴 13! 가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
참고

DN( 디렉터리 번호 ) 이 Cisco Unified CM 에 구성되어 있을 때마다 이 번호는 개별 장치 ( 예 : IP 전
화기 ) 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장치 (
와 기본 패턴 ) 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동일한 보조 패턴에 의존하여 장애 조치 기능을 애플리케이
션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본 패턴은 통화 라우팅 테이블에서 영구적
으로 유지되므로 보조 패턴이 일치될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패턴에서 + 기호 지원
+ 기호는 Unified CM 의 모든 패턴 ( 경로 패턴 , 변환 패턴 및 디렉터리 번호 등 ) 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 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려면 앞에 이스케이프 문자 \ 를 붙여서 정규 표현식 연산자
+( 이전 문자의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를 의미함 ) 와 구분해야 합니다 . 예 :
•

\+14085264000 은 +14085264000 을 의미합니다 .

•

2+ 는 2, 22 또는 222 등을 의미합니다 .

이렇게 하면 Unified CM 에서 +E.164 다이얼 플랜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 URI
Unified CM 에 등록된 모든 엔드포인트에는 하나 이상의 숫자 ( 선행 + 포함 가능 ) 디렉터리 번호
가 제공됩니다 . 최대 5 개 디렉터리 URI 를 각 디렉터리 번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연결은 디
렉터리 URI 를 디렉터리 번호에 명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최종 사용자에 대해 디
렉터리 URI 가 구성된 경우 이 디렉터리 URI 는 기본 내선 번호가 해당 최종 사용자에 대해 정의되
자마자 해당 최종 사용자의 기본 내선 번호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자동으로 연결된 모든 디렉터
리 URI 는 디렉터리 URI 파티션에 생성되는 반면 , 수동으로 구성된 디렉터리 URI 는 모든 파티션
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구성된 디렉터리 URI 는 연결된 디렉터리 번호와 동일한 파티션에
상주할 수 있지만 ,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디렉터리 URI 는 파티션마다 고유해야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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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 번호와 연결된 디렉터리 URI 하나만 해당 디렉터리 번호의 기본 디렉터리 URI 로 표시
해야 합니다 . 사용자 디렉터리 URI 가 해당 사용자의 기본 내선 번호와 자동으로 연결되면 이 디
렉터리 URI 도 자동으로 해당 디렉터리 번호에 대한 기본 디렉터리 URI 가 됩니다 . 자동으로 연결
된 디렉터리 URI 가 없으면 구성된 디렉터리 URI 를 기본 디렉터리 URI 로 선택해야 합니다 . 기본
디렉터리 URI 의 목적은 이 디렉터리 URI 를 개별 디렉터리 번호에서 발신한 통화에 대한 발신 번
호 디렉터리 URI 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디렉터리 URI 와 디렉터리 번호가 연결될 수 있으면 발신자는 연결된 디렉터리 URI 로 전화를 걸
어서 디렉터리 번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착신 디렉터리 번호는 임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된 모든 장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Unified CM 은 디렉터리 URI
가 발신 디렉터리 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한 , 모든 디렉터리 번호에서 발신된 모든 통화에 대해 디
렉터리 URI 발신자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 URI 의 클러스터 간 라우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ILS(Intercluster Lookup Service) 를 통해
디렉터리 URI 카탈로그를 다른 클러스터와 교환할 수 있도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 URI 카탈로그를 다른 클러스터와 교환하도록 구성된 각 클러스터는 단일 디렉터리 URI
카탈로그의 로컬로 구성된 모든 디렉터리 URI 를 위치 특성인 SIP 경로 문자열과 함께 알립니다 .
멀티클러스터 환경의 이 위치 특성은 디렉터리 URI 의 호스트 부분을 사용하여 SIP 요청을 확정적
으로 라우팅할 수 없는 경우 디렉터리 URI 에 대한 통화를 올바른 클러스터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
니다 . 예를 들면 <user>@example.com 같은 일반 URI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호스트 부분인 "example.com" 은 해당 URI 를 호스팅하는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를 고유하게
식별하지 않습니다 .
통화를 원격 클러스터에서 설정된 디렉터리 URI 로 라우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M 에서 SIP 요청 라우팅 , 14−4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변환 패턴
변환 패턴은 Unified CM 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모든 통화 유형에 맞게 번호를 조작합니
다 . 변환 패턴은 경로 패턴과 동일한 일반 규칙을 따르며 동일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합니다 . 경로
패턴과 마찬가지로 , 변환 패턴을 파티션에 할당합니다 . 하지만 입력된 번호가 변환 패턴과 일치
할 경우 Unified CM 에서 통화를 게이트웨이 같은 외부 엔티티로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 대신에 ,
먼저 변환을 수행하고 나서 통화를 다시 라우팅합니다 . 이 때 변환 패턴 안에 구성된 발신 검색 공
간이 사용됩니다 .
변환 패턴은 그림 14−13 의 예에서처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
변환 패턴의 응용 예
Calling Search
Spaces

Partitions
Translations_pt

Phone_css

IP
Dials "0"
to reach
operator

0 [Transform Mask: 2001]

Translation Pattern
transforms 0 into
2001 and forces
second lookup

Delivers "2001"
AllPhones_pt
Internal_css

All IP Phones DN's

348589

그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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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관리자가 0 을 입력하여 연결되는 오퍼레이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고정 길
이 내부 번호 지정 플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IP 전화기가 Phone_css 발신 검색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발신 검색 공간에는 특히 Translations_pt 파티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변환 패턴 0 이 이
파티션에 정의되어 있으며 구성된 발신자 변환 마스크에서 Unified CM 에 착신 문자열 (0) 을 새 문자
열 2001( 오퍼레이터 전화기의 DN 에 해당함 ) 로 바꾸도록 지시합니다 . 두 번째 조회 ( 이번에는
2001) 는 Internal_css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통화 라우팅 엔진을 통해 강제 수행되며 , 이제 통화
를 2001(AllPhones_pt 파티션에 상주 ) 이라는 실제 오퍼레이터 DN 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착신 번호가 변환 패턴을 통해 조작된 경우 변환된 번호가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에 기록
됩니다 . 하지만 번호 조작이 경로 목록 내에서 발생할 경우 CDR 은 변환된 번호가 아니라 원래 착
신 번호를 표시합니다 . IP 전화기의 발신 통화 디렉터리는 항상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문자열을 표
시합니다 .
일반적으로 변환 패턴은 특정 다이얼 문자열 형식을 다른 다이얼 플랜 요소와 일치하는 문자열로
매핑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이 매핑은 경로 패턴이나 디렉터리 번호 같이 다른 패턴에 의해 생
성된 " 기본 " 전화걸기 방식 위에 오버레이 전화걸기 방식을 구현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조 조회를
수행하려면 전화걸기 정규화를 구현하는 변환 패턴에서 해당 변환 패턴을 활성화하는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 이러한 동작을 CSS 상속이라고 하며 , 변환 패턴의 발신자의 발
신 검색 공간 사용 옵션을 통해 선택됩니다 .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각각 다양한 발신 검색 공간에
서 정의된 다양한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의 외부 경로
Unified CM 은 동일한 클러스터 내 내부 대상으로 걸려온 통화를 라우팅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 알
아냅니다 ". PSTN 게이트웨이 , SIP 트렁크 또는 기타 Unified CM 클러스터 같은 외부 대상의 경우
외부 경로 구성문 ( 다음 섹션에 설명됨 ) 을 사용하여 명시적인 라우팅을 구성해야 합니다 . 이 구
성문은 여러 통화 라우팅 계층과 번호 조작이 가능한 3 계층 구조에 기초합니다 . Unified CM 은 외
부 다이얼 문자열과 일치하는 구성된 경로 패턴을 검색하고 그 패턴을 사용하여 해당 경로 목록을
선택합니다 . 이 목록은 통화에 사용 가능한 경로의 우선 순위 목록입니다 . 이러한 경로를 경로 그
룹이라고 하며 기존 PBX 용어로는 트렁크 그룹과 매우 유사합니다 . 그림 14−14 는 Unified CM 외
부 경로 구성문의 3 계층 구조를 보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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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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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경로 패턴 구조

Route Pattern
• Matches dialed number for external calls
• Performs digit manipulation (optional)
• Points to a route list for routing
Hunt/Route List
• Chooses path for call routing
• Per-route group digit manipulation
• Points to prioritized route groups

Route
Pattern

Route
List

1st Choice

2nd Choice

Route
Group

Route
Group

Route Group
• Distributes calls to
GWs/Trunks

Transformation Patterns
• Modifies calling (Cg) party
• Modifies called (Cd) party

Transformation
Patterns

Transformation
Patterns

GK
PSTN

V

M

271554

Devices
• Gateways (H.323,
MGCP, SIP)
• Trunk (H.225,
ICT, SIP)

V

Configuration Order

V

IP WAN

다음 섹션에서는 Unified CM 의 외부 경로 구성문의 개별 요소를 설명합니다 .
•

경로 패턴 , 14−26 페이지

•

경로 목록 , 14−29 페이지

•

경로 그룹 , 14−30 페이지

•

경로 그룹 장치 , 14−30 페이지

경로 패턴
경로 패턴은 9.[2−9]XXXXXX 같이 , Unified CM 에 구성된 숫자와 와일드카드로 이루어진 문자열
로 , 통화를 외부 엔티티로 라우팅합니다 . 경로 패턴은 라우팅 통화용 게이트웨이를 직접 가리킬
수도 있고 , 경로 목록을 먼저 가리키고 다음으로 경로 그룹 ,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를 가리킬 수
도 있습니다 .
Cisco 에서는 전체 경로 패턴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 구성문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이
러한 요소는 통화 라우팅 , 번호 조작 , 경로 중복성 및 향후 다이얼 플랜 확장을 위한 최대 유연성
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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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카드
•

@ 와일드카드는 특정 국가의 전체 국가 번호 지정 플랜을 나타내는 일련의 패턴으로 확장되
는 특수 매크로 기능입니다 . 예를 들어 , 북아메리카 번호 지정 플랜을 사용하여 9.@ 같이 필
터링되지 않은 단일 경로 패턴을 구성하면 실제로 166 가지 개별 경로 패턴이 Unified CM 내부
다이얼 플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됩니다 .

•

다른 국가 번호 지정 플랜을 허용하도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 경로 패턴 구성 페이지의 번호 지정 플랜 필드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번호 지정 플랜에 @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Dial Plan Deployment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629/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

@ 와일드카드는 중소 규모의 배포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 @ 와일드카드를 적용하면 관리
자가 경로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패턴을 강제로 차단하므로 대규모 배포에서는 관리 및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경로 필터 , 14−27 페이지 참조 ).

경로 필터
•

@ 경로 패턴에만 경로 필터를 사용하여 @ 와일드카드에 의해 생성된 경로 패턴 수를 줄이십
시오 . @ 와일드카드를 포함하지 않는 패턴에 적용된 경로 필터는 결과 다이얼 플랜에 아무 영
향을 주지 않습니다 .

•

경로 필터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논리식은 1024 자 이하입니다 (NOT−SELECTED 필드 제외 ).

•

경로 필터의 논리 절 수가 증가하면 구성 페이지의 새로 고침 시간이 그만큼 증가하며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

통화 라우팅을 구성할 때 너무 많은 라우트 패턴에 단일 라우트 필터를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수백 개의 연결된 라우트 패턴이 있는 라우트 필터를 편집하려는 경우 시스템 코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라우트 필터를 사용하는 모든 라우트 패턴에 대한 통화 라우팅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스템 처리 때문입니다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 경로 필터
를 작성합니다 .

•

대규모 배포의 경우 @ 와일드카드와 경로 필터보다는 명시적 경로 패턴을 사용하십시오 . 이
방식은 Unified CM 에 구성된 모든 패턴을 경로 패턴 구성 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므로 관
리 및 문제 해결을 쉽게 합니다 .

국제 및 가변 길이 경로 패턴
•

일반적으로 국제 통화 대상은 모든 수의 숫자를 나타내는 !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여 구성합니
다 . 예를 들어 , 북미에서 경로 패턴 9.011! 는 국제 통화용으로 구성됩니다 . 대부분의 유럽 국
가에서는 0.00! 경로 패턴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와일드카드는 착신 번호가 가변 길이일 수 있는 국가에 배포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 이러한
경우 , Unified CM 은 전화걸기가 언제 완료되는지 알지 못하므로 통화를 송신하기 전에 15 초
( 기본값 ) 간 기다립니다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T302 타이머(서비스 매개 변수 TimerT302_msec)를 줄여서 전화걸기 종료를 나타내되, 4초

미만으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전화걸기를 완료하기 전에 통화가 조기에 전송되는 일을 방
지합니다 .

– 뒤에 # 와일드카드 ( 예 : 북아메리카의 경우 9.011!# 또는 유럽의 경우 0.00!#) 가 붙도록 두

번째 경로 패턴을 구성하고 사용자에게 전화걸기 종료를 나타내는 # 를 입력하도록 지시
합니다 . 이 동작은 휴대폰에서 " 보내기 " 단추를 누를 때와 비슷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14-27

14 장

다이얼 플랜 요소

다이얼 플랜

중복 송신 및 중복 수신

정적 경로 패턴을 사용하여 국가 번호 지정 플랜을 쉽게 정의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중복 송 / 수신
용으로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송신이란 Unified CM 이 최종 사용자가 전화를 걸 때 숫자를 수집한 후 수집된 숫자를 PSTN
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복 송신을 활성화하려면 경로 패턴 구성 페이지에서 중복 송신 허
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경로 패턴에 PSTN 액세스 코드 (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에서는 "9.",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0.") 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중복 수신이란 Unified CM 이 입력된 번호를 PRI PSTN 게이트웨이에서 한 개씩 수신한 후 , 해당
통화를 내부 대상으로 라우팅하기 전에 문자열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 중
복 수신을 활성화하려면 OverlapReceivingFlagForPRI 서비스 매개 변수를 True 로 설정합니다 .
경로 패턴의 번호 조작
•

경로 패턴에 구성된 번호 조작은 통화에 최종 사용되는 경로 그룹과 관계없이 발신자 및 착신
자 번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 멤버 경로 그룹의 경로 목록 보기에 구성된 번호 조작은 경로별로
영향을 미칩니다 . 발신에 사용되는 경로 그룹에 구성된 변환만 수행됩니다 .

•

멤버 경로 그룹의 경로 목록 보기의 번호 조작은 경로 패턴에서 수행된 번호 조작을 무시합니다 .

•

통화를 라우팅하도록 선택된 장치 ( 또는 해당 장치의 장치 풀 ) 에 구성된 변환 패턴은 경로 패
턴 및 / 또는 경로 목록에 구성된 발신자 / 착신자 변환보다 우선합니다 . 변환 CSS( 발신 검색
공간 ) 가 통화를 라우팅하도록 선택된 장치 ( 또는 장치의 장치 풀 ) 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 경
로 패턴 또는 경로 목록에 구성된 변환은 개별 변환 CSS 를 사용하여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 변환 CSS 에 대한 입력은 항상 경로 패턴이나 경로 목록 변환을 적
용하기 이전의 변환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

•

경로 패턴에 번호 조작을 구성하는 경우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은 번호 조작이 발생한
후 착신 번호를 기록합니다 . 경로 그룹이나 장치 수준에서만 번호 조작을 구성하는 경우 CDR
은 번호 조작 전에 실제 착신 번호를 기록합니다 .

•

마찬가지로 , 경로 패턴에서 번호 조작을 구성하는 경우 발신자의 IP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조
작된 번호가 표시됩니다 . 경로 그룹에서만 번호 조작을 구성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조작
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발신 회선 ID
•

발신 회선 번호 표시를 사이트 요구 사항에 따라 게이트웨이에서 활성화 / 비활성화하거나 경
로 패턴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

•

발신자의 외부 전화번호 마스크 사용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외부 통화에는 발신 IP 전화기에
지정된 발신 회선 번호가 사용됩니다 .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발신자 변환 마스크 필드에
설정된 마스크가 발신자 번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통화 분류
•

이 경로 패턴을 사용한 통화를 온넷 또는 오프넷 통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로 패턴을
사용하면 온넷 당사자가 없는 경우 컨퍼런스 브리지를 해체하거나 오프넷 간 통화 호전환을 금
지하여 과금 우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두 가지 기능 모두는 Unified CM 관리 내에서
서비스 매개 변수에 의해 제어됩니다 .

•

" 장치 오버라이드 허용 " 확인란이 활성화된 경우 통화는 연결된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의 통
화 분류 설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

FAC(Forced Authorization Code)
•

FAC(Forced Authorization Code) 확인란은 특정 경로 패턴 사용 시 발신 통화를 제한하는 데 사
용됩니다 . 경로 패턴을 통해 FAC 를 활성화하는 경우 사용자는 인증 코드를 입력하여 통화의
의도한 수신자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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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FAC 사용 경로 패턴을 통해 라우팅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시스템은 인증 코드
입력을 요청하는 신호음을 재생합니다 . 통화를 완료하려면 사용자 인증 코드가 착신 번호를
라우팅하도록 지정된 인증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에는 인증 이름만 나타납니다 . 인증 코드는 CDR 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

•

" 중복 송신 허용 " 확인란을 활성화한 경우에는 FAC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MC(Client Matter Code)
•

CMC(Client Matter Code) 확인란은 특정 경로 패턴을 사용할 때 특정 번호에 대한 통화를 추적
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예를 들면 , 회사는 이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패턴에 대해 CMC 를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의도한 대상에 연결하기 위해 코드를 입력해
야 합니다 .

•

사용자가 CMC 사용 경로 패턴을 통해 라우팅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시스템은 코드 입력
을 요청하는 신호음을 재생합니다 . 사용자가 통화를 완료하려면 올바른 코드를 입력해야 합
니다 .

•

Client Matter Code 는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에 표시되므로 이러한 코드를 CDR 분석 및 보고
도구에서 클라이언트 청구 및 회계 관련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중복 송신 허용 " 확인란을 활성화한 경우에는 CMC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CMC 와 FAC 를 둘 다 활성화한 경우 사용자는 번호를 입력하고 FAC 입력 프롬프트에서 FAC
를 입력한 후 다음 프롬프트에서 CMC 를 입력합니다 .

SIP 경로 패턴
Unified CM 에는 SIP URI 의 호스트 부분에 따라 통화를 외부 엔티티로 라우팅하거나 차단하도록
SIP 경로 패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SIP 트렁크를 직접 가리키거나 하나 이상의 경로 그룹을 참조
하고 나서 SIP 트렁크를 참조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도록 SIP 경로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
체 SIP 경로 패턴 , 경로 목록 , 경로 그룹 구성문은 더 나은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요소를 사
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SIP URI 의 호스트 부분을 일치시키는 SIP 경로 패턴은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를 일치시킬 수 있
으며 , 이 두 부분 모두 SIP URI 의 오른쪽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 와일드카드는 도메인 이름 SIP 경
로 패턴에서 여러 도메인 부분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 *.cisco.com 및
ccm[1−4].uc.cisco.com. IP 주소 SIP 경로 패턴에서 서브넷 표기 ( 예 : 192.168.10.0/24)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목록
경로 목록은 발신 전화에 대한 우선 순위 지정된 적격 경로 ( 경로 그룹 ) 입니다 . 일반적인 경로 목
록 사용은 원격 대상에 대한 두 가지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며 , 여기서 첫 번째 선택 경로에는 IP
WAN 이 사용되며 두 번째 선택 경로에는 PSTN 게이트웨이가 사용됩니다 .
경로 목록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여러 경로 패턴이 동일 경로 목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

•

경로 목록은 지정 대상에 대한 대체 경로로 작동하는 우선 순위 지정된 경로 그룹입니다 . 예를
들면 경로 목록을 사용하여 최소 비용 라우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이 때 목록의 기본 경로 그
룹은 통화당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 보조 경로 그룹은 "ATB(All Trunks Busy)" 조건 또
는 불충분한 IP WAN 리소스로 인해 기본 경로 그룹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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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목록의 각 경로 그룹마다 고유한 번호 조작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경로 패
턴이 9.@ 이고 사용자가 9 1 408 555 4000 으로 전화를 걸 경우 IP WAN 경로 그룹은 9 1 을 제
거하지만 PSTN 경로 그룹은 9 만 제거합니다 .

•

여러 경로 목록에 동일한 경로 그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로 그룹의 번호 조작은 경로 그
룹을 가리키는 특정 경로 목록과 연결됩니다 .

•

경로 패턴이나 경로 그룹에서 여러 번 번호 조작을 하려는 경우 변환이 수행되는 순서는 통화
에 사용되는 최종 발신자 및 착신자 번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표시된 순
서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의 번호 조작을 수행합니다 .
1.

번호 삭제

2.

경로 패턴에 정의된 대로 또는 경로 그룹에 대해 수행되는 착신자 및 발신자 변환

3.

접두 번호 지정

송신 장치 (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 ) 에 정의된 발신자 및 착신자 변환은 경로 패턴 및 경로 그룹
에 정의된 발신자 및 착신자 변환을 재정의합니다 .

경로 그룹
경로 그룹은 특정 장치를 제어하고 가리키는데 , 이러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게이트키퍼 ,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 대한 게이트웨이 (MGCP, SIP 또는
H.323), H.323 또는 SIP 트렁크입니다 . Unified CM 은 할당된 배포 알고리즘에 따라 통화를 장치로
송신합니다 . Unified CM 은 상향식 및 순환형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

경로 그룹 장치
경로 그룹 장치가 경로 그룹에 의해 액세스되는 엔드포인트이며 , 이러한 장치는 게이트키퍼 또는
원격 Unified CM 에 대한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로 구성됩니다 . Unified CM 에서 다음 장치 유형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게이트웨이

•

SIP 게이트웨이

•

H.323 게이트웨이

•

H.225 트렁크 , 제어된 게이트키퍼 − 게이트키퍼를 통해 표준 H.323 게이트웨이로 연결된 트렁
크

•

클러스터 간 트렁크 , 제어된 게이트키퍼 아님 —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로 연결된 직접 트
렁크

•

클러스터 간 트렁크 , 제어된 게이트키퍼 — 게이트키퍼를 통해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
및 / 또는 H.323 게이트웨이로 연결된 트렁크

•

SIP 트렁크 −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세션 경계 컨트롤러 또
는 SIP 프록시로 연결된 트렁크

다른 엔드포인트가 표준 H.323 게이트웨이 또는 Unified CM 이며 그에 맞게 H.225 또는 Intercluster
Trunk 프로토콜을 선택할 경우 H.225 및 클러스터 간 트렁크 ( 제어된 게이트키퍼 ) 가 자동으로 검
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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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경로 그룹
장치 풀은 여러 로컬 경로 그룹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는 경로 패턴은 통
화 발신 장치에 따라 송신 게이트웨이를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고유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 이
와는 달리 , 정적 경로 그룹을 사용하는 경로 패턴에 의해 라우팅된 통화는 통화 발신 장치와 관계
없이 동일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됩니다 .
예 14-2

로컬 / 비로컬 경로 그룹의 비교

그림 14−15 에서는 9.1[2−9]XX[2−9]XXXXXX 로 정의된 경로 패턴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비로컬 경로 그룹을 참조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킵니다 . 이 경로 패턴이 댈러스 , 샌프란
시스코 및 뉴욕의 전화 발신 검색 공간에 포함된 파티션에 있는 경우 세 도시에 있는 장치에서 발
신된 국내 통화는 샌프란시스코의 PSTN 으로 송신됩니다 .
그림 14-15

비로컬 경로 그룹 동작

SFODevices

DFWDevices

CSSs

Partitions

Route Lists

Route Groups

DFWDevices

SFO RG
US_pstn_part
SFODevices

9.1[2-9]XX[2-9]XXXXXX

US LOC
RL

V
V

JFKDevices
271557

JFKDevices

SFO Gateways

이와는 달리 , 그림 14−16 에서처럼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포함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도록 이 동
일한 경로 패턴이 수정된 경우 , 뉴욕 사이트에서 발신된 통화는 뉴욕 게이트웨이를 통해 PSTN 으
로 송신되고 ,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신된 통화는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를 통해 PSTN 으로 송신
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14-31

14 장

다이얼 플랜 요소

다이얼 플랜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면 발신 장치에 따라 송신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 따라서 모든
사이트의 통화에 대해 발신 검색 공간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독립적인 경로 패턴이 허용됩
니다 .
그림 14-16

로컬 경로 그룹 동작
Partitions

Route Lists

Route Groups
DFW RG

Choice of local route
group based on calling
device’s Device Pool
configuration

DFWDevices

US_pstn_part
SFODevices

9.1[2-9]XX[2-9]XXXXXX

US LOC
RL

Local
Route
group

V

V

DFW
Gateways
SFO RG
V

V

SFO
Gateways
JFKDevices

JFK RG
V

V

JFK
Gateways

254267

JFK Devices

SFO Devices

DFW Devices

CSS’s

장치 이동성 기능은 로밍된 현재 서브넷에 따라 장치 풀을 엔드포인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따라서 전화기가 현재 위치한 사이트에 기초하여 로컬 경로 그룹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예 14-3

장치 이동성

전화기는 샌프란시스코 사이트에서 뉴욕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 전화기의 새 IP 주소 ( 뉴욕 사이트
와 연결된 IP 서브넷의 일부 ) 에 따라 뉴욕 장치 풀이 전화에 할당됩니다 . 로밍 전화기에서 발신된
다음 통화가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포함하는 경로 목록을 사용하는 경로 패턴과 일치하는 경우 , 뉴
욕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
로컬 경로 그룹이 착신 전환된 통화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경우 ( 예를 들면 전화 A 가 전화 B 로 전
화를 걸고 B 가 PSTN 의 대상으로 착신 전환된 경우 ) 전화 B 의 통화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 내
경로 패턴이 전화 B 에 의해 착신 전환된 통화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기본적
으로는 전화 B 의 통화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찾은 경로 패턴에서 선택한 경로 목
록 내 표준 로컬 경로 그룹과 일치할 때 송신 게이트웨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따라서 일반
적으로 전화 A 의 로컬 게이트웨이는 착신 전환된 통화에 사용됩니다 . 이로써 발신자 ( 전화 A) 의
발신자 번호를 PSTN 으로 송신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에서 이 발신자 번호를 차단할 수 없게 됩니
다 . 관리자가 착신 전환된 통화에 대한 로컬 경로 그룹 선택 정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 서비스 매개 변수는 다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발신자의 로컬 경로 그룹 −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과 호환됩니다 . 발신자의 장치 풀과 연결된
로컬 경로 그룹이 선택됩니다 ( 위의 예에서는 전화 A).

•

원착신자 − 착신 전화기의 장치 풀과 연결된 로컬 경로 그룹이 선택됩니다 ( 위 예의 전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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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재전송자 − 통화를 PSTN 으로 착신 전환하는 전화 장치 풀과 연결된 로컬 경로 그룹이
선택됩니다 ( 위 예의 전화 B). 마지막 두 옵션은 PSTN 으로 착신 전환되기 전에 통화가 여러
홉을 통해 착신 전환되는 경우에만 다릅니다 .

PSTN 으로의 로컬 장애 조치 기능이 있는 중앙 집중형 게이트웨이
로컬 경로 그룹은 중앙화된 게이트웨이가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 PSTN 으로의 로컬 장애 조치를 간
소화합니다 . 단일 경로 목록을 사용하면 여러 사이트에 대한 PSTN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발신지의 게이트웨이로의 로컬 장애 조치도 가능합니다 .
예 14-4

중앙화된 게이트웨이 및 로컬 장애 조치

회사는 시카고에 있는 트렁크 그룹에 대해 유리한 PSTN 상호 연결 속도를 협상합니다 . 시카고의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는 경로 그룹이 경로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며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이 두 번째
옵션인 경우 이 경로 목록에서 처리되는 모든 통화는 먼저 시카고의 기본 저비용 게이트웨이로 전
송됩니다 . 시카고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용 가능한 포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또
는 발신 전화와 시카고 게이트웨이 간 통화를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이 없는 경우 , 차선책
은 발신 전화기의 장치 풀 구성에 있는 로컬 경로 그룹에 의해 결정된 대로 , 휴대폰과 공존하는 게
이트웨이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 그림 14−17 참조 )
그림 14-17

PSTN 으로의 로컬 장애 조치 기능이 있는 중앙 집중형 게이트웨이

CSS’s

Partitions

Route Lists

Route Groups
ORD RG
V

ORD
Gateways
DFW RG
First
choice

DFWDevices

V

V

DFW
Gateways
US_pstn_part
SFODevices

9.1[2-9]XX[2-9]XXXXXX

US LOC
RL

Local
Route
group

Second
choice
JFKDevices

Choice of local route
group based on calling
device’s Device Pool
configuration

SFO RG
V

V

SFO
Gateways
JFK RG
V

V

JFK
Gateways

254268

JFK Devices

SFO Devices

DFW Device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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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로컬 경로 그룹
발신 장치별 여러 경로 그룹 요소가 있는 경로 목록을 지원하기 위해 Unified CM 에서 명명된 로컬
경로 그룹을 여러 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로컬 경로 그룹의 이름이 시스템 수준에서 정의된
후에는 장치 풀 수준에서 명명된 로컬 경로 그룹당 경로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비상 통화 , 국내 PSTN 대상 및 기타 대상에 사용할 다양한 로컬 경로 그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면 다양한 통화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게이트웨이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소규모 사이트에 비상 통화에만 사용해야 하는 소규모 PSTN 게이
트웨이가 있지만 이 소규모 사이트의 PSTN 통화에 주요 허브의 PSTN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로컬 경로 그룹 구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로컬 경로 그룹
LRG_PSTN

LRG_Emergency

SJC( 지점 )

RG_SFO

RG_SJC

OAK( 지점 )

RG_SFO

RG_OAK

SFO( 허브 )

RG_SFO

RG_SFO

TPA( 지점 )

RG_MCO

RG_TPA

MIA( 지점 )

RG_MCO

RG_MIA

MCO( 허브 )

RG_MCO

RG_MCO

이 예에서는 주요 허브 (SFO 와 MCO) 의 게이트웨이가 허브 사이트 및 허브 사이트와 연결된 지점
사이트의 사용자에 의해 PSTN 통화에 사용되는 한편 (SJC 와 OAK 는 SFO 를 사용하며 TPA 와
MIA 는 MCO 를 사용함 ), 비상 통화에는 항상 로컬 PSTN 리소스가 사용됩니다 .
그림 14−18 은 비상 통화의 통화 라우팅 및 로컬 경로 그룹 선택 사항을 보여줍니다 . 비상 경로 패
턴에서 사용하는 경로 목록 RL_911 에는 첫 번째 경로 그룹 항목으로 LRG_Emergency 가 있습니
다 . 경로 목록의 두 번째 항목은 장치 풀에 정의된 기본 PSTN 리소스를 장애 조치로 선택하도록 하
는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나타냅니다 . 비상 전화를 걸었고 경로 목록 항목인 LRG_Emergency 를
선택한 경우 , Unified CM 은 자리 표시자 LRG_Emergency 를 역참조하고 대신에 발신 장치의 장치
풀에서 LRG_Emergency 에 대해 구성된 경로 그룹을 사용합니다 . 이 예는 SFO 및 SJC 사이트에 있
는 전화기에서 비상 통화를 위해 로컬 PSTN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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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8

여러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한 비상 통화 라우팅
Device Pool SJCPhone

Phone in Device Pool SJCPhone

Route Group:
RG_SJC

LRG_PSTN_1: RG_SFO
LRG_Emergency: RG_SJC
Standard Local Route Group:
up: RG_SJC

911
Route Pattern
911

Route List
RL_911
Route Groups:

911

LRG_Emergency
Standard Local
Route Group

R
Route
Group:
R
RG_SFO
Phone in Device Pool SFOPhone

Device Pool SFOPhone

348787

LRG_PSTN_1: RG_SFO
LRG_Emergenca: RG_SFO
Standard Local Route Group: RG_SFO

동일 개념을 사용하여 LRG_PSTN 을 사용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도록 사이트 독립적인 PSTN 경
로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LRG_PSTN 이 명명된 로컬 경로 그룹 LRG_PSTN 에
대해 장치 풀 수준에서 정의된 경로 그룹으로 역참조됩니다 . 그림 14−19 는 장치 풀 로컬 경로 그
룹 설정에 따라 SJC 와 SFO 사이트의 PSTN 통화가 어떻게 SFO 사이트의 중앙 집중식 PSTN 게이
트웨이로 전송되는지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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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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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한 PSTN 통화 라우팅
Device Pool SJCPhone

Phone in Device Pool SJCPhone

Route Group:
RG_SJC

LRG_PSTN_1: RG_SFO
LRG_Emergency: RG_SJC
Standard Local Route Group: RG_SJC

+493100123456
Route Pattern
\+!

Route List
RL_PSTN
Route Groups:

+493100123456

LRG_PSTN
Standard Local
Route Group

Route Group:
R
R
RG_SFO
Phone in Device Pool SFOPhone

Device Pool SFOPhone

348788

LRG_PSTN_1: RG_SFO
LRG_Emergenca: RG_SFO
Standard Local Route Group: RG_SFO

송신 라우팅 장치 선택 프로세스 중에는 정의되지 않은 로컬 경로 그룹이 생략됩니다 . 발신 장치
의 장치 풀에 할당된 경로 그룹이 없는 로컬 경로 그룹이 경로 목록에 포함된 경우 , 경로 목록의 이
항목을 건너뛰고 경로 목록의 다음 경로 그룹 멤버가 고려됩니다 . 로컬 경로 그룹만 포함하는 경
로 목록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경로 그룹에 연결하지 않고 경로 목록 소진으로 인한 송신 통화 삭
제를 방지하려면 모든 발신 장치의 모든 장치 풀에서 경로 그룹이 일관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항상 모든 경로 목록의 마지막 항목으로 사용하고 모든 장치 풀에서 표준 로
컬 경로 그룹의 경로 그룹을 선택하는 방법은 위의 경로 목록 소진을 방지하는 보호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패턴 긴급성
변환 패턴 , 경로 패턴 및 DN 을 긴급 패턴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패턴 긴급성의 기본값은 변환
패턴의 경우 긴급이며 경로 패턴과 DN 의 경우에는 비긴급입니다 . 경로 패턴 , 변환 패턴 및 DN 의
패턴 긴급성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모든 패턴은 항상 비긴급입니다 .
패턴을 긴급으로 표시하는 것은 종종 T302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치 패턴이 발
견되는 즉시 특정 통화를 즉각적으로 강제 라우팅할 때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 북아메리카에서
패턴 9.911 및 9.[2−9]XXXXXX 가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9911 을 입력하면 , 경우 , Unified CM
에서는 통화를 라우팅하기 전에 T302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숫자를
추가로 입력할 때 9.[2−9]XXXXXX 패턴과 일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9.911 경로 패턴에
대해 긴급 우선 순위를 설정하면 , Unified CM 은 T302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
용자가 9911 로 전화를 거는 즉시 라우팅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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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긴급으로 설정하면 구성된 패턴이 착신 번호에 대한 최적 일치 패턴이 되는 즉시 T302 타이
머가 강제로 만료됩니다 . 이는 긴급 패턴이 다른 패턴보다 우선 순위가 더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
다 . Unified CM 의 통화 라우팅 , 14−22 페이지 섹션에 설명된 최근접 매칭 로직도 여전히 적용됩
니다 .
예를 들어 경로 패턴 1XX 가 긴급으로 구성되고 패턴 12! 가 긴급하지 않은 경로 패턴으로 구성됩
니다 . 사용자가 123 으로 전화를 걸면 1XX 가 긴급 패턴이라도 최적 일치 패턴이 아니므로 (12! 의
경우 일치 패턴 수 총 10 개인 반면 , 1XX 의 경우 일치 패턴 수가 100 개임 ) Unified CM 에서 세 번
째 숫자를 받는 즉시 경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패턴 12! 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추가 숫자를 입력
할 수 있으므로 Unified CM 은 통화를 라우팅하기 전에 번호 간 시간 제한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
패턴 12[2−5] 가 긴급으로 표시되고 12! 가 긴급하지 않은 패턴으로 구성되는 다른 예를 가정해 보
겠습니다 . 사용자가 123 으로 전화를 걸면 패턴 12[2−5] 가 최적 일치 패턴입니다 (12[2−5] 의 경우
총 일치 패턴 수가 4 개인 반면 , 12! 의 경우 일치 패턴 수가 10 개임 ). T302 타이머가 중지되고 긴
급 우선 순위 패턴이 최적 일치 패턴이므로 추가 사용자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은
패턴 12[2−5] 를 사용하여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그림 14−20 의 9011.! 와 같은 가변 길이 긴급 변환 패턴은 번호 간 시간 초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화를 건 번호가 수신되고 한 자리씩 분석됨에 따라 긴급 변환 패턴이 유일하거나 가장 적합한 일
치 패턴이 되는 즉시 변환 패턴에 정의된 번호 변환이 즉시 실행되고 변환 패턴의 CSS 에 정의된 보
조 조회가 발생합니다 .
그림 14-20

긴급 변환 사용 시 번호 간 제한 시간

CSSs

Partitions
Translations
9011.!/urgent, strip pre-dot, prefix +

someCSS

8496.9XXX/urgent, strip pre-dot,
prefix +49690773
8331.5XXX/urgent, strip pre-dot,
prefix +3315840

PSTNInternational
\+!
\+33XXXXXXXXX

348609

E164PSTN

그림 14−20 에 설명된 대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 사용자가 901133158405858 로 전화를 걸면
마지막 번호를 입력하는 즉시 통화가 라우팅됩니다 . 통화가 변환 패턴 9011.! 과 일치하며 , 입력된
번호가 +3333158405858 로 변환됩니다 (9011 이 무시되고 + 접두사가 붙음 ), 이 패턴은 고정 길이
PSTN 경로 패턴 \+33XXXXXXXXX(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9 자리 NSN) 와 일치합니다 .
한편 , 사용자가 9011496907739001 로 전화를 걸면 번호 간 제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 9011.!
와 일치시킨 후 결과 번호인 +496907739001 은 경로 패턴 \+! 과 일치하므로 , Unified CM 은 발신
자가 추가 숫자를 계속 입력할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숫자 입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
추가로 입력하는 번호는 여전히 동일 패턴과 일치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14-37

14 장

다이얼 플랜 요소

다이얼 플랜

그림 14−20 의 예는 긴급 변환 패턴을 사용하여 오프넷 단축 전화걸기 방식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 8 로 시작하는 두 변환 패턴 모두 정확히 8 자리를 받고 입력된 번호를 +E.164 로 변환한
다음 보조 조회를 실행합니다 .
83315858 로 전화를 걸면 번호 간 제한 시간 없이 즉시 라우팅됩니다 . 입력된 번호는 고정 길이 변
환 패턴 8331.5XXX 과 일치하며 , 변환된 착신자 번호 +33158405858 은 고정 길이 경로
\+33XXXXXXXXX 와 일치합니다 .
하지만 84969001 로 전화를 걸면 기본적으로 즉시 라우팅되지 않습니다 . 입력된 번호는 고정 길이
변환 패턴 8496.9XXX 과 일치하며 , 변환된 착신자 번호 +496907739001 은 가변 길이 PSTN 경로
패턴 \+! 와 일치합니다 . 이 예에서는 중간 변환 패턴 (E164PSTN) 에 구성된 CSS 에 의해 정의된
보조 조회는 중간 패턴 일치의 고정 길이 특성과 패턴 긴급성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 보조 조회에
서 일치된 경로 패턴은 가변 길이 패턴이므로 Unified CM 이 번호 간 제한 시간 동안 강제로 기다
려야 합니다 . 중간 변환 패턴이 고정 길이 변환 패턴일 경우 추가로 숫자를 입력해도 중간 변환 패
턴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 따라서 보조 조회에서 추가 숫자를 대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 고정 길이 변환 패턴의 경우 보조 조회에 대한 번호 간 제한 시간 처리를 변
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변환 패턴의 후속 홉에서 Interdigit 시간 초과 기다리지
않음을 설정해야 합니다 . 이 옵션이 설정된 경우 변환 패턴과 일치된 후 Unified CM 은 추가 숫자
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 변환 패턴에 정의된 CSS 에 의해 식별된 패턴과 변환된 발신자 번호를 일치
시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고정 길이 변환 패턴에서 후속 홉에서 Interdigit 시간 초과 기다리지
않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속 홉에서 Interdigit 시간 초과 기다리지 않음 옵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사례는 번호 간
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 수집을 종료하는 특수 키를 사용하여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
을 2 차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 미국 다이얼 플랜에서 종료 문자가 # 인 국제 대상과 일
치하는 정규화 변환 패턴 ( 예 : 9011.!#) 은 가변 길이 국제 전화걸기에서 일치 사항을 찾을 수 있으
며 사용자가 # 을 눌러 전화걸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 변환 패턴의 2 차 조회는
\+[^1]! 와 같은 가변 길이 경로 패턴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2 차 조회에서 일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번호 분석이 추가 숫자가 입력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다시 한 번 이 시간 초과를 방지하는 가장 쉬
운 방법은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 9011.!# 에서 후속 홉에서 Interdigit 시간 초과 기다리지 않
음 옵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발신자 / 착신자 변환 패턴
발신자 변환 패턴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발신자 번호의 전역 형태를 게이트웨이나 트렁크 같은
경로 그룹 장치에 연결된 오프클러스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로컬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착신자 변환 패턴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착신자 번호의 전역 형태를 경로 그룹 장치에 연결된 오
프클러스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로컬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착신자 변환 패턴은 전화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장치 풀의 착신자 변환 패턴 CSS 는 할
당된 전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두 패턴 유형 모두 일치시킬 발신자 또는 착신자 번호의 숫자 표현으로 구성됩니다 . 사용된 구문
은 경로 패턴 , 변환 패턴 , 디렉터리 번호 등 다른 패턴과 동일합니다 . ( 그림 14−21 참조 )
변환 연산자에는 번호 삭제 명령 (DDI, 예 : pre−dot), 발신자 변환 마스크 , 접두 번호 및 발신자 표
현에 대한 제어값 ( 기본값 , 허용됨 또는 제한됨 ) 이 포함됩니다 . 발신자의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
를 발신자 번호로 사용하도록 발신자 변환 패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은 어떤 게이트웨이나 트렁크에 어떤 발신자 변환 패턴을 적용할지를 제
어합니다 . 게이트웨이나 트렁크는 우선 순위의 역순으로 연결된 장치 풀의 발신자 변환 CSS 또는
장치의 고유 발신자 변환 CC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착신자 변환 패턴의 적용 가능성을 제어하는
데 동일한 메커니즘이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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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구성 페이지의 통화 라우팅 정보 − 발신 전화에 구성된 발신자 및 착신자 변환 패턴은
게이트웨이로 송신된 발신자 또는 착신자 번호는 물론 , 발신자 또는 착신자의 번호 지정 유형 및
번호 지정 플랜에도 영향을 줍니다 . 발신자 수신 설정에 적용된 발신자 및 착신자 변환 패턴은 게
이트웨이에서 들어오는 통화에 적용됩니다 .
그림 14-21

발신자 / 착신자 변환 패턴
CSSs

Partitions

pattern
France_CdPTP

V

NANP_called_xforms
discard
prefix
type

\+.1!

pre-dot

\+.!

pre-dot

national
011

national

V
French
HQ Gateways

pattern

YOW_called_xforms
discard
prefix
type

\+1.613[2-9]XXXXXX pre-dot

subscriber

France_CgPTP
pattern

V
V
Nice
Gateways
YOW_CdPTP

V

France_called_xforms
discard
prefix
type

\+.!

pre-dot

00

international

\+33.!

pre-dot

0

national

pattern

NANP_calling_xforms
discard
prefix
type

\+1.!

pre-dot

\+.!

pre-dot

national
011

international

V
pattern
NANP_CgPTP

France_calling_xforms
discard
prefix
type

\+.!

pre-dot

00

international

\+33.!

pre-dot

0

national

271556

Ottawa
Gateways

그림 14−21 은 발신자 / 착신자 변환 패턴이 PSTN 의 서로 다른 부분 ( 프랑스 및 NANP 지역 ) 에 연
결된 서로 다른 게이트웨이 그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
NANP( 북아메리카 번호 지정 플랜 ) 내에서는 캐나다 오타와 ( 공항 코드 YOW) 에 위치한 게이트
웨이가 파티션 NANP_calling_xforms 를 포함하는 발신자 변환 CSS NANP_CgPTP 에 할당됩니다 .
발신자 번호가 +1 로 시작하는 모든 통화 ( 즉 , NANP 내에서 발신된 통화 ) 는 파티션
NANP_calling_xforms 안에 구성된 두 패턴과 모두 일치합니다 . 최적 매칭 로직에 따라 첫 번째 패
턴이 선택되고 발신자 번호에서 + 기호와 NANP 국가 코드 1 이 제거됩니다 . 발신자 번호의 나머
지 부분은 국내로 설정된 번호 지정 유형을 사용하여 PSTN 으로 송신된 발신자 번호로 사용됩니
다.
예를 들어 +1 613 555 1234 로부터 걸려온 통화가 YOW 게이트웨이로 송신된 경우 국내로 설정된
번호 지정 유형을 사용하여 발신자 번호가 613 555 1234 로 변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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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발신자의 통화를 프랑스 게이트웨이로 송신해야 하는 경우 다른 발신자 변환 패턴 세트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 613 555 1234 에서 걸려온 통화가 프랑스 니스 ( 공항 코드 NCE) 에 위치
한 게이트웨이로 송신된 경우 파티션 France_calling_xforms 에 포함된 발신자 변환 패턴이 적용됩
니다 . 이 경우 국제로 설정된 번호 지정 유형을 사용하여 발신자 번호가 001 613 555 1234 로 변환
됩니다 .
참고

통화가 게이트웨이로 송신되고 나면 발신자 번호 변환이 재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 서비스 공
급업체는 로컬 서비스 계약이나 규정에서 결정된 대로 , 지정 범위 외부의 발신자 번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프로세스가 착신자 번호 변환 패턴에 적용됩니다 . 오타와 게이트웨이의 경우 , 할당된 착
신자 변환 CSS 는 YOW_CdPTP 이며 , 여기에는 NANP_Called_xforms 및 YOW_Called_xforms 파
티션이 포함됩니다 . 번호 지정 플랜 영역 613 내에서 대상 번호로의 발신 통화는 이러한 두 파티션
에 포함된 모든 패턴과 일치합니다 . 하지만 최적 일치 프로세스에서는 패턴 \+1.613[2−9]XXXXXX
가 선택됩니다 .
예를 들어 오타와 게이트웨이를 통해 +1 613 555 9999 로 발신된 통화에서는 가입자로 설정된 번
호 지정 유형을 사용하여 착신자 번호가 516 555 9999 로 변환됩니다 .

발신자 수신 설정 (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별 )
발신자 수신 설정은 우순 순위에 따라 장치 풀 수준이나 서비스 매개 변수 수준에서 개별 게이트웨
이 또는 트렁크마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에서는 각 번호 지정 유형 ( 가입자 , 국내 , 국
제 , 알 수 없음 ) 마다 적당한 접두 번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장치 풀과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
설정에서도 발신자 변환 패턴에 따라 번호 제거 명령이나 유연한 변환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서비
스 매개 변수 설정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수신자 번호로 제공되는 문자열에서 번
호를 제거하고 접두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신되는 발신자 번호에서 번호 제거 명령이 먼
저 수행된 다음 접두 번호가 결과 문자열에 추가됩니다 . 예를 들어 제거할 숫자 개수가 1 로 설정
되고 접두 번호가 +33 으로 설정되었으며 수신하는 발신자 번호가 01 58 40 58 58 이면 결과 문자
열은 +33 1 58 40 58 58 입니다 .
각 번호 지정 유형은 통화에 발신자 변환 패턴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발신 검색 공간에는 발신자 변환 패턴만 들어 있는 파티션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 그러면 번호 지정 유형보다 발신자 번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번호에 수정 사항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 변환 패턴과 발신자 번호 간 일치에는 정규식이 사용됩니다 . 여러
일치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데 최적 일치 프로세스가 사용되며 , 선택한 패턴의 발신자 변환이 통
화에 적용됩니다 .

착신자 수신 설정 (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별 )
이전 섹션에 설명된 발신자 수신 설정과 마찬가지로 , 착신자 수신 변환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러한 착신자 수신 변환을 통해 통화가 실제로 라우팅되기 전에 착신자 수신 정보를 정규화할 수 있
습니다 .
각 번호 지정 유형은 통화에 착신자 변환 패턴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발신 검색 공간에는 착신자 변환 패턴만 들어 있는 파티션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 그러면 번호 지정 유형보다 착신자 번호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착신자 번호에 수정 사항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착신자 변환 패턴과 착신자 번호 간 일치에는 정규식이 사용됩니다 . 여러
일치 항목 중에서 선택하는 데 최적 일치 프로세스가 사용되며 , 선택한 패턴의 착신자 변환이 통
화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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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의 통화 권한
특정 엔드포인트 ( 전화 , 게이트웨이 또는 CTI 애플리케이션 등 ) 에 대해 허용되는 통화 유형을 제
어하기 위해 전화걸기 권한이 구성됩니다 . Unified CM 에서 처리되는 모든 통화에는 다음 요소의
구성을 통해 구현되는 전화걸기 권한이 적용됩니다 .
•

파티션 , 14−41 페이지

•

발신 검색 공간 , 14−42 페이지

파티션은 유사한 액세스 가능성을 가진 DN( 디렉터리 번호 ) 또는 디렉터리 URI 그룹이며 , 발신
검색 공간은 특정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 파티션을 정의합니다 . 장치는 발신 검색 공간의 일부
인 파티션에 위치한 DN 및 디렉터리 URI 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그림 14−22 에서 설명했듯이 , 파티션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전화걸기 패턴을 가지며 , 이
들 항목에는 전화 회선 , 경로 패턴 , 변환 패턴 , CTI 경로 그룹 회선 , CTI 포트 회선 , 음성 메일 포
트 및 Meet−Me 전화회의 번호가 포함됩니다 . 반대로 , 발신 검색 공간을 가지는 항목이란 전화기
, 전화 회선 , 게이트웨이 및 애플리케이션 등 (CTI 경로 그룹이나 음성 메일 포트를 통한 ) 전화를
걸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말합니다 .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
IP
Phones

PartitionA
2002
2001
2000

CSS1
PartitionA
PartitionB

7 [Trans Mask: 2001]

Your current options
Redial NewCall CFwdAll

more

Lines

CSS2
PartitionB

CSS3
PartitionB
Gateways
PartitionA

V

Applications

CSS4
PartitionA

"Dialable" devices

"Dialing" devices

15644
15644
15644

Lines
(Directory Numbers)
Translation
Patterns

911
\+.!
Route Patterns
9.[2-9]XX[2-9]XXXXXX
PartitionB
5000

Application Numbers
(CTI Route Points, CTI Ports)

900X
99XX

Special numbers
(MeetMe, CallPickup...)

8001
8001

Voice Mail Ports

9.011!

Route Patterns

271555

그림 14-22

파티션
파티션에 추가할 수 있는 다이얼 플랜 항목에는 IP 전화기 디렉터리 번호 , 디렉터리 URI, 변환 패
턴 , 경로 패턴 , CTI 경로 지점 및 음성 메일 포트가 포함됩니다 . Unified CM 의 통화 라우팅 ,
14−22 페이지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 두 개 이상의 숫자 다이얼 플랜 항목 ( 디렉터리 번호 , 경로
패턴 등 ) 이 중복되는 경우 Unified CM 은 착신 번호와 가장 근접하게 일치하는 ( 가장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 항목을 선택합니다 . 다이얼 플랜 항목 두 개가 발신 패턴과 일치하는 경우 , Unified CM
은 발신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에 첫 번째 나타나는 다이얼 플랜 항목을 선택합니다 . 디렉터리 URI
는 항상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디렉터리 URI 에 대한 부분 일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그림 14−23 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그림에서는 경로 패턴 1XXX 와 23XX 가 Partition_A
의 일부이며 경로 패턴 12XX 와 23XX 가 Partition_B 의 일부입니다 . 발신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
에는 Partition_A:Partition_B 순으로 파티션이 나열됩니다 . 이 장치의 사용자가 2345 로 전화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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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Unified CM 은 Partition_A 의 경로 패턴 23XX 를 일치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 이 패턴이 발신 장
치의 발신 검색 공간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사용자가 1234 로 전화를 걸면
Unified CM 은 Partition_B 의 경로 패턴 12XX 를 일치 항목으로 선택합니다 . 이 패턴이 Partition_A
의 1XXX 보다 더 근접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발신 검색 공간의 파티션 순서는 최근접 로직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개 이상의 동등 일치 항목이 있는 경우 결정 요소로 사용됩니다 .
그림 14-23

파티션 순서가 매칭 로직에 미치는 영향

Calling Search Space
Partition_A
1XXX

Device

User dials
"2345"

23XX

IP
Partition_B
User dials
"1234"

12XX
114715

23XX

참고

동일 파티션 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항목이 여러 개 발생하면 Unified CM 은 로컬 다이얼 플랜
데이터베이스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다이얼 플랜 데이터베이스에 다이얼
플랜 항목이 나열되는 순서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동일 파티션 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항목이 공
존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플랜 로직을 예측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
파티션을 시간과 날짜에 따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관리에서 기간
과 일정을 구성한 다음 특정 시간 일정을 각 파티션에 할당하여 파티션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일정에 지정된 시간 / 일을 벗어난 파티션은 비활성 상태이므로 , 이러한 파티션에
포함된 모든 패턴은 Unified CM 통화 라우팅 엔진에서 무시됩니다 .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기준 라우팅 , 14−9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발신 검색 공간
발신 검색 공간은 특정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 파티션을 정의합니다 . 특정 발신 검색 공간이 할
당된 장치는 해당 발신 검색 공간에 나열된 파티션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발신 검색 공
간 외부에 있는 파티션에 포함된 DN 또는 디렉터리 URI 로는 전화를 걸 수 없으며 발신자에게 통
화 중 신호음이 들립니다 .
IP 전화 회선과 장치 ( 전화기 ) 자체 양쪽에 발신 검색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 Unified CM 은 발신 검
색 공간 두 개를 연결하고 그림 14−24 에서처럼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 앞에 회선의 발신 검색 공간
을 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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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4

15644
15644
15644

Your current options
Redial NewCall CFwdAll

more

Line

IP
Device

참고

IP 전화기의 회선 및 장치 발신 검색 공간 연결

Line CSS
Partition L1
Partition L2
Partition L3

Device CSS
Partition D1
Partition D2
Partition D3

Resulting CSS
Partition L1
Partition L2
Partition L3
Partition D1
Partition D2
Partition D3
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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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동성이 사용되는 경우 장치 발신 검색 공간은 정적이며 장치가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될 때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장치 이동성이 활성화된 경우 장치 발신 검색 공간은 전화기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네트워크의 지점 ( 전화기의 IP 주소에 의해 결정됨 ) 에 근거하여 동적으로 결
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장치 이동성 , 14−8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동일한 경로 패턴이 두 파티션에 나타나고 , 하나는 회선의 발신 검색 공간에 , 다른 하나는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에 포함된 경우 파티션 , 14−41 페이지에 설명된 규칙에 따라 Unified CM 은 연결된
파티션 목록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경로 패턴 ( 이 경우 회선의 발신 검색 공간과 연결된 경로 패턴 )
을 선택합니다 .
모든 발신 검색 공간의 최대 길이는 각 파티션 이름을 구분하는 구분 문자를 포함하여 1024 자입니
다 . ( 예를 들면 “partition_1:partition_2:partition_3” 문자열에는 35 자가 포함됩니다 .) 그러므로 발
신 검색 공간의 최대 파티션 수는 파티션 이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러므로 파티션과 발
신 검색 공간을 만들려는 경우 발신 검색 공간에 포함하려는 파티션 수를 기준으로 해서 파티션 이
름을 짧게 유지하십시오 . 발신 검색 공간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발신 검색 공간 절은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과 회선의
발신 검색 공간을 결합하므로 개별 발신 검색 공간에 대한 최대 문자 제한은 512( 결합된 발신 검색
공간 절 제한 문자 수인 1024 의 절반 ) 입니다 .
그러므로 파티션과 발신 검색 공간을 만들려는 경우 발신 검색 공간에 포함하려는 파티션 수를 기
준으로 해서 파티션 이름을 짧게 유지하십시오 . 발신 검색 공간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파티션이나 발신 검색 공간을 구성하기 전에는 모든 DN 이 < 없음 > 이라는 특수 파티션에 상주하
며 모든 장치가 < 없음 > 이라는 발신 검색 공간에 할당됩니다 . 사용자 지정 파티션과 발신 검색 공
간을 만드는 경우 만드는 모든 발신 검색 공간에 < 없음 > 파티션이 포함되는 반면 , < 없음 > 발신
검색 공간에는 < 없음 > 파티션만 포함됩니다 .

참고

< 없음 > 파티션의 남아 있는 모든 다이얼 플랜 항목은 장치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의해 암시
적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려면 < 없음 > 파티션에 다이얼 플
랜 항목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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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검색 공간을 < 없음 > 상태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예측하기 어려운
다이얼 플랜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환 패턴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
또한 발신 및 착신 변환 패턴은 파티션에도 추가되며 이러한 파티션은 CSS( 발신 검색 공간 ) 에 포
함되지만 발신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 변환 패턴의 파티션 분할은 게이트웨이 , 트
렁크 또는 전화에 적용되는 변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발신자 변환 패턴 CSS 에 포함된
파티션에는 발신자 변환 패턴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착신자 변환 패턴 CSS 에 포함
된 파티션에는 착신자 변환 패턴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

참고

모두 착신 전환 작업은 기능이 전화기에서 활성화될 때 각 개별 사용자가 대상 번호를 입력하는 다
른 착신 전환 작업과는 다릅니다 .
이 시스템에서는 발신 검색 공간에서 착신 전환 수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발신 검색 공간
활성화 정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

시스템 기본값 사용
발신 검색 공간 활성화 정책을 시스템 기본값 사용으로 구성할 경우 CFA CSS 활성화 정책이
라는 클러스터 수준 서비스 매개 변수가 어떤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할지를 결
정합니다 . CFA CSS 활성화 정책 서비스 매개 변수는 구성된 CSS 사용 또는 장치 / 회선 CSS
활성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기본적으로 CFA CSS 활성화 정책은 구성된 CSS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

•

구성된 CSS 사용
구성된 CSS 사용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디렉터리 번호 구성 창에 명시적으로 구성된 모두 착
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 및 모두 착신 전환용 보조 발신 검색 공간이 모두 착신 전환 활성화 및
착신 전환을 제어합니다 . 모두 착신 전환 검색 공간이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 모두 착신 전환에
대해 CSS 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 파티션과 관련된 디렉터리 번호에 대한 모두 착신 전환 활성
화가 실패합니다 . 모두 착신 전환 활성화 중에는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과 모두 착신
전환용 보조 발신 검색 전환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장치 / 회선 CSS 활성화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을 명시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렉터리 번호 발신 검
색 공간 및 장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려면 발신 검색 공간 활성화 정책에 대해 장치 / 회선
CSS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전화기에서 모두 착신 전환이 활성화된 경우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과 모두 착신 전환용 보조 발신 검색 공간이 활성화 장치에 대한
디렉터리 번호 발신 검색 공간 및 장치 발신 검색 공간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 Unified CM 관리
에서 모든 대상 착신 전환을 설정할 경우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 및 보조 발신 검색 공
간이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두 발신 검색 공간이 연결되
어 만들어지는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모든 대상 착신 전환으로 입력된 번호를 확인합니
다.
이 구성 ( 발신 검색 공간 활성화 정책이 장치 / 회선 활성화로 설정됨 ) 을 사용하는 경우 , 전화
기를 통해 모두 착신 전환이 활성화될 때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이 없음으로 설정되면
디렉터리 번호 발신 검색 공간과 장치 발신 검색 공간 활성화를 같이 사용하여 모두 착신 전환
시도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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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를 실행하는 A 형 IP 전화기에서 전화기 자체에서 모두 착신 전환이 호출되면 착신 전환된 통
화에 대해 장치의 재전송 발신 검색 공간이 사용됩니다 . 모두 착신 전환 작업이 Unified CM 사용
자 페이지나 Unified CM 관리 페이지에서 호출되는 경우에는 전화기 시작된 모두 착신 전환 작업
이 모두 무시됩니다 .
예를 들어 SIP 를 실행하는 A 형 IP 전화기가 Unified CM 사용자 페이지에서 내선 번호 3000 으로
모두 착신 전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와 동시에 , 전화기 자체도 내선 번
호 2000 으로 모두 착신 전환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전화기로 걸려온 모든 통화는 내선 번
호 3000 으로 착신 전환됩니다 .
참고

SIP 를 실행하는 A 형 IP 전화기에서는 Unified CM 사용자 또는 관리 페이지로부터 모두 착신 전환
을 호출하는 기능이 전화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화기에는 통화가 착신 전환되었음을 나타
내는 시각적 확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모두 착신 전환이 SCCP 를 실행하는 IP 전화기 또는 SIP 를 실행하는 B 형 IP 전화기에서 시작되면
구성된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에 허용된 패턴과 사용자 입력이 동시에 비교됩니다 . 잘못
된 대상 패턴이 구성된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걸기 신호음이 울립니다 . 모두 착신 전환이 SIP 를 실
행하는 A 형 IP 전화기에서 호출될 때는 모두 착신 전환 사용자 입력이 전화기에 로컬로 저장되며
Unified CM 의 발신 검색 공간과 비교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입력이 잘못된 대상에 해당하더
라도 사용자에게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화기에서 잘못된 대상 번호로 SIP 재라우팅 작업
을 시도하면 해당 전화기로 걸려온 모든 통화에 다시걸기 신호음이 표시됩니다 .

다양한 착신 전환 유형
다양한 착신 전환 유형 ( 통화 중 착신 전환 , 응답 없음 착신 전환 , 통화권 아님 착신 전환 , CTI 실
패 시 착신 전환 및 등록되지 않은 착신 전환 ) 에 대해 구성된 발신 검색 공간은 다른 발신 검색 공
간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실행형 값입니다 .
착신 전환 설정 ( 모두 착신 전환 제외 ) 은 내부 또는 외부 통화 유형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가 외부 발신자에 대해 전화기의 응답 없음 착신 전환을 음성 메일로
설정하되 , 발신자가 네트워크의 다른 IP 전화기에서 전화한 동료인 경우 휴대폰 번호로 착신 전환
되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 착신 전환 설정에 대해 서로 다른 구성을 사
용하면 됩니다 .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이 < 없음 >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결과는 Unified CM 릴리스에 따
라 달라지며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을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권장합니다 .
•

항상 < 없음 > 이외의 값이 지정된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네
트워크 관리자가 착신 전환된 통화에 사용 중인 발신 검색 공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혼란을 줄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

통화 중 착신 전환과 응답 없음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을 외부 PSTN 번호가 아닌 음성 메일
파일럿 및 음성 메일 포트용 DN 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값으로 구성합니다 .

•

회사의 정책에 따라 모두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 및 모두 착신 전환용 보조 발신 검색 공간
을 둘다 구성합니다 . 많은 회사에서 착신 전환된 통화를 내부 번호로만 제한하여 사용자가 IP
전화 회선을 장거리 번호로 착신 전환하거나 PSTN 에서 로컬 IP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개인
통화에 대한 장거리 통화료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CFUR( 등록되지 않은 착신 전환 ) 기능은 일시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상 전화기로 걸려온 통화를
재라우팅하는 방법입니다 . CFUR 의 구성은 두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

대상 선택
DN 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화를 다음 대상 중 하나로 재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 음성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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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확인란을 선택하고 음성 메일 파일럿 번호의 파티션을 포함하도록 CFUR 발신
검색 공간을 구성하여 통화를 음성 메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
– PSTN 을 통해 전화기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디렉터리 번호

이 접근 방법은 전화기가 WAN 링크가 중단된 사이트 내에 위치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 사
이트에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가 장착된 경우 전화기 ( 및 공존하는
PSTN 게이트웨이 ) 가 공존하는 SRST 라우터에 다시 등록됩니다 . 그런 다음 전화기에서
PSTN DID 번호로 걸려온 통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CFUR 대상이 원래 대상 DN 의 상응하는 PSTN DID 번호입니다 . 대상 필드
에서 이 PSTN DID 를 구성합니다 . + 기호를 포함하여 E.164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 예 : +1 415 555 1234). 이렇게 하면 등록되지 않은 전화와 동일한 오프넷 액세스 코드
및 PSTN 접두사가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FUR 대상을 휴대폰의 로컬 경로 그룹에
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발신 검색 공간
Unified CM 은 착신 DN 의 CFUR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통화를 구성된 대상 번호로 라우
팅합니다 . CFUR 발신 검색 공간은 대상 전화기에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모든 장치에서 사용합니다 . 다시 말해서 모든 발신 장치가 경로 패턴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의 동일한 조합을 사용하여 전화를 건다는 의미입니다 .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참
조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패턴을 사용하여 통화를 CFUR 대상으로 라우팅하도록 CFUR 발
신 검색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PSTN 으로 들어가는 송신 게이트웨이
가 발신 장치를 기반으로 선택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착신 전환 기능은 전화기가 단순히 네트워크에서 끊어진 경우처럼 전화기가 등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기의 DID 번호와 연결된 게이트웨이가 Unified CM 의 제어 하에 있는 경
우 텔레포니 경로 루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전화기로 처음 전화를 걸면 시스템에
서는 PSTN 을 통해 해당 전화기의 DID 로 첫 번째 CFUR 통화를 시도합니다 . 결과적으로 수신된
PSTN 통화로 인해 다시 다른 CFUR 에서 동일한 전화기의 DN 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며
PSTN 을 통해 중앙 PSTN 게이트웨이에서 또다른 CFUR 통화를 발생시킵니다 . 이러한 동작은 시
스템 리소스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매개 변수인 MaximumForwardUnRegisteredHopsToDn 은 동시에 DN 에 허용되는 최대
CFUR 통화 수를 제어합니다 . 기본값 0 은 카운터가 비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PSTN 을 통해
CFUR 통화를 재라우팅하도록 DN 이 구성된 경우 루프 방지가 필요합니다 . 이 서비스 매개 변수
의 값을 1 로 구성하면 CFUR 메커니즘을 통해 단일 발신 통화가 발생하자마자 CFUR 시도가 중지
됩니다 . 이 설정을 사용하면 한 통화만 음성 메일로 착신 전환할 수 있습니다 (CFUR 이 이와 같이
구성된 경우 ). 이 서비스 매개 변수의 값을 2 로 구성하면 최대 두 명의 동시 발신자가 CFUR 설정
이 음성 메일용으로 구성된 DN 의 음성 메일에 연결할 수 있지만 , CFUR 구성에서 PSTN 을 통해
통화를 송신하는 DN 에 대해 잠재적 루프는 두 번으로 제한됩니다 .
참고

등록되지 않은 착신 전환 통화를 DN 과 연결된 PSTN DID 로 송신하도록 내선 이동 DN 을 구성해
서는 안 됩니다 . 로그아웃 상태인 내선 이동 프로파일의 DN 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로그아웃된 DN 의 PSTN DID 번호로의 모든 통화는 라우팅 루프를 발생시킵니다 . 로그아웃 상태
의 내선 이동 DN 으로 발신된 통화가 음성 메일로 송신되게 하려면 해당하는 등록되지 않은 착신
전환 매개 변수가 통화를 음성 메일로 송신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GDPR(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 을 사용하면 독립된 Unified CM 클러스터가 ILS( 클러스터 간 조회
서비스 ) 를 사용하여 URI, +E.164 번호 , 엔터프라이즈 번호 , +E.164 패턴 , 엔터프라이즈 패턴 및
PSTN 장애 조치 번호 같은 다이얼 플랜 요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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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모든 로컬 다이얼 플랜 정보는 단일 GDPR 카탈로그의 일부로서 제공됩니다 . 제공된 다이
얼 플랜 요소의 연결 가능성은 각 GDPR 카탈로그와 함께 위치 특성 (SIP 경로 문자열 ) 을 제공함
으로써 달성됩니다 .
엔터프라이즈별 번호와 패턴은 온넷 사이트 간 단축 전화걸기를 허용하는 엔터프라이즈별 전역 전
화걸기 방식을 표현합니다 . GDPR 을 통해 교환될 엔터프라이즈별 번호와 패턴은 국제적으로 유
효해야 합니다 . E.164 번호 지정 체계의 특성에 기반을 둔 +E.164 번호와 패턴은 정의상 국제적으
로 유효합니다 .
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 이 위치 특성은 GDPR 을 설정된 모든 대상에 대한 통화를 올바른 클러스
터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 디렉터리 URI 의 경우 이 특성은 디렉터리 URI 의 호스트 부분을 사
용하여 SIP 요청을 결정적으로 라우팅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user>@example.com 같은 일반 URI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호스트 부분인
"example.com" 은 해당 URI 를 호스팅하는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를 고유하게 식별하지 않지
만 , 적절하게 선택된 SIP 경로 문자열은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
Unified CM 의 모든 DN 마다 구성된 DN 에 적용될 마스크를 기반으로 +E.164 대체 번호와 엔터프
라이즈 대체 번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대체 번호는 필요 시 로컬 파티션 안에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 GDPR 을 사용하여 원격 클러스터에 제공할 각 대체 번호를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
습니다 .
Unified CM 의 모든 DN 마다 최대 5 개 URI 를 별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GDPR 을 사용하여
원격 클러스터에 알려지도록 각각의 개별 URI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의 모든 DN 마다 엔터프라이즈 또는 +E.164 대체 번호를 PSTN 장애 조치 번호로 제공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격 클러스터에서 , 이 PSTN 장애 조치 번호는 +E.164 대체 번호 , 엔
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또는 URI 로 걸려온 통화에 대한 PSTN 장애 조치에 사용됩니다 . GDPR 에
설정된 대상으로 걸려온 통화가 할당되지 않은 번호 , 사용자 통화 중 , 일반 통화 소거 , 대상 고장
또는 서비스 사용 불가 이외의 원인 코드로 실패하는 경우 PSTN 장애 조치가 발생합니다 . PSTN
장애 조치 번호는 통화 허용 제어 실패 시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에도 사용됩니다 .
PSTN 장애 조치 번호로 걸려온 통화의 경우 , 발신 장치의 AAR CSS 가 원격 클러스터에서 사용됩
니다 .
GDPR 을 사용하면 DN 관련 정보 ( 디렉터리 URI,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 +E.164 대체 번호 및
PSTN 장애 조치 번호 ) 외에도 엔터프라이즈 패턴과 +E.164 패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패턴은
DN 과 연결되지 않으며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고정 길이 및 가변 길이 ). 엔
터프라이즈 및 +E.164 패턴에 대한 PSTN 장애 조치 번호는 제거 및 접두 명령을 기반으로 정의됩
니다 .
GDPR 은 로컬 라우팅 정보의 알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 URI, 엔터프라이즈 패턴 및 +E.164 패
턴을 포함할 수 있는 가져온 GDPR 카탈로그도 지원합니다 . 각각의 가져온 GDPR 카탈로그의 경
우 고유한 위치 특성 (SIP 경로 문자열 ) 이 제공됩니다 . 따라서 클러스터가 비로컬 대상에 대해 라
우팅 정보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수신 측에서는 GDPR 을 통해 설정된 모든 디렉터리 URI 가 단일 로컬 리포지토리에 추가되어 숫
자가 아닌 URI 를 라우팅하여 로컬 URI 일치 항목을 찾지 못할 때 참조됩니다 . 설정된 모든 URI 는
서비스 클래스 측면에서 동등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이와는 달리 , GDPR 을 통해 설정된 숫자 패턴 및 번호는 정보 유형에 따라 로컬 파티션에 추가됩
니다 . +E.164 대체 번호 ,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 +E.164 패턴 및 엔터프라이즈 패턴에 대해 네
가지 개별 파티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설정 정보에 대한 기본 파티션은
전역 설정 E164 번호 , 전역 설정 E164 패턴 , 전역 설정 엔터프라이즈 번호 및 전역 설정 엔터프라
이즈 패턴입니다 . GDPR 을 통해 설정된 원격 대상으로 전화를 걸 때 불필요한 번호 간 제한 시간
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대상에 대한 패턴 긴급성을 클래스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164 번호와 고정 길이 +E.164 패턴을 로컬 번호 분석에 긴급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
GDPR 을 통해 설정된 숫자 대상 및 디렉터리 URI 로 통화를 라우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Unified CM 에서 SIP 요청 라우팅 , 14−4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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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에서 SIP 요청 라우팅
SIP 트렁크나 SIP 엔드포인트에서 수신된 SIP 요청의 라우팅은 로컬 및 클러스터 간 라우팅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 규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 그림 14−25 는 SIP 요청에
Unified CM 이 SIP 라우팅 헤더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SIP 경로 헤더 기반 라우팅

Does INVITE
contain one or
more SIP route
headers?

Yes

No

Is CFQDN set and
Yes
first value is not
wildcarded?
No

Route request
based on request
URI

Does first CFQDN
value match first
SIP route header
value?

No

Match first SIP
route header value
against SIP route
patterns

Yes

Remove first SIP
route header

313231

그림 14-25

SIP 요청의 요청 URI 를 분석하기 전에 Unified CM 은 먼저 SIP 라우트 헤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 : Route: <sip:ucm.example.com;lr>). SIP 라우트 헤더가 없으면 Unified CM 은 SIP 요청 URI 를
기반으로 SIP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
하나 이상의 SIP 라우트 헤더가 존재하는 경우 클러스터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CFQDN) 엔터프
라이즈 매개 변수가 설정되고 해당 매개 변수의 첫 번째 값이 와일드 카드가 아니면 Unified CM 은
첫 번째 라우팅을 위해 첫 번째 SIP 라우트 헤더의 경로 헤더 값을 고려합니다 . Unified CM 은 SIP
라우트 헤더 값 ( 위의 예에서 ucm.example.com) 의 호스트 사양이 클러스터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의 첫 번째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 경우 최상위 SIP 라우트 헤
더가 제거되고 Unified CM 은 요청 URI 를 기반으로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
SIP 라우트 헤더가 있고 첫 번째 SIP 라우트 헤더 값의 호스트 사양이 클러스터 정규화된 도메인 이
름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의 첫 번째 항목과 일치하지 않으면 Unified CM 은 SIP 라우트 헤더 값
을 구성된 SIP 라우트 패턴과 일치시켜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 이러한 라우팅 동작은 Cisco Call
Center 와 Cisco Unified CallManager 사이의 중계 라우팅 엔터티로 Cisco Unified CallManager SME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여기에서 Call Service Connect 용으로 구성된 사용자가 Cisco Spark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한 통화는 Cisco Collaboration Cloud 에서 발신 사용자의 Cisco Unified
CallManager 클러스터로 분기되어 발신 사용자의 Cisco Spark Remote Device 에 고정됩니다 . 이
call leg 의 SIP 요청은 Cisco Collaboration Cloud 의 요청에 추가된 SIP 라우트 헤더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의 발신 사용자의 요청 URI 에서 다이얼한 대상과 클러스터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전
달합니다 .
Unified CM 은 숫자 및 영숫자 SIP 요청 URI 에 대해 서로 다른 라우팅 논리를 적용합니다 .

숫자 URI 와 디렉터리 URI
그림 14−26 는 들어오는 SIP 요청 URI 를 영숫자 또는 숫자 URI 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류하
기 위해 Unified CM 에서 사용하는 의사 결정 트리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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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6

숫자 대 영숫자 URI 분류

“user=phone” tag
present?

Is dial string
interpretation set yes
to “Always treat as
URI”?

no

yes

Apply
alphanumeric
routing logic

no
no

Apply numeric
routing logic

Does LHS contain
only “numeric”
characters per dial
string
interpretation?

349682

yes

SIP 요청에 user=phone 태그가 수반되는 경우 SIP URI 는 항상 숫자 SIP URI 로 해석됩니다 .
user=phone 이 없는 경우 발신 장치의 ( 엔드포인트 또는 트렁크 ) SIP 프로파일에서 다이얼 문자열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이 설정은 Unified CM 에서 수락하는 문자 집합을 숫자 SIP URI(0−9, *,
#, + 및 선택적으로 A−D) 의 일부로 정의하거나 해석을 디렉터리 URI 로 지정합니다 .
숫자 및 영숫자 URI 에 적용되는 라우팅 논리는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

영숫자 디렉토리 URI 라우팅
그림 14−27 는 통합 메시징에 의해 영숫자 URI 에 적용된 라우팅 논리의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
그림 14-27

SIP 요청에 대한 통화 라우팅 로직

Does whole URI
match one in the
CSS and URI
table?
yes

no

Does whole URI no
match one in ILS?

Does RHS match
a
SIP Route
Pattern?

yes

no

Block call

yes
No match

Route based on
RHS
349683

Offer call

Route using SIP
route patterns
based on routing
string provided by
ILS

첫 번째 단계는 호출하는 장치의 호출 검색 공간을 기반으로 SIP 요청을 라우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입니다 . Unified CM 은 발신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에서 지정한 파티션에 구성된 모든 디렉터리
URI 에서 SIP URI 와 완전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일치
하는 로컬 디렉터리 URI 와 연결된 디렉터리 번호로 통화가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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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로컬 디렉터리 URI 가 없는 경우 , Unified CM 은 가져온 GDPR 카탈로그 또는 원격 시스
템에서 설정한 GDPR 카탈로그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 다시 검색하여 SIP URI 를 찾
습니다 .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구성된 SIP 경로 패턴 ( 발신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에서 지정
한 ) 과 비교하여 , 찾은 디렉터리 URI 가 그 일부로 설정된 GDPR 카탈로그와 연결된 SIP 경로 문
자열 ( 위치 식별자 ) 을 일치시킴으로써 SIP 요청이 라우팅됩니다 ( 그림 14−28 참조 )
SIP URI 가 로컬 디렉터리 URI 와 일치하지 않고 GDPR 카탈로그 내 어떤 디렉터리 URI 과도 일치
하지 않는 경우 , Unified CM 은 구성된 SIP 경로 패턴에 대해 SIP URI 의 오른쪽 부분이 일치하는
지 여부에만 근거하여 SIP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이 라우팅은 로컬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GDPR 에 참여하는 다른 통화 제어 장치에 있는 모든 SIP URI 에 대한 기본 경
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예는 Cisco Expressway 비지니스 − 대 − 비지니스
(B2B) 빌딩 블록에 대한 SIP 경로입니다 .
그림 14-28

디렉터리 URI 라우팅 예
Learned from ILS
bob@cisco.com  nyc.route
carol@cisco.com  fra.route

3) ILS Lookup leads to routestring fra.route

1) Alice calls carol@cisco.com

alice@cisco.com
routestring: sfo.route

ILS
Exchange

2) Not routeable using Alice’s CSS (not a local URI)

4) Call gets routed using SIP route pattern fra.route

5) carol@cisco.com is routeable using the trunk’s CSS (is a local URI)

carol@cisco.com

348611

routestring: fra.route

그림 14−28 은 Unified CM 에서 착신 디렉터리 URI 를 어떻게 라우팅하는지 보여 줍니다 . 이 예에
서 하단의 Unified CM 클러스터는 로컬 디렉터리 URI carol@cisco.com 을 제공합니다 . 이
Unified CM 클러스터의 모든 로컬 디렉터리는 SIP 경로 문자열 fra.route 아래에 제공됩니다 . GDPR
을 통한 이 정보 교환의 일부로서 , 상단에 있는 Unified CM 클러스터가 설정된 디렉터리 URI 테이
블을 carol@cisco.com 과 SIP 경로 문자열 fra.route 간 연결로 채웁니다 . 그런 다음 누군가가 상단
클러스터에 등록된 전화기에서 디렉터리 URI carol@cisco.com 으로 전화를 걸면 carol@cisco.com
이 로컬 디렉터리 URI 가 아니므로 디렉터리 URI carol@cisco.com 의 로컬 조회가 실패합니다 . 라
우팅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GDPR 을 통해 설정된 디렉터리 URI 테이블에서 carol@cisco.com 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 이 검색에서는 하단 클러스터에서 설정된 정보를 찾고 , 상단에 있는 원래 클
러스터가 설정된 SIP 경로 문자열 fra.route 를 사용하여 발신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에서 지정한 구
성된 SIP 경로 패턴과 이 SIP 경로 문자열 fra.route 를 일치시킴으로써 경로를 찾습니다 . SIP 경로
패턴 fra.route 가 구성되고 경로 목록을 가리킵니다 . 이 경로 목록에서는 궁극적으로 SIP 트렁크가
대상 Unified CM 클러스터를 가리킵니다 . 따라서 원래의 Unified CM 클러스터가 통화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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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클러스터로 라우팅합니다 . 송신된 SIP 요청의 대상은 carol@cisco.com 입니다 . 대상
클러스터에서는 , 그림 14−26 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라우팅 로직이 대상 클러스터의 모든 로컬 디
렉터리 URI 와 carol@cisco.com 을 일치시켜 전체 일치가 발생하고 대상 장치에서 벨이 울립니다 .
위의 예에서는 SIP 경로 문자열 네임스페이스가 디렉터리 URI 네임스페이스로부터 완전히 독립
되어 있습니다 . 디렉터리 URI 의 호스트 부분에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 구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든 관련된 SIP 경로 문자열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원하는 라우팅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SIP 경로 문자열 네임스페이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SIP 경로 문자열을 기반으로 디
렉터리 URI 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SIP 경로 패턴과 URI 호스트 부분에 직접 일치시키는 데 사
용되는 SIP 경로 패턴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SIP 경로 문자열 경로 패턴 ( 예 : ".route" 또는
".ils") 에 대해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의 예에서 , 선택된 SIP 경로 문자열 (fra.route, nyc.route) 은 기본적으로 개별 통화 제어 장치를 식
별하며 , 설정된 SIP 경로 문자열을 기반으로 디렉터리 URI SIP 요청을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SIP
경로 패턴 그리드는 명시적 패턴 (fra.route, nyc.route) 을 사용하여 원하는 연결성을 설정합니다 . 계
층적 토폴로지에서 계층적 SIP 경로 문자열 ( 예 : sjc.us.route, nyc.us.route, fra.de.route 및
muc.de.route) 은 와일드카드 SIP 경로 패턴 (*.de.route, *.us.route) 라우팅과 함께 사용되어 주소 지
정된 Unified CM 클러스터 세트를 담당하는 개별 집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클러스터로 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

숫자 URI 라우팅
SIP URI 가 숫자 URI 로 간주되면 ( 참조 그림 14−26), 통화는 그림 14−29 에 표시된 흐름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릴리스 9.0 이전의 Unified CM 에서는 이것이 SIP 요청 라우팅을 위한 표준 라우팅 절
차입니다 .
그림 14-29

숫자 SIP 요청에 대한 통화 라우팅 로직

Is RHS the
IP address of a
cluster member?
yes

Analyze LHS

no

Does RHS
match
CFQDN?
yes

no

Does RHS
match
OTLD?

no

Match RHS
against SIP Route
Pattern?

Route or block

yes

Does LHS
find a match?

no

Route or block

292528

yes

Offer call

첫 번째 단계는 SIP URI 의 오른쪽이 Unified CM 클러스터의 멤버인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인지 또는 Unified CM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에 구성된 CFQDN( 클러스터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URI 의 왼쪽이 로컬 번호 패턴으로 간주
되어 발신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이 왼쪽 부분과 로컬 번호 분석에 존재하는 번호 패
턴 간의 일치 여부가 확인됩니다 .
다음 단계는 SIP URI 의 오른쪽이 Unified CM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에 구성된 OTLD( 조직 최상
위 도메인 )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일치하는 경우 Unified CM 은 다시 발신 장
치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통화를 숫자로 라우팅합니다 . 하지만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
대체 방법으로서 SIP URI 의 오른쪽 부분과 구성된 SIP 경로 패턴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통화
를 라우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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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가 192.168.10.10, 192.168.10.11, 192.168.20.10 및 192.168.20.11 이며 클러스터 정규화된 도
메인 이름이 ucm1.cisco.com 으로 구성되고 조직 최상위 도메인이 cisco.com 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멤버가 Unified CM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 다음 SIP URI 는 모두 로컬 디렉터
리 번호 1234 로 라우팅됩니다 .
•

1234@192.168.10.10

•

1234@192.168.10.11

•

1234@192.168.20.10

•

1234@192.168.20.11

•

1234@ucm1.cisco.com

•

1234@cisco.com

1234 에 대한 로컬 일치 항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 처음 다섯 건의 통화가 즉시 실패하는 한편 ,
Unified CM 은 cisco.com 과 구성된 SIP 경로 패턴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여섯 번째 통화를 라
우팅합니다 .
숫자 일치로 인해 로컬로 존재하는 숫자 패턴의 모든 유형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 이 일치에는 디
렉터리 번호 및 경로 패턴과 다른 정규 숫자 패턴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 GDPR 을 통해 설정된 모
든 숫자 패턴 (+E.164 번호나 패턴 , 또는 엔터프라이즈 번호나 패턴 ) 과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
GDPR 설정 대상이 일치할 경우 , 보조 조회 시 일치된 GDPR 정보의 SIP 경로 문자열과 구성된 SIP
경로 패턴이 즉시 일치합니다 . 보조 조회에서 SIP 경로 문자열을 일치시키기 위해 초기 숫자 조회
에 사용된 동일한 발신 검색 공간이 사용됩니다 . 이러한 동작은 연결된 SIP 경로 문자열을 라우팅
하는 SIP 경로 패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는 CSS 를 정의함으로써 특정 GDPR 카탈로그의
일부로서 설정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GDPR 을 통해 설정된 대상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발신 장치의 발신 검색 공간에 GDPR 설정
패턴이 상주하는 파티션과 SIP 경로 패턴이 상주하는 파티션이 포함되어 GDPR 설정 대상과 연결
된 SIP 경로 문자열이 일치해야 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이 섹션에서는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라
우팅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Administrator Guide 와 Cisco VCS 배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337/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

Cisco VCS 주소 지정 체계 : SIP URI, H.323 ID 및 E.164 별칭 , 14−53 페이지

•

Cisco VCS 주소 지정 영역 , 14−53 페이지

•

Cisco VCS 패턴 일치 , 14−54 페이지

•

Cisco VCS 라우팅 프로세스 , 14−5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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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CS 주소 지정 체계 : SIP URI, H.323 ID 및 E.164 별칭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는 H.323 및 SIP 를 사용한 통신을 지원하며
이러한 프로토콜에 의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주소 지정 체계를 모두 허용합니다 .
전화걸기 가능 주소 형식 :
•

IPv4/IPv6 주소
IP 주소 지정 (IPv4 또는 IPv6) 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및 멀티포인트 장치로 전화를 걸 수 있
습니다 .

•

H.323 ID
H.323 ID 는 H.323 엔드포인트의 영숫자 식별자입니다 . 이 식별자는 영숫자 문자로 구성된 임
의 문자열입니다 . 엔드포인트에 대해 SIP 및 H.323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이중 등록 ) 이 별칭
은 일반적으로 SIP URI 와 일치합니다 .

•

E.164 별칭
E.164 에는 PSTN 과 동일한 번호 지정 체계가 사용됩니다 . 이 형식은 H.323 ID 와 함께
H.323(PSTN 에 사용된 번호 지정 플랜 ) 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

•

SIP URI
항상 username@domain 형태로 사용되는 별칭입니다 .

•

ENUM
ENUM 전화걸기를 사용하면 엔드포인트가 다른 형식의 별칭을 사용하여 등록되었더라도
E.164 번호 ( 전화 번호 ) 로 전화를 거는 발신자가 엔드포인트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SIP URI 는 E.164 별칭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 별칭의 사용자 이름 부분은
E.164 번호이며 호스트 이름 부분은 도메인입니다 . SIP 를 사용하여 이러한 종류의 E.164 를 구성
하는 경우 별칭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손실됩니다 . 이 경우 FindMe 를 올바른 별칭
username@domain 으로 구성하여 여러 다양한 주소 지정 체계의 복잡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
FindMe 별칭은 주소 지정 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전화걸기 가능한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VCS 주소 지정 영역
VCS 는 로컬로 등록된 엔드포인트 , 인접 시스템 및 공용 인터넷의 엔드포인트에서 통화를 수신합
니다 .
VCS 에 등록된 콘텐츠 서버 , 서버 엔드포인트 , 게이트웨이 및 멀티포인트 장치를 로컬 영역의 일
부라고 합니다 . 로컬 영역은 하위 영역으로 세분되며 , 하위 영역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관리자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 영역은 동일한 전화걸기 동작 및 대역폭 설정을 공유하는 엔드포인트 모음
입니다 . 영역은 VCS 에 로컬이거나 원격일 수 있습니다 .
전화걸기 가능한 엔티티가 VCS 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엔티티는 다른 통화 제어 장치 또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원격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원격 영역으로는 인접 영역 ,
통과 서버 영역 , DNS 영역 및 ENUM 영역이 있습니다 .
인접 영역의 개념은 Cisco Unified CM 의 트렁크 개념과 유사합니다 . 즉 , 다른 VCS 또는 Unified
CM 서버 또는 클러스터 , 타사 통화 제어 시스템 , 멀티포인트 장치나 게이트웨이로 들어가는 SIP
또는 H.323 트렁크 측 연결입니다 .
DNS 영역은 DNS 서비스 (SRV) 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는 비로컬 대상입니다 . 통과 클라이언트 및
서버는 VCS Control 및 VCS Expressway 를 사용하여 인터넷 통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 ENUM 영역은 ENUM 서비스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는 비로컬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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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CS 패턴 일치
VCS 라우팅 로직의 중요 개념은 변환 ( 검색 전 변환 ) 과 검색 규칙 ( 검색 ) 입니다 . 변환과 검색의
차이는 검색의 경우 대상 ( 목표 ) 영역이 있는 반면 , 변환의 경우에는 시스템 수준에서 구성되고
단일 영역별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검색과 변환은 관리자가 구성된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되며 , 관리자는 패턴 분석 및 문자열 조작
시 정규식을 사용합니다 .
검색 전 변환 개념은 정규식을 사용하여 영숫자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Unified CM
의 변환 패턴과 유사합니다 .
검색 규칙은 Unified CM 의 경로 패턴과 유사합니다 . 경로 패턴이 트렁크나 경로 목록에 적용되는
반면 검색 규칙은 대상 영역이 목표로 지정됩니다 .
검색 규칙과 변환 모두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
•

VCS 에서 규칙이나 변환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순차 순서를 정의하는 우선 순위 순서

•

확인된 착신 패턴과 일치하는 표현식 ( 패턴 문자열 )

•

대체 문자열 − 대상 별칭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식

복잡한 문자열 조작에 정규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일반적인 단순한 문자열 조작도 있습니다
. VCS 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자열 조작 중 한 가지는 별칭의 도메인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함으
로써 발생합니다 . 다음은 이러한 경우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
별칭 : 88302
검색 규칙 일치식 ( 정규식 사용 ): (\d+)
검색 규칙 대체 문자열 : \1@cisco.com
이 단순 규칙에 따라 VCS 로 착신되는 모든 번호는 number@domain 으로 변환됩니다 . 이 경우
88302 는 88302@cisco.com 으로 변환됩니다 .
검색 규칙에는 전화걸기 체계를 생성할 때 유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특성이 있습니다 .
•

대상 영역 ( 필수 ). 대상 영역은 VCS 내부 통화용 로컬 영역이거나 , 인접 , 통과 클라이언트 /
서버 또는 DNS 영역 같은 다른 영역일 수 있습니다 . 물론 정책 서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영역은 사용자의 발신 패턴에 따라 선택됩니다 .

•

소스 영역 ( 선택 사항 ). Cisco VCS 릴리스 7.2 부터는 특정 영역이나 하위 영역에서 전화를 거
는 엔드포인트에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검색 규칙과 성공적으로 일치할 때의 구성 가능한 동작 ( 필수 ).

VCS 에서는 패턴과 일치하는 별칭과 통화에 응답할 수 있는 장치의 주소를 지정하는 발견된 별칭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검색 규칙 일치식과 비교하여 별칭을 확인했으며 이 식이 별칭과 일치하면 , VCS 는 별칭이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색 규칙이 별칭과 일치하며 별칭을 찾은 경우 통화가 대상 영역으로 송신됩니다 .
검색 규칙이 별칭과 일치하지만 별칭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별칭이 대상 영역에 존재하지 않
다는 뜻입니다 . 이 경우 VCS 의 동작은 검색 규칙의 일치 성공 시 필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필드가 중지로 설정된 경우 별칭을 찾지 못하더라도 라우팅 엔진이 중지
하며 통화가 대상 영역으로 송신됩니다 . 필드가 계속으로 설정된 경우 , 별칭을 찾을 때까지 , 일치
성공 시 필드가 중지로 설정된 별칭과 규칙이 일치할 때까지 또는 모든 규칙이 분석될 때까지 나머
지 하위 우선 순위 규칙이 계속 분석됩니다 .
이러한 작동은 여러 통화 제어 플랫폼에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한 영숫자 SIP URI 의 경우처럼 관
리자가 특정 별칭이 있는 위치를 모를 때 유용합니다 . 예를 들면 , 동일 회사 내부에 동일한 domain
company.com 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VCS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VCS 를 모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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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1@company.com 에 대한 통화를 제대로 라우팅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VCS 의 라우팅 로직을
사용하면 여러 VCS 또는 다른 통화 제어 시스템에서 해당 별칭을 검색하거나 별칭을 찾은 후에만
통화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

Cisco VCS 라우팅 프로세스
Cisco VCS 에서 통화를 수신하면 구성된 검색 전 변환이 모두 적용됩니다 . 사전 검색 변환 후 통화
처리 언어 (CPL) 논리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정책은 고급 라우팅 규칙을 사용하여 구성되며 , 외부
정책 서버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는 CPL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
FineMe 별칭이 구성되면 사용자 정책이 적용됩니다 . FindMe ID 는 하나 이상의 대상 별칭에서 확
인되며 , 대상 별칭을 올바르게 찾기 위해 통화 처리 로직이 다시 시작됩니다 .
그러고 나면 VCS 는 우선 순위에 따라 검색 규칙을 쿼리하여 별칭에 대한 일치식을 찾습니다 . 검
색 규칙이 새 대상 (SIP URI 또는 별칭 ) 을 반환하면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 이러한 상황은
통화가 DNS 또는 ENUM 서비스로 송신되거나 정책 서비스로 송신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
다.
별칭이 영역 중 하나 ( 로컬 영역 , 인접 영역 등 ) 에서 발견되거나 정책 서비스에서 라우팅 대상을
반환하는 경우 , VCS 는 전화를 걸려고 시도합니다 .
일치 항목이 없으면 VCS 는 통화가 실패했다는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
라우팅 로직이 최장 매칭에 기반을 둔 Unified CM 과는 달리 , VCS 에서는 로직이 우선 순위를 기
반으로 합니다 . Unified CM 에서 변환 패턴이나 경로 패턴의 순서를 변경해도 라우팅 알고리즘의
결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 VCS 에서 규칙 우선 순위를 변경하면 여러 라우팅 동작이 발생
합니다 .

권장 설계
이 섹션에서는 설계 지침을 제공하고 엔드 투 엔드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을 구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Unified CM 에 대한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 접근법
이 섹션에서는 전역화된 번호에 따라 간소화된 통화 라우팅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다이얼 플랜
기능을 설명합니다 . 간소화는 통화의 소스와 관계없이 오프넷 통화에 대해 단일 라우팅 구조를 사
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실현됩니다 .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국가의 두 사용자는 각 전화걸기 방식에
맞게 구성된 사이트별 경로 패턴 없이 , 동일한 경로 패턴을 사용하여 각각의 로컬 게이트웨이로 통
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전역화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구조적 접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

통화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대상 번호와 발신 번호가 로컬 형식으로 수신되지만 즉시 시스템
에 의해 즉시 전역화됩니다 . Unified CM 에 등록된 끝점에서 시작된 호출의 경우 , 전화 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 및 발신자 정보의 전역화를 통해 달성된 발신 대상의 세계화는 + E.164 전화
번호의 경우 이 회선의 통화에 대한 전화의 발신자 변환을 통해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한 발신
자 변환을 통해 달성됩니다 . 트렁크의 인바운드 통화의 경우 , 인바운드 통화 및 발신자 변환
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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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역화되면 , 전역 형태로 표현되는 경로 패턴을 사용하여 통화를 대상으로 라우팅하는
데 착신 번호가 사용됩니다 . 전역 형태는 81001234 같은 내부의 엔터프라이즈별 전역 형태
및 / 또는 +E.164 형태 ( 예 : +12125551234) 같은 DID 번호의 전역화된 PSTN 표현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

•

대상이 식별되고 나면 , 발신 및 착신 번호는 통화가 전달되어야 할 엔드포인트 , 네트워크 또
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지역화됩니다 .

그러므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 수신 시 지역화된 형태를 허용하고 전역화한 다음 , 전역화된 형태에 따라 통화를 라우팅
한 후 , 대상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게 통화를 지역화하는 것입니다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은 다음 다이얼 플랜 전역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로컬 경로 그룹 , 14−56 페이지

•

+ 전화걸기 지원 , 14−57 페이지

•

발신자 번호 변환 , 14−57 페이지

•

수신자 번호 변환 , 14−58 페이지

•

발신자 수신 설정 ( 게이트웨이별 ), 14−58 페이지

•

논리적 파티션 , 14−59 페이지

이와 더불어 , Unified CM 시스템은 이러한 새 기능을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발신자의 물리적 위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

발신자 및 착신자 번호를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의 E.164 권장안에 명시된 것
과 같은 전역 형태로 표현합니다 .

•

로컬 전화걸기 방식에 근거한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통화를 표시합니다 .

•

발신자 번호 , 착신자 번호 및 각각의 해당 번호 지정 유형에 대한 로컬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외부 네트워크 ( 예 : PSTN) 에 통화를 표시합니다 .

•

발신자 번호 자리와 번호 지정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수신되는 통화에 대해 발
신자 번호의 전역 형태를 도출합니다 .

•

특정 국가의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각 엔드포인트의 지리적 위치에 적용되는 정책
을 기반으로 하여 엔드포인트 간에 통화 연결과 통화 중 기능의 시작을 제어합니다 .

로컬 경로 그룹
로컬 경로 그룹은 오프넷 통화를 발신자의 로컬 경로 그룹 정의에 따라 선택한 게이트웨이로 라우
팅하는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따라서 예를 들어 발신자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송신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지정 국가 내 모든 사이트에 대해 오프넷
국가 내 통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단일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이 패턴에 맞게 모든 사이트의
전화를 구성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통화는 발신 전화와 연결된 로컬 경로 그룹과 각각의 로컬 경로
그룹에 대한 전화기의 장치 풀 수준 설정을 기반으로 하여 라우팅됩니다 . 따라서 사이트 1 의 전화
기가 사이트 1 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는 한편 , 여전히 동일 패턴을 여
전히 사용하는 사이트 2 의 전화기는 사이트 2 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이 기능은 오프넷 통화의 사이트별 라우팅 구성을 간소화합니다 .
예를 들어 , 비상 , 국내 및 국제 통화를 위해 장치 풀별로 서로 다른 송신 게이트웨이를 정의할 수
있도록 , 여러 로컬 경로 그룹을 정의하면 여러 다른 통화 유형에 서로 다른 송신 게이트웨이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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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걸기 지원
전화 번호는 + 기호를 사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대상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국제 전화걸기 액세스
코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 408 526 4000 은 미국의 Cisco 본사를 나타내는 국제 표
기입니다 . 프랑스의 기업 텔레포니 사용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려면 0 00 1 408 526 4000 을 입
력해야 하는 반면 , 영국에서 전화를 거는 발신자는 9 00 1 408 526 4000 을 입력해야 합니다 . 각 경
우에서 , + 를 각 발신자에게 맞는 적절한 오프넷 액세스 코드 ( 기업 텔레포니 시스템에 필요할 경
우 ) 와 국제 액세스 코드 (PSTN 통신업체가 필요로 할 경우 ) 로 대체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서 통화를 + 로 정의된 대상으로 직접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사용자는
+1 408 526 4000 인 Cisco 의 미국 본사를 WiFi 전화기의 바로 호출 항목으로 프로그래밍하여 프랑
스 , 영국 또는 기업 내 다른 모든 위치에서 로밍할 때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각
위치에서 시스템은 대상 번호를 로컬로 필요한 숫자열로 변환하여 통화가 올바르게 라우팅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마찬가지로 , 이중 모드 전화에서 입력된 착신 전화 번호는 전화기가 GSM 모드에 있을 때 이동 통
신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라우팅하거나 착신 번호가 +E.164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 전화기가
WiFi 모드에 있을 때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특정 연락처
항목에 대한 단일 대상 번호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전화기가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시스템에 의존하여 ITU E.164 권장안에 설명된 형태로 표현된 전화 번호
를 해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번호를 로컬 전화걸기 방식에 맞게 수동으로 조정하여 편집할 필요
없이 올바르게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발신자 번호 변환
Unified CM 을 통해 라우팅된 통화와 연결된 발신자 번호를 경우에 따라 전화나 PSTN 에 표시되기
전에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1 408 526 4000 에서 발신된 통화는 대상 전화기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경우 408 526 4000 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반면 , 동일 번호에서 발신된 통
화는 프랑스의 대상 전화에 00 1 408 526 4000 에서 송신되는 번호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대체로 발신 번호에 대한 사용자 친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로컬 PSTN
에서 제공되는 관례적인 형태로 발신자 번호 표시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게이트웨이에 제공되는 통화의 경우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텔레포니 통신업체의 요구 사항에 맞도
록 발신자가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 408 526 4000 에서 발신되어 프랑스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로 제공되는 통화는 국제로 설정된 발신자 번호 유형을 사용하여 발신 번호를
1 408 526 4000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 동일 번호에서 발신되어 캐나다에 위치
한 게이트웨이로 제공되는 통화는 국내로 설정된 발신자 번호 유형을 사용하여 발신자 번호를
408 526 4000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이 기능을 통해 발신자 번호를 Unified CM 시스템 내에서 통화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형태에
서 전화 사용자나 오프클러스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형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 서비스 공급업체는 장비의 기술 제한 , 회사 정책 또는 정부 규정으로 인해 해외 전화 번호를
표시하는 발신자 번호를 허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공급업체가 발신자 번호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발신자 번호를 차단하고 덮어쓰거나 통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네트워크
에서는 한 통화에 두 발신자 번호 ( 사용자 제공 번호와 네트워크 제공 번호 ) 가 존재할 수도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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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번호 변환
Unified CM 을 통해 라우팅된 통화와 연결된 착신자 번호를 경우에 따라 PSTN 에 표시되기 전에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1 408 526 4000 으로 발신된 통화의 경우 캐나다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PSTN 으로 송신되는 경우 국내로 설정된 번호 지정 유형을 사용하여 착신자 번
호를 1 408 562 4000 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 동일 통화가 프랑스 게이트웨이로 재라우팅된 경우 국
내로 설정된 번호 지정 유형을 사용하여 착신자 번호를 1 408 526 4000 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착신자 번호를 조작하고 착신자 번호에 대한 번호 지정 유형을 설정하여 착신
자 번호를 오프클러스터 네트워크에 필요한 형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 착신자 수신 변환을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기 전에 착신자 수신 정보를 일반적인 전
역화된 형식으로 정규화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이 기능에 대한 게이트웨이별 설정을 제공
하며 , 따라서 각 번호 지정 유형에 대한 다양한 접두사를 다양한 게이트웨이로 수신되는 통화에 적
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순위에 따라 설정을 게이트웨이 자체 또는 게이트웨이의 장치 풀에서 구
성할 수 있습니다 . 공백 항목은 접두사로 지정된 번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하위 우선 순위 설정
으로부터 설정을 상속하려면 항목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더 복잡한 착신자 변환의 경우
번호 지정 유형별 착신자 변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IP 는 형식 지정된 번호의
개념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SIP 의 경우 장치 풀 설정이 알 수 없음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

발신자 수신 설정 ( 게이트웨이별 )
디지털 인터페이스 ( 예 : ISDN PRI) 를 통해 게이트웨이로 수신될 때 통화와 연결된 발신 번호는
발신 번호의 번호 지정 유형을 알 수 없음 , 가입자 , 국내 또는 국제로 식별하는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수신 통화의 발신 번호와 연결된 번호 지정 유형이 조합된 경우 시스템에서 적절한 번
호를 제거하고 수신 통화의 발신자 번호에 접두 번호를 지정하여 발신자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착신자 수신 설정을 통해 시스템에서 네 가지 발신 번호 유형 각각에 대해 발신자 번호에서
번호를 제거하거나 접두 번호를 추가하는 등의 개별 조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두 건의 통화가 독일의 함부르크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로 수신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
다 . 두 통화 모두 발신자 번호가 691234567 입니다 . 첫 번째 통화는 " 가입자 " 번호 지정 유형과 연
결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발신자가 함부르크에 위치하므로 국가 코드가 독일 (49) 을 암시하
듯 도시 코드가 함부르크 (40) 를 암시함을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수신되는 통화의 전체 표현은
+49 40 69 1234567 이며 , 이 표시는 " 가입자 " 번호 지정 유형에 대해 수신 통화의 발신자 번호에
접두사 +49 40 을 추가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
두 번째 통화는 " 국내 " 번호 지정 유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착신자가 독일에 위치
하며 해당 도시 코드 (69 는 프랑크푸르트 도시 코드 ) 는 번호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코드
는 암시적으로 독일 (49) 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두 번째 수신 통화의 전체 표현은
+49 69 1234567 이며 , 이 표시는 " 국내 " 번호 지정 유형에 대해 수신 통화의 발신자 번호에 접두
사 +49 를 추가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
수신 번호 문자열에서 전역화된 번호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는 숫자를 제거하려면 숫자 제거가 필
요합니다 . 예를 들어 , 오스트리아의 일부 ISDN 트렁크에서 국내 대상 위치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
신자 번호 앞에 0 이 있습니다 . 이 숫자는 +E.164 로 전역화하려면 제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비
엔나에서 발신된 통화는 발신자 번호 01666001234 와 발신자 번호 유형 " 국내 " 를 사용하여 수신
될 수 있습니다 . 이 통화의 경우 오스트리아 국가 번호 (43) 가 내재되어 있으며 , 번호에 이미 비엔
나 도시 코드 (1)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정규화를 수행하려면 숫자 하나 ( 맨 앞의 0) 를 제
거하고 접두사로 +43 을 지정해야 정규화된 +E.164 번호인 +43 1 666001234 를 얻을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이 기능에 대한 게이트웨이별 설정을 제공하며 , 따라서 각 번호 지정 유형에 대한
다양한 접두사를 다양한 게이트웨이로 수신되는 통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순위에 따라 설
정을 게이트웨이 자체나 게이트웨이의 장치 풀에서 또는 클러스터 수준의 서비스 매개 변수를 통
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공백 항목은 접두사로 지정된 번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하위 우선 순위
설정으로부터 설정을 상속하려면 항목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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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매개 변수 수준에서 설정의 전역 중요성으로 인해 , 장치 풀 수준에서 설정을 사용하고 동
일 장치 풀을 공유하는 모든 게이트웨이에 대해 또는 특정 변환 세트를 사용해야 하는 단일 게이트
웨이만 존재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수준에서 이러한 설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동을 피하기 위해 Cisco 는 지정된 설치에서 항상 장치 풀 수준 설정이나 장치 수준 설정만 사용
하고 이러한 설정을 혼용 ( 일부에 대해 장치 수준 설정을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장치 풀 수준 설
정 사용 )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
해당 번호 지정 유형 내 모든 통화의 경우 , 원래 수신된 발신자 번호를 고려하지 않고 접두 번호 지
정 및 제거 작업을 적용합니다 .
참고

SIP 트렁크 또는 SIP 게이트웨이에서 들어오는 통화는 모두 발신자 번호 지정 유형 " 알 수 없음 "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특히 SIP 게이트웨이 및 SIP 트렁크에 구현된 SIP 프로토콜은 실질적으로 모든 통화의 발신자 수
신 번호를 번호 지정 유형 " 알 수 없음 " 에 추가합니다 . 따라서 Unified CM 이 서로 다른 발신자
번호 범주에 대해 서로 다른 발신자 번호 수정 사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
Unified CM 에서는 각 번호 유형에 대해 발신자 수신 설정 CSS( 발신 검색 공간 ) 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이러한 CSS 는 발신자 변환 패턴에 따라 발신자에게 수정 사항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
러한 패턴은 정규식을 사용하여 일부 사례를 일치시킨 다음 각 부분 집합에 대해 별도의 번호 조작
작업을 수행합니다 . 이러한 새 기능을 사용하면 Unified CM 에서 서로 다른 발신자 번호 범주에 대
해 서로 다른 발신자 번호 수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PSTN 을 연결하는 데 사용
된 SIP 트렁크는 번호 지정 유형이 " 알 수 없음 " 으로 설정된 로컬 , 국내 및 국제 발신자로부터 걸
려온 통화를 표시합니다 . 그런 다음 각 통화의 발신자 번호를 사용하여 번호 지정 유형 " 알 수 없음
" 과 연결된 트렁크 CSS 의 발신자 변환 패턴과 일치시키므로 Unified CM 에서 서로 다른 발신자 번
호 범주에 대해 서로 다른 발신자 번호 수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논리적 파티션
인도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텔레콤 규정상 회사의 음성 인프라에서 회사 외부 통화를 연결할 때 로
컬 PSTN 만 사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음성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내 CUG( 폐쇄 사용자 그룹 ) 통
신용 시스템과 로컬 PSTN 에 액세스하기 위한 시스템 ,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논리적으로 분
할되어야 합니다 . 위치 A 의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로부터 위치 B 의 다른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로
연결된 통화는 CUG 시스템 내에서 발신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위치 A 의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로
부터 PSTN 대상으로 연결된 통화는 위치와 관계없이 위치 A 의 PSTN 에 대한 로컬 액세스를 통해
발신되어야 합니다 .
기존 다이얼 플랜 도구를 사용하면 통화가 CUG 외부에 있는 엔드포인트 간에 이루어진 경우 통화
가 완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 통화 중에 새로운 통화 레그가 설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
습니다 . 예를 들어 , 영국의 런던에 있는 기업 사용자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의 델리로 전화
를 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통화가 설정되고 나면 델리의 사용자는 런던에서 발신된 통화가 수
신된 동일 회선으로부터 인도 고객과의 전화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폐쇄 사용자 그룹
외부에 있는 대상을 통화 중에 ( 동일 회선에 ) 추가하는 동작은 Unified CM 의 기존 다이얼 플랜 도
구 ( 예 : 발신 검색 공간 및 파티션 ) 만을 사용해서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 Unified CM 7.1 이상의
릴리스는 논리적 파티션 기능을 제공하므로 통화 개시뿐만 아니라 회의 및 호전환 같은 통화 중 기
능에 적용되는 정책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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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화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발신 사용자 및 통
신업체가 선호하는 로컬 형식으로 통화를 받을 수 있으며 , 발신 및 착신 번호의 전역 표현을 사용
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를 라우팅하고 대상 사용자나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로컬 형식을
사용하여 통화를 전화기 또는 게이트웨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다이얼 플랜 설계 방법의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

지역화된 통화 수신 , 14−60 페이지

•

전역화된 통화 라우팅 , 14−62 페이지

•

지역화된 통화 송신 , 14−62 페이지

지역화된 통화 수신
여러 사이트가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위치한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은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서비스 공급업체의 다양한 신호 요구 사항과 사용자의 다양한 전화걸기 방식을 충족해야 합
니다 . 각각의 로컬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스템은 로컬 전화걸기 방식과 신호 요구 사
항을 통화가 올바르게 라우팅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 변환 "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 시
스템은 지역화된 여러 수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 대상 패턴의 전역화된 단일 형태
도 만들어야 합니다 .

전화에서 지역화된 통화 수신
전화기나 비디오 터미널 같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신되는 통화는 일반적으로 특정 로컬 전화걸기 방
식 세트에 익숙한 사용자에 의해 발신됩니다 . 미국의 기업 사용자는 9 1 408 526 4000 으로 전화를
걸어서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 있는 Cisco 국제 본사에 연결하지만 , 영국의 사용자는
9 00 1 408 526 4000, 프랑스의 사용자는 0 00 1 408 526 4000 으로 전화를 걸어서 연결합니다 . 엔터
프라이즈 오프넷 액세스 코드 ( 미국은 9, 프랑스는 0), 국제 액세스 코드 ( 영국과 프랑스는 00, 미
국은 대상이 국내이므로 필요하지 않음 ) 및 대상 번호 표현 ( 국가 코드 (1) 포함 ) 은 이러한 각각
의 세 가지 전화걸기 형태의 특징입니다 . 이러한 각각의 세 사용자 그룹은 동일한 전역화된 대상
번호 (+1 408 526 4000) 로 전화를 걸지만 각 그룹마다 고유한 로컬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서 + 는 로컬 전화걸기 방식의 전역 단축 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의 변환 패턴은 전화에서 입력된 지역화된 사용자 입력을 Unified Communications 시
스템 내 통화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전역 형태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러한 패턴에서 모
든 지역화된 전화걸기 방식이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 변환 패턴에 근거한 이러한 전화걸기 정규
화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의 통화 라우팅 , 14−6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전화기에서는 착신 문자열을 착신 번호의 전역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같은 소프트웨어 엔드포인트의 경우 , + 전화걸기는 TUI( 텔레포니 사용자
인터페이스 ) 에서 직접 지원되거나 사용자가 수행한 클릭 투 다이얼 (click−to−dial) 동작에서 파생
될 수도 있습니다 . B 형 IP 전화기에서는 전화기 모델에 따라 * 또는 0 키를 길게 눌러서 키패드로
부터 + 전화걸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재중 및 수신 통화 디렉터리에는 번호에 + 를 포함
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이러한 디렉터리에서 전화를 걸면 결과적으로 Unified
CM 으로 수신되는 통화의 착신 번호는 + 로 시작됩니다 .
참고

A 형 및 B 형 전화기의 정의는 다이얼 플랜 요소 , 14−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전화기에서 발신되는 통화에 대한 발신자 번호는 통화가 발신된 회선의 디렉터리 번호로 구성된
번호로 설정됩니다 .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 설계 방법의 개념에 따라 모든 통화의 발신자 정보를 전
역화해야 합니다 . 디렉터리 번호 형식이 전역화된 내부 발신자 정보에 선택된 형식 (+E.164 가 권
장됨 ) 과 동일하지 않으면 이 전화기에서 건 통화에 대한 통화자 ID 발신자 변환 CSS 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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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를 올바르게 전역화함으로써 발신자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 이 방법은 변환
패턴의 발신자 변환을 적용할 수 없는 URI− 발신 통화 흐름과도 호환되므로 전화에서 +E.164 로 통
화의 발신자 정보를 전역화하기 위한 권장 방법입니다 .

게이트웨이에서 지역화된 통화 수신
외부 네트워크 ( 예 : PSTN) 에 의해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으로 전달된 착신 및 발신 번호
는 일반적으로 지역화됩니다 . 번호의 형태는 트렁크의 서비스 공급업체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
니다 . 게이트웨이가 PSTN 트렁크에 연결될 때 시스템 관리자는 PSTN 서비스 공급업체와 협력하
여 이 특정 트렁크에 사용할 해당 신호 규칙을 결정해야 합니다 . 통화가 트렁크에서 시스템으로 전
달될 때 발신 및 착신 번호에 대한 정보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제공되며 또 다른 일부는 암시적으
로 제공됩니다 . 시스템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통화의 전역화된 발신자 및 착신자 번호를 도출해야
합니다 .
착신자 번호의 전역화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
•

게이트웨이 구성에서 통화 라우팅 정보 > 착신 전화를 구성합니다 . 여기서 원래 발신 번호에
서 유지할 유효 자릿수와 결과 문자열에 추가할 접두 번호의 개수를 사용하여 착신 번호를 전
역화합니다 . 접두 번호는 해당하는 + 기호와 국가 , 지역 및 도시 코드를 추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

게이트웨이의 발신 검색 공간에서 참조되는 파티션에 변환 패턴을 추가합니다 . 변환 패턴은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트렁크에 사용되는 착신자 번호 형태에 맞게 구성해야 하며 전역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 접두 번호는 해당하는 + 기호와 국가 , 지역 및 도시 코드를 추가하는 데 사
용해야 합니다 .

•

게이트웨이와 게이트웨이의 장치 풀에 제공되는 수신 통화의 착신자 변환 설정을 사용합니
다 . 번호 제거 및 접두 번호 지정 명령을 정의하거나 번호 지정 유형마다 착신자 변환 발신 검
색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권장 방법입니다 .

발신자 번호의 전역화는 게이트웨이에 직접 구성되었거나 게이트웨이를 제어하는 장치 풀에 구성
된 발신자 수신 설정을 사용하여 구현해야 합니다 .
참고

관리자가 접두사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통화 처리에서 그 다음 수준 설정 ( 장치 풀 또는 서비스
매개 변수 ) 의 접두사가 사용됨을 나타냅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 필드가 비어 있는 상태 ( 접두사
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 ) 가 아니면 구성된 값이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 미국의 번호에서 Cisco 의 미국 본사 (+1 408 526 4000) 로 발신되는 통화가 있고 , 이 통
화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 위치한 게이트웨이에 전달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게이트웨이에
제공된 착신 번호는 526 4000 입니다 . 이 정보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서 해당 통
화에 대한 전체 대상 번호를 도출하기에 충분합니다 . 이 특정 트렁크 그룹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
공하는 통화는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트렁크 그룹의 특성을 기반으로 암시적 국가 코드 및 지역 코
드를 상속하므로 , 이 트렁크 그룹에서 처리되는 모든 대상 DID 번호는 북아메리카 번호 지정 플랜
국가 코드 (1) 와 지역 408 에서 발신되었다고 추정됩니다 . 그러므로 해당 번호의 파생된 전역 형
태는 +1 408 526 4000 입니다 . 게이트웨이에 제공된 발신 번호는 " 가입자 " 로 설정된 번호 지정 유
형 사용 시 555 1234 입니다 . 이 번호 지정 유형에서는 시스템이 트렁크 그룹의 구성된 특성에서
국가 코드와 영역 코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시스템은 발신 번호가 +1 408 555 1234 임
을 알고 있습니다 .
다른 통화의 경우 , 발신 번호가 33158405858 이며 번호 지정 유형이 " 국제 " 이면 , 이는 발신 번호
의 전역 형태가 +33158405858 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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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화된 통화 라우팅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역 형태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 , 모든 로컬 형태가 파생될 수 있는 대
상 번호의 전역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기호는 ITU 의 E.123 권장안에서 모든 전역 E.164 PSTN
번호를 고유하고 전체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 이 형태를 경우에 따
라 정규화된 PSTN 번호라고도 합니다 . 이 문서에서는 이 표기를 +E.164(E.164 에 선행 + 기호가 붙
은 형태 ) 라고 합니다 .
+ 기호를 포함하여 전역화된 착신 번호와 일치하는 경로 패턴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동일 경로 패턴은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포함하는 경로 그룹과 경로 목록을 가리킬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통화 시점에 발신 엔드포인트의 장치 풀에서 송신 게이트웨이가 결정될 수 있으므
로 진정한 전역 경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통화 ( 발신자 및 착신자 번호 둘 다 ) 를 로컬 기
본 설정 및 요구 사항에 맞추는 모든 필수 작업은 대상이 선택되고 나서 수행됩니다 .

지역화된 통화 송신
발신 및 착신 번호의 전역 형태를 사용하여 통화가 대상으로 라우팅되는 경우 , 통화가 대상으로 전
달될 때 다음 지역화 작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발신자 번호 지역화
통화가 전화기로 전달될 때 발신자 번호는 전역 형태이므로 착신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국내 발신자로부터 걸려온 통화를 발신자 번호의 축약 형태로 보고 싶어
합니다 .
예를 들면 , 미국의 사용자는 미국 발신자에게서 수신되는 통화를 + 기호나 국가 코드 (1) 가 없는
10 자리 국내 번호로 보고 싶어 합니다 . 전역 전화 번호가 +1 408 555 1234 인 사용자가
+1 408 526 4000 으로 전화하는 경우 , 착신자는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자신의 전화에 발신자
번호가 408 555 1234 로 수신되기를 원합니다 . 이렇게 표시되게 하려면 시스템 관리자는 \+1.!,
strip pre−dot 라는 발신자 변환 패턴을 구성해야 합니다 . 발신자 변환 패턴은 장치 풀 수준에서 구
성된 대상 전화기의 발신자 변환 패턴 CSS 에 포함되어 있는 파티션에 추가됩니다 . +1 408 555
1234 에서 발신된 통화가 이 전화기로 제공되면 이 번호는 구성된 발신자 변환 패턴과 일치하여 +1
이 제거되고 통화 벨소리가 울릴 때 발신자 번호가 408 555 1234 로 표시됩니다 .
참고

일부 최신 전화기에서는 부재 중 및 수신 전화 디렉터리에 저장된 발신자 번호가 전역화 형식으로
유지되어 디렉토리의 저장된 번호 문자열을 수동으로 편집하지 않고도 원터치 다이얼링을 허용합
니다 . 그외 전화기에서는 부재중 및 수신 통화 디렉터리에 변환된 발신자 번호가 저장됩니다 . 디
렉터리에서의 원터치 전화걸기 관련 문제를 방지하려면 변환 및 변환되지 않은 발신자 번호 형식
모두를 지원되는 전화걸기 방식과 맞춰야 합니다 .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계획에서는 10
자리 전화 걸기가 일반적으로 단축 다이얼링과 같은 다른 전화 걸기 습관과 겹치지 않고 엔터프라
이즈 전화 걸기 습관으로 지원될 수 없으므로 국가 번호에서 10 자리로 걸려 오는 전화의 발신자
정보를 현지화할 수 없습니다 .

참고

대체로 휴대폰 해외 사용의 일반화로 인해 많은 전화 사용자가 PSTN 번호의 전역화된 형태에 익
숙해지고 있습니다 . 착신 번호의 전체 형태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시스템 관리자는 발
신자 변환 패턴의 구성을 취소하여 전화기의 발신자 정보를 현지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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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발신자 번호 지역화
통화가 게이트웨이로 전달될 때 발신자 번호는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는 트렁크 그룹을 제공
하는 PSTN 서비스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 발신자 번호 변환 패턴을 사
용하면 발신자 번호 숫자열 및 번호 지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의 국
가 코드를 포함하는 발신자 번호는 + 기호와 명시적 국가 코드를 제거하도록 변경해야 하며 국내
접두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또한 발신자 번호의 번호 지정 유형을 국내로 변경해야 합니다 . 게
이트웨이가 특정 영역 , 지역 또는 도시 코드를 포함하는 트렁크 그룹에 연결된 경우 + 기호 , 국가
코드 및 로컬 지역 코드의 특정 조합은 일반적으로 해당 로컬 접두사로 대체해야 합니다 . 또한 번
호 지정 유형은 가입자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 샌프란시스코 사용자 (+1 415 555 1234) 로부터 걸려온 통화는 첫 번째 항목으로 샌프
란시스코 게이트웨이를 , 두 번째 항목으로 시카고 게이트웨이로 포함하는 경로 목록을 통해 라우
팅됩니다 .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는 두 가지 발신자 변환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
•

\+1415.XXXXXXX,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가입자

•

\+1.!,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국내

통화가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로 전달될 때 발신자 번호가 두 발신자 변화 패턴과 일치합니다 .
하지만 첫 번째 패턴이 더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이 패턴이 발신자 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패턴으로
선택됩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변환된 번호는 5551234 이며 발신자 유형이 가입자로 설정됩니다 .
게이트웨이에서 통화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면 모든 포트가 사용 중인 경우 ) 통화가 시
카고 게이트웨이로 송신되어 PSTN 으로 송신됩니다 . 시카고 게이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신자 변환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
•

\+1708.XXXXXXX,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가입자

•

\+1.!,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국내

통화가 시카고 게이트웨이로 전달될 때 발신자 번호는 두 번째 발신자 변환 패턴하고만 일치합니
다 . 그러므로 게이트웨이에 제공된 결과 발신자 번호는 4155551234 이며 발신자 번호 유형이 국내
로 설정됩니다 .

게이트웨이 착신자 번호 지역화
통화가 게이트웨이로 전달될 때 착신자 번호는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는 트렁크 그룹을 제공
하는 PSTN 서비스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 착신자 번호 변환 패턴을 사
용하면 착신자 번호 숫자열 및 번호 지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의 국
가 코드를 포함하는 착신자 번호는 + 기호와 명시적 국가 코드를 제거하도록 변경해야 하며 국내
접두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또한 착신자 번호의 번호 지정 유형을 국내로 변경해야 합니다 . 게
이트웨이가 특정 영역 , 지역 또는 도시 코드를 포함하는 트렁크 그룹에 연결된 경우 + 기호 , 국가
코드 및 로컬 지역 코드의 특정 조합은 일반적으로 해당 로컬 접두사로 대체해야 합니다 . 또한 번
호 지정 유형은 가입자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 샌프란시스코 사용자 (+1 415 555 2222) 로 발신된 통화는 첫 번째 항목으로 샌프란시
스코 게이트웨이를 , 두 번째 항목으로 시카고 게이트웨이로 포함하는 경로 목록을 통해 라우팅됩
니다 .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는 두 가지 착신자 변환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
•

\+1415.XXXXXXX,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가입자

•

\+1.!,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국내

통화가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로 전달될 때 착신자 번호가 두 착신자 변화 패턴과 일치합니다 .
하지만 첫 번째 패턴이 더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이 패턴이 착신자 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패턴으로
선택됩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변환된 번호는 5552222 이며 발신자 유형이 가입자로 설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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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에서 통화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면 모든 포트가 사용 중인 경우 ) 통화가 시
카고 게이트웨이로 송신되어 PSTN 으로 송신됩니다 . 시카고 게이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착신자 변환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
•

\+1708.XXXXXXX,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가입자

•

\+1.!, strip pre−dot, 번호 지정 유형 : 국내

통화가 시카고 게이트웨이로 전달될 때 착신자 번호는 두 번째 착신자 변환 패턴하고만 일치합니
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게이트웨이로 제공된 착신자 번호는 4155552222 이며 , 착신자 번호 유형
은 국내로 설정됩니다 .
참고

통화가 게이트웨이로 송신될 때 발신자 및 착신자 변환 패턴은 각각 발신 및 착신 번호에 적용됩니다 .

참고

SIP 는 번호 지정 유형의 표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SIP 게이트웨이는 Unified CM 에서
설정한 착신자 또는 발신자 번호 유형의 표시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의 통화 라우팅
사용자 입력을 인식한 다음 통화를 올바른 대상으로 라우팅하고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
니다 . 통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신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은 각 형태에 맞는 패턴 인식을 제공해
야 합니다 .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 방법의 핵심 라우팅은 +E.164 패턴 라우팅에 기초하므로 이 다이얼 플랜 방
법의 기본 전화걸기 방식은 전역 +E.164 전화걸기입니다 .
Unified CM 의 변환 패턴은 전화기에서 입력된 지역화된 사용자 입력을 Unified Communications 시
스템 내 통화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전역 +E.164 형태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각 사이트에 대해 구성된 발신 검색 공간은 최소한 다음을 허용해야 합니다 .
•

사이트의 지역화된 사이트 내 전화걸기 방식

•

사이트 사용자의 지역화된 오프넷 전화걸기 방식

•

비상 통화 , 디렉터리 및 오퍼레이터 서비스 등 적용 가능한 로컬 텔레포니 서비스

•

온넷 및 오프넷 번호의 전역화된 형태

그림 14−30 은 예제에 제공된 미국의 사이트에 대한 로컬 고유의 전화걸기를 사용하여 전역화된
형태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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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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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 및 전역화된 전화걸기

CSSs

Partitions

SJCInternational

DN

Route Lists

Route Groups

DN
All IP Phone DNs (urgent)

SJCtoE164
1XXX, Prefix +1408555
9.[2-9]XXXXXX, Pre-Dot, Prefix +1408

UStoE164
9011.!, Urgent, Pre-Dot, Prefix +
9011.!#, Urgent, Pre-Dot, Prefix +
9.1[2-9]XX[2-9]XXXXXX,
Pre-Dot, Prefix +

4-digit intra-site dialing
7-digit dialing
Locally significant
translations to
globalize user input
XYZ RG

PSTNInternational
\+[^1]!
\+[^1]!#

PSTN route
patterns

USPSTNNational
\+1XXXXXXXXXX, Urgent

LOC RL

Local
Route
Group

SJCPSTNLocal
348612

\+1408[2-9]XXXXXX, Urgent

그림 14−30 에서 미국 IP 전화기 사용자가 9011496100773 으로 전화를 걸면 독일의 대상에 연결되
고 나서 통화가 해제됩니다 . 독일의 착신자가 미국 사용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연결된 다음 통
화가 해제됩니다 . 그러면 미국 사용자는 수신 통화 디렉터리를 살펴보고 마지막 수신 통화
(+49 6100 773) 항목을 선택하여 다이얼을 누릅니다 .
이 예에서는 미국 사용자가 동일 대상 (+496100773) 에게 두 건의 개별 통화를 발신합니다 . 첫 번
째 통화의 경우 , 미국 전화걸기 방식으로 지역화된 형태의 대상 번호가 사용되며 해당 변환 패턴
9011.! 가 사용자 입력과 일치됩니다 . 변환되고 나면 두 번째 조회에 동일한 발신 검색 공간 ( 변환
패턴에 설정된 발신자의 발신 검색 공간 사용 ) 이 사용되고 경로 패턴 \+[^1]! 를 사용하여 통화를
재전송합니다 . 두 번째 통화에서는 대상 번호의 전역화된 형태가 사용되며 경로 패턴 \+[^1]! 를 직
접 사용합니다 .
이러한 통화 흐름을 비교하면 이 다이얼 플랜 방법에 구현된 2 단계 라우팅 프로세스 ( 먼저 모든
전화걸기 방식을 +E.164 로 정규화한 다음 +E.164 패턴에 따라 라우팅 ) 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PSTN 액세스 수준은 발신 검색 공간에서 주소 지정된 PSTN 경로 패턴에 의해 정의됩
니다 . 더 구체적인 경로 패턴을 추가하여 더 세분화된 액세스 수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온넷 대상으로 착신되는 경우 잠재적인 번호 간 시간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파티션 DN 의 모든 디
렉터리 번호가 긴급 DN 으로 구성되며 파티션 PSTNInternation 의 가변 길이 오프넷 경로 패턴이
온넷 착신 대상을 덮어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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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CtoE164 파티션의 첫 번째 변환은 사이트의 모든 로컬 DID 가 +1 408 555 1XXX 범위 안에 있다
고 가정하여 4 자리 사이트 내 전화걸기를 구현합니다 . 산호세 내 사이트에 대한 로컬 전화걸기
(9+7) 는 로컬 고유의 전화걸기를 +E.164 로 다시 변환함으로써 동일한 파티션의 두 번째 변환 패
턴에 의해 구현됩니다 . 이는 UStoE164 파티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국제 및 국내 대상으로의 미
국 고유의 PSTN 전화걸기에 대한 전역화가 구현됩니다 .
모든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에는 발신자의 발신 검색 공간 사용이 설정되어 있어서 (CSS 상속
) 변환 패턴에 정의된 착신자 변환을 적용한 후 보조 조회에 사용되는 발신 검색 공간은 활성화된
발신 검색 공간과 동일합니다 .
요청한 서비스 클래스를 생성하는 단일 발신 검색 공간은 회선 또는 장치 발신 검색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내선 이동성 또는 장치 이동성 같은 이동성 기능을 지원하는 배포에서는 회선 발
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로밍 시 자신의 서비스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내선 번호가 +1 408 555 1234 인 사용자는 이제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예제의 발신 검색 공간
을 사용하여 다른 발신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

1234 — SJCtoE164 파티션의 변화 패턴이 입력된 번호를 +14085551234 로 변환하고 나면 파티
션 DN 내 디렉터리 번호와 일치합니다 .

•

95551234 — SJCtoE164 파티션의 변환 패턴이 입력된 번호를 전역화하고 나면 파티션 DN 의
디렉터리 번호와 일치합니다 .

•

914085551234 — UStoE164 파티션의 변환 패턴이 입력된 번호를 전역화하고 나면 파티션 DN
의 디렉터리 번호와 일치합니다 .

•

+14085551234 — 파티션 DN 의 디렉터리 번호와 직접 일치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 클래스
착신자 변환이 적용된 후 (+E.164 로 전역화 ) 활성화된 CSS 가 보조 조회에도 사용되도록 그
림 14−30 의 " 국제 "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전화걸기 방식을 +E.164 로 정규화하는 모든 변환 패턴
에 CSS 상속이 사용됩니다 .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동일한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
턴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4−31 는 " 국제 " 서비스 클래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스키마를 사용하여 " 국내 " 서비스 클
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그림 14−30 에서 " 국제 " 서비스 클래스와 이 스키마를 비교
해 본 결과 전화걸기 정규화를 포함하는 모든 파티션과 PSTN 경로 패턴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사실상 발신 검색 공간 SJCNational 이 PSTNInternational 파티션의 국제 PSTN 경로 패턴에 액
세스할 수 없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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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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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클래스 간 전화걸기 정규화 공유

CSSs

Partitions

SJCNational

Route Lists

Route Groups

DN
All IP Phone DNs (urgent)

SJCtoE164

DN

1XXX, Prefix +1408555
9.[2-9]XXXXXX, Pre-Dot, Prefix +1408

UStoE164
9011.!, Urgent, Pre-Dot, Prefix +
9011.!#, Urgent, Pre-Dot, Prefix +
9.1[2-9]XX[2-9]XXXXXX,
Pre-Dot, Prefix +

4-digit intra-site dialing
7-digit dialing
Locally significant
translations to
globalize user input
XYZ RG

USPSTNNational

PSTN route
patterns

\+1XXXXXXXXXX, Urgent

SJCPSTNLocal
\+1408[2-9]XXXXXX, Urgent

LOC RL

Local
Route
Group

348613

14 장

국제 온넷 대상 ( 미국 외부의 파티션 DN 의 디렉터리 번호 ) 으로의 국제 전화걸기를 지원해야 하
므로 " 국내 " 서비스 클래스에도 로컬 고유의 국제 전화걸기 (9011) 를 위한 전화걸기 정규화 패턴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
동일 스키마에 따라 부적절한 PSTN 경로 패턴을 보유하는 파티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단순히 제
거함으로써 " 로컬 " 및 " 내부 " 같은 보다 제한적인 서비스 클래스가 구축됩니다 .
앞의 그림의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에 사용되는 명명 규정은 여러 서비스 클래스 , 사이트 및 전
화걸기 도메인을 지원하기 위해 복제해야 할 다이얼 플랜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름
에 사이트의 사양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파티션 이름 SJCtoE164 의 SJC) 모든 사이트에 대해 해당
요소를 복제해야 합니다 . 이름에 클래스의 사양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SJCInternational 의 국제 ) 모
든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해당 요소를 복제해야 합니다 . 이름에 사이트의 사양이 포함되지 않는 경
우 ( 예 : 파티션 USPSTNNational) 동일한 전화걸기 방식을 공유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해당 이름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국 내 모든 사이트 ).

할당되지 않은 DN 으로 발신
SJCtoE164 파티션의 네 자리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 1XXX 에는 CSS 상속이 사용되지 않습니
다 . 대신에 이 변환 패턴에는 보조 조회 시 발신 검색 공간 DN 이 사용됩니다 . 사용자가 1234 로
전화를 걸었지만 디렉터리 번호 \+14085551234 가 없는 경우 " 할당되지 않은 번호 " 이므로 통화
가 거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패턴 1XXX 에서 CSS 상속을 사용한 경우 USPSTNNational 파
티션에서 경로 패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통화를 대신 PSTN 으로 전송합니다 . 결국 PSTN 이
통화를 즉시 거부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PSTN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하므로 ( 이 경우 통화가 착신
전화로 표시되었다가 착신 디렉터리 번호가 없어서 거부됨 )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
로 게이트웨이에 대한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은 라우팅 루프에서 벗어나고 과금 우회를 방지하
기 위해 PSTN 대상이 아닌 내부 대상에만 액세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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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되지 않은 DN 으로의 발신 통화와 관련된 동일한 PSTN 헤어피닝 문제는 CSS 상속을 사용하
는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에 의해 구현된 다른 전화걸기 방식은 물론 +E.164 전화걸기에도 존
재합니다 . 이러한 전화걸기 방식의 경우 , DN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한 DN 파티션으로 되돌리기
는 온넷 대상이 이러한 전화걸기 방식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대상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옵션이 아
닙니다 .
이 헤어피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그림 14−32 의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E164OnNet 파티션은 모든 온넷 대상의 +E.164 접두사와 일치하는 긴급 변환 패턴을 보유합니다 .
DID 범위가 +1 408 555 1XXX 인 사이트의 경우 긴급 변환 패턴 \+14085551XXX 가 E164OnNet 에
있습니다 . 그러고 나면 이러한 온넷 간섭 패턴은 제공된 DN 에 최종적으로 액세스하는 DN 발신
검색 공간을 다시 가리킵니다 . 모든 전화걸기 정규화 패턴 (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를 위한 전화
걸기 정규화 패턴 포함 ) 에는 CSS 상속이 사용됩니다 . 이제 할당되지 않은 DN 으로의 발신 통화
는 온넷 패턴이 통화를 가로챘으므로 PSTN 으로 라우팅되지 않습니다 . 그러고 나면 착신 DN 이
DN 파티션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 할당되지 않은 번호 " 라는 이유로 통화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
그림 14-32

할당되지 않은 DN 에 대한 PSTN 헤어피닝 방지와 비 +E.164 DN 에 대한 지원

CSSs

Partitions

SJCNational

Route Lists

Route Groups

DN
All IP Phone DNs

E164OnNet

DN

+E.164 patterns of DN ranges
(urgent)

SJCtoE164

9.[2-9]XXXXXX, Pre-Dot, Prefix +1408

4-digit intra-site dialing
7-digit dialing

348614

1XXX, Prefix +1408555

E164OnNet 에서 가로채기 패턴의 또 한가지 잠재적 목적은 +E.164 에서 디렉터리 번호의 형식으
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 DID 범위가 +1 408 555 1XXX 인 사이트에 대해 디렉터리 번호
가 E.164(+ 기호 없음 ) 로 구성되면 E164OnNet 에 착신자 변환이 "strip pre−dot"(+ 제거 ) 인 변환
패턴 \+.14085551XXX 를 구성해야 합니다 .
디렉터리 번호를 +E.164 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 경우에 따라서는 디렉터리 번호를 E.164(+ 없
음 ), 엔터프라이즈 단축 번호 지정 체계 또는 미국의 경우 10 자리 같은 다른 전역화된 형식으로 구
성해야 합니다 . +E.164 같은 디렉터리 번호를 구성하지 않으면 전역화된 발신자 ID 에 대해 추가
번호 정규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 또한 구성된 디렉터리 번호가 전역 디렉터리에 저장된 번호 형식
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부 CTI 애플리케이션 ( 예 : 전화 교환 콘솔 애플리케이션 ) 에 추가 번호
정규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164 DN 이 사용되고 극히 드문 일이지만 할당되지 않은 DN 으로의 온넷 통화 헤어핀이 위험으
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E.164OnNet 파티션에서 온넷 범위의 목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피하고
그림 14−30 및 그림 14−31 에 표시된 간소화된 다이얼 플랜 방법을 배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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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통화
모든 사용자에 대해 비상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려면 장치 수준의 발
신 검색 공간을 통해 비상 번호 경로 패턴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하거나 비상 번호 경로 패턴을 포
함하는 파티션을 각 발신 검색 공간에 추가하면 됩니다 . 비상 번호에 대한 액세스가 장치 발신 검
색 공간을 통해 허가되는 경우 로밍 시나리오 ( 예 : 내선 번호 이동 ) 에서는 사용자가 방문 사이트
의 고유의 전화걸기를 사용하여 긴급 서비스로 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 회선 발신 검색 공간을 통
한 비상 번호 액세스 기능으로 사용자는 홈 사이트의 고유한 전화걸기를 사용하여 긴급 서비스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분명히 이러한 구분은 긴급 서비스의 전화걸기 방식이 집과 방문 사이트
간에 다른 경우 , 예를 들어 미국 전화 ( 비상 번호 911) 에 로그인하는 유럽 사용자 ( 비상 번호 112)
의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권장 방법은 발신 장치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로컬 비상 번호를 통해 비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비상 번호와 다른 전화걸기 방식 ( 예 : 미국의 전화에 로그인되는
9XXX 단축 전화걸기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비 미국 사용자의 경우 9 로 시작하는 네 자리 사이트
내 전화걸기와 911) 이 중복될 수 있지만 , 최소한 언제라도 지정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전화기가 다
른 비상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의 원격 사용자가 로그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로컬 고유의 비상
전화걸기를 사용하여 비상 통화를 발신할 수 있음은 보장됩니다 .
이러한 동작을 구현하려면 장치 발신 검색 공간에 의해 긴급 패턴을 주소 지정해야 합니다 .

설계 접근법의 이점
새 전역화 기능이 지원하는 다이얼 플랜 설계 접근법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화 라우팅의 간소화된 구성 ( 특히 PSTN 으로의 로컬 송신을 고려하는 경우 )

•

다음과 같은 시스템 기능의 향상과 간소화된 구성
–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 Emergency Responder 사이트별 장애 조치
– CFUR(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
– TEHO(Tail End Hop Off)
– Cisco Jabber 같은 소프트 클라이언트로부터 E.164 번호를 클릭하여 전화걸기
– 로밍 내선 이동 사용자나 로밍 장치에서 발신되는 바로 호출에 대한 적응형 통화 라우팅
– 이중 모드 전화기 등 전화 디렉터리 항목으로부터 원터치 전화걸기
– IP 전화기 디렉터리의 부재중 및 수신 통화 목록에서 원터치 전화걸기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대상 마스크가 전역화된 형태로 입력되는 경우 , 그리고 모든
AAR CSS 가 전역화된 형태에서 대상으로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는 경우 , 시스템 관리자는 자신
의 유일한 역할이 특정 대상에 연결하기 위해 발신 전화기의 PSTN 액세스에 대한 로컬 요구 사항
에 따라 접두사로 지정할 번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스템 관리자는 AAR 그룹의 구성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접두 번호가 구성되지 않은 단일 AAR 그룹은 제공된 모든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참고

착신 디렉터리 번호가 전역화된 형태로 이미 구성된 경우라도 AAR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착신
대상에서 AAR 마스크 또는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를 전역화된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 AAR 마
스크나 외부 전화 마스크가 구성된 경우에만 AAR 이 활성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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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 대부분의 경우 AAR CSS 의 유일한 기능은 통화를 발신 전화와 같은 곳에 위치한 게이트
웨이로 라우팅하는 것이므로 ,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포함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단일 경로 패
턴 (\+!) 으로만 AAR CSS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일 경로 패턴에 의해 라우팅되는 통화는 발
신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로컬 경로 그룹을 통해 항상 라우팅되므로 위치한 지역이나 국가와 관계
없이 모든 위치의 모든 전화에서 이 고유한 AAR CS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일반적으로 Cisco Emergency Responder 로 통화를 라우팅하는 기능은 기본 Emergency Responder
서버에 연결하도록 911 CTI 경로 포인트를 구성하고 백업 Emergency Responder 서버에 연결하도
록 912 CTI 경로 포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현됩니다 .
두 Emergency Responder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구성하여 911 통화를 발신 전화와 같
은 위치에 있는 PSTN 게이트웨이 송신 게이트웨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912 CTI 경로 포인트의 파티션을 포함하는 발신 검색 공간을 통해 911 CTI 경로 포인트를
CFNA( 응답 없음 착신 전화 ) 로 , CFB( 통화 중 착신 전환 ) 를 912 로 구성

•

전역 파티션 (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이 포함된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경로 패턴 911 을 자체적으
로 포함 ) 이 포함된 발신 검색 공간을 통해 912 CTI 경로 포인트를 CFNA 로 , CFB 를 911 로 구
성

두 CTI 경로 포인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911 로 걸려온 통화는 발신 전화기의 장치 풀에 의해 결
정되는 로컬 경로 그룹을 통해 착신 전환됩니다 . 장치 이동성이 구성된 경우 로밍 전화기는 방문
위치의 장치 풀과 연결되므로 , 결국 방문 위치의 로컬 경로 그룹과 연결됩니다 .

CFUR(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
등록되지 않은 착신 전환 기능을 통해 처리되는 통화에 휴대폰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PSTN 번호의 전역화된 + 형태를 사용하여 전화기의 CFUR 대상을 구성
합니다 . CFUR CSS 는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이 포함된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단일 경로 패턴 (\+!)
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단일 경로 패턴에 의해 라우팅되는 통화는 발신 엔드포인트와 연
결된 로컬 경로 그룹을 통해 항상 라우팅되므로 위치한 지역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위치의 모
든 전화에서 동일한 CSS 를 CFUR CSS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EHO(Tail End Hop Off)
PSTN 연결 요금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관리자는 통화를 라우팅하여 PSTN 으로의 송신 지점을 착
신 번호에 가능한 가깝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 통화의 기본 TEHO 경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신 전화기의 로컬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통화를 PSTN 으로 송신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 이러한 송신을 실현하려면 선택한 TEHO 송신 게이트웨이를 첫 번째 항목으로 포함하고 표
준 로컬 경로 그룹을 두 번째 항목으로 포함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며 , 특정 대상 번호와 일치하
는 동일한 경로 패턴에 맞추기 위해 해당 번호 유형에 대해 모든 전화기를 TEHO 라우팅에 참여하
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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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 을 사용한 다이얼 플랜
+E.164 대체 번호와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번호에 정의되며 로
컬 번호 분석에 삽입되어 원격 통화 제어 장치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로컬 번호 분석에 삽입하고
원격 통화 제어 장치에 알리는 기능은 개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E.164 또는 엔
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는 번호를 로컬 번호 분석에 삽입하거나 , 원격 통화 제어 장치에 알리거나 ,
또는 원격 통화 제어 장치에서 PSTN 장애 조치 번호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정의해야 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또는 +E.164 대체 번호를 로컬 번호 분석에 삽입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디렉
터리 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법에 대한 대체 방법을 만듭니다 . SJC 사이트의 디렉터리 번호
\+14085551234 의 경우 마스크 1XXX 를 사용하여 SJCToE164 파티션에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파티션에 로컬 패턴 1234 가 만들어집니다 . SJC 사이트의 모든
DN 에 대한 동일한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를 사용하면 그림 14−30 및 그림 14−31 에 표시된 네 자
리 사이트 내 전화걸기 변환 패턴 1XXX 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모호함을 피하기 위
해 로컬 사이트 유의성만을 지닌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가 사이트별 파티션에 추가되므로 이 스
키마를 여러 사이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예 : 표 14−4 참조 ).
표 14-4

로컬 사이트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사이트

DID 범위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
호 마스크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
호 파티션

SJC

+14085551XXX

1XXX

SJCToE164

RTP

+19195552XXX

2XXX

RTPToE164

NYC

+12125551XXX

1XXX

NYCToE164

디렉터리 번호 +14085551234 및 +12215551234 에 대해 표 14−4 에 표시된 설정을 사용하여 똑같
은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1234 가 만들어지지만 , 사이트 특이성이 유지되도록 두 번호가 서로 다
른 파티션에 있습니다 .
표 14−4 에 표시된 스키마가 로컬 번호 분석에 추가된 GDPR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를 사용하여
이 전화걸기 방식에 대한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을 추가하지 않고 사이트 내 단축 전화걸기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 로컬 사이트 유의성만을 지닌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를 절대로
GDPR 을 통해 알리면 안 됩니다 . 수신 클러스터에서는 중복된 ( 그리고 가능할 경우 동일한 ) 엔터
프라이즈 대체 번호를 설정해야 하므로 라우팅 모호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참고

전역 유의성을 지닌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만 GDPR 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엔터프라
이즈 대체 번호는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온넷 단축 번호 지정 플랜을 따릅니다 .
표 14−5 는 액세스 코드 8 과 두 자리 사이트 번호를 사용한 엔터프라이즈 온넷 단축 번호 지정 플
랜에 기반을 둔 잠재적인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스키마를 보여줍니다 .
표 14-5

전역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사이트

DID 범위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
호 마스크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
호 파티션

SJC

+14085551XXX

8011XXX

DN

RTP

+19195552XXX

8022XXX

DN

NYC

+12125551XXX

8031XXX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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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는 전역 유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로컬 디렉터리 번호
에 대해 사이트 간 단축 전화걸기 방식을 구현하는 DN 파티션에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그
림 14−33 에는 동등한 사이트 간 온넷 단축 전화걸기 방식을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에 기초하
여 구현하는 기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
그림 14-33

사이트 내 온넷 단축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

CSSs

Partitions

SJCInternational

Route Lists

Route Groups

DN
All IP Phone DNs (urgent)

SJCtoE164

DN

1XXX, Prefix +1408555
9.[2-9]XXXXXX, Pre-Dot, Prefix +1408

OnNet
8011XXX, Mask +14085551XXX
8022XXX, Mask +19195552XXX

348615

8031XXX, Mask +12125551XXX

두 체계 ( 로컬 번호 분석에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추가 또는 전화걸기 정규화 사용 ) 모두 동등
한 사용자 환경을 구현합니다 . 단지 전화걸기 정규화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 이 오버레이 전화걸
기 방식을 사용하여 할당되지 않은 번호로 송신된 통화가 PSTN 으로 라우팅되고 나서 다시 헤어
핀된다는 점만 다릅니다 . 반면에 , 각 디렉터리 번호에 대한 명시적인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를
로컬 번호 분석에 추가하면 로컬 다이얼 플랜이 크게 확대되어 로컬 다이얼 플랜 문제 해결에 대한
복잡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와 마찬가지로 , +E.164 대체 번호는 디렉터리 번호를 마스킹함으로써 정
의되기도 합니다 . +E.164 DN 에 대한 +E.164 대체 번호를 정의하려면 단순히 마스크를 비어 있는
상태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 분명히 +E.164 DN 의 +E.164 대체 번호를 로컬 다이얼 플랜에 추가하
면 안되지만 , +E.164 대체 번호 또는 +E.164 PSTN 장애 조치 번호를 여전히 원격 통화 제어 장치
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각 디렉터리 번호에 대해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를 정의하는 대신에 ,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
을 사용하여 온넷 단축 전화걸기 방식을 구현하면 실제로 번호 분석에 패턴이 거의 추가되지 않으
므로 번호 분석의 복잡성이 감소됩니다 . 마찬가지로 , 디렉터리마다 개별 대체 번호 대신에 +E.164
와 엔터프라이즈 대체 패턴을 알리면 제공된 다이얼 플랜 요소 수가 최소화되어 알린 정보를 GDPR
에서 가져오는 원격 통화 제어 장치의 다이얼 플랜 복잡성도 감소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패턴과
+E.164 형태로 요약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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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에서 다이얼 플랜 정보를 설정하는 통화 제어 장치는 설정된 정보를 유형 (+E.164 대체 번호 ,
엔터프라이즈 대체 번호 , +E.164 패턴 및 엔터프라이즈 패턴 ) 에 따라 서로 다른 파티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비스 클래스를 구현하는 데 이러한 유형 기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 GDPR
에서 설정된 모든 숫자 다이얼 플랜 정보를 단일 파티션 ( 그림 14−33 의 OnNet 파티션 ) 에 추가할 수
있으며 , 그런 다음 이 파티션은 모든 원격 온넷 대상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구현하는 모
든 발신 검색 공간에 추가됩니다 .
GDPR 을 통해 알려진 SIP 경로 문자열 형태로 위치 정보에 대한 경로 스키마를 생성하는 SIP 경로
패턴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클래스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특
정 통화 제어 장치에 의해 알려졌거나 알려진 SIP 경로 문자열의 연결성에 따라 가져온 특정 GDPR
카탈로그의 일부로 포함된 대상의 연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의 통합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은 Cisco TelePresence System C 시리즈 , EX 시리즈 ,
Profile 시리즈 및 SX 시리즈에 대한 영숫자 URI 전화걸기 및 코덱 등록을 지원합니다 . 이 시나리
오에서는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가 두 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비디오와 콘텐츠에 대한 H.323−to−SIP 간 상호 운용성

•

VCS Control 및 VCS Expressway 를 사용한 B2B(Business−to−business) 액세스

H.323 레거시 엔드포인트를 VCS 에 등록할 수 있으며 , 그러면 H.323/H.239 와 SIP BFCP(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간 프로토콜 변환 및 콘텐츠 상호 운용성이 수행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는 VCS 가 신호 처리 및 미디어 게이트웨이로 작동하여 미디어를 처리해야 하므로 상호 연동 기능
을 켜야 합니다 .
VCS 에 연결된 H.323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에 사용된 동일한 번호 지정 플랜을 공유합니다 .
VCS 에서 정규식 구문용 POSIX(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for Unix) 형식을 사용하여 별
칭 조작 및 정규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POSIX 는 운영 체제 (UNIX) 에서 지원해야 하는 일치 및
교체 기능 중 일부를 정의하는 표준 모음입니다 .
그림 14−34 는 Cisco VSC 와 Unified CM 을 상호 연결하여 Unified CM 및 VCS 에 등록된 음성 엔
드포인트와 비디오 엔드포인트 간의 엔드 − 투 − 엔드 통신과 VCS Expressway 를 통한 회사 외부
피어 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폴로지 예를 보여 줍니다 .
그림 14-34

Cisco VCS 와 Unified CM 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토폴로지 예
Unified CM

B2B
VCS Expressway

VCS
+14085551XXX
cisco.com

H.323

Third-party
SIP

+14085551XXX

+14085551XXX
cisco.com
*.*
+14085551XXX

348616

(?!.*@%local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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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4 번호 지정 플랜
Unified CM 과 VCS 간의 전역화된 통화 라우팅을 허용하려면 Unified CM 에서 Unified CM 에 대
한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 접근법 , 14−55 페이지 섹션에 설명된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을 구현하고
VCS 에서 +E.164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 VCS 에 등록된 각 엔드포인트의 H.323 ID 를
+E164 번호로 구성하여 로컬 영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

별칭 정규화 및 조작
별칭 정규화의 목적은 엔드포인트로 전화를 걸 때 올바른 별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 별칭 정규화
는 시스템 수준이나 영역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시스템 수준의 정규화는 H.323 및 SIP 엔드포인트 혼합 환경이 VCS 에 등록된 상태에서
다이얼 플랜 투명성을 구현할 때 발생합니다 . H.323 엔드포인트는 VCS 의 로컬 영역에 H.323 ID
와 E.164 별칭을 등록합니다 . 하지만 , SIP 엔드포인트에서 E.164 별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이 통
화는 사용자가 방금 E.164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라도 번호에 도메인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E.164 번호가 다른 VCS 에서 로컬인지 원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 정규화 규칙에 따라 통화를 착
신 전환하기 전에 도메인이 제거됩니다 . 이러한 제거는 변환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역 수준의 정규화 예는 VCS 를 Unified CM 클러스터에 연결할 때 발생합니다 . 이 경우 Unified
CM 에서 등록된 엔드포인트 별칭과 일치하지 않는 별칭 형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은 Unified CM 에서 수신된 통화에만 발생하므로 검색 규칙을 적용하여 대상으로 착신 전환되기
전에 별칭을 정규화할 수 있습니다 .
정규화 이후에 조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VCS 의 별칭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 비 VCS 시스템
으로 통화가 송신되는 경우에는 정규화 이후에 조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예에서는 VCS 클러스터에 연결된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살펴봅니다 . 여기서는 VCS 클러
스터가 H.323 엔드포인트 연결 및 B2B 연결에 사용됩니다 ( 그림 14−34 참조 ).
이 경우 별칭 정규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164 별칭과 동일한 H.323 ID 를 통해 모든 엔드포인
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Unified CM 으로 / 에서 송수신된 통화에는 최종 대상으로 라우
팅되기 전에 조작이 필요합니다 .
H.323 엔드포인트에서 VCS 에 등록된 H.323 엔드포인트로 전화를 걸 경우 H.323 ID 와 동일하게
설정된 +E.164 번호 ( 그림 14−34 의 +14085551001) 가 사용되므로 통화가 올바르게 발신됩니다 .
하지만 통화가 Unified CM 으로 송신되는 경우 SIP−to−H.323 상호 연동이 발생하므로 도메인이 추
가되는 검색 규칙이 필요합니다 . +14085551XXX 범위의 +E.164 번호가 로컬 VCS 에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 예 14−5 의 검색 규칙이 필요합니다 .
예 14-5

VCS 에서 로컬 +E.164 정의에 대한 검색 규칙

Search Rule "To VCS"
Description: To Local +E164
Priority: 50
mode: alias pattern match
pattern type: regex
pattern string: (\+14085551\d{3})(@.*)
pattern behavior: replace string: \1
On successful Match: Stop
Target: Local Zone

VCS 에 등록되어 있으며 내부 범위로 전화를 거는 각 H.323 클라이언트가 이 규칙과 일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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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4 통화가 Unified CM 에서 VCS 로 수신되는 경우 착신 주소는 다음 형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
•

+14085551XXX@10.10.10.10:5060(@ 기호와 그 뒤에 이어지는 VCS IP 주소 및 포트 번호 5060
또는 Unified CM 의 트렁크 구성에서 VCS 의 IP 주소가 피어로 사용되는 경우 포트 번호 5061)

•

+14085551XXX@vcs1.cisco.com:5060(@ 기호와 그 뒤에 이어지는 VCS 의 DNS 이름 및 포트
번호 5060 또는 Unified CM 의 트렁크 구성에서 VCS 의 DNS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 포트 번호
5061)

•

+14085551XXX@cisco.com:5060(@ 기호와 그 뒤에 이어지는 도메인 및 포트 번호 5060 또는
Unified CM 의 트렁크 구성에 도메인 이름 및 DNS SRV 레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포트 번호
5061)

Unified CM 에서 VCS 로 트렁크를 구성하는 권장 방법은 Unified CM 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VCS
를 피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
예 14−5 의 패턴 문자열 (\+14085551\d{3})(@.*) 은 위의 세 가지 형식 모두와 일치하며 정의된 대
체 문자열은 수신된 SIP URI 의 오른쪽 부분을 제거하여 수신된 +E.164 주소가 VCS 에 구성된
H.323 ID 와 일치되도록 합니다 .
더 나은 패턴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더 엄격한 패턴 일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
([^@]*)@(%ip%|[^@]*cisco.com(.*)). 이 패턴은 @ 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 , @ 및 VCS 클러스터
내 VCS 피어의 IP 주소 또는 "cisco.com" 과 포트 번호를 포함하는 임의 문자열로 시작하는 모든
URI 와 일치합니다 .
일부 SIP 엔드포인트도 VCS 에 등록되는 경우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도메인을 자동으로 추가합니
다 . 이 경우에도 위의 검색 규칙은 도메인을 제거합니다 .
VCS 에서 Unified CM 으로 라우팅된 숫자 +E.164 통화의 경우 , H.323 엔드포인트가 도메인을 자
동으로 추가하지 않으므로 송신 요청의 SIP URI 에 도메인을 추가해야 합니다 . 예 14−6 에 설명된
바와 같이 Unified CM 으로 송신된 통화에 대해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검색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
다.
예 14-6

검색 규칙 "To UCM"

Search Rule "To UCM"
Description: To UCM +E164
Priority: 100
mode: alias pattern match
pattern type: regex
pattern string: (\+14085551\d{3})(.*)
pattern behavior: replace string: \1@cisco.com
On successful Match: Stop
Target: UCM Zone

예 14−6 의 검색 규칙은 \+14085551XXX 와 일치하지만 로컬 클라이언트와는 일치하지 않는 VCS
로부터의 모든 숫자 전화걸기가 Unified CM 으로 송신되도록 하고 Unified CM 으로 송신된 SIP
URI 의 호스트 부분이 "cisco.com" 으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 Unified CM 에서 SIP 요청 라우팅 ,
14−48 페이지 섹션과 특히 그림 14−29 섹션에 설명된 Unified CM 의 SIP 라우팅 메커니즘에 따르
면 Unified CM 의 OTLD( 조직 최상위 도메인 ) 를 "cisco.com" 으로 설정해야만 Unified CM 이
Unified CM 에 구성된 숫자 +E.164 다이얼 플랜에 따라 이러한 숫자 SIP URL 을 라우팅할 수 있습
니다 . 이 규칙은 VCS 에 등록된 IP 엔드포인트 ( 있는 경우 ) 와도 일치합니다 .
B2B 연결을 사용하려면 VCS 가 비로컬 SIP URI 호스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된 모든 B2B
통화를 B2B 빌딩 블록의 VCS Expressway 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 예 14−7 의 검색 규칙은
cisco.com 이 아닌 다른 도메인을 포함하는 모든 문자열과 일치시키고 나서 VCS Expressway 와 인
터넷으로 송신하여 이러한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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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검색 규칙

Search Rule "External"
Description: for B2B
Priority: 110
mode: alias pattern match
pattern type: regex
pattern string: [^@]*@[^@]*(?<!cisco.com)
pattern behavior: leave
On successful Match: Stop
Target: VCS-E

Unified CM 에서는 Unified CM 다이얼 플랜에 특정 +E.164 경로 패턴을 추가하고 해당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을 이용하여 이 경로 패턴이 VCS 에 대한 트렁크를 주소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VCS 에
호스팅된 +E.164 접두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
VCS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가 Unified CM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DN 범위를 공유하는 경
우 , Unified CM 에서 알 수 없는 로컬 접두사의 모든 +E.164 번호가 VCS 로 라우팅되도록 Unified
CM 의 다이얼 플랜을 구성해야 합니다 . 그림 14−35 은 이러한 구성을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 방법
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그림 14-35

할당되지 않은 디렉터리 번호 가로채기

CSSs

Partitions

Route Lists

Route Groups

DN
All IP Phone DNs

E164OnNet
+E.164 patterns of DN ranges
(urgent)

DN

UnassignedDN
RL_VCS

RL_VCS
348617

\+14085551XXX, Urgent

VSCInbound

그림 14−35 의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에는 Unified CM 에 대한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 접근법 ,
14−55 페이지 섹션에서 설명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 간단히 말해서 , 알려진 온넷 +E.164 접두사에
대한 모든 전화걸기 정규화 변환 패턴 및 긴급 변환 패턴 일치에 의해 참조되는 DN 발신 검색 공간
은 VCS 와 공유되는 +E.164 접두사에 대한 경로 패턴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 이 범위
의 모든 +E.164 패턴은 Unified CM 의 디렉터리 번호와 일치하지 않고 이 경로 패턴과 일치하며
VCS 로 송신됩니다 . 라우팅 루프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려면 VCS 에서 들어오는 트렁크의 인바운
드 발신 검색 공간이 뒤쪽을 가리키는 이 경로 패턴에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
또한 , Unified CM 의 다이얼 플랜에서는 Unified CM 에 로컬로 주소 지정하지 않는 URI( 비숫자 )
로서 발신된 모든 통화가 VCS 로 라우팅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은 해당 경로 목록과 경로 그룹 구성을 통해 VCS 로의 트렁크를 주소 지정하는 "catch−all" SIP 경
로 패턴 ( 예 : *.*) 을 Unified CM 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 라우팅 루프가 생성되지 않
도록 하려면 VCS 에서 들어오는 트렁크의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이 이 "catch−all" SIP 경로 패턴
에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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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SIP URI 구현
SIP URI 및 +E164 번호를 사용하여 Unified CM 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으면 다른 검색 규칙
을 추가하여 예 14−8 에 표시된 대로 VCS 에서 Unified CM 으로 올바르게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예 14-8

VCS 에서 Unified CM 으로의 URI 전화걸기에 대한 검색 규칙

Search Rule "URI To UCM"
Description: SIP URI to UCM
Priority: 100
mode: alias pattern match
pattern type: suffix
pattern string: cisco.com
pattern behavior: leave
On successful Match: Stop
Target: UCM Zone

또한 +E.164 별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동일한 형태의 SIP URI 의 영숫자 별칭을 사용하여 H.323 엔
드포인트를 주소 지정하는 경우 예 14−5 의 "To VCS" 검색 규칙을 예 14−9 의 검색 규칙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예 14-9

H.323 등록 엔드포인트의 URI 전화걸기를 지원하는 수정된 검색 규칙 "To VCS"

Search Rule "To VCS"
Description: To Local H.323 aliases
Priority: 50
mode: alias pattern match
pattern type: suffix
pattern string: cisco.com
pattern behavior: leave
On successful Match: Continue
Target: Local Zone

로컬 영역에서 별칭이 찾을 수 없는 경우 , 별칭이 로컬이 아니어서 별칭이 우선 순위 100("To
CUCM") 이라는 다음 규칙에 따라 Unified CM 으로 송신되므로 " 계속 "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하
지만 통화가 Unified CM 에서 수신되는 경우 , 통화의 송신지인 CUCM 영역으로 다시 송신되지 않
으므로 라우팅 루프가 방지됩니다 .
Unified CM 에서는 VCS 로의 +E.164 라우팅에 사용되는 동일한 경로 목록을 가리키며 "cisco.com"
에서 일치하도록 SIP 경로 패턴을 생성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의 사용자가 alice@cisco.com 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Unified CM 은 먼저 이 URI 를 로
컬로 구성된 SIP URI 와 일치시키고 폴백으로서 호스트 부분 (cisco.com) 을 구성된 SIP 경로 패턴
과 일치시켜 위의 SIP 경로 패턴이 일치하고 통화가 VCS 로 라우팅되도록 합니다 . URI 가 VCS 에
알려진 경우 통화가 엔드포인트로 라우팅되지만 , URI 를 알 수 없는 경우 통화가 해당 영역에서 들
어와서 조작되지 않았으므로 통화가 Unified CM 으로 다시 송신되지 않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8 년 3 월 1 일

14-77

14 장

특별 고려 사항

다이얼 플랜

특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Cisco Unified CM 기능과 관련된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
니다 .
•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14−78 페이지

•

장치 이동성 , 14−82 페이지

•

내선 이동 , 14−83 페이지

•

시간 기준 라우팅 , 14−90 페이지

•

논리적 파티션 , 14−91 페이지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기능은 통화 허용 제어용 위치 메커니즘에서 동일한 클러스터
내 두 엔드포인트 간의 기본 경로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Unified CM 에서 음성 미디어에 대한 대체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AR 기능은 기본적으로 WAN 을 통해 연결된 사이트 관련 배포에 적용됩니다 . 예를 들면 지점 A
의 전화에서 지점 B 의 전화기로 통화가 발신되고 두 지점 사이에서 WAN 링크용 사용 가능한 대역
폭이 부족하면 ( 위치 메커니즘에 의해 계산됨 ) AAR 은 PSTN 을 통해 통화를 재라우팅할 수 있습
니다 . 통화의 오디오 경로는 발신 전화에서 로컬 ( 지점 A) PSTN 게이트웨이까지는 IP 기반이며 , 해
당 게이트웨이에서 PSTN 을 경유하여 지점 B 게이트웨이까지는 TDM 기반이고 , 지점 B 게이트웨
이에서 대상 IP 전화기까지는 IP 기반입니다 .
AAR 은 사용자에게는 투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발신 전화기의 온넷 ( 예 : 네 자리 ) 디렉터리
번호로만 전화를 걸고 대체 네트워크 (PSTN 등 ) 를 통해 대상에 연결하는 데 사용자 추가 입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AAR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

AAR 은 CTI 경로 포인트를 통화의 발신지 또는 대상으로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AAR 은 사
용자가 서로 다른 사이트 간에 로밍할 때는 내선 이동 기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내선 이동 , 14−8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AAR 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다음 주요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

대상의 PSTN 번호 설정 , 14−78 페이지

•

요청한 액세스 코드 접두사 지정 , 14−79 페이지

•

적절한 다이얼 플랜 및 경로 선택 , 14−81 페이지

대상의 PSTN 번호 설정
통화를 재라우팅하려면 대체 네트워크 ( 예 : PSTN) 를 통해 라우팅할 수 있는 대상 번호를 사용해
야 합니다 . AAR 은 입력된 번호를 사용하여 통화의 클러스터 내 대상을 설정하고 나서 이러한 자
리를 발신자의 AAR 대상 마스크와 결합합니다 .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신에 외부 전화 번호 마스
크가 사용됩니다 . 입력된 번호와 해당 마스크를 조합하여 대체 네트워크가 라우팅할 수 있는 정규
화된 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
또는 AAR 구성의 음성 메일 확인란을 선택하여 통화가 음성 메일 파일럿 번호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발신자가 처음에 입력한 번호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 음성 메일 프로파일 구
성에 따라 통화가 라우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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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디렉터리 번호 구성에서는 통화의 AAR 레그를 통화 기록에서 유지하므로 음성 메시
징 시스템으로의 AAR 착신 전환 시 올바른 음성 사서함이 선택됩니다 . " 착신 전화 기록에서 이
대상 제거 " 를 선택하면 통화의 AAR 레그가 통화 기록에 없으므로 음성 사서함이 자동으로 선택
되지 않으며 발신자에게 일반 음성 메일 인사말이 제공됩니다 .
AAR 대상 마스크는 대상 전화 번호가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와 관계없이 결정되도록 하는 데 사용
됩니다 . 예를 들어 , 한 회사의 발신자 ID 정책에서 전화의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를 사무실의 기본
디렉터리 번호 ( 예 : 415 555 1000) 로 해야 하는 경우 , AAR 에 전화의 특정 PSTN 번호를 제공하
기 위해 , AAR 대상 마스크를 + 1 415 555 1234 로 설정합니다 .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전화기 A(DN = 2345) 에서 뉴욕에 위치한 전화기 B 에 구성된 온넷
DN(1234) 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기능이 통화를
거절하는 경우 AAR 은 뉴욕 전화기의 AAR 대상 마스크 (+1212555XXXX) 를 검색하여 이 마스크
를 사용하여 PSTN 에서 통화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 (+12125551234) 를 도출합니다
.
+ 기호를 포함하는 정규화된 E.164 번호를 생성하도록 AAR 대상 마스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
다 . 이렇게 하면 AAR 의 전체 구성이 크게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파리의 한 전화기가
AAR 대상 마스크인 +33 1 58 04 58 58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번호는 정규화된 E.164 번호이므
로 프랑스든 , 캐나다든 또는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 있든 관계없이 발신 전화기의 PSTN 게이트웨
이에 필요할 경우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서 라우팅 가능한 PSTN 번호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요청한 액세스 코드 접두사 지정
AAR 대상이 + 기호를 포함하는 정규화된 E.164 번호를 생성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장 단순한 경우로 , AAR 대상이 각 게이트웨이에서 해당 액세스 코드로 대체될 와일
드카드로 + 를 포함합니다 . 대상 번호는 해당 경로 패턴으로 라우팅되고 나서 해당 착신자 변환 패
턴에 의해 PSTN 으로 송신되는 시점에 변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예 1: 캐나다의 오타와에 있는 전화에서 파리의 전화기로 발신 통화 시 WAN 의 대역폭 부족으로
인해 AAR 이 트리거됩니다 . AAR 대상은 +33 1 58 04 58 58 입니다 . 발신 전화기의 AAR 발신 검
색 공간에는 경로 패턴 \+! 가 포함되어 통화가 표준 로컬 경로 그룹으로 라우팅됩니다 . 이 통화는
오타와의 로컬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되는데 , 여기서는 착신자 변환 패턴이 + 를 해당하는 국제 액
세스 코드 011 로 바꿉니다 . 결과적으로 통화가 011 33 1 58 04 58 58 으로 발신됩니다 .
예 2: 프랑스의 니스에 있는 전화에서 파리의 전화기로 발신 통화 시 WAN 의 대역폭 부족으로 인
해 AAR 이 트리거됩니다 . AAR 대상은 +33 1 58 04 58 58 입니다 . 발신 전화기의 AAR 발신 검색
공간에는 경로 패턴 \+! 가 포함되어 통화가 표준 로컬 경로 그룹으로 라우팅됩니다 . 이 통화는 니
스의 로컬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되는데 , 여기서는 착신자 변환 패턴이 + 33 을 해당하는 국내 액세
스 코드 0 으로 바꿉니다 . 결과적으로 통화가 01 58 04 58 58 으로 발신됩니다 .
AAR 대상 마스크에서 국가 코드를 포함하는 번호를 생성하는 경우

발신 지점의 다이얼 플랜에 의해 올바르게 라우팅되려면 대상 번호 ( 국가 코드를 포함한다고 가정
) 에 접두사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발신지가 다른 지역 ( 지역 코드가 다름 ) 이나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국제 전화걸기 액세스 코드 ( 예 : 00 또는 011) 같은 다른 접두사를 착신 문자열의 일
부로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AAR 구성 시 AAR 그룹에 DN 을 추가합니다 . 그런 다음 각 AAR 그룹 쌍마다 두 그룹 간의 통화에
대해 DN 에 추가되도록 접두 번호 ( 동일 AAR 그룹 내에서 발신 및 종료되는 통화를 위한 접두 번
호 포함 )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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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N 이 동일한 국가 간 전화걸기 구조를 공유하는 경우 동일 AAR 그룹에 DN 을 추가
합니다 . 예를 들면 영국의 모든 전화기는 9 를 PSTN 액세스 코드로 사용하고 그 뒤에 국제 액세스
용 00 코드를 사용하여 영국 외부로 전화를 겁니다 . 프랑스와 벨기에의 모든 전화기는 0 을 PSTN
액세스 코드로 사용하고 그 뒤에 국제 액세스용 00 코드를 사용합니다 . 또한 NANP 의 모든 전화
기는 9 를 PSTN 액세스 코드로 사용하고 그 뒤에 국제 액세스용 코드로 011 을 사용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AAR 그룹이 생성됩니다 .
AAR 그룹

NANP

Cent_EU

영국

NANP

9

9011

9011

Cent_EU

000

000

000

영국

900

900

9

예 3: 캐나다의 오타와에 있는 전화에서 파리의 전화기로 발신 통화 시 WAN 의 대역폭 부족으로
인해 AAR 이 트리거됩니다 . AAR 대상은 33 1 58 04 58 58 입니다 . 발신 전화기의 AAR 그룹은
NANP 이며 대상 전화기의 AAR 그룹은 Cent−EU 이므로 9011 이라는 접두사가 생성됩니다 . 발신
전화기의 AAR 발신 검색 공간에는 사이트별 경로 패턴인 9011! 가 포함되어 있어 9 를 제거하고 통
화를 오타와의 경로 목록으로 라우팅합니다 . 이 통화는 오타와의 로컬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됩니
다 . 결과적으로 통화가 011 33 1 58 04 58 58 으로 발신됩니다 .
예 4: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전화에서 파리의 전화기로 발신 통화 시 WAN 의 대역폭 부족으로
인해 AAR 이 트리거됩니다 . AAR 대상은 33 1 58 04 58 58 입니다 . 발신 전화기의 AAR 그룹과 대
상 전화기의 AAR 그룹이 둘다 Cent−EU 이므로 000 이라는 접두사가 생성됩니다 . 발신 전화기의
AAR 발신 검색 공간에는 사이트별 경로 패턴인 000! 가 포함되어 있어 0 을 제거하고 통화를 브뤼
셀의 경로 목록으로 라우팅합니다 . 이 통화는 브뤼셀의 로컬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됩니다 . 결과적
으로 통화가 00 33 1 58 04 58 58 으로 발신됩니다 .
이러한 예는 특정 AAR 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E.164 다이얼 플랜의 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
다.
이러한 예는 +E.164 디렉터리 번호를 사용하는 다이얼 플랜의 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 특정
AAR 그룹 또는 PSTN 접두사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화를 건 네트워크상 대상은 이미 다이
얼 플랜의 핵심 라우팅에서 사용하는 형식 (+E.164) 으로 되어 있으므로 , 전화를 건 디렉터리 번호
를 대체 통화의 PSTN 주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메일 고려 사항
AAR 은 통화를 음성 메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메일 파일럿 번호는 일반적으로 오프넷 액
세스 코드 없이 발신됩니다 ( 음성 메일 파일럿 번호가 8 555 1000 같은 온넷 번호인 경우 ). 통화를
음성 메일로 송신하도록 AAR 이 구성된 경우 AAR 그룹 메커니즘은 구성된 액세스 코드를 여전히
접두사로 지정합니다 . 이 구성에서는 원하는 AAR 대상이 음성 메일이며 모든 DN 에 사용될 AAR
그룹 ( 예 : vmail_aar_grp) 을 생성해야 합니다 . 다른 AAR 그룹 DN 에서 통화가 수신될 때 이 음성
메일 AAR 그룹의 구성이 접두사 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예 :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위치한 DN 이 AAR 그룹 NANP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의 두 DN 간
에 발생되는 통화에 9 를 접두사로 지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샌프란시스코의 DN 이 AAR
통화를 음성 메일로 송신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예 : 8 555 1000), 985551000 으로 전화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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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발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신에 , 샌프란시스코 DN 을 AAR 그룹 vmail 로 구성해야 합니
다 . 다음 표에서와 같이 AAR 그룹에서 AAR 그룹 vmail 로 발신되는 통화의 접두 번호는 < 없음 >
입니다 . 85551000 으로 성공적으로 발신됩니다 .

참고

AAR 그룹

NANP

Cent_EU

영국

vmail

NANP

9

9011

9011

< 없음 >

Cent_EU

000

000

000

< 없음 >

영국

900

900

9

< 없음 >

장치 이동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장치가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이동되더라도 DN 의
AAR 그룹 구성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장치 이동성을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에서 전화기의 물
리적 위치 ( 전화 IP 주소에 의해 결정됨 ) 에 따라 AAR 그룹을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
한 내용은 장치 이동성 , 14−8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적절한 다이얼 플랜 및 경로 선택
AAR 통화는 완료된 다이얼 문자열이 발신지의 다이얼 플랜을 통해 송신되도록 발신 전화와 동일
한 위치 안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송신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Unified CM 관리의 장치 구성 페이지에서 적절한 AAR 발신 검색 공간을 선택합니다 . 동일 위치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가리키고 통화를 PSTN 에 표시하기 전에 액세스 코드를 제거하도록 AAR 발신
검색 공간에서 오프넷 다이얼 플랜 항목 ( 예 : 경로 패턴 ) 을 구성합니다 .
예를 들면 91−NPA−NXX−XXXX 로 발신된 장거리 통화를 허용하되 액세스 코드 (9) 가 제거된 상
태로 이러한 통화를 샌프란시스코 게이트웨이로 전달하는 AAR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샌프
란시스코의 전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면서 AAR 대상으로 정규화된 E.164 주소 (+ 기호 포함 ) 을 함께 사용하면
AAR 발신 검색 공간을 매우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164 AAR 대상 마스크 또는 +E.164
디렉터리 번호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일 경로 패턴 \+! 를 포함하고 표준 로컬 경로 그
룹이 포함된 단일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단일 파티션으로 구성된 단일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면
전체 클러스터의 모든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전화기의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이 라우팅에서
는 해당 게이트웨이별 착신자 변환 패턴의 사전 구성에 의존하여 대상 번호의 범용 형태를 통화가
각 사이트에 전달되는 서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필요한 지역화된 형태로 변경합니다 .
참고

온넷 내부 통화가 PSTN 통화로 강제 착신되도록 하는 추가 경로 패턴을 구성한 경우 이러한 패턴
이 AAR 기능과 일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E.164 디렉터리 번호를 사용한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에서 이러한 +E.164 디렉터리 번호를 보유한 파티션은 AAR 발신 검색 공간의 일부가 아니어
야 합니다 .

참고

통화 허용 제어로 인해 재라우팅된 통화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AAR 기능에서 각 엔드포인트
와 관련된 PSTN 게이트웨이 간의 IP 경로로 LAN 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AAR 다이얼 플랜
은 PSTN 액세스 시 중앙화된 게이트웨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장치 이동성이 구성된 경우 AAR 발신 검색 공간은 전화기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네트워크의 지점
( 전화기의 IP 주소에 의해 결정됨 ) 에 근거하여 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장
치 이동성 , 14−8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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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동성
장치 이동성은 IP 네트워크 내에서 장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예를 들
면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용하도록 구성된 전화기가 뉴욕으로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경우입
니다 .) 장치를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에 등록하더라도 전화기가 현재 위치한 새 사이트에 따
라 일부 작동이 변경됩니다 . 이러한 변경은 전화기가 위치한 IP 서브넷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
로밍 시 전화기는 장치의 현재 서브넷과 연결된 장치 풀 관련 매개 변수를 상속받습니다 . 다이얼
플랜 관점에서 보면 , 전화기의 물리적 위치로 인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구성 매개 변수의
기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매개 변수를 수정하려면 장치가 홈 장치 이동성 그룹 내 홈 물
리적 위치 외부로 로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

로컬 경로 그룹
로밍 장치 풀의 로컬 경로 그룹이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장치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로밍하는 경우 패턴이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호출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킬 때마다 뉴욕 장치
풀의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여 통화를 PSTN 으로 라우팅합니다 .

•

발신자 변환 CSS
로밍 장치 풀의 발신자 변환 CSS 가 사용됩니다 . 따라서 전화기가 방문한 사이트의 전화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발신자 표시 모드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

•

장치 발신 검색 공간
장치의 구성 페이지에 구성된 장치 발신 검색 공간 대신에 로밍 장치 풀의 장치 이동성 발신 검
색 공간이 사용됩니다 . 예를 들여 장치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로밍하는 경우 , 뉴욕 장
치 풀의 장치 이동성 발신 검색 공간이 로밍 전화기의 장치 발신 검색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 서
비스 클래스에 회선 / 장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 방법은 PSTN 통화에 사용되는 경로를 설
정하여 이러한 통화를 로컬 뉴욕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합니다 .

•

AAR 발신 검색 공간
장치의 구성 페이지에 구성된 AAR 발신 검색 공간 대신에 로밍 장치 풀의 AAR 발신 검색 공
간이 사용됩니다 . 예를 들여 장치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로밍하는 경우 , 뉴욕 장치 풀
의 AAR 발신 검색 공간이 로밍 전화기의 AAR 발신 검색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 이 발신 검색
공간은 송신 AAR PSTN 통화에 사용되는 경로를 설정하여 이러한 통화를 로컬 뉴욕 게이트웨
이로 라우팅합니다 .

•

DN 의 AAR 그룹
수신 AAR 통화의 경우 , DN 의 호스트 전화 로밍 여부와 관계없이 DN 에 할당된 AAR 그룹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AAR 대상 번호에 대해 설정된 연결성 특성이 유지됩니다 .
송신 AAR 통화의 경우 , 발신 DN 의 AAR 그룹에는 DN 의 구성 페이지에서 선택된 AAR 그룹
대신에 로밍 장치 풀의 AAR 그룹이 사용됩니다 . 이 AAR 그룹은 로밍 장치의 모든 DN 에 적
용됩니다 . 예를 들어 뉴욕에서 파리로 로밍되는 장치의 모든 DN( 두 위치가 모두 동일한 장치
이동성 그룹 안에 포함되었다고 가정 ) 은 파리 장치 풀의 송신 통화용으로 구성된 AAR 그룹
을 상속합니다 . 이 AAR 그룹이 로밍 장치의 모든 DN 에 적용되므로 로밍 전화기의 DN 에서
발신되는 AAR 통화에 접두 번호를 적절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14-82

2018 년 3 월 1 일

14 장

다이얼 플랜

특별 고려 사항

로밍 시 모두 착신 전환

장치를 동일한 장치 이동 그룹에서 로밍하는 경우 Unified CM 은 장치 이동성 CSS 를 사용하여 로
컬 게이트웨이에 연결합니다 . 사용자가 전화기에서 모두 착신 전환을 설정하는 경우 , CFA CSS 가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 , 그리고 CFA CSS 활성화 정책이 장치 / 회선 CSS 활성화로 설정된 경우 ,
•

장치가 홈 위치에 있을 때 장치 CSS 및 회선 CSS 가 CFA CSS 로 사용됩니다 .

•

장치가 동일한 장치 이동성 그룹 내에서 로밍되는 경우 회선 CSS 와 로밍 장치 풀의 장치 이동
성 CSS 가 CFA CSS 로 사용됩니다 .

•

장치가 다른 장치 이동 그룹 내에서 로밍되는 경우 장치 CSS 및 회선 CSS 가 CFA CSS 로 사용
됩니다 .

장치 이동성 , 21−13 페이지 섹션에서는 이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내선 이동
내선 이동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IP 전화기에 로그인하여 내선 번호 , 바로 호출 , MWI(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상태 및 발신 권한 등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당 전화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
다 .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려면 각 내선 이동 사용자와 관련된 장치 프로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 장
치 프로파일은 사실상 하나 이상의 회선을 구성하고 발신 권한 , 바로 호출 등을 정의할 수 있는 가
상 IP 전화기입니다 .
IP 전화기가 로그아웃 상태인 경우 ( 즉 , 내선 이동 사용자가 로그인되지 않은 경우 ) 전화 특성은
장치 구성 페이지와 회선 구성 페이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사용자가 IP 전화기에 로그인하면 장치
구성 페이지는 변경되지 않지만 기존 회선 구성이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사용자 장
치 프로파일의 회선 구성으로 대체됩니다 .
내선 이동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사용자가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제어되는 IP 전화
기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경우 자신의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고유 내선에서 연결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중앙화된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에 내선 이동이 적용되는
경우 이 기능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사이트로 확장됩니다 .
하지만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14−78 페이지 섹션에 설명된 AAR 기능과 함께 내선 이
동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이 수반됩니다 . 그림 14−36 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 예에서는 내선 이동과 AAR 이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Unified CM 클러스터에 배포되어 있으며
사이트 하나가 산호세에 있고 다른 하나가 뉴욕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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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이동 및 AAR
IP WAN
San Jose
PSTN

New York
PSTN

New York

San Jose

DN: 1000
Ext. mask: 4085551000
EM user
moves

IP

DN: 2000
Ext. mask: 2125552000
IP

IP

114718

DN: 1001
Ext. mask: 4085551001

IP

이 예에서는 일반적으로 산호세를 근거지로 하는 내선 이동 사용자의 DN 이 1000 이고 DID 번호
가 (408) 555−1000 입니다 . 그러므로 이 사용자의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 ( 또는 사용된 경우 AAR
마스크 ) 는 4085551000 입니다 . 이제 사용자가 뉴욕 사이트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 또한 , 산
호세와 뉴욕 사이의 IP WAN 대역폭이 완전히 사용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내선 번호가 1001 인 산호세의 사용자가 1000 으로 전화를 걸면 , AAR 이 트리거되고 , 산호세 전
화기가 발신자의 AAR 발신 검색 공간과 양 당사자의 AAR 그룹을 기반으로 하여 914085551000 으
로 새로운 발신 통화를 시도합니다 . 이 통화는 산호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PSTN 에 액세스하
지만 , DID (408) 555−1000 을 해당하는 동일 게이트웨이가 소유하므로 PSTN 이 해당 통화를 이 게
이트웨이로 다시 송신합니다 . 산호세 게이트웨이는 내선 번호 1000 을 사용하는 전화 ( 현재 뉴욕
에 있음 ) 로 발신 통화를 시도합니다 . 뉴욕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없으므로 AAR 기능이 다
시 호출되고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

팁

•

이 게이트웨이의 AAR 발신 검색 공간에 외부 PSTN 경로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상황
으로 인해 루프가 시작됨으로써 결국 산호세 사이트의 모든 PSTN 트렁크가 사용됩니다 .

•

한편 , 게이트웨이의 AAR 발신 검색 공간에 내부 번호만 포함된 경우에는 통화가 실패하고 발
신자에게 빠른 통화음이 들립니다 . 이 경우 이 PSTN 통화가 발신되고 한 PSTN 통화가 수신되
므로 통화 설정 기간 동안 산호세 게이트웨이에서 두 PSTN 트렁크가 이용됩니다 .

여기에 설명된 것과 같은 라우팅 루프를 방지하려면 게이트웨이 구성 페이지에서 항상 내부 대상
만을 포함하고 동일한 해당 게이트웨이가 포함된 경로 그룹이나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경로 패턴
을 포함하지 않도록 모든 발신 검색 공간을 구성하십시오 .
이 예에서는 내선 이동 기능이 Cisco IP Communications 의 동적 측면 활용하므로 사이트 간의 통
화 라우팅에 IP 네트워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PSTN 에 정의된 E.164 번
호가 정적이고 PSTN 네트워크는 내선 이동 사용자의 이동을 알 수 없으므로 , 통화 라우팅 시 PSTN
에 의존하는 AAR 기능을 사용하여 홈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내선 이동 사용자에게 연
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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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지만 내선 이동 사용자가 자신의 사이트와 동일한 AAR 그룹에 속하는 원격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 이러한 사용자는 사용 가능한 IP WAN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을 때 AAR 기능을 사용하여 다
른 사이트로 발신할 수 있습니다 . 이같은 통화의 경로가 통화가 발신되는 전화기의 AAR 발신 검
색 공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이 AAR 발신 검색 공간은 사용자가 내선 이동에 로그인하
거나 로그아웃할 때 변경되지 않으므로 방문한 원격 사이트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야 합니다 .

팁

통화를 음성 메일로 송신하도록 등록되지 않은 내선 이동 프로파일 DN 을 구성합니다 . 자세한 내
용은 착신 전환 발신 검색 공간 , 14−4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
Cisco Unified Mobility(Cisco Unified Mobility, 21−46 페이지 참조 ) 는 통화 라우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능에 의존합니다 . 다이얼 플랜과 관련된 Cisco Unified Mobility 매개 변수의 영향을
이해하려면 다음 예를 살펴보십시오 .
참고

여기서는 설명에 필요한 매개 변수만 언급되었습니다 .
사용자 Paul 의 IP 전화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DN: 8 555 1234
DID 번호 : +1 408 555 1234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 : 408 555 1234
회선 발신 검색 공간 : P_L_CSS
장치 발신 검색 공간 : P_D_CSS
Paul 의 DN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원격 대상 프로파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발신 검색 공간 : P_RDP_CSS
재전송 발신 검색 공간 : P_RDP_Rerouting_CSS
발신자 변환 CSS: P_CPT_CSS
Paul 의 RDP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원격 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대상 번호 : +1 514 000 9876( 이 번호는 Paul 의 휴대폰 ( 단일 모드 또는 이중 모드 전화 )
번호임 )
PSTN 에서 Paul 또는 Ringo 의 DID 번호로 발신된 통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됩니다 .
발신 검색 공간 : GW_CSS
유효 자릿수 : 7
접두사 D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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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Ringo 의 IP 전화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DN: 8 555 0001
DID 번호 : 408 555 0001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 : 408 555 0000( 이 번호는 회사의 대표 번호임 ).
회선 발신 검색 공간 : R_L_CSS
장치 발신 검색 공간 : R_D_CSS
다음 섹션에서는 위의 이동성 매개 변수가 통화 라우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
RDP( 원격 대상 프로파일 ) 는 디렉터리 번호 ( 예를 들면 사용자 IP 전화기의 DN) 및 원격 대상 (
예를 들면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 ) 와 연결됩니다 . RDP 는 원격 대상으로 구성된 외부 번호 ( 예를
들면 휴대폰 ) 와 IP 전화기 간 상호 작용을 제어합니다 .
참고

원격 대상은 클러스터 내 DN 을 대상 번호로 사용하여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원격 발신 프로파일의 재전송 발신 검색 공간
통화가 원격 대상 프로파일과 연결된 DN 으로 발신되는 경우 이 통화는 원격 대상으로 구성된 번
호와 DN 모두로 통화가 수신됩니다 .
발신자가 대상 IP 전화기에 연결하는 기능은 발신자의 발신 검색 공간 설정에 의해 제어됩니다 . 하
지만 통화를 원격 대상 ( 예 : 휴대폰 ) 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은 착신 이동 사용자의 재전송 발
신 검색 공간에 의해 제어됩니다 .
예:
Ringo 는 8 555 1234 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IP 전화기에서 Paul 에게 전화합니다 . Paul 의 IP 전
화기와 Paul 의 휴대폰 전화 모두에서 통화가 수신됩니다 .
여기서 Ringo 가 Paul 의 DN 에 연결하는 기능은 Ringo 의 IP 전화기의 회선 및 장치 발신 검색 공
간에 의해 제어됩니다 . 착신 대상 (8 555 1234) 은 연결된 발신 검색 공간 R_L_CSS 및 R_D_CSS 에
있는 파티션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이 통화가 Paul 의 휴대폰으로 전달되어 수신되도록 하려면 구성된 원격 대상 (+1 514 000
9876) 이 발신 검색 공간 P_RDP_Rerouting_CSS 에 있는 패턴과 일치해야 합니다 .
참고

Ringo 의 전화에 할당된 전화걸기 권한에서 외부 통화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원격 대상으로 발신되
는 통화는 Paul 의 원격 대상 프로파일과 연결된 재전송 발신 검색 공간에 의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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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대상 프로파일의 발신 검색 공간
서비스 매개 변수 ( 원격 대상의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 ) 는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의 원격 대상
에서 발신되는 통화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되는 발신 검색 공간을 제어합니다 . 기본 설정은 트렁크
나 게이트웨이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으로 , 트렁크 또는 게이트웨이의 구성된 CSS 를 사용하여
수신되는 모든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서비스 매개 변수가 원격 대상 프로파일 + 회선 발신 검색 공
간으로 설정되면 통화를 라우팅할 때 일치하는 대상과 연결된 DN 의 회선 CSS 와 원격 대상과 연
결된 원격 대상 프로파일의 CSS 의 연결된 형태가 사용됩니다 .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외부 통화와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지 동일 클러스터 내에서 원격 대상으로
정의된 모든 번호를 검색합니다 .
다음 예에서는 서비스 매개 변수인 원격 대상용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이 트렁크 또는 게이트웨
이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예:
Paul 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Ringo 에게 전화를 겁니다 . 이 통화는 발신자 번호
514 000 9876 과 착신자 번호 408 555 0001 을 사용하여 PSTN 에서 게이트웨이로 수신됩니다 . 그
런 다음 이 통화는 Ringo 의 전화기로 라우팅됩니다 . Ringo 의 전화에 발신자 번호로 표시되는 번
호는 Paul 의 사무실 전화 번호인 8 555 1234 입니다 . 이렇게 하면 Paul 휴대폰 번호의 기밀성을 유
지할 수 있고 Ringo 가 부재중 및 수신 통화 목록에서 선택하여 전화를 걸었을 때 Paul 의 IP 전화기
로 통화가 수신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통화가 게이트웨이로 수신될 때 PSTN 은 발신자 번호 514 000 9876 과 착신자 번호 408 555 0001
을 제공합니다 . 이 게이트웨이의 구성은 착신자 번호의 마지막 7 개 유효 자릿수를 유지하고 접두
사 8 을 지정하여 대상 번호로 8 555 0001 을 생성합니다 .
시스템에서 발신자 번호가 Paul 의 원격 대상 번호와 일치함을 감지합니다 . 시스템은 이러한 일치
가 감지되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1.

발신자 번호를 Paul 의 DN 인 8 555 1234 로 변경합니다 .

2.

수신 게이트웨이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이 통화를 착신자 번호로 라우팅합니다 . 명확
히 말하면 , GW_CSS 발신 검색 공간을 통해 라우팅이 수행됩니다 .

게이트웨이가 표시하는 대상 ( 착신 ) 번호는 전화기의 DN 이어야 하며 위의 1 단계에 발신자 대체
는 부재중 / 수신 통화 목록에서 원터치 전화걸기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 줍니다 .
참고

원격 대상 번호를 파티션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파티션 분할은 여러 사용자 그룹 ( 서로
다른 회사 , 하청 업체 등 ) 에서 동일한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 서비스 매개 변
수인 원격 대상용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이 트렁크나 게이트웨이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으로
설정된 경우 통화 라우팅은 발신자 번호가 원격 대상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되는 트
렁크나 게이트웨이의 CSS 를 기반으로 합니다 . 하지만 발신자가 임의의 원격 대상과 일치하는 경
우에는 발신자 번호 대체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 다시 말해서 한 테넌트의 원격 대상 번호에서 다
른 테넌트의 DID 번호로 발신되는 통화는 발신자의 온넷 내선 번호 DN 과 일치하는 변환된 발신
자 번호로 표시됩니다 .

참고

발신자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모든 수신 외부 통화는 수신 게이트웨이의 CSS 에 따라 라우팅됩니
다 . 이러한 라우팅은 SIP 또는 H.323 트렁크 같은 IP 트렁크에서 수신되는 통화에도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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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대상 프로파일의 발신자 변환 CSS 및 변환 패턴
엔터프라이즈 IP 전화기에서 이동성 사용 DN 으로 발신되는 통화는 외부 대상 IP 전화기의 DN 및
하나 이상의 외부 대상으로 모두 전달됩니다 .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각 대상 전화기의
다이얼 플랜에 맞게 변경된 발신자 번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 이는 부재중 및 수신 통화 목록을
사용한 재다이얼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사 전화기의 경우 , 발신자 번호는 재다이얼이 가
능한 회사 전화 번호여야 합니다 . PSTN 의 원격 대상 ( 집 전화 또는 휴대폰 ) 의 경우 , 발신자 번
호는 발신 IP 전화기와 연결된 회사 번호에서 PSTN 에서 재다이얼 가능한 번호 ( 일반적으로 발신
전화기의 DID 번호 ) 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
이동성 사용 엔터프라이즈 DN 으로 통화가 발신될 경우 관련 원격 대상 프로파일의 발신자 변환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발신자의 발신 검색 공간과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 여기에는 자체
적으로 변환 패턴을 포함하는 파티션이 포함됩니다 .
변환 패턴은 엔터프라이즈 형식의 발신자 번호에서 PSTN 형식으로의 변경을 제어합니다 . 이러한
패턴은 착신 번호가 아닌 발신 번호와 맞춘다는 점에서 Unified CM 의 다른 모든 패턴과는 다릅니
다 . 일치 프로세스는 정규식 ( 예 : 8 555 XXXX) 이며 변화 프로세스에는 발신 DN 의 외부 전화 번
호 마스크와 변환 패턴 및 접두 번호 지정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치되고 나면 , 구성된 모든 변환이 수행되며 , 결과적으로 생성된 발신자 번호가 일치 시 원격 대
상 프로파일과 관련된 모든 원격 대상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예:
Ringo 가 Paul 에게 전화할 때 Paul 의 IP 전화기에 발신자 번호로 8 555 0001 이 표시되고 Paul 의 휴
대폰 번호에 408 555 0001 이 표시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변환 패턴을 생성합니다 .
패턴 : 8 555 XXXX
파티션 : SJ_Calling_Transform
발신자의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 사용 : 선택하지 않음
착신자 변환 마스크 : 555 XXXX
접두 번호 ( 송신 통화 ): 408
또한 SJ_Calling_Transform 파티션이 발신 검색 공간 P_CPT_CSS 에 추가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
니다 .
Ringo 로부터 발신된 통화가 Paul 의 전화에 앵커링될 때 두 가지 개별 통화 레그가 시도됩니다 . 첫
번째 레그에서는 Paul 의 IP 전화기에 수신 벨이 울리고 발신자의 DN 이 발신자 번호 ( 즉 , 8 555
0001) 로 표시됩니다 . 두 번째 통화 레그는 Paul 의 원격 대상 프로파일을 통해 시도됩니다 . RDP
의 발신자 변환 CSS 인 P_CPT_CSS 를 사용하여 참조되는 모든 변환 패턴에서 8 555 0001 과 일치
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 파티션 SJ_Calling_Transform 에서 패턴 8 555 XXXX 가 일치합니다 . 이 변
환 마스크가 발신자 번호에 적용되어 555 0001 를 생성합니다 . 접두 번호도 추가되므로 , 원격 대
상으로 전화를 걸 때 결과적으로 발신자 번호 408 555 0001 이 사용됩니다 .
이 예에서는 Ringo 의 DID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외부 전화 번호 마스크를 사
용하지 않도록 선택했습니다 . 이는 오프넷에 제공되는 발신자 번호는 발신자와 착신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Ringo 와 Paul 간의 통화는 동료 간 통화이므로
Ringo 의 DID 번호 표시가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Ringo 의 다음 통화는 고객에게 발신되는
통화이며 , 이 경우에는 회사 대표 번호 408 555 0000 이 대상에 표시할 발신 번호입니다 .
참고

발신자 변환 발신 검색 공간에는 < 없음 > 파티션이 암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 < 없음 > 파티
션에 남아 있는 변환 패턴은 발신자 변환 패턴 검색 공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의 다
른 모든 패턴은 이와 다릅니다 . Unified CM 에서는 < 없음 > 파티션에 남아 있는 모든 패턴이 암시
적으로 모든 발신 검색 공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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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
원격 대상으로 정의된 번호도 수신 통화를 엔터프라이즈 이동 통화로 식별하여 앵커링하는 데 사
용됩니다 . 흔히 PSTN 에서 식별되는 통화의 형태는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에 지정된 외부 번
호로의 발신 통화가 입력되어야 할 형태와는 다릅니다 .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을 사용하면 원
격 대상이 구성된 형태를 , 원격 대상으로 통화 전달 시 필요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다이얼 규칙을 사용하면 원격 대상으로 구성된 번호에서 번호를 제거하고 접두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예:
번호 514 000 9876 이 Paul 의 원격 대상 번호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 번호는 회사
로 수신되는 통화를 식별하기 위해 PSTN 에 사용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송신 통화용 엔
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에 사용되는 형태 ( 접두사 91 이 지정되어야 함 ) 와는 다릅니다 . 이 경우
원격 대상 형태를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 형태로 변경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을
생성해야 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 :
이름 : 514000_ten
설명 : 514000 으로 시작하는 10 자리 번호에 91 을 접두사로 지정하는 데 사용됨
번호가 다음으로 시작됨 : 514000
자릿수 : 10
제거할 총 자릿수 : 0
접두사 패턴 : 91
이 예에서는 Paul 의 휴대폰에서 회사로 발신된 통화가 514 000 9876 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식별됩
니다 . 이 번호는 Paul 의 번호가 원격 대상으로 구성된 형태와 일치하므로 일치가 허용되어 통화가
Paul 의 사무실 전화에 앵커링되며 제공될 발신자 번호가 온넷 대상에 맞게 조정됩니다 . 예를 들면
Ringo 의 DID 번호로 통화가 발신되는 경우 Ringo 에게 이 통화는 8 555 1234 에서 들어오는 것으
로 표시됩니다 .
Paul 의 엔터프라이즈 DN 번호로 통화가 발신되는 경우 Paul 의 원격 대상 번호로 전달된 통화 레
그가 위의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에 의해 처리됩니다 . 문자열 514 000 이 Paul 의 원격 대상 번
호 시작 부분과 일치하고 길이가 10 자리이므로 제거되는 자리 없이 91 접두사가 지정됩니다 . 따
라서 91 514 000 9876 이 Paul 의 원격 대상 프로파일 발신 검색 공간 ( 이 경우 P_RDP_CSS) 을 통
해 라우팅될 번호로 생성됩니다 .
참고

이 방법은 IP 전화기에서 발신된 통화를 라우팅하도록 이미 정의되어 있는 발신 검색 공간을 재사
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발신 전화에 대해 접두사가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발신 검색 공
간 ( 즉 , 통화를 514 000 9876 으로 직접 라우팅할 수 있는 발신 검색 공간 ) 을 생성하는 것은 그다
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외부 패턴이 온넷 패턴과 중복되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
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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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준 라우팅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 요소를 구성합니다 .
•

시간 기간

•

시간 일정

시간 기간을 사용하여 업무 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시작 및 종료 시간은 통
화를 라우팅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 이러한 시간 외에도 , 주별 또는 연별로 자체적으로 반
복되는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옵션에서 " 업무 시간 없음 " 을
선택하여 비업무 시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수신 통화가 차단됩니다 .
시간 일정은 파티션에 할당된 특정 시간 기간 그룹입니다 . 이 옵션은 지정된 시간 기간 동안 파티
션이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화걸기 패턴이 상주하는 파티션이 활성 상
태인 경우에만 일치 / 전화걸기 패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4−37 에 설명된 바와 같이 , 발신 패턴 (8000) 이 동일한 헌트 파일럿 두 개가 두 파티션 ( 즉 ,
RTP_Partition 및 SJC_Partition) 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각각의 파티션은 정의된 시간 기간
목록을 포함하는 시간 일정에 할당됩니다 . 예를 들면 , 월요일 ~ 금요일 8:00 AM ~ 12:00 PM
EST(GMT − 5.00) 및 토요일 8:00 AM ~ 5:00 PM 의 헌트 파일럿 1 을 사용하여 RTP 전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방법으로 , 월요일 ~ 금요일 8:00 AM ~ 5:00 PM PST(GMT − 8.00) 및 토요일
8:00 AM ~ 5:00 PM 의 헌트 파일럿 2 를 사용하여 SJC 전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의 두 헌
트 파일럿 모두 7 월 4 일에 비활성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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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7

시간 기준 라우팅
Unified CM
Cluster

RTP Site

M
M

M

M

M

SJC
Partition

Hunt Pilot 2
DN 8000

Hunt Pilot 1
DN 8000

RTP
Partition

Time Period
9.00 to 17.00
Mon-Fri

Hunt List

Hunt List

Time Period
8.00 to 12.00
Mon-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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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to 17.00
Sat

Line Group

Line Group

Time Period
No Business
Jul 4th

IP

IP

RTP IP Phones

San J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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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to 17.00
Sun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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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Business
Jul 4th
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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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WAN
IP

San Jose
IP Phones

IP

126916

IP

San Jose Site

그림 14−37 에서 사례를 위해 , 수요일 오후 3 시에 헌트 파일럿 (8000) 으로 들어오는 통화는 SJC
전화로 전달되는 반면 , 7 월 4 일에 헌트 파일럿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8000 과 일치하는 다른 패턴
이 없으면 , 빠른 통화 중 신호음을 얻습니다 .

논리적 파티션
논리적 파티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장치 유형 − 전화기는 내부로 분류되고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가 경계로 분류됩니다 . 표 14−6
에는 다양한 장치의 엔드포인트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

지리적 위치 − 정책 결정 시 사용될 도시 주소가 엔드포인트에 할당됩니다 .

•

지리적 위치 필터 − 지리적 위치 개체 부분 집합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정책 − 비료를 통한 ( 필터링된 ) 지리적 위치 및 장치 유형에 기초하여 엔드포인트 간 통신이
허용되거나 거부됩니다 .

통화 ( 또는 통화 시도 ) 의 모든 참여자가 내부로 분류되는 경우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서 동일 클러스터 내 전화 간 통신에는 논리적 파티션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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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이얼 플랜

지리적 위치를 통화 허용 제어에 사용되는 Unified CM 에 구성된 위치나 장치 이동성에 사용되는
물리적 위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표 14-6

장치 유형

논리적 파티션 장치 유형
경계

내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장치
•

게이트웨이 ( 예 : H.323 게이트웨이 )

•

ICT( 클러스터 간 트렁크 ), 게이트키퍼로 제어되는 트렁
크와 게이트키퍼가 제어하지 않는 트렁크 모두

•

H.225 트렁크

•

SIP 트렁크

•

MGCP 포트 (E1, T1, PRI, BRI, FXO)

•

전화 (SCCP, SIP 또는 타사 )

•

CTI 경로 포인트

•

Cisco VG 시리즈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아날로그 전화기

•

MGCP 포트 (FXS)

•

Cisco Unity 음성 메일 (SCCP)

논리적 파티션 장치 유형
Unified CM 은 엔드포인트를 내부 또는 경계로 분류합니다 . 이 분류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관리자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리적 위치 생성
(RFC) 4119 표준은 지리적 위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리적 위치에는 다음 개체를 통
해 지정되는 도시 위치 형식이 사용됩니다 .
•

이름

•

설명

•

2 자 약어를 사용한 국가

•

주 , 지역 또는 지방 (A1)

•

자치구 또는 교구 (A2)

•

도시 또는 거주구 (A3)

•

자치구 또는 자치시 (A4)

•

근린 주택 지구 (A5)

•

거리 (A6)

•

N 또는 W 같은 선행 도시 방향 (PRD)

•

SW 같은 후행 도시 접미사 (POD)

•

애비뉴 , 플라츠 같은 주소 접미사 (STS)

•

숫자 번지 (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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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2 같은 번지 접미사 (HNS)

•

랜드마크 (LMK)

•

방 번호 같은 추가 위치 정보 (LOC)

•

층 (FLR)

•

회사 또는 거주자 이름 (NAM)

•

우편 번호 (PC)

Unified CM 에서는 지리적 위치를 수동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

지리적 위치 할당
우선 순위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에 구성된 장치 페이지 , 장치 풀 또는 기본 지리적 위치
의 지리적 위치가 장치에 할당됩니다 .

지리적 위치 필터 생성
지리적 위치 필터는 다양한 엔드포인트의 지리적 위치를 비교할 때 사용해야 할 지리적 위치 개체
를 정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치한 방과 층을 제외한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 전화기 그룹을 할
당할 수 있습니다 . 정책에서는 동일한 건물 안에 위치한 엔드포인트를 동일한 폐쇄 사용자 그룹 내
엔드포인트로 간주하여 통신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 각 전화기의 실제 지리적 위치가 달라도 필터
링된 지리적 위치는 동일합니다 . 이 기능은 정책을 지리적 위치의 최상위 필드에만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 예를 들어 , 서로 다른 도시의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을 거부하지만 동
일 도시 내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을 허용하는 정책은 , 비교를 통한 필터링된 지리적 위치 (
높은 세분화 수준이 도시보다 높은 개체는 무시됨 ) 에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

지리적 위치 필터 할당
전화기는 장치 풀의 필터 할당을 상속합니다 . 우선 순위에 따라 장치나 장치 풀 수준에서 지리적
위치 필터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와 트렁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논리적 파티션 정책 구성
지리적 식별자 사이에 논리적 파티션 정책이 구성됩니다 . 지리적 식별자는 필터링된 지리적 위치
와 장치 유형을 결합한 것입니다 .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받아서 장치의 연결된 지리적 위치 필터
를 적용하면 필터링된 지리적 위치가 얻어집니다 .
정책은 지리적 위치 개체 세트 및 장치 유형의 조합 ( 대상 지리적 위치 식별자 ) 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조합 ( 소스 지리적 위치 식별자 ) 으로 생성됩니다 . 이 관계가 일치할 경우 구성된 " 허용 " 또
는 " 거부 " 동작이 통화 레그에 적용됩니다 .
참고

정책에 구성된 각각의 지리적 위치 개체 세트는 단일 장치 유형과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
를 들면 국가 = 인도 , 주 = 카르나타카 , 도시 = 방갈로르 같은 지리적 개체 세트는 방갈로르 전화
기와 관련된 작업의 경우 내부 장치 유형과 연결되어야 하며 , 방갈로르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작업
의 경우 경계 장치 유형과 별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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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파티션 정책 적용
사용자 작업으로 새 통화 레그가 생성되는 경우 ( 예를 들면 사용자가 제 3 자 발신자를 기존 전화
회의에 초대하는 경우 ), Unified CM 은 각 참여자의 지리적 위치 식별자 쌍을 사전 구성된 정책의
지리적 위치 식별자 쌍과 맞춥니다 .
참고

논리적 파티션에서 두 장치의 지리적 식별자를 평가하는 중에는 두 장치가 모두 내부 장치 유형일
경우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서 동일 클러스터 내 IP 전화기 간의 통화 , 전화회의 ,
호전환 등은 논리적 파티션 정책상의 이유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 전화기 A 및 B 가 인도 방갈로르에 있고 게이트웨이 C 가 캐나다 오타와에 있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 전화기 A 가 전화기 B 에 전화를 겁니다 . 두 장치가 모두 내부 장치 유형이므로 정
책이 호출되지 않습니다 . 이 통화가 연결된 다음 A 전화기의 사용자가 전화회의를 호출하면 , 게
이트웨이 C 가 사용됩니다 . 이 동작이 허용되기 전에 , Unified CM 은 A 와 C 의 지리적 위치 식별
자와 B 와 C 의 지리적 위치 식별자가 사전 구성된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하나라도 일치
하는 정책이 있으면 거부 동작이 수행되어 새 통화 레그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참고

Unified CM 의 기본 정책은 거부입니다 . 다시 말해서 통화 레그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도록 구성된
정책이 없으면 통화 레그가 거부된다는 뜻입니다 .
위의 예에서 , 방갈로르 내부 장치를 오타와 경계 장치에 연결하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정책이 구
성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통화 레그는 거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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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긴급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배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장에는 긴급 통화 계
획에 필수적인 , 다음과 같은 주요 설계 고려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

911 긴급 서비스 아키텍처 , 15−2 페이지

•

Cisco Emergency Responder, 15−9 페이지

•

비상 서비스에 대한 고가용성 , 15−11 페이지

•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링 용량 계획 , 15−11 페이지

•

911 비상 서비스 관련 설계 고려 사항 , 15−12 페이지

•

Cisco Emergency Responder 배포 모델 , 15−20 페이지

•

ALI 형식 , 15−26 페이지

이 장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에 배치된 911 긴급 네트워크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여기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개념은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 통화 기능을 적절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전화 네트워크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MLTS(Multi−line Telephone Systems, 다중 회선 전화 시스템 ) 에서 사용자에
게 필요한 911 기능을 다루는 법규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 NENA ( 국가 긴급 번호 협회 ) 는 또한 다
중 회선 전화 시스템 용 모델 법안 E9-1-1 문서에 관한 NENA 기술 요구 사항 문서를 제작하여 온라
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s://www.nena.org/
이 장에서는 귀하께서 북미 지역 가정용 PSTN 사용자에게 가용한 일반적인 911 기능에 익숙하다
고 가정합니다 .
참고

이 장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Cisco Unified?CM (Communications Manager, 통신 관리자 ) 과 함께 사
용되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 시스코 긴급 응답자 ) 에만 적용됩니다 . Cisco TelePresence
VCS (Video Communication Server, 비디오 통신 서버 ) 는 현재 긴습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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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긴급 서비스 아키텍처
이 섹션에서는 MLTS (Multi−line Telephone Systems, 다중 회선 전화시스템 ) 의 비상 통화에 대한
몇 가지 기능 요구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이 섹션에서 긴급 통화는 북미 지역의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 전화망 ) 에 의해 서비스되는 911 통화를 의미합니다 .
모든 긴급 서비스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

응급 상황에 처한 발신자가 일반전화 , 휴대폰 , 공중전화 또는 음성 통화가 가능한 모든 장치
에서 긴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

•

긴급 서비스 통화 처리기가 응급 요청에 응답하고 경찰 , 소방대 , 의료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파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통화 처리기가 응급 상황에 처한 발신자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식
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발신자의 위치를 관할하는 가장 가까운 긴급 서비스 통화 처리기로 통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긴
급 서비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911 긴급 서비스 아키텍처의 몇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공공 안전 응답 지점 )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공공 안전 응답 지점 ) 는 911 통화에 응답하고 경찰 , 소방대 또
는 구급팀을 파견하는 것과 같이 적절한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911
통화를 건 전화기의 물리적 위치가 해당 전화를 받을 PSAP 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요소입니다 .
일반적으로 ,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지역 PSAP 에 의해 서비스됩니다 .
지정된 위치의 담당 PSAP 를 확인하려면 소방서 , 경찰서 등 해당 지역의 공공 안전 정보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 또한 , 지역 전화 회사의 전화번호부에 해당 지역에서 911 통화를 받는 담당 기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전형적인 상황
•

지정된 주소에 대해 , 지정된 PSAP 가 하나뿐입니다 .

•

지정된 주소에 대해 , 모든 911 통화가 동일한 PSAP 로 라우팅됩니다 .

예외적 상황
•

캠퍼스의 물리적 크기로 인해 일부 건물이 다른 PSAP 관할 구역에 포함됩니다 .

•

일부 911 통화를 망내 위치 ( 캠퍼스 보안팀 , 건물 보안팀 ) 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

선택적 라우터
선택적 라우터는 비상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발신자의 지역 및 ANI ( 자동 번호 식별 ) 를 기반으로 ,
통화를 전달할 PSAP 를 결정하는 노드입니다 . LEC ( 지역 교환 통신업체 ) 는 일반적으로 선택적 라
우터를 운영합니다 . 그러므로 , 발신자가 위치를 기반으로 적절한 선택적 라우터로 라우팅되도록
엔터프라이즈 IP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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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위치 식별자 데이터베이스
발신자의 위치 정보는 911 서비스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ALI ( 자동 위치 식별자 ) 데이터
베이스는 LEC 에 의해 서비스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를 유지합니다 . 모든 911
통화에 대해 , PSAP 는 ALI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발신 번호의 ANI 를 기반으로 발신자의 위치
를 가져옵니다 . 주소는 MSAG ( 마스터 도로 주소 안내 ) 형식으로 AL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
다 . ALI 데이터베이스는 지역 긴급 서비스 관리 기간 대신 계약을 맺은 제 3 자 , 일반적으로 현재
의 LEC ( 지역 교환 통신업체 ) 에 의해 유지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ALI
서비스 제공엡체 ALI (SP−ALI) 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연결을 통한 모든 긴급 통화에 대한 ALI 정
보의 정의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구성을 말합니다 . SP−ALI 서비스는 LEC 의 물리적 상호 연결
을 사용하여 통화의 근원지를 결정합니다 . 주거 고객의 경우 , ALI 정보는 가입자의 주소 및 거주
자의 디렉토리 번호와 연관됩니다 . ALI 정보는 LEC 에서 물리적 상호 연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
급업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ALI 정보를 변경하거나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회선 또는 트렁크의 상호 연결의 물리적 지점을 기반으로하는 ALI 정보 설정은 PRI 트렁크 연결에
도 적용됩니다 . 기본 설정으로 , PSTN 액세스를 위해 PRI 트렁크를 사용하는 MLTS 운영자는
SP−ALI 서비스를 갖습니다 LEC 는 긴급 전화의 발신자 번호 (CPN) 및 ALI 주소를 정의합니다 . 일
반적으로 긴급 통화에 사용되는 발신자 번호는 고객의 청구지 번호 (BTN) 또는 MLTS 운영자의 주
번호입니다 . 주거 고객의 경우 , PRI 정보는 가입자의 주소 및 거주자의 디렉토리 번호와 연관됩니
다 . PRI 트렁크가 SP−ALI 서비스로 설정된 경우 , 911 에 대한 모든 통화에 발신자 번호가 LEC 로
대체되어 고객의 ALI 레코드와 일치하게 됩니다 . ( 그림 15−1 참조 )
그림 15-1

서비스 제공자 ALI

Selective
Router

Class 5
CO Switch

PSAP 1

CPN=4085551000

Customer BTN
4085551000

PSAP 2

349685

PS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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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rivate Switch) ALI
사설 교환기 ALI (PS−ALI) 는 MLTS 사업자가 각 종단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주소 및 위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911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 것입니다 . 서비스를 사용하여 고객이 생
성한 주소 테이블을 ALI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 MLTS 시스템의 한 전화 번호에
서 911 로 통화가 걸려오면 해당 스테이션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에 의해 생성된 스테이션별 또는 위치별 ANI( 자동 번호 식별 ) 를 E911 시스템에 직접 전달하여 발
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 그림 15−2 참조 ) 그런 다음 PSAP 오퍼레이터가 긴급
대응 요원을 정확한 주소 , 건물 , 층 , 방 , 심지어 칸막이로 안내하여 작업을 간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림 15-2

사설 교환기 ALI

Selective
Router

Class 5
CO Switch

PSAP 1

CPN=4085551234

PSAP 2

349684

PSTN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
담당 PSAP 를 식별한 후에는 각 PSAP 가 연결된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도 식별해야 합니
다 . 일반적으로 PSAP 가 PSTN 에서 911 통화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대신 , 911 통화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며 , 각 PSAP 는 하나 이상의 이
러한 지역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LEC( 지역 전화 회사 ) 가 PSAP 에 대한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입니다 . 군사 시설 , 대학 캠퍼스 , 국립 공원이나 주립 공원 , 지역
안전 담당 기관의 관할을 벗어난 위치 , 공공 지역 전화 회사가 아닌 엔티티가 개인 네트워크를 운
영하는 위치는 예외입니다 .
지정된 PSAP 의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PSAP 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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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황
•

지정된 주소에 대해 , 현재의 LEC( 지역 전화 회사 ) 가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입니다 .
전화 회사 X 에 의해 서비스되는 위치에 대해 , 해당 PSAP 도 전화 회사 X 에 의해 서비스됩니
다.

•

모든 911 통화가 망외 위치로 직접 라우팅되거나 , 모든 911 통화가 망내 위치로 직접 라우팅됩
니다 .

예외적 상황
•

MLTS 가 PSTN 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LEC( 지역 전화 회사 ) 가 PSAP 에 대한 911 네트워크 서
비스 공급업체와 동일한 LEC 가 아닙니다 . ( 예를 들어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전화 회사 X
에 의해 서비스되지만 , PSAP 는 전화 회사 Y 에 연결됩니다 .) 이 경우 LEC 간에 특별한 조정
이 필요하거나 , 전화 시스템과 PSAP 의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 간에 특별한 전용 트렁
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일부 LEC 가 자체 네트워크에서 911 통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유일한 2
가지 방법은 LEC 를 변경하거나 911 통화를 적절한 PSAP 로 라우팅할 수 있는 LEC 로 연결되
는 (911 통화 라우팅 전용 ) 트렁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

•

일부 ( 또는 모든 ) 911 통화가 캠퍼스 보안 팀이나 건물 보안 팀과 같은 망내 위치로 라우팅되
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 각 전화기에 대한
911 통화의 대상이 적절히 계획되고 문서화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관련 911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페이스 포인트
대규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경우 , 911 연결에 많은 인터페이스 포인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
다 . 일반적으로 , 하나의 LEC 영역 내에서 여러 개의 E911 선택적 라우터가 사용되며 , 이 라우터
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결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 넓은 지역에 자리잡은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건물 A 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음

•

건물 B 는 산호세에 위치해 있음

•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와 산호세 경찰서가 해당 PSAP 임

•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와 산호세 경찰서가 동일한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를 이용함

•

하지만 ,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와 산호세 경찰서가 동일한 911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업체가 운
영하는 서로 다른 E911 선택적 라우터를 이용함

이러한 상황에는 E911 선택적 라우터당 하나씩 2 개의 인터페이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 E911 선
택적 라우터 영역에 관련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LEC 에 의해 유지되며 , 해당 LEC 에 대한
지역 계정 담당자가 기업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많은 LEC 가 911
액세스 서비스의 적절한 매핑에 대해 자체 계정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는 911 주제 전문가의 서비
스도 제공합니다 .
일반적 상황
•

단일 사이트 배포나 캠퍼스 배포의 경우 , 일반적으로 911 통화에 대해 하나의 PSAP 만 있습니
다.

•

하나의 PSAP 에 대한 액세스만 필요한 경우 인터페이스 포인트가 하나만 필요합니다 . 2 개 이
상의 PSAP 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 동일한 E911 선택적 라우터에서 동일한 중앙
집중식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지사 사이트가 WAN( 중앙 집중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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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처리 ) 을 통해 연결된 경우 , WAN 에 장애가 발생하여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작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911 격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위치에 자체 로컬 ( 각 지
사 사무실 내에 위치한 ) 911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외적 상황

참고

•

캠퍼스의 물리적 크기로 인해 일부 건물이 다른 PSAP 관할 구역에 포함되며 , 그리고

•

일부 911 통화가 다른 인터페이스 포인트를 통해 다른 E911 선택적 라우터로 라우팅되어야 합
니다 .

PSAP 및 E911 선택적 라우터의 지리적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정보는 온라인으로 또
는 CLEC( 경쟁적인 지역 전화 회사 ) 정보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 ( 예를 들어 ,
https://clec.att.com/clec/hb/shell.cfm?section=782 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AT&T 가 담당
하는 지역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그러나 911 통화 라우팅의 설계 및 구현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LEC 에서 적절한 인터페이스 포인트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페이스 유형
네트워크에 911 통화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음성 통신 기능 외에 발신자에 대한
식별 데이터도 제공해야 합니다 .
ANI( 자동 번호 식별 ) 는 발신자의 북미 지역 번호 지정 플랜 번호를 가리키며 , 네트워크에서 911
통화를 적절한 대상으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 번호는 또한 PSAP 에서 통화와 관련된
ALI( 자동 위치 식별 ) 를 조회하는 데 사용됩니다 .
911 통화는 소스 − 라우팅됩니다 . 즉 , 발신 번호에 따라 라우팅됩니다 .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번
호 (911) 에 전화를 걸지만 , ANI( 발신 번호 ) 에 의해 표시되는 시작 위치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PSAP 로 연결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여 911 통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

동적 ANI 할당

•

정적 ANI 할당

동적 ANI 할당은 ( 여러 개의 ANI 를 지원하므로 ) 규모 조정이 더 용이하고 가장 작은 분야를 제외
한 모든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 정적 ANI 할당은 가장 작은 시스템에서 가장 큰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적 ANI ( 트렁크 연결 )
ANI 의 동적 측면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911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
스를 공유하는 많은 엔드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 네트워크에 전송되는 ANI 는 통화마다
달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동적 ANI 인터페이스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
•

ISDN−PRI(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Primary Rate Interface) 또는 단순히 PRI

•

SIP ( 세션 초기 프로토콜 ) 트렁크

•

CAMA(Centralized Automatic Message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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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
이 인터페이스 유형은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PSTN 클래스 5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
CPN( 발신자 번호 ) 은 통화 설정 시간에 발신자의 E.164 번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대부분의 LEC 는 911 에 통화가 걸려올 때 CPN 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 클래스 5 스위치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및 LEC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 CPN 을 911 통화 라우팅을 위한 ANI 로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신 , LDN( 나열된 가입자 번호 ) 이나 BTN( 청구 대상 번호 ) 을 ANI 용으로 사
용하도록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CPN 이 ANI 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 PRI 인터페이스에서 걸려오는 911 통화는 모두 동일한 ANI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11 네트워크에 동일하게 보이며 , 모두 동일한 대상 ( 적절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음 ) 으로 라우팅합니다 . 서비스 제공 업체가 ALI 조회를 위해 CPN 을 지정하기 때문에 ,
LEC 에 의한 CPN 대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 ALI (SP−ALI) 라고 합니다 .
일부 LEC 는 911 통화에 대해 PRI 인터페이스를 통해 CPN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여 , 통화 설정 시 클래스 5 스위치에 제공되는 CPN 은 통화를 라우팅하
기 위해 ANI 로 사용됩니다 . 이 기능의 이름은 LEC 에 따라 다릅니다 . ( 예를 들어 , SBC 는 캘리
포니아주에서 이 기능을 Inform 911 이라고 부릅니다 .)
참고

SP−AL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CPN 은 라우팅 가능한 북미 번호 계획 번호여야 합니다 , 즉 CPN
을 관련 E911 선택 라우터의 라우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

참고

DID(Direct Inward Dial) 전화기의 경우 , DID 번호는 911 목적 상 ANI 로 사용할 수 있지만 911 서
비스 공급업체 네트워크의 비상 서비스 번호와 적절히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비 DID 전화
기의 경우 , 다른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비상 위치 식별 번호 매핑 , 15−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많은 클래스 5 스위치가 2 개 이상의 지역 번호를 지원하지 않는 E911 선택적 라우터에 연결됩니
다 . 이러한 경우에는 , 911 통화를 전달하기 위해 PRI 가 사용되는 경우 , CPN( 또는 ANI) 의 NPA(
번호 지정 플랜 영역 ) 가 클래스 5 스위치와 동일한 911 통화만 적절하게 라우팅됩니다 .
예

MLTS 가 지역 번호 514(NPA = 514) 에서 클래스 5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 MLTS 가 450.555.1212
의 CPN 을 사용하여 PRI 트렁크에 911 통화를 보내면 , 클래스 5 스위치에서 ANI 가 (450.555.1212
대신 ) 514.555.1212 인 E911 선택적 라우터에 통화를 보내며 , 이에 따라 부적절한 라우팅 및 ALI
조회로 이어집니다 .
PRI 를 911 인터페이스로 적절히 사용하려면 시스템 플래너가 CPN 이 ANI 에 사용되도록 보장하
고 , 링크에서 허용되는 (NPA NXX TNTN 형식의 ) 번호의 범위를 적절히 식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PRI 링크가 514 XXX XXXX 범위 내의 ANI 번호를 수락하도록 정의된 경우 , 발신자 번호의
NPA = 514 인 통화만 적절히 라우팅됩니다 .

SIP 트렁크
SIP 트렁킹은 일반적으로 세션 경계 컨트롤러 (SBC) 를 통해 통신 시스템을 서비스 공급자에 연결
하는 IP 전용 인터페이스입니다 . SIP 트렁크는 PRI 트렁크와 같은 동적 발신자 번호 전달을 캐리
어에 제공합니다 ; PRI 트렁크와 달리 , SIP 트렁크는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통화 수에 물리적 한계
가 없습니다 .
응급 서비스가 SIP 트렁크를 통해 호출되면 , 올바른 선택 라우터에 대한 호출 전달을 공급자와 확
인해야 합니다 . 로컬 LEC 에서 종료되는 PRI 회선과 달리 SIP 트렁크는 로컬 LEC 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발신자 자치도의 911 호를 선택 라우터로 라우팅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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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로컬 LEC 에서 종료되는 PRI 회선과 달리 SIP 트렁크는 로컬 LEC 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발신자 자치도의 911 호를 선택 라우터로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
Cisco Unified?CM 관리자는 특히 SIP 트렁크가 중앙 집중식 통화 라우팅을 제공할 때 , 항상 이동
통신사에서 911 통화 전달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
SIP 서비스 제공 업체는 SIP 트렁크를 통해 서비스하는 모든 DID 번호에 대해 , 911 통화를 적절한
요금 센터 또는 PSAP 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DID 를
415−555−1xxx 범위로 서비스하는 텍사스 달라스의 데이터 센터와 212− 448−2xxx 의 범위를 가진
뉴욕 사무실의 SIP 센터에서 물리적으로 종단되는 SIP 트렁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911 에 대한
통화가 415−555−1800 에서 발생하는 경우 , SIP 공급자는 PSAP 전달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선택 라
우터로 통화를 라우팅해야 합니다 . 뉴욕시 사무실의 내선 번호 212−448−2840 에 있는 사용자가
911 을 누르면 해당 SIP 트렁크에서 뉴욕시 지역의 적절한 선택 라우터로 통화가 연결되어 발신자
에게 적합한 PSAP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AMA
CAMA(Centralized Automatic Message Accounting) 트렁크는 MLTS 가 911 네트워크가 통화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며 , PRI 방식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

CAMA 트렁크는 E911 선택적 라우터에 직접 연결됩니다 . E911 선택적 라우터와 MLTS 게이
트웨이 포인트 간의 거리에 대해 추가 마일리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CAMA 트렁크는 911 통화만을 지원합니다 . CAMA 트렁크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본 및
운영 비용은 911 트래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MLTS 시장을 위한 CAMA 트렁크는 고정된 지역 번호만으로 제한되며 , 지역 번호는 일반적으
로 ( 명시적으로 전송되지 않고 ) 링크 프로토콜에 내포됩니다 . 연결에서는 모든 통화가 동일
한 고정된 지역 번호를 공유한다고 가정하며 , 따라서 7 또는 8 자리만 ANI 로 전송됩니다 .

정적 ANI( 회선 연결 )
정적 ANI 는 PSTN 에 대한 ( 트렁크가 아닌 ) 회선 연결을 제공하며 , 회선의 ANI 는 발신 전화기의
CPN 에 관계 없이 해당 회선에 걸려오는 911 통화와 연결됩니다 . 정적 ANI 는 LEC 의 물리적 상
호 연결 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정적 ANI 는 LEC 의 상호 연결 지점에서 캐리어에 의해 정의되
므로 , 정적 ANI 긴급 통화 라우팅은 서비스 공급자 ALI (SP−ALI) 라고도 합니다 . 일반 전화 서비
스 (POTS) 회선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연결입니다 .
POTS 회선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PSTN 인터페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 POTS
회선은 일반적으로 911 통화를 받도록 구성됩니다 . 또한 , 기존 E911 인프라는 POTS 회선으로부
터의 911 통화를 매우 잘 지원합니다 .
POTS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

POTS 회선과 관련된 운영 비용이 낮습니다 .

•

POTS 회선은 정전 시 백업 회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

POTS 회선 번호는 ALI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콜백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POTS 회선은 로컬 PRI 또는 CAMA 방식으로 PSTN 에 액세스하기 에는 사용자 밀도가 적절하
지 않는 위치의 경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911 지원 방식입니다 .

•

POTS 회선은 PSTN 환경의 어디에나 있습니다 .

이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모든 발신 911 통화는 E911 네트워크에 의해 동일하게 처리되며 ,
ANI 가 유일하게 POTS 회선의 번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E911 네트워크에 제공되는 ANI 조작 (
변환 ) 을 활성화하는 도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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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Emergency Responder
이동 , 추가 및 변경 작업의 용이한 관리가 IP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사
용자 간섭 없이 911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이동 , 추가 및 변 경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Cisco
는 Cisco Emergency Responder(Emergency Responder) 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
•

감지된 전화기의 물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 전화를 ERL( 비상 대응 위치 ) 에 동적으로 연결함 .

•

콜백 목적으로 ,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 을 발신 전화에 동적으로 연결함 . 앞 섹션에서 설
명된 일반 비상 서비스 시나리오와 대조적으로 ,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911 통화를 시
작한 전화기에 정확히 전화를 걸도록 콜백을 설정합니다 .

•

진행 중인 비상 통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담당자에게 ( 호출기 , 웹 페이지 또는 전화로
) 온사이트 알림을 보냄 . 전자 메일 , 호출기 및 웹 페이지 알림에는 통화와 관련된 발신자 이름
과 번호 , ERL 및 날짜와 시간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전화 알림에는 비상 통화가 걸려온 발신 번
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ERL 및 ELI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상 대응 위치 매핑 , 15−12 페이지 및 비상 위치 식별 번호
매핑 , 15−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설계 고려 사항 , 15−17 페이지 및 Cisco Emergency Responder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시스코 응급 응답자의 장치 위치 발견 방법
시스코 긴급 응답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장치의 물리적 위치를 결정합니다 . 특정 위치 검
색으로 인해 긴급 상황을 파악하고 , 긴급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짧아 지므로 , 긴급
응답자는 다음 방법 ( 우선 순위 순서로 나열 ) 을 사용하여 긴급 발신자의 위치를 식별합니다 .
1.

교환기 포트 검색

2.

액세스 지점 연결

3.

IP 서브넷

4.

정적 DN 할당

5.

기본 경로

스위치 포트 검색
시스코 긴급 응답자에서 위치 식별을 위한 주요 방법은 스위치 포트 레벨에서 계층 2 검색을 통해
엔드 포인트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 계층 2 시스코 검색 프로트콜 (CDP) 검색을 통해 엔드 포인트
를 발견하면 , 응급 응답기는 큐비클 또는 사무실의 네트워크 잭에 대한 네트워크 케이블의 물리적
종단을 기반으로 호출 장치의 정확한 물리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장치의 검색 메
커니즘은 신뢰할 수 있지만 , 실제 위치의 정확성은 두 가지 주요 가정에 의존합니다 .
•

기업의 유선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으며 , 간헐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 어떤 와이어 링 클
로짓이 변경되면 긴급 응답자 관리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줍니다 .

•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서 인프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즉 , Cisco Emergency
Responder 가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에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세션을 설
정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포트를 스캔하여 연결된 전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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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통화 시작 포트를 검색한 후 , 통화를 해당 포트의 위치에 대해 사전
설정된 ERL 에 연결합니다 . 또한 , 이 프로세스에 따라 해당 위치에 대해 사전 설정된 ELIN 에 연
결되고 , 시작 ERL 을 기반으로 E911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송신 포인트가 선택됩니다 .

액세스 포인트 연관
무선 장치에는 유선 끝점과 동일한 검색 기능 및 추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 시스코 긴급 응답자는
Unified CM 11.5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위치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무선 클라이언트를 추적합니다
. 위치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긴급 응답자가 Unified CM 에서 배치된 모든 액세스 포인트를 동기화
하고 , 해당 ERL 에 AP 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AP 간의 모바일 장치
이동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응답자는 Unified CM 의 위치 인식 기능을 통해 기업 전체의 무선 클라이언트를 추적할 수 있
습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엔터프라이즈의 AP 와 연결되면 , 장치는 통화 제어를 통해 AP 의
기본 서비스 설정 식별자 (BSSID) 를 Unified CM 에 전송합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은 새 AP
연결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 긴급 응답자는 주기적으로 마지막 요청 이후 AP 연결을
업데이트한 장치에 대해 Unified CM 에서 장치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 긴급 응답자는 마지막 요
청 이후에 이동 한 장치만 수신합니다 . Unified CM 11.5 에서 요청 간격은 2 분입니다 .

IP 서브넷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또한 IP 서브넷에 대한 ERL 을 구성하고 IP 주소를 기준으로 IP 엔
드포인트 위치를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기능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가 연
결된 스위치 포트를 통해 찾을 수 없는 무선 IP 전화기 , IP 소프트폰 ,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를 지원하지 않는 협업 엔드포인트 및 Cisco Unified CM 에 등록된 타사 SIP 엔드포인트를 찾기 위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선 Cisco 협업 엔드포인트에 대한 연결된 스위치 포트 대신 , 또는
연결된 스위치 포트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협업 엔드포인트에 대해 연결된 스위치
포트와 IP 서브넷 위치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연결된 스위치 포트 위치가 IP 서
브넷 위치보다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연결된 스위치 포트 위치를
선호합니다 . 연결된 스위치 포트와 IP 서브넷 위치를 둘 다 사용하면 연결된 스위치 포트를 감지
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ERL 이 확실히 할당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서는 ERL 당 2 개 이상의 ELI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고급 기능
의 목적은 , 다음 예에 예시된 대로 , 동일한 기간 내에 지정된 ERL 에서 2 개 이상의 911 통화가 시
작되는 특별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1
•

전화 A 와 전화 B 가 모두 ERL X 내에 위치해 있으며 , ERL X 는 ELIN X 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

전화 A 에서 오후 1 시에 911 통화를 겁니다 . ELIN X 가 통화를 PSAP X 로 라우팅하기 위해 사
용되고 , PSAP X 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습니다 . 그런 다음 , 오후 1 시 15 분에 전화 B 에서
911 통화를 겁니다 . ELIN X 가 다시 사용되어 통화를 PSAP X 로 라우팅합니다 .

•

PSAP X 가 전화 B 의 통화를 끊은 후 , 전화 A 의 원래 통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A 에 전화를 걸기로 결정합니다 . PSAP 가 ELIN X 에 전화를 걸고 , ( 전화 A 대신 )
전화 B 에 연결됩니다 .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각 ERL 에 대해 ELIN 풀을 정의할 수 있
도록 허용합니다 . 이 풀에서는 이어지는 각 통화에 대해 ,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고유 ELIN 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에서는 ERL X 에 대해 2 개의 ELIN 을 정의했으며 , 이제 예 2 에 설명된 상
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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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서비스에 대한 고가용성

예2
•

전화 A 와 전화 B 가 모두 ERL X 내에 위치해 있으며 , ERL X 는 ELIN X1 및 ELIN X2 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

•

전화 A 에서 오후 1 시에 911 통화를 겁니다 . ELIN X1 이 통화를 PSAP X 로 라우팅하기 위해
사용되고 , PSAP X 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습니다 . 그런 다음 , 오후 3 시 15 분에 전화 B 가
911 통화를 걸고 , 이 통화를 PSAP X 로 라우팅하기 위해 ELIN X2 가 사용됩니다 .

•

PSAP X 가 전화 B 의 통화를 끊은 후 , 전화 A 의 원래 통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A 에 전화를 걸기로 결정합니다 . PSAP 가 ELIN X1 에 전화를 걸고 , 전화 A 에 연결
됩니다 .

물론 , 세 번째 911 통화가 걸려오고 ERL 에 대해 ELIN 이 2 개뿐인 경우에는 풀에 있는 마지막 두
발신자에게만 통화가 연결됩니다 .

비상 서비스에 대한 고가용성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용자도 비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
기업에 비상 서비스를 배포할 때 신중하게 고가용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활성 / 대기 모드에서 최대 2 개의 서버를 사용한 클러스터링을 지원
합니다 . 데이터는 기본 및 보조 Cisco Emergency Responder 서버 간에 동기화됩니다 . 기본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시스템 관리자는 통화가 보조 서버로 라우팅될 수 있도록 , 특정 프로비저닝
지침에 따라 CTI 경로 포인트 및 Cisco Unified CM 에서 해당 CTI 경로 포인트에 연결된 DN( 디렉
터리 번호 ) 을 구성해야 합니다 .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두 Cisco Emergency Responder 서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LRG( 로컬 경로 그룹 ) 를 사용하여
통화를 적절한 ( 아마도 Cisco Emergency Responder 가 제공하는 것보다 덜 구체적인 ) ELIN/ERL
을 통해 적절한 PSAP 로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 또는 ,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내부 경비실로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Cisco Unified CM 에서 프로비저닝을 수행
해야 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중복과 별도로 , 911 비상 통화를 라우팅하고 단일 실패 지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Cisco Unified CM 중복 및 게이트웨이 / 트렁크 중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링 용량 계획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에서 , 홈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의 추적 도메인 외
부에서 로밍되는 엔드포인트의 수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대한 섹션에 기술된 한도 내에 유지되어야 하는 확장성 요소
입니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Emergency Responder 최대 로밍 용량 제한을 초과하는 배포 ( 예를 들어 , Unified CM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는 대규모 배포 ) 의 경우 , IP 서브넷을 기준으로 전화 이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각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에서 IP 서브넷을 정의하고 각 ERL 에 Cisco Emergency Responder
당 하나의 ELIN 을 할당하면 , 캠퍼스의 모든 전화기가 각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의 추적
도메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로밍 전화를 사실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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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크기 조정을 위해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을 사용합니다 . 이 도구는 적절한 로그인
이 필요한 Cisco 파트너 및 직원에게만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에서 제공됩니다 .
이 크기 조정 도구를 이용할 수 없으면 Cisco 계정 팀이나 파트너 통합업체와 협력하여 시스템의
크기를 적절히 조정하십시오 .

911 비상 서비스 관련 설계 고려 사항
MLTS(Multi−line Telephone Systems) 배포를 위한 911 비상 서비스를 계획하는 경우 , 먼저 전화 서
비스가 필요한 모든 물리적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 위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단일 건물 배포 :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함

•

단일 캠퍼스 배포 : 사용자가 서로 인접한 여러 개의 건물에 위치함

•

멀티사이트 배포 : 사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WAN 연결을 통해 통화 처리 사
이트에 연결됨

위치 또는 배포 유형이 911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에 사용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 다음 섹션
에서는 주요 기준을 , 각 기준별 일반적인 경우 및 예외적인 경우와 함께 설명합니다 . 이러한 기준
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경우 , 네트워크의 전화 위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십시오 .

비상 대응 위치 매핑
국가 비상 번호 협회 (NENA) 는 주 기관 및 연방 기관에서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911 에 적용될 규정을 제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 NENA 제안에 포함
된 개념 중 하나는 ERL( 비상 대응 위치 )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911 긴급 대응 팀을 파견할 수 있는 위치 . 이 위치는 긴급 대응 팀이 위치 내 어느 곳에 있는 발
신자나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각 엔드포인트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 없이 여러 엔드포인트를 하나의 " 영역 ", ERL 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 ERL 의 최대 크기는 지역별로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 이 섹
션에서는 7000 평방 피트 (sq ft) 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 여기서 논의되는 개념은 특정한 주나
지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ERL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각 ERL 에는 하나의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 이 연결됩니다 . ELIN 은 정규화된 E.164 번호로 ,
E911 네트워크 내에서 통화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연결된 ERL 에서 시작되는 모든 911 통
화에 대해 ELIN 이 E911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두 대 이상의 전화를 911
목적으로 동일한 정규화된 E.164 번호에 연결할 수 있으며 , DID 및 비 DID 전화에도 이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이 문서에는 이러한 법안의 실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설명된 정보와 예
는 논의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 해당 지역의 요구 사항은 시스템 플래너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건물의 작업 면적이 70,000 평방 피트이고 엔드 포인트가 100 개라고 가정합니다 . 911
기능을 계획할 때 , 건물을 7,000sq ft 의 영역 (ERL) 10 개로 나누고 , 각 엔드포인트를 해당 엔드포
인트가 위치한 ERL 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911 통화가 걸려오면 , 연결된 ELIN 을 PSAP 에 보내
ERL( 여러 엔드포인트에 대해 같을 수도 있음 ) 을 식별합니다 . 이 예에서 엔드포인트가 고르게 분
산되어 있는 경우 10 개의 엔드포인트로 구성된 각 그룹의 ERL 이 같고 , 따라서 ELIN 이 같게 됩
니다 .
다양한 법률은 MLTS 911 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적용 할 수없는 최소 종점 ( 예 : 49) 과 최소 작업 영
역 ( 예 : 40,000 평방 피트 ) 을 정의합니다 . 하지만 , 법안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911 기능을 요구하
지 않더라도 기능을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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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위치 식별 번호 매핑
일반적으로 ,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 으로 알려져 있는 , 하나의 E.164 번호를 각 ERL 과 연결
해야 합니다 . ( 그러나 Cisco Emergency Responder 를 사용하는 경우 ERL 당 두 개 이상의 ELIN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LIN 은 E911 인프라 전체에 통화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며 , PSAP 에서 AL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색인으로 사용합니다 .
ELIN 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

ELIN 은 E911 인프라를 통해 라우팅 가능해야 합니다 . ( 인터페이스 유형 , 15−6 페이지의 섹
션에 있는 예를 참조하십시오 .) ELIN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연결된 ERL 에서 걸려온 911 통
화는 기껏해야 E911 선택적 라우터에 프로그래밍된 기본 라우팅에 따라 처리됩니다 .

•

기업의 ERL−ELIN 매핑을 정의한 후에는 LEC 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ALI 레코드를 설정함으
로써 , PSAP 에서 사용하는 ANI 및 ALI 데이터베이스 레코드가 정확히 업데이트되도록 해야
합니다 .

•

ELIN 은 콜백 목적을 위해 PSAP 에서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LIN 매핑 프로세스는 지정된 ERL 의 E911 인프라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유형에 따라 , 다음 중 하
나입니다 .
•

동적 ANI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 유형의 경우 , 네트워크에 전달된 발신자 번호 식별이 MLTS 에 의해 제어됩니
다 . MLTS 의 텔레포니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 발신 엔드포인트의 ERL 을 기준으로 올바른
ELIN 이 통화와 연결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가 배포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911
에 걸려온 전화기의 발신자 번호는 Unified CM 에서 변환 마스크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
니다 . 예를 들어 , 지정된 ERL 에 위치한 모든 엔드포인트는 변환 패턴 (911) 이 포함된 파티션
및 엔드포인트의 CPN 을 해당 위치에 대한 ELIN 로 대체할 발신자 변환 마스크가 나열된 , 동
일한 발신 검색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 Cisco Emergency Responder 가 배포되는
경우 발신자 번호는 Emergency Responder 시스템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

•

정적 ANI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 유형의 경우 , 네트워크에 전달된 발신자 번호 식별이 PSTN 에 의해 제어됩니
다 . 인터페이스가 POTS 회선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ELIN 은 POTS 회선의 전화 번호이
며 , 전화기의 발신자 식별 번호는 더 이상 조작할 수 없습니다 .

PSAP 콜백

초기 대화가 끝나거나 PSAP 운영자가 통화에 응답하기 전에 , 발신자가 전화를 끊은 후에 , PSAP
가 발신자에게 도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PSAP 의 콜백 기능은 최초 착신 통화를 통해 받는 정보
에 의존합니다 .
PSAP 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2 단계 프로세스입니다 .
1.

먼저 ANI( 자동 번호 식별 ) 가 PSAP 로 전송됩니다 . ANI 는 통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E.164 번호입니다 . 여기서 , PSAP 에서 수신되는 ANI 는 MLTS 가 보낸 ELIN 입니다 .

2.

그런 다음 PSAP 가 ANI 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고 ALI( 자동 위치 식별 ) 를 검색
합니다 . ALI 는 SAP 교환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전화 회사 이름
– 실제 주소
– 해당 공공 안전 기관
– 기타 선택적 정보 ( 콜백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 구조 노력을 조정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기업 보안 서비스 팀의 전화 번호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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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황
•

ANI 정보는 PSAP 콜백에 사용되며 , ELIN 이 PSTN 전화 가능한 번호라고 가정합니다 .

•

ELIN 은 MLTS 와 연결된 PSTN 번호입니다 . 누군가 PSTN 에서 ELIN 에 전화를 걸면 MLTS 에
서 제어하는 인터페이스에서 통화가 종료됩니다 .

•

시스템에서 ELIN 에 통화가 걸려올 경우 연결된 ERL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전화 ( 또는 여러 대
의 전화 ) 의 벨이 울리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MLTS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

•

일단 ERL−ELIN 매핑이 설정된 후에는 기업의 물리적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만 수정해야 합니
다 . 단순히 시스템에 전화기가 추가 , 이동 또는 삭제되는 경우 ERL−ELIN 매핑 및 이와 연결
된 ANI/ALI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예외적 상황
•

시작 ERL 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전화로 콜백하는 것 외에 ( 또는 그 대신 ), PSAP 가 원래 발신
자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현재 발생한 비상 사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현
장 비상 상황실로 콜백을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

•

기업의 상황은 , 예를 들어 지역 번호 분할 , 시 또는 카운티 서비스가 담당하는 공공 안전 업무
의 변동 , 새 건물 추가 , 기타 911 목적의 통화 라우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의 ERL−ELIN 매핑 및 ANI/ALI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
액세스 코드 ( 예 : 9) 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 시스템이 비상 통화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이
얼 플랜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북미 지역의 비상 문자열은 일반적으로 911 입니다 . Cisco 는
시스템에서 문자열 911 과 9911 을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Cisco 는 또한 , 긴급 우선 순위를 사용하여 비상 경로 패턴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 Unified CM 이
통화를 라우팅하기 전에 번호 간 제한 시간 ( 타이머 T.302) 를 기다리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
다.
다른 비상 통화 문자열은 시스템에서 동시에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Cisco 는 시스템 사용자에게
선택된 비상 통화 문자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 사용자가 실수로 비상 문자열을 다이얼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북미 지역에서는 , 사용자가 9 를 액세스 코드로 사용하여 장거리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실수로 911
을 다이얼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사용자는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 비상 상황이 아니며
따라서 응급 요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의 온사
이트 알림 기능은 실수로 걸린 전화를 포함하여 911 에 걸려온 모든 통화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므로
, 이러한 의사 911 통화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긴급 파견 센터에서 911 에 대한 전화
가 우연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긴급 서비스를 발신 위치로 파견해야합니다 . 한 달에 3 번
이상 단일 고객에게 긴급 서비스를 파견하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
멀티사이트 배포에서는 , 비상 통화가 항상 사이트의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되어 관할 구
역 내 가장 가까운 PSAP 에 라우팅될 수 있도록 다이얼 플랜을 구성해야 합니다 .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Cisco Unified CM 의 로컬 경로그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중앙 집중식 PSTN 액
세스를 이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의 경우 PSAP 로의 로컬 통화 라우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중
앙 집중식 PSTN 액세스가 있는 배포의 경우 , Unified CM 관리자는 PSTN 공급자가 ANI 또는 ELIN
을 기반으로 적절한 PSAP 에 응급 통화를 라우팅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업체가 여
러 사이트에 대한 긴급 전화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E911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트는 위치 연결 ( 아날로그 회선 ) 을 가져야 하며 , 중앙 집중식 PSTN 액세스는 원격 사
이트 (SIP 트렁크 ) 에 대해 911 통화 전달을 지원해야 합니다 . ( 인터페이스 유형 , 15−6 페이지의
섹션에 있는 예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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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멀티사이트 배포에서는 비상 번호가 항상 연결 가능하며 , 구현된 CoS( 서비스 등급 ) 에 관
계 없이 이동성 사용자 ( 내선 이동 및 기기 장치 이동성 ) 를 위한 로컬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
우팅되도록 해야 합니다 . 사이트 / 장치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장치 CSS( 발신 검색 공간 ) 를 사용
하여 비상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Cisco 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서 발신자 수정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기능
이 활성화되면 , 비상 통화의 경우 발신자 번호가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 의해 ELIN 으로 대
체됩니다 . 발신자 수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 DID 가 PSAP 로 전송되거나 , 발신자를 경로 패
턴이나 게이트웨이에 정의된 ELIN 으로 바꾸도록 Cisco Unified?CM 을 구성해야 합니다 .

게이트웨이 고려 사항
시스템에서 비상 통화를 처리하기 위해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십
시오 .
•

게이트웨이 배치 , 15−15 페이지

•

게이트웨이 차단 , 15−15 페이지

•

응답 감독 , 15−16 페이지

•

응답 감독 , 15−16 페이지

게이트웨이 배치
LEC( 지역 전화 회사 ) 네트워크 내에서 , 911 통화는 통화의 출처를 기반으로 지역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 해당 클래스 5 스위치는 스위치의 위치와 관련된 PSAP 에 직접 연
결되거나 , 해당 지역에 중요한 PSAP 그룹에 연결되는 E911 선택적 라우터에 연결됩니다 .
Cisco 의 IP 기반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망내 통화를 원격 게이트웨이
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엔드포인트는 통화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산호세에 위치한 게이트웨이에 전달한 다음 LEC 의 네트워크로 보낼 수 있습니다 .
911 통화의 경우 , LEC 네트워크에 대한 송신 포인트를 선택하여 비상 통화가 적절한 로컬 PSAP
로 라우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의 예에서 , 샌프란시스코로부터의 911 통화는 산호세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되는 경우 , 통화를 수신하는 산호세 LEC 스위치가 샌프란시스코 PSAP 를 담
당하는 E911 선택적 라우터에 대한 링크가 없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PSAP 에 연결할 수 없습니
다 . 그뿐만 아니라 산호세 지역의 911 인프라는 샌프란시스코 발신자 번호를 기반으로 통화를 라
우팅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 시작 엔드포인트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게이트웨이에 911 통화를 라우팅하십시오 . 공
통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여러 위치로부터의 911 통화를 종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LEC 에 문의
하십시오 . 지정된 지역의 911 네트워크에서 911 통화에 대해 중앙 집중식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 발신 전화가 위치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WAN 장애 시 911 통화 라우팅이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게이트웨이 차단
" 모든 트렁크가 통화 중 " 인 경우 911 통화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911 통화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트렁킹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통화는 차단되더라도 911 통화는 계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 911 통화만을 위한 명시적인 트렁크 그룹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
비상 통화를 비상 트렁크 그룹에만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또 한 가지 방법은 비상 통화를 ( 인터페
이스가 허용하는 경우 ) 전용 비상 트렁크 그룹에 대한 대체 경로를 사용하여 , 일반 PSTN 통화와
같은 트렁크 그룹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 후자의 방법은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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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 비상 통화 전용으로 예약된 ) 오버플로 조건을 위한 POTS 회선에 대한 대체 경로를 사
용하여 비상 통화를 PRI 트렁크 그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대체 트렁크 그룹에 2 개의 POTS 회
선을 배치하면 , 기본 트렁크 그룹에 허용되던 모든 통화 외에 2 개 이상의 911 통화를 동시에 라우
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본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 비상 통화가 대체 번호로 오버플로되어 대체 게이트가 사
용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북미 지역에서는 911 로 걸려오는 통화가 E.164( 비 911) 지역 비
상 번호로 오버플로됩니다 . 이 방법은 북미 지역 911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으며 ( 즉 , 선
택적 라우팅 , ANI 또는 ALI 서비스가 없음 ), 해당 공공 안전 기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 네트워
크 리소스 부족으로 인한 비상 통화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응답 감독
정상적인 경우 , 비상 번호로 걸려온 통화는 PSAP 에 연결될 때 응답 감독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응
답 감독은 다른 통화와 마찬가지로 , 망내 발신자와 LEC 의 네트워크에 대한 송신 인터페이스 간에
전이중 오디오 연결을 트리거합니다 .
북미 지역의 일부 LEC 의 경우 , " 무료 " 전화를 걸면 응답 감독이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수신자 부담 번호 ( 예 : 800 번호 ) 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 비상 통화가 " 무료 "
통화로 간주되기 때문에 PSAP 에 연결될 때 응답 감독이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황은
911 테스트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SAP 에 연결될 때 , 오디오가 존재하면 통
화 타이머가 진행 중인 통화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 통화 타이머가 없는 경우 응답 감독이 반환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응답 감독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Cisco 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
니므로 LEC 에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 문제가 지역 전화 회사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 LEC 의 네트워크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응
답 감독을 요구하지 않도록 송신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 오디오를 양방향으로 차단하여 응답 감
독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통화 연결음 , 차단 메시지 및 PSAP 와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좋습니다 .
기본적으로 , Cisco IOS 기반 H.323 게이트웨이가 오디오를 양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응답 감
독을 수신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게이트웨이에서 응답 감독을 미리 요청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
십시오 .
•

progress_ind alert enable 8
이 명령은 경고를 수신할 때 진행률 표시기 값 8( 이제 대역 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을 수신
하는 것과 같습니다 . 이 명령을 사용하면 게이트웨이의 POTS 쪽에서 통화의 출처 방향으로 오
디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voice rtp send−recv
이 명령을 사용하면 대상 스위치에서 연결 메시지가 수신되기 전에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모두
오디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이 활성화되면 모든 VoIP(Voice over IP) 통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응답 감독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에 911 통화의 연결 시간 또
는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통화 보고 시스템에서 911 통화 관련 통계를 적절
히 문서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경우 , Cisco 는 모든 통화 경로에서 911 통화 기능을 테스트하고 PSAP 에 연결될 때 응답 감
독이 반환되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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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Emergency Responder 설계 고려 사항
장치 이동성은 비상 통화에 대해 특별한 설계 고려 사항을 제기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Emergency Responder) 를 사용하면 장치 이동성을 추적하고 장치의 동적 물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비상 통화 라우팅 기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통화 허용 제어 위치에서 장치 이동성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에서 ,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Cisco 엔드포인트 이동을 감지하
고 이동한 엔드포인트를 적절한 ERL 에 자동으로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이동한 엔드포
인트에 대한 Cisco Unified CM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가 새 위치에서 전화기의 WAN 대역폭 사
용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 WAN 대역폭 리소스의 과다 신청 또는 신청 미달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 예를 들어 , 전화기를 지점 A 에서 지점 B 로 물리적으로 이동한 경우 , 엔드포인트의 통화
허용 제어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Location_A), Location_A 에 사용 가능한 모든 대역폭이 다른
통화에 사용 중인 경우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911 에 걸려오는 통화는 통화 허용 제어 거부로 인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통화 차단을 방지하려면 장치의 위치 및 지역 매개 변수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CM 장치 이동성은 Unified CM 에서 엔드포인트의 새로운 물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
발신 검색 공간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한 ) 엔드포인트의 구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합니다 . 장치 이동성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Cisco Unified CM 에서 수동으로 구성을 변경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장치 이동성 기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장치 이동성 , 21−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기본 비상 대응 위치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엔드포인트의 물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본 ERL( 비상
대응 위치 ) 을 통화에 할당합니다 . 기본 ERL 은 이러한 모든 통화를 특정 PSAP 에 연결합니다 . 이
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 지에 대한 보편적인 권장 사항은 없지만 ,
일반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가장 큰 공공 안전 구역을 관할하는 PSAP 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 또한 기본 ERL 의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 의 ALI 레코드를 기업의 비상 번호로 채우고
발신자 위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이러한 ALI 레코
드에 비상 통화의 라우팅이 발생했다는 메모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 또는 ,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내부 경비실로 라우팅할 수도 있습니다 .

무선 클라이언트를 위한 Cisco 긴급 응답자 및 위치 인식
Cisco 긴급 응답자 11.5 및 이후 릴리스는 엔터프라이즈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무선 종단점 및 클
라이언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시스코 긴급 응답자의 구성 변경을 최소화하려면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에서 모든 액세스 지점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 또한 동기화 프로세스는 Cisco
Unified?CM 에서 발생하는 모든 액세스 지점 추가 , 업데이트 또는 제거를 처리합니다 . Unified CM
의 모든 액세스 포인트 변경 사항은 변경 후 2 분 이내에 긴급 응답자에 표시됩니다 . 긴급 응답자
에서 액세스 지점을 정의할 수 없으며 , 긴급 응답자에서 위치 식별에 사용되는 모든 액세스 지점
을 Unified CM 에 정의해야 합니다 . 액세스 지점 관리의 경우 Unified CM 은 시스코 무선 랜 컨트
롤러 동기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 액세스 지점을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동기화합니
다 . 시스코 무선랜 컨트롤러 동기화 서비스는 무선랜 컨트롤러 (WLC) 와 통합되어 액세스 포인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른 공급 업체가 WLC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대량 관리 도구 (BAT) 를 사
용하여 액세스 지점을 Cisco Unified?CM 데이터베이스로 대량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또는 무선 장치를 무선 액세스 지점에 연결하려면 , 클라이언트 또는 장치가 연
결된 액세스 지점의 기본 서비스 설정 식별자 (BSSID) 를 Cisco Unified?CM 에 보내야 합니다 . 모
바일 클라이언트가 생성할 수 있는 업데이트 빈도로 인해 , Unified CM 은 모바일 장치 및 무선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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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의 위치 업데이트 속도를 노드 당 초 당 90 업데이트로 제한합니다 . 위치 업데이트가 일
정 기간 동안 이 속도를 초과하면 Unified CM 은 480 " 여기 바쁨 " 메시지로 추가 업데이트를 지연
합니다 . 클라이언트는 위치 업데이트를 다시 보내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하여 응답합니다 .
업데이트를 보내기 전에 지연 시간은 시스코 긴급 응답자 또는 Unified CM 이 아닌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릅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또는 무선 장치가 Cisco Unified?CM 에서 위치를 업데이트하면 , 업데이트는 2
분 내에 시스코 긴급 응답자에 반영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및 내선 이동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내선 이동을 지원합니다 . 또한 ,
두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 모두 공통된 Cisco Emergency Responder 서버나 그룹 , 또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로 구성된 2 개의 Cisco Emergency Responder 서버나 그룹에 의해 지
원되는 경우 EMCC( 내선 이동 상호 클러스터 ) 도 지원합니다 . 두 경우 모두 , Cisco Unified CM 클
러스터를 911 통화에 대해 EMCC 와 연결된 임시 CSS( 발신 검색 공간 ) 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지
말고 , 두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의 모든 911 통화에 대해 Cisco Emergency Responder 를 사용
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및 비디오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포함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isco 비디오 협업 엔드
포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CDP 를 지원하는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 , 15−18 페이지

•

CDP 를 지원하지 않는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 , 15−19 페이지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검색하는 방법과 관계 없이 , 비디오는 PSAP 에 대한 비상 통화의 미디어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

이 장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과 함께 사용되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만 적용됩니다 .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는
현재 비상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CDP 를 지원하는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를 지원하고 기업 구내에 있는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의 경우
Cisco 는 최신 버전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의 Emergency Responder 스위
치 구성 정보에 설명된 대로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서 CDP 를 통해 추적하는 다른 협업 포
인트처럼 취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
https://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CDP 를 지원하고 기업 구외에 있는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의 경우 Cisco 는 최신 버전 Off-Premise
Location Management User Guide for Cisco Emergency Responder 의 IP 전화기의 오프 − 프레미스
지원에 대한 정보에 설명된 대로 다른 음성 협업 엔드포인트처럼 취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
https://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voicesw/ps842/products_user_guide_list.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15-18

2018 년 3 월 1 일

15 장

긴급 서비스

911 비상 서비스 관련 설계 고려 사항

CDP 를 지원하지 않는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를 지원하지 않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Cisco 는 음성 협업 엔드포인
트 전용 회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비디오 협업 엔드포인트를 추적해야 하는 경우 , Cisco 는
최신 버전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의 IP 서브넷 기반 ERL 설정에 대한 정
보에 설명된 대로 IP 서브넷 ERL 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https://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Cisco Emergency Responder 및 오프 - 프레미스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가 기업 경계 밖에 있지만 VPN 또는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솔루션 ( 예 : 홈 오피스나 호
텔에서 Cisco Expressway 모바일 또는 원격 액세스 ) 을 사용하여 기업에 다시 연결되는 경우 , Cisco
Emergency Responder 가 발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 시스템에 통화를 발
신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PSAP 로 보낼 수 있는 , 적절히 배치된 게이트웨이도 없을 것입니다 .
기업을 통한 911 통화에 대해 오프 − 프레미스 엔드포인트의 사용을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기업 정
책의 문제입니다 . 인터넷 상에서 VPN 또는 Cisco Expressway 를 통해 연결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
책에 따라 911 통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러한 사용자가 911 에 전화를 걸 경우 최선의 시스템 응답은 현장 보안 팀 또는 시스템의 주 사이트
에 가까운 대규모 PSAP 로 통화를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
다음 단락은 오프 − 프레미스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에게 비상 통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을 알리는 통지의 예입니다 .

비상 통화는 장치가 구성된 사이트 ( 예 : 사무실 ) 에 위치한 장치에서 걸어야 합니다 . 구성된
사이트에서 제거된 장치에서 걸려오는 비상 통화는 지역 안전 기관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 장치가 구성된 사이트 밖에서 이 장치를 비상 통화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응답하는 공공
안전 기관에 자신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출장 또는
재택 근무 중에는 사이트에 로컬로 구성된 장치 ( 예 : 호텔 또는 집 전화 ) 를 비상 통화에 사용
하십시오 .
또한 , Cisco Emergency Responder 를 사용하면 미국 내 거의 모든 PSAP 에 연결할 수 있는 비상 통
화 전달 서비스인 Intrado V9−1−1 과도 통합됩니다 . 시스코 긴급 응답자 및 Intrado V9−1−1 의 조
합을 사용하면 , 기업 외부의 IP Phone 및 소프트 폰 사용자는 대부분의 시스코 IP Phone 및 시스코
IP 전달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사용하거나 , 다음과 같은 웹 페이지를 사용하여 위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구내 외 위치에서의 긴급 통화는 시스코 긴급 응답자
를 통해 Intrado 로 전달되고 발신자의 위치에 적합한 PSAP 로 전달됩니다 .

테스트 통화
모든 엔터프라이즈 텔레포니 시스템에서 최초 설치 후는 물론 , 일종의 예방 조치로서 정기적으로
911 통화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은 테스트 수행 시 도움이 되는 제안 사항입니다 .
•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PSAP 에 연락하여 권한을 요청하고 ,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의 연락
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각 통화 시 , 실제 비상 상황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것을 밝힙니다 .

•

통화 응답자의 화면에 표시되는 ANI 및 ALI 를 확인합니다 .

•

통화가 라우팅된 PSAP 를 확인합니다 .

•

엔드포인트의 통화 기간 타이머를 보고 응답 감독이 수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활성 통화 타
이머는 응답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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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디렉터리 번호로 PSAP 콜백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 으로 걸려오는 착신 전화의 라우팅을
처리합니다 . 공유 디렉터리 번호에서 911 통화가 걸려오는 경우 , PSAP 콜백에 의해 모든 공유 디
렉터리 번호 표시가 울리게 됩니다 . 그런 다음 모든 공유 표시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
911 통화가 시작된 전화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Cisco Unified?CM 11.5 이상 릴리스에서 공유 DN 에 대한 PSAP 콜백은 PSAP 에 전화를 건 장치만
벨소리가 울립니다 . Unified CM 은 긴급 서비스에서 콜백을 전달하기 위해 장치 전 회선 설정 ( 예 :
모두 착신 전환 및 착신 거부 ) 을 무시합니다

Cisco Emergency Responder 배포 모델
여러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Cisco
Emergency Responder(Emergency Responder) 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에는 여기 사용된 용어는 물론 다음과 같은 논의
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특히 Cisco Emergency Responder
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참고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또는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SRST 배포의 경우 , 911 통화를 게
시된 사이트 번호를 사용하여 PSTN 으로 라우팅하도록 해당 다이얼 피어를 구성하십시오 .
Unified CME 는 기본적으로 E911 을 지원합니다 .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2 개 이상의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걸려오는 비상 통화를 처리하기 위해 단일 Emergency
Responder 그룹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설계 목표는 모든 전화에서 걸려오는 비상 통화가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으로 라우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Emergency Responder 그룹에서는
ELIN 을 할당하고 통화를 엔드포인트의 위치를 기반으로 적절한 게이트웨이로 라우팅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한 가지 장점은 모든 ERL 및 ELIN 이 단일 시스
템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 그룹이 시스템의 모든 액세스 스위치를 폴링하기 때문에 ,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에서 어느 클러스터에 등록된 엔드포인트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림 15−3 은 2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와 연결된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의 예를 보
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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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2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와 연결된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Unified CM
Cluster A
IP

M

IP

M

M

LEC
Network
City A

M

M

Cisco ER
Group

Primary

LEC
Network
City B

M
M

M

M

M

Unified CM
Cluster B

IP

IP

JTAPI CTI connection
SNMP phone polling to Cisco Unified CM
SNMP port polling to switches

132073

Secondary

그림 15−3 의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에 연결됩니다 .
•

SNMP 를 통해 각 Unified CM 클러스터는 구성된 각 엔드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

IP 텔레포니 엔드 포인트가 연결된 SNMP 를 통한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교환기 엔드포인트 위
치가 IP 서브넷을 기반으로 식별되는 경우 이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IP 서브넷 기반 ER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의 Cisco
Emergency Responder 구성 장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

JTAPI 를 통해 각 Unified CM 클러스터는 911 을 다이얼하는 모든 끝점에서 요구하는 호출 처
리를 허용합니다 ( 예 : 발신 끝점의 ERL 식별 , ELIN 할당 , 적절한 게이트웨이로의 호출 리디
렉션 ( 호출 기반 ) 엔드 포인트의 위치 ) 및 PSAP 콜백 기능 처리 .

•

SNMP 를 통해 각 Unified CM 클러스터는 시스코 무선랜 컨트롤러 (WLC) 에서 액세스 포인트
정보를 수집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서 사용하는 JTAPI 인터페이스의 버전은 Emergency Responder 가 연
결된 Unified CM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스템 초기화 시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정보를 얻어 적절한 JTAPI TSP( 텔레포니 서비스 공급업체
) 를 로드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는 하나의 JTAPI TSP 버전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과 연결된 모든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버전의
Unified CM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
일부 배포의 경우 , 이 소프트웨어 버전 요구 사항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Unified CM 업그레이드 시 , 여러 클러스터에서 서로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 일
부 클러스터에서 Cisco Emergency Responder 서버에서 실행되는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JTAPI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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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과 다른
JTAPI 버전을 실행하는 클러스터에서 걸려오는 비상 통화는 비상 번호의 CTI 경로 포인트의 통화
착신 전환 설정에서 제공하는 통화 취급을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 Unified CM 클러스터에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가능하면 비상 통화량이 가장 적은 ( 예를 들어 , 시스템이 최소한도로 사용되는 ) 유지 보수 허
용 기간 내에 Unified CM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상이한 JTAPI 버전을 사용할 때 클러스터의 수와 크기가 기간을 최
소화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을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 8 개의 서버로 구성된 큰 클러스터와 2 개의 서버로 구성된 작은 클러스터를 함께 배포
하는 경우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 큰 클러스터를 먼저 업그레이드하여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Cisco Emergency Responder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 작은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 사용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 작은 클러스터의 사용자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이
기간 동안 걸려오는 모든 비 ER 전화에 할당되는 단일 ERL/ELIN 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 현
재 실행 중인 비상 통화의 일시적인 정적 라우팅을 보다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멀티클러스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을 배포할 수도 있습
니다 . 이 경우 , 각 ER 그룹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에 연결됩니다 .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의 Unified CM 클러스터에 연결됨 :
– SNMP( 구성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
– JTAPI(적절한 게이트웨이, 또는 엔드포인트를 로밍하는 경우 적절한 Unified CM 클러스터

로의 통화 리디렉션과 관련된 통화 처리를 허용하기 위해 )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의 Unified CM 과 연결된 대부분의 엔드포인트가 연결될 가능
성이 가장 높은 액세스 스위치에 연결됨

•

시스코 무선랜 컨트롤러 (WLC) 에서 액세스 포인트 정보를 수집하는 각 Unified CM 클러스터
(SNMP 를 통해 )

이 방법을 사용하면 , 각 소프트웨어 버전이 별도의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에 연결되기
때문에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여러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다양한 부분 간에 엔드포인트를 로밍하고 Cisco Emergency Responder 로 추적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을 하나의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
로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 및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의 Cisco Emergency Responder 계획 장을 참조
하십시오 .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그림 15−4 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링의 일부 기본 개념을 보여주는 샘플 토폴로지
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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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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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는 다음과 같은 토폴로지의 예를 보여줍니다 .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가 Unified CM 클러스터 A 를 통해 액세스 스위치 A1 및 A2
에 연결되고 , Unified CM 클러스터 A 에 등록된 모든 엔드포인트의 홈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

•

마찬가지로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B 가 Unified CM 클러스터 B 를 통해 액세스 스
위치 B1 및 B2 에 연결되고 , Unified CM 클러스터 B 에 등록된 모든 엔드포인트의 홈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의 추적 도메인 내 엔드포인트 이동

동일한 홈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에 의해 제어되는 액세스 스위치 간을 이동하는 엔드포
인트에 대한 비상 통화 처리는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가 있는 배포에 대해 실행되는 처리와 같
습니다 . 예를 들어 , 액세스 스위치 A1 과 A2 간을 이동하는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클러스터 A
에 등록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가 이동 전후에 엔드포인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엔드포인트는 여전히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에 의해 완전히 제어
되어 , Unified CM 클러스터 A 가 엔드포인트를 검색하고 Cisco Emergency Responder 가 스위치 A2
상에서 엔드포인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따라서 엔드포인트가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전화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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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의 다양한 추적 도메인 간 엔드포인트 이동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의 집합입니다 . 각 그룹은 액세스 스위치 또는 IP 서브넷에서 발견되는 모든 엔드
포인트의 위치를 공유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은 또한 ( 스위치 또는 IP 서브넷의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
룹의 추적 도메인 내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룹과 연결된 Unified CM 클러스터에 등록된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됩니다 .
엔드포인트가 여러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액세스 스위치 간을 로
밍하는 경우에는 , 이들 그룹을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에서 구성하여 엔드포인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엔드포인트 A3 은 Unified CM 클
러스터 A 에 등록되어 있지만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B 에서 제어하는 액세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는 엔드포인트 A3 이 Unified CM 클러스
터 A 에 등록되어 있지만 그룹 A 가 사이트 A 스위치에 있는 엔드포인트 A3 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엔드포인트 A3 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에 의해 위
치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반면에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B 는 그룹 B 에서 모니터링하는 스위치 중 하나에 엔드포
인트 A3 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 엔드포인트가 Unified CM 클러스터 B 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엔드포인트 A3 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알 수 없는 엔드포인
트로 광고됩니다 .
두 개의 시스코 긴급 응답자 그룹이 복제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통해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 시
스코 긴급 응답자 그룹 B 의 알 수 없는끝점 A3 이 시스코 긴급 응답자 그룹 A 의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엔드포인트 A3 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전화 페이지에는 엔드포인트의 MAC
주소가 원격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 이 경우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B) 과 함
께 표시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 내에서 비상 통화 라우팅
Cisco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링은 비상 통화를 Unified CM 클러스터와 Cisco Emergency
Responder 로 구성된 쌍 간에 리디렉션할 수 있는 경로 패턴에 의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의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경로 패턴 생성에 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엔드포인트 A3 이 비상 통화를 거는 경우 통화 신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엔드포인트 A3 이 비상 통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 Unified CM 클러스터에 보냅니다 .

2.

Unified CM 클러스터 A 가 통화를 리디렉션하기 위해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에 보
냅니다 .

3.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A 가 엔드포인트 A3 이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B 의
추적 도메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 Unified CM 클러스터 B 를 가리키는 경로 패턴으로 통
화를 리디렉션합니다 .

4.

Unified CM 클러스터 A 는 SIP 트렁크 또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통해 Unified CM 클러스터
B 에 통화를 보냅니다 .

5.

Unified CM 클러스터 B 가 통화를 리디렉션하기 위해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B 에 보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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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nified CM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을 사용하는 비상 통화 라우팅

6.

시스코 긴급 응답자 그룹 B 는 ( 발신자 번호에 기반하여 ) 끝점 A3 의 위치와 연관된 ERL 및
ELIN 을 식별하고이 호출을 Unified CM 클러스터 B 로 리디렉션합니다 . 호출 번호는 끝점 A3
의 ERL 과 연관된 ELIN 으로 변환되며 전화를 적절한 게이트웨이로 라우트하기 위해 전화 번
호가 수정됩니다 .

7.

Unified CM 클러스터 B 가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 B 에서 얻은 새로운 착신 번호 정
보에 따라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8.

Unified CM 클러스터 B 가 통화를 게이트웨이 외부의 비상 PSTN 네트워크 쪽으로 보냅니다 .

6 단계의 ERL 및 ELIN 일치는 911 에 전화를 거는 끝점의 발신자 번호를 기반으로합니다 . SIP 트
렁크 또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가 발신자 번호 ( 예 : 전체 + E.164 번호 ) 를 수정하면 그룹 B 의 응
급 응답자는 트렁크를 통해 발신자 번호를 액세스 교환기 시스코 검색 프로토콜 (CDP) 이웃으 ? 부
터 학습한 전화 번호와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 따라서 , SIP 트렁크 또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통
과하는 긴급 통화는 발신자 변환을 거쳐서는 안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WAN 배포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2 개의 주 사이트를 지원합니
다 . 각 사이트에 하나의 Emergency Responder 서버를 설치하고 한 서버를 게시자 , 다른 서버를 가
입자로 구성하십시오 . Emergency Responder 게시자는 기본 Unified CM CTI Manager 와 같은 위치
에 있어야 하고 , Emergency Responder 가입자는 보조 Unified CM CTI Manager 와 같은 위치에 있
어야 합니다 . 각 Emergency Responder 서버에서 떨어져 있는 모든 Unified CM 서버는 두
Emergency Responder 에서 80ms RTT( 왕복 시간 ) 내에 있어야 합니다 . Emergency Responder 게시
자와 가입자 역시 서로 80ms RTT 내에 있어야 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서버 간에 필요
한 최소 대역폭은 1.544Mbps 입니다 .

Unified CM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을 사용하는 비상 통화 라우
팅
정확하게 위치를 식별해야 하지만 식별해야 하는 위치 수가 적거나 사이트가 하나뿐인 고객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에서 장치의 위치를 판별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 기능을 사용하여 장치 풀 수준 또는 장치 수준에서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
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Native Emergency Call Routing 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정적 장치 할당 또는 장치 풀 할당을 기반으로 ELIN 연결

•

콜백 목적으로 ELIN 을 발신 전화에 동적으로 연결

•

모바일 장치의 경우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으로 모바일 장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 이
동성 그룹

•

발신자 번호를 적절한 ELIN 으로 자동 대체

•

비상 통화 완료를 위해 비상 통화를 적절한 게이트웨이로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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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 서비스를 위한 설계 고려 사항

Cisco Unified CM Native Emergency Call Routing 서비스를 사용하여 비상 통화 라우팅 플랜을 설계
할 때 건물 내 비상 위치 경계를 특히 주의하여 고려합니다 . 비상 시 비상 서비스에서 개별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비상 위치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경계 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
치여야 합니다 . 물리적 또는 논리적 경계의 예로는 건물의 한 층 , 연구실 , 사무실 또는 1 층의 서
쪽과 같은 해당 층의 방향 표시가 포함됩니다 .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 설계 시에는 ELIN 을 정의하여 장치나 장치 풀에 할당해야 하지만 , 기본 비
상 통화 라우팅 기능을 통해 관리자가 ELIN 과 연관될 ERL 정보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ELIN 의 ERL 정의는 Cisco Unified CM 외부에서 수행한 다음 E911 서비스를 설정할 때 로컬 교환
캐리어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로컬 PSAP 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배포와 비슷하게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에서는 동일한 위치에서 동시
에 여러 사람이 고유하게 비상 서비스에 전화를 걸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비상 통화 라우
팅을 사용하면 비상 위치와 연결된 ELIN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정의할 수 있는 위치 수는 개별
ELIN( 비상 위치 ) 그룹에 할당된 ELIN 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에서는 최대
100 개의 ELIN 을 지원합니다 . 배포에서 위치당 하나의 동시 통화만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100
개의 고유한 비상 위치 그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배포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동시 발
신자를 추적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단일 비상 위치 (ELIN) 그룹에 대해 두 개의 ELIN
을 정의해야 합니다 . 단일 위치에 두 개의 2 ELIN 이 필요하면 Unified CM 에서 50 개의 위치를 지
원할 수 있습니다 (2 ELIN  50 ERL = 100 ELIN). 한 위치에서 고유하게 식별되는 동시 발신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ELIN 을 사용하면 정의할 수 있는 총 위치 수가 줄어듭니다 . ERL 의 고유한 동
시 발신자 수를 기반으로 정의할 수 있는 위치의 최대 수를 판별하는 데 다음 공식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100/(ERL 당 고유한 동시 발신자 수 ) = Max ERL
각 비상 위치 (ELIN) 그룹의 ELIN 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 하나의 ERL 에서 고밀도 사용자 모집단
을 담당하는 경우 4 개의 고유한 동시 발신자를 지원하도록 비상 위치 (ELIN) 그룹에 4 개의 ELIN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일한 건물에 적은 수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연구실이나 창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치에는 비상 위치 (ELIN) 그룹에 할당된 ELIN 이 하나뿐일 수 있습니다 .
PSAP 에서 발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고 콜백해야 하는 경우 통화가 발신된 ELIN 을 사용하여
Unified CM 에 회신 통화를 보냅니다 . 회신 통화를 올바르게 라우팅하려면 착신 전화 번호가
Unified CM 에 정의된 ELIN 과 일치하도록 다이얼 플랜을 구성해야 합니다 . 인바운드 트렁크가 착
신자의 마지막 5 자리만 제공하는 경우 관리자가 수집된 번호가 ELIN 과 일치하도록 확장하는 변
환 패턴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적절한 회신 통화 작업을 위해 착신 번호가 Unified CM 에 정의된 대
로 ELIN 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ELIN 은 고객의 DID 범위에 속한 임의의 숫자가 될 수
있지만 최대한 적은 수의 통화 변환 패턴을 사용하도록 연속된 ELIN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
다.

ALI 형식
멀티클러스터 구성에서는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에 정의된 ERL 및 ELIN 의 물리적
위치가 여러 전화 회사의 영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여러 LEC 를 위한 레코
드가 포함된 공통 파일에서 여러 전화 회사로 보내는 레코드를 추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이 정보를 NENA( 국가 비상 번호 협회 ) 2.0, 2.1 및 3.0 서식과 일치
하는 ALI 레코드로 내보냅니다 . 하지만 , 많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NENA 표준을 사용하지 않습니
다 . 이러한 경우 , AFT(ALI 서식 지정 도구 ) 를 사용하여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 의해 생성
된 ALI 레코드를 서비스 공급업체가 지정한 서식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
서비스 공급업체는 다시 서식이 지정된 파일을 사용하여 ALI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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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LI 서식 지정 도구 ) 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레코드를 선택하고 ALI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AFT 를 사용하면 ALI 필드를 수
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 서비스 공급업체는 다시 서식이 지정된 ALI 파일을 읽고 이를 사용하여 ELIN 레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

여러 ALI 레코드에 대해 벌크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벌크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
면 선택한 모든 레코드에 공통된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지역 번호 , 도시 번호 또는 4 자리 디렉터리 번호를 기반으로 ALI 레코드를 선택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특정 지역 번호의 모든 ALI 레코드를 내보내는 경우 , 각 서비스 공급
업체에 대한 모든 ELIN 레코드에 신속하게 액세스하고 , 따라서 여러 서비스 공급업체를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FT 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 단일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은 ALI 레코드를 여러 ALI 데이
터베이스 서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두 LEC 의 영역에 사이트가 있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
서 Cisco Emergency Responder 그룹을 이용하는 ,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Cisco Emergency Responder 에서 표준 NENA 서식의 ALI 레코드 파일 출력을 얻습니다 . 이 파
일에는 여러 LEC 로 보낼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필요한 각 ALI 서식에 대해 원래 파일의 복사본 (LEC 당 복사본 하나 ) 을 만듭니다 .

3.

첫 번째 LEC( 예 : LEC−A) 의 AFT 를 사용하여 , NENA 서식 파일의 복사본을 로드하고 다른
LEC 와 연결된 모든 ELIN 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 삭제할 정보는 일반적으로 NPA( 또는 지
역 번호 ) 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4.

결과 파일을 LEC−A 에 필요한 ALI 서식으로 저장하고 , 파일의 이름을 적절히 지정합니다 .

5.

각 LEC 에 대해 3~4 단계를 반복합니다 .

ALI 서식 지정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이 URL 에 나열되지 않은 LEC 의 경우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및 일반 텍스트 편집기와 같은 일
반 텍스트 파일 수정 도구를 사용하여 Emergency Responder 출력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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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ID 관리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 ID 관리에는 개별 보안 주체의 관리
와 보안 주체의 인증 및 권한 부여가 포함됩니다 . 전통적으로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ID 관리를 개
별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가 모든 개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인증해야 하는 상
황으로 이어졌습니다 . ID 관리 , 인증 및 권한부여를 중앙 집중화하면 SSO(Single Sign−On) 와 같
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
ID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엔터프라이즈 내 보안 주체에 대한 정보의 저장을 중앙
집중화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중앙 집중식 엔터프라이즈용 데이터 저장소를 보통 디렉터리라고
부릅니다 .
디렉터리는 다수의 읽기 및 검색 , 비정기적인 쓰기 및 업데이트를 위해 최적화된 특수 데이터베이
스입니다 . 디렉터리에는 일반적으로 회사 네트워크의 직원 정보 , 사용자 권한 , 그룹 구성원 자격
등 자주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
디렉터리는 확장 가능합니다 . 즉 , 저장된 정보 유형을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 스
키마는 저장된 정보의 유형 , 컨테이너 ( 또는 특성 ), 사용자 및 리소스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용어
입니다 .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는 디렉터리에 저장된 정보에 액세스하고 그러한 정
보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표준 방법을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규약입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여 회사는 모든 사용자 정보를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리포지토리에
중앙 집중화하여 , 추가 , 이동 및 변경 작업을 쉽게 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
습니다 .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기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회사 LDAP 디렉터리와 통합하기 위한 기본 설계 원칙에 대해 설명합니
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디렉터리 통합이란 ?, 16−3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인 기업 IT 부서에서 회사 LDAP 디렉터리와 통합하는 경우 직면하는 다
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합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 , 16−4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를 활성화하
기 위한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한 설계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

•

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 16−7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LDAP 동기화 및 LDAP 인증 기능 등 , Cisco Unified CM 와의 디렉터리 통합을
위한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설계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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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S 등록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통합 , 16−33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에 등록된 비디오 엔드포
인트에서 디렉터리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

ID 관리 아키텍처 개요 , 16−33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ID 관리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

•

SSO(Single Sign−On), 16−35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SAML 2.0 SSO(Single Sign−On) 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

인증 프레임워크 , 16−44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OAuth 인증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장에 설명된 고려 사항은 Cisco Unified CM 은 물론 Cisco Extension Mobility,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WebDialer, 벌크 관리 도구 ,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등 Cisco
Unified CM 과 함께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됩니다 .
Cisco Unity 에 대해서는 Cisco Unity Design Guide 및 Cisco Unity Data and the Directory, Active
Directory Capacity Planning, Cisco Unity Data Architecture and How Cisco Unity Works 백서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16−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16-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UDS(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 를 사용한 디렉터 Cisco UDS(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 를 사용하
리 액세스
여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 , 16−6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ID 관리

ID 관리 아키텍처 개요 , 16−33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SSO(Single Sign−On)

Cisco Jabber 용 SSO, 16−42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SSO 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 16−43 페이지
인증 및 OAuth 2.0

인증 프레임워크 , 16−44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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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 통합이란 ?

디렉터리 통합이란 ?
음성 애플리케이션과 회사 LDAP 디렉터리의 통합은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IT 조직에 있어서 일
반적인 작업입니다 . 하지만 , 정확한 통합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며 그림 16−1 에 표시된 대로 하나
이상의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요구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6-1

디렉터리 통합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
IT Group
M

IP Telep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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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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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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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rporate
LDAP Directory

IP Telephon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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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elephony
Endpoints

IP Telephony End-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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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한 가지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IP 전화기 또는 기타 음성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에서 사용자 조회 ("
화이트 페이지 " 서비스라고도 함 ) 를 활성화하여 , 사용자가 디렉터리에서 연락처의 번호를 찾은
후 신속하게 연락처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은 사용자를 회사 디렉터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으로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회사 디렉터리가 변경될 때마다 중요한 사용
자 정보를 수동으로 추가 ,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 디렉터리 자격 증명을 사용한 음성 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사용자 및 관리자 인증도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 IT 부서에서는 디렉터리 인증을 활성화하여 단일 로그온 기능을 제공
하는 동시에 각 사용자가 여러 회사 애플리케이션에 걸쳐 유지해야 하는 암호의 수를 줄일 수 있습
니다 .
표 16−2 에 표시된 바와 같이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내에서 디렉터리 액세스라는
말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사용자 조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메커
니즘 및 솔루션을 가리키는 한편 디렉터리 통합이라는 말은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인증 ( 최종 사
용자 및 관리자 모두에게 해당 )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메커니즘 및 솔루션을 가리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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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

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디렉터리 요구사항 및 Cisco 솔루션

요구 사항

Cisco 솔루션

Cisco Unified CM 기능

엔드포인트에 대한 사용자 조
회

디렉터리 액세스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 SDK

사용자 프로비저닝

디렉터리 통합

LDAP 동기화

Unified Communications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인증

디렉터리 통합

LDAP 인증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
리케이션 관리자를 위한 인증

디렉터리 통합

LDAP 인증

Cisco UDS(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Cisco Unified CM 기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서 이러
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참고

디렉터리 통합이라는 말을 달리 풀이하면 관리와 보안 정책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추가하는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은 사용자 정의되어 내장된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어플라이언스이며 ,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Unified CM 의 서버 관리 기능은 Cisco RTMT( 실
시간 모니터링 도구 ) 를 통해 제공됩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조정된 강력한 보안 정책이 내장
된 운영 체제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 ( 예 :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 사용
자 조회를 수행하기 위해 LDAP 호환 디렉터리 서버에 대한 회사 디렉터리 액세스를 구성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섹션에 포함된 지침은 Unified CM 또는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애
플리케이션이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인증을 위해 회사 디렉터리와 통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디스플레이 화면이 탑재된 Cisco Unified IP Phone 의 경우 사용자가 전화기의 " 디렉터리 " 단추를
누르면 사용자 디렉터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IP Phone 에서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를 사용하여 웹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 웹 서버의 응답에는 전화기에서 해석하고 표시
하는 특정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개체가 포함됩니다 .
기본적으로 , Cisco Unified IP Phone 은 Unified CM 의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사용자 조회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 회사 LDAP 디렉터리에서 조회를 수행하도록 이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 전화기는 HTTP 요청을 LDAP 쿼리로 변환하여 프록시로 작동하는
외부 웹 서버로 보냅니다 . 그런 다음 해당 쿼리가 회사 디렉터리에 의해 처리됩니다 . 웹 서버는
LDAP 응답을 XML 개체로 캡슐화하여 HTTP 를 사용해 전화기로 다시 돌려보내서 최종 사용자에
게 렌더링되도록 합니다 .
그림 16−2 는 Unified CM 이 회사 디렉터리와 통합되지 않은 배포에서 이 메커니즘의 예를 보여줍
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Unified CM 은 메시지 교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그림 16−2 의 오른쪽에
표시된 , Unified CM 웹 페이지에 대한 인증 메커니즘은 디렉터리 조회의 구성 방식과 관계가 없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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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 SDK 를 사용한 Cisco Unified IP Phone 에 대한 디렉터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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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ies
button

그림 16−2 에 표시된 예에서 , 웹 서버 프록시 기능은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 SDK( 소프트
웨어 개발 키트 ) 에 포함된 Cisco LDAP Search COM( 구성 요소 개체 모델 ) 서버에 의해 제공됩니
다 . 다음 , 시스코 개발자 커뮤니티인 시스코 DevNet 에서 최신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 SDK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https://developer.cisco.com/site/devnet/home/index.gsp
IP 전화 서비스 SDK 는 IIS 4.0 이상을 실행하는 Microsoft Windows 웹 서버에 설치할 수 있지만
Unified CM 서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SDK 에는 간단한 디렉터리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몇 가
지 샘플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IP 전화 서비스 SDK 를 사용하여 회사 디렉터리 조회 서비스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
시오 .
단계 1

샘플 스크립트 중 하나를 수정하여 자사 LDAP 디렉터리를 가리키도록 하거나 , SDK 와 함께 제공
되는 LDAP Search COM Programming Guide 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작성하십시오 .

단계 2

Unified CM 에서 , ( 시스템 >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 아래의 ) URL 디렉터리 매개 변수를 외부 웹
서버 상의 스크립트의 URL 을 가리키도록 설정합니다 .

단계 3

전화기를 재설정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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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 페이지 대신 전화 구성 페이지
내에서 직접 URL 디렉터리 매개 변수를 설정하십시오 .
끝으로 ,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 SDK 를 사용한 디렉터리 액세스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고
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

모든 LDAP 호환 회사 디렉터리에 대해 사용자 조회가 지원됩니다 .

•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 쿼리하는 경우 , 스크립트가 글로벌 카탈로그를 가리키도록 하고
스크립트 구성에서 포트 3268 을 지정하여 , 글로벌 카탈로그에 대해 조회를 수행할 수 있습니
다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더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글로벌 카탈로그에는 사용자
에 대한 모든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Active Directory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

•

이 기능을 활성화하더라도 Unified CM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 LDAP 디렉터리 서버에 최
소한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

•

SDK 와 함께 제공되는 샘플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사용자 정의만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 반환되는 모든 번호에 숫자 문자열을 접두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용이한 조작
을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 스크립트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
그래밍 가이드가 SDK 와 함께 제공됩니다 .

•

이 기능은 회사 디렉터리를 사용한 Unified CM 사용자의 프로비저닝이나 인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Cisco UDS(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 를 사용하여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
이 섹션에서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신 UDS 를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
에 액세스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의 메커니즘과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 UDS(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 API 는 UC(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장치 ,
가입된 서비스 , 단축 다이얼 등의 사용자 리소스 및 엔터티에 대한 인증된 액세스를 제공하는
REST 기반 작업 집합입니다 .
CE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모든 엔드포인트를 포함하여 현재 엔드포인트는 사용자가 엔드포인트
에서 검색 기능을 호출할 때마다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 UDS REST 기반 디렉터리 검색 메서드에
직접 액세스합니다 . 그러면 UDS 검색 메서드에 의해 반환된 결과가 엔드포인트 디스플레이에 표
시됩니다 . UDS 검색 기능은 UDS LDAP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 Unified CM 데이터베이
스에 있는 디렉터리 항목만 나열합니다 . UDS LDAP 프록시 기능을 사용할 때 엔드포인트는 여전
히 UDS 를 통해 Cisco Unified CM 에서 디렉터리 정보를 요청하지만 결과는 UDS 요청의 결과로 엔
드포인트로 반환되기 전에 구성된 외부 LDAP 디렉터리에서 UDS 서비스에 의해 요청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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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이 섹션에서는 회사 LDAP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인증이 가능한 , Cisco
Unified CM 과의 디렉터리 통합 메커니즘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
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디렉터리 아키텍처 , 16−7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의 사용자 관련 아키텍처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

LDAP 동기화 , 16−10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LDAP 동기화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 기능의 배포를 위한 설계 지침 및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

•

LDAP 인증 , 16−22 페이지
이 섹션에서는 LDAP 인증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 기능의 배포를 위한 설계 지침 및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

지원되는 LDAP 디렉토리 목록에 대해 , 다음에서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용 시스템 구성 안내서
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디렉터리 아키텍처
그림 16−3 은 Unified CM 클러스터의 기본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장
치 관련 데이터 , 통화 라우팅 , 기능 프로비저닝 , 사용자 프로파일 등 모든 구성 정보가 저장됩니
다 . 데이터베이스는 Unified CM 클러스터 내 모든 서버에 존재하며 게시자 서버에서 모든 가입자
서버로 자동으로 복제됩니다 .
그림 16-3

Cisco Unified CM 아키텍처

Cisco Unified CM Cluster
Publisher
Cisco Unified CM
server

M

Embedded
database

Device configuration

IP

Call routing / features

M

DB

User profiles

Replication

M

DB
Subscriber 1

M

M

DB
Subscri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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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 모든 사용자는 Unified CM 관리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게시자 데이터베이스에 수동
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 Cisco Unified CM 에는 2 가지 유형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
•

최종 사용자 — 실제 인물 및 대화형 로그인과 연관된 모든 사용자를 말합니다 . 이 범주에는 모
든 Unified Communications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 그룹 및 역할 구성 ( 이전 Unified CM 버전의
Cisco Multilevel 관리 기능과 동일함 ) 을 사용하는 경우 Unified CM 관리자가 포함됩니다 .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 Cisco Attendant Console,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등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기능 또는 애
플리케이션과 연결된 모든 사용자입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Unified CM 을 사용하여 인
증해야 하지만 , 이들 내부 " 사용자 " 는 대화형 로그인이 없으며 애플리케이션 간 내부 통신에
만 사용됩니다 .

표 16−3 에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및 애플리
케이션 사용자를 사용하는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경우 추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 예를 들어 , Cisco
Attendant Console 의 경우 ac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의 경우
jtapi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등 ) 를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표 16-3

Unified CM 의 기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사용하는 기능 또는 애플리케이션 :

CCMAdministrator

Unified CM 관리 ( 기본 " 수퍼 사용자 ")

CCMQRTSecureSysUser

Cisco 품질 보고 도구

CCMQRTSysUser
CCMSysUser

Cisco 내선 이동

IPMASecureSysUser
IPMASysUser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WDSecureSysUser

Cisco WebDialer

WDSysUser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 그림 16−4 는 Unified CM 에서 조회 , 프로비저닝 , 인증 등 사용자
관련 작업을 위한 기본 동작의 예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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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Unified CM 의 사용자 관련 작업을 위한 기본 동작

Cisco Unified CM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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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는 HTTPS 를 통해 Unified CM 사용자 옵션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 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통해 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 증
명을 사용하여 Unified CM 관리 페이지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다른 Cisco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도 HTTPS 를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연
결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인증됩니다 .
HTTPS 메시지에 의해 운반되는 인증 질문은 Unified CM 의 웹 서비스에 의해 IMS(ID 관리 시스템
) 라고 하는 내부 라이브러리에 전달됩니다 . 기본 구성에서 , IMS 라이브러리는 최종 사용자와 애
플리케이션 사용자 모두를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의 " 물리적 " 사용자 및 내부 애플리케이션 계정 모두 Unified CM 에서 구
성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인증됩니다 .
최종 사용자는 또한 IP 전화기에서 내선 이동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이름 및 숫자 암호 ( 또
는 PIN) 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 인증 질문은 HTTP 를 통해 Unified CM 에 운
반되지만 여전히 웹 서비스에 의해 IMS 라이브러리에 전달되며 , IMS 라이브러리가 내장된 데이
터베이스에 대해 자격 증명을 인증합니다 .
또한 ,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의해 디렉터리 단추를 통해 수행되는 사용자 조회는
HTTP 를 통해 Unified CM 의 웹 서비스와 통신하며 ,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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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구분의 중요성은 회사 디렉터리와 통합해야 하는 경우 명확
히 알 수 있습니다 .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 이 통합은 다음과 같은 2 개의 분리된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됩니다 .
•

LDAP 동기화
이 프로세스는 Unified CM 의 Cisco DirSync(Directory Synchronization) 라고 하는 내부 도구를
사용하여 회사 LDAP 디렉터리에서 여러 사용자 특성을 ( 수동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 동기화
합니다 .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 Unified CM 관리 GUI 를 통한 로컬 사용자 프로비저닝 외
에 회사 디렉터리에서 사용자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 이 기능은 최종 사용자에만 적
용되며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별도로 유지되고 여전히 Unified CM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프로비저닝됩니다 . 요약하면 , 최종 사용자는 회사 디렉터리에서 정의되고 Unified CM 데이터
베이스에 동기화되지만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만 저장되며 회
사 디렉터리에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

LDAP 인증
이 프로세스를 통해 IMS 라이브러리에서 LDAP 표준 Simple_Bind 작업을 사용하여 , LDAP 동
기화된 최종 사용자의 사용자 자격 증명을 회사 LDA 디렉터리에 대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 LDAP 동기화된 최종 사용자의 최종 사용자 암호는 회사 디렉터리에
대해 인증되지만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암호 및 로컬 최종 사용자의 암호는 여전히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로컬로 인증됩니다 . Cisco Extension Mobility PIN 역시 여전
히 로컬로 인증됩니다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유지관리하고 그 안에서 인증하면 회사
LDAP 디렉터리 사용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 이러한 계정을 사용하여 Unified CM 과 통신하는 모
든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에 오류 복원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tension Mobility PIN 또한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내에 보관됩니다 . 이는 실시간 애플
리케이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회사 디렉터리의 응답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다음 두 섹션에서는 LDAP 동기화 및 LDAP 인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 두 기능 모두에 대해
설계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
참고

Unified Communications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 , 16−4 페이지의 섹션에 예시되어 있
듯이 , 외부 웹 서버에서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 SDK 를 구성하여 엔드포인트에서 회사 디
렉터리에 대해 사용자 조회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LDAP 동기화
Unified CM 을 회사 LDAP 디렉터리와 동기화하면 관리자가 Unified CM 데이터 필드를 디렉터리
특성에 매핑하여 여러 사용자를 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LDAP 저장소에 유지되는 중요
한 사용자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해당 필드에
복사됩니다 . 회사 LDAP 디렉터리의 상태는 중앙 리포지토리로 유지됩니다 . Unified CM 에는 사
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Unified CM 관리 내에 사용자 계정과 데이터
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웹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 LDAP 동기화가 활성화된 경우에도 ,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사용되며 로컬 최종 사용자 계정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LDAP 디렉터리의 인터페이스 및 Unified CM 관리 GUI 를 통해 최종 사용자 계정이 관리됩니다 . (
그림 16−5 를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위한 계정은 Unified CM 관리 웹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계정 정보는 LDAP 디렉터리에서 Unified CM 게시자 서버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로 가져
옵니다 . LDAP 디렉터리에서 가져온 정보는 Unified CM 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고유의 추가 사용자 정보는 Unified CM 에 의해 관리되며 로컬 데이터베이스 내에
만 저장됩니다 . 예를 들어 , 장치 대 사용자 연결 , 바로 호출 , 통화 착신 전환 설정 및 사용자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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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Unified CM 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터로 , 회사 LDAP 디렉터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
런 다음 사용자 데이터는 내장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메커니즘을 통해 Unified CM 게시자 서버에
서 가입자 서버로 전파됩니다 .
LDAP 디렉터리에서 동기화된 사용자 정보는 로컬 사용자 정보로 변환하여 Unified CM 에서 로컬
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로컬 최종 사용자는 Unified CM 관리 GUI 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LDAP 동기화 시 , 로컬 최종 사용자는 활성 LDAP 사용자로 변환되며 , LDAP 에 사용자
ID 가 동일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 로컬로 구성된 데이터가 디렉터리의 데이터로 대체됩니다 .
그림 16-5

사용자 데이터의 동기화 활성화
Cisco Unified CM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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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동기화가 활성화된 경우 , 클러스터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LDAP 디렉터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LDAP 디렉터리 사용자의 한 가지 특성이 선택되어 Unified CM 사용자
ID 필드로 매핑됩니다 . Unified CM 은 표준 LDAPv3 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표준 특성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디렉터리 스키마를 확장할 필요는 없습
니다 . 표 16−4 에는 Unified CM 필드로 매핑 가능한 특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Unified CM 사용
자 ID 로 매핑되는 디렉터리 특성의 데이터는 해당 클러스터의 모든 항목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Unified CM UserID 필드에 매핑된 속성은 디렉토리에 채워져야하고 sn 속성은 데이터로 채워져
야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가져오기 작업 중에 해당 레코드를 건너 뜁니다 . 최종 사용자 계
정을 가져오는 동안 사용되는 기본 특성이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일
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LDAP 디렉터리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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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4 는 LDAP 디렉터리에서 해당 Unified CM 사용자 필드로 가져오는 특성을 나열하고 , 해당
필드 간의 매핑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일부 Unified CM 사용자 필드는 여러 LDAP 특성 중 하나에서
매핑될 수도 있습니다 .
표 16-4

동기화된 LDAP 특성 및 해당 Unified CM 필드 이름

Microsoft 아담 (Active
Directory 응용 프로그
램 모드 ) 또는 AD LDS
(Active Directory LDS)

Unified CM 사용자
필드

Microsoft Active
Directory

사용자 ID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 다음 중 하나에 해
다.
니다 .
당합니다 .
sAMAccountName
mail
employeeNumber
telephoneNumber
userPrincipalName

uid
mail
employeeNumber
telephoneNumber
userPrincipalName

uid
mail
employeeNumber
telephonePhone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

이름

givenName

givenName

givenName

givenName

중간 이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 initials
다.
니다 .

initials

middleName
initials

middleName
initials

sn

sn

sn

성

오라클 DSEE 및 선

sn

OpenLDAP 및
기타 LDAPv3 유형

uid
mail
employeeNumber
telephon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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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4

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동기화된 LDAP 특성 및 해당 Unified CM 필드 이름 ( 계속 )

Unified CM 사용자
필드

Microsoft Active
Directory

Microsoft 아담 (Active
Directory 응용 프로그
램 모드 ) 또는 AD LDS
(Active Directory LDS)

관리자 ID

관리자

manager

manager

manager

부서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number

departmentnumber

전화 번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 전화한 사람
다.
니다 .

telephonenumber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 다음 중 하나에 해
다.
니다 .
당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

telephoneNumber
ipPhone

메일 ID

오라클 DSEE 및 선

OpenLDAP 및
기타 LDAPv3 유형

telephoneNumber
ipPhone

mail
sAMAccountName

mail
uid

mail
uid

objectGUID

objectGUID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OCSPrimaryUser 주 msRTCSIP−PrimaryUser 해당 사항 없음
Address
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Title

title

title

Title

title

집 전화 번호

homePhone

homePhone

Homephone

hometelephonenumber

휴대폰 번호

mobile

mobile

Mobile

Mobiletelephonenumber

호출기 번호

pager

pager

Pager

Pagertelephonenumber

디렉터리 URI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 다음 중 하나에 해
다.
니다 .
당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
다.

msRTCSIP−PrimaryUser mail
Address
none
mail

mail

mail

none

none

displayName

displayName

objectGUID

mail
uid

none
표시 이름

displayName

displayName

디렉터리 속성을 로컬 사용자 속성에 직접 매핑하는 외에도 동기화된 사용자의 기타 특성은 LDAP
디렉터리 동기화 계약의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LDAP 동기화를 통해 생성된 사용자의 액세스
제어 그룹 구성원 자격은 LDAP 디렉터리 구성 설정에서 직접 구성합니다 . 추가 사용자 기능은 선
택한 기능 그룹 템플릿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선택적으로 LDAP 디렉터리 동기화 계약의 기능 그룹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능 그룹 템플릿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홈 클러스터 선택 , IM and
Presence 기능 , 이동 기능 , 서비스 프로파일 및 사용자 프로파일 등의 사용자 특성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 사용자 프로필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Unified CM 에서 LDAP 동기화 사용자의 디렉터리 번
호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범용 회선 템플릿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프로세스는 서비스 가용성 웹 페이지를 통해 활성화되는 , Cisco DirSync 라고 하는 프로세
스에 의해 수행됩니다 . 이 프로세스가 활성화된 경우 , 시스템에서 1~20 개의 동기화 규약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된 사용자가 80,000 명이 넘는 경우 이 숫자는 10 개로 줄어듭니다 . 하나의
규약은 LDAP 트리에서 Unified CM 이 가져올 사용자 계정의 검색을 시작하는 위치인 검색 기준을
지정합니다 . Unified CM 은 특정 동기화 규약에 대한 검색 기준에 의해 지정된 도메인에 존재하는
사용자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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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에는 2 개의 동기화 규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한 동기화 규약은 User Search Base 1 을
지정하며 사용자 jsmith, jdoe 및 jbloggs 를 가져옵니다 . 다른 동기화 규약은 User Search Base 2 를
지정하며 사용자 jjones, bfoo 및 tbrown 을 가져옵니다 . CCMDirMgr 계정은 사용자 검색 기준에 의
해 지정된 지점 아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 사용자들이 LDAP 디렉터리에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 , 해당 구조를 사용하여 어느 사용자 그룹을 가져올 것인지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에서 , 도메인의 루트를 지정하는 데 동기화 규약을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었
겠지만 그 경우 검색 기준이 Service Accts 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 검색 기준이 도메인 루트를 지정
할 필요는 없으며 , 트리의 어느 지점이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6-6

사용자 검색 기준
User
Search
Base 2

User
Search
Base 1

dc=vse, dc=lab

CCM Dir Mgr

ou= Site 1 Users

ou=Eng

jsmith

ou= Site 2 Users

ou=Mktg

jdoe

jbloggs

jjones

bfoo

tbrown
153285

ou=Service Accts

데이터를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기 위해 , 시스템은 LDAP 관리자 고유 이름으로 지정
된 계정을 사용하여 LDAP 디렉터리와 바인딩을 수행하며 , 이 계정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읽습니다 . Unified CM 이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LDAP 디렉터리에 있어야 하며 , 사용자 검
색 기준에 의해 지정된 하위 트리 내의 모든 사용자 개체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계정을 생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기화 규약은 계정이 해당 도메인 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도록 해당 계정
의 완전한 고유 이름을 지정합니다 . 그림 16−6 의 예에서 , CCMDirMgr 는 동기화에 사용되는 계
정입니다 .
LDAP 관리자 고유 이름 계정의 권한을 사용하여 계정 가져오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에서
, 해당 계정이 ou=Mktg 이 아니라 ou=Eng 만 읽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경우 , Eng 아래 위치한 계정
만 가져옵니다 .
동기화 규약에서 중복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디렉터리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를 시도
할 때 사용될 구성에 최대 3 개의 디렉터리 서버를 일정한 순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서버는 목
록이 끝날 때까지 순서대로 시도됩니다 . 디렉터리 서버 중 어느 것에서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 동
기화는 실패한 것이 되지만 이는 구성된 동기화 일정에 따라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

동기화 메커니즘
동기화 규약은 동기화 시작 시간 및 재동기화 기간을 시간 , 일 , 주 및 월 단위로 (6 시간을 최소값
으로 하여 ) 지정합니다 . 또한 특정 시간에 한 번만 실행되도록 동기화 규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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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게시자 서버에서 처음으로 동기화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 회사 디렉터리에 존재하는
사용자 계정을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 그런 다음 기존의 Unified CM 최종 사용
자 계정이 활성화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거나 , 다음 프로세스에 따라 새로운 최종 사용자 계정
이 생성됩니다 .

참고

1.

최종 사용자 계정이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하고 동기화 규약이 구성된 경우 ,
이전에 LDAP 에서 동기화된 모든 기존 계정이 Unified CM 에서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 동기
화 규약의 구성이 LDAP 데이터베이스 특성이 Unified CM UserID 로 매핑되도록 지정하고 있
습니다 . 동기화하는 동안 , LDAP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Unified CM 계정과 일치하는 계정이 있
으면 Unified CM 계정이 다시 활성으로 표시됩니다 .

2.

동기화가 완료된 후 , 활성으로 설정되지 않은 모든 LDAP 동기화된 계정은 가비지 수집 프로세
스가 실행될 때 Unified CM 에서 영구히 삭제됩니다 . 가비지 수집은 오전 3 시 15 분 정시에 자
동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며 , 이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습니다 .

3.

이후에 회사 디렉터리가 변경되면 , Microsoft Active Directory 의 동기화가 다음 예약된 동기화
기간에 완전 재동기화로 실행됩니다 . 반면 Sun ONE 디렉터리 제품의 경우 디렉터리가 변경되
면 그로 인해 트리거되는 증분식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이 두 시나리오의 예
를 보여줍니다 .

일단 사용자가 LDAP 로부터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로 동기화되고 나면 동기화 구성이 삭제되
어 해당 구성으로 가져온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비활성으로 표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
다 . 그런 다음 가비지 수집 프로세스에 의해 이러한 사용자가 제거됩니다 .

Active Directory 와 계정 동기화
그림 16−7 은 LDAP 동기화 및 LDAP 인증이 모두 활성화된 Unified CM 배포에서 이벤트 타임라인
의 예를 보여줍니다 . 재동기화는 매일 11 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한 변경 사항 전파

8:00am

11:00pm
Jan. 1st

8:00am:
Account disabled

A

3:15am
Jan. 2nd

11:00pm:
Periodic Resync

time
Jan. 3rd

3:15am:
Garbage Collection

B

C

153292

그림 16-7

최초 동기화 후 계정이 생성 ,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면 그림 16−7 에 표시된 타임라인에 따라 다음
단계에 설명된 대로 Unified CM 으로 전파됩니다 .
1.

1 월 1 일 오전 8 시에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AD 에서 삭제됩니다 . 이 때부터 기간 A 동안에
는 , Unified CM 이 인증을 AD 로 리디렉션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 대한 암호 인증 ( 예를 들
어 , Unified CM 사용자 옵션 페이지 ) 이 실패합니다 . 하지만 , PIN 이 Unified CM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PIN 인증 ( 예를 들어 , 내선 이동 로그인 ) 은 여전히 성공합니다 .

2.

주기적 재동기화는 1 월 1 일 오후 11 시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 해당 프로세스 동안 , Unified CM
은 모든 계정을 확인합니다 . 비활성화되거나 AD 에서 삭제된 모든 계정은 이때 Unified CM 데
이터베이스에서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 1 월 1 일 오후 11 시 이후 , 계정이 비활성으로 표시
되면 Unified CM 에 의한 PIN 및 암호 인증이 모두 실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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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 가비지 수집은 매일 오전 3 시 15 분 정시에 실행됩니다 . 이 프로세스는 24 시간 이상 비
활성으로 표시된 모든 레코드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히 삭
제합니다 . 이 예에서는 1 월 2 일 오전 3 시 15 분에 실행되는 가비지 수집은 계정이 비활성 상
태가 된지 아직 24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계정
은 1 월 3 일 오전 3 시 15 분에 삭제되었습니다 . 이때 해당 사용자 데이터는 Unified CM 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

3.

A 기간이 시작될 때 어떤 계정이 하나 생성되었다고 한다면 , 이 계정은 B 기간이 시작될 때 실행
되는 주기적 재동기화가 일어날 때 Unified CM 으로 가져오며 , 가져온 즉시 Unified CM 에서 활성
화됩니다 .

Sun ONE 과 계정 동기화
Sun ONE 제품은 증분식 동기화 규약을 지원하며 Microsoft Active Directory 와 다른 동기화 타임라
인을 사용합니다 . 동기화에서는 많은 LDAP 구현에 의해 지원되는 영구 검색 메커니즘을 이용합
니다 . 그림 16−8 은 LDAP 동기화 및 LDAP 인증이 모두 활성화된 Unified CM 배포에 대한 동기화
타임라인의 예를 보여줍니다 .
Sun ONE 를 사용한 변경 사항 전파

8:00am

3:15am
Jan. 1st

8:00am:
Account
deleted

Jan. 2nd

~8:02am:
Incremental sync

A

time
Jan. 3rd

3:15am:
Garbage Collection

B

C

153293

그림 16-8

그림 16−8 의 예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1.

계정이 1 월 1 일 오전 8 시에 회사 디렉터리에서 삭제되며 , 이에 따라 증분 업데이트가 LDAP
서버에서 Unified CM 으로 전송됩니다 . Unified CM 은 해당 데이터 복사본을 비활성으로 설정
합니다 . LDAP 인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LDAP 서버가 레코드를 삭제하자마자
암호를 통해 로그인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 Unified CM 레코드가 비활성으로 표시되는 순간
에는 PIN 을 로그인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기간 B 동안 , 사용자의 레코드는 비활성이지만 Unified CM 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

3.

1 월 2 일 오전 3 시 15 분에 가비지 수집이 실행될 때 레코드는 비활성으로 표시된 지 아직 24 시
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데이터는 1 월 3 일 기간 C 가 시작되어 , 오전 3 시 15 분에 가비지 수
집 프로세스가 다시 실행되고 레코드가 비활성으로 표시된 지 24 시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
인할 때까지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습니다 . 그런 다음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
에서 영구히 삭제됩니다 .

디렉터리에 새로 생성된 계정도 증분 업데이트를 통해 Unified CM 에 동기화되며 , 증분 업데이트
가 수신되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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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회선 생성
LDAP 동기화 중에 생성된 사용자에 대해 Unified CM 에서 자동으로 디렉터리 번호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 생성된 디렉터리 번호는 디렉토리에서 찾은 정보를 기반으로 디렉터리의
번호에 있는 전화기에 적용할 마스크에 따라 정의하거나 , LDAP 동기화 계약에 정의된 디렉터리
번호 풀에서 번호를 가져옵니다 . 동기화 계약에 마스크가 정의된 경우 가변 길이 +E.164 디렉터리
번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마스크가 비어 있으면 Unified CM 에서 모든 숫자와 디렉터리의 선행 "+"( 있는 경우 ) 도 사용합
니다 .

•

X 는 마스크의 와일드 카드 문자로 사용됩니다 .

•

와일드 카드는 숫자 및 "+" 와 일치됩니다 .

•

마스크의 와일드 카드는 오른쪽부터 채웁니다 .

•

마스크에서 채워지지 않은 와일드 카드는 제거됩니다 .

표 16−5 에서는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
표 16-5

LDAP 의 번호

마스크 기반의 LDAP 전화번호에서 디렉터리 번호를 생성하는 예제

마스크

결과

14085551234

14085551234

14085551234

+XXXXXXXXXX

+14085551234

14085551234

+XXXXXXXXXXXXXXXXX

+14085551234

14085551234

XXXX

1234

+14085551234

+14085551234

+14085551234

+XXXXXXXXXXXXXXXXX

+14085551234

+496100123

+XXXXXXXXXXXXXXXXX

+496100123

LDAP 의 정보를 기반으로 디렉터리 번호를 생성하는 대신 새 사용자의 디렉터리 번호는 사전 정
의된 번호 풀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각 풀은 시작과 종료 번호로 정의됩니다 . 디렉터리 번호
풀에서는 +E.164 번호를 지원합니다 . 최대 다섯 개의 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번호는 첫 번째 풀
에서 할당되며 , 이 풀의 모든 번호가 할당될 때까지 사용합니다 . 그런 후 그 다음 풀의 번호를 사
용하여 번호를 할당하기 시작합니다 .
자동 회선 생성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

기능 그룹 템플릿이 디렉터리 동기화 계약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

기능 그룹 템플릿에서 선택한 사용자 프로파일에 범용 회선 템플릿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

그림 16−9 는 자동 회선 생성의 회선 수준 설정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의 계층 구조를 표
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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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디렉터리 구성 , 기능 그룹 템플릿 , 사용자 프로파일 및 범용 회선 템플릿의 관계

LDAP Directory
Feature Group Template

Feature Group Template
User Profile

User Profile
Universal Device Template
Universal Line Template

Description
Partition
CSS
AAR Settings
Alternate Numbers
...

348824

Universal Line Template

궁극적으로 범용 회선 템플릿을 사용하여 해당 LDAP 동기화 정의를 통해 추가된 사용자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된 모든 디렉터리 번호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
설계 고려 사항

범용 회선 템플릿에 정의된 발신 검색 공간에 따라 자동 생성된 디렉터리 번호를 사용하여 장치의
서비스 클래스가 결정됩니다 . 즉 , 동일한 LDAP 동기화 계약을 통해 생성된 모든 디렉터리 번호가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를 공유하므로 , 여러 사이트와 여러 서비스 클래스의 디렉터리 번호를 자동
으로 생성해야 하는 경우 여러 LDAP 동기화 계약 ( 사이트 및 서비스 클래스당 하나씩 ) 을 구성해
야 합니다 . 이러한 동기화 계약마다 개별 LDAP 필터를 정의해야 하며 , 각 필터는 사이트별 사용
자 그룹 및 서비스 클래스별 사용자 그룹에 속한 사용자하고만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사이트와
서비스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룹 구성원이 몇 개의 LDAP 속성 (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도 가능
) 에 명시적으로 인코딩된 경우가 아니면 LDAP 속성에서 사이트 및 서비스 클래스 그룹으로 맵핑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LDAP 계약의 최대수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 디렉터리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개별 사용자 그룹의 수가 한정됩니다 .
디렉터리 번호 자동 생성은 LDAP 디렉터리 동기화 중에 생성된 사용자에만 적용됩니다 . 지정된
LDAP 동기화 계약의 범용 회선 템플릿을 추가 , 변경 또는 업데이트해도 기존 사용자의 디렉터리
번호는 생성되지 않으며 , 기존 디렉터리 번호의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가 범용 회선 템플릿을 사용하여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대상을 정의하고 통화 착신
전환 대상으로 음성 메일을 선택하거나 명시적인 대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WAN 장애 발생 시
, 등록된 엔드포인트에서 원격 사이트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려면 원격 사이트 전화기의 등록되
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대상이 원격 전화기의 PSTN 별칭 (+E.164 번호 )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할당된 디렉터리 번호 ( 마스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를 기반으로 등록
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대상을 정의해야 하므로 , 범용 회선 템플릿 설정을 통해 수행할 수 없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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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그룹 지원
재버 클라이언트가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서 그룹을 검색할 수 있게 하려면 Active Directory
에서 최종 사용자를 동기화할뿐만 아니라 Active Directory 에 정의된 메일 그룹을 포함하도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그룹의 동기화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를
데이터 원본으로만 지원됩니다 . Active Directory LDS ( 라이트 디렉토리 서비스 ) 또는 다른 회사
디렉터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그룹의 동기화는 Unified CM LDAP 디렉토리
구성에서 활성화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그룹의 최대 수는 15,000 이고 그룹 당 최대 구성원 수는
100 입니다 . Unified CM 관리에서 그룹 및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지만 Active
Directory 에서 동기화된 그룹은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설정 / 사용자 그룹 메뉴에서 검토할 수 있습
니다 .
각 그룹 구성원에 대해 재버 클라이언트에서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표시 이름

•

사용자 ID

•

직책

•

전화 번호

•

메일 ID

보안 고려 사항
계정을 가져오는 동안 암호나 PIN 은 LDAP 디렉터리에서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 LDAP 인증이 Unified CM 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단일 사인 − 온 (SSO) 이 사용되지 않으
면 , 최종 사용자의 암호는 Unified CM 관리를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 암호와 PIN 은 암호화된 형식
으로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 PIN 은 항상 Unified CM 에서 관리됩니다 . LDAP
디렉터리 암호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를 인증하려면 LDAP 인증 , 16−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M 게시자 서버와 디렉터리 서버 간의 연결은 Unified CM 과 LDAP 서버에서 SLDAP( 보
안 LDAP) 를 활성화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안 LDAP 는 LDAP 를 SSL( 보안 소켓 레이어 ) 연
결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Unified CM 플랫폼 관리 내에서 LDAP 서버를 Tomcat 신뢰 저장
소에 추가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절차는 Unified CM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 SLDAP 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LDAP 디렉터리 공급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LDAP 동기화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Cisco Unified CM 을 사용하여 LDAP 동기화를 배포하는 경우 다음 설계 및 구현 모범 사례를 따르
십시오 .
•

Unified CM 동기화 규약에서 연결하고 인증할 수 있는 회사 디렉터리 내의 특정 계정을 사용
합니다 . 최소한 원하는 검색 기준 내 모든 사용자 개체를 " 읽을 " 수 있도록 권한이 설정되고
암호가 결코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된 , Unified CM 전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렉
터리 내 이 계정의 암호는 Unified CM 의 해당 계정의 암호 구성과 동기화 상태를 유지해야 합
니다 . 디렉터리에서 서비스 계정 암호가 변경되는 경우 Unified CM 에서 계정 구성을 업데이
트하도록 하십시오 .

•

지정된 클러스터의 모든 동기화 규약은 동일한 LDAP 서버 제품군과 통합해야 합니다 .

•

동기화 규약의 일정 조정을 스태거하여 ( 일정에 시차가 있도록 조정하여 ) 여러 개의 규약이
같은 LDAP 서버에 동시에 쿼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대기 기간 ( 사용량이 적은 시간 ) 동안
실행되는 동기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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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 Unified CM 관리의 LDAP 디렉터리 구성 페이지에서
SSL 사용 필드를 선택하여 SLDAP( 보안 LDAP) 필드를 활성화합니다 .

•

Unified CM UserID 필드로 매핑하기 위해 선택한 LDAP 디렉터리 특성이 해당 클러스터에 대
한 모든 동기화 규약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

UserID 로 선택된 특성은 Unified CM 에서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특성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

•

LDAP 특성 sn(lastname) 은 사용자의 LDAP 동기화를 위한 필수 특성입니다 .

•

동기화 이전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계정은 LDAP 디렉터리에서 가져온 계정에 일
치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지됩니다 . Unified CM UserID 와 일치하는 특성은 동기화 규
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

•

최종 사용자 계정은 LDAP 디렉터리의 관리 도구를 통해 관리하고 , 해당 계정에 대한 Cisco 고
유의 데이터는 Unified CM 관리 웹 페이지를 통해 관리합니다 .

•

AD 배포의 경우 , ObjectGUID 는 Unified CM 에서 사용자의 주요 특성으로 내부적으로 사용됩
니다 . AD 에서 Unified CM 사용자 ID 에 해당하는 특성은 AD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sAMAccountname 이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AD 에서 sAMAccountname 을 변경할 수
있으며 , Unified CM 에서 해당하는 사용자 레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
기타 모든 LDAP 플랫폼의 경우에는 , 사용자 ID 로 매핑되는 특성이 Unified CM 의 해당 계정
에 대한 키입니다 . LDAP 에서 이 특성을 변경하면 Unified CM 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생성되
며 , 원래 사용자는 비활성으로 표시됩니다 .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Unified CM 은 동기화 프로세스 동안 AD 참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한 동기화 규약은
해당 도메인 밖에 있는 사용자도 , 하위 도메인 내의 사용자도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 그림 16−10
의 예에서는 모든 사용자를 가져오기 위해 3 개의 동기화 규약이 필요합니다 . Search Base 1 은 트
리의 루트를 지정하지만 하위 도메인에 존재하는 사용자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 그 범위는
VSE.LAB 만이며 , 다른 두 도메인에서 사용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별도의 규약이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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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0

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여러 Active Directory 도메인과 동기화
User
Search
Base 1

root domain
dc=vse, dc=lab

ou=Corporate

User
Search
Base 2

jjones

bfoo

ou=Svc Accts

User
Search
Base 3

Dir Mgr 1

vse.lab
child
domains
dc=amer, dc=vse, dc=lab

ou=Mktg

ou=Svc Accounts

ou=Eng

ou=Mktg

ou=Svc Accounts

Dir Mgr 2
jdoe

jsmith

jbloggs

amer.vse.lab

Dir Mgr 3
jbrown

tross

bwhite

emea.vse.lab

153286

ou=Eng

dc=emea, dc=vse, dc=lab

그림 16−10 에서 각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에는 도메인과 연결된 DC( 도메인 컨트롤러 ) 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 3 개의 동기화 규약이 각각 적절한 도메인 컨트롤러를 지정합니다 . DC 에
는 DC 가 존재하는 도메인 내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며 , 따라서 모든 사용자를 가져오기 위
해서는 3 개의 동기화 규약이 필요합니다 .
그림 16−11 에 표시된 대로 , 여러 개의 트리가 포함된 AD 포리스트와의 동기화가 활성화된 경우
에도 , 위에 나열된 것과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동기화 규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 Active Directory
에 의해 전체 포리스트에 걸쳐 고유한 UserPrincipalName(UPN) 특성이 생성되며 , 이 특성을
Unified CM UserID 으로 매핑되는 특성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트리가 있는 AD 시나리
오에서 UPN 특성의 사용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은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 대한 추가 고려 사
항 , 16−2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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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AD 트리와 동기화 ( 인접하지 않은 네임스페이스 )
User
Search
Base 1

User
Search
Base 2

dc=avvid, dc=info

dc=vse, dc=lab

ou=IT

ou=Mktg

ou=Svc

ou=Eng

ou=Mktg

ou=Svc

ou=Users

ou=Users

Dir Mgr 1

ou=Users

ou=Users

Dir Mgr 2

probert

jbloggs

jsmith

jdoe

avvid.info

vse.lab

jbrown
153287

그림 16-11

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Unified CM 은 계정 동기화를 수행할 때 기본 LDAP 검색 필터 문자열을 AD 에 보냅니다 . 절 중의
하나는 AD 에서 비활성으로 표시된 계정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AD 에 의해 비
활성으로 표시된 계정의 경우 ( 예를 들어 실패한 로그인 횟수를 초과한 경우 등 ), 계정이 비활성
화된 동안 동기화가 실행되면 비활성화 상태로 표시됩니다 .

Unified CM 다중 포리스트 LDAP 동기화
다중 포리스트 LDAP 인프라를 사용하는 Unified CM 배포는 AD LDS(Active Directory Lightweight
Directory Service) 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포리스트와 통합되는 단일 포리스트 보기로 사용하여 지
원할 수 있습니다 . 통합에는 LDAP 필터링도 사용해야 합니다 ( 디렉터리 동기화 및 인증에 대한
사용자 필터링 , 16−28 페이지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다중 포리스트 환경에서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디렉터리 통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configuration_example09186
a0080b2b103.shtml

LDAP 인증
LDAP 기능은 Unified CM 이 LDAP 동기화된 사용자를 회사 LDAP 디렉터리에 비교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및 로컬로 구성된 사용자는 항상 로컬 데이터베이
스에 대해 인증됩니다 . 또한 모든 최종 사용자의 PIN 도 항상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확인
됩니다 . 이 인증은 그림 16−12 에 표시된 대로 , Unified CM 내 IMS(ID 관리 시스템 ) 모듈과 회사
디렉터리 서버 간에 설정된 LDAPv3 연결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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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그림 16-12

LDAP 인증 활성화

Cisco Unified CM server
User Data
Synchronization

DirSync
DB

LDAP(S)
Corporate
Directory
(Microsoft AD,
Netscape/iPlanet)

Embedded
database

Authentication

LDAP(S)

M

Identity Management
System (IMS) library IMS
Web
Service

User
Lookup

WWW

HTTPS

Authentication

HTTP

User
Lookup

Cisco Unified CM User Options,
Cisco Unified CM Administrators

IP Phone

153288

Directories
button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단일 동기화 규약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인증 규
약은 중복을 위해 최대 3 개의 LDAP 서버의 구성을 지원하며 , 필요한 경우 SLDAP(SSL 을 통한 보
안 연결 LDAP) 도 지원합니다 . LDAP 동기화가 적절히 구성되고 사용되는 경우에만 인증을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LDAP 인증 구성은 SSO 를 활성화하여 재정의합니다 . SSO 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SSO 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를 인증하며 LDAP 인증 구성은 무시됩니다 .
다음 문장은 인증이 활성화된 경우 Unified CM 의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
•

LDAP 에서 가져온 사용자의 최종 사용자 암호는 단순 바인딩 작업에 의해 회사 디렉터리에 비
교하여 인증됩니다 .

•

로컬 사용자의 최종 사용자 암호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됩니다 .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암호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됩니다 .

•

최종 사용자 PIN 은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됩니다 .

이 동작은 기본 지침에 따라 최종 사용자에게 단일 로그온 기능을 제공하고 회사 디렉터리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실시간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을 운영하며 , 그림 16−13 에 그래픽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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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3

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최종 사용자 암호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암호 및 최종 사용자 PIN 인증
Cisco Unified CM server
User Data
Synchronization

DirSync
DB

Corporate
Directory
(Microsoft AD,
Netscape/iPlanet)

Embedded
database

M

IMS

WWW

PIN
Authentication

Password
Authentication

Password
Authentication

IPMA

End users: password
(includes Cisco Unified CM
administrators with MLA)

Attendant
Console

Application users
(ac, jtapi, CCMAdministrator, …)

End users: PIN
(EM login)

348718

Unified
CCX

그림 16−14 는 LDAP 에서 동기화된 최종 사용자를 회사 LDAP 디렉터리에 대해 인증하기 위해
Unified CM 에 의해 채택된 프로세스의 예를 보여줍니다 .
1.

사용자가 HTTPS 를 통해 Unified CM 사용자 옵션 페이지에 연결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
용하여 인증을 시도합니다 . 이 예에서는 사용자 이름이 jsmith 입니다 .

2.

사용자가 로컬 사용자인 경우 ,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암호를 확인합니다 .

다음 단계는 LDAP 동기화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3.

사용자가 LDAP 동기화된 사용자인 경우 , Unified CM 이 LDAP 인증 구성 페이지의 LDAP 검색
기준에 지정된 값을 쿼리의 범위로 사용하여 , 사용자 이름 jsmith 에 대한 쿼리를 발행합니다 .
SLDAP 가 활성화된 경우 , 이 쿼리는 SSL 연결을 통해 전송됩니다 .

4.

회사 디렉터리 서버가 LDAP 를 통해 사용자 jsmith 의 완전한 DN( 고유 이름 ) 을 반환합니다 ( 예
를 들어 , "cn=jsmith, ou=Users, dc=vse, dc=lab").

5.

그런 다음 Unified CM 이 LDAP 바인딩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고 , 사용
자가 제공한 완전한 DN 및 암호를 전달합니다 .

6.

LDAP 바인딩에 성공한 경우 Unified CM 은 사용자가 요청된 구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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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4

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인증 프로세스
Auth. “jsmith” / ***** - HTTPS
Search “jsmith” - LDAP(S)

M

Response (full DN) - LDAP(S)

Cisco
Unified CM

End-user

Bind successful - LDAP(S)

Corporate
Directory

153290

Bind full DN + ***** - LDAP(S)

Auth. successful - HTTPS

LDAP 인증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Cisco Unified CM 을 사용하여 LDAP 인증을 배포하는 경우 다음 설계 및 구현 모범 사례를 따르십
시오 .
•

회사 디렉터리 내에 Unified CM 동기화 규약에서 연결하고 인증할 수 있는 특정 계정을 생성
합니다 . 최소한 원하는 검색 기준 내 모든 사용자 개체를 " 읽을 " 수 있도록 권한이 설정되고
암호가 결코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된 , Unified CM 전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
렉터리 내 이 계정의 암호는 Unified CM 의 해당 계정의 암호 구성과 동기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디렉터리에서 계정 암호가 변경되는 경우 Unified CM 의 계정 구성을 업데이트하도록
하십시오 . LDAP 동기화도 활성화된 경우 두 기능에 동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에서 LDAP 관리자 고유 이름 및 LDAP 암호 아래에 앞서 언급한 계정의 자격 증명
을 지정하고 , 모든 사용자가 LDAP 사용자 검색 기준 아래 존재하는 디렉터리 하위 트리를 지
정하여 LDAP 인증을 활성화합니다 .

•

이 방법은 LDAP 에서 동기화된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단일 로그온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그런
다음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회사 디렉터리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Unified CM 사용자 옵션 페
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

회사 디렉터리 인터페이스 내에서 LDAP 동기화된 사용자에 대한 최종 사용자 암호를 관리합
니다 . 인증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LDAP 동기화된 사용자에 대해 Unified CM 관리 페이지에 더
이상 암호 필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

Unified CM 관리 웹 페이지 또는 Unified CM 사용자 옵션 페이지에서 최종 사용자 PIN 을 관리
합니다 .

•

Unified CM 관리 웹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암호를 관리합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
션 사용자의 경우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과의 통신 및 원격 통화 제
어가 용이하며 실제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

Unified CM 관리자의 단일 로그온을 활성화하려면 이에 해당되는 최종 사용자를 Unified CM
관리 웹 페이지에서 Unified CM 수퍼 사용자 사용자 그룹에 추가하면 됩니다 . 사용자 정의된
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생성하여 여러 수준의 관리자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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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여러 개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 AD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환경에
서는 인증이 너무 느리게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 인증 규약에 대한 도메인 컨트롤러에 사용자 계
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해당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 이 구성
이 적용되고 로그인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에는 ,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를 사용하도록 인증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글로벌 카탈로그는 기본적으로 employeeNumber 특성을 전
달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도메인 컨트롤러를 인증에 사용하거나 ( 위에 나열된 제한 사항에 주의
하십시오 ) employeeNumber 특성을 포함하도록 글로벌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십시오 . 자세한 내
용은 Microsoft Active Directory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글로벌 카탈로그에 대해 쿼리를 활성화하려면 , LDAP 인증 페이지의 LDAP 서버 정보를 글로벌 카
탈로그 역할이 활성화된 도메인 컨트롤러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가리키도록 설정하고 ,
LDAP 포트를 3268 로 설정합니다 .
Microsoft AD 에서 동기화된 사용자가 여러 도메인에 속하는 경우 글로벌 카탈로그를 인증에 사용
하면 , Unified CM 이 참조를 따를 필요 없이 사용자를 즉시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
입니다 . 이러한 경우 , Unified CM 이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를 가리키도록 하고 LDAP 사용자 검색
기준을 루트 도메인의 상단에 설정하십시오 .
여러 개의 트리가 포함된 Microsoft AD 포리스트의 경우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단
일 LDAP 검색 기준에 여러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 Unified CM 에서 이렇게 인접
하지 않은 네임스페이스에 걸쳐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
LDAP 동기화 , 16−10 페이지의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 여러 개의 트리가 있는 AD 포리스트와의
동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UserPrincipalName(UPN) 특성을 Unified CM 내에서 사용자 ID 로 사
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 ID 가 UPN 인 경우 , Unified CM 관리 내 LDAP 인증 구성 페이지에 LDAP
검색 기준 필드를 입력할 수 없지만 , "LDAP 사용자 검색 기준이 userid 정보를 사용하여 구성됩니
다 "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사실상 , 사용자 검색 기준은 그림 16−15 에 표시된 대로 각 사용자의 UPN 접미사에서 파생됩니다
. 이 예에서 , Microsoft Active Directory 포리스트는 avvid.info 와 vse.lab, 2 개의 트리로 구성됩니다
. 두 트리에 동일한 사용자 이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 Unified CM 은 동기화 및 인증 프로세스
동안 데이터베이스에서 UPN 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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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5

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여러 개의 트리가 있는 Microsoft AD 포리스트를 사용한 인증

2

Cisco
Unified CM

Search: jdoe
Base: dc=avvid,dc=info

5

4
Response: full DN

Bind: full DN + ********

Active Directory
Global Catalog
Server

M

3

jdoe@avvid.info
********

dc=avvid, dc=info

jdoe@vse.lab
********

ou=Users

bfoo
John Doe
(avvid.info)

John Doe
(vse.lab)

jdoe
avvid.info

dc=vse, dc=lab

ou=Users

ou=other

jsmith

jdoe

ou=other

jbrown

vse.lab

153291

1

그림 16−15 에 표시된 대로 , John Doe 라는 이름의 사용자는 avvid.info 트리와 vse.lab 트리에 모두
존재합니다 . 다음 단계는 UPN 이 jdoe@avvid.info 인 첫 번째 사용자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의 예를
보여줍니다 .

참고

1.

사용자가 HTTPS 를 통해 Unified CM 에 해당 사용자 이름 (UPN 에 해당 ) 및 암호로 인증됩니
다.

2.

Unified CM이 UPN에 지정된 사용자 이름(@ 부호 앞의 내용)을 사용하고 UPN 접미사(@ 부호
뒤의 내용 ) 에서 LDAP 검색 기준을 파생하여 , Microsoft Active Directory 글로벌 카탈로그에
대해 LDAP 쿼리를 수행합니다 . 이 경우 , 사용자 이름은 jdoe 이고 LDAP 검색 기준은
"dc=avvid, dc=info" 입니다 .

3.

Microsoft Active Directory 가 트리에서 LDAP 쿼리에 지정된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정확한 고
유 이름을 식별합니다 . 이 경우 , "cn=jdoe, ou=Users, dc=avvid, dc=info" 입니다 .

4.

Microsoft Active Directory 가 LDAP 를 통해 이 사용자의 완전한 고유 이름을 Unified CM 에 반
환 ? 니다 .

5.

Unified CM 이 제공된 고유 이름 및 사용자가 처음에 입력한 암호를 사용하여 LDAP 바인딩을
시도하며 , 그런 다음에 그림 16−14 에 표시된 표준 사례와 같이 인증 프로세스가 계속됩니다 .

여러 개의 트리가 포함된 Microsoft AD 포리스트를 사용한 LDAP 인증은 전적으로 위에 설명된 접
근 방식을 따릅니다 . 따라서 , 사용자의 UPN 접미사가 사용자가 존재하는 트리의 루트 도메인에
해당하는 배포만 지원됩니다 . AD 에서는 별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 따라서 다른 UPN 접미사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UPN 접미사가 트리의 실제 네임스페이스에서 분리되는 경우 , Unified CM 사
용자를 전체 Microsoft Active Directory 포리스트에 대해 인증할 수 없습니다 . ( 하지만 , 여전히 다
른 특성을 사용자 ID 로 사용하고 포리스트 내 단일 트리로 통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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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 동기화 및 인증에 대한 사용자 필터링
Unified CM 은 디렉터리 동기화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LDAP 쿼리 필터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리소스에 할당될 디렉터리 사용자 계정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 엔터
프라이즈 전체의 UDS 기반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려면 엔터프라이즈의 클러스터에 있는 Unified
Communications 리소스에 할당된 모든 사용자를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클러스터에 가져와야 합니
다 . LDAP 동기화 계약과 관련된 기능 그룹 템플릿의 홈 클러스터 설정을 통해 로컬 사용자와 원격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 디렉터리 사용자 계정의 수가 개별 클러스터에 대해 지원되는 수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하여 해당 클러스터에서 연결될 사용자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
Unified CM 동기화 기능은 대규모의 회사 디렉터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대부분의 경우 , 고유한 검색 기준만 있으면 어느 계정을 동기화할 것인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고
유한 검색 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정의 LDAP 필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섹
션에서는 디렉터리 동기화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모
든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Unified CM 으로 가져온 계정을 제한하면 UDS LDAP 프록시 기능을 사용
하지 않으면 기본 디렉토리 검색 구성에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디렉토리 항목 만 나열
됩니다 . 전체 디렉토리에 액세스하기 위한 디렉토리 조회의 경우 , 외부 웹 서버를 사용하도록
Unified CM 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는 논의되지 않지
만 Unified CM 제품 설명서에서 논의됩니다 .
https://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voicesw/ps556/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
me.html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최적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기능은 LDAP 디렉터리 저장소에서 사용자 구성 데이터 ( 특성 )
의 하위 집합을 Unified CM 게시자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사용
자 계정이 동기화된 후 , 각 사용자의 LDAP 계정 정보의 복사본이 해당 사용자에 대해 특정 Unified
Communications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 인증도 활
성화된 경우 ,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암호 인증을 위해 LDAP 저장소와 바인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 최종 사용자의 암호는 동기화 및 인증을 위해 활성화되는 경우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결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계정 정보는 클러스터별로 다릅니다 . 각 Unified CM 게시자 서버는 해당 클러스터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를 수신하는 고유한 사용자 목록을 유지합니다 . 동기화 규약은 클
러스터별로 다르며 , 각 게시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사용자 계정 정보 복사본을 가집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리소스로 할당될 사용자만 Unified CM 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 다음은 LDAP 디렉
터리에 정의된 모든 사용자를 Unified CM 클러스터로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 중 몇
가지입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리소스로 할당되지 않을 사용자를 가져오면 디렉터리 동기화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리소스로 할당되지 않을 사용자를 가져오면 Unified CM 검색 및 전체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

LDAP 디렉터리 저장소 내의 사용자 계정 수가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의 총 사용자 용량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

Unified CM 은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는 계정의 수를 강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수를 지
원되는 엔드포인트 수의 2 배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계정이 필요하거나 일
부 설계에 추가 계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LDAP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관계없이 , 여기 설명된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 가져오는 사용자
계정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동기화 및 이후의 주기적 동기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 계정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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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 구조를 사용하여 동기화 제어
많은 LDAP 디렉터리 배포에서는 OU( 조직 단위 ) 이름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논리적 순서로 , 때로
는 계층적 순서로 분류합니다 . LDAP 디렉터리에 사용자를 여러 OU 로 분류하는 구조가 있는 경
우 , 보통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여 가져오는 사용자의 그룹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개별
Unified CM 동기화 규약은 하나의 OU 를 지정합니다 . 하위 OU 내 계정을 포함하여 , 지정된 OU
아래 모든 활성 계정을 가져옵니다 . OU 에 있는 사용자만 동기화됩니다 . 클러스터에서 사용자가
포함된 여러 개의 OU 가 필요한 경우 , 여러 개의 동기화 규약이 필요합니다 . OU 에 Unified
Communications 리소스로 할당되지 않을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OU 를 디렉터리 동
기화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AD 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 규약에서 디렉
터리 트리의 특정 컨테이너를 지정하고 , 그렇게 함으로써 가져오기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동기화 규약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OU 또는 컨테이너가 많은 LDAP 배포의
경우 이 방법이 금세 효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복수의 OU 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자를 동기화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동기화 서비스 계정에 할당된 권한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
다양한 사용자가 포함된 트리 노드에 대해 동기화 규약을 구성한 후 , 시스템 계정의 읽기 액세스
권한을 하위 트리의 선택된 부분으로 제한하십시오 .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LDAP 공급업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LDAP 쿼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터링을 추가로 제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LDAP 디렉터리는 구조가 단순하여 동기화 규약을 구성해서는 충분히 제어를 활성화할 수 없
습니다 . 모든 동기화 규약에서 가져오는 사용자의 총 수가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
되는 최대 사용자 수보다 큰 경우 , 필터를 통해 사용자의 수를 제어해야 합니다 .

•

사용자를 관리 목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의 하위 집합을 Unified CM 클러스터
로 가져와 클러스터에 액세스 및 인증 권한이 있는 사용자 하위 집합을 제어해야 합니다 . 클러
스터로 가져오는 모든 계정에는 웹 페이지 및 인증 메커니즘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액세스 권
한이 있으며 ,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

LDAP 디렉터리 구조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Unified CM 클러스터에 매핑될 것인지 정확하
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 OU 는 조직의 계층 구조에 따라 설정되었지만 사용자는 지
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Unified CM 에 매핑된 경우 ,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경우 , LDAP 쿼리 필터를 사용하여 동기화 규약을 추가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

LDAP 쿼리 필터 구문 및 서버측 필터링
Unified CM 은 LDAP 디렉터리 저장소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표준 LDAP 메커니즘을 사용
합니다 . RFC 4510 et seq 에 정의된 검색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 LDAP 서버에서 데이터를 검색하
기 위한 요청을 보냅니다 .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반환할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 LDAP 서버
에 의해 사용되는 필터 문자열을 검색 메시지 내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도 이 메커니즘에 의해 정
의됩니다 . 필터 문자열의 구문은 RFC 4515, 검색 필터의 스트링 표현에 의해 정의됩니다 . 이 RFC
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더 복잡한 필터 문자열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필터 문자열은 Unified CM 에서 LDAP 서버로 전송되는 검색 메시지에 포함되며 , 서버에 의해 응
답에 포함할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기 위해 실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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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필터 구문
필터를 구성하려면 일반적인 특성 이름을 지정하고 그러한 특성에 필요한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
이름 대신 DN 요소로 특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LDAP 쿼리에서 Unified CM 이 사용하는 필
터 문자열은 ldapfilter 표에 내부적으로 저장되며 검색 메시지에 삽입됩니다 .
필터는 다음과 같은 구문의 UTF−8 형식 문자열입니다 .
( 특성 연산자 값 )
또는
( 연산자 ( 필터 1)( 필터 2))
여기서 필터 1 및 필터 2 는 첫 줄에 표시된 것과 같은 구문을 가지며 , 연산자 는 표 16−6 에 나열된
연산자 중 하나입니다 . 특성은 디렉터리에 존재하는 LDAP 특성에 해당하고 , 연산자는 표 16−6 에
나열된 연산자 중 하나이며 , 값은 특성에 대해 요청된 실제 데이터 값에 해당합니다 .
표 16-6

기본 필터 문자열 연산자

연산자

함수의 의미

!

논리적 NOT

&

논리적 AND

|

논리적 OR

*

와일드카드

=

같음

>=

사전 순으로 다음보다 크거나 다음과 같음

<=

사전순으로 작거나 같음

필터에 지정되는 특성은 LDAP 디렉터리 저장소에 존재하는 어느 특성이라도 가능하며 , 이는
Unified CM 이 인식하고 가져온 특성 중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 특성은 LDAP 서버에서 데이터
를 선택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 해당 항목에는 Unified CM 으로 가져온 데이터의 하위 집합이 포
함됩니다 .
예 16-1

단일 조건

(givenName=Jack)
예 16−1 의 필터는 이름이 Jack 인 모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예 16-2

논리적 문자를 여러 조건을 사용하여 연결

(&(objectclass=user)(department=Engineering))
예 16−2 의 필터는 엔지니어링 부서의 모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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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과 디렉터리 통합

기본 필터 문자열
사용자 정의 필터 문자열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Unified CM 은 다음과 같이 기본 LDAP 필터 문자
열을 사용합니다 .
•

기본 AD(Active Directory) 필터 문자열
(&(objectclass=user)(!(objectclass=Computer))(!(UserAccountControl:1.2.840.113556.1.4.80
3:=2)))
이 기본 필터는 개체 클래스가 사용자이지만 컴퓨터는 아니고 , 계정이 비활성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목만 선택합니다 .

•

기본 ADAM(Active Directory Application Mode) 또는 AD LDS(Active Directory Lightweight
Directory Services) 필터 문자열
(&(objectclass=user)((objectclass=Computer))(!(msDS−UserAccountDisabled=TRUE)))

•

기타 모든 디렉터리 유형의 기본 필터 문자열
(objectclass=inetOrgPerson)

기본 필터 확장
기본 필터 문자열을 사용하고 그 문자열에 부가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
:
(&(objectclass=user)(!(objectclass=Computer))(!(UserAccountControl:1.2.840.113556.1.4.803:=2
))(telephonenumber=+1919*))
이 필터는 telephonenumber 필드의 접두사가 +1919 인 사용자만을 선택합니다 . 동기화 규약은 미
국에서 지역 번호가 919 인 사용자만을 가져옵니다 . 이 예에서는 모든 항목이 +E.164 형식이라고
가정합니다 .
검색 필터의 경우 , 기존 특성 또는 LDAP 디렉터리 저장소에 정의된 사용자 정의 특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터 문자열에 따라 LDAP 서버에서 선택하여 Unified CM 에 반환할 레코드가 결정되
지만 , 가져오는 특성은 필터 문자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사용자 정의 LDAP 필터 문자열의 길이는 최대 2048 자입니다 . 사용자 정의 LDAP 필터를 먼저 생
성해야 하며 , 그런 다음에 기존 사용자 정의 LDAP 필터를 LDAP 동기화 규약에 할당할 수 있습니
다 . LDAP 동기화 규약별로 서로 다른 사용자 정의 LDAP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가용성
Unified CM LDAP 동기화를 사용하면 각 디렉터리 동기화 규약에 대해 최대 3 개의 중복 LDAP 서
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LDAP 인증을 사용하면 하나의 인증 규약에 대해 최대 3 개
의 중복 LDAP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중복을 위해서는 2 개 이상의 LDAP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 LDAP 서버는 DNS( 도메인 이름 시스템 ) 사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 호스트
이름 대신 IP 주소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동기화에 대한 용량 계획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기능은 사용자 구성 데이터 ( 특성 ) 의 하위 집합을 LDAP 저장
소에서 Unified CM 게시자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계정이
동기화된 후 , 각 사용자의 LDAP 계정 정보의 복사본이 해당 사용자에 대해 특정 Unified
Communications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 인증도 활
성화된 경우 ,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암호 인증을 위해 LDAP 저장소와 바인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 최종 사용자의 암호는 동기화 및 인증을 위해 활성화되는 경우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결코
저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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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정보는 클러스터별로 다릅니다 . 각 Unified CM 게시자 서버는 해당 클러스터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를 수신하는 고유한 사용자 목록을 유지합니다 . 동기화 규약은 클
러스터별로 다르며 , 각 게시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사용자 계정 정보 복사본을 가집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 수는 클러스터 구성원 간에 복제되는 내부 구
성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크기에 의해 제한됩니다 . 구성하거나 동기화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 수는
160,000 명입니다 . 사용자 수가 80,000 명 이상인 경우 LDAP 동기화 규약의 최대 수는 10 으로 제
한되며 , 사용자 수가 80,000 명 미만인 경우 LDAP 동기화 규약의 총 수는 20 으로 제한됩니다 . 디
렉터리 동기화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

전화 및 웹 페이지의 디렉터리 조회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 IP Phone 서비스 SDK 또는
UDS LDAP 프록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 조회 기능에서 Unified CM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 LDAP 저장소에서 구성되거나 동기화된 사용자만 디렉터리에 표시됩
니다 . 일부 사용자만 동기화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만 디렉터리 조회에 표시됩니다 .

•

IP 전화 서비스 SDK 가 디렉터리 조회에 사용되지만 Unified CM 사용자를 LDAP 에 대해 인증
해야 하는 경우 , Unified CM 클러스터에 로그인하는 사용자로 동기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가 하나만 존재하고 , LDAP 저장소에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되는 최대 사
용자 수보다 적은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디렉터리 조회
가 구현되는 경우 전체 LDAP 디렉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가 여러 개 존재하고 , LDAP 의 사용자 수가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되는 최
대 사용자 수보다 적은 경우 , 모든 사용자를 모든 클러스터로 가져와 디렉터리 조회에 모든 항
목이 포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LDAP 의 사용자 계정 수가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를 초과하고
모든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집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경우 , Unified IP 전화 서비스 SDK 를 사
용하여 디렉터리 조회를 Unified CM 에서 오프로드해야 합니다 .

•

동기화와 인증이 모두 활성화된 경우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거나 동기화된 사용
자 계정은 해당 클러스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사용자를 동기화할 것인지가 어디까
지 디렉터리 조회를 지원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

Cisco 는 위에 언급된 한도까지 사용자 계정의 동기화를 지원하지만 이 한도를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더 많은 사용자 계정을 동기화할 경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지고 , 데이터베이스 성능
이 저하되며 , 업그레이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

LDAP 에 대한 UDS 프록시
연락처 소스 액세스에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UDS) 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Unified CM 최종 사
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 데이터베이스는 LDAP 동기화를
통해 회사 디렉터리에서 채울 수 있지만 , 검색된 사용자 수는 여전히 Unified CM 에서 지원되는 최
대 사용자 수에 의해 제한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동기화에 대한 용량
계획 , 16−31 페이지에 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이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Cisco Unified?CM
11.5 이상 릴리스는 UDS 기반 사용자 검색을 위해 UDS−LDAP 프록시 역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 이 모드에서는 UDS 를 통해 요청된 모든 사용자 검색에 대해 Unified CM 이 회사 디렉터
리에 다시 연결되어 검색을 실행한 다음 결과를 UDS 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다시 중계합니다 . 이
모드의 Unified CM 은 UDS 검색 요청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회사 LDAP 디렉토리에서 반환된 정
보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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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VCS 등록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통합

온 프레미스 Jabber 배포에 권장되는 연락처 소스는 CDI(Cisco Directory Integration) 입니다 . LDAP
용 UDS 프록시는 엔드포인트가 연락처 검색을 위해 UDS 를 사용하고 회사 디렉터리의 사용자 수
가 Cisco Unified CM 에서 지원되는 최대 최종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배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에서 UDS 프록시 기능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됩니다 . 최대 세 개의 디렉터리 통합 통신
서비스를 선택하여 프록시 기능에 대한 LDAP 데이터 원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LDAP 바인드를 사용하여 검색 작업을 실행하며 이 바인드 작업에 사용되는 사용자 및 암호는 이
기능에 맞게 구성됩니다 . UDS 프록시는 최대 세 개의 LDAP 사용자 검색 기반을 지원합니다 .

VCS 등록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렉터리 통합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엔드포인트는 VCS 에 의해 관리되며 , 따라
서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에서 디렉터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는 Unified CM 및 VCS 등록 엔드포인트의 예약 , VCS 등록 엔드포
인트의 관리 등 그 밖에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는 여러 소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개의 전화 번호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 TMS 14.1 은 또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 통합하고 Unified CM 에서 디렉
터리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구성이 Unified CM 및 VCS 엔드포인트를 위해 통합된 디렉
터리를 갖기 위해 권장되는 구성입니다 .
여러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를 Cisco TMS 에 여러 디렉터리 소스로 추가하고 단일 디렉터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TMS 는 TMS 에 연결되고 하나의 VCS 또는 여러 개의 VCS 에 등록된 엔드포
인트에 디렉터리 정보를 푸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Administrator Guide 및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Provisioning Extension Deployment Guide 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338/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ID 관리 아키텍처 개요
그림 16−16 은 ID 관리 아키텍처를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 Cisco Collaboration Applications( 예 :
IM and Presence 가 탑재된 Cisco Unified CM 및 Cisco Unity Connection) 는 모두 개별 ID 저장소를
따로 유지관리합니다 . 이러한 ID 저장소 내의 사용자는 개별적인 LDAP 동기화 규약을 통해 엔터
프라이즈 디렉터리에서 동기화할 수도 있지만 , 로컬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관련 보안 주
체 ( 사용자 ) 가 회사 디렉터리와 개별 ID 저장소에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LDAP 에서 동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업 클라이언트와 워크스테이션이 관리 인터페이스 또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SSO(Single Sign On) 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
저 LDAP 동기화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SSO 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버전
2.0(SAML 2.0) 을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 SAML 2.0 인증에서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
,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IdP(Id 공급업체 ) 사이에 SAML 인증 흐름을 사
용합니다 . IdP 는 실제 사용자 인증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 IdP 는 LDAP 에 대한 사용자 / 암
호 기반 인증 , Kerberos 인증 , SmartCard 기반 인증 등의 여러 인증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습니
다 . IdP 는 SAML 2.0 사양을 준수하며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IdP 가 될 수 있습니다 . Cisco 에
서는 OpenAM, Ping Federate 및 Microsoft ADFS(Active Directory Federated Services) 와 같은 일부
IdP 로 SSO 를 검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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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Single Sign−On) 의 경우 ,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에 대한 인증은 SAML 2.0 을 통해
IdP 에 위임됩니다 .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경우 임의의 사용자가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
스를 제공하는 모든 엔티티에 단 한 번만 인증해야 하며 , 그러면 다른 모든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 공급업체의 GUI 에 다시 인증하지 않고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
SAML 2.0 에서는 사용자 인증만 제공하며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합니다 . SAML 2.0 에서는
Unified CM UDS, Unified CM SIP, Unified CM CTI, Unified CM IM and Presence SOAP, Unified CM
IM and Presence XMPP 및 Unity Connection VMRest 등의 U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분산 인
증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에서 실행되는 중앙 집중식 인증 서비스는 Unified CM, Unified CM IM and Presence 및
Unity Connection 에서 제공하는 UC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제공합니다 . 이 중앙 집중식 인증 기능
은 OAuth 2.0 사양을 기반으로 합니다 . OAuth 2.0 은 리소스 소유자 대신 서비스에 대한 대리 액세
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인증 프레임워크입니다 . 프로토콜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인증에 사용하는
인증서를 공유하지 않고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본질적으로
OAuth 에서는 중앙 인증 인스턴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액세스 토큰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승인의 증거로 이러한 토큰을 제공합니다 . 액세스
토큰은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의 부여된 레벨 및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문자열 값입니다 . 액
세스 토큰은 승인 서비스에서 승인 세부 사항을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식별자를 나타내거나
승인의 실제 세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후자의 경우 액세스 토큰은 자체 포함이라고 하며
액세스 세부 정보의 진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액세스 토큰의 내용에 서명해야 합니다 . 선택적으로
자체 포함 토큰의 내용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토큰이 자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자는 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토큰의 유효성을 인증 서비스에 요청해야 합니다 . 이 프로
세스에서는 인증 토큰의 내용 외에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토큰을 발급하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
즘도 서비스 공급업체에 완전히 공개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의 인증 프레임워크는 자체 포함 액세스 토큰을 사용합니다 . 액세스 토
큰을 서명하고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는 Unified CM 에서 Unified CM IM and Presence 로 푸시
되며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Expressway 를 통해 Unified CM 에서 가져옵니다 .
ID 관리 아키텍처

Collaboration Applications

348792

그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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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Single Sign-On)
SAML 2.0 을 통한 SSO 는 기존의 LDAP 바인드 및 로컬 인증에 대한 추가 인증 옵션입니다 . SAML
2.0 SSO 의 경우 OAuth 인증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가 SAML 2.0 을
사용하여 기업 ID 관리 시스템과 직접 통합됩니다 .
SSO 에 사용되는 기본 프로토콜은 SAML 입니다 . 프로토콜 사양 , 사용 사례 , 인증 흐름 등 SAML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SAML 의 일부 중요한 측면만
을 소개합니다 .
SAML 을 사용한 IdP(ID 공급자 ) 와의 모든 상호 작용은 클라이언트측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웹 GUI 를 노출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SAML 인증을 사용하는 경
우 , 이들 클라이언트는 내부 WebView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 SSO 를 지원하는
Jabber 소프트 클라이언트와 협업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은 SP( 서비스 공급업체 ) 와 IdP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
해 특별히 설계된 XML 데이터 형식입니다 . SAML 은 어설션이 포함된 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IdP
와 SP 간에 인증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 이 교환에서 IdP 는 SAML 인증 기관의 역할을 하며 , SP
는 SAML 소비자입니다 . SAML 의 사양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saml.xml.org/saml−specifications
SAML 인증이 실행되려면 먼저 SP( 서비스 공급업체 ) 와 IdP(ID 공급자 ) 간에 신뢰 관계가 설정되
어야 합니다 . 이는 SP 와 IdP 간에 메타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일반적으로 , 하나의 SAML 메타데이터 인스턴스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SAML 엔티티를 설명합
니다 . 여러 개의 SAML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SAML 메타데이터 인스턴스에는 단일 엔티티에 대
한 설명 목록이 포함됩니다 . Cisco Unified?CM 릴리스 11.5 이전의 시스코 협업 솔루션에서 생성
된 SAML 메타 데이터 인스턴스는 항상 단일 SAML 인스턴스만 나타냅니다 .
SAML 메타데이터 인스턴스에 의해 설명되는 모든 SAML 인스턴스의 경우 , 메타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

고유 식별자

•

조직

•

이 정보의 만료 시간

•

캐싱 기간

•

이 정보의 XML 서명

•

담당자

•

엔티티의 고유 식별자 ( 엔티티 ID)

•

이 SAML 인스턴스의 SAML 역할에 대한 설명 (ID 공급자 , 서비스 공급업체 등 )

고유 식별자를 제외한 모든 조각은 SAML 사양에서 선택 사항이며 , 시스코 협업 SP 에서 만든 메
타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SAML 메타데이터 인스턴스에 포함된 각 역할 설명에는 지원되는 프로토콜이 정의되며 , 선택적
으로 SSO 키 정보도 포함됩니다 . 이러한 키는 나중에 SAML 엔티티 간에 교환되는 SAML 메시지
에 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SAML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SAML 메타데이터는 SAML ID 공급자가 이 두 엔티티 간의 SAML
교환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 공급업체의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SAML 메타데이터에
서 서비스 공급업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SAML 인증 요청에 서명하는지 여부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반환되는 SAML 어설션이 서명되기를 기대하는지 여부
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또한 , 서비스 공급업체 SAML 메타데이터는 인증 응답을 게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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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정의합니다 . 이 ACS( 인증 소비자 서비스 ) 정의는 기본적으로 URL 입니다 . 또한 , 서비스
공급업체 SAML 메타데이터는 SAML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로 SAML 서비스 공급업체와 ID 공급
자 간에 교환되어야 하는 특성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ID 공급자 메타데이터는 IdP 와 SP 간의 SAML 교환과 관련된 IdP 특성을 정의합니다
. IdP 메타데이터는 또한 인증 요청에 대한 서명 요구사항 및 SAML 인증 프로세스의 일부로 IdP 와
SP 간에 교환되어야 하는 특성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
SAML 메타데이터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s://saml.xml.org/saml−specifications
시스코 협업 SP 에 의해 생성된 SAML 메타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ID, 엔티티 ID : 둘 다 노드의 FQDN 으로 설정되거나 클러스터 전체 SSO 의 경우 게시자 노드의
FQDN 으로 설정됩니다 .

•

AuthnRequestSigned: 거짓 . 이는 IdP 에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이 엔티티가 보낸 인증 요청
이 서명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

WantAssertionsSigned: 거짓 . SAML 주장은이 엔티티가 수락하기 위해 서명할 필요가 없지만
서명된 주장도 허용됨을 나타냅니다 .

•

암호화 키 및 서명 키 : 메타 데이터에는 두 키에 대한 노드의 Tomcat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 암호화 키 및 서명 키 : 한 번에 한 노드의 Tomcat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

nameIDFormat: transient. 이는 SAML 주장에서 주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 식별자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 이는 동일한 주제가 다음 번에 성공적으로 인증될 때 IdP 가
새 고유한 불투명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식별자를 사용하여 제목을 식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
다 . 대신 , 인증된 주체는 IdP 에서 반환한 uid 특성을 기반으로 식별됩니다 .

•

주장소비자서비스 : 하나 이상의 주장 소비자 서비스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isco
Unified?CM 릴리스 11.5 이전에는 HTTP−POST 바인딩에 대한 단 하나의 어설션 소비자 서비
스 정의만 포함되었습니다 . Unified CM 릴리스 11.5 부터는 각 노드에 대한 하나의 어설션 소
비자 서비스 정의 및 바인딩 (HTTP−POST 및 HTTP−Redirect) 이 포함됩니다 . 각 어설션 소비
자 서비스 정의는 바인딩 (HTTP−POST 또는 HTTP−Redirect) 과 어설션 소비자 서비스의 URL
을 지정합니다 ( 예 : https://ucm.example.org:8443/ssosp/saml/SSO/alias/ucm). .example.org).

SAML 인증
일반적인 SAML 인증 흐름의 행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클라이언트 —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되는 브라우저 기반 사용자 클라이언트

•

SP — 사용자가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

IdP — 사용자 자격 증명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엔티티 . 실제 자격 증명 및 실제
인증 메커니즘은 IdP 에 의해 숨겨집니다 . IdP 는 인증 프로세스 결과를 기반으로 SAML 어설
션을 발행합니다 .

SAML 은 다양한 프로파일을 정의하여 SAM 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해결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Cisco 협업 서비스와 함께 SSO 에 사용되는 관련 프로파일은 SAML V2.0 의 웹 브라
우저 SSO 프로파일입니다 .
이 프로파일에 의해 해결되는 사용 사례는 그림 16−17 에 예시된 멀티도메인 웹 Single Sign−On 입
니다 . 이 사용 사례에서 , 한 사용자에게는 이미 일부 웹 서비스 ( 예 : travel.example.org) 에 대한 로
그인 세션이 있으며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travel.example.org
에 대해 보안 컨텍스트가 설정되었습니다 . 이제 이 사용자가 다른 웹 사이트 ( 예 :
sales.example.de) 로 이동하고 travel.example.org 와 sales.example.de 간에 사용자에 대한 페더레이
션 ID 를 설정하는 비즈니스 계약이 있는 경우 , 사용자는 인증 자격증명을 다시 제공하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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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example.de 웹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ID 공급자 사이트 (travel.example.org)
가 사용자를 알고 있으며 , 사용자가 적절히 인증되었고 특정한 ID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
비스 공급업체 사이트 (sales.example.de) 에 확인해 줍니다 . 서비스 공급업체 사이트
(sales.example.de) 는 사이트 간의 기존 비즈니스 계약을 기반으로 이 어설션을 신뢰하고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그림 16-17

멀티도메인 웹 SSO(Single Sign-On)

1st Web service:
travel.example.org

1
2

2nd Web service:
sales.example.de

348720

Access protected
service

Business agreement

Identity
Information

Authenticate

이 설명은 사용자가 웹 서비스에 의해 먼저 인증되었으며 , 이 첫 번째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두
번째 웹 서비스에 할 수 있는 ID 어설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첫 번째로 액세스한 웹 서
비스 (travel.example.org) 가 SP sales.example.de 에 대한 IdP 의 역할을 합니다 . 이것을 통칭 IdP 시
작 웹 SSO(IdP initiated web SSO) 라고 합니다 .
Cisco 협업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웹 SSO 흐름은 SP 시작 웹 SSO(Sp−intiated web
SSO) 로 , 이는 그림 16−18 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IdP 를 먼저 방문하지 않고 )
직접 SP 의 보호된 리소스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합니다 . SP 가 사용자를 IdP 에 보내 인증 받도록
한 다음 , 사용자가 IdP 에서 받은 인증 어설션을 SP 에 제출하여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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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8

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시작된 웹 SSO

Access protected service

2

Send to IdP to get authenticated

3

Authenticate

4

Present authentication assertion

Identity Provider
(IdP)

3
Trust relationship

1

Identity
Information

1

Service Provider
(SP)

2

348721

4

SAML 웹 브라우저 SSO 프로파일은 인증이 IdP 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또는 SP 에 의해 시작되었
는지 여부 및 IdP 와 SP 간에 메시지가 교환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 사용자가 보호된 리소스에 액세스하려고 하고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사이에 활성 세
션이 없는 경우 , Cisco 협업 서비스는 먼저 SP 에 의해 시작된 SSO 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IdP 에 보
내 인증 받도록 합니다 . 그런 다음 IdP 가 인증 어설션을 생성하여 사용자를 해당 어설션과 함께 SP
에 다시 보냅니다 .
Cisco 협업 서비스의 경우 IdP 와 SP 간의 메시지 교환에는 그림 16−19 에 예시된 리디렉션 /POST
바인딩이 사용됩니다 . 여기서는 HTTP 302 리디렉션이 SP 에서 IdP 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며 , IdP 에서 SP 로의 인증 응답은 HTTP POST 메시지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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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9

SP 에 의해 시작된 SSO( 리디렉션 /POST 바인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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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인증 흐름의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URL 을 가리키도록 하여 서비스 또
는 리소스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합니다 . 이때 브라우저에는 서비스와의 사이에 활성 세션이 없
습니다 .

2.

SP 는 해당 요청이 활성 세션이 없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 HTTP
에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 SP 는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SP 에 의해 발행된 세션 쿠키를 보내는
경우에만 활성 세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 이제 SP 가 SSO 구성을 기반으로 , SSO 구성의 일
부로 정의된 해당 IdP 에 보낼 SAML 인증 요청을 생성합니다 . SAML 요청에는 요청을 생성하
는 SP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이 정보는 IdP 에서 SAML 요청을 보내는 SP 를 식별하기 위
해 필요합니다 .
SP 는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IdP 와 직접 통신하지 않습니다 . 대신 SP 는 브라우저를 IdP 에
리디렉션합니다 . 이 리디렉션에 사용되는 URL 은 이전에 교환된 IdP 메타데이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IdP 에 보내는 SAML 요청은 Base64 인코딩을 사용하는 URL 쿼리 매개 변수로서 리
디렉션에 포함됩니다 .
이 리디렉션 HTTP 302 는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
HTTP/1.1 302 Found
위치 :
https://pingsso.example.com:9031/idp/SSO.saml2?SAMLRequest=nZLNbtswEITveQqCd1m0pKo
WY
RlwYxQ1kDZK5OaQG02tYwISqXLJtH37kkra%2FBjwodflcPab3V2iGPqRr7076lv44QEdIb%2BGXiOfXm
rqreZGoEKuxQDIneTt%2BusVz2aMj9Y4I01PL7abmmJWVCxnku07sYCqFAu2KGWVdaycV1AWRbnPPjJZl
Dkld2BRGV3TYEPJFtHDVqMT2oUSm%2BcJq5Ks2LGK5x84K%2B8p2QQ0pYWbfh2dG5Gn6aj0A6KZHc0AM2
MfeACYp6ob07a9nsUEGSWfjZUwJazpQfQIsWEjENUj%2FKs0z1E%2BKd0F0%2FO5908i5F92uyZprtsdJ
WtEsJHu0mj0A9gW7KOS8P326oVXejkk4F94F0WRpyEBjmmkjdip6JXAEyldXSyjhE%2FDsq%2BWdJ5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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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Wiq%2FeWy%2FSV4bP9yL8Fi%2B2mMb2Sv%2F%2FnFuK8B%2BHOq2NFdclhknJnhUYF2lHSNrH%2FjQ9
DOCiwNT2ZA1n3vfl5aUG4sD5nPdDVU5K37CFQenrdqz8%3D&RelayState=s249030c0bda8e96a8086c
92d0619e6446b270c463

위에 표시된 인코딩된 SAML 인증 요청은 다음과 같이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
<samlp:AuthnRequest xmlns:samlp="urn:oasis:names:tc:SAML:2.0:protocol"
ID="s249030c0bda8e96a8086c92d0619e6446b270c463"
Version="2.0"
IssueInstant="2013-09-19T09:35:06Z"
목적지 ="https://pingsso.example.com:9031/idp/SSO.saml2"
ForceAuthn="false"
IsPassive="false"
ProtocolBinding="urn:oasis:names:tc:SAML:2.0:bindings:HTTP-POST"
AssertionConsumerServiceURL="https://cucm-eu.example.com:
8443/ssosp/saml/SSO/alias/cucm-eu.example.com"
>
<saml:Issuer xmlns:saml="urn:oasis:names:tc:SAML:2.0:assertion">
cucm-eu.example.com</saml:Issuer>
<samlp:NameIDPolicy xmlns:samlp="urn:oasis:names:tc:SAML:2.0:protocol"
Format="urn:oasis:names:tc:SAML:2.0:nameid-format:transient"
SPNameQualifier="cucm-eu.example.com"
AllowCreate="true"
/>
</samlp:AuthnRequest>

위의 SAML 인증 요청은 인증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요청 SP 를 식별하는 여러 다른 세부 사항
중에서도 ACS(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 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 ACS URL 은 인증 프
로세스가 끝날 때 SAML 인증 요청을 POST 해야 하는 URL 입니다 .
3.

브라우저가 리디렉션을 받고, URL을 따른 후, 해당하는 GET을 IdP에 발행합니다. SAML 요청
이 유지됩니다 . 이 단계에서 브라우저에는 IdP 와의 사이에 활성 세션이 없습니다 .

4.

IdP 가 활성 세션이 없는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요청을 받은 후 ( 브라우저가 이전에 IdP 에 의해
발행된 쿠키를 보내지 않습니다 ), 미리 구성된 인증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합니
다 . 가능한 인증 메커니즘으로는 사용자 / 암호 , PKI/CAC 또는 Kerberos 가 있습니다 . 사용자
/ 암호 인증의 경우 IdP 는 사용자에게 양식을 푸시하여 자격 증명을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
다 ( 예를 들어 IdP 로그인 양식이 포함된 "200 OK" 메시지 ). 실제 인증의 경우에는 IdP 가 사용
자 / 암호 인증을 위해 LDAP 서버와 같은 백 엔드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요점은 IdP 와 브라우저 간에 인증을 목적으로 한 자격 증명의 교환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 SP 는 관여하지 않으며 자격 증명을 보지 않습니다 .

5.

브라우저가 인증 프로세스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 / 암호 인증의 경우 , 정보
를 POST 해야 합니다 . 기타 인증 메커니즘의 경우 , 브라우저에서 IdP 에 추가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

6.

이제 IdP 가 제공된 자격 증명을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 이러한 검사에는 각 해당되는 백 엔드 시
스템과의 상호 작용 (LDAP 에 대한 사용자 / 암호 인증을 위한 LDAP 바인딩 , 티켓을 확인하기
위한 Kerberos 서버와의 통신 등 )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IdP 가 SP 를 위한 SAML 응답을 생성합니다 . 이 응답에는 인증 프로세스의 결과
를 문서화한 SAML 어설션이 포함됩니다 . SAML 어설션에는 , 기본적인 예 / 아니요 정보 외에
, 유효성 정보 및 인증 엔티티를 설명하는 특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 최소한 인증 엔티
티의 사용자 ID 를 잘 알려진 uid 특성에 포함하여 , SP 가 어설션에서 이 정보를 추출하여 인증
엔티티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사용자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SAML 어설션은 IdP 메타 데이터에 게시된 SSO 키 정보에 따라 IdP 에 서명되고 잠재적으로 암
호화됩니다 . SP 는 이 서명을 보고 SAML 어설션의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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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가 SAML 어설션을 200 OK 메시지에 숨겨진 형식으로 브라우저에 반환합니다 . 숨겨진 형
식은 브라우저에게 SAML 어설션을 SP 의 ACS(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 에 POST 하
도록 지시합니다 .
IdP 는 이후 동일한 브라우저의 인증 요청에 대해 자격 증명의 교환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보
안 컨텍스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 그런 다음 IdP 가 브라우저와의 사이에 유효한 세션이 있다
는 것을 알고 , 자격 증명을 다시 요구하지 않고 이전에 인증된 사용자의 인증을 확인합니다 .
이 컨텍스트는 IdP 에 의해 브라우저에 설정된 세션 쿠키를 통해 설정됩니다 . 이것은 기본적
으로 여러 SP 에 대해 SSO 를 활성화합니다 .
7.

브라우저가 200 OK 메시지로 받은 숨겨진 POST 에 따라 SAML 어설션을 SP 의 Assertion
Consumer Service 에 POST 합니다 .

8.

SP 가 POST 에서 SAML 어설션을 추출하고 어설션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 이렇게 하면 SAML
어설션과 IdP 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속성 선언문의 일부로 uid SAML 어설션에서
수신된 사용자 식별자는 사용자가 요청된 서비스에 액세스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는 SP 의 로컬 액세스 제어 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 SAML 어설션에서 수
신된 uid 값은 요청된 서비스에 대해 인증된 최종 사용자의 Unified CM 사용자 ID 와 일치해야
합니다 . SAML 어설션에서 IdP 가 보낸 사용자 식별자가 Unified CM 의 사용자 ID 와 상호 연
관되도록 하려면 SSO 인증은 LDAP 에서 동기화된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여기
서 가정은 IdP 가 동일한 디렉토리에 통합된다는 것인데 , 그래서 IdP 에서 반환한 uid 값은
Unified CM 최종 사용자 정보와 동일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합니다 .
SP 가 요청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200 OK 메시지의 내용을 브라우저에 돌
려보냅니다 . SP 는 또한 , 이후 동일한 브라우저의 동일한 SP 에 대한 액세스 요청에 대해 SP
가 IdP 와 더 이상의 교환을 시작할 필요가 없도록 , 브라우저에 세션 쿠키를 설정합니다 . IdP
는 SP 세션이 만료된 후에만 동일한 브라우저의 추가 요청에 관여합니다 .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메커니즘
특정 협업 서비스에 대하여 SSO 가 활성화된 경우 , 해당 서비스로의 액세스는 모두 SSO 를 사용
하여 인증됩니다 . 하나의 폴백 수단으로 , 시작 페이지에 베니티 또는 복구 URL 도 존재합니다 .
베니티 URL 은 SSO 메커니즘을 우회하여 모든 관리자 GUI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 베
니티 URL 을 통한 관리자 GUI 에 대한 액세스는 로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됩니다 .
베니티 URL 을 통한 GUI 에 대한 액세스는 CLI 에서 utils sso recovery−url disable 명령을 사용하
여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베니티 URL 은 SAML 인프라에 문제가 있거나 ( 예를 들어 , IdP 에 도달할 수 없거나 IdP 가 중단
됨 ), 메타데이터 문제가 있거나 ( 예를 들어 , 서명 인증서가 만료됨 ), IdP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복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협업 서비스는 현재 다음과 같은 사용자 유형을 지원합니다 .
•

OS 사용자
이 사용자는 설치하는 동안 지정되며 CLI, DRS( 재해 복구 시스템 ) GUI 및 OS Admin GUI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OS 사용자의 자격 증명은 다른 사용자의 자격 증명과 별도로 유지 관
리됩니다 . SSO 를 활성화하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를 사용하여 CLI 에 대한 액
세스가 항상 로컬에서 인증되고 DRS 및 OS Admin GUI 에 대한 액세스는 SSO 를 통해 인증되
고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증됩니다 . CLI 에서 set account name 명령을 사용하여 SSO
UID 값에서 플랫폼 사용자로의 매핑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이 사용자는 로컬로 생성되고 관리되는 기능적 사용자입니다 . 암호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됩니다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SSO 에 대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SSO 가 활성화된 경
우 ,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시작 페이지의 베니티 URL 을 통해 Admin GUI 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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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최종 사용자
이 사용자는 로컬로 생성되고 관리됩니다 . 암호는 로컬로 저장됩니다 . 이 사용자는 엔터프라
이즈 ID 관리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SSO 가 활성화된 경우 , 로컬 최종 사용자가 성공
적으로 인증될 수 없습니다 . SSO 를 사용하지 않는 로컬 최종 사용자 및 LDAP 동기화된 사용
자는 여전히 지원됩니다 .

•

LDAP 동기화된 최종 사용자
이 사용자는 회사 LDAP 디렉터리에서 관리되며 LDAP 동기화 규약을 통해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에 동기화됩니다 .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LDAP 동기화된 최종 사
용자에 대해서는 회사 LDAP 디렉터리에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 SSO 가 활성화된 경우
, LDAP 동기화된 최종 사용자의 암호는 LDAP 바인딩 작업을 통해 확인됩니다 . SSO 가 활성
화된 경우 , LDAP 동기화된 사용자는 IdP 에 정의된 인증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 로
컬 구성을 기반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 LDAP 동기화된 최종 사용자는 로컬로 할당된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요청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PIN 기반 인증은 항상 (SSO 가 활성화된 경우에도 ) 로컬 구성을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 여러 개의
협업 서비스가 개별 PIN 을 유지합니다 . Cisco Unified?CM 릴리스 11.5 부터는 Unified CM 과 Cisco
Unified 연결간에 PIN 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웹 서비스가 SAML IdP 리디렉션을 기반으로 SSO 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dmin GUI

•

Cisco Unified CM Self Care Portal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rviceability GUI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Reporting Tool GUI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latform Admin GUI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Disaster Recovery GUI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 Admin GUI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 Platform Admin GUI

•

Cisco Unity Connection Admin GUI

•

Cisco Unity Connection Platform Admin GUI

•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Assistant

•

Cisco Unity Connection WebInBox

Cisco Jabber 용 SSO
모든 Jabber 플랫폼에서는 SSO 에 대해 포함된 브라우저 제어를 사용합니다 . 이러한 제어는 기본
운영 체제 브라우저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 표 16−7 참조 ). Jabber 에서 사용하는 임베디드 브라
우저 컨트롤이 시스템 브라우저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Jabber 에서 사용하는 임베디
드 컨트롤과 시스템 브라우저간에 쿠키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 즉 , 사용자가 시스템 브라우저를 사
용하여 동일한 IdP 에 대해 이미 인증한 경우에도 Jabber 는 항상 SSO 를 통한 전용 인증을 요구합
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션 쿠키 대신 영구 쿠키를 사용하도록 IdP 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영구 쿠키를 사용하면 IdP 인증 상태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동일한 쿠키 jar 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잠재적으로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모범 사
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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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7

브라우저 기술 및 쿠키 공유

OS

Windows

Mac OS

Apple iOS

Android

Safari

WebKit 또는
Safari

WebKit

기본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어가 기본 OS 브라우저와 쿠
키 공유

Apple iOS 용 Jabber 의 경우 브라우저 선택 (WebKit 또는 Safari) 은 iOS 에 대한 SSO 로그인 동작
엔터프라이즈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 Apple iOS 에서 SSO 용 브라우저로 Safari 를 선택하
면 Apple 애플리케이션만 액세스할 수 있는 iOS 인증서 저장소 및 기타 보호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SSO 를 통해 인증서 기반 인증 체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 선택 항목이 필요합니
다.

SSO 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SAML SSO 는 항상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에 대해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가 SSO 에 대해 활성화되거나 어느 노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Admin GUI 를 통해
SSO 를 활성화하면 동시에 모든 기존 노드에 대해 SSO 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 SP 메타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어 IdP 와 클러스터 노드간에 신뢰의 원을 설정합니다 .
Cisco Unified?CM 릴리스 11.5 이전에는 각 클러스터 노드를 개별 SP 로 IdP 에 표시해야 했습니다
. 나중에 SSO 모드에 있던 클러스터에 노드가 추가된 경우 해당 추가된 노드의 메타 데이터를 IdP
로 가져와 IdP 에서 정의된 SP 목록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
Cisco Unified?CM 릴리스 11.5 부터 클러스터 전체 모드에서 SSO 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경
우 단일 메타 데이터 파일만 IdP 와 교환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의 SAML 메타 데이터에 암호화 및
서명 키가 하나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에서 단일 다중 서버 Tomcat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클러스터 전체 SSO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중 서버 인증서는 CA 서명 인증서여야 합
니다 . 클러스터 수준의 SSO 를 위해 활성화된 클러스터에 새 노드가 추가되면 IdP 가 추가된 노드
의 새로운 어설션 소비자 서비스 URL 을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메타 데이터를 IdP
와 교환해야 합니다 .
시스코 협업 SP 의 SP 메타 데이터에는 HTTP−Post 및 HTTP−Redirect 바인딩에 대한 어설션 소비
자 서비스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바인딩은 IdP 에서 지원되고 IdP 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 전체 모드의 SSO 의 경우 IdP 는 단일 SP 에 대해 여러 개의 표식 소비자 서비스
정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dP 메타데이터는 모든 SAML SP 로 가져와야 합니다 . Admin GUI 에서 SSO 가 활성화된 경우 , 클
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프로세스에서 제공된 IdP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 IdP 에서
어설션 서명 또는 암호화를 사용하면 시스코 협업 SP 와 교환된 IdP 메타 데이터에 서명 및 암호화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SP 메타데이터에는 선택적 ContactPerson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 따라서 IdP 에서 Cisco 협업 SP
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노출할 수 없습니다 .
SAML SP 는 SAML AuthnRequest 에 WantAssertionsSigned 를 포함하여 IdP 에 서명된 어설션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Cisco Collaboration SP 는이 정보를 보내지 않으며 , 동일한 매개 변수가 SP
메타 데이터에서 거짓으로 설정됩니다 . 따라서 , IdP 가 어설션 서명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 IdP 에서 SAML 어설션 서명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IdP 가 달리 요청하지 않으면 Cisco Collaboration SP 는 SAML 인증 요청을 암호화하거나 서명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IdP 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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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SP 는 메타 데이터 및 SAML 인증 요청에서 namedid−format : transient 를 요청
합니다 . IdP 는이 형식을 지원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구성해야 합니다 .
SAML 어설션의 일부로 , AttributeStatement 의 IdP 는 속성 uid 을 반환해야하고 , 이 속성의 값은
Unified CM 에서 각 최종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와 일치해야합니다 .
IdP 의 가용성은 SSO 사용 시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 IdP 는 완전 중복 및 장애 허용 오차를 포함하
여 배포해야 합니다 . 이러한 종류의 배포에서는 IdP 를 논리적 URL 하나와 함께 배포하고 , 적절
한 부하 분산 장치 및 웹 서버 팜을 배포하도록 하여 예의 IdP URL 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
적입니다 . 단일 IdP URL 은 IdP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며 모든 Cisco Collaboration SP 로 가져옵니
다 . 단일 요소 ( 예 : 단일 웹 서버 ) 의 장애는 협업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
SAML 요청 및 어설션은 SP 및 IdP 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명됩니다 . 이들 인증서의 수명을 면밀하
게 모니터링하여야 SAML SSO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SAML 어설션에는 유효성 정보 (NotBefore, NotOnOrAfter) 가 포함됩니다 . 유효한 어설션이 타이
밍 문제 때문에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면 , 모든 서비스를 NTP(Network Time Protocol) 과 같은
적절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동기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인증 프레임워크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경우 인증은 LDAP 기반의 로컬 구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SSO 의 경우 사용자 브라우저 , 웹 서버 및 IdP 간의 SAML 교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 성공적으로
인증한 다음 웹 서버 (Unified CM 관리 GUI 에 액세스하는 경우 이 서버는 Unified CM 에서 실행 중
인 관리 애플리케이션임 ) 에서 로컬 구성을 참조하여 인증된 사용자가 지정된 리소스에 액세스하
도록 인증되었는지 판별합니다 . 예를 들어 , SSO 를 통해 인증할 때 Bob 이라는 사용자가 IdP 에 유
효한 인증서를 제공하여 인증에 성공한 경우에도 Bob 이 " 표준 CCM 수퍼 사용자 " 그룹의 구성원
이 아니면 Unified CM 에서 여전히 Unified CM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습
니다 . 이 경우 , Unified CM 관리에 액세스되지 않고 Bob 에게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
한이 없음을 표시하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 Unified CM 관리 GUI 또는 최종 사용자 페이지와
같은 웹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인증은 항상 애플리케이션에 정의된 액세스 수준을 기반으로 합니
다.
Jabber 클라이언트와 기타 엔드포인트에서 SSO 를 사용하여 여러 협업 인터페이스 ( 예 :
Unified CM SIP, Unified CM CTI, Unified CM IM and Presence SOAP 및 Unity Connection VMRest)
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 다중 인증 메커니즘 ( 인터페이스별 ) 을 방지하기 위해 Cisco Collaboration
시스템은 OAuth 인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단일 인증에 기반한 중앙 집중식 인증을 제공합니다
.

OAuth 2.0
OAuth 2.0 인증 프레임워크는 IETF OAuth 작업 그룹에 의해 정의된 공개 표준이며 , 현재 표준 버
전은 RFC 6749 로 발표되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이 OAuth 없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여러 서비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마다
별도의 인증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렇게 하면 여러 자격 증명 집합 (SSO 를 사용하여 부분적으
로 해결할 수 있음 ) 을 관리해야 하고 최종 사용자가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액세스 자격 증명을 공
유해야 한다는 신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에게 차선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
OAuth 는 최종 사용자와 서비스 간의 승인 상호 작용을 조율하여 최종 사용자를 대신하여 애플리
케이션이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 이 승인 상호 작용의 일
부로 최종 사용자는 인증된 후 인증을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토큰을 부여하도록 OAuth
인증 서비스에 지시합니다 .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 승인의 증거로 액세
스 토큰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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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토큰의 수명은 제한적이므로 액세스 토큰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
한합니다 . OAuth 사양을 사용하면 OAuth 인증 서비스가 액세스 토큰을 부여할뿐만 아니라 토큰
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 새로 고침 토큰은 일반적으로 액세스 토큰보다 수명이 길며 애플리케
이션은 새로 고침 토큰이 유효하면 OAuth 인증 서비스에서 새로 고침 토큰을 사용하여 새 액세스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체 승인 절차를 사용하여 액세스 토큰을 얻는 것과는 달리 새 액세스
토큰에 대한 새로 고침 토큰을 교환하는 데에는 최종 사용자 상호 작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최
종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새로 고침 토큰 개념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승인이 토
큰 해지 새로 고침을 허용하여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면서 더 오랜 기간 (
토큰 새로 고침 수명 ) 동안 최종 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이 끝난 애플리케이션이 새 액세스 토큰을 얻으려고 하면 OAuth 인증 서
비스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합니다 . 새로 고침 토큰이 취소된 경우 , OAuth 인증 서비스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의 계속적인 승인을 나타내는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기를 거부합니다 .
OAuth 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사용됩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에 자체 승인
로직을 구축하는 대신 일부 서비스는 Facebook, Google, Twitter 등과 같은 사이트의 OAuth 인증 서
비스에 이를 위임합니다 . 기본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는 Facebook 등의 OAuth 인증 링크를 나타내
는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 그러면 기본 웹 사이트 ( 클라이언트 ) 가 OAuth 인증 흐름을
시작하여 최종 사용자의 사용자 에이전트 ( 웹 브라우저 ) 를 인증 서버 ( 예 : Facebook) 로 리디렉
션합니다 . 그런 다음 최종 사용자는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인증 서버를 인증한 다음 최종 사용자
에게 클라이언트가 흐름을 통해 요청한 액세스 수준 ( 예 :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에 대한 액세스
) 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자마자 인증 서버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액세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 액세스 토큰이 발행됩니다 .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토
큰을 얻는 방법에 대한 실제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OAuth 인증 흐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OAuth 역할
다음 역할 정의는 OAuth 의 작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리소스 소유자 또는 최종 사용자
보호되는 리소스의 소유자입니다 . OAuth 프레임워크에서 리소스 소유자는 보호된 리소스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엔터티입니다 . 이는 리소스 소유자가 사람일 때 최종 사용자라고 부
를 수도 있습니다 .

•

리소스 서버
보호된 리소스는 이 서버에서 호스팅됩니다 . 리소스 액세스 요청은 액세스 토큰을 인증의 증
거로 사용하며 리소스 서버는 요청에 제공된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
부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의 맥락에서 보호되는 리소스는 UDS, Unity Connection
VMRest 등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및 엔드포인트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

•

클라이언트
리소스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호된 리소스에 요청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클라이언트는
데스크톱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 , 서버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애
플리케이션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 " 클라이언트 " 라는 용어는 OAuth 프레임워크의 맥락
에서 역할을 나타냅니다 .
특성 사용 사례에 따라 OAuth 클라이언트는 Cisco Collaboration 서비스 ( 예 : Collaboration
Edge) 이거나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 예 : Jabber) 가 될 수 있습니다 . Collaboration Edge 에
서 사용자 대신 OAuth 토큰을 요청하면 Collaboration Edge 가 OAuth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
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의 Jabber 클라이언트 로그인 흐름에서 Jabber 클라이언트가 OAuth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OAuth 클라이언트마다 모두 고유한 ID, OAuth client_id 가 있습니다 . 이 OAuth client_id 가 클
라이언트 유형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 예를 들어 , Jabber for Windows 및 Jabber for Android
에서는 다른 client_ids 를 사용하지만 , Jabber for Windows 의 모든 릴리스에서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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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_id 를 사용합니다 . 단 , 구체적인 이유로 인해 변경된 client_id 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클
라이언트 릴리스를 구별하도록 인증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예 : 다른 클라이
언트 릴리스와 OAuth 교환 시 여러 릴리스 지원 ). client_ids 집합은 Cisco 제품과 타사 클라이
언트용으로 미리 정의됩니다 .
보호된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OAuth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범위의 토큰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범위는 OAuth 토큰이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나타냅니
다.
OAuth 액세스 토큰은 인증 서비스로 권한이 부여되며 , bearer( 클라이언트 ) 가 보호된 리소스
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액세스 토큰은 특정 사용자에게 발급되며 특정 만
료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액세스 토큰이 만료될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액세스 토
큰을 받아야 합니다 .
•

인증 서버
리소스 소유자의 승인과 리소스 소유자의 인증 후에 인증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액세스
토큰을 발행합니다 .

자원 서버 및 인증 서버는 반드시 별도의 엔티티일 필요는 없습니다 . 이러한 기능은 동일한 서버
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일 인증 서버는 여러 리소스 서버에 대해 액세스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아키텍처에서 인증 서버는 Unified CM 에서 실행되는 기능이며 인
증 서버에서 발행한 액세스 토큰은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및 다른 엔드포인트에서 사용되어 여
러 가지 공동 작업 인터페이스 ( 예 : Unified CM SIP, Unified CM CTI, Unified CM IM and Presence
SOAP 및 Unity Connection VMRest) 에 사용됩니다 .

일반 OAuth 흐름
OAuth 는 인증을 얻기 위해 다양한 플로우를 정의하지만 모두 그림 16−20 에 표시된 몇 가지 공통
점을 공유합니다 .
일반 OAuth 프로토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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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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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ation Requ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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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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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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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0 에 표시된 OAuth 흐름은 네 가지 역할과 이들 간의 다음 상호 작용을 보여줍니다 .
1.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소유자 ( 최종 사용자 ) 로부터 보호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증을
요청합니다 . 그림 16−20 은 이것을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소유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으로
보여 주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이 요청은 인증 서버를 중재자로 수행됩니다 . 이 경우 , 리
소스 소유자의 성공적인 인증 후에 인증 서버는 리소스 소유자에게 승인 플로우를 시작한 클
라이언트에 승인 부여를 요청합니다 . 그림 16−20 의 표현은 클라이언트의 인증이 리소스 소유
자 ( 최종 사용자 ) 의 손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2.

클라이언트는 인증을 부여 받으며 , 이는 리소스 소유자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 권한 부여는
OAuth 사양에 정의된 4 가지 다른 권한 부여 유형 중 하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권한 부여 유
형은 인증을 요청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메서드와 권한 서버가 지원하는 유형에 따
릅니다 .

3.

인증 부여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는 이제 인증 서버로부터 액세스 토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는 이전에 획득한 권한 부여를 인증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
인증은 신뢰할 수 없는 중간자를 통한 인증 부여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4.

인증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인증 부여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유효한 경우 액세스 토큰
및 ( 선택 사항 ) 새로 고침 토큰을 발행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인증 서버의 인증을 받으려면 사
전에 인증 서버에 클라이언트의 인증 자격 증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

5.

이제 클라이언트는 보호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고 이전에 확보한 인증 토큰을 인증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리소스 서버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유효하다면 요청을 처리합니다 . 이 유효성 검
사는 특히 자체 포함 액세스 토큰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리소스 서버와 인증 서버 간의 트랜잭
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단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인증 서버에서 인증을 부여 받는 기본 방법은 인증 서버를 중간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OAuth 인증 코드 부여 흐름은 이 절차의 한 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증 코
드 권한 부여 흐름 , 16−48 페이지의 섹션 참조 ).

인증 부여
그림 16−20 의 일반적인 OAuth 인증 흐름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인증 부여는 리소스 소유
자가 부여한 보호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인증을 나타내는 자격 증명입니다 . 인증 부여는 클라이
언트가 액세스 토큰을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 OAuth 사양은 인증 코드 , 내재적 , 리소스 소유자 암
호 자격 증명 및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의 네 가지 권한 부여 유형을 정의합니다 . 이 문서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흐름만 관련이 있습니다 .

내재적 권한 부여 흐름
내재적 권한 부여는 간소화된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입니다 . 인증 코드 권한 부여를 발행하는
대신 인증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직접 액세스 토큰을 발행합니다 . 이는 중간 자격 증명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 내재적 " 이라고 합니다 .
이 흐름은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여 브라우저에 구현된 클라이언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액
세스 토큰이 직접 발행되므로 클라이언트는 이 흐름에서 인증되지 않습니다 . 이는 액세스 토큰을
리소스 소유자 및 잠재적으로 리소스 소유자의 브라우저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에 노출됩니다 .
내재적 권한 부여 흐름이 응답이 더 빠르지만 ( 액세스 토큰에 대해 인증 코드 권한 부여를 교환하
기 위한 추가 트랜잭션이 없음 ), 내재적 인증 권한 부여 흐름은 덜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또한 OAuth 인증 흐름을 통해 얻은 액세스 토큰이 Jabber 클라이언트 및 다른 엔드포인트에서 다양
한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의 맥락에
서 볼 때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재적 권한 부여 흐름을 갖는 이전의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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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토큰은 항상 새로운 인증 단계가 요구되는 반면 ,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을 사용하면 클라이
언트는 추가로 최종 사용자 인증 없이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직접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새
로 고침 토큰을 획득합니다 .

SAML 베어러 어설션 권한 부여 흐름
엔터티 ( 일반적으로 서비스 ) 에서는 최종 사용자 대신 발급된 어설션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OAuth 토큰을 받습니다 . 이 흐름의 변형은 Collaboration Edge 가 인증 코드를 얻기 위해 가
장자리 외부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토큰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됩니다 .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
이 흐름은 그림 16−21 에서처럼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소유자 사이의 중개자로 인증 서버를 사용합
니다 .
그림 16-21

End User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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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1 은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의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 클라이언트는 최종 사용자로
부터 인증 권한 부여 ( 인증 코드 ) 를 직접 요청하지 않습니다 . 대신 클라이언트는 최종 사용자를
인증 서버로 보내고 나중에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를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냅니다 . 이
리디렉션의 경우 최종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가 사용되며 인증 코드 부여 흐름은 브라우저 기반입
니다 . 이 흐름에서 최종 사용자의 브라우저 리디렉션을 위해 HTTP 302 리디렉션은 브라우저에 반
환된 웹 콘텐츠의 JavaScript 코드 기반 리디렉션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클라이언트 ( 예 : Cisco Jabber) 는 최종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인증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하여
인증 흐름을 시작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의 경우 Unified CM 에서
/ssosp/oauth/authorize 입니다 .

2.

브라우저는 인증 서버에서 엔드포인트에 액세스 (GET) 합니다 . 이 요청을 통해 클라이언트 식
별자 , 요청된 액세스 수준 ( 범위 ), 고유한 요청 식별자 및 흐름 끝에 최종 인증 코드를 게시해
야 하는 리디렉션 URI 와 같은 여러 매개 변수가 전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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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증 서버는 최종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 Unified CM 의 로컬 최종 사용자 테이블에 대한
인증 또는 LDAP 바인드 사용의 경우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도록 요청
해야 합니다 .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인증의 경우 , 인증 서버는 인증 한 엔드
포인트에서 GET 의 결과로 웹 양식을 반환하고 최종 사용자는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서
버는 로컬 최종 사용자 테이블 또는 LDAP 바인드를 사용하여 구성된 LDAP 서버에 대해 자격
증명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
SSO 가 구성된 경우 , 인증 서버는 SAML 2.0 Redirect/Post 흐름을 시작합니다 . Redirect/Post 흐
름의 끝에 인증 서비스에 SAML 어설션을 게시하면 이 경우 인증 단계가 완료됩니다 .
인증이 성공하면 Cisco 인증 서비스는 즉시 인증 코드 부여 문제를 처리합니다 . 요청된 리소스
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 예 : Cisco Jabber) 의 최종 사용자 인증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

4.

인증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부여하기 위해 1 단계와 2 단계에서 제공된 리디렉션 URI 로 최종 사
용자의 브라우저를 리디렉션합니다 . 리디렉션 URI 에는 2 단계에서 식별된 인증 코드와 요청
이 포함됩니다 .

5.

브라우저는 URL에 액세스하여 클라이언트에 식별된 인증 코드 및 요청을 표시합니다. 식별된
요청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이 이벤트를 흐름을 트리거한 미해결 인증 이벤트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

6.

이제 , 클라이언트는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 인증 서비스로부터 액세스 토
큰을 요청합니다 . 인증 서비스에 대한 토큰 요청은 클라이언트의 자격 증명 ( 클라이언트 ID
및 암호 ) 을 사용하여 인증되고 클라이언트는 또한 리디렉션 URI 를 다시 전달합니다 .

7.

인증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리디렉션 URL 을 확인하며 , 유효한 경우 액세스 토큰 및
새로 고침 토큰으로 응답합니다 .

로컬 인증 , LDAP 바인드 또는 SSO 를 사용하여 인증 서버가 최종 사용자 인증을 획득하므로 리소
스 소유자 인증 세부 정보 ( 예 : 인증 유형 및 리소스 소유자 자격 증명 ) 가 클라이언트와 절대로 공
유되지 않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인증 코드 권한 부여만 얻습니다 .
이 흐름의 다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액세스 토큰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가져오므로 리소스 소유자의 브라우저에 노출되지 않습니
다.

•

액세스 토큰에 대한 인증 코드 권한 부여를 교환하는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을 사
용하여 인증됩니다 .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을 모르면 인증 코드 권한 부여만으로는 보호된 리
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없습니다 .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은 Cisco Unified CM 릴리스 11.5(1) SU3 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새로 고
침 토큰이 있는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은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 새로 고침 로그인 흐름을 사
용한 OAuth 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매개 변수의 기본 설정은 " 비활성화됨 " 이지만 이 흐
름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로 고침 토큰이 있는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이 활성화된 경
우에도 내재적 권한 부여 흐름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항상 지원됩니다 .

토큰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액세스 토큰의 기본 수명은 1 시간 (3,600 초 ) 입니다 . 만
료된 액세스 토큰이 사용되면 리소스 서버는 서비스를 거부하고 토큰이 만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오
류를 반환합니다 .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는 새 액세스 토큰을 얻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강제로 액
세스 토큰을 새로 고치지 않도록 Cisco Collaboration 클라이언트에서 토큰 만료 시간의 75% 가 경
과되고 나면 토큰 새로 고침을 시작합니다 . 액세스 토큰 만료는 XMPP 및 SIP 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기존 세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세션 설정 중 ( 예 : SIP 등록 중 ) 에만 액
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한 권한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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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MRA) 인증 및 권한 부여
Collaboration Edge 를 통해 MRA(Mobile and Remote Access) 를 사용하여 연결된 엔터프라이즈 외
부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OAuth 가 인증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그림 16−22 에서 설명한 대로
Cisco Expressway−E 및 Expressway−C 를 배포하십시오 .
Collaboration Edge 사용 OAuth

Collaboration Applications

DMZ

348795

그림 16-22

Firewall

Expressway-C

Expressway-E
Collaboration Clients
and Admin Access

Corporate
LDAP

Identity
Provider

IdP proxy

LDAP
SAML 2.0
oAuth
GUI access
UC Interfaces

Collaboration Edge 를 통해 등록하는 엔드포인트 및 협업 클라이언트는 OAuth 를 사용하여
Expressway−C(Expressway−E 에 의해 프록시됨 ) 의 인증 API 를 사용하여 액세스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인증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때 , 클라이언트는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이 client_id,
요청 특정 상태 식별자 및 사용자 ID 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 전자 메일 주소 또는 사용자 식별자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Expressway−C 의 인증 API
는 사용자의 인증 방법에 따라 브라우저를 IdP 로 리디렉션하여 SAML Redirect/Post 인증 흐름을
시작하거나 로컬 인증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사용자의 인증 방법은 Expressway−C 의 MRA 액세
스 제어 설정과 사용자의 홈 클러스터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인증 경로 설정은 Unified CM LDAP, SAML SSO 또는 둘 모두를 통한 인증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반영합니다 .

•

새로 고침으로 OAuth 토큰에 의한 인증은 새로 고침 토큰으로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을 활
성화합니다 .

•

OAuth 토큰으로 인증은 레거시 내재적 부여 권한 부여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 Unified CM 12.x
및 현재 Jabber 클라이언트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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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IP Phone 및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에 대해 MRA 기능을 허용하도록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

내부 인증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은 모든 Unified CM 클러스터가 새로 고침 토큰이 있는 OAuth
를 지원하는 Unified CM 의 릴리스로 마이그레이션되고 모든 클러스터가 공통 인증 (SSO 또는
Unified CM LDAP 기본 인증 ) 을 사용할 때까지만 활성화해야 합니다 . 이 매개 변수가 활성화
되면 Expressway−C 는 먼저 사용자의 홈 Unified CM 클러스터를 확인한 다음 홈 클러스터에서
인증 설정을 결정합니다 .

필요한 인증 방법에 따라 각각의 인증 흐름이 시작됩니다 .

로컬 인증을 사용한 MRA Sign-on
그림 16−23 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반으로 Cisco Expressway 를 통해 인증된 액세스 토큰을 얻
는 데 사용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
로컬 인증을 사용하여 Expressway 를 통한 OAuth 인증

Browser

Edge

1

GET /#(domain)/authorize?...

2

HTML login screen

3

POST credentials

4

5
6

302 edge.ent-pa.com/oauthcb#code=...

7

GET /oauthcb#code=...

8

200 OK

Authz

POST /authorize_proxy
Authentication: Basic #(user)
credentials
…

200 OK: [code]

313234

그림 16-23

그림 16−23 은 다음 흐름 단계를 보여줍니다 .
1.

Jabber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가 Expressway 에 대한 인증 API 에 액세스하도록 지시합니
다 . 요청에는 요청 , 클라이언트 ID 및 사용자 ID 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상태 정보가 들어 있습
니다 .

2.

사용자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Expressway 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
음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는 웹 양식이 있는 웹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 1 단계에서 얻은 모
든 매개 변수는 웹 양식의 숨겨진 입력 필드를 통해 전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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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면 웹 양식이 다시 Expressway 에 게시됩니다 .

4.

Expressway 는 인증 코드를 얻기 위해 Unified CM 의 인증 서비스에서 /authorize_proxy 엔드포
인트를 사용합니다 . 이것은 SAML 베어러 어설션 부여 흐름의 변형입니다 . 이 요청은 애플리
케이션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됩니다 . 참조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Unified CM 의 인증 서비스에 있는 AXL API 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authorize_proxy 요청에는 이전에 캐시된 모든 인증 매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인증 서비스는 로컬 최종 사용자 테이블 또는 LDAP 바인드를 통해 자격 증명의 유효성을 확인
합니다 . 그런 다음 인증 서비스는 인증 코드를 (Collaboration) Edge 로 반환합니다 .

6.

그러면 Edge 에서 코드를 캐시할 수 있지만 , 해당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해야 합니다 . 이 작
업은 클라이언트에 302 메시지를 반환하고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Edge 의 OAuth
콜백으로 재전송하여 수행합니다 . 리디렉션의 대상 URL 에는 인증 코드에 대한 필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7.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가 재전송 경로를 따라 Edge 의 OAuth 콜백 리소스에 액세스합니다 .

8.

200 OK 메시지는 Edge 를 통해 SSO 흐름을 완료합니다 . 이제 클라이언트가 최종 URL 에서 인
증 코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인증 매개 변수는 이제 Expressway 에 캐싱되고 Jabber 클라이언트는 인증 코드를 소유
합니다 .
Jabber 는 Expressway 에서 인증 API 에 다시 액세스하여 액세스 토큰에 대한 인증 코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Expressway 는 위 흐름의 4 단계 및 5 단계와 유사하게 요청을 인증 서비스의
access_token 엔드포인트로 프록시합니다 .

SSO 인증을 사용한 MRA Sign-on
이 흐름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의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 이 경우 Cisco
Expressway 는 SAML 2.0 Redirect/Post 흐름을 사용하여 인증을 얻으며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ID 제공업체로 리디렉션됩니다 . 일반적으로 이 공급업체는 엔터프
라이즈 내부에 배치된 IdP 의 프록시로 작동하는 고객의 DMZ 에 있는 IdP 프록시입니다 . 기본적
으로 DMZ 의 IdP 프록시는 엔터프라이즈 IdP 의 일반 HTTPS 역순 프록시입니다 . 일부 IdP 벤더에
서는 IdP 프록시 역할로 DMZ 에서 IdP 인스턴스를 설치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Expressway−E 및
Expressway−C 프록시 전용 프록시 협업 클라이언트가 협업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를 요청합니
다 . 공개 DNS 가 엔터프라이즈 IdP 의 DNS 이름을 DMZ 에 있는 IdP 프록시의 공개 IP 주소로 분
석하도록 하여 SAML 인증 흐름이 DMZ 의 IdP 프록시로 재전송되는 동안 OAuth 토큰을 획득하기
위한 OAuth 교환이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를 통해 전달되고 , Expressway−E 가 실제 클라
이언트의 프록시로 OAuth 토큰을 요청합니다 . 이것은 그림 16−24 에 표시된 OAuth SAML Bearer
권한 부여 흐름의 변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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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4

SSO 인증을 사용하여 Expressway 를 통한 OAuth 인증

Browser

IdP

Edge

Authz

1

GET /#(domain)/authorize?...

Edge caches authorization
parameters

2

302 (Initiate SAML Flow)

Edge initiates SAML 2.0
redirect/POST flow

3

Authentication

4

Swap SAML assertion for
code using the cached
authorization parameters

POST /#(domain)/fedlet [Assertion]

Edge caches the code and
returns the code to client

7

302 edge.ent-pa.com/oauthcb#code=...

8

GET /oauthcb#code=...

9

200 OK

5

POST /authorize_proxy
Authentication: Basic #(user)
Assertion=[Assertion]

6

200 OK
[code]

3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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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Auth 토큰을 얻기 위해 브라우저가 Edge 의 /authorize 엔드포인트에 HTTP GET 요청을 보냅
니다 . 고객의 도메인을 참조하기 위해 접두사 인코딩을 사용하여 Edge 의 /authorize 엔드포인
트에 액세스합니다 . 이 설명에 있는 Edge 는 Collaboration Edge 를 구현하는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쌍을 나타냅니다 .

2.

Edge 는 브라우저를 IdP 로 재전송하는 302 응답을 반환하여 SP 시작 SAML 2.0 redirect/POST
인증 흐름을 시작합니다 . 나중에 실제 OAuth 프록시 요청에서 인증 매개 변수가 필요하므로
Edge 가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해당 매개 변수도 캐시합니다 .

3.

그러면 브라우저와 IdP 가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 메시지 교환은
IdP 에 구성된 인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SAML 인증에 성공하면 SAML 교환의 마지막 단계로 브라우저에서 Egde 의 어설션 고객 서비
스에 SAML 어설션을 게시합니다 . Edge 에서 인증 코드를 위해 여전히 이 SAML 어설션을 교
환해야 합니다 .

5.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Edge가 인증 서비스의 /authorize_proxy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이
요청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됩니다 . 참조된 애플리케
이션 사용자는 Unified CM 의 인증 서비스에 있는 AXL API 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 /authorize_proxy 요청에는 이전에 캐시된 모든 인증 매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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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 다음 인증 서비스를 통해 인증된 최종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인증된 사용자가 요청된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인증된 경우 , 인증 서비스는 인증 코드
를 발행하고 해당 코드를 200 OK 메시지로 반환합니다 .

7.

그러면 Edge 에서 코드를 캐시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해당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해야 합니다
. 이 작업은 클라이언트에 302 메시지를 반환하고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Edge 의
OAuth 콜백으로 재전송하여 수행합니다 . 리디렉션의 대상 URL 에는 인증 코드에 대한 필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8.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가 재전송 경로를 따라 Edge 의 OAuth 콜백 리소스에 액세스합니다 .

9.

200 OK 메시지는 Edge 를 통해 SSO 흐름을 완료합니다 .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최종 URL 에서
인증 코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인증 매개 변수는 Expressway 에 캐싱되고 Jabber 클라이언트는 인증 코드를 소유합니
다.
Jabber 는 Expressway 에서 인증 API 에 다시 액세스하여 액세스 토큰에 대한 인증 코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Expressway 는 위 흐름과 유사하게 요청을 인증 서비스의 access_token 엔드
포인트로 프록시합니다 .

OAuth 토큰 이해
이 섹션에서는 액세스 및 새로 고침 토큰 , 토큰 만료 및 토큰 관리에 대해 다룹니다 .

액세스 토큰
액세스 토큰은 인증 서비스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발행됩니다 . 액세스 토큰의 내용은 클라이언트
에게 불투명합니다 . 클라이언트에 의해 임의의 문자열 값으로 취급되므로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액세스 토큰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보낸 요청을 승인
하는데에만 사용됩니다 .
Cisco Unified CM 에서 인증 서비스가 발급한 액세스 토큰은 자체 포함 토큰입니다 . 이러한 자체
포함 토큰은 인증 서비스에 연락하지 않고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에서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토큰은 RFC 7519 에 설명된 JSON 웹 토큰이며 승인된 사용자 , 만료 및 승인
된 범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액세스 토큰은 인증 서비스에 의해 암호화되고 디지털 서
명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는 인증 서비스에 연락하지 않고 자체 포함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
로 인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액세스 토큰의 유효 기간 내에 이전에 승인된 액세스를 중앙에서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자체 포함 액세스 토큰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 Cisco Unified CM 에서 인증 서비스가 발급한 액세스 토큰의 기본 수명은 60 분이며 1 분
에서 1440 분 ( 일 )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Jabber 는 일반적으로 현재 액세스 토큰의 수명이 25% 남았을 때 새 액세스 토큰을 얻으려고 시도
합니다 . 따라서 수명이 60 분인 토큰은 45 분 후에 새로 고쳐집니다 .

새로 고침 토큰
새로 고침 토큰은 Cisco Unified CM 의 인증 서비스에 의해 클라이언트에게 발급됩니다 . 클라이언
트는 새로 고침 토큰의 수명 내에서 액세스 토큰을 얻기 위해 Unified CM 의 인증 서비스에 새로 고
침 토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최종 사용자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새 액세스 토큰을
얻는 것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매우 빠른 트랜잭션입니다 . 다시 말해
, 새로 고침 토큰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에게 불투명합니다 . 새 액세스 토큰을 얻으려는 요청은 클
라이언트 자격 증명 (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비밀 및 리디렉션 URI) 을 사용하여 인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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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에서 인증 서비스가 발급한 새로 고침 토큰의 기본 수명은 60 일이며 1 일에서 1825 일
(5 년 )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새로 고침 토큰 수명을 변경하면 인증 서비스가 현재 발급한 모든 새로 고침 토큰이 무효화되므로
새 사용자가 새로 고침 토큰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용자가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
새 새로 고침 토큰을 얻으려면 새로운 전체 승인 흐름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 Jabber 고객은 새로 고침 토큰이 곧 만료 예정임을 최종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
종 사용자는 새 인증 흐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Unified CM 에서 https://<unifed_cm>:8443/ssosp/token/revoke?user_id=<uid> 엔드포인
트를 통해 사용자의 모든 새로 고침 토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unified_cm 은 Unified CM
게시자의 호스트 이름의 IP 주소로 바꿔야 하고 uid 는 새로 고침 토큰을 취소할 사용자의 사용자
ID 로 바꿔야 합니다 . 관리자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을 인증해야 합니다 .

토큰 서명 및 암호화 키
자체 포함 액세스 토큰은 Cisco Unified CM 의 인증 서비스에 의해 암호화되고 디지털 서명됩니다
. 필수 키는 Unified CM 게시자 노드에서 만들어지며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분산됩니다 . Unified
CM IM and Presence 가 클러스터 내 복제를 통해 키를 얻는 동안 Cisco Expressway 및 Unity
Connection 은 액세스 토큰 유효성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Unified CM 에서 키를 가져와야 합니다
. 키에 대한 액세스는 Unified CM 의 토큰 키 API 를 통해 수행됩니다 . 이 API 에 액세스하려면 AXL
액세스 권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인증 서버는 Cisco Unity Connection Administration 의 시스템 설정 탭에 있는
Authz Server 섹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가 키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서명 및 암호화 키를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키
중 하나를 다시 생성하면 인증 서비스에서 발급한 모든 액세스 토큰이 무효화되므로 모든 클라이
언트는 새로운 토큰을 얻어야 하며 모든 최종 사용자가 다시 인증됩니다 .
서명 키는 set key regen authz signing CLI 명령을 사용하여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키는
set key regen authz encryption CLI 명령을 사용하여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서명 및 암호화
키에 대한 정보는 show key authz signing 및 show key authz encryption CLI 명령을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범위
액세스 토큰은 범위 요소를 포함합니다 . 범위는 액세스 토큰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 특정 사용자에 대해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범위는 Cisco
Unified CM 에서 사용자 프로파일 구성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정책 아래에서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정책 및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 정책을 설정하여 정의됩니다 . 이를 통해 관리자는
Jabber 데스크탑 및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로 다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가능
한 값은 서비스 없음 , IM&Presence 만 해당 및 IM&Presence, 음성 및 영상 통화입니다 .
범위는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설정하고 Expressway 가 승인된 서비스에만 연결을 설정할 때마다
Expressway 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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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의 콘텐츠
문서의 이 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및 서비스 개요

•

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

Cisco 음성 메시징

•

협업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모바일 협업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17

장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및 서비스 개요
개정일 : 2015 년 6 월 15 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시스템에 네트워크 , 통화 라우팅 및 통화 제어 인프라를 배
치한 후에는 해당 인프라 위에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인프라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배포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애플리케이션 — IP 텔레포니의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
다.

•

음성 메시징 — 음성 메일 서비스 및 메시지 대기 중 표시를 제공합니다 .

•

프레즌스 서비스 — 사용자 장치 및 클라이언트에 걸쳐 사용자 가용성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
다.

•

이동성 서비스 — 기업 외부의 사용자에게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
능을 제공합니다 .

•

고객지원센터 — 대규모 통화량을 위한 통화 처리 , 대기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

통화 녹음 — 음성 및 영상 통화를 나중에 검색 및 재생하기 위해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서는 위에 언급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각 장에서는 애
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소개한 후 아키텍처 , 고가용성 , 용량 계획 및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해 설
명합니다 . 관련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별 지원 및 구성 정보보다는 애플리케이션과 서
비스의 설계 관련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 18−1 페이지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IP 텔레포니에 다양한 운용 및 기능 개선 사항을 제공하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다룹니다 . 외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의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이나 IP 전화 서비스는 웹 서버 및 / 또는 대부분의
Cisco Unified IP Phone 의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이 장에서는 Cisco Extension
Mobility,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및 Cisco WebDialer 등의 추가 기능
을 제공하는 여러 Unified CM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

•

Cisco 음성 메시징 , 19−1 페이지
이 장에서는 대부분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배포 내에서 발신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시
스템의 가입자가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 음성 메시징에 대해 살펴
봅니다 . 또한 메시징 배포 모델 , 음성 메시징 기능 , 음성 메일 네트워킹 및 음성 메시징 애플
리케이션의 설계 및 배포 모범 사례를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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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20−1 페이지
이 장에서는 사용자 가용성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배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프레즌스 서비스에 대해 논의
합니다 . 또한 프레즌스를 정의하고 다양한 프레즌스 구성 요소 및 기능 , 프로토콜 , 배포 모델
, 중복 , 용량 및 일반적인 설계 지침에 대해 살펴봅니다 .

•

모바일 협업 , 21−1 페이지
이 장에서는 모바일 인력이 증가하고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업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 결과 이동성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
우 중요해지고 있는 이동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살펴봅니다 . 또한 이동성 솔루션 아키텍처 ,
기능 ,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22−1 페이지
이 장에서는 대용량 콜 센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대규모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배포
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인 고객지원센터 솔루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 또한 콜 센터 솔루션
아키텍처 , 기능 , 설계 및 배포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

•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 23−1 페이지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시스템에서 음성 및 영상 통화에 모두 사용
가능한 다양한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솔루션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 또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솔루션에 포함된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솔루션의 기본적인 설계 고
려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

아키텍처
다른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
이션 및 서비스는 기본 네트워크 및 시스템 인프라 위에 배치해야 합니다 . 음성 메시징 , 리치 미
디어 전화회의 , 프레즌스 , 이동성 , 고객지원센터 , 통화 녹음 등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
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네트워크 연결에서 통화 제어 , 보조 서비스 , 다이얼 플랜 , 대역폭 관리 및
게이트웨이 서비스 등 기본적인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을 실행
하기 위해 기본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통화 라우팅과 통화 제어 인프라 및 네트워크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 예를 들어 음성 메시징 및 프레즌스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캠
퍼스 사이트 , 지점 사이트 및 인터넷의 사용자에 도달합니다 . 또한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통화 라
우팅 및 통화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음성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 , 통화
라우팅 , PSTN 연결성 및 미디어 리소스에 의존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이러한 인프라
레이어 및 기본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서비스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종종 서로 의존합니다 .

고가용성
중요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네트워크 , 통화 라우팅 및 통화 제
어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수 기능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이 높아야 합니다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장애와 관련된 설계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많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
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 한 서버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여러 서비스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객지원센터 배포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 배포가 통화 제어 서버에 의존하여 콜 센터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화
를 라우팅하기 때문에 모든 통화 제어 서버에 대한 연결이 끊기면 고객지원센터가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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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시징 및 모바일 협업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경우 , 고가용성 고려 사항에는 네
트워크 연결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발신자가 메시지
를 남기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메시지를 검색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전화회의 일정을 지정하거나
전화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또한 음성 메시징 및 모바일 협업 애플리케
이션의 발신자와 사용자를 위한 장애 조치 고려 사항에는 특정 장애 발생 시 중복 리소스가 일부 기
능을 처리하여 최종 사용자가 계속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
프레즌스 및 이동성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도 고가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연결이 중
단되거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기능이 제한되거나 경우에 따라 완전히 상실됩니다
. 따라서 프레즌스 서비스의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장치 및 클라이언트에서 프레즌스 또는 가용성 업
데이트를 보내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동성 서비스의 경우 , 고가용성 고려 사항에는 2 단
계 전화걸기 또는 사무실 경유 전화걸기와 같은 특정 기능이 상실되거나 단일 전화번호 연결 ( 회
사 전화만 울리거나 휴대폰만 울리는 상황 ) 같은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또한
일부 장애 시나리오의 경우 모든 기능을 다시 사용하려면 엔터프라이즈 엔드포인트와 모바일 클
라이언트를 재등록 , 재연결 또는 재인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배포의 경우 여러 서버 및 구성 요소에 대해 고가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
로 분리된 단일 서버 또는 단일 구성 요소 장애는 서버나 구성 요소가 중복된 한 기능 상실 없이 처
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여러 서버 또는 구성 요소가 상실되면 일반적으로 일부 기능이
상실됩니다 . 통화 제어 서버와 같은 특정 구성 요소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보다 심각한 기능 상실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협업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고가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 장애 시
나리오에서 특정한 협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즌스 가능 클
라이언트에서 등록 및 전화 걸기나 받기 등 기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나 장치에서 서비스로 돌아가기 위해 재연결하고
재인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용량 계획
네트워크 , 통화 라우팅 및 통화 제어 인프라는 개별 구성 요소 및 전체 시스템의 용량과 확장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설계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
션과 서비스의 배포도 용량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 다양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본 인프라의 확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에 분명히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있고 애
플리케이션이 생성하는 추가 트래픽 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통화 라우팅 및
제어 인프라는 사용자와 장치 구성 및 등록은 물론 프로토콜 및 연결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통합
로드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동성 , 프레즌스 , 고객지원센터와 같은 애플리케이
션 및 서비스의 경우 , 애플리케이션마다 사용자 , 장치 및 기능의 관점에서 용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와 같은 연결 및 프로토콜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인프
라의 확장성 역시 중요합니다 . 이동성 , 프레즌스 또는 고객지원센터 애플리케이션은 많은 CTI 연
결을 지원할 수 있지만 , 기본 통화 제어 및 라우팅 인프라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로 인해
추가되는 CTI 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용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음성 메시징 및 리치 미디어 전화회의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경우 용량 계획 고려 사항
에는 사서함이나 사용자의 수 , 사서함 크기 , 오디오 및 비디오 포트 , MCU 세션과 같은 항목이 포
함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기본 네트워크와 통화 라우팅 및 제어 인프라가 추가 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MCU 의 수를 늘리거나 서버 또는 MCU 하드웨어를 더 높
은 등급의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여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프레즌스 및 이동성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도 용량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성 및 지원되는 사
용자 및 장치 수와 같은 항목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사이의 통합 및 연결 수에 대한
확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 이동성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2 단계 전화걸기 및 사무실 경유 다
이얼 통화량이 통화 제어 용량 및 PSTN 게이트웨이 용량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반면에 프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17-3

17 장

용량 계획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및 서비스 개요

레즌스 서비스의 경우 중요한 확장성 문제에는 프레즌스 상태 변경 빈도 , 변경 사항의 네트워크 전
파 , 텍스트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의 양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하드
웨어를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용량이 증가하지만 기본 통화 라우팅 및
제어 인프라가 증가한 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장성의 관점에서 고객지원센터 배포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 통화
를 처리하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장치의 수는 분명히 사용자와 장치 구성 및 등록의 관점에서 중
요합니다 . 하지만 고객지원센터 배포를 위한 용량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고객지원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및 통화 제어 및 라우팅 인프라에 대한
CTI 통합의 수입니다 .
협업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용량 계획의 경우 가장 중요한 확장성 문제는 장치 등록 및 구성
입니다 . 하지만 프레즌스 및 메시징과 같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른 확장
성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여러 클라이언트를 타사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와 함께 배포하거나 통
합하는 경우 해당 타사 배포를 위한 지원 용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스템 크기 조정 , 용량 계획 및 크기 조정과 관련된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한 전체 논의는 협업 솔루
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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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인 IP 텔레포니의 운용과 기능
을 향상시키는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외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의 생산성 애플
리케이션이나 IP 전화 서비스는 웹 서버 및 / 또는 대부분의 Cisco Unified IP Phone 의 클라이언트
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의 책상 위에 있는 IP 전화기를 사용하여 주식 동향 , 날
씨 정보 , 항공 정보 및 기타 웹 기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 IP 전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재고를 추적하고 시간에 따라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회의실
환경 ( 조명 , 비디오 화면 , 온도 등 ) 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 추
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
•

Cisco EM(Extension Mobility)
내선 이동 기능을 사용하면 모바일 사용자가 Cisco Unified IP Phone 에 로그인함으로써 해당
전화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CM Assistant(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Unified CM Assistant 는 Assistant 가 하나 이상의 수신 전화 통화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Unified CM 통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

Cisco WebDialer
WebDialer 는 사용자가 PC 에서 지원되는 전화 장치를 사용하여 쉽게 전화를 걸 수 있게 하는
Unified CM 용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이러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IP 전화 서비스를 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 장에서는 다음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합니다 .
•

IP 전화 서비스 , 18−2 페이지

•

내선 이동 , 18−7 페이지

•

Unified CM Assistant, 18−19 페이지

•

WebDialer, 18−34 페이지

이 장에서는 또한 다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18−42 페이지

•

Cisco Paging Server, 18−4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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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18−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18-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s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18−42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기타 사소한 업데이트 및 수정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IP 전화 서비스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는 웹 클라이언트 및 / 또는 서버와 Cisco Unified IP Phone 의 XML 기
능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펌웨어에는 제한된 웹 탐색 기능을 이
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브라우저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전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데
스크톱 전화기에서 직접 실행되며 잠재적으로 부가 가치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 이 장의 목적에서 전화 서비스라는 용어는 Cisco Unified IP Phone 에서 콘텐츠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IP 전화 서비스 기능에 대한 다음의 설계 측면을 검토합니다 .
•

IP 전화 서비스 아키텍처 , 18−2 페이지

•

IP 전화 서비스의 고가용성 , 18−5 페이지

•

IP 전화 서비스의 용량 계획 , 18−6 페이지

•

IP 전화 서비스의 설계 고려 사항 , 18−7 페이지

IP 전화 서비스 아키텍처
IP 전화 서비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시작형 ( 끌어오기 )
IP 전화기 사용자는 사용자가 가입한 전화 서비스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 HTTP GET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단추를 누릅니다 . 그림 18−1 에서는 이
기능을 보여줍니다 .

•

전화 시작형 ( 끌어오기 )
유휴 시간 값은 URL 유휴 시간 매개 변수로 표시된 것과 같이 IP 전화기 펌웨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시간 초과 값을 초과하는 경우 IP 전화기 펌웨어 자체가 URL 유휴 매개 변
수로 지정된 유휴 URL 위치에 대해 HTTP GET 을 시작합니다 .

•

전화 서비스 시작형 ( 밀어넣기 )
전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HTTP POST 메시지를 전화기로 전송하여 IP 전화기로 내용을 밀
어넣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용자 시작형 또는 전화 시작형 끌어오기 기능에서는 전화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전화기의 웹 클
라이언트가 사용되는 것과 달리 전화 서비스 시작형 밀어넣기 기능은 내용을 ( 클라이언트가 아닌
) 전화기의 웹 서버에 게시하여 (HTTP POST 를 통해 ) 전화기의 동작을 호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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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화 서비스

그림 18−1 에서는 사용자 시작형 IP 전화 서비스 작업에 대한 자세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줍니
다 . 사용자가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단추를 누를 때 서비스 프로비저닝이 외부 URL 또는 모두로
설정된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HTTP GET 메시지가 IP 전화기에서 Unified CM getservicesmenu.jsp
스크립트로 전송됩니다 (1 단계 ). Phone URL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를 변경시켜 다른 스크립트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getservicesmenu.jsp 스크립트는 개별 사용자가 가입한 전화 서비스 URL
위치를 반환합니다 (2 단계 ). HTTP 응답은 이 목록을 IP 전화기에 반환합니다 (3 단계 ). 사용자가
선택한 모든 추가 전화 서비스 메뉴 옵션은 선택된 전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웹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서 HTTP 메시지를 계속 전송합니다 (4 단계 ).
기본적으로 서비스 프로비저닝 매개 변수는 내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 설정에서는 IP 전화기
가 HTTP GET 메시지를 Unified CM 에 전송하는 대신 구성 파일에서 전화 서비스 목록을 얻게 됩
니다 .
참고

서비스 프로비저닝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가 내부로 설정된 경우 1 단계부터 3 단계까지는 건너
뛰고 4 단계에서부터 전화 서비스 작업이 시작됩니다 .

참고

Cisco Unified IP Phone 7960 은 구성 파일에서 전화 서비스 목록을 구문 분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
으므로 서비스 프로비저닝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가 내부로 설정되어 있어도 해당 목록을 얻기
위해 HTTP GET 메시지를 Unified CM 으로 전송합니다 .
그림 18-1

사용자 시작형 IP 전화 서비스 아키텍처
Web server

Cisco
Unified CM

IP Phone
IP

M

1 HTTP Get

getservicesmenu.jsp

2 Menu generation
3 HTTP Response

List of subscribed
services URLs
Phone Service 1
Phone Service 2

Service URL Menu of
subscribed services

Phone Service 3

Phone Service N
Extension Mobility
IPMA

153263

4 HTTP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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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에서는 전화 시작형 및 전화 서비스 시작형 밀어넣기 기능의 예를 모두 보여줍니다 . 전
화 시작형 예에서는 URL 유휴 시간에 도달하면 전화기가 URL 유휴 매개 변수에 따라 지정된 위치
를 알아내기 위해 자동으로 HTTP GET 을 전송합니다 . Unified CM 을 통해 HTTP GET 이 외부 웹
서버에 전달됩니다 . 웹 서버에서는 Unified CM 이 전화기로 전달한 HTTP 응답을 회신하며 전화
화면에는 텍스트 및 / 또는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전화 서비스 시작형 밀어넣기 예에서는 외부 웹 서버의 전화 서비스가 Execute 호출이나
CGI(Common Gateway Interface) 를 통해 HTTP POST 를 전화기의 웹 서버로 전송합니다 . CGI 나
Execute 호출을 수행하려면 우선 전화기가 URL 인증 매개 변수로 지정된 프록시 인증 서비스를 사
용하여 이 요청을 인증해야 합니다 . 이 프록시 인증 서비스는 전화에 직접 전송된 요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와 Unified CM 디렉터리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요청이 인증되면
Unified CM 이 전화에 HTTP 응답을 전달합니다 . 그다음에 전화기의 웹 서버는 요청된 동작을 수
행하며 전화기는 외부 웹 서버에 HTTP 응답을 반환합니다 . 인증이 실패한 경우 Unified CM 이 부
정적인 HTTP 응답을 전달하며 전화기는 요청된 CGI 또는 동작 실행을 수행하지 않지만 결과적으
로 부정적인 HTTP 응답을 외부 웹 서버로 전달합니다 .
그림 18-2

전화 시작형 및 전화 서비스 시작형 IP 전화 서비스 아키텍처
Web server

Cisco
Unified CM

IP Phone
IP

M

HTTP Get (URL Idle)
HTTP Get (URL Idle)
Phone-Initiated
HTTP Response
HTTP Response

HTTP POST (CGI/Execute)
Phone ServiceInitiated (Push)

HTTP POST (URL Authentication)
HTTP Response

153264

HTTP Response

XML 서비스 외에도 Java MIDlet 의 서비스 범주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Java
MIDlet 유형의 서비스가 호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된 서비스 URL 에 MIDlet JAD 파일이 회수될 수
있는 URL 이 포함됩니다 .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JAD 파일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전화
기의 MIDlet 설치 관리자가 다운로드하고 처리할 , 해당 장치에 적합한 JAR 파일을 반환해야 합니
다.
Cisco IP Phone 의 Java MIDlet 지원에 대해서는 https://www.cisco.com 에서 Cisco IP Phone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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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P 전화 서비스

전화기가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 전화는 서비스 구성을 구문 분석하여 서비스 목록이 변경되
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 , 변경될 경우 로컬 ( 지속된 ) 서비스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 변경된 서
비스 중 ( 전화에 명시적으로 프로비저닝되고 보관되는 ) Java MIDlet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구성 파일에 프로비저닝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화에서 필요한 설치 , 업그레이드 , 다
운그레이드 및 설치 제거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MIDlet 설치에 실패한 경우 다음번에 전화
기가 구성 파일을 확인할 때 ( 부팅 , 재설정 또는 재시작하는 동안 ) 설치를 재시도합니다 .
관리자는 구성된 서비스의 서비스 유형을 IP 전화 서비스 , 디렉터리 또는 메시지 중 하나로 지정
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관리자가 새로운 서비스에 액세스할 때 IP
전화기의 어떤 단추를 누를 것인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새로운 서비스를
기업 가입으로 구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가 개별 전화기의 가입을 업데이트할 필
요 없이 모든 IP 전화기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 또한 서비스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
스에서 서비스를 삭제할 필요 없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부재중 전화 , 발신된 전화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비롯해 회사 디렉터리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관리자는 해당하는 기본 서비스와 일치하는 서비스 URL 을 사용해 사용자 정의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본 서비스에 전화를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비보안 URL 뿐만 아니라 HTTPS 를 사용하여 보안 IP 전화 서비스 URL 을 구성하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HTTPS 를 지원하는 전화기는 자동으로 보안 URL 을 사용하게 됩니다 .
HTTPS 를 지원하는 전화의 모든 목록과 함께 IP 전화기를 처리하는 보안 인증서 및 신뢰 확인 서
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 보안 설명서 최신 버
전에 포함된 HTTPS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IP 전화 서비스의 고가용성
전화 사용자를 위하여 믿을 만한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동안 중복 시스템으
로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프로비저닝이 내부로 설정된 상태에서 전화기는 해당 전화기의 구성 파일에서 가입된 전
화 서비스를 수신하며 이를 ( 해당하는 서비스 URL 과 함께 )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전화기는 먼저 Cisco CallManager IP Phone Service 를 쿼리하지 않고도 웹 서버에서 직
접 서비스 URL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프로비저닝이 내부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회사 및
개인 디렉터리 기본 서비스도 전화에 내장된 추가 수준의 중복을 갖추게 됩니다 . 이러한 서비스가
선택되면 전화기는 올바른 URL 문자열이 포함된 HTTP 메시지를 현재 등록된 Unified CM 에 전송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전화 장치 풀의 Unified CM 그룹 구성이 이러한 서비스에 중복을
제공합니다 .
전화 서비스의 백엔드 처리 대부분이 웹 서버에서 발생되며 서비스 프로비저닝이 외부 URL 또는
모두로 설정된 경우에는 전화기가 가입된 전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URL 을 알리는 데 여전히
Unified CM 에 의존합니다 . IP 전화 서비스 기능의 아키텍처 및 그림 18−1 과 그림 18−2 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의 주요 오류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합니다 .
오류 시나리오 1: Cisco CallManager Cisco IP Phone Services 를 갖춘 서버의 오류

가상 IP 주소 ( 또는 DNS 를 확인할 수 있는 호스트 이름 ) 가 하나 이상의 Unified CM 서버를 가리키
는 데 사용되는 그림 18−3 에서 드러나듯이 이 상황에서 중복은 일부 유형의 SLB( 부하 분산 장치 )
에 의존합니다 . 이 가상 IP 주소 ( 또는 DNS 를 확인할 수 있는 호스트 이름 ) 는 URL 서비스 매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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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 SLB 장치는 Unified CM 가입자 노드의 실제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 따
라서 전화기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단추를 눌렀을 때 Unified CM 서버 오류는 IP 전화 서비스
가입 목록이 전화에서 반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Unified CM 서버에서 실행되는 내
선 이동 및 Unified CM Assistant 와 같은 전화 서비스도 이 방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중복화될 수 있
습니다 . ( 내선 이동에 대한 고가용성 , 18−15 페이지 및 Unified CM Assistant 의 고가용성 , 18−24
페이지 참조 )
대부분의 SLB 장치는 오류 이벤트 중에 다중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요청을 재전
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그림 18-3

전화 서비스의 프로비저닝 중복을 위한 방법
Unified CM-1
Real IP:
10.1.1.11
SLB
Virtual IP:
10.1.1.1

IP

M

HTTP

M

153265

Unified CM-2
Real IP:
10.1.1.12

오류 시나리오 2: 특정 IP 전화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외부 웹 서버의 오류

이 시나리오에서는 Unified CM 서버에 대한 연결이 보존되지만 그 연결이 사용자가 가입한 전화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웹 서버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단추를 누른 상태
에서도 IP 전화기가 Unified CM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복을 위한 프
로비저닝이 쉽습니다 . 이 경우에는 IP 전화기와 웹 서버에 액세스하는 다른 모든 HTTP 클라이언
트가 유사합니다 . 그 결과 다시 일부 유형의 SLB 기능 ( 그림 18−3 에 표시된 것과 유사 ) 을 사용하
여 전화기로부터 사용자가 가입한 전화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하나 이상의 중복 웹 서버로 HTTP 요
청을 재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

IP 전화 서비스의 용량 계획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는 대부분 HTTP 클라이언트처럼 동작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이 서
비스는 가입한 서비스의 위치에 대한 재전송 서버로만 Unified CM 을 사용합니다 . Unified CM 이
전화 서비스에 대한 재전송 서버로만 동작하므로 사용자가 서비스 키를 눌러 전화 서비스 요청을
시작하더라도 Unified CM 의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량 요청 ( 분당 수백 건 이상 ) 인
경우에는 서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IP 전화 서비스에 대해 외부 URL 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Cisco 는 서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서비스 프로비저닝 엔
터프라이즈 매개 변수를 내부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프로비저닝이 외부 URL 이나
모두로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구성 파일에서 서비스 목록을 회수하는 기능이 없는 전화를 많
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 목록을 제공하는 노드를 신중하게 선택
하십시오 . 예를 들어 게시자의 부하가 이미 높은 경우에는 Unified CM 게시자 대신 Unified CM
TFTP 서버 사용을 고려하거나 다량의 트래픽을 처리하지 않는 Unified CM 가입자 사용을 고려하
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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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이동 및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서비스의 경우 Unified CM 이 재전송 서버 이상으로 동작
하며 추가적인 성능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성능 및 확장성 고려 사항은 내선 이동 , 18−7 페이지 및 Unified CM Assistant, 18−19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
IP 전화기는 HTTP 클라이언트이거나 서버이므로 IP 전화 서비스에 필요한 대역폭을 예측하는 것
은 웹 호스팅 서버에 있는 HTTP 콘텐츠와 동일한 텍스트에 액세스하는 HTTP 브라우저의 대역폭
을 예측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IP 전화 서비스의 설계 고려 사항
통합 내선 이동과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의 전화 서비스를 제외한 IP 전화 서비스는
Unified CM 웹 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오프 클러스터에 위치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서버 노드에
서 내선 이동을 제외한 전화 서비스와 Unified CM Assistant 를 실행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Cisco IP Phone 는 텍스트와 그래프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7911G 와 같은 일부 전화기는 텍스트 기반 XML 애플리케이션만을 지원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등의 일부 Cisco 엔드포인트는 Cisco IP 전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내선 이동
Cisco EM(Extension Mobility) 기능을 사용하면 모바일 사용자가 Cisco Unified IP Phone 에 로그인
함으로써 해당 전화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에는
전화기가 회선 번호 , 바로 호출 , 서비스 링크 및 전화기의 기타 사용자 특정 속성을 포함한 개별
장치 프로파일 정보를 선택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 X 가 책상을 차지하고 전화에 로그인하면 사
용자의 디렉터리 번호 , 바로 호출 및 기타 속성이 해당 전화에 나타나지만 사용자 Y 가 다른 시점
에 동일한 책상을 사용하면 사용자 Y 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 EM 기능은 인증된 사용자의 장치 프
로파일에 따라 전화를 동적으로 구성합니다 . 이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전화기가 EM 을 지원한
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Unified CM 클러스터 내의 모든 전화에
대한 자체 내선 번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섹션에서는 내선 이동 기능에 대한 다음의 설계 측면을 검토합니다 .
•

Unified CM 내선 이동 서비스 , 18−8 페이지

•

내선 이동 아키텍처 , 18−8 페이지

•

내선 이동 보안 , 18−13 페이지

•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18−9 페이지

•

내선 이동에 대한 고가용성 , 18−15 페이지

•

내선 이동에 대한 용량 계획 , 18−17 페이지

•

내선 이동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 18−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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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내선 이동 서비스
EM 애플리케이션은 기능 서비스이면서 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에서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또한 EM 은 설치 중에 모든 Unified CM 노드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의존합니다 .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는 EM 사용자 전화와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 또한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는 클러스터 내의 변경 알림 표시에 가입하며 활성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를 갖춘
클러스터 내에서 노드 목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

내선 이동 아키텍처
그림 18−4 에서는 EM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 흐름과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전화기 사용자가
EM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참고

1.

사용자가 전화에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단추를 누르면 이 동작은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
수 구성 페이지의 URL 서비스 매개 변수 아래에 지정된 URL 로의 통화를 유발합니다 ( 그
림 18−4 의 1 단계 참조 ).

2.

IP 전화 서비스에 대해 HTTP/XML 통화가 생성되며 사용자의 전화기가 가입한 모든 서비스의
목록이 반환됩니다 ( 그림 18−4 의 2 단계 참조 ).

서비스 프로비저닝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가 내부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1 단계와 2 단계를 건너
뛰게 됩니다 . 또한 서비스 프로비저닝이 외부 URL 이나 모두로 설정되어 있다면 서비스 URL 단
추는 사용자가 회선 또는 바로 호출 단추를 눌러 Cisco Extension Mobility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직
접 발신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전화에서 EM 에 대해 구성될 수 있으며 이 역시 1, 2 단계를 건너뜁
니다 .
3.

그다음에 사용자가 내선 이동 전화 서비스 목록을 선택합니다 .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전화와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로 기능하는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에 대하여 HTTP 통화를 생성합니다 ( 그림 18−4 의 3 단계 참조 ).

4.

그다음에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는 사용자 로그인 자격 증명 (userID 및
PIN) 을 요청하는 전화기로 XML 응답을 회신하거나 사용자가 이미 로그인해 있다면 사용자
가 전화를 로그오프하려고 하는지를 묻는 응답을 회신합니다 ( 그림 18−4 의 4 단계 참조 ).

5.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사용자는 유효한 userID 및 PIN 을 입력하는 데
전화 키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제출 소프트키를 누르면 조금 전 입력한 userID 및
PIN 을 포함한 응답이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에 다시 전달됩니다 ( 그
림 18−4 의 5 단계 참조 ).

6.

그다음에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로 이 로그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 그림 18−4 의 6 단계 참조 ).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는
클러스터 변경 알림에 가입하며 활성화된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를 통해 클러스터 내
의 모든 노드의 목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 따라서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가 동일한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Cisco Extension Mobility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에서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를 실행하는 다른 Unified CM 노드로 로그인 정보를 전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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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도 적합한 사용자
의 장치 프로파일을 읽고 선택하며 이 장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전화 구성에 필요한 변경을
쓰기 위해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합니다 ( 그림 18−4 의 7 단계 참조 ).

8.

이러한 변경이 적용되면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에서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로 성공적인 응답을 회신합니다 ( 그림 18−4 의 8 단계 참조 ).

9.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에서는 결과적으로 전화기로 재설정 메시지를 전송
하며 해당 전화기는 새로운 전화 구성을 재설정하고 수락합니다 ( 그림 18−4 의 9 단계 참조 ).

그림 18-4

EM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및 메시지 흐름

Cisco Unified CM
Cisco
IP Phone
Services
service

2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service

1
3
4
9

5

IP

6
8
Cisco
Extension
Mobility
service

Cisco
Unified CM
Database

254300

7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Unified CM 이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기업 내부
의 클러스터 간의 확장 이동성 로그인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는 높은 수준의 EMCC 아
키텍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 EMCC 기능은 홈 클러스터와 방문 클러스터의 개념을 사용하
며 이러한 용어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로그인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 사용자가 사무실로 이동하여
전화에 로그인을 시도할 때 이 전화기가 등록된 클러스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가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클러스터는 방문 클러스터로 간주되며 이 전화기는 지금부터 방문 전화기라
고 불립니다 . 그림 18−5 에서는 홈 및 방문 클러스터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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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EMCC 홈 클러스터 및 방문 클러스터

John Smith’s
Info

Home Cluster

Visiting Cluster

WAN

IP

IP

Visiting
Phone

Home Cluster dialing habits are maintained
John Smith

253890

Home Phone

방문 클러스터의 EM 서비스는 Unified CM 에서 구성된 각각의 EMCC 원격 클러스터에 쿼리를 전
송함으로써 사용자의 홈 클러스터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 사용자의 홈 클러스터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정보 교환을 위해 두 클러스터의 EM 서비스 간 통신이 시작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장치 정보를 홈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며 홈 클러스터가 이 방문 전화에 대한 구성 파일
을 구축하도록 허용합니다 . 이 구성 파일에는 방문 클러스터의 일부 장치 구성 , 홈 클러스터의 구
성 매개 변수 , 홈 클러스터 내 사용자의 장치 프로파일이 포함됩니다 . 홈 클러스터 TFTP 서버가
이 방문 전화에 대한 구성 파일을 확보하게 되면 방문 클러스터가 내보낸 재설정 요청이 방문 전화
기가 방문 클러스터에서 작은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강제하며 , 이 파일은 홈 클러스터에서
인증서와 전체 구성을 다운로드하라는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 결국 방문 전화기는 홈 클러스터
에 교차 등록됩니다 . 이것은 모든 통화 제어 신호가 홈 클러스터 Unified CM 가입자와 방문 전화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홈 클러스터 전화걸기 방법은 유지됩니다 .
EMCC 로그인 프로세스의 단계별 설명은 다음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능 구성

설명서 최신 버전에서 클러스터 간 내선 이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통화 처리
EMCC 통화 처리 동작은 다이얼 플랜 설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시 중요합니다 . 사용자가 방문 클
러스터 내의 전화에 로그인한 경우 사용자가 다이얼링한 모든 숫자는 방문 전화기의 조합 CSS( 발
신 검색 공간 ) 에 따라 홈 클러스터에 의해 분석되는데 , 이 때 조합 CSS 는 방문 전화에 대한 홈 클
러스터 장치 풀의 임시 CSS(EMCC 로밍 장치 풀이라고도 함 ), 사용자 장치 프로파일과 관련된 디
렉터리 번호에서 구성된 회선 CSS 및 사용자 장치 프로파일에서 구성된 EMCC CSS 의 연결입니
다 . 그림 18−6 에서는 EMCC 전화에 대한 결과 CSS 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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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6

EMCC 전화에 대한 결과 CSS

Adjunct CSS

Adjunct CSS
Partition A1
Partition A2

(from EMCC Roaming
Device Pool)
15644
15644
15644

Your current options
Redial NewCall CFwdAll

more

Line CSS
Partition L1
Partition L2

Line CSS

Device
Profile
Config

EMCC CSS
Partition D1
Partition D2

Device CSS

The resulting CSS
is the concatenation
of all three.

Resulting CSS
Partition A1
Partition A2
Partition L1
Partition L1
Partition D1
Partition D2
Reminder: Partition order
in a CSS is the tie-breaker
only when two patterns are
an equal best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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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발신 검색 공간은 방문 클러스터에서 EMCC 가 사용자의 비상 번호를 차단하고 전송하기 위
해 사용하는 새로운 통화 라우팅 구성 매개 변수입니다 . 임시 CSS 에는 911, 112 또는 999 등의 디
렉터리 번호가 있는 파티션이 포함되며 이 파티션은 통화를 방문 클러스터로 전송하고 해당 통화
가 전화기의 물리적 위치와 가까운 비상 서비스에 전달되게 합니다 . 임시 발신 검색 공간 및 EMCC
로밍 장치 풀과 이 장치 풀이 방문기 전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능 구성 설명서 최신 버전에서 클러스터 간 내선 이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참고

EMCC 기능과 연관된 EMCC 로밍 장치 풀은 장치 이동성 기능과 연관된 로밍 장치 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EMCC 사용자는 전화를 걸 때 그들이 홈 Unified CM 경로와 발신 번호 지정 플랜을 활용한다는 점
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클러스터 A 의 사용자가 클러스터 B 의 전화기에 로그인하고 바
로 옆에 있는 클러스터 B 전화기의 디렉터리 번호에 전화를 걸고자 한다면 해당 사용자는 마치 클
러스터 A 에서 클러스터 B 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적합한 패턴으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 이는 홈 클러스터가 클러스터 A 에서 클러스터 B 까지의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시작할 수
있지만 미디어는 방문 전화기와 원격 전화기 사이를 로컬로 통과합니다 .
EMCC 클러스터가 +E.164 번호 지정을 사용해 배포되었다면 사용자는 이미 대상 번호 전체로 전
화를 거는 데 익숙할 것이므로 전화걸기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PSTN 이 전송한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구성이 통화 처리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
다.
•

LRG( 로컬 경로 그룹 )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로 패턴

•

LRG 기능을 사용하는 경로 패턴

EMCC 로그인된 사용자가 PSTN 전화를 걸 때 숫자 분석이 음성 게이트웨이로 유도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 생성을 통해서든 음성 게이트웨이에 직접 구성되든 ) 하는 경로 패턴과 일치한다면 해당
통화는 게이트웨이를 제공합니다 . Standard LRG( 표준 로컬 경로 그룹 )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
으며 통화가 홈 클러스터와 연관된 음성 게이트웨이를 연결시키는 경우 미디어는 방문 전화 ( 일반
적으로 WAN 을 통해 ) 와 음성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흐릅니다 . 경로 패턴이 표준 LRG 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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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구성된 경로 목록으로 이어지면 동작이 변경됩니다 . (LRG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 경로
그룹 , 14−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M 로직이 EMCC 로그인된 장치를 위해
Standard LRG 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엔드포인트를 EMCC 장치로 인식하고 지정된 EMCC 특
정 SIP 트렁크를 통해 방문 전화기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방문 클러스터로 PSTN 통화를 전송합니
다.
참고

EMCC 트렁크 서비스 유형의 SIP 트렁크는 클러스터당 단 하나만 필요합니다 . 이 트렁크에 구성
된 대상 정보는 없으며 해당 정보는 EMCC 원격 클러스터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동적으로
수집됩니다 .
방문 클러스터의 EMCC SIP 트렁크에 통화 초대가 수신되는 경우 방문 클러스터는 트렁크의 CSS
에 따라 ( 또는 방문 전화기의 원래 장치 구성의 CSS 에 따라 ) 수신한 번호에 대한 숫자 분석을 다
시 수행하며 이에 따라 해당 통화를 전송합니다 . EMCC SIP 트렁크를 통한 SIP 초대에는 주로 방
문 전화기의 장치 이름으로 이루어진 추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정보는 방문 클러스터가 데
이터베이스에서 방문 전화기의 구성된 장치 CSS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 필요한 경우 ) 번호 분
석이 결과적으로 Standard LRG 를 가리키는 경로 패턴과 일치한다면 방문 클러스터는 이 방문 전
화기의 구성된 Standard LRG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클러스터의 표준 LRG 는 일반적으로 방
문 클러스터와 관련된 음성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므로 PSTN 통화는 방문 전화에 로컬 음성 게이트
웨이를 제공합니다 .
비상 번호로의 통화를 고려할 때 LRG 및 비 LRG 통화 처리 동작 간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
EMCC 배포에 있어 클러스터 전체적인 LRG( 로컬 경로 그룹 ) 사용은 필요하지 않지만 비상 통화
를 올바르게 전송하기 위해 EMCC 로그인된 전화기는 반드시 LRG 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화가 방문 전화에 적합한 로컬 음성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비상 통화를 방문 클
러스터에 올바르게 전송하려면 LRG 가 필요합니다 . EMCC 장치에 대한 로밍 장치 풀 구성의 임시
발신 검색 공간을 이용하면 관리자가 EMCC 로그인된 장치에 LRG 를 사용하는 비상 경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홈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장치의 비상 전화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전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EMCC 로그인된 전화기는 ( 지리적 위치를 통해 ) 또 다른 클러스터의
모든 전화 장치를 나타내는 장치 풀과 관련됩니다 . 장치 풀의 임시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면 방
문 클러스터의 긴급 경로 패턴을 EMCC 로그인된 전화기의 비상 통화만 LRG 를 통해 전송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홈 및 방문 클러스터가 동일한 긴급 경로 패턴을 사용한다고 해도
EMCC 로그인된 전화기의 비상 통화는 LRG 를 통해 방문 클러스터로 전송됩니다 . EMCC SIP 트
렁크를 통해 방문 클러스터에서 통화가 수신되면 방문 클러스터 다이얼 플랜이 통화의 추가 처리
를 관할하게 됩니다 .

참고

EMCC 를 지원하는 클러스터가 비상 통화 처리에 Cisco Emergency Responder 도 사용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의 최신 버전에 포함된 배포를 지원하
는 다이얼 플랜 구성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mergency−responder/products−mai
ntenance−guides−list.html

참고

Standard LRG 가 긴급 경로 패턴을 위해 이미 배포되었으며 홈 및 방문 클러스터가 동일한 긴급 다
이얼 문자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 CSS 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EMCC 통화 처리 예 및 구성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능

구성 설명서 최신 버전에서 클러스터 간 내선 이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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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소스
RSVP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 리소스는 방문 전화에 할당된 장치 풀의 미디어 리소스 그
룹 목록에 따라 홈 클러스터에서 할당됩니다 . 전화회의 , 트랜스코딩 및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만 미디어가 ( 일반적으로 ) 홈 및 방문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WAN
전반에 걸친 방문 전화와 미디어 리소스 사이에서 스트리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EMCC 로그인된 사용자가 RSVP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하는 전화를 거는 경우 Unified CM EMCC
로직을 사용해 이것이 방문 전화임을 판단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기가 속한 원격 클러스터로
EMCC SIP 트렁크를 통해 리소스 요청을 전송합니다 . 방문 전화기의 장치 이름이 이 요청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방문 클러스터는 이 방문 전화에 일반적으로 할당되는 RSVP 에이전트 미디어 리소
스를 확인하고 통화를 위한 사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내선 이동 보안
Unified CM 은 HTTPS 를 사용한 내선 이동 보안 서비스 URL 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는 전체적인 EM 로그인 / 로그아웃 교환을 암호화합니다 . Cisco 는 내선 이동을 위한 보안 서비스
URL 을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EM 용으로 배포된 전화기가 HTTPS 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보안 서비스 URL 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에 대해 보안 및 비보안 서비스 URL 이
존재한다면 HTTPS 를 지원하는 전화기는 기본적으로 보안 서비스 URL 을 사용합니다 . HTTPS 를
지원하는 전화의 전체 목록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 보안 설명서의 최신 버전
에 실린 HTTPS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EM 기능은 요청의 소스 IP 주소를 확인하여 EM 로그인 및 로그아웃 요청에 대해 최적 수준의 보
안을 제공합니다 . 기본적으로 EM 은 이 요청 확인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EM 보안을 활성화하려면
관리자가 클러스터 전체의 서비스 매개 변수인 IP 주소 확인을 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EM 로그인 및 로그아웃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웹 프록시를 구현하는 조직의 경우 프록시 허용 서
비스 매개 변수가 참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HTTP 요청을 전달하는 동안 프록시 서버는 호스트
이름이 포함된 HTTP 헤더의 via−field 를 설정합니다 . 장치와 Unified CM 사이에 다수의 프록시 서
버가 있으며 요청이 모든 서버에 전달된 경우 HTTP 헤더의 via−field 는 전달 경로의 각 프록시 서
버에 대한 호스트 이름의 쉼표 구분 목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 프록시 허용 서비스 매개 변수가 참
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웹 프록시를 통해 EM 로그인 및 로그아웃을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프록시 설정된 EM 요청이 해당 프록시 서버의 소스 IP 주소를 사용하면 이 IP 주소도 IP 신뢰 목록
서비스 매개 변수에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8.x 부터 기본적으로 HTTPS 및 보안 기능이 지원되고 Unified CM 9.x 에서는 EMCC 에
대한 보안 전화 지원이 도입되므로 EMCC 의 클러스터 간 상호 작용 시 클러스터가 서로 안전한 방
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특히 EMCC
에 참가하는 모든 클러스터는 Tomcat( 웹 ) 과 TFTP 인증서를 중앙의 sFTP 서버로 내보내야 합니
다 . EMCC 에 사용된 전화기가 보안 모드일 경우 CAPF 인증서도 내보내야 합니다 . 이러한 보안
인증서는 모두 결합되며 각 클러스터는 결합된 인증서를 해당 클러스터로 가져와야 합니다 .
EMCC 에 참가할 수도 있는 새 노드가 클러스터에 추가되는 경우나 기존 노드의 인증서가 업데이
트되는 경우에는 내보내기 , 결합 및 가져오기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 이러
한 모든 단계는 Unified CM 서비스 가용성 관리를 통해 간소화되었습니다 . EMCC 구성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능 구성 설명서 최신 버전에서 클러
스터 간 내선 이동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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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모드에서 전화기 지원
Cisco Unified CM 9.x 에서부터 사용자는 EMCC 를 통해 보안 모드 , 즉 인증되거나 암호화된 장치
보안 프로파일이 있는 전화를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보안 모드의 전화에
서 로그인하는 경우 장치 보안 프로파일 ( 장치 보안 모드 , TFTP 암호화된 옵션 및 전송 프로토콜
등 ) 의 구성이 홈 클러스터로 전달되어 전화기가 원래의 방문 클러스터와 동일한 보안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전화기가 방문 클러스터의 암호화된 장치 보안 모드로 구성
되고 사용자가 EMCC 를 통해 로그인하는 경우 전화기는 신호에 사용되는 보안 TLS 채널 및 미디
어에 사용되는 sRTP 를 통해 암호화된 장치 보안 모드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 하지만 홈 클러스터
보안 모드가 혼합 모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대신 홈 클러스터가 비보안으
로 구성된 경우에는 EMCC 로그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 전화기가 보안 모드가 아닌 경우 방문 클
러스터가 혼합 모드 또는 비보안 모드인지와 관계없이 EMCC 로그인 후에 전화기가 비보안 모드
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 표 18−2 에서는 이 동작을 보여줍니다 .
Unified CM 8.x 는 EMCC 를 지원하지만 보안 모드의 전화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 때
문에 Unified CM 8.x 를 실행하는 방문 클러스터에 등록된 보안 모드의 전화기에서 EMCC 로그인
을 시도하는 경우 홈 클러스터에서 Unified CM 8.x 이상 릴리스를 실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
패하게 됩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Unified CM 8.x 를 실행하는 홈 클러스터에 등록된 보안 모드의
전화기에서 EMCC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방문 클러스터에서 Unified CM 8.x 이상 릴리스를 실
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 표 18−2 에서는 이 동작을 보여줍니다 .
표 18-2

EMCC 로그인 후의 전화 보안 모드

Unified CM 8.x 를 실
행하는 홈 클러스터

Unified CM 9.x 이상 릴리스를 실행하
는 홈 클러스터

혼합 모드 또는 비보
안 모드

혼합 모드

비보안 모드

보안 모드의 전화 ; Unified CM 8.x EMCC 로그인 오류
를 실행하는 방문 클러스터

EMCC 로그인 오
류

EMCC 로그인 오
류

보안 모드의 전화기 ;
Unified CM 9.x 이상 릴리스를 실
행하는 방문 클러스터

보안 모드

EMCC 로그인 오
류

비보안 모드

비보안 모드

방문 클러스터

EMCC 로그인 오류

비보안 모드의 전화기 ;
비보안 모드
Unified CM 8.x 이상 릴리스를 실
행하는 방문 클러스터 ( 혼합 모드
또는 비보안 모드의 방문 클러스터
)

참고

Cisco Unified CM 9.0 부터 EMCC SIP 트렁크는 보안 프로파일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로컬
PSTN 에 대한 통화는 신호에 사용되는 보안 채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전화와 PSTN 게
이트웨이가 보안 모드에서 구성된 경우 미디어가 암호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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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이동

내선 이동에 대한 고가용성
그림 18−4 에서 소개된 EM 아키텍처에 따라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읽기 및 쓰기가 필
요합니다 . EM 은 사용자 측 기능이며 EM 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쓰기는 가입자 노드에 의해 수
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Unified CM 게시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EM 로그인 및 로그아웃
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중복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복의 구성 요소 수준은 완전한 EM 복원력에 대해 고려되어야 합
니다 .
•

Cisco CallManager Cisco IP Phone Services
콜메니저 Cisco IP Phone 서비스의 고 가용성은 서비스 프로비저닝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
거나 시스코 콜메니저 Cisco IP Phone 서비스를 실행하는 여러 Unified CM 노드를 가리키는 부
하 분산 장치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P 전화 서비스의 고가용성 , 18−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의 고가용성은 다수의 Unified CM 노드에서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확보됩니다 .
참고

시스코 내선 이동 서비스는 2 개 이상의 노드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만 , 최대 2 개의 노
드가 주어진 시간에 로그인 / 로그 아웃 요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부하 분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내선 이동 요청을 두 개의 Unified CM 노드에만 보내도록 부하
분산 장치를 구성합니다 . 로드 밸런서는 실패시에만 시스코 내선 이동 서비스를 실행
하는 다른 노드에 로그인 / 로그 아웃 요청을 보내야합니다 .

Cisco 는 2 개의 Unified CM 노드에 걸쳐 요청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중복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버
부하 분산 장치 배포를 권장합니다 . 서버 부하 분산 장치가 없으면 부하가 고르게 분산되지 않으
며 중복을 수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두 가지의 EM IP 전화 서비스가 각
전화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Unified CM 노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사용자는 다
른 노드에 접근하려면 다른 EM IP 전화 서비스를 수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참고

EM IP 전화 서비스 목록에서 수동으로 EM IP 전화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의존하면 EM IP 전화 서비스에 중복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고가용성을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전화 서비스 메뉴 ( 또는 할당된 기능 키 ) 에서 어떤 EM IP
전화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EM 로그인 / 로그아웃 요청을 처리하는
Unified CM 노드 사이에 EM 로그인 / 로그아웃 부하가 분산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반
적인 오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EM 응답의 지연에 직면한 최종 사용자가 EM 서비스 호출을 취소
하고 대체 EM IP 전화 서비스를 선택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이는 네트
워크뿐만 아니라 EM 로그인 / 로그아웃 요청을 처리하는 나머지 Unified CM 노드에서 정체와 부
하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를 실행하는 두 가지의 Unified CM 노드를 통한 배포는 분당 로그
인 / 로그아웃 요청 건수 측면에서 최대 용량을 제공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내선 이동에 대한 용
량 계획 , 18−1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또한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오류가 발생하면 노
드가 하나만 남기 때문에 로그인 / 로그아웃 요청 용량이 줄어듭니다 . 따라서 최대의 로그인 / 로그
아웃 용량을 달성하고 오류 발생 시 이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Unified CM 노드에서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 번에 두 개의 Unified CM 노드에
만 내선 이동 요청을 보내도록 로드 밸런서를 전개하고 구성해야합니다 . 하나의 Unified CM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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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애가 발생하면 부하 분산 장치는 다른 Unified CM 노드로 내선 이동 로그인 / 로그 아웃 요청
을 보내고 두 개의 Unified CM 노드가 내선 이동 요청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하면 내
선 이동 기능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Cisco 는 다수의 IP 목록이 포함된 DNS A 또는 SRV 기록을 사용하는 중복 설계를 권장하지 않습니
다 . DNS 요청으로 다수의 IP 주소가 반환된 경우 전화기가 목록의 다음 IP 주소를 시도하려면 제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는 최종 사용자가 수용하기 힘든 지연을 유발합니다
. 게다가 이로 인해 세 개 이상의 가입자 노드에서 로그인 / 로그아웃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Cisco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MCC 를 이용하면 원격 클러스터는 관리자가 원격 클러스터에서 EM 서비스를 실행하는
Unified CM 가입자 노드의 IP 주소나 단일 FQDN 을 지정함으로써 Unified CM 웹 관리를 통해 추
가됩니다 . 두 클러스터 사이의 EM 서비스는 Unified CM 버전 , EMCC EM 서비스 통신을 위한 EM
서비스 노드 순차 목록 및 어떤 EMCC SIP 트렁크 서비스 (PSTN 액세스 및 / 또는 RSVP 에이전트
) 가 원격 클러스터에서 활성화되는지와 각 EMCC 서비스를 위한 EMCC SIP 트렁크 작동을 처리
하는 최대 3 개의 Unified CM 노드의 순차 목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HTTPS 를 통한
EMCC EM 서비스 통신에는 사용자의 홈 클러스터 검색 , EMCC 로그인 중의 정보 교환 및 원격 클
러스터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 첫 업데이트 후 원격 클러스터의 Extension Mobility Application 서
비스가 쿼리되며 이는 목록에서 맨 앞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EM 서비스 노드를 반환합니다 . 이 순
차 목록은 어떤 원격 클러스터 EM 서비스 노드가 EMCC 통신에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원격 클러스터는 그러한 서비스에 할당된 EMCC SIP 트렁크의 장치 풀과 관련된 Unified CM 그룹
으로부터 EMCC PSTN 액세스 및 RSVP 에이전트 서비스의 기본 , 보조 및 3 차 옵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 이러한 정보는 EMCC SIP 트렁크를 처리하는 기본 Unified CM 가입자가 오프라인인
경우 EMCC SIP 트렁크 통화가 보조 Unified CM 가입자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
도록 보장합니다 .
전화기가 일단 EMCC 를 통해 로그인되면 할당된 EMCC 장치 풀에서 구성된 Unified CM 그룹의
형태로 전화에 중복성이 제공됩니다 . 방문 전화기가 원격 사이트에 있고 방문 및 홈 클러스터에 접
근할 수 없는 WAN 중단 상태인 경우 방문 클러스터로부터의 SRST 참조는 EMCC 전화를 통해 유
지 관리됩니다 . 따라서 EMCC 로그인된 전화기는 전화기가 위치해 있는 사이트에서 적합한 SRST
라우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MCC 로그인된 사용자의 DID 는 SRST 사이트에서 로컬 게이트웨
이와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착신 통화는 사용자의 홈 클러스터의 통화 착신 전환 규정을
바탕으로 계속 전송됩니다 . SRST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SRST 장애 조치 등록 중에 방문 SRST 사
이트의 구성된 전화걸기 방법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에 오류가 있는 동안 EMCC 로그인
된 전화기 동작에 대한 추가 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능 구성 설명서에서
Cisco 클러스터 간 내선 이동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또한 Cisco 는 기본 및 백업 Unified CM TFTP 서버를 방문 전화기가 홈 클러스터에 등록할 때 사용
하는 EMCC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것은
EMCC 기능 구성에 따라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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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이동에 대한 용량 계획
단일 Unified CM 에서 Cisco Extension Mobility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인 경우 Unified CM 노드가
7,500 명의 사용자 또는 10,000 명의 사용자 VM 구성으로 배포될 때 최대 클러스터 수준 용량은 분
당 250 회 로그인 및 / 또는 로그아웃입니다 . Cisco Extension Mobility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은
로그인 / 로그아웃 클러스터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자 노드 쌍 전반에 걸쳐 분산될 수 있습
니다 . 로드 밸런서 장치를 사용하거나 두 가입자 노드간에 수동으로 EM 로드를 균등하게 분배하
려면 , 전화기를 가입자 노드 중 하나를 가리키는 EM 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한 그룹의 전화기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야합니다 . 다른 전화기 그룹은 제 2 가입자 노드를 가리키는 제 2 EM 전화 서비스
에 가입합니다 . EM 부하가 이런 식으로 7,500 명의 사용자 또는 10,000 명의 사용자 VM 구성을 사
용하여 2 개의 Unified CM 사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면 클러스터 수준의 순차 로그인 및 / 또는
로그아웃 최대 용량은 분당 375 회입니다 .
참고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는 중복 목적으로 3 개 이상의 노드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만 Cisco 가
지원하는 특정 기간의 로그인 / 로그아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입자 노드의 최대 수는 2 개입니다 .

참고

EM 보안 활성화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
EMCC 로그인 / 로그아웃 과정에는 클러스터 간 EM 로그인 / 로그아웃 보다 더 많은 처리 리소스
가 필요하므로 지원되는 로그인 / 로그아웃 최대 속도가 느려집니다 . 클러스터 내 EM 로그인 / 로
그아웃이 없을 경우에는 Unified CM 이 사용자가 7,500 명 또는 10,000 명인 VM 구성을 사용할 때
분당 최대 75 회의 EMCC 로그인 / 로그아웃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배포에서는 클러스터 내 및
클러스터 간 로그인 / 로그아웃 발생이 함께 나타납니다 . 이 보편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EMCC 로
그인 / 로그아웃의 혼합은 분당 40 회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한편 클러스터 간 EM 로그인은 단일
EM 로그인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185 회의 로그인 / 로그아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이중 EM
서비스 구성에 있는 두 개의 Unified CM 노드를 배포하고 사용자가 7,500 명 또는 10,000 명인 VM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클러스터 내 EM 로그인 속도가 분당 280 회 로그인 / 로그아웃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용량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MCC 로그인된 장치 ( 방문 전화 ) 는 클러스터의 다른 엔드포인트보다 두 배 많은 리소스를 소비
합니다 . 지원되는 EMCC 로그인된 장치의 최대 개수는 클러스터당 2,500 개이지만 이는 또한 이론
적인 클러스터당 기타 장치의 최대 개수를 30,000 개에서 25,000 개로 감소시킵니다 . 클러스터의
등록된 기타 장치 개수가 감소해도 지원되는 EMCC 로그인된 장치의 최대 개수는 여전히 2,500 개
입니다 .
클러스터에 추가될 수 있는 EMCC 원격 클러스터의 개수에 기술적 제한은 없지만 완전 메시형 요
구 사항은 원격 클러스터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EM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 사이트의 수가 많은 경우 (10 개 초과 ) EM CPU 는 Cisco RTMT(Real−Time Monitoring Tool) 를 통
해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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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이동

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내선 이동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Unified CM 환경 내에서 EM 의 배포 및 작동에 관해서는 다음 지침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
•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및 / 또는 VoPSTN(Voice over PSTN) 배포 모델이 사용 중일
때에는 EM 사용자가 클러스터 내의 위치 또는 사이트 사이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
EM 기능은 통화 라우팅에 대한 IP 네트워크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 E.164 PSTN 번호는 정적
이며 PSTN 이 홈 사이트로부터 EM 사용자 DN( 디렉터리 번호 ) 의 이동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PSTN 을 통한 통화 라우팅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AR 은 VoPSTN 배포 모델과
마찬가지로 통화 라우팅에 대해 PSTN 에 의존합니다 . 두 경우 모두 사용자가 통과하는 모든
사이트가 동일한 AAR 그룹인 경우에만 위치 및 사이트 간 EM 사용자 이동이 지원됩니다 . 자
세한 내용은 내선 이동 , 14−8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나 서비스가 실행되는 노드를 재시작하는 것은 자동 로그아웃
설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재시작되는 경우에는 최대 로그인 간격이 만료
된 후에도 이미 로그인 된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자동 로그아웃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전화기
는 수동으로 로그아웃되거나 일일 데이터베이스 정리 과정이 실행될 때 ( 보통 자정 ) 까지 기
다려야 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와 같은 일부 Cisco 엔드포인트는 내선 이동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WebDialer 는 내선 이동을 사용하여 로그인된 전화기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WebDialer, 18−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EMCC 를 배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설계 고려 사항
•

Unified CM release 9.1(1) 이전에 EMCC 는 모든 사용자가 기업의 모든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고유해야 했습니다 . LDAP 동기화가 다수의 클러스터에 대해 공통의 사용자를 유지하고 있다
면 일부 필터링 유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

Unified CM 릴리스 9.1(1) 에서부터는 다수의 클러스터 내에 동일한 사용자 ID 가 있어도 되지
만 해당 사용자에 대해 단 하나의 클러스터만 홈 클러스터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해
당 사용자에 대해 선택된 홈 클러스터 옵션을 보유한 클러스터에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클
러스터는 로컬 EM 로그인을 수행하며 원격 클러스터를 통한 EMCC 로그인은 시도하지 않습
니다 .

•

사용 예정 기능과 함께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지연을 고려하십시오 . 방문 전화기는 홈 클러스
터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기능은 작동합니다 . 하지만 특정 배포의 네트워크 지연에 따라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이 사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특정 네트워
크에 대한 기능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EMCC 는 방문 전화기의 동적 CTI 제어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오프훅이 발행되고 전화기가 오프훅 상태가 되는 데에 1 초가 소요된다면 사무실 근무자에
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콜 센터 상담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로그인 과정 중 전화 부하 펌웨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대신에 교차 등록이 새로운 전화 펌
웨어 다운로드를 유발하지 않도록 방문 클러스터 전화 부하 정보가 유지 관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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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Unified CM Assistant

•

홈 클러스터 로캘이 방문 클러스터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기가 방문 클러스터 TFTP 서버로부
터 새로운 로캘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기가 스케일을 변경하
지 않고 방문 클러스터 로캘을 유지합니다 .

•

EMCC 로그인의 총수는 BAT(Bulk Administration Tool) 의 EMCC 삽입된 장치의 총수에 의해
제어됩니다 .

•

EMCC 는 RSVP 기반 및 Unified CM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지원합니다 .

•

RSVP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기타 미디어 리소스는 EMCC 로밍 장치 풀과 연관된 미디어 리
소스 그룹 목록에 따라 홈 클러스터에서 할당됩니다 .

•

오디오 및 비디오 코덱은 EMCC 지역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러한 설정은 EMCC 등록된
전화기의 정상적인 지역 구성보다 우선합니다 . 모든 EMCC 지역 매개 변수는 모든 클러스터
에서 동일한 값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러스터의 RSVP 에이전트
가 원격 클러스터 업데이트 작업으로 인해 비활성화됩니다 .

•

EMCC 로밍 장치 풀이 올바르게 할당되기 위해서는 EMCC 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에 장치 풀
또는 장치 구성을 통해 구성된 지리적 위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통화 처리 설계 고려 사항
•

사용자의 디렉터리 번호에 대한 착신 통화는 언제나 홈 클러스터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수신되
므로 RTP 미디어는 방문 전화와 착신 통화의 홈 게이트웨이 사이를 흐르게 됩니다 .

•

EMCC SIP 트렁크를 거쳐 전송된 통화는 홈 클러스터에서 숫자 조작을 거칩니다 . 착신 번호는
방문 클러스터 경로 패턴에 맞추기 위해 조작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홈 클러스터의 H.323 및 SIP 게이트웨이의 구성된 코덱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 예를 들어 홈 클
러스터 게이트웨이가 G.711 통화만을 수락하도록 구성되었고 EMCC 지역 대역폭이
8kbps(G.729) 로 설정되었다면 통화를 완료하는 데 트랜스코더가 필요합니다 . 또한 H.323 또
는 SIP 게이트웨이 다이얼 피어가 G.711 뿐만 아니라 G.729 도 허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습니
다.

•

EMCC 비상 통화의 발신자를 설계 고려 사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다이얼 플랜 구성에 따라
방문 클러스터 게이트웨이를 떠나는 발신자 번호가 사용자의 DID 일 수도 있으며 이는 일반적
으로 홈 클러스터와 연관됩니다 . 이 경우 EMCC SIP 트렁크나 경로 패턴에 착신되거나 방문
게이트웨이에서 송신되는 발신 번호를 변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EMCC 가 Cisco Emergency Responder 로 배포된다면 Emergency Responder 는 단일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를 통해 처리되는 모든 클러스터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 방문 클러스터가
Emergency Responder 로 배포되며 홈 클러스터에는 배포되지 않는 경우 Emergency Responder
는 통화가 방문 클러스터에 다시 착신될 때 해당 방문 전화를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Cisco Unified CM Assistant(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는 Assistant 가 하나 이상의 관리자
를 대신하여 착신 통화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Unified CM 통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나 Assistant 전화기의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전
화 서비스를 사용하면 Assistant 는 관리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통화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Assistant 는 전화기의 소프트키 및 서비스 메뉴를 사용하거나 키보
드 바로 가기 , 드롭다운 메뉴 또는 관리자의 프록시 회선으로 통화를 끌어서 놓는 것을 통해 PC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통화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Assistant 기능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합니다 .
•

Unified CM Assistant 아키텍처 , 18−20 페이지

•

Unified CM Assistant 의 고가용성 , 18−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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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Unified CM Assistant

•

Unified CM Assistant 에 대한 용량 계획 , 18−26 페이지

•

Unified CM Assistant 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 18−28 페이지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18−32 페이지

Unified CM Assistant 아키텍처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은 프록시 회선 모드와 공유 회선 모드 등 두 가지 모드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 각 모드의 작동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으며 각 모드별로 특정한 장단점이 있습니
다 . 두 모드는 모두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일 Assistant 의 혼합 모드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나 이상의 관리자 지원을 제공하는 단일 Assistant 는 공유 회선 모드 또
는 프록시 회선 모드에서 해당 관리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프록시 회선 모드
그림 18−7 에서는 프록시 회선 모드의 Unified CM Assistant 를 통한 단순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 전화기 A 는 DN( 디렉터리 번호 ) 60001 로 관리자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 (1 단계 ).
CTI/Unified CM Assistant Route Point(RP) 는 구성된 DN 6XXXX 를 바탕으로 이 통화를 차단합니
다 . 그다음에 관리자 DN 을 바탕으로 해당 통화가 경로 포인트를 통해 Assistant 전화기의 관리자
프록시 회선 (DN: 39001) 로 재전송됩니다 (2 단계 ). 그러면 Assistant 가 해당 통화에 응답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적합한 경우 해당 통화를 관리자의 전화기로 재전송합니다 (3 단계 ).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Unified CM Assistant RP 에 오류가 발생
하는 경우 , 관리자의 DN 에 건 통화가 관리자의 전화기로 곧장 제어 이동할 수 있도록 RP 의
CFNA( 응답 없음 착신 전환 ) 6XXXX 구성을 통한 제어 이동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4 단계 ).
그림 18-7

Unified CM Assistant 프록시 회선 모드

Manager
Assistant handles
call; redirects
to Manager phone

IP

DN: 60001

3
6XXXX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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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direct to Route Point
Proxy Line

4 Given RP failure,
CFNA ensures
fall-through to
Manager phone
CFNA: 6XXXX

IP

153267

Dials: 60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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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18−7 에 설명된 CFNA 의 제어 이동 메커니즘에는 Unified CM Assistant RP 디렉터리 번호 구
성 페이지 아래의 응답 없음 내부 착신 전환 및 응답 없음 외부 착신 전환 필드의
Unified CM Assistant RP 디렉터리 번호와 동일한 요약된 숫자 − 문자열 구성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러한 각각의 통화 착신 전환 매개 변수의 CSS( 발신 검색 공간 ) 필드는 Unified CM Assistant RP
또는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전화기 DN 에 접근할 수 있
도록 관리자 전화기 DN 이 구성되는 파티션이 포함된 발신 검색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공유 회선 모드
그림 18−8 에서는 공유된 회선 모드의 Unified CM Assistant 를 통한 단순 통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 전화기 A 는 Assistant 전화기의 공유 회선인 DN( 디렉터리 번호 ) 60001 로 관리자 전
화기에 전화를 겁니다 (1 단계 ). 관리자가 DND( 방해사절 ) 기능을 호출하지 않았다면 Assistant 와
관리자 전화기의 착신음이 모두 울리게 되며 , DND 기능을 사용하면 Assistant 의 전화벨만 울립니
다 (2 단계 ).
그림 18-8

Unified CM Assistant 공유 회선 모드

Assistant

Assistant an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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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

Manage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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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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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Assistant 공유 회선 모드에서는 관리자 전화기에 수신된 통화를 차단하는 데
Unified CM Assistant RP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관리자 전화기와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DND( 방해사절 ) 기능은 여전히 Cisco IPMA(IP Manager
Assistant) 및 Cisco CTIManager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또한 Unified CM Assistant 공유 회선 모드에
서는 통화 필터링 , 통화 차단 , Assistant 선택 및 Assistant 감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아키텍처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기능 이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그림 18−9 에서
는 Unified CM Assistant 의 메시지 흐름과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Unified CM Assistant 가
Unified CM Assistant 관리자 및 Assistant 사용자에 대해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의 상호 작
용 및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관리자 및 Assistant 전화기가 Cisco CallManager 서비스에 등록되며 통화 흐름을 처리하는 데
전화 키패드 및 소프트키가 사용됩니다 ( 그림 18−9 의 1 단계 참조 ).

2.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관리자 구성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비스와 통신 및 상호 작용합니다 ( 그림 18−9 의 2 단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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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비스는 결국 회선 모니터링과 전화 제어 정보 교환을 위해
CTIManager 서비스와 상호 작용합니다 ( 그림 18−9 의 3 단계 참조 ).

4.

CTIManager 서비스는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제어 정보를 Cisco CallManager 서비스에 전
달하고 Unified CM Assistant RP 도 제어합니다 ( 그림 18−9 의 4 단계 참조 ).

5.

동시에 ,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비스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또는 이로부터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읽고 씁니다 ( 그림 18−9 의 5 단계 참조 ).

6.

관리자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단추를 눌러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으므로 IP 전화 서비스에 대한 통화를 생성하면 해당 전화기가 가입된 모든 서비스의 목
록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서비스 포함 ) 을 반환하게 됩니다 ( 그림 18−9 의 6 단계 참조 ).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서비스는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비스로 제어되며 전화를 사용하
여 관리자가 수행한 구성 변경은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고 전파됩니다 .
참고

서비스 프로비저닝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가 내부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1 단계와 2 단계를 건너
뛰게 됩니다 . 또한 서비스 프로비저닝이 외부 URL 이나 모두로 설정되어 있다면 서비스 URL 단
추는 사용자가 회선 또는 바로 호출 단추를 눌러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직접 발신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전화에서 Unified CM Assistant 에 대해 구성될 수 있으며
이것 역시 1, 2 단계를 건너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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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9

Unified CM Assistant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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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01

5

그림 18−9 에서는 IP 전화 서비스 , Cisco CallManager, CTIManager 및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
비스가 모두 동일한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 구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 이
러한 서비스는 클러스터 내의 여러 노드 사이에 분산될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여기에서
는 동일한 노드로 표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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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Assistant 의 고가용성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 중복은 두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구성 요소 및 서비스 수준의 중복
이 수준에서 중복은 Unified CM Assistant 서비스 또는 서버 중복 및 CTIManager 서비스 중복
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게시자 중복의 부족과 이 구성 요소 오류의 영향
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

장치 및 연결성 수준의 중복
이 수준에서 중복은 Assistant 및 관리자 전화기 , Unified CM Assistant 경로 포인트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전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Assistant 및 관리자
연결성 측면의 중복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및 구성 요소 중복성
그림 18−9 에서 볼 수 있듯이 Unified CM Assistant 기능은 주로 Cisco IP Manager Assistant 서비스
및 Cisco CTIManager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두 사례 모두에서 중복은 기본 및 백업 메커니즘을 사
용하여 자동으로 내장됩니다 . 단일 클러스터 내의 총 6 개의 Unified CM Assistant 서버에 대해 최
대 세 쌍의 활성 및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 (Cisco IP Manager 서비스를 실행하는 노드 ) 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 활성 및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 쌍은 Cisco IPMA 서버 IP 주소 , 풀 2
Cisco IPMA 서버 IP 주소 및 풀 3 Cisco IPMA 서버 IP 주소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구성됩니
다 . 이러한 매개 변수의 구성을 통해 필요한 Cisco IP Manger 서비스는 중복성을 갖게 됩니다 . 기
본 Unified CM Assistant 서버 중 하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백업 또는 대기 Unified CM
Assistant 서버가 Unified CM Assistant 서비스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서
버의 각 쌍의 경우 단 하나의 Unified CM Assistant 서버만 활성화되어 특정 기간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다른 Unified CM Assistant 서버는 대기 상태로 유지되며 활성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
는 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CTIManager ( 기본 ) IP 주소 및 CTIManager ( 백업 ) IP 주소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각
Unified CM Assistant 서버에 대해 2 개의 CTIManager 서버나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이러
한 매개 변수를 구성함으로써 CTIManager 서비스를 중복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본
CTIManager 에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도 CTIManager 서비스는 백업 CTIManager 에 의해 여전히
제공됩니다 . 클러스터 노드의 모든 Cisco IP Manager Assistant 와 CTIManager 서비스가 실패할 경
우 Unified CM Assistant 경로 포인트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전
화 서비스를 비롯해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
전에 언급한 것처럼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CFNA 제어 이동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하여 관리자로 발신된 통화가 관리자의 전화기로 직접 전송될 것입니다 .
참고

Unified CM Assistant 공유 회선 모드에서 구성된 경우 전화기가 공유된 회선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Cisco IP Manager Assistant 및 CTIManager 서비스가 완전히 실패하더라도 Assistant 가 관리자를 대
신하여 통화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전화 서비스 및 DND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림 18−10 에서는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으로 두 사이트 배포를 할 때 Unified CM Assistant 및
CTIManager 기본 및 백업 서버에 대한 중복 구성의 예를 보여줍니다 . 최대 중복을 제공하기 위해
서 사이트 1 의 노드는 기본 Unified CM Assistant 서버로 , 사이트 2 의 노드는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로 구성됩니다 . WAN 오류가 발생하면 사이트 2 에서 기본
Unified CM Assistant 서버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기본 사이트 2 의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
가 기본 Unified CM Assistant 서버로 바뀝니다 . 이렇게 하여 Unified CM Assistant 서버는 WA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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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있는 상태의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환경에서 중복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이트 1
과 사이트 2 에서 구성된 기본 및 백업 CTIManager 는 WAN 오류 시 중복화되며 각 사이트의
CTIManager 오류에 대해서 추가 중복이 제공됩니다 .
참고

그림 18−10 에 표현된 중복 시나리오는 특별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 정상적인 작동 중에는
Unified CM Assistant 서버 쌍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 활성화된 Unified CM Assistant 서버
와 백업 서버 쌍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면 하나의 서버는 백업 모드가 되며 요청을 처
리할 수 없습니다 .
그림 18-10

WAN 을 통한 두 사이트 클러스터링으로 인한 Unified CM Assistant 중복성

Given a WAN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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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ified CM Assistant 정보를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경우에는
게시자가 단일 오류 포인트가 됩니다 . 게시자 오류 발생 시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측면은 계속 작동하지만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 관리자 구성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 전화
소프트키 또는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서비스를 통한 구성 변경은 게시자가 복구될 때까지 불
가능합니다 . 이 상태에는 방해사절 , DivertAll, Assistant 감시 및 통화 필터링을 비롯해 통화 필터
및 Assistant 선택 구성 변경 등의 기능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장치 및 연결성 중복
장치 수준의 Unified CM Assistant 중복은 여러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 무엇보다도 관리자 및
Assistant 전화뿐만 아니라 Unified CM Assistant RP 도 장치 등록에 대한 Unified CM 그룹 구성과
장치 풀의 조합에 의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중복에 의존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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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장치는 추가적인 중복과 기능을 위해 구성 요소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예를 들어
Unified CM Assistant RP 도 통화 제어 기능을 위해 CTIManager 에 의존하므로 앞 섹션에서 설명한
기본 및 백업 CTIManager 메커니즘에 의존해야 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도 중복 및 기능을 위해 구성 요소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관리자가 착신 통화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에서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로 자동 장애 조치를 지원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자동 장애 조치에 걸리는 시간
은 Cisco IPMA Assistant Console 하트비트 간격 및 Cisco IPMA Assistant Console 요청 시간 초과 서
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Unified CM Assistant 서버의
오류를 더 빠르게 감지하도록 하트비트 또는 Keep−alive 빈도를 구성할 수 있지만 Keep−alive 를 너
무 자주 보내 네트워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고려 사항은 다수의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 사용 중일 때 특히 중요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전화 서비스는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과 달리 기본 Unified CM Assistant 서버 오류 시 중복을 위해 수동 개입이 필요합니다 . 기본 Unified
CM Assistant 서버가 다운되면 전화 콘솔을 사용하는 Assistant 는 이 상태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
하지만 Assistant 전화에서는 소프트키를 사용하려고 시도할 때 " 호스트에서 예외를 찾을 수 없음
"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로 전화 콘솔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IP 서비스 메뉴에서 보조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서비스를 수동으로 선택하고 다시 로
그인해야 합니다 .
관리자 및 Assistant 의 연결성이 중복되도록 보장하는 몇 가지의 다른 장애 조치 메커니즘이 있습
니다 . 우선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 ( 프록시 회선 모드 ) 을 통해 관리자의 Assistant 로
전송된 통화는 정해진 시간이 경과해도 통화에 응답이 없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이용 가능한 다음
Assistant 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다음 Assistant 가 정해진 시간이 지날 때까지 통화에 응답하지 않
으면 해당 통화는 관리자의 이용 가능한 다음 Assistant 로 계속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이 메커니즘
은 Cisco IPMA RNA 통화 착신 전환 및 Cisco IPMA RNA 시간 초과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두 번째로 ,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클러스터 노드의 모든 Cisco IP Manager Assistant
및 CTI 서비스가 실패하면 Unified CM Assistant RP 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하지만 Unified CM
Assistant RP 의 CFNA 구성을 바탕으로 모든 관리자 DN 에 대한 통화는 관리자 연결성이 충분히
중복되도록 관리자의 전화기로 직접 제어 이동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에 대한 용량 계획
Cisco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용량을 지원합니다 .
•

관리자당 최대 10 명의 Assistant 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

•

단일 Assistant 에 최대 33 명의 관리자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각 관리자가 하나의 Unified CM
Assistant 제어 회선을 보유한 경우 ).

•

사용자가 7,500 명이거나 10,000 명인 VM 구성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당 구성된 최대 보조자가
3,500 명이며 관리자는 3,500 명입니다 ( 총 사용자 7,000 명 ).

•

다중 활성 모드 활성화 고급 서비스 매개 변수가 참으로 설정되어 있고 Unified CM Assistant 서
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풀이 구성되어 있다면 클러스터당 최대 세 쌍의 기본 및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가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최대 Unified CM Assistant 사용자 용량인 3,500 명의 관리자와 3,500 명의 Assistant( 총 사용자 수
7,000 명 )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Unified CM Assistant 서버 풀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림 18−11 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3 개의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각 풀은 기본 및 백업
Unified CM Assistant 서버와 관리자 및 Assistant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 풀 1 의 Unified CM
Assistant 서버는 Cisco IPMA 서버 ( 기본 / 백업 ) IP 주소 서비스 매개 변수로 구성되며 , 풀 2 의 서
버는 풀 2: Cisco IPMA 서버 ( 기본 / 백업 ) IP 주소 고급 서비스 매개 변수로 구성되고 , 풀 3 의 서
버는 풀 3: Cisco IPMA 서버 ( 기본 / 백업 ) IP 주소 고급 서비스 매개 변수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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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1

Unified CM Assistant 서버 풀을 이용한 다중 활성 모드

Unified CM
Assistant
servers
Primary
Pool 1
(default)

IP
IP
Managers

M

IP
Backup
M

IP
Assistants

IP
IP
Primary

Managers

M

IP

Pool 2
Backup
M

IP
Assistants

IP
IP
Primary

Managers

M

IP

Pool 3
Backup

IP
Assistants

191957

M

Cisco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은 모니터링 및 전화 제어를 위해 CTIManager 와 상호 작용
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또는 관리자 전화기의 각 회선 ( 인터콤 회선 포함 ) 에는 CTIManager
의 CTI 회선이 필요합니다 . 또한 각 Unified CM Assistant 경로 포인트는 CTIManager 로부터 CTI 회
선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을 구성할 때 필요한 CTI 회선이나 연결의 수는
CTI 회선이나 연결에 대한 전체적인 클러스터 제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 클러스터당 CTI
연결 제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TI 에 대한 용량 계획 , 9−29 페이지를 참조 ) 다른 애플리케이션
에 추가 CTI 회선이 필요한 경우 Unified CM Assistant 의 용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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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Assistant 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Unified CM Assistant 에는 중복 및 공유되는 내선 번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으므로
디렉터리 번호 프로비저닝을 계획할 때 염두에 둬야 합니다 .
•

프록시 회선 모드의 Unified CM Assistant 인 경우 다른 파티션에 있다고 하더라도 Assistant 전
화기의 프록시 회선 번호는 고유해야 합니다 .

•

프록시 회선 모드의 Unified CM Assistant 인 경우 다른 파티션에 있다고 하더라도 2 명의 관리
자가 동일한 Unified CM Assistant 가 제어하는 회선 번호 (DN) 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

다중 활성 모드를 활성화하고 둘 이상의 Unified CM Assistant 서버 풀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와
Assistant 가 Unified CM Assistant 서버 풀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 관리자 구성 페
이지 아래의 Assistant 풀 필드에서 적합한 서버 풀 (1~3) 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자와 연
관된 Assistant 는 자동으로 관리자가 구성된 풀에 할당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는 CTI 관리자에 대한 보안 및 비보안 연결 ( 전송 계층 보안 ) 을 지원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System EX90 와 같은 일부 Cisco 엔드포인트는 Cisco Unified CM Assistant 를 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능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Unified CM Assistant Extension Mobility 고려 사항
Unified CM Assistant 관리자는 프록시 회선 및 공유 회선 모드로 자신의 전화에 로그인하는 데
EM(Extension Mobility)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관리자는 최종 사용자 디렉터리의
Cisco Unified CM Assistant 관리자 구성 페이지 아래에서 모바일 관리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와 함께 EM 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EM 을 사용하여 두 개 이상의 전화에 로
그인할 수 없습니다 . 이 동작은 EM 서비스 매개 변수인 다중 로그인 동작을 통해 활성화 / 비활성
화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의 다중 EM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EM 을
사용하는 Unified CM Assistant 관리자에게 다중 전화에 로그인하지 말라는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
니다 . 관리자에게 EM 을 사용해 2 개의 서로 다른 전화에 로그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파티션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프록시 회선 모드에서 2 명의 관리자가 동일한 Unified CM Assistant 가 제어하
는 회선 번호 (DN) 를 보유할 수 없다는 이전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위배됩니다 .
참고

Mobile Assistant 라는 개념은 없으므로 Unified CM Assistant 는 EM 을 사용해 그들의 전화에 로그
인할 수 없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은 프록시 회선 모드에서 구성된 Unified CM Assistant 를 위해 대단히 중요
합니다 . 관리자 DN 에 발신된 통화가 Unified CM Assistant RP 에 의해 차단되고 Assistant 전화기
로 재전송되도록 보장하려면 Unified CM Assistant RP 및 Assistant 전화기의 관리자 프록시 회선을
제외한 모든 장치에서 관리자 DN 에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신 검색 공간 및 파티션이 구성되
어야 합니다 .
그림 18−12 에서는 발신 검색 공간 , 파티션 및 다이얼 플랜 구성 요소 내의 다양한 장치 유형의 구
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으로 계획한 프록시 회선 모드 Unified CM Assistant 다이얼 플랜의
예를 보여줍니다 . 프록시 회선 모드에는 세 개의 파티션이 필요하며 그림 18−12 의 예에 해당하는
파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모든 Unified CM Assistant RP DN 을 포함하는 Assistant_Route_Point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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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Assistant 및 기타 사용자 전화 DN 을 포함하는 Assistant_Everyone 파티션

•

모든 관리자 전화기 DN 을 포함하는 Assistant_Manager 파티션

또한 2 개의 발신 검색 공간이 필요하며 그림 18−12 의 예에 대한 CSS 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ssistant_Route_Point 및 Assistant_Everyone 파티션을 포함하는
ASSISTANT_EVERYONE_CSS 발신 검색 공간

•

Assistant_Manager 및 Assistant_Everyone 파티션을 포함하는 MANAGER_EVERYONE_CSS 발
신 검색 공간

이것이 이 예에 대한 다이얼 플랜의 범위입니다 . 하지만 통화 라우팅 작업이 필요한 만큼 수행되
려면 적합한 발신 검색 공간을 통해 다양한 전화 및 Unified CM Assistant RP DN 또는 회선을 적절
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경우 모든 사용자 , Assistant 기본 ( 또는 개인용 ) 및 관리자 전
화기 회선은 이러한 모든 회선이 Assistant_Everyone 및 Assistant_Route_Point 파티션의 모든 DN 에
접근할 수 있도록 ASSISTANT_EVERYONE_CSS 발신 검색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 텔레포니 네트
워크 내부의 장치에 구성된 인터콤 회선 및 기타 회선은 이와 동일한 발신 검색 공간으로 구성됩니
다 . 모든 관리자 프록시 회선과 모든 Assistant_RP 회선은 이러한 모든 회선이 Assistant_Manager
파티션의 관리자 DN 을 비롯해 Assistant_Everyone 파티션에 속한 모든 DN 에 접근할 수 있도록
MANAGER_EVERYONE_CSS 발신 검색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 이 방식으로 다이얼 플랜은
Assistant_RP 회선과 Assistant 전화기의 관리자 프록시 회선만 관리자 전화기 DN 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그림 18-12

Unified CM Assistant 프록시 회선 모드 다이얼 플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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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2 의 예는 프록시 회선 모드에서 Unified CM Assistant 에 대한 최소 다이얼 플랜 요구 사
항을 보여줍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실제 텔레포니 네트워크에는 Unified CM Assistant 발신 검색
공간 및 파티션과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는 추가 또는 기존 다이얼 플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그
림 18−13 에서는 그러한 통합 다이얼 플랜을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 이전에 논의되었던 다이얼 플
랜은 2 개의 추가 파티션과 추가 발신 검색 공간을 처리해야 합니다 . 그림 18−13 에서는 온 클러스
터 (On Cluster) 파티션이 추가되었고 여기에는 일부 추가적인 전화 DN 이 포함됩니다 . 기존 장치
가 추가된 DN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2 가지의 Unified CM Assistant 발신 검색 공간
(ASSISTANT_EVERYONE_CSS 및 MANAGER_EVERYONE_CSS) 에 온 클러스터 파티션이 추가
되었습니다 . UNRESTRICTED_CSS 발신 검색 공간도 기존 다이얼 플랜에 추가되었습니다 . 이 발
신 검색 공간은 Assistant_Route_Point, Assistant_Everyone 및 최근 추가된 온 클러스터 파티션으로
구성됩니다 . 또한 PSTN 이라 불리는 두 번째 새 파티션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공통 RL( 경로
목록 ), RG( 경로 그룹 ) 및 음성 게이트웨이 메커니즘을 통해 PSTN 에 통화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
되는 일련의 경로 패턴이 포함됩니다 . 이 PSTN 파티션은 UNRESTRICTED_CSS 발신 검색 공간의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
Assistant_RP 및 Assistant 전화 관리자 프록시 회선이 MANAGER_EVERYONE_CSS 발신 검색 공
간에 계속 할당된 경우 새롭게 추가된 파티션과 발신 검색 공간을 통합하기 위해 전화 및 장치 회
선 발신 검색 공간 구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예에서는 관리자 전화기 회선이 원래 구성되었
던 ASSISTANT_EVERYONE_CSS 발신 검색 공간에서 관리자에게 PSTN 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 새로운 UNRESTRICTED_CSS 로 이동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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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3

Unified CM Assistant 프록시 회선 모드 다이얼 플랜 통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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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3 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적인 파티션과 발신 검색 공간을 새롭거나 기존의
Unified CM Assistant 다이얼 플랜으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이 되는 프록시 회선 모드 메
커니즘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공유 회선 모드의 경우 특수한 다이얼 플랜 프로비저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RP 나 프록시 회선에 관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리자 및 Assistant 전화
기가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전화와 마찬가지로 발신 검색 공간 및 파티션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공유 회선 모드와 관련해 유일한 요구 사항은 공유 회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Assistant DN 이 반드시 동일한 파티션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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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Assistant Console
Assistant 가 관리자 대신 통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
케이션이나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전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Assistant 에게 통화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화 서비스는 통
화 처리에 메뉴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IP 전화 서비스는 모
두 Assistant 가 관리자 전화기와 환경을 구성하고 회선 상태와 가용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허용
합니다 . 또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클릭 투 콜 (click−to−call) 바로 호출 및 디렉터리 항목과
같은 기타 기능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능은 기존 소프트키 및 메뉴 접근 방식을 사용해 Assistant 전
화에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설치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URL 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https://<Server_IP-Address>:8443/plugins/CiscoUnifiedCallManagerAssistantConsole.exe
(<Server_IP-Address> 는 클러스터 내 임의 노드의 IP 주소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전화 서비스는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 Assistant 의 전화를 콘솔로 활
성화하려면 해당 전화를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 관리자 전화기가 가
입해야 하는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Desktop Console QoS
설치 후 관리자 대신 통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ssistant 가 userID 및 암호 (Unified CM 의 최종 사
용자 디렉터리에 구성된 대로 ) 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전환 아이
콘이나 메뉴 항목을 클릭하여 상태를 " 온라인 " 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온라
인 상태가 되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TCP 포트 2912 에서 Unified CM Assistant 서버와 통신합
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트래픽을 소싱할 때 임시 TCP 포트를 선택합니다 . Unified CM 의
Unified CM Assistant 서버가 통화 제어 ( 통화 흐름 생성 및 처리 ) 를 위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과 접속하므로 TCP 포트 2912 의 Unified CM 에서 소싱된 트래픽은 Unified CM 에 의해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24 또는 PHB(Per Hop Behavior) CS3 로 QoS 표시됩니다 .
이 방식으로 Unified CM Assistant 전화 제어 트래픽은 다른 모든 신호 트래픽과 같이 네트워크 전
반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대칭적인 표시 및 대기를 보장하려면 Unified CM TCP 포트 2912 에 지정된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애플리케이션 트래픽도 이 트래픽이 Unified CM 및 the Unified CM Assistant 서버를 향한
네트워크 경로와 함께 적합한 통화 신호 대기열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DSCP
24(PHB CS3) 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트래픽을
best−effort 로 표시합니다 . DSCP 0(PHB Best Effort) 에서 DSCP 24(PHB CS3) 까지의 TCP 포트
2912 의 Unified CM 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PC 에서 전송된 트래픽을 설명하려면 스위치
포트 수준 ( 또는 가능한 한 콘솔 PC 에 가까운 네트워크 경로 중 ) 의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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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디렉터리 창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내의 디렉터리 창을 사용하면 Assistant 가 Unified CM 디
렉터리에서 최종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디렉터리 창의 이름 필드에 입력된 검색 문자열은
Unified CM Assistant 서버로 전송되고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이 직접 생성됩니다 .
그다음에 Unified CM Assistant 서버에서 검색 쿼리에 대한 응답을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회
신합니다 .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디렉터리 검색을 통해 생성된 추가 트래픽은 정상이기는 하지만 하
나 이상의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애플리케이션이 원격 사이트에서 실행되는 경우 중앙집중
화된 통화 처리 배포에서 이 트래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일 항목의 결과를 도출하는 디렉
터리 검색은 Unified CM Assistant 서버에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약 1kb 의 트래픽을 생성
합니다 . 다행스럽게도 검색당 최대 25 개의 항목만 회수될 수 있으므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한 각 검색에 대해 생성될 수 있는 최대 트래픽은 약 25kb 입니다 . 하지만 Unified CM Assistant
서버에서 저속 WAN 링크 전반의 다양한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디렉터리 검색이 수행된다면 잠재적인 정체 , 지연 및 대기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 또한 데스
크톱에 대해 생성되는 다른 모든 Unified CM Assistant 트래픽과 마찬가지로 디렉터리 회수 트래픽
은 TCP 포트 2912 의 Unified CM 에서 소싱됩니다 . 이는 디렉터리 회수 트래픽도 DSCP 24(PHB
CS3) 로 표시되므로 통화 신호 트래픽과 같이 대기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 결과 디렉터리 회수 때
문에 통화 제어 트래픽이 잠재적으로 정체 , 오버런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디렉터리 검색이 25 개 이상의 항목을 생성하는 경우 Assistant 는 대화상자를 통해 " 검색 결과가
25 개를 초과합니다 . 검색 조건을 구체화하십시오 ." 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네트워크 정체 잠재성을 고려하여 Cisco 는 관리자가 Unified CM Assistant Console 사용자가 다음
을 수행하도록 장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
•

디렉터리 창 검색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십시오 .

•

반환되는 항목 수를 줄이려면 기능을 사용할 때 이름 필드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와일드카드나 빈칸 검색을 피하십시오 .

이러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
•

클러스터 내에 많은 Unified CM Assistant 의 Assistant 가 있습니다 .

•

저속 WAN 링크를 통해 Unified CM 및 / 또는 Unified CM Assistant 서버에서 분리된 Assistant 가
많습니다 .

Unified CM Assistant Phone Console QoS
Unified CM Assistant Phone Console 전화 서비스를 사용해 관리자를 대신하여 통화를 처리하려면
(Unified CM 의 최종 사용자 디렉터리에서 구성된 바와 같이 ) Assistant 가 userID 및 PIN 을 제공하
면서 서비스에 로그인해야만 합니다 .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전화 콘솔 서비스는 HTTPS 및 SCC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과 통신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통화 생성 및 통화 처리를 위한 통화
제어는 SCCP 를 사용해 전화와 Unified CM 사이에서 전송됩니다 . 기본적으로 이 트래픽은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24 또는 PHB(Per Hop Behavior) CS3 로 표시되므로 통화
신호 트래픽처럼 네트워크 전반에서 대기하게 되어 추가적인 QoS 구성이나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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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ialer
WebDialer 는 사용자가 PC 에서 지원되는 전화 장치를 사용하여 쉽게 전화를 걸 수 있게 하는
Unified CM 용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WebDialer 는 자신만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 및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 간소화된 웹 애플리케이션 및 HTTP 또
는 SOAP(Simple Objects Access Protoco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관리자가 CTI 링크를 관리하
거나 JTAPI 또는 TAP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WebDialer 기능의 다음 설계 측면을 검토합니다 .
•

WebDialer 아키텍처 , 18−34 페이지

•

WebDialer 의 고가용성 , 18−39 페이지

•

WebDialer 의 용량 계획 , 18−40 페이지

•

WebDialer 의 설계 고려 사항 , 18−41 페이지

WebDialer 아키텍처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에는 WebDialer 서블릿과 리디렉터 서블릿 등 2 가지의 서블릿이 포함됩
니다 . Cisco WebDialer 웹 서비스가 가입자 서버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면 두 서블릿 모두 활성화됩
니다 .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 다른 기능을 제공하며 동시에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
습니다 .

WebDialer 서블릿
그림 18−14 에서는 단순한 WebDialer 예를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 John Smith 라는 사용자는 웹 기
반 또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WebDialer 를 시작합니다 (1 단계 ). WebDialer 는 로그인 자격
증명 요청에 응답합니다 . 사용자는 Unified CM 최종 사용자 디렉터리에 구성된 것과 같은 유효한
userID 및 암호로 응답해야 합니다 . 이 경우 John Smith 는 userID = jsmith 및 password = cisco 를 제
출하였습니다 (2 단계 ). 그다음에 이 로그인을 바탕으로 WebDialer 가 Cisco WebDialer 기본 설정
구성 페이지에 응답하며 사용자는 “ 사용자 기본 장치 ” 또는 “ 내선 이동 사용 ” 중 하나에 표시해
야 합니다 ( 사용자가 EM 장치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John Smith 라는 사용자
는 “ 사용자 기본 장치 ” 를 선택하고 구성 페이지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그의 전화에 대해 적합한
MAC 주소 (SEP00036BC7B973) 와 디렉터리 번호 (10001) 를 선택합니다 (3 단계 ) 마지막으로 전
화를 걸 전화 번호 ( 이 값은 미리 표시된 경우도 있음 ) 를 요청하는 화면이 표시되며 사용자는 다
이얼을 눌러야 합니다 . 여기에서는 John Smith 가 10002 를 입력하고 다이얼을 클릭하자 그의 전화
기로부터 번호 10002 의 전화 B 로 통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4 단계 ).
참고

사용자가 이전에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했었고 웹 브라우저 및 서버의 쿠키가 아직 유
효하다면 후속 요청 중에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에서 쿠키가
삭제되었거나 WebDialer 서버를 재시작한 경우에는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또
한 사용자 웹 브라우저 쿠키는 사용자 세션 만료 WebDialer 서비스 매개 변수를 통해 구성되듯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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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4

WebDialer 서블릿 작업

UserID: jsmith
Password: cisco
User launches WebDialer 1
via web-based or
desktop application

2 User logs in with
end-user UserID
and password
User: John Smith

Phone A
IP
DN: 10001
MAC: 00036BC7B973

M

Cisco Unified CM
(w./ WebDialer service)

IP

4
User clicks Dial and call is
generated from user device
to destination phone

Phone B
DN: 10002

153275

User selects EM (for logged-in 3
Device Profile) or user
preferred device (MAC/DN)

리디렉터 서블릿
리디렉터 서블릿은 멀티클러스터 또는 분산된 통화 처리 환경에서 WebDialer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Unified CM 클러스터 간에 전사적으로 단일한 웹 기반 WebDialer 애플리
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8−15 에서는 리디렉터 서블릿이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서 수행하는 기본 작업을 보여줍니다 . 이 예에서 기업은 뉴욕 , 시카고 및 샌프란시스코에 3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세 클러스터 모두 단일 WebDialer 애플리케이션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클러스터가 리디렉터로 지정되었습니다 .
전사적인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샌프란시스코 리디렉터를 가리키며 뉴욕 사용자에 의해 시작되
었습니다 ( 그림 18−15 의 1 단계 참조 ). 그다음에 리디렉터는 사용자 로그인을 요청하며 뉴욕 사
용자가 userID 및 암호를 이용해 회신합니다 ( 그림 18−15 의 2 단계 참조 ).
참고

사용자가 이전에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했었고 웹 브라우저 및 서버의 쿠키가 아직 유
효하다면 후속 요청 중에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용자 웹 브라우
저 쿠키는 사용자 세션 만료 WebDialer 서비스 매개 변수를 통해 구성되듯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에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다음에 리디렉터는 동시에 기업 내의 모든 WebDialer 에 isClusterUser HTTPS 요청을 브로드캐
스트합니다 (WebDialers 서비스 매개 변수 목록에 구성된 바와 같이 ). 이 예에서 요청은 시카고와
뉴욕의 WebDialer 서버로 이동합니다 ( 그림 18−15 의 3 단계 참조 ). 뉴욕 사용자는 뉴욕 클러스터
의 로컬이므로 뉴욕 WebDialer 가 긍정적으로 응답합니다 ( 그림 18−15 의 4 단계 참조 ). 마지막으
로 뉴욕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요청을 처리하게 될 로컬 WebDialer 서버로 재전송됩니다 ( 그
림 18−15 의 5 단계 참조 ). 사용자에게 재전송이 통보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리디렉터에서 로컬
WebDialer 서버로 재전송될 때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의 URL 이 변경됩니다 . 이 예에서는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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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디렉터만 배포되었지만 리디렉터에 중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구성 요소 중복성 ,
18−40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수의 클러스터에서 리디렉터를 구성하십시오
.
그림 18-15

리디렉터 서블릿 작업
Chicago
Cluster
WebDialer
M
10.2.1.10
M

M

San Francisco
Cluster
3
Redirector/
WebDialer
M
10.1.1.10
M

M

M

M

Redirector sends
‘isClusterUser’ HTTPS
request to every
WebDialer in enterprise

M

M

New York
Cluster
WebDialer
10.3.1.10

M

4
NY WebDialer
(local to user)
sends positive
response.

M

M

M

M

2 Redirector requests
User launches web- 1
based application which
points to Redirector

userID and password.
User responds with
credentials.

5 User is redirected

IP
New York
user

참고

to local WebDialer
server which
handles request

153276

Web-based
application

리디렉터 애플리케이션은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전사적 애플리
케이션이므로 Cisco 는 모든 Unified CM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모든 최종 사용자 userID 를 고유하
게 만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isClusterUser 요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긍정
응답이 리디렉터 애플리케이션에 수신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리디렉터 애플리케
이션은 사용자에게 로컬 WebDialer 서버를 수동으로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 그러면 사용자는 어
느 서버가 로컬 서버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서버가 선택되면 WebDialer 요청이 실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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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ialer 아키텍처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기능 이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 그림 18−16 에서는
WebDialer 의 메시지 흐름과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다음과 같은 순서의 상호 작용과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WebDialer 사용자 전화기가 Cisco CallManager 서비스를 통해 등록되며 전화를 발신 및 수신합
니다 ( 그림 18−16 의 1 단계 참조 ).

2.

사용자 PC 의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통해 Cisco WebDialer
Web Service( 그림 18−16 의 2 단계 참조 ) 와 통신합니다 .
– HTML over HTTPS

이 인터페이스는 HTTPS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하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됩
니다 . 이것은 WebDialer 및 리디렉터 서블릿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인터페이
스입니다 .
–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over HTTPS

SOAP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합
니다 .
3.

WebDialer Web Service 는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및 전화 정보를 읽습니다 ( 그
림 18−16 의 3 단계 참조 ).

4.

Cisco WebDialer Manager Assistant 서비스에서는 결과적으로 회선 모니터링과 전화 제어 정보
교환을 위해 CTIManager 서비스와 상호 작용합니다 ( 그림 18−16 의 4 단계 참조 ).

5.

CTIManager 서비스에서는 WebDialer 전화 제어 정보를 Cisco CallManager 서비스에 전달합니
다 ( 그림 18−16 의 5 단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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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6

WebDialer 아키텍처

Cisco Unified CM
Cisco
Unified CM
service

1

IP

5
Cisco
CTIManager
service

2

4

WebDialer

Cisco WebDialer
Web Service
service

Cisco
Unified CM
Database

참고

254302

3

그림 18−16 에서 Cisco CallManager, CTIManager 및 WebDialer Web Service 가 모두 동일한 노드에
서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구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서비스는 클러
스터 내의 여러 노드 사이에 분산될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여기에서는 동일한 노드로 표
현하였습니다 .

WebDialer URL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에는 HTML−over−HTTPS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음 URL 을 사용하여 웹 기
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WebDialer 서블릿
https://<Server-IP_Addr>:8443/webdialer/Webdialer?destination=<Number_to_dial>
(<Server_IP-Address> 가 Cisco WebDialer Web Service 서비스를 실행하는 클러스터의 노드 IP
주소인 경우 및 <Number_to_dial> 이 WebDialer 사용자가 전화를 걸고자 하는 번호인 경우 )

•

리디렉터 서블릿
https://<Server-IP_Addr>:8443/webdialer/Redirector?destination=<Number_to_dial>
(<Server_IP-Address> 가 Cisco WebDialer Web Service 서비스를 실행하는 기업의 노드 IP 주소
인 경우 , <Number_to_dial> 이 WebDialer 사용자가 전화를 걸고자 하는 번호인 경우 )

그림 18−17 에서는 Cisco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에 전화를 거는 클릭 투 콜 (click−to−call) 웹 기
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HTML 소스 코드의 예를 제시합니다 . 이 예에서는 HTML 소스 보기
의 URL https://10.1.1.1:8443/webdialer/Webdialer?destination=30271 은 웹 브라우저 보기 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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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Steve Smith 에 대한 링크 "Phone: 30721" 에 해당합니다 . 이 링크를 클릭하는 사용자는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게 되며 로그인하고 다이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전화에서
Steve Smith 의 전화기로 통화가 생성됩니다 . URL 을
https://10.1.1.1:8443/webdialer/Redirector?destination=30271 로 변경함으로써 리디렉터 기능을 사
용하는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8-17

WebDialer URL HTML 의 예

HTML source view:
<html>
<center><h3>WebDialer click-to-dial HTML sample</h3></center>
<b>Username:</b> Adams, Sally<br>
<b>Email:</b> <a href=“mailto:sadams@cisco.com”>a><br>
<b>Phone:</b> <a href=“ https://10.1.1.1:8443/webdialer/Webdialer?destination=23923 “>23923</a><br>
<b>Department:</b> Human Resources<br>
<br>
<b>Username:</b> Smith, Steve<br>
<b>Email:</b> <a href=“mailto:ssmith@cisco.com”>ssmith</a><br>
<b>Phone:</b> <a href=“ https://10.1.1.1:8443/webdialer/Webdialer?destination=30271 “>30271</a><br>
<b>Department:</b> Human Resources
<hr>
</html>

Web browser view:
WebDailer click-to-dial HTML sample
Username: Adams, Sally
Email: sadams
Phone: 23923
Department: Human Resources

153278

Username: Smith, Steve
Email: ssmith
Phone: 30271
Department: Human Resources

클릭 투 콜 (click−to−call)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SOAP−over−HTTPS 소스 코드의
정보 및 예는 다음의 Cisco WebDialer 개발자 설명서에 포함된 WebDialer API 프로그래밍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site/webdialer/discover/getting−started/

WebDialer 의 고가용성
WebDialer 애플리케이션 중복은 두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구성 요소 및 서비스 수준의 중복
이 수준에서 중복은 반드시 WebDialer 및 CTIManager 서비스 중복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합
니다 . 마찬가지로 게시자 중복의 부족과 이 구성 요소 오류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

장치 및 연결성 수준의 중복
이 수준에서는 중복이 사용자의 전화 및 WebDialer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관되므로 이를 고
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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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구성 요소 중복성
그림 18−16 에서 볼 수 있듯이 WebDialer 기능은 주로 Cisco WebDialer Web Service 및 Cisco
CTIManager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WebDialer 서비스는 클러스터 내의 다중 노드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다중 노드에 대한 연결성은 장치 및 연결성 중복 , 18−40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 CTIManager 의 경우 기본 및 백업 메커니즘을 사용해 중복이 자동으로 내장
됩니다 . 두 개의 CTIManager 서버나 서비스는 기본 Cisco CTIManager 및 백업 Cisco CTIManager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매개 변수를 구성함으
로써 CTIManager 서비스를 중복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본 CTIManager 에 오류가 발생해도
CTIManager 서비스는 백업 CTIManager 를 통해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웹 기반 ( 또는 데스크
톱 ) 애플리케이션이 가리키는 WebDialer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고 클러스터 노드의 기본 및 백업
CTIManager 서비스도 실패하면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이 실패합니다 . WebDialer 서비스는
Unified CM 게시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

장치 및 연결성 중복
장치 수준의 WebDialer 중복은 여러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전화기가
장치 풀과 장치 등록을 위한 Unified CM 그룹 구성의 결합으로 기본 제공되는 중복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
WebDialer 서비스는 중복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클러스터의 다중 Unified CM 가입자에서 실행
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의 IP 주소를 처리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습니다 . Cisco 는 기업에서 다
수의 WebDialer 서버의 존재를 마스크할 수 있도록 SLB( 서버 부하 분산 장치 ) 를 사용할 것을 권
장합니다 . SLB 기능은 WebDialer 서버의 실제 IP 주소를 전처리하며 DNS 를 확인할 수 있는 호스
트 이름이나 가상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 Cisco IOS SLB 기능을 실행 중인 Cisco 장치와 같은 대부
분의 SLB 장치는 여러 WebDialer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이벤트 중 요청을 자동으로 재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 또한 SLB 기능은 추가적인 클릭 투 콜 (click−to−call) 용량이 필
요할 때 WebDialer 요청의 부하를 분산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SRV(DNS 서비
스 ) 기록도 중복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와 유사하게 단일 리디렉터 서블릿이 다중 WebDialer 를 지원하는 경우에
는 단일한 오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단일 오류 포인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리디렉터 서버의
실제 IP 주소를 전처리하며 DNS 를 확인할 수 있는 호스트 이름이나 가상 IP 주소를 제공하도록 각
클러스터에 대해 리디렉터 서블릿을 구성하고 SLB(Server Load Balancer) 를 사용하십시오 .

WebDialer 의 용량 계획
WebDialer 및 리디렉터 서비스는 Unified CM 클러스터 내의 하나 이상의 가입자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

각 WebDialer 서비스는 노드당 초당 최대 4 건의 통화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각 리디렉터 서비스는 초당 최대 8 건의 통화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초당 WebDialer 통화 수 (cps) 는 다음의 일반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WebDialer 사용자 수 )  (( 평균 BHCA) / (3,600 초 / 시간 ))
이 계산을 수행할 때는 특히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시작되는 사용자당 BHCA 를 적절하
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예는 샘플 조직에 대해 이러한 WebDialer 설계 계산을 사용하
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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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8-1

초당 WebDialer 통화 계산

XYZ 회사는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하여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를 원하며 예비 트래픽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참고

•

10,000 명의 사용자가 클릭 투 콜 (click−to−call) 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각 사용자의 평균 BHCA 는 6 입니다 .

•

모든 통화의 50% 는 아웃바운드이며 50% 는 수신된 인바운드입니다 .

•

모든 발신 전화의 약 30% 가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값은 WebDialer 개발 시의 규모 조정 작업을 보여주기 위한 예입니다 . 사용자의 전화걸기 특성
은 조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평균 BHCA 가 6 인 사용자가 10,000 명이므로 총 BHCA 는 60,000 입니다 . 그렇지만 WebDialer 배
포를 위한 크기 조정 계산은 발신 통화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 크기 조정 예의 초기 정보를 고려
하면 총 BHCA 의 50% 가 발신 전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WebDialer 를 사용하여 클릭 투
콜 (click−to−call) 를 활성화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발신 BHCA 는 총 30,000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
다.
이 발신 통화 중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하여 시작되는 비율은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
다 . 이 예의 조직의 경우 사용자가 몇 가지의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발신 통화 중 30% 가 WebDialer 를 사용하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발신 BHCA 30,000)  0.30 = WebDialer 를 사용하여 발신한 BHCA 는 9,000
9,000 에 달하는 BHCA 부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WebDialer 서버의 수를 결정하려면 이 최번시
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초당 평균 통화 시도로 이 값을 전환해야 합니다 .
( 통화 시도 9,000 회 / 시간 )  ( 시간 /3,600 초 ) = 2.5cps
각 WebDialer 서비스는 최대 4cps 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예에서는 WebDialer 서비스를 실행하
는 데 하나의 노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향후 WebDialer 사용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서
버 오류 중에 WebDialer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백업
WebDialer 서버가 배포되어야 합니다 .
Cisco WebDialer 애플리케이션은 전화 제어를 위해 CTIManager 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
십시오 . 활성화되면 각 WebDialer 서비스는 CTIManager 에 대해 단일한 영구 CTI 연결을 엽니다 .
또한 각 WebDialer 의 개별 MakeCall( 또는 EndCall) 요청이 임시 CTI 연결을 생성합니다 .
WebDialer 통화 속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CTI 연결의 수도 클러스터당 CTI 연결 제한에 대해 적
용됩니다 . ( 클러스터당 CTI 연결 제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TI 에 대한 용량 계획 , 9−29 페이
지를 참조 )

WebDialer 의 설계 고려 사항
Unified CM 환경 내에서 WebDialer 의 배포 및 작동에 관해서는 다음 지침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
•

관리자는 모든 WebDialer 사용자가 Unified CM 최종 사용자 디렉터리의 전화 또는 장치 프로
파일에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사용자가 전화 연결 없이 Cisco WebDialer 기본 설정 화면 아래에서 " 영구 장치 사용 " 을 선

택하면 다이얼 단추를 눌렀을 때 다음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
" 사용자에게 구성된 지원 장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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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장치 프로파일 연결 없이 ( 또는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사용해 로그인하지 않은 경

우 ) Cisco WebDialer 기본 설정 화면 아래에서 내선 이동 사용을 선택하면 다이얼 단추를
눌렀을 때 다음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
“<dialed_ number> 으로 전화걸기 실패 : 어느 장치에도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 ”

•

애플리케이션은 HTTPS 를 통해 WebDialer 및 리디렉터에 접속합니다 .

•

CMC(Client Matter Codes) 또는 FAC(Forced Authorization Codes) 를 사용하는 경우 WebDialer
사용자는 삐 소리가 나면 전화 키패드를 사용하여 올바른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 삐 소리 후
에 올바른 코드를 입력하지 못하면 다시걸기 음으로 전화걸기 실패를 알립니다 .

•

Cisco WebDialer 는 Cisco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를 지원하는 모든 Cisco 엔드포인
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코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CTI) 을 지원하는 시스코 엔드 포인트 목록에 대해 , 다음에서 가용
한 CTI (TAPI/JTAPI) 지원되는 장치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https://developer.cisco.com/site/jtapi/wiki/cti−tapi−jtapi−supported−device−matrix/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전화 교환 콘솔 통합을 이용하면 교환 담당자가 특별히 이 목적으로 설계된 Microsoft Windows 데
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조직 내의 통화에 응답 , 호전환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은 사용자가 회선 상태 , Jabber 상태 및 비즈니스용 Skype 상태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고급에만 해당 ) 를 볼 수 있는 로컬 및 회사 디렉터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
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 버전의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을 제
공합니다 .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Standard
이 콘솔은 Unified CM 과 직접 통합되어 사용자의 전화기 ("serverless" 솔루션 ) 를 모니터링하
고 제어하는 로컬 설치입니다 .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행되는 통화 라우팅 및 제어는 소
프트웨어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된 장치와 유사합니다 .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이 로컬 어텐던트 콘솔 애플리케이션은 중앙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고급 Windows 서
버 애플리케이션 (Unified CM 과 별개 ) 에 연결합니다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고급
서버는 SSL(Secure Socket Layer) 을 거쳐 CTI 및 AXL 을 통해 Unified CM 과 통신합니다 . 모
든 통화 라우팅 및 제어는 중앙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행됩니다 .

이 섹션에서는 전화 교환 콘솔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합니다 .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Standard 의 설계 고려 사항 , 18−43 페이지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아키텍처 , 18−43 페이지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의 설계 고려 사항 , 18−45 페이지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s 에 대한 용량 계획 , 18−4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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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Standard 의 설계 고려 사항
다음 설계 지침과 제한 사항은 Unified CM 텔레포니 환경 내의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Standard 배포 및 작동에 적용됩니다 .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Standard 를 설치할 때마다 Unified CM 과 CTI 및 AXL 연결이
필요합니다 .

•

어텐던트 콘솔 디렉터리 내에서 회선 상태 ( 통화 중 램프 필드 ) 가 필요한 연락처에 속하는 콘솔
사용자 장치 및 모든 장치는 정의된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

•

회선의 총 수 ( 장치와 해당 회선의 총 수 ) 는 5,000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는 하드 코딩된 한도
는 아니지만 , 제한을 초과하면 어텐던트 콘솔 및 Unified CM 환경의 성능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공유 회선 및 통화 라우팅과 관련된 설계 고려 사항은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Standard 설치 및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attendant−console−stand
ard/model.html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아키텍처
그림 18−18 에서는 서버 기반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통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이 솔루션의 기능과 작동을 이해하면 아키텍처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 다음 단계 ( 그림 18−18 참조 ) 는 전화 교환 콘솔에서의 일반적 통화와 관련된 이벤트
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1.

Unified CM 으로 통화가 수신되며 그 착신 번호가 CTI 경로 포인트에 구성된 디렉터리 번호와
일치합니다 .

2.

CTI 경로 포인트는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CTI 제어되며 서버에 구성된 대
기 DDI(Direct Dial In) 와 연관됩니다 .

3.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내부적으로 해당 통화를 CT(Computer Telephony) 게이트
웨이 장치로 즉시 재전송합니다 . 이 과정의 일부로서 ,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해
당 통화를 CTI 포트로 재전송하기 위해 CTI 재전송 메시지를 CTI 관리자에게 전송합니다 .

참고

CTI 재전송 메시지는 연결된 통화를 생성하지 않으며 통화에 대한 응답 및 미디어 연결이
없습니다 .

4.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해당 통화를 CT 게이트웨이 장치로 연결하고 CTI
포트에서 통화를 제어합니다 .

5.

이 시점에 해당 통화는 대기 DDI 와 연관된 시스템의 전화 교환 콘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
션에 제시됩니다 .

6.

직원이 전화 교환 콘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통화에 응답할 것을 선택하면 또
다른 CTI 재전송 메시지가 CTI 관리자 서비스로 전송되어 해당 통화를 CTI 포트에서 응답하는
직원의 물리적 전화기로 이동시킵니다 . 해당 통화는 전화 구성에 따라 직원 전화기의 송수화
기나 헤드셋으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직원 전화를 비롯해 시작 게이트웨이나 전화기의 지
역 및 위치 설정이 미디어에 사용되는 코덱을 결정합니다 .

7.

다른 내선 번호로의 호전환이 필요하다면 직원이 전화 교환 콘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을 시작하여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전송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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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내부적으로 해당 통화를 서비스 대기열과 관련지어서
CTI 재전송 메시지를 CTI 관리자 서비스로 전송합니다 . 이 작업은 해당 통화를 직원의 전화에
서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어되는 CTI 포트로 재전송합니다 .

참고

9.

호전환은 직원 전화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화 흐름에서 제거할 수 있으므로 향상된 기능 ( 전송 회수 기능 등 ) 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에서는 호전환 전에 서비스 대기열이 실제로 해당 통화에 응답하므로 ( 짧은 연결이 있
음 )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된 Cisco 미디어 드라이버가 호출됩니다 . 이 CTI
포트를 비롯해 통화를 시작한 게이트웨이나 전화기의 지역 및 위치 설정이 미디어에 사용되는
코덱을 결정합니다 . CTI 포트에 구성된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오디오 소스도 발신
자가 듣는 MoH 에 영향을 미칩니다 . 통화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전화 교환 콘솔 클라이언
트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통화에 대한 제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송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
됩니다 . 최종 당사자가 통화를 수신하면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통화 흐름에서
제거됩니다 .

그림 18-18

서버 기반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의 아키텍처
Attendant Console
Client Application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Server
Attendant
Console Server
Application

7

Attendant Phones

Cisco Unified CM

IP

Cisco CallManager
Service

IP

5
Cisco TAPI TSP

CT Gateway
Devices
Service
Queues
Call Park
Devices

AXL API

CTI Call Control

2

6

Cisco CTI Manager
Service

1

CTI Route
Points
3

4
CTI Ports

9

Configuration and directory integration

Cisco Unified CM
Database
252946

Queue DDIs

8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통화 지정보류 기능은 Unified CM 에 내재하는 통화 지정보
류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대신 이 기능은 통화 지정보류 장치를 사용하는 자체 통화 지정보
류 설비를 사용합니다 . 통화 지정보류 장치는 그림 18−18 의 7 단계부터 9 단계에 소개된 바와 같
이 서비스 대기열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 전달과 유사하게 통화 지정보류 장치를 사용하면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지정보류된 통화에 대한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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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의 고가용성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은 2 개의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서버를 통해 탄
력적인 구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게시자 —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기본 서버 . 이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오퍼레이터가
가입자 서버로 전환됩니다 . 게시자가 다시 실행되면 운영자는 게시자에게 다시 연결 ( 또는 구
성된 경우 자동 연결 ) 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

가입자 — 어떤 이유에서 게시자가 실행을 멈춘 경우 사용됨 .

CTI 및 AXL 통신에 대한 통합의 양측에서 중복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CTI 의 경우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CTI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통신하기 위해 Cisco
TAPI TSP(Telephony Service Provider) 플러그인 (Unified CM 에서 다운로드 ) 을 사용합니다 . Cisco
TSP 를 사용하면 기본 및 백업 CTI 관리자 서비스의 구성이 허용됩니다 . Cisco 는 기본 CTI 관리자
서비스가 오프라인인 경우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러스터내 Unified CM 가입자 노드 중 최소 2
개에서 CTI 관리자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전화 교환 콘솔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DDI 와 관련된 CTI 경로 포인트에 대해 구성된 CFU(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 및 CTI 오류 대상 통화 착신 전환을 활용함으로써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인 경우 통화는 자동으로 통화 착신 전환 설정을 따릅니다 . 예를 들
어 중복 전화 교환 콘솔이 배포되었다면 통화는 게시자가 오프라인일 때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가입자 서버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화 교환 콘솔 서버가 하나인 경우에는 대상이 헌트
파일럿 번호이거나 단일 IP 전화기와 관련된 DN( 디렉터리 번호 ) 일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노드에서 Cisco AXL Web Service 를 활성화하면 AXL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
수의 Unified CM 노드에서 Cisco AXL Web Service 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
플리케이션은 Unified CM 연결에 대해 단일 엔트리만 보유합니다 . 실패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Cisco AXL Web Service 를 실행하는 백업 Unified CM 노드에 이 엔트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중복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이 배포되면 전화 교환 콘솔 서버가 AXL Web Service 를 위
해 다른 Unified CM 노드에 구성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은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에 속하는 CTI 포트와 일련의 CTI 경로 포
인트를 보유합니다 . 연결된 장치 풀은 등록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Unified CM 통화 처리 노드의 우
선 순위 목록이 포함된 Unified CM 그룹을 나타냅니다 . Unified CM 그룹의 기본 Unified CM 이 오
프라인인 경우에는 CTI 경로 포인트와 CTI 포트가 보조 Unified CM 노드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CTI 경로 포인트 및 포트 자체의 고가용성이 확보됩니다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의 설계 고려 사항
다음 설계 지침과 제한 사항은 Unified CM 텔레포니 환경 내의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배포 및 작동에 적용됩니다 .
•

다음 일반 설계 지침은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
– 대기 DDI

시스템의 각 고유한 수신 디렉터리 번호에는 단일한 고유 대기 DDI 가 필요하며 이는 반드
시 전화 교환 콘솔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
– CT 게이트웨이 장치

대기 DDI 로 수신되는 모든 통화는 즉시 CT 게이트웨이 장치로 재전송됩니다 . CT 게이트
웨이 장치의 번호가 언제든 최대 예상 수신 통화 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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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기열

직원이 통화를 전송하거나 대기 중으로 설정할 때마다 서비스 대기열이 필요합니다 . 시스
템의 모든 직원이 통화를 전송하거나 대기 중으로 설정하고 있는 특정 시점에도 서비스 대
기열이 최대 건수의 통화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 일반 지
침에 따르면 직원당 3 개 또는 4 개의 서비스 대기열을 제공하지만 더 많은 대기열이 필요
한 경우도 있습니다 .
– 통화 지정보류 장치

직원이 전화 교환 콘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화 지정보류 기능을 호출할 때
마다 통화 지정보류 장치가 필요합니다 . 이 기능은 Unified CM 에 내재하는 통화 지정보
류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의 모든 직원이 통화를 지정보류하는 특정 시점에도
통화 지정보류 장치가 최대 건수의 통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십시
오.
•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구성된 모든 대기 DDI, CT 게이트웨이 장치 및 통화 지
정보류 장치는 Unified CM 에서 CTI 경로 포인트나 CTI 포트를 생성합니다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통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CTI 연결 수도 클러스터당 CTI 연결 제
한에 포함됩니다 . ( 클러스터당 CTI 연결 제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TI 에 대한 용량 계획 ,
9−29 페이지를 참조 )

•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최종 사용자 장치의 BLF( 통화 중 램프 필드 ) 모니터링을
제공하지만 이것은 BLF 바로 호출 기능을 제공하는 Unified CM 과 동일한 설비를 사용하지 않
음에 유의하십시오 . 대신에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모니터링되는 장치에 대한
회선 상태 정보를 얻기 위해 CTI 를 통해 Unified CM 과 통신합니다 .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
리케이션이 최종 사용자 장치를 모니터링하면 BLF 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의 수가 2,000 대에
도달할 때까지 이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 이 제한에 도달하면 BLF 플러그인이
새로 요청되는 장치를 수용하기 위해 모니터링되는 장치 목록에서 장치를 제거하기 시작하므
로 CTI 를 통해 전화 교환 콘솔 서버에서 모니터링하는 장치의 수가 제한 (2,000 대 ) 을 넘지 않
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CTI 를 통해 모니터링되는 장치도 Unified CM 의 CTI 제한에 포함됩니
다.

•

전화 교환 콘솔 서버 애플리케이션 , 전화 교환 콘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및 Cisco TSP 는
QoS( 서비스 품질 ) 에 관해 모두 Best Effort(DSCP=0) 로 표시된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 이 트
래픽이 WAN 이나 일반적으로 정체되는 링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패킷은 네트워크 통과 시
우선권을 부여받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TCP 포트 번호의 전
체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서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관리 및 설치 설명서의 최
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attendant−consoles/
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

Cisco TSP는 파티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는
중첩된 다이얼 플랜 ( 어텐던트 콘솔 시스템 번호 , 콘솔 사용자 번호 또는 연락처 번호 포함 )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Advanced 에 대한 추가 설계 지침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attendant−consoles/prod
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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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s 에 대한 용량 계획
다양한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Edition 및 각각의 기능에 대한 비교는 다음의 최신 Cisco
Unified Attendant Console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attendant−consoles/tsd−
products−support−series−home.html
Unified CM 클러스터 확장성에는 수많은 상호의존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Unified CM 클러스터의 적절한 크기 조정을 위해서는 Cisco 파트너나 Cisco 시스템 엔지니어가 다
수의 CTI 리소스 및 막대한 통화량을 포함하는 모든 설계를 검증하는 데 Cisco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 (https://www.cisco.com/go/cst) 를 사용해야 합니다 . 크기 조정 도구를 이용하면
Attendant Console 의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버 또는 클러스터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Cisco Paging Server
Cisco Paging Server 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조직 내 최대 50 대의 IP 전화에 단체로 음성 전용 메시
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Cisco Paging Server 는 기본 페이징 모드의 Singlewire InformaCast 입니
다 . 더 많은 수의 전화 또는 기타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거나 브로드캐스트를 예약하고 싶은 경우에
는 고급 알림 모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Cisco Paging Server 는 OVA(Open Virtual Appliance) 로 배포되며 VMware 내에서 가상 시스템으로
실행됩니다 . 이 가상 시스템은 Unified CM 가상 시스템과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Paging
Server 는 SIP, SNMP, AXL 및 CTI 를 사용하는 Unified CM 과 통신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당
하나의 Cisco Paging Server 가 지원됩니다 .
Cisco Paging Server 는 HTTP 를 사용하는 IP 전화기와 통신합니다 . Cisco Paging Server 9.0.1 부터
전화와 통신하는 데 HTTP 또는 CTI 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HTTP 모드에서 Cisco Paging
Server 는 각 IP 전화기 HTTP 서버에 명령과 자격 증명을 전송합니다 . IP 전화기가 이 자격 증명을
확인한 후 명령을 실행합니다 . CTI 모드는 Unified CM 을 통해 각 전화에 명령을 전송합니다 . CTI
모드에서는 Cisco Paging Server 가 각 요청과 함께 자격 증명을 전송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 전화기
는 웹서버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으며 명령은 더욱 신속하게 실행됩니다 . 또한 CTI 모드를 이용하
면 통화 중인 전화를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isco Paging Server 가 시작한 후 구성 가능한 시간이 지나면 SNM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연
결합니다 . Cisco Paging Server 는 기타 Unified CM 클러스터 멤버 IP 주소와 각 클러스터 멤버에 등
록된 전화 목록을 찾는 데 SNMP 를 사용합니다 . SNMP 통신이 완료되면 Cisco Paging Server 는 장
치 이름 , 설명 , 장치 풀 , 발신 검색 공간 , 디렉터리 번호 및 위치 등 각 등록된 전화에 관한 추가적
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AXL 을 사용합니다 . 이 정보는 수신자 그룹이라고 불리는 전화기의 논
리적 그룹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isco Paging Server 에서 수신자 그룹은 최대 50 대의
전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브로드캐스트는 언제나 Cisco Paging Server 에 대한 음성 통화처럼 시작됩니다 . Cisco Paging
Server 에서 이 통화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DialCast 라고 부릅니다 . DialCast 는 CTI 및 / 또는 SIP 를
통해 통화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CTI 의 경우 통화는 CTI 경로 포인트에 수신 및 제공됩니다
(Cisco Paging Server 는 착신 전화에 답하는데 CTI 포트가 필요하지 않음 ). SIP 의 경우 통화가 SIP
트렁크에서 Unified CM 을 출발합니다 . CTI 와 SIP 은 모두 유효하며 지원됩니다 . 하지만 Cisco 는
SIP 문제 해결이 CTI 문제 해결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CTI 보다는 SIP 통화 흐름을 권장합니다 .
Cisco Paging Server 는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여 IP 전화기로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 멀티캐스트 스
트림은 Cisco Paging Server 에서 생성되어 IP 전화기에서 수신됩니다 ( 그림 18−1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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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9

다수의 전화에 단체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Cisco Paging Server

Page #2 Group B

Page #1 Group A

Multicast RTP
Multicast RTP

HTTP signaling

HTTP signaling

Unified CM
SIP Trunk
CTI

Paging
Server

AXL and SNMP
DialCast call
Unicast RTP

348723

Paging Originator

그림 18−19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순서는 Cisco Paging Server 가 하나 이상의 IP 전화기에 대한 브로
드캐스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1.

발신자는 Unified CM 에서 사전 정의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 이 번호는 SIP 트렁크나 CTI 경
로 포인트를 통해 Cisco Paging Server 로 통화를 전송합니다 .

2.

Cisco Paging Server 는 해당 콜에 DialCast 통화처럼 응답합니다 .

3.

발신자는 낮은 톤의 정지 신호음을 듣게 됩니다 . Cisco Paging Server 는 이 신호음을 재생하는
동안 수신자 그룹의 각 전화에 HTTP 를 통해 명령을 전송합니다 . 이 명령은 각 전화에 멀티캐
스트 그룹에 통화참가를 요청합니다 .

4.

모든 전화기가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가하면 Cisco Paging Server 가 고음의 진행 신호음을 재생
합니다 . 발신자가 이 신호음을 들었다면 이것은 Cisco Paging Server 가 멀티캐스트 RTP 스트
림인 발신 IP 전화기에서 수신 전화기로 RTP 스트림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발
신자가 말을 하면 그 음성은 수신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

5.

발신자가 전화를 끊으면 Cisco Paging Server 에서 각 IP 전화기에 멀티캐스트 그룹을 떠나라는
요청을 전송하며 브로드캐스트가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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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aging Server 의 설계 고려 사항
전화 선택 및 Unified CM 기능 상호 작용
•

모든 Cisco IP 전화기가 Cisco Paging Server 와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목록을 확인하려
면 다음의 호환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singlewire.com/compatibility−matrix

•

브로드캐스트를 수신하려면 IP 전화기의 스피커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

Cisco Paging Server 는 DND( 방해사절 ) 를 인식하지 못하며 DND 가 활성화된 전화에도 전송합
니다 .

멀티캐스트 고려 사항
•

Cisco Paging Server 와 IP 전화기가 별도의 IP 서브넷에 있다면 그 두 서브넷 사이의 라우터가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위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

•

Cisco Paging Server에는 특정한 멀티캐스트 라우팅 방식(SM, DM, S−DM, SSM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일부 광역 네트워크 환경은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런 환경에서는 사이트
간에 GRE 터널이 구축되어 멀티캐스트 전송에 사용됩니다 .

•

멀티캐스트 미디어 스트림은 항상 G.711 mu−law 코덱을 사용합니다 . 다른 코덱은 허용되거나
지원되지 않습니다 .

•

RTP 흐름은 언제나 시작자로부터 Cisco Paging Server 로의 유니캐스트이며 그다음이 Cisco
Paging Server 에서 수신 전화기로의 멀티캐스트입니다 . Cisco Paging Server 가 중앙에서 배포
된다면 호출이 WAN 경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

•

Cisco Paging Server 멀티캐스트 미디어 스트림은 통화가 아닙니다 . 이 스트림은 RSVP 나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WAN 엔지니어는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기타 음성
흐름에 더해 이 멀티캐스트 미디어 스트림에 대한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하지만 시작자와
Cisco Paging Server 간 통화는 일반 음성 통화입니다 . 이 통화에는 일반 통화 허용 제어 제한이
적용됩니다 .

•

멀티사이트 배포를 하는 경우 Cisco 는 단일 기본 주소보다는 다양한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Paging Server 를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그 이유 중 하나는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멀티캐스트 통화참가가 주소 및 포트가 아닌 멀티캐스트 주소에만 효과
적이기 때문입니다 . 2 개의 브로드캐스트가 동시에 2 개의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경
우 양측의 전화기는 멀티캐스트 주소에만 IGMP 통화참가를 전송하게 됩니다 . 두 사이트가 동
일한 단일 주소를 사용한다면 두 브로드캐스트의 RTP 스트림이 양쪽 사이트로 전송됩니다 .

•

멀티캐스트 스트림은 IPSec 터널을 통과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암호화될 수 없습니다 .

•

서로 다른 전화 모델 및 펌웨어 버전이 서로 다른 IGMP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전환 구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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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 사항
•

DialCast로의 착신 전화는 G.711 mu−law 통화입니다. 다른 코덱을 사용하는 통화가 DialCast에
수신되면 트랜스코딩되어야 합니다 .

•

Cisco Paging Server 는 Unified CM 에 대한 CTI 연결을 유지하지 않지만 CTI 연결이 Unified CM
에 주는 부하는 매우 낮습니다 . 이 연결에 필요한 리소스는 클러스터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되
게 유지됩니다 .

•

Cisco Paging Server 는 서버와 전화 사이의 모든 방화벽이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

•

Cisco Paging Server 8.4 부터 , QoS 값이 Unified CM 기본값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 신호용은
DSCP CS3, 미디어용은 DSCP EF). 신호 (DSCP CS3) 는 CTI 및 SIP 트래픽에 적용되며 미디어
(DSCP EF) 는 SIP 및 CTI 에서 시작된 RTP 스트림을 비롯해 아웃바운드 멀티캐스트 RTP 스트
림에 적용됩니다 . Paging Server DSCP 값은 필드에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와 다른 DSCP 값
을 사용하려는 고객은 네트워크에서 Paging Server 트래픽을 다시 표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InformaCast Virtual Appliance Basic Paging 설치 및 사용자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paging−server/products−mainten
ance−guides−list.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8-50

2018 년 3 월 1 일

19

장

Cisco 음성 메시징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의 음성 메시징 솔루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
Cisco 음성 메시징 제품인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Unity Express 가 포함되며 이러한 제품
을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과 함께 배포하는 설계 지침 및 모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이 장에서는 또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타사 음성 메일 시스템과의 통합 측
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
이 설명서에서는 Unified CM 과 관련한 메시징 배포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지만 특히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배포에서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폴백 지원과 함께 사용될 때
와 관련하여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도 설명합니다 .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

음성 메시징 포트폴리오 , 19−2 페이지

•

메시징 배포 모델 , 19−3 페이지

•

메시징 및 Unified CM 배포 모델 조합 , 19−5 페이지

•

음성 메일 네트워킹 , 19−28 페이지

•

음성 메시징 모범 사례 , 19−32 페이지

•

타사 음성 메일 설계 , 19−47 페이지

이 장은 Cisco 메시징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각 제품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시작하고 엔터프라이즈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에서 각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
명합니다 . 그 다음 , 메시징 배포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음성 메일 통합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다양
한 메시징 배포 모델의 정의로 시작한 다음 각 메시징 배포 모델을 다양한 Unified CM 통화 처리 배
포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에
대해 논의하며 , Cisco Unity Express 가 지원되는 배포 모델의 경우 별도 섹션에서 논의합니다 . 핵
심 설계 지침에서는 Cisco 음성 메시징 제품 포트폴리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호 운용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가상 시스템 설계를 하는 동안 고려해야 할 중요 설계 요소와 함께 가상화도 설명합
니다 . 이 섹션에서는 트랜스코딩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의 다양한 통합을 비
롯한 많은 시스템 수준 설계 고려 사항 및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 또한 이 장에서는 지원되는 업
계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타사 음성 메일 통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장에서는 개괄적인 설계 논의 및 Unified CM 을 사용하여 음성 메시징 제품이 Unified CM 을 사
용하는 협업 시스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타사 메시징 및 텔레포
니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정보뿐만 아니라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계 지침은 다음 Cisco Unity
Connection 설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mpl
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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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시징 포트폴리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메시징 포트폴리오는 2 개의 기본 메시징 제품인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Unity Express 로 구성됩니다 . 각 제품은 서로 다른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만 서
로 중복되는 기능 및 확장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들 제품은 또한 음성 메일 네트워킹을 사용
하여 서로 상호 연동하는 기능으로 더 높은 확장성뿐만 아니라 음성 메일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며
이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논의합니다 .
이러한 제품 사용을 고려할 때는 제품에 해당하는 메시징 유형을 생각하여 어떤 메시징 옵션이 포
함되는지 파악하고 어떤 옵션이 배포 요구 사항에 적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다음은
이러한 메시징 유형을 설명하는 정의입니다 .
•

음성 메일 전용은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통해 음성 메일에 액세스하지 않는 텔레포니 음성 메

•

통합 메시징 (Integrated messaging) 은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통한 음성 메일 전용 액세스뿐만

•

통합 메시징 (Unified messaging) 은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통한 음성 메일 , 전자 메일 , 팩스뿐

일 통합을 말합니다 .

아니라 텔레포니 액세스가 가능한 음성 메일을 말합니다 .

만 아니라 텔레포니 액세스가 가능한 음성 메일을 말합니다 .

표 19−1 는 어떤 Cisco 제품이 이러한 메시징 유형을 지원하는지 보여줍니다 .
표 19-1

참고

제품별 지원 메시징 환경

메시징 유형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Unity Express

음성 메일 전용

예

예

통합 메시징 (Integrated
messaging)

예

예

통합 메시징 (Unified
messaging)

예

아니요

Cisco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한 통합 메시징 (Unified messaging)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단일 받은 편지함 , 19−4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은 위의 메시징 유형 및 정의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 메시징 제품 옵션입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이 옵션은 통합 메시징 (Unified Messaging) 및 통합 메시징 (Integrated Messaging), 음성 인식 ,
호전환 규칙을 사용자가 최대 20,000 명인 중간 규모 기업을 위한 관리가 쉬운 시스템에 결합
합니다 . 또한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Cisco Unity Connection 클
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VPIM( 인터넷 메일용 음성 프로파일 ) 네트
워킹을 사용하여 두 HTTPS 또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사용자 100,000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크에서 최
대 100,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Cisco Business
Edition 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은 사용자를 최대 1,000 명까
지 지원합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에서는 일반 Cisco Unity Connection 용량 계획 규
칙이 적용됩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화 처리를 위한 설계 고려 사
항 , 9−2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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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nity Express
이 옵션은 중소 기업 및 최대 500 명의 사용자가 있는 지사의 특정 Cisco Unified 서비스 라우터
(ISR) 에서 비용 효율적인 음성 및 통합 메시징 , 자동 전화 교환 및 대화형 음성 응답 (IVR) 기
능을 제공합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의 일부로 전개될 때 시스코 ISR 4321 에 컨테
이너로 전개된 통합 익스프레스는 최대 2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제품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는 다음에 있는 기능 비교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datasheet−listin
g.html
음성 메시징 제품 확장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 장의
음성 메시징 , 25−42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을 사용하여 Cisco Unity Connection 과
Cisco Unity Express 를 통합하는 설계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SIP 프
록시 서버 없이 직접 Cisco Unity Connection 통합을 지원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트렁
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는 음성 메일 전용 , 통합 메시징 (unified messaging), 통합 메시징
(integrated messaging) 구성 설계 항목을 설명합니다 . 또한 이 장에서는 Microsoft Exchange(2003,
2007 또는 2010) 를 사용하여 Cisco Unity Connection 을 배포하는 설계 측면에 대해 논의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및 Unity Express 는 외부 메시지 저장소에 대한 종속성이 없습니다 .
Cisco 가 아닌 타사 메시징 시스템과의 통합을 비롯하여 Cisco Unity Connection 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설계 정보는 다음 최신 버전의 Desig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mpl
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Cisco 가 아닌 타사 메시징 시스템과의 통합을 비롯하여 Cisco Unity Express 에 대한 추가적인 자
세한 설계 정보는 다음에서 해당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ty−express/index.html

메시징 배포 모델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과 Cisco Unity Express 의 다양한 메시징 배포 모델을 요약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및 다양한 메시징 구성 요소에 대한 배포 모델 및 설계 고려 사항
의 전체 논의는 다음의 최신 버전의 Desig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mpl
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Cisco Unity Express 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해당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ty−express/index.html
Cisco Unity Connection 은 세 가지 기본 메시징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
•

단일 사이트 메시징

•

중앙 집중식 메시징을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

분산 메시징을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Cisco Unity Express 도 다음 세 개의 기본 메시징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
•

단일 사이트 메시징

•

분산 메시징을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

Cisco Unified CME 를 통한 분산 메시징을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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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Express 는 최대 10 개의 Unified CME 에 중앙 집중식 음성 메시징을 지원합니다 . 자세
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
express/index.html 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nified CM 및 Unified CME 의 통화 처리 배포 모델은 Cisco Unity Connection 및 Unity
Express 의 메시징 배포 모델에 독립적이긴 하지만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고
려해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중복성은 활성 / 활성 구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Desig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mpl
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모든 메시징 배포 모델은 음성 메일 , 통합 메시징 (integrated messaging) 및 통합 메시징 (unified
messaging) 설치를 지원합니다 .

단일 사이트 메시징
이 모델에서는 메시징 시스템 및 메시징 인프라 구성 요소가 모두 동일한 고가용성 LAN 상의 동일
한 사이트에 있습니다 . 사이트는 단일 사이트 또는 고속 MAN( 대도시 네트워크 ) 을 통해 서로 연
결된 캠퍼스 사이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메시징 시스템의 모든 클라이언트도 단일 ( 또는 캠퍼
스 ) 사이트에 있습니다 . 이 모델의 특징적인 핵심 기능은 원격 클라이언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

중앙 집중식 메시징
이 모델에서는 단일 사이트 모델과 비슷하게 모든 메시징 시스템 및 메시징 인프라 구성 요소가 단
일 사이트에 있습니다 . 사이트는 하나의 물리적 사이트이거나 고속 MAN 을 통해 서로 연결된 캠
퍼스 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일 사이트 모델과는 다르게 중앙 집중식 메시징 클라이언트
가 로컬과 원격에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산 메시징
분산 메시징 모델은 하나의 공통 메시징 백본으로 배포된 여러 단일 사이트 메시징 시스템으로 구
성됩니다 . 여러 위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위치에 고유한 메시징 시스템 및 메시징 인프라 구성 요
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클라이언트 액세스는 각 메시징 시스템 로컬에서 이루어지고 메시징
시스템은 모든 위치를 포괄하는 메시징 백본을 공유합니다 . 완전 메시형 또는 허브 및 스포크형 메
시지 라우팅 인프라를 사용하는 메시징 백본을 통해 분산 메시징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전달됩니
다.
분산 메시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통 메시징 백본을 사용하는 여러 단일 사이트 메시징 모델입
니다 . 이 규칙의 예외는 PIMG(PBX−IP 미디어 게이트웨이 ) 및 TIMG(T1−IP 미디어 게이트웨이 )
통합입니다 . 이 문서에서는 PIMG 및 TIMG 통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 PIMG 또는
TIMG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최신 Cisco Unity Connection 통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nstal
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분산 메시징 모델은 로컬 및 원격 GUI 클라이언트 , TRaP, 메시지 다운로드 등에 대해 중앙 집중식
메시징과 동일한 설계 기준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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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 및 Unified CM 배포 모델 조합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메시징 배포 모델과 Unified CM 통화 처리 배포 모델의 통합에 대한 설계 고
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 표 19−2 은 Cisco Unity Connection 및 Unity Express 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메시징 및 통화 처리 배포 모델 조합을 보여줍니다 .
표 19-2

메시징 및 Unified CM 통화 처리 배포 모델에서 지원되는 조합

모델 유형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Unity
Express

단일 사이트 메시징 및 단일 사이트 통화 처리

예

예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및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예

아니요1

분산 메시징 및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예

예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및 분산 통화 처리

예

아니요 1

분산 메시징 및 분산 통화 처리

예

예

WAN 을 통한 클러스터 포함 중앙 집중식 메시징

예

아니요

WAN 을 통한 클러스터 포함 분산 메시징

예

예

1. Cisco Unity Express 에서는 Unified CME 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음성 메일 메시징이 지원되지만 Unified CM 통화 처
리 배포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및 Unified CM 배포 모델

•

Cisco Unity Express 배포 모델

각 항목에서 메시징 및 Unified CM 배포 모델 조합을 정의한 다음 , 해당 모델 조합의 설계 고려 사
항뿐만 아니라 해당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Cisco 음성 메일 메시징 제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각 제품에 대한 모든 조합을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 일부 예를 통해 각 제품에 대한 모
범 사례와 설계 고려 사항을 제공합니다 . 모든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며 기본 메시징 배
포 모델 및 Unified CM 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이트 분류 및 지원되는 메시징과 통화 처리 배포 모델 조합의 상세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은 다음 최신 버전의 Desig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mpl
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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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및 Unified CM 배포 모델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및 통화 처리 배포 모델에 대한 다양한 조합 중 일부
에 대해 논의합니다 .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및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중앙 집중식 메시징의 경우 음성 메시징 서버가 Unified CM 클러스터와 동일한 사이트에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의 경우 가입자가 클러스터 및 메시징 서버의 원격 및 로컬에 있을 수 있습
니다 . ( 그림 19−1 참조 ) 원격 사용자가 중앙 사이트에 있는 리소스 ( 예 : TEHO(Tail−End Hop−Off)
의 경우 음성 포트 , IP 전화기 , 또는 PSTN 게이트웨이 ) 에 액세스하면 이러한 통화는 게이트키퍼
통화 허용 제어에 투명합니다 . 따라서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지역 및 위치를 Unified CM 에 구성
해야 합니다 . ( 대역폭 관리 , 19−32 페이지 참조 ) IP 전화기 또는 MGCP 게이트웨이에 지역 간 전
화를 걸면 IP 전화기는 구성된 지역 간 코덱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
그림 19-1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하는 중앙 집중식 메시징

Central Site

Unified/Integrated
Messaging
Switch

101
Messaging System
Servers

100

PC
IP

IP

Transcoder

G.711

G.729

M

Unity
Connection

M
M

M

V

M

Region 1

RTP stream of Voice ports calls from
Region 2 to centralized Unity Connection.

IP WAN PSTN

Remote Site

Region 2
SRST or E-SRST

Unified/Integrated
Messaging
201

Switch

200

IP

IP

348724

PC

그림 19−1 에서 지역 1 과 지역 2 는 지역 내 통화를 위해 G.711 을 사용하고 지역 간 통화를 위해
G.729 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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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선 번호 200 에서 지역 1 에 있는 음성 메일 포트로 전화를 건 경우
엔드포인트에서 지역 간 G.729 코덱이 사용되지만 RTP 스트림은 음성 포트에서 G.711 을 사용하
도록 트랜스코딩됩니다 . Unified CM 트랜스코딩 리소스는 음성 메일 시스템과 동일한 사이트에
위치해야 합니다 .
AAR 에 의해 라우팅된 음성 메일 통화에서 RDNIS 전달 불능의 영향

중앙 집중식 메시징 환경에서 WAN 이 과잉 가입되었을 때 Unified CM 기능인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이 PSTN 을 통해 통화를 중앙 사이트에 있는 메시징 저장소로 라우팅할 수 있습
니다 . 그러나 통화가 PSTN 을 통해 재라우팅되면 RDNIS(Redirected Dialed Number Information
Service)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이 해당 메시징 클라이언트와 멀리 떨
어져 있는 경우 잘못된 RDNIS 정보로 인해 AAR 이 PSTN 을 통해 재라우팅한 음성 메일 통화가 영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DNIS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통화는 전화 건 사용자의 음성 사서함
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자동 전화 교환 프롬프트가 표시되고 발신자는 전화하려는 내선 번
호를 다시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작은 전화 통신업체가 네트워크에서 RDNIS 를 보장할
수 없을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 통신업체가 RDNIS 가 제대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데에
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 통신업체에 문의하여 회선에 대해 엔드 투 엔드로 보증된 RDNIS 전달
을 제공하는 확인하십시오 . 과잉 가입된 WAN 에서 AAR 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발신자가
과잉 가입 조건에서 다시걸기 신호음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Survivable Remote Site Voicemail
Cisco Unity Connection SRSV(Survivable Remote Site Voicemail) 는 중앙 집중식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Unity Connection 배포 모델에서 사용되며 WAN 중단 발생 시 지
점 사이트 사용자에 대해 음성 메일 서비스 존속성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이제
중앙 사이트에서 Cisco Unified Messaging Gateway 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SRSV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SRSV 는 Cisco Unity Express SRSV 를 대체하는 옵션입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정상적인 작동 중에 전화 및 사용자 사서함 정보를 지점 사이트 SRSV 서
버에 업데이트합니다 .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는 WAN 중단 발생 시 백업 자동 전화 교
환 및 음성 메일 스토리지 역할을 합니다 . 모든 응답하지 않는 수신 통화와 통화 중 수신 통화는 외
부 또는 내부 발신자가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로 착신 전환
됩니다 .
WAN 이 복원되면 지점 사이트 SRSV 에서 모든 음성 메일이 삭제되고 중앙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로 업로드됩니다 . 업로드가 완료되면 지점 사이트 SRSV 는 유휴 상태가 됩니다 . 모든 응답하
지 않는 수신 통화와 통화 중 수신 통화는 다시 중앙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로 착신 전환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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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V 배포 모델
다음 배포 모델은 SRSV(Survivable Remote Site Voicemail) 를 지원합니다 .
•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지점 사이트의 SRST 또는 E−SRST,
19−8 페이지

•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지점 사이트의 다중 E−SRST 또는
SRST 서버 , 19−9 페이지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지점 사이트의 SRST 또는 E-SRST

그림 19−2 에 표시된 것과 같이 중앙 사이트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기본 통화 처리 및 음성 메시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isco Unified CM 과 Unity Connection 을 포함합니다 . WAN 중단 발생 시를
대비해 지점 사이트에는 백업 통화 에이전트 및 음성 메시징 서버로 Cisco Unified E−SRST(Enhanc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및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가 설치됩니다 . 중앙 사
이트에 설치된 Cisco Unity Connection 은 모든 전화 및 음성 사서함 정보를 지점 사이트 SRSV 서버
에 업로드합니다 . SRST 또는 E−SRST 는 중앙 사이트와의 연결이 유지되는 동안은 유휴 상태가 됩
니다 . 지점 사이트가 중앙 사이트로부터 분리되고 전화와 Unified CM 간의 킵 얼라이브 타이머가
만료되면 응답이 없는 통화 및 통화 중 통화를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로 전송하도록 사전
구성된 E−SRST 또는 SRST 라우터가 지점 전화를 처리하게 됩니다 . 가입자는 WAN 이 중단된 동안
음성 메일에 액세스하여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 WAN 이 복원되면 모든 음성 메
시지가 중앙 Cisco Unity Connection 에 있는 가입자 사서함으로 업로드됩니다 .
그림 19-2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지점 사이트의 SRST 또는
E-S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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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지점 사이트의 다중 E-SRST 또는 SRST 서버

이 배포 모델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비슷하지만 부하 분산을 위해 지점 사이트에서 다중 E−SRST
및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가 페어링됩니다 ( 그림 19−3 참조 ). 관리자는 부하 분
산을 위해 지점 사이트 사용자를 Unified CM 의 서로 다른 두 SRST 참조를 사용하여 두 개의
E−SRST 서버에 수동으로 나눠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사서함 정보를 적절하게 페어
링된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로 푸시합니다 . 이 구성에서 각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는 단일 지점 E−SRST 에 사용자 사서함을 포함합니다 .
WAN 중단 발생 시 각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는 페어링된 E−SRST 라우터에서 착
신 전환된 통화를 처리합니다 . 첫 번째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WAN 이 복원되면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는 모든 음성 메일을 중앙 Cisco Unity Connection 에 있는 가입자 사서
함으로 업로드합니다 .
그림 19-3

중앙 집중식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지점 사이트의 다중 E-SRST 또
는 SRST 서버
Central site

Branch site

M

IP

M
M

M

Local
Network

M

IP Phones

Unified CM
WAN

IP

SRST
SRSV
Pair 1

Gateway
Local
Network

IP
IP

IP
IP Phones

IP Phones

참고

PSTN

IP

IP

SRST
SRSV
Pair 2

하나의 지점 사이트에서 단일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를 다중 E−SRST 서버와 페
어링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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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가능한 원격 사이트 음성 메일용 배포 지침
•

지원되는 원격 사이트의 최대 수는 중앙 Cisco Unified 연결 당 35 개입니다 . 각 가상 플랫폼 오
버레이가 있는 지원되는 원격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다음에서 가용한 Cisco Unified 연
결 지원 플랫폼 목록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
nstallation−guides−list.html

•

이 솔루션은 두 가지 폴백 방법 , SRST 와 E−SRST(Enhanced SRST) 모두를 지원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는 Cisco SRE(Services−Ready Engine) 900 및 910 블레이드
서버와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또는 UCS E 시리즈와 같은 모든 지원되는 Cisco
Unity Connection 플랫폼에서 실행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 및 SRST 또
는 E−SRST 라우터는 모두 WAN 이 중단되었을 때 SRST 라우터가 모든 제어 신호 처리를 하는
단일 논리적 단위로 표시됩니다 .

•

WAN 링크가 작동을 안하고 SRST 가 활성 상태이면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지점 서버가
활성화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유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Unity Connection SRSV 간 연결 보안을 위해 HTTP over
SSL(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을 사용하십시오 .

SRSV 는 다음 활동을 하는 동안 WAN 링크에서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Cisco Unity Connection SRSV 로 구성 업로드

•

WAN 링크가 복원되었을 때 지점 Cisco Unity Connection SRSV 서버에서 중앙 Cisco Unity
Connection 으로 음성 메시지 업로드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분산 메시징
분산 메시징은 텔레포니 환경 내에 여러 메시징 시스템이 배포되어 있으며 각 메시징 시스템이 로
컬 메시징 클라이언트에만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메시징 시스템
으로부터 로컬 및 원격에 있는 경우 모두를 지원하는 중앙 집중식 메시징과 다릅니다 .
그림 19−4 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하는 분산 메시징 모델을 보여줍니다 . 다른 멀티사이트 통
화 처리 모델에서와 같이 WAN 대역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E−SRST 모드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가 IP 전화기 및 Cisco Unity
Connection 음성 메일 포트 둘 다의 통화 처리 백업에 사용됩니다 . 원격 사이트 ( 예 : 그림 19−4 에
있는 지역 2) 에 배포되는 이 폴백 지원은 WAN 장애와 같이 전화기가 Unified CM 과 연결이 끊긴
경우 백업 통화 처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원격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에게 WAN 장애 시 MWI 지원
뿐만 아니라 로컬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에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E−SRST 모드에 대한 더 자
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survivable−remote−site
−telephon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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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분산 메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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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 구성의 경우에 트랜스코더 리소스는 각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지 시스템 사이트 로
컬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 1 과 2 는 지역 내 통화에 G.711 을 사용하고 지역 간 통화에 G.729 를 사
용하도록 구성됩니다 .
두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 모두를 위한 음성 메시징 포트에는 Unified CM 서버에 구성된 발신
검색 공간 및 장치 풀을 사용하여 적절한 지역 및 위치를 할당해야 합니다 . 또한 텔레포니 사용자
를 특정 그룹의 음성 메일 포트와 연결하려면 Unified CM 음성 메일 프로파일을 구성해야 합니다
. 발신 검색 공간 , 장치 풀 , 음성 메일 프로파일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용 관리 가이드의 해당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Cisco Unity Connection 은 디지털 및 HTTPS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WAN 상에 배포된 멀
티 Unity Connection 클러스터가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킹을 사용하
여 멀티 Unity Connection 클러스터는 공통 디렉터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멀티
클러스터의 사용자는 서로 음성 메일을 남길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클러스터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와 같은 회사 디렉터리와 통합하여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고 동
시에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디렉터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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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T 를 포함한 Cisco Unity Connection

E−SRST 는 원격 사이트에 위치하고 중앙 사이트에 있는 Unified CM 에 등록된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가 원격 사이트에 있는 E−SRST 로 폴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WAN 링크가 작동하
지 않고 전화기가 E−SRST 라우터로 장애 조치되면 Cisco Unity Connection 음성 메일 포트도
E−SRST 모드로 장애 조치되어 원격 사이트 사용자가 WAN 이 중단된 동안 MWI 를 사용하여 본인
의 음성 메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Unified CM 에서 E−SRST 모드로 또는 그 반대로 장애 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MWI 를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로부터 다시 동기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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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메시징 배포 모델
이전 섹션에 나열된 모든 지침을 배포에 준수한 경우 동일 배포에서 메시징 모델을 결합할 수 있습
니다 . 그림 19−5 는 중앙 집중식 및 분산 메시징이 동시에 사용된 사용자 환경을 보여줍니다 .
그림 19-5

결합된 배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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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5 는 두 메시징 모델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 지역 2 에서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통한
분산 메시징을 사용하는 반면 지역 1 과 3 에서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통한 중앙 집중식 메시
징을 사용합니다 . 모든 지역은 지역 내 통화에 G.711 을 사용하고 지역 간 통화에 G.729 를 사용하
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림 19−5 에서 중앙 사이트와 사이트 3 간에는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및 중앙 집중식 통화 신호 처리
가 사용됩니다 . 중앙 사이트에 있는 메시징 시스템은 중앙 사이트와 사이트 3 둘 다에 있는 클라이
언트를 위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이트 2 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하는 분산 메시징
모델을 사용합니다 . 사이트 2 에 위치한 메시징 시스템 (Unity Connection 2) 은 사이트 2 내에 있는
사용자만을 위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배포에서 두 모델은 모두 이 장에 나와 있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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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설계 지침을 준수합니다 . 트랜스코딩 리소스는 각 메시징 시스템 사이트 로컬에 위치하고 사
이트 2 사용자가 중앙 사이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과 같은 경우에 원격 사이트 ( 메시징
시스템과 관련 ) 에서 메시징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
또한 E−SRST 모드는 IP 전화기와 Cisco Unity Connection 음성 메일 포트 둘 다의 통화 처리 백업
에 사용됩니다 . 원격 사이트 ( 예 : 그림 19−5 에 있는 지역 2) 에 배포되는 이 폴백 지원은 WAN 장
애와 같이 전화기가 Unified CM 과 연결이 끊긴 경우 백업 통화 처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원격 사이
트에 있는 사용자에게 WAN 장애 시 MWI 지원뿐만 아니라 로컬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에 액
세스를 제공합니다 . E−SRST 모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survivable−remote−site
−telephony/index.html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메시징
이 섹션에서는 WAN 을 통한 Unified CM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며 로컬 장애 조치를 지원하는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배포의 Cisco Unity Connection 설계 문제점에 대해 다룹니다 . 이 모델에서 WAN 장
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원격 메시징 사이트는 WAN 이 복원되기 전까지 음성 메일 기능을 못하
게 됩니다 . ( 그림 19−6 참조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은 로컬 장애 조치를 지원합니다 . 로컬 장애 조치를 갖추면 각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백업 가입자 서버를 두게 됩니다 . 이 섹션에서는 WAN 을 통
한 클러스터링에 대해 로컬 장애 조치를 갖춘 Cisco Unity Connection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배포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추가 정보는 IP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 10−4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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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6

Cisco Unity Connection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및 로컬 장애 조치를 갖춘 WAN 을 통한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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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된 서버 간의 최소 대역폭 요구 사항은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 10−47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
Unified CM 을 사용하는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은 Cisco Unity Connection 처럼 8 개 사이트까지
지원합니다 . 음성 메일 포트는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시스템이 위치한 사이트에만 구성됩
니다 ( 그림 19−6 참조 ). 음성 메일 포트는 WAN 을 통해 원격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사이트에 있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기본 사이트의 모든 음성 메일 리소스에 액세스합니다 . 음성
포트를 WAN 을 통해 원격 사이트에 구성하는 것은 WAN 장애 발생 시에 원격 사이트에서 중앙 집
중식 메시징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가 없으므로 이점이 없습니다 . 대역폭으로 인해 음성 메일 포트
의 TRaP 는 비활성화되며 , 모든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음성 메일 메시지를 로컬 PC 에 다운로드해
야 합니다 ( 통합 메시징 (unified messaging)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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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분산 메시징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서버 또한 배포된 로컬 장애 조치 사이트는 중앙 집중식 메시징 모
델과 비슷하게 로컬 Unified CM 가입자 서버에 음성 포트가 배포됩니다 . 음성 포트 구성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음성 포트 통합 , 19−40 페이지 및 전용 Unified CM
백업 서버를 사용한 음성 포트 통합 , 19−4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그림 19-7

Cisco Unity Connection 분산 메시징 및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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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분산 메시징을 구현하는 경우에 클러스터의 각 사
이트에 메시징 인프라 구성 요소를 포함한 자체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서버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이트에 로컬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이트에 원격 메시징 서버를 사용하는 로컬 메시징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에 이 배포는 분산 메
시징 및 중앙 집중식 메시징의 조합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 결합된 메시징 배포 모델 , 19−13 페
이지 참조 ) 이 모델에서 WAN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 집중식 메시징을 사용하는 모든 원격 사
이트는 WAN 이 복원되기 전까지 음성 메일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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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메시징 서버가 없는 각 사이트는 사이트의 모든 메시징 클라이언트를 위해 단일 메시징 서버
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이트가 동일한 메시징 서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를 들
어 , 사이트 1 과 사이트 2 에 각각 1 개의 로컬 메시징 서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그런 경우 , 사이
트 4 의 모든 클라이언트는 사이트 1 의 메시징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사이트 3 의 모든 클라
이언트는 사이트 2 의 메시징 서버를 사용 ( 사이트 2 의 메시징 서버에 등록 ) 할 수 있습니다 . 로
컬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는 트랜스코더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다른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이트 간 통화는 게이트키퍼 통화 허용 제어에 투명
하므로 통화 허용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Unified CM 에 지역 및 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 ( 대역폭
관리 , 19−32 페이지 참조 )
분산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도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징 중복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과 관련하여 메시징 중복에 대해 논의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는 메시징 중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Unity Connection 은 활성 / 활성 중복 서버 쌍인 두 서버 ( 기본 및 보조 ) 로 구성된 활성 − 활
성 중복 모델로 메시징 중복 및 부하 분산을 지원하며 이 모델에서는 기본 및 보조 서버 둘 다 HTTP
및 IMAP 요청뿐만 아니라 통화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
의 Desig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mpl
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그림 19−8 은 Cisco Unity Connection 활성 / 활성 메시징 중복을 보여줍니다 .
그림 19-8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의 중복

Unity
Connection
Active

Unity
Connection
Active

271573

Switch

Cisco Unity Connection SIP 트렁크를 구현하려면 메시징 중복 기능을 위해 통화 포킹 (forking) 이
필요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는 다중 대상 SIP 트렁크 기능을 지원합니다 .
이 다중 대상 SIP 트렁크 기능을 사용하면 관리자는 Cisco Unified CM 및 Cisco Unity Connection 간
에 완전 메시형 트렁킹 기능을 정의하여 중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 서버당 한 개씩 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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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개의 별도 SIP 트렁크를 구성하고 동일 경로 목록에 연결된 동일 경로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
니다 . 경로 그룹은 통화가 기본 Unity Connection 으로 전송되고 오버플로 통화는 보조 Unity
Connection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향식 순서로 구성해야 합니다 .
참고

Cisco Unity Connection 장애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Cisco Unified CM SIP 트렁크에서 SIP
OPTIONS Ping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장애 조치 및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Cisco Unity Connection 로컬 장애 조치를 배포하는 경우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메시징 , 19−14 페이지 및 WAN 을 통한 클러스
터링을 포함한 분산 메시징 , 19−16 페이지에 설명된 동일한 설계 사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 기본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의 음성 포트는 정상적인 작동 중에 WAN 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림 19−9 는 Cisco Unity Connection 로컬 장애 조치를 보여줍니다 . 기본 및 보조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는 둘 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사이트에 위치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장애 조
치는 Unified CM 에 대해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원격 사이트 수만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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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9
Site 1

Cisco Unity Connection 로컬 장애 조치 및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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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Connection 중복 및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Cisco Unity Connection 은 중복을 위한 활성 / 활성 및 활성 / 대기 클러스터링을 지원하고 WAN 을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활성 / 활성 또는 ' 고가용성 ' 구성은 고가용성 및 중복을 제공합니다 . 활
성 / 활성 쌍의 두 서버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의
HTTP 및 IMAP 요청뿐만 아니라 통화를 처리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기본 서버는 활성 / 대
기 배포에서 모든 수신 통화 및 관리 변경 사항을 처리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보조 서버가 통화
를 처리하는 경우는 기본 서버가 오류 상태이거나 기본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때뿐입니다 . 클러
스터의 각 서버는 WAN 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 배포할 수 있으며 다음은 필수 설계 고려 사항입니
다 . 그림 19−10 은 지역적으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에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Cisco
Unity Connection 배포를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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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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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이트 간에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Cisco Unit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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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 사이트에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를 배포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지연 및 대역폭
요구 사항입니다 .

참고

•

여러 사이트에 있는 활성 / 활성 쌍 간에 최대 100 ms RTT

•

여러 사이트에 있는 활성 / 대기 쌍 간에 최대 150 ms RTT

•

50 개 포트마다 최소 7Mbps 대역폭 필요 ( 예를 들어 , 250 개 포트는 35Mbps 가 필요함 )

대역폭 및 대기 시간 요구 사항은 Cisco Unity Connection 버전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체 요구 사항은 다음 System Requirements for Cisco Unity Connection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nstal
lation−guides−list.html

참고

Cisco Unity Connection 클러스터 기능은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에서도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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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한 중앙 집중식 메시징
Cisco Unity Connection 을 또한 멀티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한 중앙 집중식 메시징 구성에 배
포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9−11 참조 ). 멀티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한 다중 통합 및 MWI 고
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과 통합 , 19−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그림 19-11

멀티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한 Cisco Unity Connection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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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1 의 구성에서 클러스터 1 사이트와 클러스터 2 사이트에 있는 메시징 클라이언트는 물
리적으로 클러스터 1 에 위치한 Cisco Unity Connection 메시징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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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Express 배포 모델
이 섹션은 Cisco Unity Express 의 제품 관련 정보를 설명하는 간략한 개요로 시작합니다 . 다음으로
배포 모델 섹션에서는 Cisco Unity Express 가 지원하는 3 가지 배포 모델과 관련하여 중앙 집중식
및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분산 음성 메시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일부 배포 특성 및 설계 지
침을 설명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ty Express 와 Unified SRST 또는 E−SRST 모
드 간 및 Cisco Unity Express 와 Unified CM 간에 사용되는 신호 처리 통화 흐름 및 다양한 프로토
콜에 대해 논의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개요
Cisco Unity Express 는 Cisco ISR( 통합 서비스 라우터 ) 의 Cisco 네트워크 모듈에서 실행되는
Linux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 Cisco Unity Express 는 엔트리 수준의 AA( 자동 전화 교환 ) 및 음
성 메일 솔루션으로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SRST 또는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릴리스에
서 Cisco Unity Express 는 Unified CME 또는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라우터와 함
께 상주하도록 배포가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Cisco IOS Release 12.3(11)T 에서 도입된
H.323−SIP 통화 라우팅 기능을 사용하면 Cisco Unity Express 및 SRST 또는 Unified CME 가
Unified CM 또는 Unified CME 에 각각 배포될 때 두 개의 별도 라우터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Express 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에 연결할 때 JTAPI 를 사용하고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와 통신할 때 SIP 를 사용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에서 지원되는 하드웨어 플랫폼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품 릴리
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express/products−release−
notes−list.html
Unified CM 및 Unified CME 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중 통화 처리 에이전트의 통합 ,
9−3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ME 에서 지원되는 배포 모델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해당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설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express/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배포 모델
Cisco Unity Express 는 단일 사이트로 배포하거나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또
는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 를 위한 분산 음성 메일 및 AA( 자동 전화 교환
) 솔루션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Cisco Unity Express 에는 다음을 비롯한 모든 Cisco
Unified CM 배포 모델이 지원됩니다 .
•

단일 사이트 배포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한 멀티사이트 배포

그림 19−12 는 Cisco Unity Express 를 포함하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를 보여주고 그림 19−13
은 분산 통화 처리 배포를 보여줍니다 .
Unified CM 에서 제어하는 다른 사이트뿐만 아니라 Unified CME 에서 제어하는 Cisco Unity
Express 사이트는 SIP 트렁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Express
가 Unified CM 또는 Unified CME 와 통합될 수는 있지만 두 가지와 동시에 통합될 수는 없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9-22

2018 년 3 월 1 일

19 장

Cisco 음성 메시징

참고

메시징 및 Unified CM 배포 모델 조합

Cisco Unity Express 는 최대 10 개의 Unified CME 를 갖춘 중앙 집중식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
그림 19-12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의 Cisco Unity Express

Cisco Unity Express,
SRST, or E-SRST
Cisco
Unified CM

Centralized Unity
Connection
Server

M
M

IP

IP

IP

M

M

VoIP
WAN

M

V

V
IP

IP

IP

IP

IP

IP

348727

PSTN

Cisco Unity Express,
SRST, or E-SRST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19-23

19 장

메시징 및 Unified CM 배포 모델 조합

그림 19-13

Cisco 음성 메시징

분산 통화 처리 배포의 Cisco Unity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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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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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Express 를 사용하는 배포 모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모델이며 이 경우 Cisco Unity Express 가 작은 원격 사무실에 분산
음성 메일을 제공하고 중앙 Cisco Unity Connection 시스템이 주 캠퍼스 및 큰 원격 사이트에 음성
메일을 제공합니다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Unified CM 네트워크 배포에 해당되는 경우 Cisco Unity Express 를 분산 음
성 메일 솔루션으로 사용하십시오 .
•

WAN 가용성과 관계없이 음성 메일 및 AA 액세스 존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

중앙 음성 메일 서버로의 WAN 을 통과하는 음성 메일 통화를 지원하기에는 사용 가능한 WAN
대역폭이 불충분합니다 .

•

로컬 커뮤니티에 게시된 AA 또는 지점 사이트 PSTN 전화 번호의 지역 통화권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전화 번호로 요금 청구 없이 중앙 AA 서버에 도달하도록 전화할 수 없습니다 .

•

지점 사무실로 건 PSTN 통화가 지점 AA 에서 동일 사무실의 로컬 내선 번호로 호전환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

•

관리 방침상 원격 위치에서 음성 메일 및 AA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다음 특성 및 지침이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 Unified CM 배포의 Cisco Unity Express 에 적용됩니다 .
•

단일 Cisco Unity Express 를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JTAPI 애플리케이션 및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QBE(Quick
Buffer Encoding)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Unified CM 과 통합됩니다 . CTI 포트 및 CTI 경로 포인
트가 Cisco Unity Express 음성 메일 및 AA( 자동 전화 교환 )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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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CTI 경로 포인트가 Cisco Unity Express 용 Unified CM 에서 정의됩니다 .
– 자동 전화 교환 진입 포인트 (Cisco Unity Express 는 최대 5 개의 개별 AA 를 포함할 수 있으

므로 최대 5 개의 다른 경로 포인트가 필요할 수 있음 )

– 음성 메일 파일럿 번호
– GMS( 인사말 관리 시스템 ) 파일럿 번호 ( 선택 사항 , GMS 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

로 포인트를 정의할 필요 없음 )

•

Unified CM 에서 Cisco Unity Express 에 지원되는 CTI 포트 및 사서함 수는 하드웨어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Unity Express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ty−express/datasheet−listin
g.html

•

지원되는 최대 사서함 수보다 많은 사서함이 필요한 Cisco Unity Express 배포의 경우에는
Cisco Unity Connection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

•

각 Cisco Unity Express 사서함을 최대 두 개의 다른 내선 번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

•

Cisco Unity Express 가 배포된 사무실을 위한 자동 전화 교환 기능은 사무실 로컬 (Cisco Unity
Express 에 있는 AA 애플리케이션 사용 ) 에 위치할 수도 있고 중앙 ( 음성 메일 전용 Cisco
Unity Express 사용 ) 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를 VPIM( 인터넷 메일용 음성 프로파일 ) 버전 2 를 통해서 다른 Cisco Unity
Express 또는 Cisco Unity Connection 과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Cisco Unity
Express 가입자가 또 다른 원격 Cisco Unity Express 또는 Cisco Unity Connection 가입자와 메시
지 송신 , 수신 또는 착신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ty Express 에서는 장애 조치용으로 최대 3 개의 Unified CM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
개의 Unified CM 에 대한 IP 연결이 모두 끊어진 경우 Cisco Unity Express 가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통화 신호 처리로 전환되어 지점 사무실로 걸려온 IP 전화기 및 PSTN
통화에 사서함 액세스뿐만 아니라 AA 통화 응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자동 전화 교환은 내선 번호로 전화 걸기 및 이름으로 전화 걸기 기능을 지
원합니다 . 내선 번호로 전화 걸기 작업을 사용하면 발신자가 네트워크에 있는 임의의 사용자
엔드포인트로 통화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름으로 전화 걸기 작업은 Cisco Unity Express 내
부 디렉터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외부 LDAP 또는 Active Directory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

•

Unified CM 을 사용하는 중앙 집중식 Cisco Unity Express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SIP 전화기를 제어하는 Cisco Unified CM 또는 Unified CME 를 포함하
지 않는 순수한 SIP 네트워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별도의 Unified CME 나 SRST 라우터 또는 별도의 PSTN 게이트웨이에는 Cisco Unity Express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E 또는 SRST 에서 분리된 라우터에 Cisco Unity Express 가 배포할 때 H.323−SIP 라
우팅을 위해 명령어 allow−connections h323 to sip 를 구성하십시오 .

그림 19−14 는 Unified CM 및 Cisco Unity Express 간의 통화 흐름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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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4

Cisco 음성 메시징

Cisco Unity Express 와 Unified CM 간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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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JTAPI (CTI-QBE)

114709

V

H.323 or MGCP
SCCP or SIP
RTP

그림 19−14 는 다음의 신호 처리 및 미디어 흐름을 보여줍니다 .
•

전화기는 Unified CM 에서 SCCP 또는 SIP 를 통해 제어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Unified CM 에서 JTAPI(CTI−QBE) 를 통해 제어됩니다 .

•

전화에 있는 MWI(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는 사서함 내용 변경 사항을 CTI−QBE 를 통해
Unified CM 에게 통신하는 Cisco Unity Express 및 램프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MWI 메시지
를 전화기로 전송하는 Unified CM 의 영향을 받습니다 .

•

음성 게이트웨이는 H.323, SIP 또는 MGCP 를 통해 Unified CM 에게 통신합니다 .

•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스트림 흐름은 엔드포인트 간에 음성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

그림 19−15 는 WAN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SRST 또는 E−SRST 모드용 라우터와 Cisco Unity
Express 간 통화 흐름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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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5

Cisco Unity Express 와 SRST 또는 E-SRST 용 라우터 간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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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5 는 다음의 신호 처리 및 미디어 흐름을 보여줍니다 .

참고

•

전화기는 SRST 또는 E−SRST 모드용 라우터에서 SCCP 또는 SIP 를 통해 제어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내부 SIP 인터페이스를 통해 SRST 라우터와 통신합니다 .

•

이전 릴리스의 Cisco Unity Express 에서는 MWI 변경 사항이 SRST 모드에서 지원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작동 중에서처럼 음성 메시지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화기의 MWI
램프 상태는 전화기가 Unified CM 에 다시 등록되기 전까지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
다 . 등록이 되면 모든 MWI 램프 상태가 사용자의 Cisco Unity Express 음성 메일 사서함의 현
재 상태와 자동으로 재동기화됩니다 . Cisco Unity Express 는 SRST 모드용 MWI 도 지원합니
다.

•

Cisco Unity Express 는 Unified CME 및 SRST 모드에서 SIP 가입자 / 통보 및 요청하지 않은 통
보를 지원하여 MWI 알림을 생성합니다 .

•

RTP 스트림 흐름은 엔드포인트 간에 음성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

•

SRST 는 MWI 알림을 수신하도록 등록된 각 ephone−dns 의 MWI 를 위해 Cisco Unity Express
에 가입합니다 .

Unified CM MWI(JTAPI) 는 SIP MWI 방식과 독립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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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일 네트워킹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Unity Express 를 비롯한 음성 메일 네트워킹의 특
정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음성 메일 네트워킹을 사용하면 가입자 ( 음성 메일 사용자 ) 가 포함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 및 VPIM( 인터넷 메일용 음성 프로파일 ) 버전 2 프로토콜 일부를 사용하여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Unity Express 와 같은 시스템 간에 음성 메일 메시지 전송 , 수신 , 응답 ,
착신 전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두 음성 메일 메시징 제품은 VPIM 메시징을 사용하여 서로 간에
상호 운용성을 지원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음성 메일 네트워킹
Cisco Unity Express 는 메시지 라우팅을 위해 VPIM 을 사용하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 SMTP 를 사
용하여 Cisco Unity Connection 과 통신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음성 메일 네트워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

가입자는 시작 시스템에 구성된 위치에 대해 또 다른 원격 Cisco Unity Express 또는 Cisco Unity
Connection 과의 메시지 수신 , 전송 및 착신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는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원격 메시지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

•

가입자는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시작된 배포 목록 또는 개별 메시지 수신자일 수 있습니
다.

특정 제품을 사용한 음성 메일 네트워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해당 음성 메일 제품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main
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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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Cisco Unity Connection 클러스터 또는 네트워크 간 상호 운용성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크 , HTTPS 네트워크 , 독립 실행형 서버 또는 클러스터 등 )
은 다른 Cisco Unity Connection(digital network or HTTPS network) 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여 사용자
가 총 노드 ( 클러스터 또는 독립 실행형 서버 ) 수를 25 개까지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렉터
리를 공유하고 간편하게 관리하며 다른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네트워킹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은 디렉터리 복제 및 메시지 전송에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를 사용합니다 . 그림 19−16 에 표시된 대로 여러 Unity Connection 노드가 디렉터리 정보를 공유하
기 위해 완전 메시형 토폴로지에 참가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킹에서는 완전
메시형 토폴로지만 지원됩니다 .
네트워킹을 위해 완전 메시형 토폴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드 간 정보 전송을 위한 단일 홉만
필요하지만 링크 수는 노드 수만큼 증가합니다 .
그림 19-16

디지털 네트워킹
Cisco Unity Connection Cluster

Cluster A

Cluster B

Cluster C

348729

Directory replication
via SMTP

다음은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킹 배포 시 고려해야 할 지침입니다 .
•

각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크는 최대 10 개 서버를 지원합니다 .

•

단일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크는 최대 100,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하지만
VPIM( 인터넷 메일용 음성 프로파일 )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다중 디지털 네트워크를 연결하
면 더 많은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는 Cisco Unity
Connection 노드에서 Cisco Unity Connection 7.0 이 실행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
는 50,000 명입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하나는 한 개의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크에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

•

다중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크는 VPIM 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각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네트워크에는 교두보 또는 사이트 게이트웨이로 정의된 한 개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 교두보 또는 사이트 게이트웨이는 다른 디지털 네트워크와 통신할 때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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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네트워킹
HTTPS 네트워킹은 트리 구조에서 데이터 복제가 가능한 허브 및 스포크 토폴로지를 사용합니다 .
허브는 모든 리프 스포크의 단일 통신 포인트입니다 . 모든 디렉터리 복제는 HTTPS 프로토콜을 사
용하는 허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각 스포크는 허브에서 디렉터리 정보를 수집하는 리프 노드이
며 단일 스포크는 한 개의 허브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9−17 에 표시된 대로 , 스포크 클러
스터 A 와 B 는 허브 클러스터 H 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클러스터 A 에서 디렉토리 정보를 가져와
야 하는 경우 노드 H 에 쿼리를 전송합니다 . 허브 노드 H 가 고유 정보와 노드 B 의 디렉터리 정보
를 노드 A 에 복제합니다 .
그림 19-17

HTTPS 네트워킹
Cisco Unity Connection
Cluster

Cluster H (Hub)

Cluster A (Spoke)

Cluster B (Spoke)

348730

Directory replication
via HTTPS

다음은 Cisco Unity Connection HTTPS 네트워킹 배포 시 고려해야 할 지침입니다 .
•

단일 Unity Connection 노드 또는 클러스터는 한 개의 HTTP(S) 네트워크에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

•

단일 HTTPS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최대 100,000 명의 사용자와 150,000 개의 연락처를 지원할
수 있지만 VPIM( 인터넷 메일용 음성 프로파일 )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여러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크를 함께 연결하면 100,000 명 이상의 사용자 및 / 또는 연락처를 지원할 수 있
습니다 .

•

단일 HTTPS 네트워크 시스템은 단일 사이트를 지원하고 각 사이트는 최대 25 개 노드를 포함
할 수 있지만 VPIM 을 사용하여 여러 HTTPS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HTTPS 네트워킹을 지원하려면 모든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가 버전 10.0 이상이어야 합
니다 .

•

HTTPS 네트워크에서 Cisco Unity Connection 위치는 허브 및 스포크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함
께 연결됩니다 . 한 개 위치로 가는 직접 HTTPS 링크 수는 5 개 이하여야 합니다 .

•

HTTPS 네트워킹을 동일한 사이트에서 디지털 네트워킹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단일
HTTPS 네트워크는 VPIM 을 사용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각 Cisco Unity
Connection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크에는 교두보 또는 사이트 게이트웨이로 정의된 한 개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 교두보 또는 사이트 게이트웨이는 다른 디지털 또는 HTTP(S) 네트워
크와 통신할 때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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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동기화는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HTTPS 네트워크에 추가된 다음에 발생합니다. 디렉터리
데이터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재동기화가 발생합니다 . HTTPS 네트워킹은 수동 및 자동 전체
동기화 및 재동기화를 모두 지원합니다 . 자동 동기화의 주기적 간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디렉터리 복제는 Unity Connection 의 게시자 노드를 통해 발행합니다 . 게시자 노드가 작동하
지 않으면 게시자 노드를 통한 디렉터리 복제가 중지되고 가입자 노드에서 데이터 복제를 제
공합니다 .

이러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Networking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main
tenance−guides−list.html

Cisco Unity Connection 가상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는 컴퓨팅 , 네트워킹 , 스토리지 액세스 및 가상화를 TCO(
총 소유 비용 ) 를 절감하고 비즈니스 기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결합 시스템으로 통합
시킨 차세대 데이터 센터 플랫폼입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Cisco Unified Computing 시스
템을 사용하여 VMware 를 통해 가상화를 지원합니다 .
다음은 Cisco Unity Connection 가상화에 적용되는 핵심 설계 고려 사항입니다 .

참고

•

최대 20,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 에는 선택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플랫
폼이 포함됩니다 . 다른 플랫폼은 사양 기반 하드웨어 지원 정책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
다.

•

가상화에는 VMware ESXi 가 필요합니다 .

•

활성 / 활성 클러스터의 서버는 별도의 블레이드에 있어야 하며 다른 섀시에 있는 것이 좋습니
다.

VMware vSphere ESXi 5.1 이전에서는 VMware ESXi 하이퍼바이저 / 스케줄러용으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코어가 예약되어야 합니다 . VMware vSphere ESXi 5.5 이상에는 가상 시스템 대기 시간
을 줄이기 위한 대기 시간 민감도 (Latency Sensitivity)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기 시간 민감
도가 높은 값으로 설정된 경우 ESXi 하이퍼바이저 / 스케줄러에 대해 사용되지 않은 프로세서 코
어를 예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상화된 시스템에서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Cisco Unity Connection 배포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가상화된 서버에서의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가상 서버에 통합 커
뮤니케이션 배포 , 10−55 페이지 섹션에도 나와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가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Desig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impl
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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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시징 모범 사례
이 섹션에서는 제품의 중요한 측면으로 솔루션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
부 일반적인 모범 사례 및 지침에 대해 논의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Unity Express
를 서로 다른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Unified CM 과 함께 Cisco Unity Connection 을 배포하기 위한 모범 사례
이 섹션은 Cisco Unity Connection 에 적용됩니다 . Cisco Unity Expres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ty Express 배포 모범 사례 , 19−4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대역폭 관리
Unified CM 은 대역폭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Unified CM 은 지역 , 위치 및 게이
트키퍼 사용을 통해서 WAN 링크를 통한 음성 통화 수가 기존 대역폭에 과잉 가입되어 음성 품질
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Unified CM 을 사용하여 대역폭을 관
리하고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통화 또는 음성 포트가 WAN 링크를 지나는 환경에 Cisco Unity
Connection 을 배포하면 이러한 통화는 게이트키퍼 기반 통화 허용 제어에 투명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에서 분산 클라이언트 ( 분산 메시징 또는 분산 통화 처리 ) 를 제공하거나 Unified
CM 이 원격으로 위치하는 경우 ( 분산 메시징 또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 Unified CM 은 통화 허용 제어를 위해 지역 및 위치를 제공합니다 .
그림 19−18 에서는 작은 중앙 집중식 메시징 및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 가
능한 대역폭 관리를 위해 지역 및 위치가 함께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지역 및 위치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19-32

2018 년 3 월 1 일

19 장

Cisco 음성 메시징

음성 메시징 모범 사례

그림 19-18

위치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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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8 에서 지역 1 과 지역 2 는 지역 내 통화를 위해 G.711 을 사용하고 지역 간 통화를 위해
G.729 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역 1 및 2 는 모두 24kbps 로 설정합니다 . 위치 대역폭
은 지역 간 통화에 대해서만 예산이 책정됩니다 .
지역 내 (G.711) 통화는 위치를 위해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대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내선 번호 100 에서 내선 번호 101 에 전화를 거는 경우에 이 통화는 위치 1 을 위한 사용 가능
한 대역폭 24kbps 에 대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G.729 를 사용하는 지역 간 통화는 위
치 1 및 위치 2 를 위한 대역폭 할당 24kbps 둘 다에 대해 예산이 책정됩니다 . 예를 들어 내선 번호
100 에서 내선 번호 200 에 전화를 거는 경우에 이 통화는 연결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 동시 ) 지역
간 통화는 다시걸기 ( 통화 중 ) 신호음을 수신하게 됩니다 .

기본 트랜스코딩 작업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IP 엔드포인트와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 간에 하나의 코덱에 대
해 통화가 협상되고 다른 코덱 형식으로 기록되거나 재생되는 경우에 기본 트랜스코딩이 발생합
니다 . 통화가 G.729 로 협상되고 시스템 전체 녹음 형식이 G.711 로 수행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해당 통화를 트랜스코딩해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기본 트랜스코딩은 외부 하드
웨어 트랜스코더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신에 서버의 기본 CPU 를 사용합니다 . 이것이 기본 트랜스
코딩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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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Connection 작업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Cisco Unity Connection SCCP 또는 SIP 신호 처리 (G.711 mu−law,
G.711 a−law, G.729, iLBC 및 G.722) 가 지원하는 코덱 형식의 통화는 항상 선형 PCM 으로 트랜스
코딩됩니다 . 녹음은 선형 PCM 에서 시스템 수준 녹음 형식 ( 선형 PCM, G.711 mu−law/a−law,
G.729a 또는 G.726) 으로 인코딩되며 이는 일반 구성 설정 (G.711 mu−law 가 기본 ) 에서 시스템 전
체로 설정됩니다 .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발신 장치 및 Unity Connection 간에 협상된 코덱을 "
라인 코덱 " 이라고 하고 시스템 수준 녹음 형식으로 설정된 코덱은 " 녹음 코덱 " 이라고 합니다 .
트랜스코딩은 모든 연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라인 코덱이 녹음 코덱과 다른 경우 시스
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 이에 대한 예외는 iLBC 또는 G.722 를 사용할 때
입니다 . G.722 및 iLBC 는 트랜스코딩하는 데 계산이 더 필요하므로 시스템에 더 많은 영향을 줍
니다 . G.722 및 iLBC 는 G.711 mu−law 리소스 양보다 대략 2 배를 사용합니다 . 그 다음으로 미치
는 영향은 시스템이 G.711 mu−law 연결의 반만큼만 G.722 또는 iLBC 연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일반적으로 Cisco 는 기본 코덱을 G.711 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성이 디스크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녹음 형식을 G.729a 또는 G.726 과 같은 더 낮은 비트 레이트 코덱으로 구성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해당 오디오 품질은 G.711 오디오 품질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 또한 라인에 있는
장치에서 G.722 를 사용하는 경우 선형 PCM( 펄스 부호 변조 ) 옵션을 사용하여 녹음 오디오 품질
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디스크 사용을 증가시키고 디스크 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
또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녹음 코덱을 바꾸거나 특정 라인 코덱만 광고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CCP 또는 SIP 통합에서 시스템 수준 녹음 형식 및 광고할 코덱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
야 합니다 .
•

다수의 엔드포인트와 Cisco Unity Connection 간에 어떤 코덱이 협상됩니까 ? 이는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광고해야 할 코덱과 광고하지 않을 코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그런
다음 G.722 또는 iLBC 를 사용하는 Cisco Unity Connection 에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야 하는 경우와 같이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많은 계산이 필요한 기본 트랜스코딩을 수행
하는 대신에 하드웨어 트랜스코딩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Unified CM 이 필요한 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어떤 유형의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클라이언트 ( 웹 브라우저 , 전자 메일 클라이언
트 , 미디어 플레이어 등 ) 가 녹음을 가져오고 어떤 코덱이 GUI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까 ?

•

선택한 코덱으로 어떤 품질의 사운드가 생성됩니까 ? 일부 코덱은 다른 코덱보다 높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 G.711 은 G.729a 보다 높은 품질을 제공하므로 더 좋은 오디오 품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G.711 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

녹음 시간 1 초당 코덱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

표 19−3 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지원하는 코덱 형식의 특징을 요약합니다 .
표 19-3

코덱 특징

녹음 형식 ( 코덱 )

오디오 품질

지원 가능성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

선형 PCM

최고

넓게 지원됨

16KBps

G.711 mu−law 및
a−law

보통

넓게 지원됨

8KBps

G.729a

최저

거의 지원되지 않음

1KBps

G.726

보통

보통 지원됨

3KBps

GSM 6.10

보통

보통 지원됨

1.6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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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Connection 이 광고하는 코덱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stem Administratio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조하십시오 . 광고되는 코덱은 G.711 mu−law, G.711 a−law, G.729,
iLBC 및 G.722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렬 방법 ( 하향식 ) 을 기준으로 한 기본 설정 목
록이 있습니다 . SCCP 통합의 경우 코덱이 광고되고 Unified CM 이 협상된 통화의 포트 위치 및 장
치를 기반으로 코덱을 협상하기 때문에 코덱의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 그러나 SIP 통합의 경우
에는 목록 순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코덱이 기본 설정되면 Cisco Unity Connection 은 두 프로토
콜을 지원한다고 광고하지만 다른 프로토콜보다 지정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관리에서 시스템 수준 녹음 형식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stem Administratio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Unified CM 과 통합
Cisco Unified CM 은 SCCP 또는 SIP 를 통해 Cisco Unity Connection 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 이 섹
션에서는 전화 , SIP 트렁크 , 음성 포트 등에 관한 일부 통합 특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포트 그룹을 포함하는 전화 시스템에 연결됩니
다 . 포트 그룹은 MWI 포트와 연결되므로 MWI 요청은 특정 포트 그룹과 연결된 포트를 통해 이루
어집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전화 시스템 및 포트 그룹은 시스템 관리자로 구성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최대 90 개의 동시 전화 시스템 및 포트 그룹을 지원합니다 . Cisco 는
Unity Connection 의 터치폰 대화 ( 전화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TUI) 및 음성 인식 ( 음성 사용
자 인터페이스 또는 VUI) 기능만을 사용 중인 경우 최대 90 개 포트 그룹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
니다 . 일정 관리 및 TTS( 텍스트 음성 변환 ) 와 같은 모든 기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Unity
Connection 은 최대 60 개의 동시 전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 이러한 기능은 SCCP 및 SIP 통합에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해당 Cisco Unity Connection 관리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main
tenance−guides−list.html
여러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옵션 외에도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새로운 각 Unified CM 클러스
터에 추가적인 통합을 추가하면 Unified CM 은 Unified CM 클러스터 간의 ICT( 클러스터 간 트렁
크 ) 에서 QSIG 를 활성화하는 권한을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Annex M.1, QSIG 용 메시지 터널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QSIG 가 ICT 에서 활성화되면 Cisco Unity Connection 은 하나의 Unified CM
클러스터와만 통합되어야 하고 여러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MWI 를 켜고 끄기 위해 이 한
개 클러스터에서만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에서 Annex M.1 기능을 사용하면 MWI
요청을 ICT 를 통해 클러스터 내의 적절한 Unified CM 클러스터 및 전화기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클러스터에서 시작된 모든 통화는 해당 클러스터 하나로 통합된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
로 착신 전환될 수 있습니다 . ICT 에서 Annex M.1 이 활성화되면 다른 클러스터에 MWI 포트를 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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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과 통합
Cisco Unity Connection 을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과 통합하여 음성 메시징
서비스를 모든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에 연결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그
림 19−19 참조 )
그림 19-19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과 통합된 Cisco Unity Connection 배포

Unity
Connection
Cluster

H.323
MGCP
SIP

IP

IP

IP

IP

IP

IP

IP

IP

IP

IP

IP

IP

292509

Session
Management
Edition Cluster

다음 정보를 Unified Communications 리프 클러스터 및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간
에 있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통해 그리고 SIP 트렁크를 통해 Cisco Unity Connection 에 전송해야
합니다 .
•

원래 착신자 번호 또는 재전송 번호

•

발신자 번호

•

착신 전환된 이유

비 Q.SIG 트렁크
비 Q.SIG 트렁크의 경우 , 다음 설정을 활성화하여 원래 착신자 번호 또는 재전송 번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
•

MGCP 와 H.323 게이트웨이 및 H.323 트렁크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재전송 번호 IE( 정
보 요소 ) 전달

•

SIP 트렁크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재전송 전환 헤더 전달

비 Q.SIG MGCP, H.323 또는 SIP 트렁크에서 전송된 전환 정보는 재전송 DN 에 할당된 음성 메일
프로파일의 음성 사서함 마스크에서 정의된 발신자 변환만 사용합니다 . 경로 패턴 또는 경로 목록
에 정의되거나 발신자 변환 CSS( 발신 검색 공간 ) 를 통해 정의된 발신자 변환은 전환 정보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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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G 활성 트렁크
Q.SIG 활성 SIP, MGCP 및 H.323 트렁크의 경우 , 원래 착신자 번호는 Q.SIG 전환 Leg 정보 APDU(
응용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 로 전송됩니다 .
Q.SIG 활성 H.323, MGCP 및 SIP 트렁크에서 모든 발신 , 착신 및 재전송 번호 정보는 외부 H.323
메시지 또는 SIP 헤더가 아니라 항상 요약된 Q.SIG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 전송된 전환 정보는 발
신자 변환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 메일 마스크 설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 Q.SIG 터널링 활성 트렁크
는 Q.SIG APDU 에서 '+' 문자 전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 음성 사서
함 번호는 리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사용된 디렉터리 번호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
예:
•

4YYYY 형식의 디렉터리 번호를 가진 사용자는 동일한 4YYYY 형식의 해당 음성 사서함 번호
를 가져야 합니다 .

•

E.164 형식 +XX4YYY 의 디렉터리 번호를 가진 사용자는 동일한 E.164 +XX4YYYY 형식의 해
당 음성 사서함 번호를 가져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는 대체 내선 번호를 사용자의 음성 사서함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예 :
•

기본 VM 박스 번호 : 4YYYY

•

+E.164 의 대체 VM 박스 번호 : +XX4YYY

RDNIS(Redirected Dialed Number Information Service) 는 Q.SIG 활성 H.323 또는 SIP 트렁크에서 지
원되지 않습니다 . 원래 착신자 또는 재전송 번호는 RDNIS 를 통해서가 아니라 Q.SIG
DivertingLegInformation2 APDU 로 전송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의 E.164 번호 지원
Cisco Unity Connection 은 다음 필드에서 E.164 번호 형식을 지원합니다 .
•

최종 사용자의 기본 내선 번호

•

최종 사용자용 호전환 규칙 내선 번호

•

시스템 통화 처리기 내선 번호

•

디렉터리 처리기 내선 번호

•

인터뷰 처리기 내선 번호

•

최종 사용자용 알림 장치 전화 번호

•

최종 사용자용 개인 연락처 전화 번호

•

Cisco Unity Connection 시스템용 시스템 연락처 전화 번호

•

Cisco Unity Connection 시스템용 PCTR( 개인 호전환 규칙 ) 전화 번호

•

최종 사용자용 대체 내선 번호

•

Cisco Unity Connection 시스템용 제한 패턴

•

Cisco Unity Connection 시스템용 MWI(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내선 번호

LDAP 에서 E.164 형식 기본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가져오는 경우에 정규식 및 대체 패턴
을 함께 사용하여 전화 번호를 내선 번호로 변환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System
Administration Guide for Cisco Unity Connection 최신 버전에서 전화 번호의 내선 번호 변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main
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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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AXL 통합을 통하여 E.164 형식 내선 번호를 사용
하는 사용자를 가져오려는 경우에는 Unified CM 에서 E.164 내선 번호를 CSV( 쉼표로 구분된 값 )
파일로 내보내어 대체 내선 번호에 대해 필요한 변환을 수행 ( 예 : Excel 에서 ) 한 다음 BAT(Bulk
Administration Tool) 를 사용하여 Unity Connection 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여 SIP URI 전화걸기 지원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는 대체 내선 번호에 대해 SIP URI 전화걸기를 지원합니다 . SIP URI
전화걸기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Unity Connection 에 전화하는 동안 SIP URI 전화에서 본인의 음성
메일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영숫자 주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체계는 user@host 형
식의 단순화된 SIP URI 로 , 왼쪽 (LHS, 사용자 부분 ) 은 영숫자이고 오른쪽 (RHS, 호스트 부분 ) 은
도메인 이름입니다 . SIP URI 는 Unity Connection 사용자용 대체 내선 번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HTTPS 및 디지털 네트워킹에서 대체 내선 번호용 SIP URI 는 SIP URI 를 지원하는 노드에서만 복
제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SIP URI 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

로그인 시도

•

RNA( 벨울림에 응답 없음 )

•

음성 메일 알림 장치 ( 업무용 , 모바일 , 집 전화 )

관리자는 LDAP 디렉터리 또는 Cisco Unified CM 과 AXL 통합에서 Unity Connection 으로 URI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참고

관리자는 디렉터리 URI 전화기 유형으로 대체 내선 번호를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대
체 내선 번호의 원래 소스 ( 사용자를 가져온 LDAP 디렉터리 또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만 대체 내선 번호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eMWI( 향상된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eMWI( 향상된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는 기존 MWI 가 향상된 것으로 음성 메시지 수를 시각적으
로 표시해 줍니다 . 기존 MWI 는 새 음성 메시지가 도착하거나 사용자 음성 사서함에서 메시지가
삭제될 때마다 전화에 있는 메시지 램프를 켜거나 끄는 이진 형식으로 작동합니다 . eMWI 는 Cisco
Unity Connection 과 작동하고 Cisco Unified IP Phone 8900 및 9900 시리즈 SIP 전화기에서 지원됩
니다 .
eMWI 는 사용자 음성 사서함에서 재생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한 시각적 표시로서 색상을 통해 메
시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 재생되지 않은 메시지는 전화기 화면에 빨간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
eMWI 는 SIP 및 SCCP 통합을 통해 Unified CM for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지원됩니다 . 시스
템이 SRST 모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 eMWI 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과 통합
된 경우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만 eMWI 로 표시되고 외부 IMAP 서버에 저
장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eMWI 는 분산 통화 처리 환경에서 Unified CM 과 작동합니다 . 클러스터 하나가 클러스터 간 트렁
크 (H.323 또는 SIP) 를 통해 음성 메시징 서버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는 분산 통화 처리 및 중앙 집
중식 음성 메시징 통합 시스템에서 eMWI 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통해 업데이트되어 엔드 장치
에서 지원 및 표시됩니다 . ( 그림 19−20 참조 )
참고

eMWI 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 (H.323 또는 SIP) 에서 중앙 집중식 메시징을 사용하는 분산 통화 처
리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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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I( 향상된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SIP

SIP Trunk or
QSIG Intercluster Trunk

IP

292505

19 장

SIP Trunk or
SCCP Connection

Phone

Unity Connection
Unified CM Cluster 1

Unified CM Cluster 2

그림 19−21 에서는 중앙 집중식 음성 메시징을 사용하는 분산 통화 처리 환경의 클러스터 간 트렁
크 (H.323 또는 SIP) 에서 사용되는 eMWI 를 보여줍니다 .
그림 19-21

분산 통화 처리 및 중앙 집중식 음성 메시징을 사용하는 eMWI

Message-Waiting: yes

Message-Waiting: yes

Message-Waiting: yes
With voice message counts

292506

SIP
IP
Phone

Unity Connection
Unified CM Cluster 2

Unified CM Cluster 1

그림 19−21 에 표시된 것과 같이 클러스터 2 및 해당 음성 메시징 솔루션은 eMWI 를 지원하지만 클
러스터 1 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음성 메시지 수가 포함된 eMWI 업데이트가 클러스터 2 전화용 음
성 메시징 솔루션으로부터 전송되는 경우 클러스터 1 은 음성 메시지 수 없이 표준 MWI 만 클러스
터 2 로 전달합니다 .
다음은 eMWI 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

모든 클러스터는 eMWI 를 지원해야 합니다 . 중간 클러스터가 eMWI 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종
료 클러스터는 음성 메일 수 없이 표준 MWI 를 수신합니다 .

•

표준 MWI 는 램프 상태 ( 켜짐 또는 꺼짐 ) 변경만 전송하기 때문에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지 않
습니다 . 그러나 eMWI 를 활성화하면 메시징 시스템에서 메시지 수도 전송하기 때문에 트래픽
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트래픽 양은 메시지 및 변경 알림 수에 따라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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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음성 포트 통합
단일 사이트 메시징 환경에 Cisco Unity Connection 을 배포할 때 SCCP 음성 포트 또는 SIP 트렁크
를 통해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 설계 고려 사항에는 가입자 장애 발
생 (Unified CM 장애 조치 ) 시에 사용자 및 외부 통화가 음성 메시징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도록
Unified CM 가입자 간에 적절한 음성 포트 배포를 포함해야 합니다 . ( 그림 19−22 참조 )
그림 19-22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통합된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 ( 전용 백업 서버 없
음)

Single Site
Publisher/TFTP
M

Sub1

Sub2

M

M

Messaging System
Servers

Unity
Connection

Secondary
voice ports

292507

Primary
voice ports

그림 19−22 에 있는 Unified CM 클러스터는 1:1 서버 중복 및 50/50 부하 분산을 사용합니다 . 정상
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각 가입자 서버는 활성 상태이며 총 서버 통화 처리량의 최대 50% 를 처리합
니다 . 가입자 서버 오류 발생 시 남은 가입자 서버가 장애 서버의 로드를 처리합니다 .
이 구성은 각 그룹이 사용이 허가된 총 포트 수의 반을 포함하는 두 그룹의 음성 메일 포트를 사용
합니다 . 한 개의 그룹은 기본 서버가 Sub1 이고 보조 ( 백업 ) 서버는 Sub2 가 되도록 구성됩니다 .
두 번째 그룹은 Sub2 가 기본 서버이고 Sub1 이 백업 서버가 되도록 구성됩니다 .
MWI 전용 포트 또는 다른 특별 포트는 두 그룹 간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 음성 포트를 구성
하는 동안에는 명명 규칙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두 그룹의 포트를
구성하는 경우 장치 이름 접두어는 각 그룹에 고유해야 하고 Unified CM 관리에서 음성 메일 포트
를 구성할 때 동일한 장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 예에서 Sub1 그룹은 장치 이름 접두사로
CiscoUM1 을 사용하고 Sub2 그룹은 CiscoUM2 를 사용하여 장치 이름 접두사가 각 포트 그룹에 대
해 고유합니다 .
MWI, 메시지 알림 및 TRaP 용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음성 메일 포트 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
정보는 다음 최신 버전의 Cisco Unity Connection System Administ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main
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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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름 접두사는 각 포트 그룹에 대해 고유하고 Unified CM 관리에 구성된 음성 메일 포트에 대
해 동일한 명명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
Unified CM 관리에서 이 예의 포트 반은 고유한 장치 이름 접두사 CiscoUM1 을 사용하여 구성되고
다른 반은 고유한 장치 접두사 CiscoUM2 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 ( 표 19−4 참조 ) 표 19−4 에 표
시된 것처럼 , Unified CM 에 포트를 등록하는 경우 반은 가입자 서버 Sub1 에 그리고 다른 반은
Sub2 에 등록됩니다 .

표 19-4

Unified CM 관리에서 음성 메일 포트 구성

장치 이름

설명

장치 풀

SCCP 보안 프로파일

상태

IP 주소

CiscoUM1−VI1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1 에 등록됨

1.1.2.9

CiscoUM1−VI2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1 에 등록됨

1.1.2.9

CiscoUM1−VI3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1 에 등록됨

1.1.2.9

CiscoUM1−VI4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1 에 등록됨

1.1.2.9

CiscoUM2−VI1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2 에 등록됨

1.1.2.9

CiscoUM2−VI2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2 에 등록됨

1.1.2.9

CiscoUM2−VI3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2 에 등록됨

1.1.2.9

CiscoUM2−VI4

Unity Connection 1

기본값

표준 프로파일

sub2 에 등록됨

1.1.2.9

참고

Unified CM 관리의 음성 메일 포트에 사용된 명명 규칙은 Cisco UTIM 에 사용된 장치 이름 접두사
와 일치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포트 등록이 실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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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Unified CM 백업 서버를 사용한 음성 포트 통합
이 Unified CM 클러스터 구성을 사용하면 각 가입자 서버가 50% 가 넘는 통화 처리 부하로 작동합
니다 . 각 기본 가입자 서버는 전용 또는 공유 백업 서버 중 하나를 가집니다 . ( 그림 19−23 참조 )
정상적인 작동에서는 백업 서버가 통화를 처리하지 않지만 가입자 서버 장애 발생 시 또는 유지 관
리 시 백업 서버가 해당 서버 전체 부하를 처리합니다 .
그림 19-23

백업 가입자 서버를 사용하는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와 통합된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

Dedicated Backup Servers
Single Site

Shared Backup Server
Single Site

Publisher/TFTP
Sub1

M

Publisher/TFTP

Sub2

M

Sub1

Sub2

M

M

M

M

M
M

M

BKUP1 BKUP2

BKUP

Messaging System
Servers

Messaging System
Servers
Primary
voice ports

Unity
Connection

Unity
Connection

292508

Secondary
voice ports

이 경우 음성 메일 포트의 구성은 50/50 부하 분산 클러스터와 비슷합니다 . 그러나 다른 편 가입자
서버를 보조 서버로 사용하도록 음성 포트를 구성하는 대신 개별 공유 또는 전용 백업 서버가 사용
됩니다 . 공유 백업 서버를 사용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가입자 서버용 보조 포트는 둘 다 단
일 백업 서버를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
음성 포트 이름 ( 장치 이름 접두사 ) 은 각 Cisco UTIM 그룹에 대해 고유해야 하고 Unified CM 서
버에서 사용된 장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음성 메일 포트를 구성하려면 Unity Connection 관리 콘솔의 텔레포니
통합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Unity Connection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main
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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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Connection 의 IPv6 지원
오늘날 IP 주소 지정에 대한 요구 사항은 IP 주소 지정의 현재 버전인 IPv4 에서 사용 가능한 IP 주
소 집합보다 많습니다 . 따라서 많은 IP 기반 솔루션이 IPv4 보다 많은 IP 주소를 제공하는 IPv6 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SCCP 또는 SIP 를 통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스템을 통합하여 IPv6 주소 지정을 지원합니다 . 통화 제어 및
미디어 전용에 구성 요소 수준에서 이중 스택 주소 지정 (IPv4 및 IPv6 둘 다 ) 이 지원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다음 IPv6 주소 유형을 지원합니다 .

참고

•

고유 로컬 주소

•

글로벌 주소

음성 메시지는 .wav 파일로 저장되며 IPv6 또는 IPv4 에 독립적입니다 .
IPv6 지원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지만 시스템 관리자가 Cisco Unified Operating System 관리 또
는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 ) 중 하나에서 IPv6 를 활성화하고 IPv6 주소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DHCP 를 통한 라우터 광고에서 IPv6 주소를 얻거나 Cisco Unified
Operating System 관리나 CLI 중 하나에서 수동으로 구성된 주소에서 IPv6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
다 . Cisco Unity Connection 관리 및 Cisco Personal Communications Assistant 를 IPv6 주소를 사용하
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Cisco Unity Connection 을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동안에는 IPv6 주소 지정을 활성화할 수 없
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IPv6 전용 ' 서버 구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IPv6 을 위해 유니캐스트만을 지원합니다 .
IPv6 을 사용하는 Cisco Unity Connection 은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은 IPv6 에서 자동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Unity Connection 이 통신할
Microsoft Exchange Server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을 IPv6 Microsoft Exchange 2007 또는 2010 Server 와 통합하여 단일 받
은 편지함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Cisco VMO(ViewMail for Outlook) 는 IPv6 을 통해 Outlook 과 Cisco Unity Connection 간 통신
을 지원합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수신된 음성 메시지를 Outlook 과 같은 IMAP 클라이언트를 사용
하여 IPv6 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을 IPv6 를 통해 LDAP 과 통합하여 사용자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은 또한 IPv6 을 통해 TRaP(Telephone Record and Playback) 기능을 제공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IPv6 이 활성화된 전화에서 메시지를 녹음 또는 재생하여
IPv6 를 통해 신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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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Connection 을 사용하는 단일 받은 편지함
Cisco Unity Connection 은 Microsoft Exchange 2003, 2007 및 2010( 클러스터링 또는 비클러스터링
됨 ) 에서 단일 받은 편지함 기능을 지원하며 이 기능을 통해 음성 메일을 위한 통합 메시징을 제공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세 개의 Microsoft Exchange 버전을 모두 동시에 지원하거나 이
중 한 개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Unity Connection 은 또한 Microsoft BPOS(Business
Productivity Online Suite)− 전용 서비스 및 Microsoft Office 365 클라우드 기반 Exchange Server 와
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합니다 . Unity Connection 은 Microsoft Exchange Online 을 사용하여 단일 받
은 편지함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더 자세한 요구사항은 , 다음에서 가용한 Cisco Unified 연결용통
합 메세징 안내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ty−connection/products−main
tenance−guides−list.html
Cisco Unity Connection ViewMail for Microsoft Outlook 에서 전송된 음성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음
성 메시지는 먼저 Cisco Unity Connection 에 저장되고 바로 수신자용 Microsoft Exchange 사서함에
복제되지만 복제는 선택 사항입니다 . 이 기능은 또한 개별 사용자 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의 음성 메일용 통합 메시징 지원에는 몇 가지 설계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
다 . 사용자의 전자 메일은 전자 메일과 음성 메일을 비롯하여 모든 메시지를 위한 단일 컨테이너
가 됩니다 . 메시지가 사용자의 받은 편지함에 있는 다른 폴더로 이동되면 Cisco Unity Connection
에 계속 표시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를 받은 편지함 폴더 아래가 아닌 Outlook 폴더
로 이동하면 메시지가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삭제됩니다 . 하지만 복사본은 여전히 Outlook
폴더에 있기 때문에 ViewMail for Outlook 을 사용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받은 편지함
폴더 또는 받은 편지함 폴더 아래에 있는 폴더로 메시지를 다시 이동하면 메시지가 해당 사용자의
Cisco Unity Connection 사서함에 다시 동기화됩니다 . 또한 , 사용자가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메시지가 오래되어서 Cisco Unity Connection 이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
를 삭제하면 메시지는 Microsoft Exchange 에서도 삭제됩니다 . 비슷하게 음성 메시지가 Microsoft
Exchange 에서 삭제되면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도 삭제됩니다 .
메시지가 보안 및 비공개로 표시되면 실제 메시지는 Microsoft Exchange 에 복제되지 않고 대신에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는 자리 표시자가 생성됩니다 . 일반 메시지의 경우와 다르게
실제 메시지의 복사본만 Cisco Unity Connection 에 있고 사용자가 해당 메시지를 검색하면 로컬 소
스 대신에 Cisco Unity Connection 에서 직접 재생됩니다 . 이것은 Outlook 에서 음성 메일을 통해 오
디오 파일에 액세스하는 경우에 오디오 파일에 로컬로 액세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
안 및 비공개 메시지를 받은 편지함 및 받은 편지함 내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로 이동하면 메시지
가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검색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모든 음성 메시지는 메시징 배포 유형과 상관없이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에 유지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음성 메시징 트래픽 , 알림 , 동기화의 믿을 만한 소스입니다 .
단일 음성 메일 메시지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양은 Cisco Unity Connection 서버에서 구성되고 메
시지 수명과 비슷합니다 . 음성 메일 메시지의 최대 크기도 Microsoft Exchange Server 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Microsoft Exchange Server 는 사서함에 동기화되는 Cisco Unity
Connection 보다 큰 크기를 유지 관리합니다 . 그래서 Microsoft Exchange 의 메시지 최소 크기는
Cisco Unity Connection 의 메시지 최대 크기보다 커야 합니다 .
Cisco Unified 연결과 Microsoft Exchange 간의 통신 보안 관점에서 HTTPS 가 기본 옵션으로 선택
됩니다 . HTTP 도 지원되지만 보안이 약화되고 Microsoft Exchange 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할 수 있
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동시에 , 인증서 서버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한 경우 Microsoft Exchange
인증서를 확인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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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Express 배포 모범 사례
Cisco Unity Express 를 배포할 때 다음 지침 및 모범 사례를 사용하십시오 .
•

Cisco Unity Express 를 음성 메일 대상으로 하는 IP 전화기는 동일한 LAN 세그먼트에 Cisco
Unity Express 를 호스팅하는 라우터로 위치해야 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가 배포된 사이트에 중단 없는 AA( 자동 전화 교환 ) 및 음성 메일 액세스
가 필요한 경우 Cisco Unity Express, SRST 및 PSTN 음성 게이트웨이가 모두 동일한 물리적 사
이트에 위치해야 합니다 .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 또는 다른 중복 라우터 구성은 현
재 Cisco Unity Express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

각 사서함을 기본 내선 번호 및 기본 E.164 번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 번호는
PSTN 발신자가 사용하는 DID(direct−inward−dial) 번호입니다 . 기본 E.164 번호가 다른 번호
로 구성된 경우에는 SRST 모드에서 올바른 사서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Cisco IOS 변환 패턴을
사용하여 기본 내선 번호 또는 기본 E.164 번호 중 하나를 일치시키십시오 .

Unified CM 과 음성 메일 통합
•

각 Cisco Unity Express 사이트는 음성 메일을 위한 CTI 경로 포인트와 AA 를 위한 CTI 경로 포
인트와 연결되어야 하며 , 동일한 수의 CTI 포트를 사용이 허가된 Cisco Unity Express 포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를 사용하는 사이트 수는 통화 처리 , 9−1 페이지에 표
시된 CTI 확장성 지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Unified CM 에 있는 JTAPI 사용자와 연결됩니다 . 단일 JTAPI 사용자를 시
스템에 있는 Cisco Unity Express 의 다중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는 있지만 Cisco 에서는 Unified
CM 의 각 전용 JTAPI 사용자를 단일 Cisco Unity Express 와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Unified CM 이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경우에는 JTAPI 사용자의 암호가 Unified CM 에서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 그러므로 관리자는 업그레이드 후에 Cisco Unity Express 가 Unified
CM 에 등록될 수 있도록 JTAPI 암호가 Cisco Unity Express 과 Unified CM 간에 동기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

•

CTI 포트 및 CTI 경로 포인트를 특정 위치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Cisco 는 Unified CM 과
Cisco Unity Express 간에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 RSVP 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

Cisco Unity Express 와 Unified CM 간 WAN 을 통과하는 신호 처리 트래픽을 위한 적절한 QoS(
서비스 품질 ) 및 대역폭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각 Cisco Unity Express 사이트의 CTI−QBE 신호
처리를 위해 20Kbps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하십시오 . 더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Unified CM 에서 Cisco Unity Express 로의 CTI−QBE 신호 처리 패킷은 DSCP 값 AF31(0x68) 로
표시됩니다 . Unified CM 은 CTI−QBE 신호 처리를 위해 TCP 포트 2748 을 사용합니다 .

•

Unified CM JTAPI 라이브러리는 모든 발신 QBE 신호 처리 패킷에 적절한 IP 우선 순위 비트를
설정합니다 . 따라서 Cisco Unity Express 와 Unified CM 간 모든 신호 처리는 적절한 QoS 비트
세트를 가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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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ty Express 코덱 및 DTMF 지원
Cisco Unity Express 에 들어오는 통화는 G.711 만 사용합니다 . Cisco 는 WAN 을 통과하는 G.729 통
화를 로컬 트랜스코더를 사용하여 G.711 통화로 변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 Unified CM 지역을 지
역 내 통화에 G.711 음성 코덱을 사용하고 지역 간 통화에 G.729 음성 코덱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Express 사이트에서 트랜스코딩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WAN 을 통한 G.711 음성
메일 통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IP 전화기와 Cisco Unity
Express 장치 (CTI 포트 및 CTI 경로 포인트 ) 간 통화를 위해 G.711 음성 코덱을 사용하여 Unified
CM 을 구성하십시오 .
Cisco Unity Express 는 대역 내 DTMF 신호음은 지원하지 않고 DTMF 릴레이만 지원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에서 DTMF 는 SIP 또는 JTAPI 통화 제어 채널 중 하나를 통해 대역 외 전달됩니다 .
Cisco Unity Express 2.3 은 RFC 2833 으로 Cisco Unity Express 로의 G.711 SIP 통화를 지원합니다 .

JTAPI, SIP 트렁크 및 SIP 전화기 지원
Cisco Unified CM 은 SIP 트렁킹 프로토콜을 지원하지만 Cisco Unity Express 는 JTAPI 를 사용하여
Unified CM 과 통신합니다 . Cisco Unity Express 는 SCCP 및 SIP 전화기를 둘 다 지원합니다 .

참고

•

JTAPI 를 통해 SIP 전화기를 지원하려면 SRST 및 Unified CM 에 대해 SIP 트렁크를 구성하십
시오 .

•

Cisco Unity Express 는 트랜스코더를 통해 G.729 SIP 통화를 지원하며 RFC 2833 용 Cisco IOS
릴리스 12.3(11)XW 에 추가된 기능을 사용하여 트랜스코더를 통과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Unified CM 에서 slow−start 통화를 하는 경우 통화 설정에 Delayed
Media(INVITE 메시지에 SDP 가 없음 ) 를 지원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블라인드 및 통화 후 호전환 (consultative transfer) 을 둘 다 지원하지만
기본 호전환 모드는 SIP 통화에서 REFER 를 사용하는 통화 후 호전환 (consultative transfer)( 반
자동 ) 입니다 . Cisco Unity Express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 호전환 모드를 REFER 를
사용하는 통화 후 호전환 (consultative transfer) 또는 BYE/ALSO 를 사용하는 블라인드 호전환
으로 명시적으로 변경하십시오 . 원격 엔드에서 REFER 가 지원되지 않으면 BYE/ALSO 가 사
용됩니다 .

•

Cisco Unity Express 는 음성 메시지 알림 아웃콜을 지원합니다 . 통화 후 호전환 (consultative
transfer) 도 지원합니다 . 이러한 두 통화 설정을 하는 동안 Cisco Unity Express 는 INVITE 에
3xx 응답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ty Express 는 INVITE 에 301( 영구적으로 이동 ) 및
302( 일시적으로 이동 ) 응답만 처리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3xx 응답의 연락처 헤더 URL 을 새
INVITE 전송에 사용해야 합니다 . 305( 프록시 사용 ) 응답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Unified CM 및 Cisco Unity Express 간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Cisco Unity Express
Compatibility Matrix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unity_exp/compatibility/cuecomp.html
Cisco Unity Express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ty−expres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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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음성 메일 설계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를 포함한 타사 음성 메일 시스템을 배포하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 논의하며 통합 및 메시징 둘 다를 다룹니다 .
참고

이 섹션에서는 타사 음성 메일 시스템 포트 및 저장 장치 크기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
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성 메일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공급업
체가 특정 트래픽 패턴을 기반으로 자체 시스템의 개별 요구 사항을 더 잘 논의할 수 있습니다 .
통합

통합은 음성 메일 시스템과 연결된 PBX 또는 통화 처리 에이전트 간의 물리적 연결로 정의되며 이
둘 간의 기능 집합도 제공합니다 . 음성 메일 공급업체는 많으며 Cisco Unified CM 을 배포할 때 고
객이 계속 기존 음성 메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
참고

Cisco 는 타사 음성 메일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 업계에서는 자사 제품을 다
양한 PBX 시스템과 테스트하고 확인할 책임이 음성 메일 공급업체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물
론 Cisco 는 이러한 장비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고 어떤 타사 음성 메일 시스템과 연결되든
관계없이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QSIG 를 사용하여 타사 PBX 와 통합될 수 있으며 또한 타사 PBX 가
Unified CM 에 PRI(Primary Rate Interface) T1/E1 트렁크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각
각의 방법은 고유한 장점 및 단점이 있으며 음성 메일 시스템이 현재 PBX 에 통합된 방식에 따라
사용 방식이 주로 결정됩니다 .
오늘날에는 H.323 또는 SIP 와 같은 다른 잠재적 음성 메일 통합 방법도 있습니다 . 그러나 다양한
공급업체 구현 방법 , 지원되는 기능 및 기타 요소로 인해 이러한 타사 음성 메일 통합은 고객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옵션을 더 논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담당 Cisco Account 팀 및 Cisco
파트너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메시징

메시징은 음성 메일 시스템 간의 메시지 교환으로 정의되며 이 목적을 위한 여러 개방형 표준이 있
습니다 .

비슷하지 않은 시스템 간에 메시징을 허용하기 위해 배포되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VPIM(
인터넷 메일용 음성 프로파일 ) 입니다 . VPIM 은 사양이 여러 번 업데이트되었으며 , 버전 2 는 최
신 버전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VPIM 이전의 메시징 프로토콜
은 AMIS−A(Audio Messaging Interchange Specification − Analog) 이며 사용하는 아날로그 기술 및
기능 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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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의
일부로 기본 표준 기반 , 이중 프로토콜 , 엔터프라이즈 IM( 인스턴트 메시징 ) 및 네트워크 기반 프
레즌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확장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운 이
보안 서비스는 엔터프라이즈 내외에서 사용자에게 풍부한 기능의 통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시스템의 가치를 높이는 IM and Presence 옵션 중 하나입니다 . 솔루션의 주요 프
레즌스 구성 요소는 모든 온 − 프레미스 배포 요구사항에 맞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로서 ,
XCP(Extensible Communications Platform) 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가용성 상태 및 통신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SIP/SIMPLE 및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를 지원
합니다 . 사용자의 가용성 상태는 사용자가 전화와 같은 특정 통신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사용자의 통신 능력은 사용자가 비디오 회의 , 웹 협업 , 인스턴트 메시징
또는 기본 오디오 등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유형을 나타냅니다 .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Cisco 및 타사의 호환 가능한 데스크톱과 모바일 프레즌스 및 IM( 인스
턴트 메시징 ) 클라이언트와 밀접하게 통합됩니다 . 여기에는 Cisco Jabber SDK 도 포함됩니다 . 클
라이언트가 인스턴트 메시징 , 프레즌스 , 클릭 투 콜 (Click to Call), 전화기 제어 , 음성 , 비디오 , 시
각적 음성 메일 및 웹 협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다
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IM and Presence 페더레이션 외에도 IM 및 Cisco 네트워크 기
반 프레즌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수집한 사용자 정보 집계를 이용하여 Cisco Jabber,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애플리케이션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이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가장 효과적인 통신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동료들이 더욱 효
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참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의 가상 서버에서 Cisco 가
제공하는 VM 구성 OPTION 사용자 구성 템플릿을 사용하여 적절한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버전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 Cisco 는 가상 서버 간 VM 리소스의 과다 가
입을 지원하지 않으며 , 배치 중인 가상 서버마다 시스템 리소스가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 장에서는 온 − 프레미스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옵션을 위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내의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
시징 솔루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배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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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20−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20-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영구 채팅

영구 채팅 및 준수 기록 고려 사항 , 20−31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 , 20−31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프레즌스
프레즌스는 일련의 장치에서 통신할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 및 의지를 나타냅니다 . 여기에는 다음
단계나 활동이 포함됩니다 .
•

사용자 상태 게시
사용자 상태 변경은 사용자 키보드 활동 , 전화 사용 , WebEx Meeting 상태 , 네트워크에 대한
장치 연결 및 Microsoft Exchange 의 일정 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자동으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

•

이 상태 수집
이용 가능한 모든 소스에서 게시된 정보가 수집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된 후 활용을 위
해 현재 상태가 집계 , 동기화 및 보관됩니다 .

•

정보 활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 일정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는 최종 사용자가 더 나은 통신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상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태는 장치나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 ( 음성 , 비디오 , 인스턴트 메시징 , 웹 협업 등 ) 과 장
치나 사용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속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 대화 가능 , 다른 용무 중 , 통화 중 등 ).
프레즌스 상태는 클라이언트 로그인 및 전화 사용 중 등의 자동 이벤트에서 파생될 수 있거나 사용
자가 상태 변경 선택 목록에서 방해사절을 선택하는 등의 상태 변경에 대한 명시적 알림 이벤트에
서 파생될 수 있습니다 .
프레즌스 관련 용어란 감시자 , 프레즌스 엔티티 ( 프레젠터티 (presentity)) 및 프레즌스 서버를 의
미합니다 . 프레즌스 엔티티는 SIP/SIMPLE 클라이언트를 위해 PUBLISH 또는 REGISTER 메시지
를 사용하거나 XMPP 클라이언트를 위해 XML Presence Stanza 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상태를
Presence 서버에 게시합니다 . 이 엔티티는 통신 클러스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DN( 디렉터리
번호 ) 이거나 SIP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일 수 있습니다 . 감시자 ( 장치 또는 사용자 )
는 프레즌스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 프레즌스 엔티티에 대한 프레즌스 상태를 요청합니다 . 프레즌
스 서버는 프레즌스 엔티티의 현재 상태를 담은 메시지를 통해 감시자에게 응답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2

2018 년 3 월 1 일

20 장

협업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프레즌스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구성 요소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그림 20−1 에 소개된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
그림 20-1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인터페이스
AOL
Third-Party
Open API
Cisco Unity or
Unity Connection

Microsoft
Exchange

Carriers’ or
other vendors’
PBXs

IBM Lotus
Sametime
Cisco
WebEx
XCP
GoogleTalk
LDAPv3

XMPP
WebDAV/EWS
LDAP
SIP/SIMPLE
CTI/QBE
CSTA over SIP
SCCP
H.323
IMAP
SOAP
HTTP/HTTPS
JTAPI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with IM and Presence Service

Cisco Jabber for
Windows or Mac
Cisco Jabber for iPhone,
iPad, Android, Blackberry
348740

Microsoft LCS,
OCS, Lync

Third-Party
XMPP Client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사용자
프레즌스의 경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프레즌스 상태 , 시스템의 사용자 수 또는 사용자
의 프레즌스 기능 측면으로 설명됩니다 .
Unified CM 에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회선 표시와 관련됩니다 . Unified CM 에서
IMP PUBLISH 트렁크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를 회선 표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 회선 표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회선 표시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 특정 장치와 연결된
디렉터리 번호 또는 URI) 집계된 프레즌스 정보를 더욱 상세한 수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여러 개의 회선 표시에 매핑될 수 있으며 각 회선 표시는 여러 사용자 ( 최대 5 명 ) 를 보
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음성 전용 , 비디오 전용 또는 IM 전용 배포에서 Cisco CSR(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의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전체 Full UC 모드의 클러스터 용량 제한이 75,000 명의 사용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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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즌스 사용자의 개념은 이 장 전체에 나오므로 Cisco IM and Presence 에 대해 정의된 사용자의

의미를 염두에 두도록 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IM and Presence 서비스 사용자는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에서 user@default_domain(Jabber Identifier 또는 JID 의 경우 기본 ) 으로 정의
되며 이때 user 는 Unified CM LDAP 동기화 규약 (sAMAccountName, email, employeenumber,
telephonenumber 또는 UserPrincipalName) 또는 수동으로 구성되며 default_domain 은 IM and
Presence 관리에서 구성된 도메인입니다 .

고급 IM 주소 지정 및 IM 주소 체계
고급 IM 주소 지정 기능은 Unified CM IM and Presence 에서 추가 IM 주소 (JID) 구성 옵션을 제공
하여 , 다중 도메인을 지원합니다 .
IM 주소 지정 체계
•

UserID@Default_Domain 은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본 IM 주소 지정
체계입니다 .

•

DirectoryURI IM 주소 지정 체계는 다중 도메인 , 사용자 이메일 주소에 맞게 정렬 및 Microsoft
SIP URI 에 맞게 정렬을 지원합니다 .

user@default_domain 의 기본 설정은 단일 도메인에만 허용되는 데 반해 DirectoryURI 는 여러 도
메인과 전자 메일 주소를 연결 식별자로 처리하는 데 있어 더욱 우수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사
용자가 sAMAccountName 속성을 사용하여 Jabber 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Jabber ID 는
DirectoryURI 필드에 매핑됩니다 . 유연한 JID 구조를 통해 UID 와 별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DirectoryURI 는 Unified CM 의 전역 관리 설정입니다 . DirectoryURI 가 IM and Presence 서비스 주
소 지정을 위해 선택되면 배치의 모든 클라이언트는 DirectoryURI 옵션을 처리 및 지원할 수 있어
야 합니다 .
UserID 를 전자 메일 주소에 매핑할 수 있지만 , 이것이 IM URI 와 전자 메일 주소가 동일함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 대신 <email-address>@Default_Domain 이 됩니다 . 예를 들어 ,
amckenzie@example.com@sales−example.com 입니다 . AD(Active Directory) 매핑 설정을 선택하면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사용자에게 전역으로 적용됩니다 . 개별 사용자에
대해 서로 다른 매핑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단일 도메인으로 한정되는 UserID@Default_Domain IM 주소 지정 체계와 달리 , DirectoryURI IM
주소 지정 체계에서는 여러 IM 도메인을 지원합니다 . DirectoryURI 에 지정된 도메인은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호스트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사용자의 IM 주소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 구성된 대로 DirectoryURI 에 맞게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SSO(Single Sign-On) 솔루션
Cisco 에서는 SAML SSO( 릴리스 10.0(1) 이상 ) 를 SSO(Single Sign−On) 솔루션으로 사용하도록 권
장합니다 .
SAML 은 모든 운영 체제에서 연합하여 인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표준입니다 . SAML 표준을 사
용하면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OS( 운영 체제 ) 와 상관없이 SAML 지원 협업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
언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SAML 은 사용자와 사용자 속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의된
표준 세트로서 , 인증을 요청하고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
어 , 서로 다른 두 조직에서 SAML 을 사용하면 암호를 교환하지 않고도 신뢰 관계를 확립할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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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nd Presence 협업 클라이언트

SAML 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

Cisco Unified CM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
•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WebEx Connect and Messenger Cloud

SAML 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도 지원합니다 .
•

WebEx iOS

•

WebEx Android

•

WebEx Connect

•

WebEx Messenger

•

Jabber for Windows

•

Jabber iOS

•

Jabber for Android

•

Jabber for Mac

SAML SSO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abber 용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SAML
SSO, 20−40 페이지 섹션 또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Applications 용
SAML SSO 배포 안내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IM and Presence 협업 클라이언트
Jabber 클라이언트의 Cisco Collaboration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사용하면 음성 및 영상 통화 기능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 동료의 프레즌스 정보가 포함된 연락처 디렉터리를 제공하고 , IM( 인스턴
트 메시징 ), 음성 메시징 , 데스크톱 공유 및 전화회의 도구를 포함합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 사용할 수 있는 타사 XMPP 클라이
언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일반 인터페이스 세트를 통해 기
존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서비스와 통합됩니다 . 일반적으로 각 클라이언트는 특정 운영
체제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두를 지원합니다 .
이 장의 클라이언트 특정 섹션에서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에 통합에 대한 관련 배
포 고려 사항 , 계획 및 설계 지침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에서 지원하는 협업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Windows 용 Cisco Jabber
– Windows 용 VXME(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 Mac 용 Cisco Jabber

•

웹 플랫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Cisco Jabber Guest
– Cisco Jabber Web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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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이언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iPhone 용 Cisco Jabber
– iPad 용 Cisco Jabber
– Blackberry 용 Cisco Jabber
– Android 용 Cisco Jabber
– 모바일 및 태블릿

Macintosh 및 Windows 모두의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표준 기반 IM and Presence, 오
디오 및 비디오 , Visual VoiceMail, 데스크톱 공유 , 사무실 전화기 제어 , Microsoft Office 통합 및
연락처 관리를 포함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클라이언트입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클라이언트 구성 ,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사용자 및 장치 관리를 제공하는 온 − 프레미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와 통합하여 클
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Cisco Jabber for Windows 및 Cisco Jabber for Mac 을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

다중 장치 메세징 (MDM) 및 로그인
사용자가 재버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할 때 모든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에 연결됩니다 . 사용자가 연결된 IM 및 현재 상태 노드는 가용성 , 연
락처 목록 및 기능 기반 작업과 같은 해당 사용자의 모든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는 iOS, Android, Windows 또는 Mac 용 Cisco Jabber 와 같은 다양한
Jabber 클라이언트 중 하나 또는 모두에서 로그인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프레젠스 활성화
사용자에 대해 등록된 모든 클라이언트를 추적합니다 .
여러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사용자간에 새 IM 세션이 시작되면 , 첫 번째 들어오는 메시지는 수신
사용자의 등록된 모든 클라이언트로 브로드 캐스팅됩니다 . 그런 다음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
는 등록된 클라이언트 중 하나의 첫 번째 응답을 기다립니다 . 응답하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사용
자가 다른 등록된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을 시작할 때까지 나머지 수신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 그
런 다음 노드는 후속 메시지를 이 새 클라이언트로 재 라우팅합니다 .
예:
Johnny 는 Betty 와 IM 대화를 시작하려고합니다 . 그는 이전에 Windows 용 Cisco Jabber 및
Android 용 Cisco Jabber 에 로그인했습니다 . 베티는 중앙 메신저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가
있는 두 명의 클라이언트를 등록했습니다 . 죠니는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시작합니다 . " 안녕
베티 . 지금 시간 있어 ?"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는 베티가 두 명의 등록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
죠니의 메시지를 두 사람에게 브로드캐스팅합니다 . 베티는 책상 위에 앉아 랩톱과 전화에 나타
나는 Johnny 의 메시지를 관찰합니다 . 그녀는 노트북을 사용하여 응답하기를 선택하고 " 잠시
후 회의가 있지만 잠깐 채팅할 수 있어 " 라는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는 베티가 Windows 용 Cisco Jabber 를 사용하여 응답했음을 식별
하고 , 이를 대화의 모든 후속 메시지를 라우팅할 클라이언트로 표시합니다 . 죠니가 "1 분 밖
에 걸리지 않어 ." 라고 응답하면 이 응답은 Windows 용 Cisco Jabber 로 직접 라우팅됩니다 . 베
티가 대화 중 어느 시점에서 전화를 사용하여 , 죠니에게 응답하기 시작하면 IM 및 프레젠스 서
비스 노드는 Windows 용 Cisco Jabber 가 아닌 후속 메시지를 라우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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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M and Presence 협업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IM 및 프레젠스 및 Unified CM 클러스터의 사용자 및 장
치에 대한 총 용량 제한에 영향을 줍니다 . 예를 들어 , 15k 사용자 VM 구성이 있는 클러스터에서
모든 사용자가 iPhone 및 데스크톱 Jabber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하면 , 최대 용량은 15,000 명이 아
닌 7,500 명의 기존 사용자가 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모드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두 가지 통화 제어 모드 중 하나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폰 모드 — 컴퓨터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사용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소프트폰 모드에 있으면 Unified CM 에 음성 및 영상 통화 제어
기능에 대한 SIP 엔드포인트로 직접 등록되며 , Unified CM 에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레임워크
장치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 — 오디오 ( 및 지원되는 경우 비디오 ) 에 Cisco IP 사용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인 경우 SI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으며 , 대신 CTI/JTAPI 를 사용하여 통화를 시작 , 모니터링 및 종료하고 , 회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 통화 기록을 제공하며 , 그와 동시에 Cisco IP Phone 을 제어합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용 Cisco Jabber

Cisco 는 Android, BlackBerry 및 Apple iOS 장치 ( 예 : iPhone 및 iPad) 등의 모바일 장치에 협업 클
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장치용 Cisco Jabbe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협업 , 21−1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는 Microsoft Lync 및 Microsoft OCS(Office Communications
Server) R2 와 통합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를 허용하면서 일관된 사용자 환경을 제
공합니다 . 이 솔루션은 표준 기반 오디오 및 비디오 , 통합된 메시징 , 웹 회의 , 사무실 전화기 제어
및 텔레포니 프레즌스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Microsoft Lync 의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을 확장합니다 .
타사 XMPP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SIP/SIMPLE 및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를 지원하는 Cisco IM and
Presence 는 여러 클라이언트 간에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업데이트를 알리기 위해 타사 클
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타사 XMPP 클라이언트는 여러 데스크톱 운영 체제에
서 향상된 상호 운용성을 허용합니다 . 또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Cisco AJAX XMPP Library
API 를 기반으로 하여 ) SOAP, REST 또는 BOSH 에서 HTT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프레즌스 업
데이트 , 인스턴트 메시징 및 등록 명부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타사 개방형 인터페이
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타사 프레즌스 서버 통합 , 20−60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SAML SSO(Single Sign On)
SSO(Single Sign−On) 를 사용하면 Cisco Jabber 사용자가 각각에 개별적으로 로그인하도록 요청되
지 않고 모든 Jabber 서비스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회사 ID 공급자가 수행하는 인증을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 Cisco Jabber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실
행할 때 사용자에게 회사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한 번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사용자가 Cisco Jabber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인증된 총 시간을 지정하여 ID 공급자가 Cisco Jabber 사용자의 인증 환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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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Jabber 애플리케이션은 ID 공급자를 통해 인증서를 검증한 다음 정의된 Cisco 서비스 세트에
투명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XML 기반 개방형 표준 데이터 형식인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을 사용합니다 . SAML SSO(Single Sign−On) 는 Cisco WebEx Messenger
Services,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Unity Connection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SO 는 서비스 검색을 사용하여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용하도록 배포됩니다 .
SAMLv2 SSO 에서는 다음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
•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 IM and Presence 및 Unified CM
– IM and Presence,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SSO)
– IM and Presence, Unified CM, Unity Connection(SSO) 및 Cisco Mobile Workspace

Solution(SSO 또는 SSO 가 아님 )

•

하이브리드 배포 모델
– WebEx Messenger(SSO) 및 Unified CM
– WebEx Messenger(SSO), Unified CM 및 Unity Connection
– WebEx Messenger (SSO), Unified CM, Unity Connection 및 WebEx Meeting Center

Cisco Unified CM UDS(User Data Service)
UDS 는 Unified CM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PI 의 상위 항목입니다 . UDS 는 Jabber 가 Cisco
Expressway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 소스 API 와 연락처 소스에 대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UDS 연락처 소스에서 Unified CM 최종 사용자 테이블 정보를 사용하여 연락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CM 11.5 부터 UDS−LDAP 프록시 기능을 연락처 검색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면 , 연락처 검색이 UDS 에서 계속 처리되지만 , 회사 LDAP 디렉토리로 프록시되며
, UDS 는 결과를 Jabber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달합니다 . 이렇게하면 , Jabber 클라이언트가 Unified
CM 내에서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회사 디렉토리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UDS 연락처 서비스는 항상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연결된 원격 Jabber 클라이
언트에 사용되며 ,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선택적인 연락처 서비스입니다 . Unified
CM 웹 인터페이스 ( 최종 사용자 작성 ) 를 사용하거나 Active Directory 또는 기타 지원되는 LDAP
소스에 LDAP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거나 , UDS 대 LDAP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여 UDS 연락처 소
스 데이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
UDS 는 LDAP 연락처 소스와 동일한 속성 목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신 UDS 는 다음 속성을
지원합니다 .
[ 사용자 이름 , 이름 , 성 , 중간 이름 , 별명 , 전화 번호 , 집 전화 번호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 디
렉터리 URI, msURI, 직위 , 부서 , 관리자 ]
UDS 는 LDAP 연락처 소스가 제공한 ANR( 모호한 이름 분석 ) 또는 동일한 수준의 예측 검색을 제
공하지 않습니다 . UDS 는 이름 , 성 및 이메일 주소를 검색합니다 .
참고

ANR( 모호한 이름 분석 ) 은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검
색 알고리즘이며 , 복잡한 검색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오브젝트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 ANR 은 클
라이언트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오브젝트와 속성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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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배포를 위한 UDS 사용법 고려 사항 :
•

Jabber 온−프레미스(네트워크상)에서는 LDAP 또는 UDS를 연락처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UDS 는 Unified CM 에서 제공하는 HTTP 기반 서비스 집합입니다 . UDS 연락처 소스는 연락처
와 번호 분석을 제공하는 하나의 UDS 서비스입니다 .

•

Jabber 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원격으로 연결되면 UDS 가 항상 연락처 소
스로 사용됩니다 . 마찬가지로 설계에서 클러스터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UDS 는 클러스터의 모든 Unified CM 서버에서 실행되는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 서버 검색에
중요합니다 . IM 전용 전개의 경우 음성 및 비디오가 전개의 일부는 아니지만 Unified CM 통화 처
리 구독자 쌍은 UDS 서비스 로드를 처리하고 전개해야 합니다 . IM 전용 사용자의 수는 필요한
Unified CM 가입자 쌍의 수를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 40,000 명의 사용자 및 / 또는 엔드 포인트가
있는 표준 Unified CM 클러스터에는 4 만 명의 IM 전용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4 개의 가입자 쌍
이 필요합니다 .

LDAP 디렉터리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 LDAP 디렉터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

사용자 프로비저닝 — 디렉터리 통합을 사용하여 LDAP 디렉터리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은 LDAP 디렉터리의 콘텐츠와 동기화되므로 LDAP 디렉터리에서 변경이 발
생할 때마다 사용자 정보를 수동으로 추가 , 제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사용자 인증 — LDAP 디렉터리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모든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하여 클
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인증을 제공합니다 .

•

사용자 조회 — Cisco 클라이언트 또는 타사 XMPP 클라이언트가 LDAP 디렉터리에서 연락처
를 검색할 수 있도록 LDAP 디렉터리 조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AD 그룹 및 엔터프라이즈 그룹
Cisco Jabber 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에서 그룹을 검색하여 연락처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
다.
Cisco Unified CM 은 지정된 간격 (LDAP 디렉터리 구성에서 LDAP 디렉터리 동기화 일정 매개변
수로 지정 ) 으로 Microsoft Active Directory 그룹을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하고 , 동기화 시 Jabber
최종 사용자 연락처 목록도 업데이트합니다 .
AD 그룹 동기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Cisco Jabber 사용자가 연락처 목록에 그룹을 추가
하려는 경우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IM and Presence 서비스 노드에 그룹 요청을 보냅니다 .
IM and Presence 서비스 노드는 각 그룹 멤버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

표시 이름

•

사용자 ID 및 제목

•

전화 번호

•

메일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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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및 사용자 필터의 AD 그룹 고려 사항
•

그룹 필터는 Cisco CallManager Application 의 관리자가 구성하여 유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

관리자는 사용자 필터와 그룹 필터의 이름이 적절하게 지정되어 사용자와 사용자 그룹 필터용
의 올바른 필터 필드에 할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DirSync 서비스는 필터 문자열 형식의 구문 또는 논리 정확도를 검증하지 않으므로 , 관리자가
필터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필터 문자열마다 동기화를 수행할 때 보안 그룹을 무시하기 위한 하나의 문자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WebEx 디렉터리 통합
WebEx 디렉터리 통합은 WebEx 관리 도구를 통해 수행됩니다 . WebEx 는 기업 디렉터리 정보의
CSV( 쉼표로 구분된 값 ) 파일을 해당 WebEx Messenger 서비스로 가져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
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index.htm?toc.htm?17444.htm
디렉터리 검색

로컬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캐시나 연락처 목록에서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처
검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 WebEx Messenger 사용자는 검색 예측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캐시 , 연락
처 목록 및 로컬 Outlook 연락처 목록은 연락처 이름을 입력할 때 쿼리됩니다 . 일치하는 항목이 없
는 경우 검색은 회사 디렉터리 (WebEx Messenger 데이터베이스 ) 에 계속 쿼리합니다 .

Jabber 클라이언트의 일반 배포 모델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는 다음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
•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 20−11 페이지

•

클라우드 기반 배포 모델 , 20−12 페이지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및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 20−13 페이지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 , 20−31 페이지

배포 선택은 주로 IM and Presence 에 대한 제품 선택 및 음성 및 비디오 , 음성 메일 , 사무실 전화
기 제어와 같은 추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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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관리 및 유지 관리하는 기업 네트워크에서 모든 서비스
가 설정되고 구성됩니다 . ( 그림 20−2 참조 )
Jabber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349668

그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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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Jabber for Windows 용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은 다음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는 모든 사용자 및 장치 구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전화회의장치는 오디오 및 비디오 회의 기능
을 제공합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음성 메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는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Microsoft Active Directory 또는 다른 지원되는 LDAP 디렉터리에서 연락처 소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의 기본 배포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구 사항
입니다 . 기본 배포를 설정 및 구성한 후에 다음과 같은 추가 배포 옵션을 설정하고 구성할 수 있습
니다 .
•

음성 — 음성 통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비디오 — 사용자가 영상 통화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음성 메일 — 사용자가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또는 음성 메일 번호
로 전화를 걸 때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음성 메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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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톱 공유 — 사용자가 BFCP(Binary Flow Control Protocol) 를 통해 자신의 데스크톱을 공
유할 수 있습니다 .

•

Microsoft Outlook 통합 − Microsoft Outlook 과 같은 Microsoft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가용성 상태 및 메시징 기능을 직접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 기반 배포 모델
클라우드 기반 배포 모델에서 서비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Cisco WebEx 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
서 호스팅됩니다 . Cisco WebEx 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배포 모델을 구현하는 경우 , 해당 클라
우드 기반 배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Cisco WebEx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 ( 그
림 20−3 참조 )
Jabber 클라우드 기반 배포 모델 (WebEx)
349667

그림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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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Jabber for Windows 용 클라우드 기반 배포 모델은 다음 서비스에서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

인스턴트 메시징 및 채팅 기능

•

사용자에 대한 프레즌스 기능

•

기본 데스크톱 공유

•

사용자 구성 및 연락처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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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nd Presence 협업 클라이언트

이러한 서비스는 Cisco Jabber for Windows 의 기본 배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입니
다 . 기본 배포를 설정 및 구성한 후에 다음과 같은 추가 배포 옵션을 설정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Cisco WebEx Meeting Center — 온라인 미팅 및 이벤트와 같은 호스팅된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
다.

•

Microsoft Outlook 통합 − Microsoft Outlook 과 같은 Microsoft Offic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가용성 상태 및 메시징 기능을 직접 제공합니다 . 이러한 통합은 기본
적으로 설정됩니다 .

•

일정 통합 — WebEx Meeting Center, Outlook 및 IBM Lotus Notes 와의 일정 통합도 지원됩니다 .

Jabber 클라이언트용 WebEx Messenger 서비스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Messenger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index.htm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및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하이브리드 배포에서는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서 호스팅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온 − 프레미스 배포의 다음 구성 요소와 결합됩니다 ( 그림 20−4 참조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는 사용자 및 장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은 음성 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Jabber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및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349666

그림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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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별 설계 고려 사항
다음 섹션에서는 Mac 및 Windows 용 Cisco Collaboration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 고유한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러한 클라이언트 유형에 대한 일반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아키텍처 , 8−23 페이지의 섹션에 제공된 설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전화 특정 프레즌스 및 통화 중 램프 필드
Unified CM 에 연결된 엔드포인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엔드포인트에 대해 유휴 , 통화 중 ,
알 수 없음 등의 회선 상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상태는 통화 기록에서 표시되며 BLF( 통화 중 램
프 필드 ) 기능을 사용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통화 기록과 디렉터리의 프레즌스는 사용자가 조
회를 수행한 후에만 수신되는 반면 , BLF 는 전화기나 영상 전화기의 회선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며 모니터링 장치에서 구성된 특정 프레즌스 지원 바로 호출에 이를 나타냅니다 .
클러스터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관계없이 사용자에 대한 모든 텔레포니 프레즌스 요청은 Cisco
Unified CM 에서 처리하고 다룹니다 .
감시자와 프레즌스 엔티티가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 있을 경우 프레즌스 요청을 전송하
는 Unified CM 감시자는 프레즌스 상태를 포함한 직접 응답을 수신하게 됩니다 .
프레즌스 엔티티가 클러스터 외부에 있을 경우 Unified CM 은 SIP 트렁크를 통해 외부 프레즌스 엔
티티를 쿼리합니다 . 감시자에게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과 프레즌스 그룹 ( 두 가지 모두
Unified CM 프레즌스 정책 , 20−17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서 설명됨 ) 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 프레
즌스 엔티티를 모니터링할 권한이 있으면 SIP 트렁크가 외부 프레즌스 엔티티에 프레즌스 요청을
전달하고 외부 프레즌스 엔티티로부터 프레즌스 응답을 기다린 다음 감시자에게 현재 프레즌스 상
태를 반환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에 없는 감시자는 SIP 트렁크에 프레즌스 요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프레즌스 엔티티를 지원하는 경우 프레즌스 엔티티가 현재 프레즌스 상태를 응답합
니다 . Unified CM 이 프레즌스 엔티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레즌스 엔티티가 SIP 오류 응
답으로 프레즌스 요청을 거부합니다 .

SIP 를 통한 Unified CM 프레즌스
Unified CM 은 Unified CM 에 직접 연결되고 등록된 SIP 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를 나타내는 데
SIP 회선이라는 용어를 , SIP 를 지원하는 트렁크를 나타내는 데 SIP 트렁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
다 . 프레즌스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SIP 회선측 엔드포인트는 SIP SUBSCRIBE 메시지를
Unified CM 에 전송해 표시된 프레즌스 엔티티의 프레즌스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프레즌스 엔티티가 Unified CM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경우 Unified CM 은 프레즌스 엔티티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SIP NOTIFY 메시지를 프레즌스 감시자에게 전송하여 SIP 회선측 프레즌스 요청
에 응답합니다 . ( 그림 20−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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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

클라이언트별 설계 고려 사항

SIP 회선 SUBSCRIBE/NOTIFY 교환

10.1.1.2

10.1.1.4

IP

M

1000
SUBSCRIBE sip:2000@10.1.1.4
Event: presence
Contact: sip:unique_id@10.1.1.2
As long as the watcher
subscription state is still
active, a NOTIFY will be
sent any time there is a
status change of the
presence entity.

2000 is the directory number
of another line-side device.
This SUBSCRIBE could also
be a SIP URI of an external
presence entity.

200 OK

190463

NOTIFY sip:unique_id@10.1.1.2
Event: presence
<xml message body containing status>
200 OK

프레즌스 엔티티가 Unified CM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경우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 , 프레즌
스 그룹 , SIP 경로 패턴을 바탕으로 Unified CM 이 적합한 SIP 트렁크로 SUBSCRIBE 요청을 내보
냅니다 . Unified CM 이 트렁크에서 프레즌스 엔티티 상태를 나타내는 SIP NOTIFY 응답을 수신
하면 , 프레즌스 엔티티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SIP NOTIFY 메시지를 프레즌스 감시자에게 전송
하여 SIP 회선측 프레즌스 요청에 응답합니다 . ( 그림 20−6 참조 )
SIP 트렁크 SUBSCRIBE/NOTIFY 교환

10.1.1.2

rtp.xyz.com

IP
1000

A SIP route pattern for
sjc.xyz.com is configured
on a SIP trunk.

sjc.xyz.com

M

SUBSCRIBE sip:3000@sjc.xyz.com
Event: presence
Contact: sip:unique_id@10.1.1.2

200 OK
NOTIFY sip:unique_id@10.1.1.2
Event: presence
<xml message body containing status>
200 OK

M

SUBSCRIBE sip:3000@sjc.xyz.com
Event: presence
Contact: sip:unique_id@rtp.xyz.com
200 OK
NOTIFY sip:unique_id@rtp.xyz.com
Event: presence
<xml message body containing status>

200 OK

190464

그림 20-6

Unified CM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모든 디렉터리 번호 또는 SIP URI 에 대한 SUBSCRIBE 메시지
가 Unified CM 의 SIP 트렁크에서 전송되거나 수신됩니다 . SIP 트렁크는 또다른 Unified CM 에 대
한 인터페이스가 되거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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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바로 호출 프레즌스
Unified CM 은 BLF( 통화 중 램프 필드 ) 바로 호출을 통해 프레즌스 기능을 갖춘 바로 호출 기능을
지원합니다 . BLF 바로 호출은 바로 호출과 프레즌스 표시기 역할을 겸합니다 . 그러나 시스템 관
리자만 BLF 바로 호출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는 BLF 바로 호출을 구성할 권한이 없습
니다 .
관리자는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SIP 트렁크 대상 내부의 디렉터리 번호나 URI 로 확인할 수 있
는 대상 디렉터리 번호나 URI 를 이용해 BLF 바로 호출을 구성해야 합니다 . BLF SIP 회선측 엔드
포인트도 BLF 바로 호출을 위한 SIP URI 로 구성될 수 있지만 SCCP 회선측 엔드포인트는 BLF 바
로 호출을 위한 SIP URI 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 BLF 바로 호출 표시는 장치 수준 표시가 아니라
회선 수준 표시입니다 .
참고

클러스터 당 최대 30,000 개의 BLF 단축 다이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BLF 바로 호출을 지원하는 전화기 모델의 목록은 https://www.cisco.com/ 에서 Cisco Unified IP
Phone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그림 20−7 은 전화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BLF 바로 호출 표시를 보여줍니다 .
그림 20-7

Cisco Unified IP Phones 7900 시리즈의 바로 호출 프레즌스 표시기

State

Icon

LED

Idle

Unknown

190465

Busy

Unified CM 통화 기록 프레즌스
Unified CM 은 통화 기록 목록 ( 전화기의 디렉터리 단추 ) 에 대한 프레즌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
통화 기록 목록 프레즌스 기능은 Unified CM 관리 내의 통화 목록에 대한 BLF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를 통해 제어됩니다 . 통화 목록에 대한 BLF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는 전화기의 디렉터리 단
추 ( 부재 중 , 수신 및 발신 통화 , 개인 디렉터리 또는 회사 디렉터리 ) 를 사용하는 모든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며 전역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
통화 기록 목록의 프레즌스 기능을 지원하는 전화기 모델의 목록은 https://www.cisco.com/ 에서
Cisco Unified IP Phone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통화 기록 목록에 대한 프레즌스 표시기는 그림 20−7 의 아이콘 열에 나열된 것과 동일하지만 LED
표시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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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별 설계 고려 사항

Unified CM 프레즌스 정책
Unified CM 은 프레즌스 상태를 요청하는 사용자를 위한 정책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정책은 특히 프레즌스 상태를 위해 SIP SUBSCRIBE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신 검색 공간을 구성하
고 어떤 다른 그룹과 관련된 사용자의 프레즌스 상태를 보기 위한 규칙을 지정하는 데 사용자가 연
결될 수 있는 프레즌스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
Unified CM 의 프레즌스 정책에서 첫 번째 측면은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입니다 . Unified CM
은 감시자의 프레즌스 요청 (Event 필드가 Presence 로 설정된 SUBSCRIBE 메시지 ) 을 전달하는 방
법을 결정하는 데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며 , 이때 감시자는 전화 또는 트렁크가 될
수 있습니다 .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은 감시자와 연결되며 , 감시자에게 " 보기 " 권한이 허용
된 파티션을 나열합니다 . 이 메커니즘은 프레즌스 SUBSCRIBE 요청이 일반 통화 처리 발신 검색
공간과 독립적으로 라우팅되도록 더욱 상세한 수준의 세분성을 제공합니다 .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은 장치 기반이나 사용자 기반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설정
은 사용자가 내선 이동을 통해 장치에 로그인하거나 관리자가 사용자를 장치에 지정할 때 발생하
는 가입에 적용됩니다 .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을 < 없음 > 으로 설정하면 BLF 바로 호출 및 통화 기록 목록 프레즌스
상태가 작동하지 않고 가입 메시지가 " 알 수 없는 사용자 " 로 거부됩니다 . 올바른 SUBSCRIBE 발
신 검색 공간이 지정되면 표시기가 작동하고 SUBSCRIBE 메시지가 허용되어 올바르게 라우팅됩
니다 .
참고

발신 검색 공간을 < 없음 > 상태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발신 검색 공간을 < 없음 > 으로
설정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프레즌스 상태나 다이얼 플랜 동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프레즌스 그룹
Unified CM 의 프레즌스 정책에서 두 번째 측면은 프레즌스 그룹입니다 . 장치 , 디렉터리 번호 및
사용자는 한 프레즌스 그룹에 할당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표준 프레즌스 그룹에
할당됩니다 . 프레즌스 그룹은 정의된 프레즌스 그룹과 사용자의 연관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감시
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상을 제어합니다 ( 예 : 계약자가 임원진을 볼 수는 없지만 임원진이 계
약자를 볼 수는 있음 ). 프레즌스 그룹 사용자 설정은 사용자가 내선 이동을 통해 장치에 로그인하
거나 관리자가 사용자를 장치에 지정할 때 발생하는 가입에 적용됩니다 .
여러 프레즌스 그룹이 정의된 경우 프레즌스 그룹 간 가입 정책 서비스 매개 변수가 사용됩니다 .
한 그룹이 허용됨 또는 허용 안 됨이 아닌 시스템 기본값 사용 설정을 통해 또 다른 그룹과 관계를
갖는 경우 이 서비스 매개 변수의 값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프레즌스 그룹 간 가입 정책 서비
스 매개 변수가 허용 안 됨으로 설정된 경우 Unified CM 은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이 요청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차단합니다 . 프레즌스 그룹 간 가입 정책 서비스 매개 변수는 통화 기록 목록
이 포함된 프레즌스 상태에만 적용되며 BLF 바로 호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종속성 레코드를 활성화한 경우 프레즌스 그룹은 모든 관련 디렉터리 번호 , 사용자 및 장치를 나
열할 수 있습니다 . 종속성 레코드를 사용하면 관리자가 그룹 수준의 설정에 대한 특정 정보를 찾
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종속성 레코드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를 활성화하면 CPU 사용량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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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프레즌스 지침
Unified CM 을 사용하면 시스템 관리자가 Unified CM 관리 내부에서 사용자 전화 상태 프레즌스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내부에서 프레즌스를 구성할 때는 다음 지침에
주의하십시오 .
•

사용자 전화 상태 프레즌스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의 Cisco Unified IP Phone 을 선
택하십시오 .

•

프레즌스 사용자에 대한 프레즌스 정책을 정의하십시오 .
–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감시자 프레즌스 기반 SIP SUBSCRIBE 메시지를

올바른 대상으로 전달하도록 제어하십시오 .

– 프레즌스 그룹을 사용하여 유사한 사용자 집합을 정의하고 다른 사용자 그룹의 프레즌스

상태 업데이트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정의하십시오 .

참고

•

통화 기록 목록 프레즌스 기능은 전역 기반으로 활성화되지만 사용자 상태는 프레즌스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이 유지됩니다 .

•

BLF 바로 호출은 관리자에 의해 제어되며 프레즌스 정책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은 사용자 프레즌스 기능을 구성하고 제어하기 위해 Unified CM 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통화 처리 , 9−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프레즌스 : Cisco IM and Presence 아키텍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시징과 프레즌스를 위해 표준 기반 XMPP 를 사용합니
다 . 또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SIP IM 공급자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SIP 를 지원합니
다 . Cisco IM and Presence 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를 통한 구성 인터페이스 ,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를 통한 프레즌스 인터페이스 , CAXL(Cisco AJAX XMPP
Library) 을 통한 프레즌스 , 인스턴트 메시징 및 BOSH(Bidirectional−streams Over Synchronous
HTTP) 인터페이스를 갖춘 HTTP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 Cisco AJAX XMPP Library 웹 툴킷은
Cisco IM and Presence 내의 확장 가능한 통신 플랫폼에서 BOSH 인터페이스와 통신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이러한 표준 기반 SIP, SIMPLE, XMPP 및 HTT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기능 및 속성을 수집 , 집계 및 분배합니다 .
Cisco 나 타사 애플리케이션은 프레즌스와 통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 경험 및 효율성을 개선하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핵심 구성 요소에는 프레즌스 ,
인스턴트 메시징 , 등록 명부 , 라우팅 , 정책 및 페더레이션 관리를 다루는 XCP(Extensible
Communications Platform), 프레즌스 상태 수집 , 네트워크 기반 리치 프레즌스 구성 및 프레즌스 지
원 라우팅 기능을 처리하는 리치 프레즌스 서비스 ,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된 영구 채팅 및 메
시지 보관이 포함된 ad−hoc 그룹 채팅 저장 장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 지속적인 채팅이 사
용되는 경우 임시 방은 임시 채팅 기간 동안 외부 PostgreSQL, Microsoft SQL 또는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됩니다 . 영구 채팅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ad−hoc 채팅은 채팅 시간 동안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
애플리케이션 (Cisco 및 타사 ) 은 프레즌스와 통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 경험 및 효율성을 개
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Jabber 는 인스턴트 메시징과 프레즌스 상태를 통
합하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지원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또한 Microsoft Lync Server 2010 및 2013 과 Unified CM 에 연결된 모
든 Cisco Unified IP Phone 의 Microsoft Lync 클라이언트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 Microsoft Lync 클라이언트 상호 운용성에는 클릭 투 다이얼 (click−to−dial) 기능 , RCC( 원격 통화
제어 ) 를 통한 전화 제어 기능 및 Cisco Unified IP Phone 의 프레즌스 상태가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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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Unified CM 을 비롯해 비슷한 관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플랫폼의 Unified CM 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본 어플라이언
스 모델 및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 지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호환성 매트릭스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device_support_tables_list.html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는 게시자로 지정된 서버 하나를 포함해 최대 6 개의 서버
로 구성되며 , 이들 서버는 Unified CM 게시자 및 가입자와 동일한 아키텍처 개념을 활용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내에서 개별 서버는 그룹화하여 하위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고 하위 클러스터에는 최대 2 개의 서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그림 20−8 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의 기본 토폴리지를 보여주며 , 그림 20−9 에서는 고가용성 토폴로지
를 보여줍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는 또한 그림 20−10 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하위 클러스터는 2 개의 서버로 구성되고 다른 하위 클러스터는 한 개의 서버로 구성된 혼합형 하
위 클러스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림 20-8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기본 배포
Cisco IM and Presence Service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ublisher

그림 20-9

1A

2A

3A

Sub-cluster 1 Sub-cluster 2 Sub-cluster 3
IDS Global User Data Replication

292382

Database
Sync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고가용성 배포
Cisco IM and Presence Service
Database
Sync

1A

2A

3A

1B

2B

3B

Sub-cluster 1 Sub-cluster 2 Sub-cluster 3

292383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ublisher

IDS Global User Data Replication
Volatile Persistent Data (Login state)
Soft State Data (Presenc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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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혼합 배포
Cisco IM and Presence Service

1A

2A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ublisher

3A

Sub-cluster 3
1B

2B

Sub-cluster 1 Sub-cluster 2

313252

Database
Sync

IDS Global User Data Replication
Volatile Persistent Data (Login state)
Soft State Data (Presence info)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사용자 및 장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Unified CM 게
시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
Cisco Unified?CM 과의 가용성 통합을 지원하려면 CUCM 도메인 SIP 프록시 서비스 매개 변수가
Unified CM 클러스터의 DNS 도메인과 일치해야합니다 . 기본적으로 CUCM 도메인 SIP 프록시
(CUCM Domain SIP Proxy) 서비스 매개 변수는 IM and Presence 데이터베이스 게시자 노드의 DNS
도메인으로 설정됩니다 . 따라서 IM 및 프레젠스 데이터베이스 게시자 노드의 DNS 도메인이
Unified CM 클러스터의 DNS 도메인과 다른 경우 IM 및 프레젠스 데이터베이스 게시자 노드에서
Cisco Unified?CM IM 및 프레젠스 상태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 서비스 매개 변수
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 클러스터와 관련된 DNS 도메인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의 IM 및 현재 상태 서비스 구성
및 관리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IM 및 프레젠스는 모든 Unified CM 노드에 대한 액세스 제어 목록 (ACL) 항목을 유지합니다 . 이러
한 항목은 FQDN 기반이며 IM 및 프레젠스 게시자의 DNS 도메인에 Unified CM 호스트 이름을 추
가하여 생성됩니다 . 따라서 IM 및 프레젠스 게시자 ( 데이터베이스 ) 의 DNS 도메인이 Unified CM
클러스터의 DNS 도메인과 다른 경우 잘못된 ACL 항목이 생성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는 단일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만을 지원하므로 각
Unified CM 클러스터에는 별도의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
클러스터 간 트래픽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Unified CM 사이 및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게시자와 가입자 서버 사이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참여합니다 . 두 클러스터는 모두 공통
의 호스트 파일을 공유하며 IPTable 을 사용해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보유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 수준에서 클러스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에서는 제
한된 구성과 관리가 수행됨에 따라 구성과 관리는 주로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수행됩니다 . 현
재 클러스터 간 트래픽에 대해서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또는 IPSec 활용은 없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게시자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는 AXL API(AVVID XML Layer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를 통해 Unified CM 게시자와 직접
통신합니다 . 처음으로 구성될 때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게시자는 Unified CM 사용자 및 장
치의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첫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 모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사용
자는 Unified CM 최종 사용자 구성에서 구성됩니다 . 동기화 중에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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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용자를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채우며 관리 인터페이스
에서 최종 사용자 구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기화 후에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로 사용자
를 관리하려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사용자가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참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Unified CM 에 상응하는 최대 160,000 명의 사용자에 대한 동기화
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메가 클러스터 전개를 가정할 때 Cisco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는 프레젠스 사용자의 최대 수는 75,000 이며 , 3 개의 하위 클러스터 쌍에 25K
사용자 IM 및 프레젠스 VM 템플릿이 사용됩니다 .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의 양과 시스템의 현재 부하량에 따라 Unified CM 로부터 처음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 나중에
Unified CM 에 새 사용자나 장치 정보가 추가되면 Unified CM 에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로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수행됩니다 .

참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Unified CM 로부터 첫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수행할 때는 동기화
에이전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Unified CM 에서 어떤 관리 활동도 수행하지 마십시오 .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고가용성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는 최대 6 대의 서버로 구성되며 , 고가용성을 위해 최대 3
개까지의 하위 클러스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하위 클러스터는 최대 2 개의 서버를 포함하며 장
애 조치 이벤트 발생 시 하위 클러스터의 한 서버에 연결된 사용자가 같은 클러스터의 나머지 서버
를 자동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하위 클러스터 간 장애 조치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고가용성을 위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에는 장애 조치 이벤트 발생
시 하위 클러스터 내의 한 서버에 과다 가입 (oversubscribing)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버당 최대
사용자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종류의 설정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을 사용하여 고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
다 . 균형 모드에서 함께 작동하도록 프레즌스 중복 그룹에 노드를 설정하면 , 구성 요소 장애 또는
정전으로 인해 노드 중 하나가 실패하는 경우 자동 사용자 로드 밸런싱 및 사용자 장애 조치를 통
해 중복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ctive/Standby 설정에서는 Active 노드가 실패하면
Standby 노드는 자동으로 Active 노드를 인수합니다 .
배포 고려 사항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에서는 25,000 명의 사용자 VM 구성 템플릿이 배치된 고가용성
이 없는 세 개의 단일 IM and Presence 노드에서 전체 UC 모드로 최대 75,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
니다 .
75,000 명의 사용자를 위한 고가용성 배치에는 25,000 명의 사용자 VM 구성 템플릿 옵션으로 배치
된 세 개의 IM and Presence 가입자 쌍이 필요합니다 .
참고

메가 클러스터 전개에는 25,000 사용자 VM 구성을 사용해야 하며 , 전개 전에 시스코에서 검토하
고 승인해야 합니다 . 배포가 메가 클러스터가 아닌 경우 15,000 명의 사용자 또는 5,000 명의 사용
자 VM 구성 템플릿과 같은 저용량 VM 구성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 그러나 비 메가 클러스터 전개
에서 25k 사용자 IM 및 프레젠스 VM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25k 사용자 VM 구성
을 전개하기 전에 설계 토폴로지를 시스코에 문의하고 승인을 요청하십시오 . 25k 사용자 VM 템플
릿을 사용하여 IM 및 프레젠스 구성에 대한 설계 검토를 기반으로 예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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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 모델
Unified CM 은 다음과 같은 배포 모델 옵션을 제공합니다 .
•

단일 사이트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

분산된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모든 Unified CM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 그러나 첫 사용자 데이
터베이스 동기화를 고려하여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게시자를 Unified CM 게시자와 동일한
물리적 데이터 센터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리적인 데이터 센터 중복과 WAN 을 통한 클러
스터링을 제외하고 모든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버는 물리적으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의 동일한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세부 정보는 WAN 을 통
한 클러스터링 , 20−29 페이지 참조 ).
Unified CM 배포 모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는 고가용성 요구 사항 , 총 사용자 수 및 사용되는 서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부적인 구성 및 배포 단계는 Deployment Guide for Cisco IM and Presence 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837/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
st.html
고가용성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에는 하위 클러스터당 2 개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하위 클러스터 내에서 서버 간 장애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원되는 총 사용자
수와 장애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활성화된 기능 , 연락처 목록의 평균 크기 , 서버에 가해지는 트
래픽 레이트뿐만 아니라 WAN 을 통해 배포될 경우 서버의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하위 클러스터가 일단 2 개의 서버에 대해 구성되면 Unified CM 관리의 시스
템 > Presence 중복 그룹에서 고가용성이 구성되는 경우 항상 가용성이 높게 작동됩니다 . 고가용
성은 Active/Standby 모드나 Active/Active 모드를 사용해서 배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드는
Presence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에 의해 제어됩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서 고르게 분포하며 이 매개 변수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각 하위 클러스터는 Presence 중복 그룹입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Active/Standby 모드 (Presence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를 없음으로 설
정 ) 는 사용자를 하위 클러스터의 첫 번째 서버에 수동으로 할당함으로써 이루어지며 , 이 경우 두
번째 서버는 할당된 사용자가 없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동기화되어 하위 클러스터의 첫 번째 서버
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애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그림 20−9 에서 첫 번째
사용자는 서버 1A 에 할당되고 두 번째 사용자는 서버 2A, 세 번째 사용자는 서버 3A, 4 번째 사용
자는 서버 1A, 다섯 번째 사용자는 서버 2A, 여섯 번째 사용자는 서버 3A 에 할당되는 방식입니다
. 사용자는 클러스터의 모든 "A" 서버에 걸쳐 고르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Active/Active 모드 — (Presence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를 균형으로
설정 ) 는 로드 배포에 권장되는 기본 설정으로 , 하위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 걸쳐 자동으로 사용
자를 고르게 할당합니다 . 각 서버는 동기화되고 하위 클러스터의 다른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
애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그림 20−9 에서 첫 번째 사용자는 서버 1A 에 할당되고
두 번째 사용자는 서버 2A, 세 번째 사용자는 서버 3A, 4 번째 사용자는 서버 1B, 다섯 번째 사용자
는 서버 2B, 여섯 번째 사용자는 서버 3B 에 할당되는 방식입니다 . 사용자는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
에 걸쳐 고르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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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된 Presence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를 통한 Cisco IM and Presence Active/Active 배포는
사용 중인 기능 , 사용자 연락처 목록의 크기 및 생성 중인 트래픽 ( 사용자 데이터 프로파일 ) 을 기
반으로 하여 중복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 완전한 중복 모드를 통한 Cisco IM and Presence
Active/Active 배포에서는 기능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총 사용자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 예 : 균
형 있는 고가용성 중복 구성으로 OVA 사용자 15,000 명을 배포하면 하위 클러스터당 최대 15,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 ). 비중복 모드를 통한 Cisco IM and Presence Active/Active 배포의 경우에는 활
용되고 있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기능 , 사용자 연락처 목록의 평균 크기뿐만 아니라 생
성되고 있는 트래픽도 더욱 상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프레즌스와 인스턴트 메시징이 활
성화되고 일정 관리 및 이동성 통합이 비활성화된 배포의 경우 평균 연락처 목록은 사용자 30 명 ,
사용자 데이터 프로파일은 약간의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지 업데이트 정도인 조건이라면 하
위 클러스터당 15,000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이 그리 높지 않은 Cisco IM and Presence 클러스터 배포에서는 하위 클러스터의 각 서버가
서버의 최대 사용자 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 대해 지원되는 총 사용자 수
는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의 최대 사용자 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하위 클러스터에
두 번째 서버가 추가되면 하위 클러스터가 고가용성 배포에 포함된 것처럼 작동하게 되지만 온라
인 서버가 활성화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기능 , 평균 사용자 연락처 목록 크기 및 사용자
가 생성하고 있는 트래픽을 바탕으로 한 용량 제한에 도달하면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조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 예시
예 20-1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포함된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

배포 요구 사항 :
•

4,000 명의 사용자 , 최대 13,000 명의 사용자로 확장 가능

•

단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

인스턴스 메시지 기록 및 준수는 필요하지 않음

•

고가용성은 필요하지 않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
•

하나의 15,000 명 사용자 VM 구성 전체 UC 템플릿을 위한 Cisco UCS 가상 시스템

배포 :
•

Presence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 ( 균형 ) 를 사용한 하나의 단일 서버 하위 클러스터

예 20-2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포함된 2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

배포 요구 사항 :
•

최대 11,000 명의 사용자 , 최대 24,000 명의 사용자로 확장 가능

•

2 개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

인스턴스 메시지 기록 및 준수는 필요하지 않음

•

고가용성은 필요하지 않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
•

두 개의 15,000 명 사용자 VM 구성 전체 UC 템플릿을 위한 Cisco UCS 가상 시스템

배포 :
•

2 개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
터당 1 개 ), 각각 Presence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 ( 균형 ) 를 사용하는 하나의 서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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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포함된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

배포 요구 사항 :
•

500 명의 사용자 , 최대 2,500 명의 사용자로 확장 가능

•

단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

인스턴트 메시지 보관이 필요함

•

고가용성 필요함

하드웨어 :
•

두 개의 5,000 명 사용자 VM 구성 전체 UC 템플릿을 위한 Cisco UCS 가상 시스템

배포 :
•

프레젠스에 대해 사용자 할당 모드를 사용하는 하나의 2 서버 클러스터는 클러스터의
PostgreSQL, Microsoft SQL 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균형을유지하도록 설정됩
니다 .

예 20-4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포함된 단일 Cisco Business Edition 클러스터

배포 요구 사항 :
•

150 명의 사용자 , 최대 13,000 명의 사용자로 확장 가능

•

단일 Cisco Business Edition

•

인스턴트 메시지 보관 및 영구 채팅 필요함

•

고가용성 필요함

하드웨어 :
•

1,000 명 사용자 VM 구성 전체 UC 템플릿을 사용하는 Cisco Business Edition 6000H

배포 :
•

프레젠스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를 사용하는 하나의 2− 서버 서브 클러스터는 지속적인
채팅 기능을 위해 , 클러스터에 있는 서버 당 고유한 PostgreSQL, Microsoft SQL 또는 오라클 데
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예 20-5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사용하는 메가 클러스터

이것은 40,000 명이 넘는 사용자 및 / 또는 장치를 배포해야 하는 경우 메가 클러스터 배포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예제일 뿐입니다 .
참고

4 개 이상의 Unified CM 가입자 쌍이 필요한 모든 전개는 전개 전에 시스코 메가클러스터 팀에 의
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 메가 클러스터 승인 및 검토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iki.cisco.com/display/CCM/Megacluster 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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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nd Presence 배포 요구 사항 :
•

25,000 명의 사용자 IM and Presence VM 구성 템플릿을 사용하는 여섯 개의 노드

•

고가용성 모드에서 3 개의 하위 클러스터 가입자 쌍으로 배포된 노드

Unified CM 배포 요구사항 :
•

10,000 명의 사용자 Unified CM VM 구성 템플릿을 사용하는 19 개의 노드

•

전용 게시자가 배포한 Unified CM

•

전용 TFTP1 서버 및 백업 TFTP2 서버

•

8 개의 가입자 쌍 가상 노드

•

인스턴트 메시지 준수가 필요함

•

고가용성 필요함

하드웨어 플랫폼 :
•

Unified CM 10,000 명의 사용자 VM 구성 템플릿 및 25,000 명의 사용자 IM and Presence VM 구
성 템플릿을 사용하는 Cisco UCS B 시리즈

예 20-6

단일 UCS B 시리즈 서버에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개 Unified CM 클
러스터

배포 요구 사항 :
•

5 개의 서로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에 속한 75,000 명의 사용자

•

인스턴트 메시지 준수가 필요함

•

고가용성 필요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
•

10 개의 15,000 명 사용자 VM 구성 전체 UC 템플릿을 사용하는 Cisco UCS B 시리즈

배포
•

단일 플랫폼 UCS B 시리즈에 5 개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 각 클러스터는 각
각 15,000 명의 사용자를 포함한 5 개의 Unified CM 클러스터 중 하나를 처리함 .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성능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는 단일 서버뿐만 아니라 멀티 서버 구성도 지원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해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는 배포에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가 사용자가 2,000 명
인 VM 구성 템플릿 세 개로 배포된다면 각각 자체 하위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총 6,000 명의 사용
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 Cisco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클러스터의 경우 , 지원되는 전체 UC 사용자
수는 75,000 이며 , 클러스터 전개를 위해 지원되는 최대 장치 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지원되는
IM 전용 사용자의 최대수는 75,000 입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플랫폼 요구 사항 전
체 목록과 플랫폼당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virtualizatio
n−cisco−ucm−im−presence.html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가상화된 서버에서 VM 구성 템플릿만 사용하는 배포를 지원하며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실제 서버 지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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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에서는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IM and Presence 노드에 동일한 VM 구성을 사용하도록 권장합
니다 . 그러나 IM and Presence 게시자 노드의 용량이 동일한 클러스터의 가입자 노드에서 사용되
는 VM 구성과 같거나 큰 경우 , 한 클러스터에서 여러 다른 용량의 VM 구성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
중복 및 고가용성 모델에도 비슷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 한 클러스터 내의 IM and Presence 대기 및
/ 또는 백업 가상 가입자 노드에서 사용하는 VM 구성은 IM and Presence 게시자 또는 각 활성 및 /
또는 기본 가입자의 VM 구성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일한 IM and Presence 클러스터에서 VM 구성을 혼합하는 경우 다양한 VM 구성을 사용하는 데
따라 성능 및 용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체 클러스터 용량은 궁극적으로 클
러스터에서 가장 작은 VM 구성의 용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IM and Presence 를 Unified CM 과 통합해도 이 둘은 동일한 클러스터의 일부가 아니며 두 개의 개
별 클러스터입니다 .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다음 구성 중 하나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

단일 클러스터 배포 , 20−26 페이지

•

클러스터 간 배포 , 20−28 페이지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 20−29 페이지

•

페더레이션 배포 , 20−35 페이지

단일 클러스터 배포
그림 20−11 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위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 LDAP 서버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보여줍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관리 및
구성에 대한 모든 정보는 Cisco IM and Presence 설치 , 관리 및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837/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그림 20-11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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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1 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구성 요소 간의 다음 상호 작용을 보여줍니다 .
1.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Unified CM 간의 SIP 연결은 모든 전화 상태 프레즌스 정보 교
환을 처리합니다 .
Unified CM 구성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Unified CM 에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추가되어야 하며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가리키는 SIP 트렁크가 필요합니다 . SIP 트
렁크에서 구성된 주소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확인하는 DNS(Domain Name System)
SRV( 서버 ) FQDN(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 일 수 있으며 개별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IP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 관리자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관리를 통해 시스템 토폴로
지 페이지에 노드를 추가하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AXL/SOAP 를 통해 자동으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애플리케이션 서버 항목의 구성을 처리합니다 .
네트워크 내에서 DNS 의 가용성이 높고 DNS SRV 가 옵션이라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
스 게시자 및 가입자의 DNS SRV FQDN 으로 Unified CM 에서 SIP 트렁크를 구성하십시오 . 또
한 같은 비중으로 Unified CM 가입자의 DNS SRV FQDN 으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서 Presence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십시오 . 이 구성은 프레즌스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모든 서버
에서 동등하게 공유되는 프레즌스 메시징을 허용합니다 .
DNS 의 가용성이 높지 않거나 네트워크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 경우에는 IP 주소
지정을 사용하십시오 . IP 주소를 사용할 때 , 이는 단일 가입자를 가리키므로 프레즌스 메시징
트래픽은 여러 Unified CM 가입자 사이에서 동등하게 공유될 수 없습니다 .
Unified CM 은 IMP PUBLISH 트렁크 서비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통신을 더욱 간소화하고 대
역폭 사용률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매개 변수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에 대한 SIP 트렁크 인터페이스에서 PUBLISH 방법 (SUBSCRIBE/NOTIFY 이 아닌 ) 을 구성하
고 사용합니다 . IMP PUBLISH 트렁크 서비스 매개 변수가 일단 활성화되면 사용자는 기본 내
선 번호뿐만 아닌 회선 표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2.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Unified CM 간의 CTI−QBE(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Quick Buffer Encoding) 연결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프레즌스를 활성화한 사용자
가 Unified CM 에 등록된 관련 전화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 이 CTI 통신
은 Cisco Jabber 가 클릭 투 콜 (Click to Call) 을 하기 위해 사무실 전화기 모드를 사용하거나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가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또는 Microsoft
Lync 를 통해 클릭 투 콜 (Click to Call) 을 할 때 발생합니다 .
a. Unified CM 구성에서는 사용자가 CTI 활성화된 그룹과 연관되어야 하며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기본 내선 번호의 CTI 제어 ( 디렉터리 번호 페이지의 확인란 ) 가 활성화되어 있어
야 합니다 . CTI 관리자 서비스는 또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게시자 및 가입자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각 Unified CM 가입자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또는 Microsoft Lync 와의 통합에는 Unified CM 에서
CTI 가 활성화된 그룹 및 역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b. Cisco Jabber 와 사용되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CTI 구성 (CTI 서버 및 프로파일 ) 은

Unified CM 과 데이터베이스 동기화가 진행되는 중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모든 Cisco
Jabber CTI 통신은 Cisco IM and Presence 를 통해서가 아닌 Unified CM 과 직접 이루어집
니다 .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또는 Microsoft Lync 와 사용되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CTI 구성 ( 데스크톱 제어 게이트웨이 ) 에는 이전에 Unified CM 에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인 공급자와 데스크톱 제어 게이트웨이 주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소 ) 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장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
대 8 개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소가 프로비저닝될 수 있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데스크톱 제어 게이트웨이 구성에는 IP 주소만 사용될 수 있습
니다 . 관리자는 부하 균형을 위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주소의 모든 구성
과 할당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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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L/SOAP 인터페이스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채우기 위해
Unified CM 으로부터 진행되는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처리합니다 .
a. Unified CM 에서는 추가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b.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보안 구성에는 AXL 구성에서 Unified CM AXL 계정에 대한

사용자와 암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으로 균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동기화 에이전트 서비스 매개 변수인 사용자 할당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내의 모든 서버에 모든 사용자를 고르게 분산하여
부하를 균형적으로 조정합니다 . 관리자는 또한 사용자 할당 서비스 매개 변수를 없음으로
변경함으로써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의 특정 서버에 사용자를 수동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
4.

LDAP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LDAP 인증에 사용됩니다 . LDAP 동기화 및 인증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디렉터리 통합 및 ID 관리 , 1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M 은 수동 구성 또는 LDAP 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동기화를 통해 모든 사용자 항목을
책임지며 그런 다음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Unified CM 에서 모든 사용자 정보를 동기
화합니다 . 사용자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Unified CM 에서 LDAP 인증
이 활성화된 경우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바인드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위
해 직접 LDAP 로 이동합니다 .
Microsoft Active Directory 를 사용할 때는 매개 변수의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 대규모
의 Active Directory 구현이 있고 구성이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성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 Active Directory 의 응답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도
메인 컨트롤러를 전역 카탈로그로 승격하고 LDAP 포트를 3268 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클러스터 간 배포
이전 섹션의 배포 토폴로지는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단일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를 위한 것입니다 .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은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만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을 확장하려면
이러한 독립 실행형 클러스터가 동일한 도메인 내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 통신을 위한 피어 관계
에 대해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한 클러스터 내의 사용자가 동일한 도메인 내의 다른 클러
스터에 있는 사용자의 프레즌스에 가입하고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완전한 메시형 프레즌스 토폴로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
터가 동일한 도메인 내의 다른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각각에 대해 별도의 피어 관
계를 가져야 합니다 . 이 클러스터 간 피어에서 구성된 주소는 원격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서버에 확인하는 DNS FQDN 이거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서버의 IP
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각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간 인터페이스는 AXL/SOAP 인터페이스 및 신호 프로
토콜 인터페이스 (SIP 또는 XMPP) 의 2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의 게시자 전용 서버 간 AXL/SOAP 인터페이스는 홈 클러스터 연결을 위해 사용자 정보의 동기화
를 처리하지만 전체 사용자 동기화는 아닙니다 . 신호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SIP 또는 XMPP) 는 배
포 내의 모든 서버 간에 완전한 메시입니다 . 이 인터페이스는 가입 및 알림 트래픽을 처리하며 동
일한 도메인 내의 원격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에서 사용자가 감지되는 경우 전달
전에 URI 의 호스트 부분을 다시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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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는 WAN( 광역 네트워크 ) 전반에 걸쳐 배포된 하위 클러스
터의 노드 중 하나에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하위 클러스터의 지리적 중복과 사이트
전체에서 노드 간 사용자의 고가용성을 허용합니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으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지리적 데이터 센터 중복 및 원격 장애 조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는 단일 하위 클러스터 토폴로지를 가지는 두 사이트 사이
에 배포될 수 있으며 , 이때 하위 클러스터의 한 서버는 한 지리적 사이트에 있고 하위 클러스터의
다른 서버는 또 다른 사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전개에는 최소 대역폭 5Mbps, 최대 대기 시간
80ms 왕복 시간 (RTT) 및 TCP 방식 이벤트 라우팅 ( 그림 20−12 참조 ) 이 있어야 합니다 .
내부 클러스터 대역폭 및 지연

Unified CM
IM and Presence
Cluster-1

Maximum delay of 80ms RTT with 5Mbps bandwidth
between each subscriber node and per sub-cluster pair.

Unified CM
IM and Presence
Cluster-2

348978

그림 20-12

40ms

40ms

WAN
40ms
40ms

AD

AD
IM and Presence Pair

IM and Presence Pair

고가용성 및 확장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고가용성은 하위 클러스터 내의 한 노드에 있는 사용자가 해당 하위
클러스터 내의 다른 노드로 자동으로 장애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
비스 하위 클러스터에 최대 2 개가 있는 경우 각 노드에 대해 한 사이트씩 , 두 사이트 간의 원격 장
애 조치는 필수입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확장 가능한 고가용성 용량은 최대 3 개의
하위 클러스터이므로 확장 가능한 고가용성 원격 장애 조치 토폴로지는 다음 2 개의 사이트로 구
성됩니다 .
•

사이트 A: 하위 클러스터 1 노드 A, 하위 클러스터 2 노드 A 및 하위 클러스터 3 노드 A

•

사이트 B: 하위 클러스터 1 노드 B, 하위 클러스터 2 노드 B 및 하위 클러스터 3 노드 B

이 배포는 5 Mbps 의 최소 대역폭 , RTT( 왕복 시간 ) 80 ms 의 최대 대기 시간 및 TCP 방식 이벤트
라우팅을 갖춰야 합니다 . 배포에 추가된 새로운 각 하위 클러스터는 데이터베이스 및 상태 복제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5 Mbps 의 전용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분할 하위 클러스터 모델에서 하위 클러스터 쌍은 WAN 전체에 분할되며 두 개의 개별 위치에 배
포됩니다 . 분할 하위 클러스터 모델에서는 6 개 노드 각각의 최대 RTT( 라운드 트립 시간 ) 가 80ms
이며 대역폭은 5Mbps 인 대역폭 및 지연 요구 사항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6 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
배포된 최대 6 개의 노드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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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하위 클러스터 배포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그림 20-13

•

Unified CM 게시자와 IM and Presence 게시자가 WAN 의 동일한 쪽에 있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
으면 업그레이드 시 ( 특히 , 새로 고침 ( 이중 ) 업그레이드 시 )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IM and Presence 노드에는 최소 5Mbps 의 대역폭이 있어야 하며 ,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위한 클러스터에 추가 5Mbps 가 필요합니다 .

•

또한 모든 IM and Presence 노드는 80ms RTT 지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모든 사용자는 모든 분할된 클러스터 노드에 균등하게 분산되어야 합니다 ( 그림 20−13 참조 ).
예를 들어 , 하위 클러스터에서 15,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분할 하위 클러스터의 각
노드는 15,000 명 사용자 VM 구성 템플릿에서 7,500 명을 지원합니다 .

IM 및 프레젠스 서브 클러스터가 WAN 을 통해 분할됨
IMP-Pub

IMP-Sub1

Unified CM CL1- SiteB

Unified CM CL1- Site A

IMP-Sub3

IMP-Sub2

WAN

Maximum delay of 80 ms RTT with 5 Mbps bandwidth
required for each IM and Presence subscriber node.

IMP-Sub5

349693

IMP-Sub4

로컬 장애 조치

두 사이트 간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배포에는 사이트당 하나의 하위 클러스터
토폴로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 고가용성을 위한 단일 노드 또는 이중 노드 ), 이때 하나의 하위 클
러스터는 하나의 지리적 사이트에 다른 하위 클러스터는 또 다른 지리적 사이트에 있어야 합니다
. 이 토폴로지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나 위치로 장애 조치할 필요 없이 로컬 사이트에 남
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가용성이든 아니든 ). 이 배포에는 개별 사이트의 각 하위 클러스터 사이
에 최소 5 Mbps 의 전용 대역폭이 필요하며 최대 대기 시간 80 ms 의 RTT( 왕복 시간 ) 및 TCP 방식
이벤트 라우팅을 갖춰야 합니다 .
대역폭 및 대기 시간 고려 사항

WAN 전반에 걸쳐 분산된 노드의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라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내에 있는 연락처 수가 배포에 필요한 대역폭 필요량과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내부 및 사이에 생성된 트래픽은 프레
즌스 사용자 프로파일의 특성에 정비례하므로 배포에 필요한 대역폭도 정비례합니다 . Cisco 는 대
역폭이 낮은 (10 Mbps 이하 ) 환경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25% 이하의 원격 연락처를 사용하도
록 권장하며 최대 왕복 대기 시간은 언제나 80 ms 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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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채팅 및 준수 기록 고려 사항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영구 채팅 , 메시지 보관 또는 준수 기록에 대해 활성화되고 하위
클러스터가 WAN 전체에 분산된 경우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관련된 Cisco IM and Presence 서
비스 가입자 노드와 같은 측면의 WAN 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일 서버에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지원하는 기능과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관련
IM and Presence 노드와 WAN 의 동일한 측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가 WAN 을 통해 분할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배포하는 것이 좋
습니다 .
참고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관련 IM and Presence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러나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IM IM and Presence 가입자 노드 간의 최대 지원
대기 시간은 왕복 시간 ( 각 방향으로 30ms) 보다 60ms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최소 대역폭 할당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한 WAN 요구 사항에 따라 클러스터링과 정렬해야 합니다 . 또
한 영구 채팅방 당 평균 인스턴트 메시지 수는 시간당 25 개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 그림 20−14
참조 )
그림 20-14

WAN 을 통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영구 채팅
IMP-Pub

External DB

IMP-Sub2

External DB

Unified CM CL1-Site A

WAN
IMP-Sub3

Maximum delay of 60 ms RTT, with an average of 25 or
fever instant messages per persistent chat room per hour.

참고

313253

External DB

WAN 상에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거나 높은 가용성을 위해 Oracle Database 12c 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는 여러 원격 Cisco Unified CM 음성 및 비디오 클러스터에 프레즌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배포에서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든 프레즌스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며 각 원격 Unified CM 클러
스터는 자체 사용자의 음성 및 영상 요구를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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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모델은 엔터프라이즈가 각 위치에 IM and Presence 클러스터를 배포
하지 않고도 여러 위치에 Unified CM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따라서 여러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에 대한 프레즌스 서비스에는 하나의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
스터만 필요합니다 .
위치는 많지만 각 위치에 사용자가 거의 없는 배포는 이 모델을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
다 . 예를 들어 병원에는 음성 , 비디오 및 프레즌스 서비스가 필요한 각 위치마다 100 명의 사용자
가 있는 위치가 50 개 있을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50 개와 IM and Presence 클러스터
50 개를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 대신에 보다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50 개의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가상 서버
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입니다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는 15k/25k 사용자 IM and Presence 템플릿으로 배포해야 합
니다 . 중앙 집중식 클러스터의 Unified CM 게시자는 10k 사용자 Unified CM VM 템플릿을 사용하
여 배포해야 합니다 . ( 그림 20−15 참조 )
참고

40,000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 및 / 또는 장치를 배포할 때 Cisco Megacluster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중앙 집중식 배포 설계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IM and Presence 서비스 구성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그림 20-15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
Remote Unified CM
Cluster 1

Unified CM
Publisher on
10k User
T mplate
Te
VM Template

Centralized IM and
Presence Cluster on
25k User
p
VM Template

Remote Unified CM
Cluster 2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WAN

Remote Unified CM
Cluster 3

WebEx

Mobile Jabber
Clients
313237

Remote Unified CM
Clus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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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6 은 단일 사인온 (SSO) 을 사용하지 않을 때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에 대한 다음
로그인 흐름 단계를 보여줍니다 .

참고

그림 20-16

•

1 ~ 2 단계 : DNS 를 쿼리하여 SRV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

•

3 ~ 4 단계 : UDS 를 쿼리하여 홈 Unified CM 클러스터를 가져옵니다 .

•

5 ~ 8 단계 : LDAP 인증을 통해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액세스 토큰 및 새로 고침 토큰을 가
져옵니다 .

•

9 단계 : UC 서비스 프로파일 −> IM& Presence 프로파일을 읽고 IM and Presence 노드 정보를
얻습니다 .

•

10 단계 : Jabber 클라이언트는 SOAP 및 XMPP 인터페이스를 통해 동일한 액세스 토큰을 사용
하여 IM and Presence 클러스터에 등록합니다 .

•

11 단계 :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IMS) API 는 AuthZ 서비스를 호출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검
사하고 응답은 Jabber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됩니다 .

원격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매개 변수 Unified CM IM and Presence 에 대한 사용
자 활성화를 비활성화 ( 선택하지 않음 ) 해야 합니다 .

SSO(Single Sign-On) 기능이 없는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로그인 흐름
Remote Unified CM
Cluster 1

DNS

Centralized Cluster
Unified CM
Publisher

UDS

LDAP

Centralized IM and
Presence Cluster
6

10

3
1

2
4

7

5

Remote Unified CM
Cluster 2

8

11

9
Jabber
Remote Unified CM
Cluster 3

313238

Remote Unified CM
Cluster 4

그림 20−17 은 단일 사인온 (SSO) 을 사용할 때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에 대한 다음 로그인
흐름 단계를 보여줍니다 .
•

1 ~ 2 단계 : DNS 를 쿼리하여 SRV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

•

3 ~ 4 단계 : UDS 를 쿼리하여 홈 Unified CM 클러스터를 가져옵니다 .

•

5 ~ 8 단계 : IdP(Identity Provider) 인증을 통해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액세스 토큰 및 새로 고
침 토큰을 가져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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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림 20-17

•

9 단계 : UC 서비스 프로파일 −> IM& Presence 프로파일을 읽고 IM and Presence 노드 정보를
얻습니다 .

•

10 단계 : Jabber 클라이언트는 SOAP 및 XMPP 인터페이스를 통해 동일한 액세스 토큰을 사용
하여 IM and Presence 클러스터에 등록합니다 .

•

11 단계 :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IMS) API 는 AuthZ 서비스를 호출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검
사하고 응답은 Jabber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됩니다 .

원격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매개 변수 Unified CM IM and Presence 에 대한 사용
자 활성화를 비활성화 ( 선택하지 않음 ) 해야 합니다 .

SSO(Single Sign-On) 기능이 있는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로그인 흐름
Remote Unified CM
Cluster 1

DNS

Centralized Cluster
Unified CM
Publisher

협업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UDS

IdP

Centralized IM and
Presence Cluster
6

10

3
1

2
4

7

5

Remote Unified CM
Cluster 2

8

11

9
Jabber
Remote Unified CM
Cluster 3

313239

Remote Unified CM
Clus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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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레즌스 : Cisco IM and Presence 아키텍처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에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
Remote Unified CM clusters;
combined total may not exceed
75,000 users per cluster.

Maximum of 75,000 Presence
users supporter per
centralized cluster.
Unified CM
Publisher on
10k User
VM Template
T mplate
Te

Centralized IM and
Presence Cluster on
25k User
VM Template
p

Remote Unified CM
Cluster 1

Remote Unified CM
Cluster 2

Remote Unified CM
Cluster 3

313240

Remote Unified CM
Cluster 4

페더레이션 배포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다른 도메인 간에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간 통신을 허용합니다 . 도메
인 간 페더레이션은 명시적인 DNS 도메인이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페더레이션 연결
을 종료하기 위한 DMZ 의 보안 어플라이언스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 도 필요합니다 .

다중 도메인 지원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페더레이션에 대해 2 개 이상의 단일 도메인을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합
니다 . DirectoryURI 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도메인을 자동으로 검색하거나 관리자가 도메인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페더레이션 배포에 여러 도메인이 포함될 경우에는 각 전자 메일 도
메인에 대해 DNS SRV 기록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 각 DNS SRV 기록은 XMPP 페더레이션이 모든
XMPP 페더레이션 노드의 목록이며 SIP 페더레이션이 라우팅 IM & Presence 노드의 공개 FQDN
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전자 메일 도메인과의 페더레이션에는 또한 보안 인증서 cup−xmpp(XMPP 클라이언트에 제
시되는 인증서 ) 및 cup−xmpp−s2s( 페더레이션 시스템에 제시되는 인증서 ) 를 다시 생성해야 합니
다 . 이 두 가지 인증서의 경우 모든 도메인이 SAN(Subject Alt Name)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
니다 . 수동 관리 구성은 새 도메인이 자동으로 검색될 때마다 인증서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도
록 도메인을 사전에 채우는 옵션을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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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페더레이션 도메인이 배포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단일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동일한 트러스트
경계 내부에 있다면 Adaptive Security Appliance 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도메인 간 페더레이
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I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위한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그림 20−19 은 도메인 A 및 도메인 B 로 표시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도메인 사이에 기본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 배포를 보여줍니다 . DMZ 의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는 엔터프라이즈를 구
분하는 데 사용합니다 . XMPP 트래픽은 통과하는 반면 SIP 트래픽은 검사를 거칩니다 . 모든 페더
레이션 수신 트래픽은 페더레이션 노드로 활성화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
며 사용자가 있는 클러스터의 적합한 서버로 내부적으로 전달됩니다 . 클러스터 간 배포의 경우에
는 클러스터 간 피어가 도메인 내의 적합한 홈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전파합니다 . 모든 페더레이션
발신 트래픽은 XMPP 페더레이션이 활성화된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를
통해 바깥쪽으로 전송됩니다 . 각 요청이 DNS SRV 조회에서 반환된 데이터의 라운드 로빈 구현을
기본으로 하여 전달되는 , 대규모의 엔터프라이즈 배포 내에서는 여러 노드가 페더레이션 노드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그림 20-19

IM and Presence 서비스 XMPP 페더레이션 ( 도메인 간 )

Unified CM

Unified CM

IM &
Presence

IM &
Presence

DMZ

DMZ

IBM Lotus Sametime
Adaptive
Security
Appliance
IBM Lotus
Sametime
Gateway

Unified
CM

Internet
IBM Lotus Sametime
Connect Clients

Cisco Jabber

Adaptive
Security
Appliance

Cisco Jabber

Domain A

SIP/SIMPLE
XMPP
Intercluster Peer

IM &
Presence

Domain B
348738

IM &
Presence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또한 그림 20-20 에서 볼 수 있듯이 Microsoft 및 AOL 을 통한 도메인 간 페더
레이션을 허용하기 위해 SIP 를 통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 Microsoft Lync 서버를 통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은 기본 프레즌스 ( 대화 가능 , 부재 중 , 통화 중 , 오프라인 ) 및 지점 간 인스턴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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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징을 제공합니다 . 리치 프레즌스 기능 ( 통화 중 , 미팅 중 , 휴가 중 등 ) 과 고급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은 지원되
지 않습니다 . AOL 을 통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은 AOL 공개 커뮤니티
(aim.com, aol.com) 사용자 , AOL 에 의해 호스팅되는 도메인 사용자 및 AOL( 즉 , AOL 이 클리어링 하우스로 사
용되는 경우 ) 과 제휴하는 상대 기업의 사용자와의 페더레이션을 허용합니다 .

참고

그림 20-20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SIP 페더레이션 ( 도메인과 AOL 간 ) 은 호스팅된 네트워크 및 공
개 커뮤니티 모두로 구성될 수 있는 AOL 네트워크의 각 도메인에 대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 호스
팅된 고유한 각 도메인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AOL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를 user@aol.com 또는
user@aim.com 으로만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aol.com 공개 커뮤니티만 구성되면 됩니다 .

IM and Presence 서비스 SIP 페더레이션 ( 도메인 간 )

Unified CM

Unified CM

DMZ

DMZ

User Communities
aol.com, icq.com, aim.com

IM &
Presence

IM &
Presence

Unified
CM

Hosted Domains
user@hosteddomain.com

Adaptive
Security
Appliance

AOL SIP
Access
Gateway

Internet

Clearing House
user@federatedcompany.com
Microsoft
Lync Server

IM &
Presence

Cisco Jabber

Access
Proxy
and
Front-end
Server

Cisco Jabber

Microsoft Lync
Clients

Domain A

Domain B
348739

SIP/SIMPLE
XMPP
Intercluster Peer

표 20−2 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Microsoft Lync 서버 간의 상태 매핑을 나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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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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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즌스 상태 매핑

Cisco 상태 :

Cisco 색상

Microsoft Lync 서버에 대한 상태 AOL 에 대한 상태

방해사절

빨강

통화 중

자리 비움

통화 중

노랑

통화 중

자리 비움

통화 중

노랑

통화 중

자리 비움

미팅 중

노랑

통화 중

자리 비움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유휴

노랑

자리 비움

자리 비움

사용 가능

녹색

사용 가능

사용 가능

대화 불가 / 오프라인

회색

오프라인

오프라인

참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다른 도메인이 DNS SRV 를 통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메인에 대한 DNS SRV 기록 (SIP, XMPP 및 각 텍스트 회의 노드 ) 을 게시해야
합니다 . Microsoft Lync 서버 배포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액세스 에지 서버의 공개
IM 공급자로 구성되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DNS SRV 를 사용
하는 Microsoft 도메인을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도메인용으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
스에 정적 경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SIP 페더레이션 배포는 Adaptive Security Appliance 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간의 부하 분산 장치를 사용해 중복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중복 Adaptive Security
Appliance 구성을 통해 중복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 XMPP 페더레이션의 경우에는 DNS SRV 기
록을 사용하여 중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페더레이션 배포에 관한 추가 구성 및 배포 고려 사항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위한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을 참조
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그림 20−21 에서 볼 수 있는 도메인 간 분할된 페더레이션 배포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Microsoft Lync 서버가 동일한 프레즌스 도메인 내에서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을 페더레이
션할 수 있게 하는 보조 옵션입니다 . 사용자는 단일 프레즌스 도메인 내에서 양쪽 배포로 분할되
며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또는 Microsoft Lync 서버에서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

참고

사용자는 Cisco 와 Microsoft 플랫폼에서 동시에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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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1

사용자 프레즌스 : Cisco IM and Presence 아키텍처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

Domain A
M
M

Cisco
Jabber

IM and
Presence

M

M

Cisco Unified CM

Shared
Active
Directory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or Lync

Partitioned SIP Intra-Domain Federation
is enabled via configured static routes or
internal DNS entries on both IM and Presence
and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External XMPP
Federated
Enterprise
IM and Presence Users

SIP/SIMPLE
XMPP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R2 or
Lync Server

External SIP
Federated
Enterprise
IM and Presence and
Communications Server Users

348732

M

Cisco 와 Microsoft 플랫폼에 분할된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은 SIP/SIMPLE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
며 Microsoft 에 대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본
프레즌스와 인스턴트 메시징 교환을 허용합니다 . 리치 프레즌스 및 그룹 채팅 기능은 분할된 도메
인 간 프레즌스 페더레이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 및 분할된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은 다음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
•

XMPP 페더레이션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만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사용이 허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SIP 페더레이션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나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R2 또는 Lync 서버에서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SIP 페더레이션을 Cisco 및 Microsoft
사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R2 또는 Lync
서버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

Microsoft Lync 또는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를 통한 SIP/SIMPLE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이
분할된 도메인간 페더레이션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Microsoft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또는 Lync 서버가 외부 페더레이션을 관리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
비스 관리는 외부 도메인을 위해 Microsoft 환경에 대한 정적 경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다른
방식으로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SIP 페더레이션을 관리하는 반면 Microsoft Lync 또
는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가 XMPP 페더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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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 용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SAML SSO
참고

SAML SSO 배포에 지원되는 엔드포인트는 Cisco Jabber 입니다 .
SAML SSO(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Single Sign−On) 기능은 협업 솔루션에 있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번 로그인할 필요성을 없애므로 최종 사용자 환경을 개선합니다 .
SAML SSO 는 Unified CM, Cisco Unity Connection, IM and Presence, Jabber 클라이언트 등의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종 사용자의 인증서와 관련 정보를 사용하는 보안 메
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SAML SSO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각 사용자가 인증해야 하는 서비스가 다섯 개 이상이며
각 사용자에 최소 두 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 하에 ,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각 클러스터
의 사용자 수를 만족하도록 확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
이션 간에 배포하는 경우 Cisco Jabber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연결하려면 IdP 에서 모든 SAML
요청을 인증해야 합니다 .

참고

SSO 는 SAML 및 OAuth 를 사용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에서만 지원됩니다 .
SAML SSO 를 사용하는 Cisco Jabber 는 로그인 중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 5,000 명의 사용
자를 위한 최대 로그인 속도는 30 분 이내입니다 . 이는 모든 노드에 걸쳐 장치와 사용자를 고르게
배포했으며 Cisco Jabber 가 소프트폰 모드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
Cisco Jabber 는 SAML SSO 를 지원하는 IM and Presence 배포에 유일하게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및 / 또는 엔드포인트입니다 .
크기 조정 정보 및 예제는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 장의 SAML SSO Cisco Jabber
Client, 25−20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인
스턴트 메시징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다중 장치 사용자 경험을 위한 지원을 향상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허용하면서 XCP(Extensible Communications Platform) 의 지원되는 엔터프라이즈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을 통합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기존 XCP 설치에서처럼 첫 인스턴트 메시지
를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장치로 전달하지 않고 로그인된 사용자 장치 중 우선 순위가 음수가 아
닌 모든 장치에 전달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XCP 인스턴트 메시징 라우팅 아키텍처를 변경합니다 .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SIP 클라이언트 간의 지점 간 인스턴트 메
시징을 지원하며 XMPP 클라이언트는 IM 내부 게이트웨이 기능을 통해 제공됩니다 .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임시 채팅 방과 영구 채팅 방 모두에서 IM 교환을 지원합니다 . 기본적으
로 임시 채팅 방에서 IM 교환을 처리하도록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TC( 텍스트 전화회의 ) 구성
요소가 설정되어 구성됩니다 .
임시 채팅 방은 한 명의 사용자가 여전히 채팅 방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IM 세션이
며 마지막 사용자가 방을 떠나면 시스템에서 삭제됩니다 . IM 대화의 레코드는 영구적으로 유지되
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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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채팅 방은 모든 사용자가 방을 떠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룹 채팅 세션이며 임시 그룹 채팅 세
션과 같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 이 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자가 협업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지
식을 공유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의 아카이브를 검색한 다음 실시간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토
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구 채팅 방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영구 채팅의 경우 클러스터의 노드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일대일로 매핑되어야 합니다 .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선택적으로 메시지를 보관할 수 있지만 , 그러면 외부 데
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연결된 노드의 트래픽이 증가합니다 . 대규모 배포에서는 디스크 공간이
금방 가득 찰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로깅할 정보의 양을 처리하는 데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관리 , 인터페
이스 훅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영구 그룹
채팅으로 배포될 경우 , 클러스터의 각 서버에 대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그림 20−22 참조 )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동일한 하드웨어를 공유할 수 있지만 꼭 그래야 하
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림 20-22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영구 채팅

Cisco IM and Presence Service
Database
Sync
1A

2A

3A

4A

5A

6A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ublisher

ODBC

Sub-cluster 1 Sub-cluster 2 Sub-cluster 3
313236

External Database

IDS Global User Data Replication
Unique Separate Database Instance

영구 채팅이 활성화된 경우 ,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시스코 XCP 텍스트 회의 관리자 서비스와 연결
되어 있어야 하며 ,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어 연결 가능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텍스
트 회의 관리자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텍스트 회의 관리자 서비스가 시작된 후 , 외부 데이
터베이스와의 연결에 실패하면 , 텍스트 회의 관리자 서비스가 활성 상태로 계속 작동합니다 . 그
러나 메시지는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으며 , 연결이 복구될 때까지 새로운 영구 대화
방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지속적인 채팅을 위한 전개 고려 사항
•

영구 채팅은 클러스터의 하나 이상의 노드에 전개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0−23 참조 ).

•

지속적인 채팅을 지원하는 각 노드는 전용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

•

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영구 채팅은 클러스터 전체의 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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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의 노드 하나 이상을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해야 합니다 .

•

시스코 XCP 텍스트 회의 관리자 서비스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할당되지 않은 노드에서 실행
되지 않습니다 .

•

순수 인스턴트 (Ad Hoc) 회의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속적인 채팅 전개

IM and Presence cluster with Cisco XCP
Text Conference Manager (TCM) on 4
nodes, but it can run on up to 6 nodes.

TCM

TCM

External
Database

TCM
External
Database

TCM

IM and Presence clusters with Cisco XCP Text Conference Manager
(TCM) on one cluster only.

External

External
Database

Database

TCM

External
Database

TCM

TCM
External
Database

Users can create or join chat rooms on any node.

External
Database

TCM

Cluster1

External
Database

Cluster 2

349692

그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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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in Cluster 2 can create or use chat rooms on any node in Cluster 1.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채팅 방 제한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XMPP 클라이언트 사이의 지점 간 파일 전송을 지원합니다 . 표 20−3 에
는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채팅 방 한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표 20-3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채팅 방 제한

샘플

최대

노드당 영구 채팅 방의 개수

1500 개

노드당 총 방의 개수 ( 임시 및 영구 )

16500 개

방당 참가자 수

1000 명

아카이브에서 검색된 메시지 . 사용자가 방 기록을 쿼리할 때 반환되는
메시지의 최대수입니다 .

100 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채팅 기록의 메시지 사용자가 채팅 방에 참가할 때 15 개
표시되는 메시지의 수입니다 .
다중 사용자 채팅이라고 하는 텍스트 회의는 ad−hoc 그룹 채팅 및 영구 채팅으로 정의되며 XCP 기
능 집합의 일부로서 지원됩니다 . 또한 오프라인 인스턴트 메시징 ( 현재 오프라인인 사용자를 위
한 인스턴트 메시지 보관 ) 도 XCP 기능 집합의 일부로 지원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는 다양한 위치에 이러한 각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의 보관을 처리합니다 . 오프라인 인스턴트 메시
징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IDS 데이터베이스에 로컬로 보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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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oc 그룹 채팅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메모리에 로컬로 보관됩니다 . 영구 그룹 채
팅에는 채팅룸과 대화를 보관할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 지원되는 외부 데이터베이스
는 PostgreSQL ( https://www.postgresql.org/ 참조 ), Microsoft SQL 및 오라클입니다 (
https://www.oracle.com 참조 ).
참고

Cisco 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모범 사례나 데이터 추출 도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작업과 도
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

참고

오라클을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경우 , 테이블 공간 정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

관리되는 파일 전송
MFT( 관리되는 파일 전송 ) 를 사용하면 Cisco Jabber 와 같은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용자 , 임시 그룹 채팅 방 및 영구 채팅 방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외부 파일 서버
의 저장소에 저장되며 트랜잭션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로깅됩니다 .
이 구성은 파일 전송과 관련된 것이며 , 규정 준수를 위한 메시지 아카이버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
참고

IM and Presence 노드에서 외부에 있는 타사의 각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만 연결되어야 하므로 영구
채팅 또는 MFT 를 위한 고가용성 솔루션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 릴리스 10.5(2) 이상

•

PostgreSQL 또는 Microsoft SQL

•

Oracle, 버전 9i, 10g 또는 11g

•

파일 서버 버전 Centos 6.5 이상

참고

Oracle Data Guard 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될 수 있지만 Cisco 에서는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암호화해야 하는 경우 Oracle 11g 를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 지
원되는 데이터베이스 버전에서는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Linux 또는 Windows 운영 체제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및 플
랫폼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stgreSQL, Microsoft SQL 및 오라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이중 스택 모드에서와 같이 IPv4 와 IPv6 가 지원됩니다 .
호전환 프로세스

파일을 하나의 수신자에게 호전환하는 흐름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
1.

송신자의 클라이언트는 HTTP 를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고 , 서버는 파일에 대한 URI 로 응답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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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은 파일 서버의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

3.

업로드를 기록하기 위해 외부 데이터베이스 로그 테이블에 항목이 작성됩니다 .

4.

송신자의 클라이언트는 수신자에게 IM 을 전송합니다 . IM 에는 파일의 URI 가 포함됩니다 .

5.

수신자의 클라이언트는 HTTP 를 통해 파일을 요청합니다 .

6.

저장소에서 파일을 읽습니다 ( 검색 ).

7.

다운로드 요청은 로그 테이블에 기록됩니다 .

8.

파일이 수신자에게 다운로드됩니다 .

파일을 그룹 채팅 또는 영구 채팅 방에 전송하는 흐름도 비슷합니다 . 단 , 여기서는 전송자가 채팅
방에 IM 을 전송하고 각 채팅 방 참가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개별 요청을 보냅니다 .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관리되는 파일 전송
IM and Presence 서비스 노드에서 관리되는 파일 전송을 활성화할 때 다음 정보를 고려하십시오 .
•

IM and Presence 서비스 노드에서 영구 그룹 채팅 , 메시지 아카이버 또는 관리되는 파일 전송
기능을 조합하여 배포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 모두에 동일한 외부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파일
서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서비스 용량을 판별할 때 잠재적 IM 트래픽과 파일 전송 (
크기 및 수 ) 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노드의 할당이 제거되면 노드 공개 키가 무효화됩니다 . 나중에 노드를 다시 할당하는 경우 새
노드 공용 키가 자동으로 다시 생성됩니다 . 외부 파일 서버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

•

관리되는 파일 전송이 필요한 각 노드에서 Cisco XCP File Transfer Manager 서비스가 활성이
어야 합니다 .

관리되는 파일 전송 용량
모든 Jabber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파일을 전송하는 옵션이 있으므로 , 파일 전송 사용량에 따라 시
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용량 요구 사항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표 20−4 를 참조하
십시오 .
표 20−4 의 값은 전송된 파일 크기 , 즉 500KB( 킬로바이트 ) 를 기반으로 합니다 . 이러한 값은 다
른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는 시간당 1,500
개의 전송에 해당합니다 .
•

각각 한 시간에 하나의 500KB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1,500 명의 사용자

•

각각 시간당 250KB 파일을 전송하는 3,000 명의 사용자

•

750 명의 다른 Jabber 사용자에게 하나의 500KB 파일을 전송하는 750 명의 Jabber 사용자

500KB 의 파일을 포함하는 최대 12,000 번의 전송이 지원됩니다 .
표 20-4

Jabber 파일 전송 기능

사용 수준

시간당 전송 수 CPU % 총계

CPU % AFT

AFT_LOG 테이
블

AFT_LOG 크기

JM 테이블 추가
크기

낮은 사용량

1,500

35%

25%

3,000

0.6 MB

1.5 MB

중간 사용량

4,500

50%

40%

9,000

2.8 MB

4.5 MB

최대 사용량

12,000

65%+

55%

24,000

7.8 MB

12.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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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전송 창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 전송 유형 제어가 있습니다 .
•

비활성화됨 — 클러스터에서 파일 전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피어 − 투 − 피어 — 일대일 파일 전송이 가능하지만 파일이 서버에 보관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
다 . 그룹 채팅 파일 전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관리되는 파일 전송 및 영구 그룹 채팅은 모두 IM and Presence 클러스터에서 IM and Presence 노드
당 외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참고

관리되는 파일 전송이 활성화된 노드는 피어 − 투 − 피어가 활성화된 노드와 함께 클러스터에 배포
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어 − 투 − 피어 노드를 관리된 노드 및 피어 − 투 − 피어 파일 전송 노드로 구
성한 다음 관리되는 파일 전송 노드로 변경하는 것이 권장되는 마이그레이션 경로입니다 .

사내 시스코 IM 및 프레즌스 서비스 메시지 보관 및 규정
아키텍처의 일부로 시스코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에는 비 차단 준수의 일부로 지점 간 , 텍스트 회
의 , 연합 및 클러스터 간 메시지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로깅할 수 있는 메시지 저장소 구성 요소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코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메시지 보관에는 클러스터 당 외부 데이터
베이스 (PostgreSQL,Microsoft SQL 또는 오라클 )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클러스터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클러스터 간 피어 전개에서 많은 수의 사용자가 용
량 요구와 많은 수의 데이터 삽입으로 인해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필요로 합니다 . IM
및 프레젠스 클러스터 당 하나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지원되지만 , 최소 권장 사항은 하
위 클러스터 쌍 당 하나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
메시지를 기록할뿐만 아니라 메시지 배달 및 메시지 내용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차단 타사 규정
준수 솔루션은 그림 20−24 다음과 같이 타사의 규정 준수 서버 솔루션을 통해 제공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타사 준수는 클러스터의 각 서버에 대해 여러 개의 준수 서버 , 준수 서버당
여러 개의 서버 또는 기타 조합으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타사 규정 준수 솔루션은 메시지 저장소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내 시스코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 제 3 자 규정 준수

IMP Pub & Sub1
[Sub-Cluster 1]

Third-Party Compliance

IMP Sub-2 & Sub3
[Sub-Cluster 2]

349671

그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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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모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서버는 준수의 대상이 됩니다 . 그림 20−25 에서는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의 각 서버당 하나의 준수 서버로 배포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반면
그림 20−26 에서는 여러 개의 IM and Presence 서비스 서버에 단일 준수 서버를 매핑하거나 단일
IM and Presence 서비스 서버에 여러 개의 준수 서버를 매핑하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 다양한 배포
옵션을 통해 준수 정책 라우팅 및 클러스터 배포에서 더욱 우수한 유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타사 준수

IMP Pub & Sub1
[Sub-Cluster 1]

Third-Party
Compliance-1

IMP Sub2 & Sub3
[Sub-Cluster 2]

Third-Party
Compliance-1

349670

그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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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고가용성의 클러스터 전체 준수

IMP Pub & Sub1
[Sub-Cluster 1]

IMP Sub-2 & Sub3
[Sub-Cluster 2]

Third-Party Compliance
Server 1

Third-Party Compliance
Server 2

349669

Load Balancer

클러스터 전체 준수는 준수 프로파일 내에 겹치는 이벤트가 있을 때 특정 이벤트의 우선 순위를 정
하고 적합한 준수 서버로 전달하는 한편 그러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한 준수 프로파일의 구성을 허
용합니다 . 각 준수 서버에는 준수 프로파일이 할당되어야 하며 여러 준수 서버가 동일한 준수 프
로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요구 사항은 사용되는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영구 그룹 채팅 기능을 사용하려면 , 클러스터의 모든 IM 및 프레젠스 하위 클러스터 쌍이 고
유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 동일한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공유할 수 있는 각 IM
및 프레젠스 하위 클러스터 쌍에 대한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
메시지 저장소 ( 규정 준수 ) 기능을 사용하려면 IM 및 프레젠스 클러스터 당 하나 이상의 외부 데
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권장 사항은 하위 클러스터 쌍 당 두 개의 외부 데이
터베이스 인스턴스와 1 : 1 매핑을 사용하고 , 해당 준수 서버에 할당된 준수 프로필에서 각 IM 및
프레젠스 노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
관리 파일 전송 기능에는 시스코 XCP 파일 전송 관리자 서비스가 활성화된 IM 및 프레젠스 서비
스 클러스터의 각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에 대해 하나의 고유한 논리적 외부 데이터베이스 인
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참고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노드에서 영구 그룹 채팅 , 메시지 저장소 ( 규정 준수 ) 및 관리되는 파일 전
송 기능의 모든 조합을 전개하는 경우 , 각 기능에 동일한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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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클라이언트 메시지 기록 저장 장치 요구 사항

메시지 보관 및 영구 채팅 기능은 메시지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하기 위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합니다 . 배포를 위한 저장 장치 요구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고객 토폴로지 , 데이터베
이스의 조정 방식 및 조직 내에서 메시징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다음 계
산은 외부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에 대한 배포를 위하여 원시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 요구 사항
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입력 항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SIP 및 XMPP 클라이언트를 모두 지원하며 프로토콜에 따라 메시
지당 오버헤드의 양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메시지 보관의 경우 메시지당 오버헤드는 배포 ,
Jabber Identifier/UserID 크기 , 클라이언트 유형 및 스레드 ID 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 있으므로 평
균적인 오버헤드 양이 사용됩니다 . SIP 기반 메시지의 경우에는 평균 오버헤드가 800 바이트이며
XMPP 메시지의 평균 오버헤드는 600 바이트입니다 .
Cisco Jabber 사용자의 월간 메시지 보관에 대한 최소 저장 장치 요구 사항 ( 바이트 ) 은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수 )  ( 메시지 수 / 시간 )  ( 바쁜 시간 / 월 수 )  (600 + (3  문자 / 메시지 수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준수 구성에서 아웃바운드 메시지 기록 활성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메시지 보관 요구 사항은 2 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
Cisco Jabber 사용자의 월간 영구 채팅에 대한 최소 저장 장치 요구 사항 ( 바이트 )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수 ) ( 지속성 채팅 메시지 수 / 시간 )  ( 바쁜 시간 / 월 수 )  (700 + (3  문자 / 메시
지 수 ))
참고

영구 채팅은 XMPP 클라이언트에서만 지원되며 700 바이트의 평균 오버헤드를 사용합니다 .
표 20−5 는 데이터베이스 공간 요구 사항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제 스프레드 시트를 제공합
니다 . 이러한 계산은 매우 단순화된 계산으로 제공됩니다 . 이 예제는 데이터베이스 유형이나 스
토리지 사용 방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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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5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인스턴트 메시징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요구 사항을 추정하기 위한 예제 스프레드 시트

A

B

C

D

1

설명

메시지 아카이버

영구 채팅

관리되는 파일 전송

2

가용한 기능

예

예

예

3

메시지 저장소 아웃 바운 아니요
드 메시지 로깅 사용

4

사용자 수

2500

2500

2500

5

사용자 당 시간 당 예상
메시지 수

15

15

2

6

월 당바쁜 시간 수

200

200

200

7

메시지 당 평균 문자 수

250

250

250

8

메시지 당 XMPP 메시지 600
오버 헤드 바이트

700

600

9

데이터베이스 텍스트 메 3
시지 인코딩 요소

3

3

10

버퍼 허용 비율 배율

150.00%

150.00%

150.00%

11

계산

12

월 당 메시지 수

7,500,000

7,500,000

1,000,000

13

위의 계산 공식

IF(B2="Yes",
IF(B3="Yes", 2,1)*
ROUNDUP(
B4*B5*B6,0),0)

IF(C2="Yes",
ROUNDUP(
C4*C5*C6, 0),0)

IF(D2="Yes",
ROUNDUP(
D4*D5*D6, 0),0)

14

월 당 사용된 예상 총
GBs 저장 용량

9.9

10.7

1.4

15

위의 계산 공식

ROUNDUP((B12*
((B7*B9)+B8))/
1024000000,1)

ROUNDUP(( C12*
((C7*C9)+C8)) /
1024000000,1)

ROUNDUP(( D12*
((D7*D9)+D8)) /
1024000000,1)

16

월 당 제공할 것으로 예 14.9
상되는 전체 데이터베이
스 GBs

16.1

2.1

E
합계

16,000,000

22.0

33.1

이러한 메시지 보관 및 영구 채팅 수는 기간에 대한 평균을 바탕으로 한 최소 저장 장치 요구 사항
이므로 , 매우 큰 UserID, 예상되는 인스턴트 메시지보다 긴 메시지 및 저장 장치 요구량을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는 다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1.5(150%) 의 버퍼 승수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
표 20−6 에서는 Cisco 협업 클라이언트에 대한 저장 장치 요구 사항의 예를 몇 가지 나열합니다 .
표 20-6

Cisco 협업 클라이언트 메시지 기록 저장 장치 요구 사항의 예

프로파일

사용자 수

시간 당 메시지 월간 최번시 시 메시지 평균 크 메시지 보관 저장
수
간
기
장치 요구 사항

영구 채팅 저장 장
치 요구 사항

라이트

1,500

10

200

100

2.7 GB

3.0 GB

미디엄

2,500

15

200

250

9.9 GB

10.7 GB

높음

2,500

25

200

500

25.7 GB

26.9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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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일정 통합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Microsoft Exchange 2010 또는 2013 서버측 통합과 연결되는 달력
모듈 인터페이스를 통해 달력 상태를 조회하고 이를 프레즌스 상태에 집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
습니다 . Cisco 는 Microsoft Exchange 에 대한 구성 , 배포 또는 모범 사례 절차를 제공하지 않지만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Microsoft Exchange 2010 또는 2010 의 달력 모듈 인터페이스와 통
합하기 위한 지침을 이 섹션에서 제공합니다 .
Microsoft Exchange 통합은 Microsoft Active Directory 2008 및 Active Directory 2012 와 더불어
Windows Server 2008 및 Windows Server 2012 에서 제공됩니다 . Microsoft Exchange 2010 또는 2013
은 Microsoft Exchange 에서 요청을 제출하고 알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WS(Exchange 웹
서비스 ) 를 통해 서버에서 달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Microsoft Exchange 와의
통합은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별도의 Presence 게이트웨이 구성을 통해 수행됩니다 . 관리자가
Outlook 에 대한 Presence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면 사용자는 프레즌스 상태에 달력 정보를 통합하
는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
달력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교환 ID 는 해당 사용자 LDAP 구조의 전자 메일 ID 에서 가져
옵니다 . 전자 메일 ID 가 없거나 LDAP 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사용자 ID 가 교환 ID 로 매핑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Microsoft Exchange 서버로 달력 상태에 대한 가입을 통해 정보
가 수집됩니다 . 그림 20−27 은 이 통신을 보여줍니다 .
그림 20-27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Microsoft Exchange 간의 Outlook Web Access 통신

Cisco IM and
Presence Calendar
Microsoft Exchange
Notification Port

Cisco IM and
Presence Calendar

Exchange

HTTP Search
SEARCH

HTTP 207 Multi-status

SUBSCRIBE

HTTP 200 OK

HTTP Subscribe with Call-Back

HTTP Notify
NOTIFY

200 OK

HTTP Poll
POLL

HTTP 207 Multi-status

UNSUBSCRIBE

HTTP 207 Multi-status

292393

HTTP Un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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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인스턴트 메시징

Microsoft Outlook 일정 통합
사용자 가용성을 게시할 때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Microsoft Outlook 달력 약속 있음 / 없음 데
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여 가용성과 상태 정보를 자동으로 유지 관
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서버 간 통합을 기반으로 하므로 , 원래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에 상관
없이 다른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Outlook 달력 기능을 사용하려면 Microsoft
Exchange Server 와 게이트웨이 연결을 설정해야 하며 , 이 기능은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2007 및 2010 과 호환됩니다 .
참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단일 포리스트에서만 단일 Microsoft Exchange Server 나 여러
Microsoft Exchange Server 에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Exchange 배포는 다중 Exchange 서
버의 클러스터링을 허용하므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상
태를 요청하고 있는 사용자를 호스팅하는 Exchange 서버로 전송되는 재전송 메시지를 인정합니다
.

다중 언어 달력 지원
일정 통합 배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둘 이상의 언어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설계 지침을 사용하십
시오 .
•

사용자가 자신의 로캘을 선택하려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 적합한 로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일정 통합에 대해 모든 표준 Unified Communications 로캘을 지
원합니다 .

•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 페이지를 통해서나 관리자로서 벌크 관리 도구를 통해 원하는 로캘로 구
성해야 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첫 쿼리와 함께 적합한 로캘 폴더를 전송합니다 . 필요한 경우
쿼리는 첫 프론트 엔드 또는 클라이언트 액세스 Microsoft Exchange Server 의 응답을 통해 재
전송됩니다 .

Exchange 웹 서비스 일정 통합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수집하는 Microsoft Exchange 웹 서비스에서 달력 상태 정보를 수
집하여 사용자의 전체적인 프레즌스 보기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사서
함이 구성된 Exchange 서버에 위치하는 경우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해당 Exchange 서버
와 직접 통신하게 되지만 , 사용자의 사서함이 구성된 서버가 아닌 다른 Exchange 서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사용자의 사서함이 위치한 곳을 찾기 위해 Exchange 서
버의 재전송을 따르게 됩니다 . 서버 팜의 Exchange 서버만 구성된 Exchange 서버로 작동할 수 있
으며 사용자는 서버 팜에서 이러한 서버 중 하나만을 지정해야 합니다 .
Microsoft Exchange 웹 서비스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무관한 Exchange 클라이언트 액
세스 서버와 트랜잭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지정하므로 최종 사용자의 언어를 판별하기 위
해 로캘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일정 통합은 단일 Microsoft
Exchange 포리스트에서만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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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M and Presence Exchange 웹 서비스 일정 통합은 그림 20−28 에서 볼 수 있듯이 달력 정보의
폴링뿐만 아니라 그림 20−29 에서 보듯이 달력 정보에 대한 가입 / 알림도 지원합니다 . 다양한 구
성 매개 변수가 폴링 간격의 비율 , 가입 빈도 및 타이머의 장애 허용성을 제어합니다 . 추가적인 구
성 상세 정보는 Integration Note for Configuring Cisco IM and Presence with Microsoft Exchang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837/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
st.html
그림 20-28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달력에서 Exchange 웹 서비스 폴링

Microsoft
Exchange
Client Access

Cisco IM and
Presence Calendar
HTTP Post -EWS CalendarInfo FindItem

POST

200 OK -FindItem Response

90% Polling Interval Elapsed

HTTP Post -EWS CalendarInfo FindItem

POST

200 OK -FindItem Response

POST

No Response from Exchange
Client Access or Network outage

HTTP Post -EWS CalendarInfoFindItem

Start recovery timer (default 5 mins)

POST

200 OK -FindItem Response

292395

HTTP Post -EWS CalendarInfo Find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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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달력에서 Exchange 웹 서비스 가입 / 알림

Microsoft
Exchange
Client Access

Cisco IM and
Presence Calendar
HTTP Subscribe -EWS CalendarInfo

SUBSCRIBE

200 OK -Subscribe Response

Status Frequency Minutes Passed

HTTP Post –SendNotification
200 OK -SendNotification

NOTIFY
User adds/modifies/deletes a calendar event

HTTP Post –SendNotification
200 OK -SendNotification

NOTIFY
HTTP Post –SendNotification

UNSUBSCRIBE
292396

200 OK -“Un”Subscribe -EWS CalendarInfo

SCP( 서비스 연결 지점 ) Active Directory 개체가 CAS(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 ) 역할이 설치된 각
서버에 대해 생성되었다면 Exchange 웹 서비스 자동 검색도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지
원됩니다 . 달력 게이트웨이는 도메인을 사용하며 호스트와 포트 대신 사이트를 옵션으로 사용하
는 자동 검색과 함께 구성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올바른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
Exchange 서버에 연결하는 데 어떤 Exchange 웹 서비스 URL 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자동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이동성 통합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연락처 목록과 프레즌스 상태를 Cisco Jabber Mobile IM 과 통합하
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Jabber Mobile IM 이 Cisco Unified CM 과 직접적인 통신을 계속하는
동안 Cisco Unified CM 은 AXL/SOAP 및 SIP 를 통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
Cisco Unified CM 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관리 세션을 수립할 수 있으려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Cisco Unified CM 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 Cisco
Jabber Mobile IM 최종 사용자 로그인은 시스템 구성 , 사용자 구성 , 연락처 목록 , 프레즌스 규칙
및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에 대한 Cisco Unified CM SOAP 요청을 생성하며 그 뒤에 이어
UCCN(Unified Communicator Change Notifier) 구성 및 프레즌스 SIP 가입에 대한 Cisco Unified CM
SOAP 요청을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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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타사 오픈 API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SIP/SIMPLE 및 XMPP 이외에도 HTTP 를 통해 타사 애플리케이션
과 통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HTTP 인터페이스는 구성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를 통한 프레즌스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 타사 오픈
API 는 실시간 이벤트 모델 및 폴링 모델 등 프레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제
공합니다 .
타사 오픈 API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isco 개발자 커뮤니티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web/cdc
실시간 이벤트 모델

실시간 이벤트 모델은 최종 사용자가 세션 키를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리 세션을
수립하기 위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 최종 사용자
가 로그인하면 해당 사용자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를 사용하여 프레즌스 업데이
트에 대해 등록 및 가입합니다 . 그림 20−30 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타사 오픈 API
실시간 이벤트 모델의 통합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
그림 20-30

타사 오픈 API 실시간 이벤트 모델

Login (Application user/end user)
1

registerEndpoint (URL, timeout)
2

subscribe (contact, type, subid, endptid)
3

notify(subid)
4

5

271402

getPresencesubscription (subid)

그림 20−30 의 통화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
1.

애플리케이션이 수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APIUser) 를 통해 Cisco IM and Presence 서
비스에 SOAP 로그인 요청을 시작하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세션 키를 반환합니다 .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이 세션 키를 이용해 최종 사용자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사용
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2.

최종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세션 키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를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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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정보 , 연락처 목록 및 프레즌스 규칙을 검색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를
대신하여 가입 요청을 시작합니다 ( 세션 키 사용 ).

4.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보안 처리되지 않은 알림을 전송합니다 .

5.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프레즌스 상태를 요청합니다 .

폴링 모델

폴링 모델은 최종 사용자가 세션 키를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리 세션을 수립하기
위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 최종 사용자가 로그인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프레즌
스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 그림 20−31 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타사 오픈 API 폴
링 모델의 통합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
그림 20-31

타사 오픈 API 폴링 모델

Login (Application user/end user)
1

getPolledPresence (contact, type)
2

Wait for interval and call again

getPolledPresence (contact, type)

271403

3

그림 20−31 의 통화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
1.

애플리케이션이 수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APIUser) 를 통해 Cisco IM and Presence 서
비스에 SOAP 로그인 요청을 시작하고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세션 키를 반환합니다 .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이 세션 키를 이용해 최종 사용자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사용
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2.

애플리케이션이 프레즌스 상태를 요청하고 이벤트 모델을 통과합니다 .

3.

애플리케이션이 프레즌스 상태를 요청하고 이벤트 모델을 통과합니다 .

참고

기본 프레즌스와 리치 프레즌스가 모두 검색 가능하지만 폴링 모델은 프레즌스 서버에 추
가적인 부하를 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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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한 메시징 및 프레즌스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XCP 아키텍처는 프레즌스 , 인스턴트 메시징 및 등록 명부 관리를 위해 클라이언트 XMPP 인터페
이스 및 Cisco AJAX XMPP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의 두 가지의 오픈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허용합
니다 . 클라이언트 XMPP 의 기능을 사용하면 타사 XMPP 클라이언트가 프레즌스 , 인스턴트 메시
징 및 등록 명부 관리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SIP/SIMPLE 인
터페이스를 보조하는 인터페이스이기도 합니다 . 클라이언트 XMPP 인터페이스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내에서 정상적인 XMPP 클라이언트로 취급되므로 인터페이스의 크기 조정은 정
상적인 XMPP 클라이언트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
Cisco AJAX XMPP 라이브러리 API 는 XCP 기능을 웹 애플리케이션 및 위젯에 통합하기 위해
웹 2.0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Cisco AJAX XMPP 라이브러리 API 는 본질적으로 서버가 긴 폴링 기술을 통해 웹 브라우
저에 데이터를 밀어넣도록 허용하는 XMPP over HTTP 인터페이스인 BOSH(Bidirectional−streams
Over Synchronous HTTP) 인터페이스와 통신하는 독점적인 클라이언트 측 JavaScript 라이브러리입
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다음 타사 오픈 API 중 한 모델과 통합할 경우에는 다음 요구 사항
을 확인하십시오 .
•

프레즌스 인터페이스 (sipproxy.der) 와 구성 인터페이스 (tomcat_cert.der) 에 대한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당 1,000 명 이하의 타사 오픈 API 사용자를 통합할 수 있습
니다 .

•

성능을 개선하려면 타사 오픈 API 사용자를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의 모든 서
버에 고르게 분산하십시오 .

Cisco 개발자 서비스를 통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타사 오픈 API 의 사용에 대한 추가 정
보 및 지원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web/cupapi
개발자를 위한 정보 및 지원도 Cisco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Cisco 로그인 인증
을 통해 로그인하여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developer.cisco.com/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설계 고려 사항
•

LDAP 통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일 소스에서 모든 사용자 정보 ( 번호 , ID 등 ) 를 끌어오는 데
Unified CM 과의 LDAP 동기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하지만 배포에 LDAP 서버 및 LDAP 동기
화를 활성화하지 않은 Unified CM 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사용자 디렉터리 번호 연
결을 구성할 때 Unified CM 및 LDAP 전체에 이를 일관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를 통해 계층 3 IP 패
킷을 표시합니다 . Cisco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는 기본값인 DSCP 24 (PHB CS3) 값인 SIP 프
록시의 차등 서비스 값 서비스 매개 변수에 따라 모든 IM 및 프레젠스 트래픽을 표시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프레즌스 정책은 사용자가 생성한 규칙 집합에 따라 엄격하게
제어됩니다 .

•

서비스 매개 변수 IMP PUBLISH 트렁크를 사용하여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SIP 통
신 트래픽을 간소화하십시오 .

•

장치 및 사용자 프레즌스 상태의 세분성을 향상하려면 기본 확장보다는 회선 표시가 있는
Unified CM 의 프레즌스 사용자와 연결하십시오 . 서비스 매개 변수 IMP PUBLISH 트렁크를
사용할 때는 회선 표시가 있는 Unified CM 의 프레즌스 사용자와 연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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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하드웨어와 클러스터 토폴로지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레즌스 사용자 프로파일 ( 사
용자 활동 및 연락처 목록 연락처 및 크기 )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시스코 IM 및 프레젠
스 시스템 아키텍처는 완전히 채워진 시스템에서 평균 연락처 목록 크기가 사용자 당 75 개의
연락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 사용자 별 연락처 목록 크기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 시스템의
상당수 사용자가 평균 연락처 크기인 75 개의 연락처를 초과하면 ,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칩
니다 . 기본적으로 최대 연락처 목록 크기는 200 입니다 . 일부 사용자의 연락처 수가 200 개를
초과하는 경우 , 이 최대 연락처 목록 크기는 IM 및 프레젠스 클러스터의 프레즌스 설정을 수
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크기 정보는 Cisco IM and Presence, 25−33 페이지 및을 명단
관리 , 25−34 페이지 참조하십시오 .

•

전체적으로 최상의 클러스터 성능을 위해 기본값이 균형인 Presence 서버에 대한 사용자 할당
모드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를 사용하십시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는 영구 채팅을 위해 클러스터의 각 서버에 대해 하나의 외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필요하며 메시지 보관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당 하나의 데이터베이
스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타사 컴플라이언스는 IM 및 프레젠스 서비스 클러스터의 서버 전
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외부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세
가지 외부 데이터베이스 옵션은 IM 및 프레젠스 서버 당 여러 개의 준수 서버 , 컴플라이언스
서버 당 여러 개의 IM 및 프레젠스 서버 또는 이들의 조합이 있을 수 있는 유연한 전개입니다 .

•

컴플라이언스 서버는 동일한 클러스터의 IM 및 프레젠스와 공유되거나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준수 프로파일에 정의된 IM 노드와 프레젠스 노드가 모두 있는 , 하위 클러스터 쌍 당 두 개의
준수 서버를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서버도 지
원되지만 ,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

•

Linux 또는 Windows 운영 체제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운영 체제 및
플랫폼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PostgreSQL 문서는 https://www.postgresql.org/docs/manuals/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 https://docs.oracle.com/en/database/database.html 에 있는 Oracle 설명서

•

Cisco IM and Presence 는 전체 Unified Communications 모드에 대해 클러스터당 총 75,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사용자 크기를 조정할 때는 SIP/SIMPLE 사용자의 수와 XMPP 사용자
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SIP/SIMPLE 사용자는 XCP 아키텍처 내에서 IM 게이트웨이 기능을
사용하므로 XMPP 사용자가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모든 XCP(eXtensible Communications Platform) 통신과 기록은 GMT 에 보관되며 설치된 위치
에 대해 지역화되지 않습니다 .

•

사용자 마이그레이션과 연락처 목록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하기 위해 Cisco IM and Presence 벌
크 관리 도구는 이 벌크 가져오기의 입력으로 CSV( 쉼표로 구분된 값 ) 파일을 사용하는 벌크
연락처 목록 가져오기를 지원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가 사용하는 모든 포트의 목록은 Port Usage Information for Cisco IM
and Presenc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837/products_device_support_tabl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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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감시자 목록 추천
참고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지침은 특정 테스트 조건 하에서 시스코에서 검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
다 이 권장 사항은 클러스터의 대화 상대 목록 및 감시 자 목록 관리와 관련하여 IM 및 프레젠스 전
개에서 프레젠스 사용자의 전개 및 전개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입니다 .

IM 및 프레젠스 클러스터
IM 및 프레젠스 표준 전개는 3 개의 IM 및 프레젠스 하위 클러스터 쌍 (6 개 노드 ) 에서 완전히 로
드된 클러스터에서 45,000 명의 현재 사용 가능 사용자를 지원하고 , 15k 사용자 IM 및 프레젠스
VM 템플리트를 사용하여 배포됩니다 .
연락처 목록 및 관찰자 목록에 대한 권장 사항은 클러스터에 있는 사용자 당 75 개의 현재 사용 가
능 연락처의 평균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이 값은 평균적으로 사용자 당 총 100 개의 연락처의 유
효성 검사 테스트에서 파생되었으며 , 75 명의 프레젠스 사용자와 25 명의 비 존재 사용자가 각각
의 대화 상대 목록에 분할되었습니다 . 이 토론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75 명의 프레젠스 사용 가능
사용자가 시스템 성능과 확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
고 있습니다 .
IM 및 프레젠스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을 관리하려면 , 기본적으로 모든 프레젠스 사용자에 대한
최종 사용자 연락처 목록 및 감시자 목록으로 구성된 IM 및 프레젠스 테이블을 적절하게 유지 , 관
리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용자 당 75 개의 프레젠스 사용 가능 연락처의 클러스터 평균은 최대 연락처 목록 크기 ( 사용자
당 ) 및 최대 감시자 ( 사용자 당 ) 에 대한 서비스 매개 변수와 다릅니다 , 여기서 기본값은 , 시스코
IM 및 프레젠스 릴리스 버전에 따라 , 각각 150 및 200 입니다 .

프레젠스 변경 영향
상태 변경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 일반적인 작업 일에 단일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
벤트를 고려하십시오 . Bob 이라는 사용자의 대화 상대 목록에 75 개의 대화 상대가 있고 , 그 대화
상대의 75 명이 대화 상대의 대화 상대인 Bob 을 가졌다고 가정합니다 ( 대부분의 배포에서는 그렇
지 않습니다 ).
Bob 이 먼저 데스크톱 Jabber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하면 , 75 개의 알림이 생성되어 친구 목록의 모
든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 Bob 이 유선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면 , 다른 75 개의 알림이 대화 상
대에게 전송되어 상태가 " 전화 상으로 " 업데이트됩니다 . Bob 의 모든 상태 변경은 Bob 이 해당 연
락처의 대화 상대 목록에도 있는 경우 대화 상대 목록의 대화 상대마다 알림을 시작합니다 .
프레젠스 가능한 모든 사용자는 대화 상대 목록의 모든 프레젠스 대화 상대에 대한 상태 변경 업데
이트를 시작합니다 . 상태 변경에는 전화 수화기 수거 , 전화 걸기 , 전화 끊기 , 미팅 참여 등의 작업
이 포함됩니다 . 75 개의 프레젠스 대화 상대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작업은 최소 75 개의 알
림을 생성합니다 .
예를 들어 , 3,000 명의 프레젠스 사용 가능 사용자의 배치를 고려하십시오 . 각 사용자의 대화 상대
목록에는 75 개의 대화 상대가 있습니다 . 3,000 명의 사용자가 모두 회의 또는 전체 회의에 동시에
참여하면 , 225,000 개의 현재 상태 알림이 생성됩니다 . 마찬가지로 9,000 명의 현재 사용자 전개에
서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현재 프레젠스을 유발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 675,000 개의 프레젠스 업
데이트 알림이 생성됩니다 . 이러한 알림은 특히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스템 리소스를 활용하
고 ,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 따라서 , 사용자를 클러스터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 사
용자 당 권장 평균 75 개의 연락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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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스 사용자 전개
IM 및 프레젠스 데이터베이스의 예산 또는 허용되는 최대 연락처 항목 수는 구성된 각 프레젠스 사
용자 수와 각 사용자가 자신의 대화 상대 목록에 가질 수 있는 평균 존재 수 (75) 의 권장 평균 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45,000 명의 사용자가 완전히 로드된 클러스터의 권장 예
산 (IM 및 프레젠스 연락처의 최대 수 ) 은 다음과 같습니다 :
(45,000 명 )  ( 사용자 당 75 명 ) = 클러스터의 IM 및 프레젠스 연락처는 3.375M
각 하위 클러스터에 15,000 명의 사용자가 있는 배포에서 3 개의 하위 클러스터 쌍 (6 노드 ) 이 있
는 경우 ,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당 15,000 명의 사용자  75 연락처 = 하위 클러스터 쌍 당 1.125M 연락처
각 IM 및 프레젠스 사용자가 대화 상대 목록에 연락처가 75 개를 초과하지 않으면 , 위의 계산에 표
시된 것처럼 하위 클러스터에 균등하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일부 사용자가 대화 상대 목
록에 75 개 이상의 연락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대로 사용자 지정 배포가
필요합니다 .
팁

많은 수의 연락처 (75 개 이상 ) 를 가진 사용자가 모두 동일한 IM 및 프레젠스 노드에 있지 않고 ,
대신 노드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 정의 전개

3 개의 하위 클러스터에 45,000 명의 사용자가 분산되어있는 완전히 로드된 IM 및 프레젠스 클러
스터를 다시 고려해보십시오 . 예를 들어 , 클러스터의 1,000 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대화 상대 목록
에 500 명의 대화 가능 대화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 이 경우 , 1000 명의 사용자는 다음
을 요구합니다 :
(1,000 명의 사용자 )  ( 사용자 당 500 명의 대화 상대 ) = 500,000 개의 IM 및 프레젠스 데이터
베이스 항목
전체 클러스터에 허용되는 IM 및 프레젠스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최대 수는 3.375M 입니다 . 각 연
락처가 500 명인 1,000 명의 사용자를 계산한 후 , 사용 가능한 연락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375,000 − 500,000 = 클러스터의 나머지 44,000 명의 현재 사용자에 대해 2,875,000 개의 연락
처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연락처 항목이 클러스터의 나머지 44,000 명의 사용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면 , 다음
과 같은 결과가 제공됩니다 :
2,875,000 / 44,000 = 사용자 당 최대 65 개의 연락처
참고

위의 예에서 500 개의 연락처가 있는 사용자는 세 개의 하위 클러스터 쌍에 고르게 분산되어야합
니다 . IM 및 프레젠스 사용자의 사용 및 자원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 이를 자주 모니터링하고 조
정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또한 클러스터의 모든 사용자에게 필요한 연
락처 수가 서비스 매개 변수 최대 연락처 목록 크기 ( 사용자 당 ), 의 기본값보다 높으면 , 해당 매
개 변수 설정과 최대 감시자 ( 사용자 당 ) 에 대한 설정은 모두 높은 값으로 변경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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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변경 알림 영향

위의 예에서 사용자 당 연락처 수가 500 인 사용자 정의 전개는 균등하게 분배된 옵션으로 상태 변
경 당 75 건의 알림과 비교하여 모든 상태 변경에 대해 500 건의 알림을 생성합니다 . 다음 예는 75
명의 연락처와 500 개의 연락처를 가진 1000 명의 사용자 간의 영향 비교를 보여줍니다 :
•

1000 * 75 = (75,000 통지 ) / (3,600 초 또는 1 시간 ) = 클러스터 당 21 통지 / 초 또는 서브 클러스
터 쌍당 7 통지 / 초 .

•

1000 * 500 = (500,000 개의 알림 ) / (3,600 초 또는 1 시간 ) = 클러스터 당 139 알림 / 초 또는 하
위 클러스터 쌍당 47 알림 / 초 .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사용자가 VPN 클라이언트 없이 회사 방화벽 외부에서 협업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협업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공용 Wi−Fi 네트워크나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
은 외부 위치에서 회사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는 Cisco Collaboration Edge Architecture 의 핵
심 부분입니다 . Cisco Jabber 와 같은 엔드포인트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없는 경우 , 해당 엔
드포인트에서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제공하는 등록 , 통화 제어
, 제공 , 메시징 및 프레즌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에서 Unified CM 등
록을 위한 보안 방화벽 통과 및 회선 측 지원을 제공합니다 .
타사 SIP 또는 H.323 장치는 Cisco Expressway 의 인접 영역을 통해 연결된 Cisco VCS 에 등록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SIP 트렁크를 통해 Unified CM 에서 등록한 장치와 상호 운용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Expressway 기본 구성 배포 안내서 및 Cisco Expressway 배포를 통한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사용할 때 다음 Jabber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

UDS 이외의 디렉토리 액세스 메커니즘

•

원격 엔드포인트에 인증서 제공

•

파일 전송

•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 .

타사 프레즌스 서버 통합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SIP 및 SIMPLE(SIP for Instant Messaging and Presence Leveraging
Extensions) 애플리케이션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에 통합하기 위해 SIP 및 SIMPLE
을 바탕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프레즌스 통합 및 페더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타사
프레즌스 서버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 SIP/SIMPLE 인터페이스에 통합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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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 원격 통화 제어 ) 를 위한 Microsoft Communications Server
Microsoft 제품의 모든 설정 , 구성 및 배포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microsoft.com/
Cisco 는 Microsoft Communications 제품에 대한 구성 , 배포 또는 모범 사례 절차를 제공하지 않지
만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Microsoft Lync 와 통합하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지침을 제공합
니다 .
Cisco Systems 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Microsoft Lync 와 통합하기 위한 기능 상호 운용
성 및 구성 단계를 설명하는 문서를 개발하였습니다 . 다음 링크를 통해 이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837/products_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
st.html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Microsoft Lync 와 통합하기 위한 지침

다음 지침은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를 Microsoft Lync 와 통합할 때 적용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Microsoft Lync 간의 통신은 SIP/SIMPLE 인터페이스를 사용합
니다 . 하지만 Microsoft Lync 는 SIP 를 통해 CSTA(Computer−Supported Telecommunications
Applications) 트래픽을 터널링합니다 . 따라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CTI 게이트웨이
는 클릭 투 콜 (Click to Call) 전화 제어에 대한 CSTA−to−CTI 변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합니다 .

•

원격 통화 제어를 위한 Microsoft Lync 를 통한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배포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서버의 단일 하위 클러스터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
다.

•

다음 표는 플랫폼당 지원되는 사용자 수가 나열됩니다 . 사용자 수는 IM and Presence 서비스 플
랫폼과 관계없이 Unified CM 플랫폼만 기준으로 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VM 구성 템플릿

서버당 지원되는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또는 Lync
사용자 수

클러스터당 지원되는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또는 Lync
사용자 수

사용자 1,000 명

1,000

4,000

사용자 2,500 명

2,500

10,000

사용자 7,500 명

7,500

30,000

사용자 10,000 명

10,000

40,000

•

LDAP, Unified CM 및 Microsoft Lync 에서 동일한 최종 사용자 ID 를 구성해야 합니다 . 이 방식
은 AD(Active Directory) 를 통한 Microsoft Lync 인증과 Unified CM 의 최종 사용자 구성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Unified CM 의 사용자 전화 제어와의 충돌도 피합니다 .
Active Directory 의 경우 Cisco 는 일반 , 계정 및 통신에 대한 사용자 속성이 모두 동일한 ID 를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사용자가 일관되게 하려면
Unified CM 에서 LDAP 동기화 및 인증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

Microsoft Lync 호스트 인증이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게시자와 가입자를 포함하도록 구
성해야 합니다 .

•

Microsoft Lync 속성의 정적 경로를 이용하여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한 SIP 메시지
의 라우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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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수신 및 발신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이 Microsoft Lync 와의 통
신을 허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Unified CM 의 프레즌스에 대하여 각 사용자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도 Cisco IM and Presence 구
성에서 Microsoft Lync 사용을 위해 각 사용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CTI 게이트웨이와의 첫 통신 및 Microsoft Lync 및 Microsoft
Communications Server 간의 구성 정보 교환으로 인해 Microsoft Lync 로그인에 대한 대역폭 고
려 사항을 감안하십시오 .

•

사용자에 해당하는 디렉터리 번호의 역순 조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Cisco IM and Presence 릴리
스 노트에 설명된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6837/prod_release_notes_list.html

클라우드 내 서비스 및 아키텍처
이 섹션에서는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한 클라우드 내 서비스 및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
합니다 . 이 호스팅된 서비스는 온 − 프레미스 솔루션과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메신저
Cisco WebEx Messenger 는 동기 및 비동기 협업을 위한 멀티테넌트 SaaS(Software as a Service) 플
랫폼입니다 . WebEx Messenger 플랫폼은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내부에서 호스팅되며 조직과
최종 사용자가 작업 환경을 사용자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통합을 활성화합
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web/webex−developer
Cisco Collaboration Cloud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solutions/ns1007/collaboration_cloud.html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배포
Cisco WebEx Messenger 솔루션 배포는 그림 20−32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
니다 .
•

프레즌스 , 인스턴트 메시징 , VoIP, PC 간 비디오 , 미디어 전송 ( 화면 캡처 및 파일 전송 ) 및 데스
크톱 공유를 위한 Cisco WebEx Messenger XMPPA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안전한 연결 (SSL
및 AES)

•

Cisco WebEx Meetings

•

기타 WebEx Messenger 조직 및 타사 XMPP 클라이언트 및 XMPP IM( 인스턴트 메시징 ) 네트워
크를 통한 XMPP 페더레이션

•

통화 제어 , 음성 메시징 및 통화 기록을 위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통합

•

Microsoft Outlook 및 IBM Lotus Notes 일정 통합

•

프레즌스 및 클릭 투 통신 (click−to−communicate) 기능을 위해 Microsoft Outlook 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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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2

클라우드 내 서비스 및 아키텍처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배포
Org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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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Messenger Service

Mee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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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VoIP
Video
File Transfer
Desk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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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SSL Sign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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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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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ngPlace
Conferencing

SIP/CTI/TFTP/CCMIP
CUCM

3rd Party Mobile

MAC

Web

Enterprise Components

Unity

344755

So Phone (SIP)

IMAP

중앙 집중식 관리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는 조직 전반에 걸쳐 솔루션을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사용자는 관리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보안을 비롯해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어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Cisco WebEx 관리 도구를 통해 구성 및 관
리됩니다 . 이러한 정책은 기업 전반에 걸쳐 , 그룹별 또는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의 Cisco WebEx 관리자 설
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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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Sign On
SSO(Single Sign On) 를 통해 기업은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지원을 포함한 온
− 프레미스 SSO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기업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솔루션의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로그인하도록 허용함으로써 Cisco WebEx Messenger 또
는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로그인 자격 증명은 Cisco 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기업 로그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 그림 20−33 에서는 사용자가
Unified CM 외에도 Cisco WebEx Messenger 에 로그인할 때 발생하는 자격 증명 핸드셰이크를 보여
줍니다 .
참고

Cisco Jabber 가 Cisco WebEx Meeting Server 를 통해 배포된 경우 Cisco Unified CM 및 WebEx
Meeting Server 가 같은 도메인에 있어야 합니다 .
그림 20-33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로그인 인증 프로세스
acme.com
(X.509)

5) Authencate with the Directory
LDAP
Directory

IdP

acme.com
(X.509)

3) Challenge

IDMS

During provisioning
upload enterprise
cerﬁcate

4) Send Credenals

User & Cert
Database

5)Generate Asseron

SAML
Asseron

7) Post Asseron

2) Redirect to SSO Server Login URL

8) Validate User

SP

SAML Auth
Service

1) FederatedSSO.do?org=acme.com

209634

6) Sign Asseron

9) Logon Response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가 Cisco IM 클라이언트에 처음으로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로그인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사용자는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WebEx Messenger 서비스를 통한 Single Sign On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의 문서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web/webex−developer/sso−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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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Cisco WebEx 보안 모델은 보안의 기능적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 그림 20−34 에서는 개별적이면서
도 상호 연관되어 각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
그림 20-34

WebEx 보안 모델

MULTI-LAYERED SECURITY MODEL
SSL – 128-bit Encryption
AES – 256-bit Encryption
SSO
Unique ID

Policy
Management

Access Control:
Set policy for individuals, groups,
organizations

Physical
Security

Data Center Secure Facility

Third-Party Audits

Authentication

SSAE 16
Type II

348737

Encryption

맨 하위 계층은 Cisco WebEx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보안을 나타냅니다 . 모든 직원은 광범위한 배
경 확인을 거치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는 이중 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그 다음 수준은 WebEx Messenger 조직 관리자가 개별 사용자 , 그룹 또는 전체 Cisco WebEx Messenger
조직에 대해 다른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액세스 제어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관리입니
다 . 외부 사용자나 도메인에 특정된 화이트 리스트 정책은 인스턴트 메시징 교환을 허용하기 위해 생
성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조직 모델은 또한 전체 사용자 기반에 걸쳐 특정 역할과 그
룹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를 통해 관리자는 역할이나 그룹에 특정한 권한을 할당하는 것
뿐 아니라 전체 조직에 대해 액세스 제어 등과 같은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는 인증 계층에서 제어됩니다 . 모든 사용자는 고유
한 로그인 및 암호를 가집니다 . 암호는 일반 텍스트로 전자 메일을 통해 전송되거나 보관될 수 없
습니다 . 암호는 최종 사용자 본인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암호를 재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로그인 시 최종 사용자는 강제로 암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 대안적으로 관리자는 최
종 사용자 액세스 관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와 회사의 디렉터리 간
SSO(Single Sign On) 통합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SSO(Single Sign On) 통합은
IDMS(Identity Management System) 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암호화 계층은 Cisco WebEx Messenger 사용자 간의 모든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이 암호화되도록 합니
다 . Messenger 협업 클라우드에서 Cisco WebEx Messenger 사용자와 서버 간의 모든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은 기본적으로 SSL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됩니다 . 추가적인 보안 수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M 통신은 256 비트 AES 수준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엔드 투 엔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독립적인 연 2 회 보안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Cisco WebEx Messenger 플랫폼은
SSAE 16 Type II 감사와 같은 타사 감사 기능을 사용합니다 . 이 보고서는 Cisco 보안 조직에 요청
을 접수한 모든 고객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보안에 대해
서는 다음 사이트의 Cisco WebEx Connect Security White Paper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0528/prod_white_paper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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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도메인 화이트 리스트
액세스 제어 목록은 webex.com 및 webexconnect.com 을 비롯해 webex.com 및 webexconnect.com 의
모든 하위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신을 허용하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WebEx Messenger 플랫폼은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전달을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을 전송합
니다 . 이러한 전자 메일 메시지는 mda.webex.com 도메인으로부터 발송됩니다 .

인스턴트 메시지 기록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은 사용자가 로그인한 개인 컴퓨터의 로컬 하
드 드라이브에 기록됩니다 . 인스턴트 메시징 로깅은 조직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정책을 통해 활성
화할 수 있는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의 기능입니다 .
최종 사용자는 기록 고유 정보를 비롯해 기록을 활성화할 것인지 비활성화할 것인지 , 기록을 얼마
나 오랫동안 보관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메시지 기록 설정은 IM 클라이언트 기
본 설정의 일반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
고급 감사 및 e− 검색 기능을 찾는 고객은 타사 솔루션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현재 Cisco 는 인
스턴트 메시징 통신의 고급 감사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는 사용자 간에 교환된 인스턴트 메시지의 기록과 보관을 허용합니다 . 로그 보관은 타사
SaaS 보관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온 − 프레미스 SMTP 서버로 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
습니다 .
인스턴트 메시지 보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의 Cisco WebEx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index.htm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를 위한 용량 계획
단일 최종 사용자가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프레즌스 , 인스턴트 메시징 및 VoIP
통화 등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는 고작 56 kbps 의 전화 접속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뿐입니
다 . 하지만 소규모 사무실이나 지사 사무실의 경우 파일 전송 , 화면 캡처 및 PC 간 영상 통화 등의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최소 512 kbps 의 브로드밴드 연결이 필요합니다 . 고화질 720p 등의 고
품질 비디오의 경우에는 2 Mbps 가 최소 대역폭 연결 권장 사항입니다 .
네트워크 및 데스크톱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의 Cisco WebEx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index.htm
Cisco Webex Messenger 배포 네트워크 요구 사항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17161.htm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의 고가용성
WebEx Messenger 는 SaaS(Software−as−a−Service)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최종 사용자 장치는 해당
최종 사용자가 IM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표준 인
터넷 연결만 있으면 됩니다 . 최종 사용자가 원격 위치에 있다면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로그
인하기 위해 회사 VPN 을 통해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IM 클라
이언트는 가용성이 높은 중복 토폴로지에서 배포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SaaS(Software−as−a−Service) 아키텍처의 배포는 이 섹션에서 설명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데스크톱
요구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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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내 서비스 및 아키텍처

고가용성
멀티테넌트 SaaS(Software−as−a−Service)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 그룹 내의 개
별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Cisco WebEx Messenger 플랫폼의 이용 가능한 다른 서버로 요청이 재
전송됩니다 .
Cisco WebEx 네트워크 운영 팀은 Cisco WebEx 네트워크 운영 센터 (NOC) 에서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에 대해 24x7 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는 다음 사이트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solutions/ns1007/collaboration_cloud.html

중복 , 장애 조치 및 재해 복구
Cisco WebEx 전역 사이트 백업 아키텍처는 전원 공급 중단 , 자연 재해로 인한 정전 , 서비스 용량
과부하 , 네트워크 용량 과부하 및 기타 유형의 서비스 중단을 처리합니다 . 전역 사이트 백업은 수
동 및 자동 장애 조치를 지원합니다 . 수동 장애 조치 모드는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기간 중에 사용
됩니다 . 자동 장애 조치 모드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실시간 장애 조치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
전역 사이트 백업은 자동 작업이며 최종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 조치할 수 있는 사용자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전역 사이트 백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

전역 사이트 서비스 — 네트워크 수준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전환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 복제 — 기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랜잭션이 백업 사이트로 전송되도
록 합니다 .

•

파일 복제 — 모든 파일 변경이 기본 및 백업 사이트 간의 동기화에서 유지되도록 합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Cisco WebEx Messenger 는 SaaS(Software−as−a−Service) 로 배포되므로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솔루션은 Windows 및 Mac 데스크톱 뿐만 아니라 유명 모
바일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연결하는 타사 XMPP 클라이언트
Cisco 는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연결하는 데 공식적으로 다른 XMPP 클라이언트를 지
원하지는 않지만 , XMPP 프로토콜의 본질은 사용자가 WebEx Messenger 서비스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다양한 XMPP 클라이언트와 프레즌스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XMPP 소
프트웨어 클라이언트의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xmpp.org/software/clients.shtml
조직의 정책은 타사 XMPP 클라이언트에 강요될 수 없으며 엔드 투 엔드 암호화 , 데스크톱 공유 ,
영상 통화 , PC 간 통화 및 전화회의 등의 기능은 타사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비
WebEx Messenger 서비스 XMPP IM 클라이언트가 WebEx Messenger 서비스 도메인에 대해 인증하
는 것을 허용하려면 DNS SRV 기록이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 특정 DNS SRV 항목은 구성 및 IM
페더레이션 아래의 Cisco WebEx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isco WebEx 관리에서 비 Messenger 서비스 XMPP 클라이언트의 사용은 구성 및 XMPP IM 클라
이언트에 따라 반드시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
WebEx Messenger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도록 타사 XMPP 클라이언트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추
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의 Cisco WebEx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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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XMPP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페더레이션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네트워크는 GoogleTalk 및 Jabber.org 와 같은 XMPP 기반 인스턴트
메시징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0−35 참조 ) XMPP 를 기반으로 한 공개 인스턴트
메시징 네트워크의 목록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xmpp.org/
그림 20-35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

SRV Record
_xmpp-server._tcp.<acme.com>
Port 5269

acme.com

SRV Record
_xmpp-server._tcp.<partner.com>
Port 5269

partner.com

Public DNS

Public DNS
P
Public
DNS
XMPP Gateway
X

XMPP Gateway
Public DNS
Public DNS

SRV Record
_xmpp-server._tcp.<customer.com>
Port 5269

209637

customer.com

acme.com.webex.com

현재 WebEx Messenger 서비스는 Yahoo! Messenger 및 Windows Live Messenger 와 상호 운용되지
않지만 페더레이션 게이트웨이를 통해 AIM 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리소스 및 문서
Cisco WebEx 관리자 설명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webex.com/webexconnect/orgadmin/help/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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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협업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은 엔터프라이즈 IP 통신 환경의 특징 및 기능을 모바일 작업
자가 어디에 있든 이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바일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들은 많은 장치에서 비즈니스 통화를 처리하고 , 사무실 건물 주위나 사무실 건물 사이를 이
동하든 또는 회사 외부의 지리적 위치 사이를 이동하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협업 솔루션은 모바일 작업자에게 여러 위치를 이동하고 여러 위치에서 작업할
때 지속적인 연결성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
모바일 협업 솔루션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

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성
이 유형의 이동성은 엔터프라이즈 위치 내에서 사용자의 이동으로 제한됩니다 .

•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이 유형의 이동성은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넘어서는 이동을 말하며 , 일반적으로 인터넷 , 모
바일 음성 네트워크 및 /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순회의 몇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성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경계 내의 활용으로 국한됩니다 . 이는 해당 경
계선이 한 건물 내로만 제한되어 있든 , 인접한 여러 건물 사이이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건물로 구분되어 있든 , 나아가 홈 오피스이든 관계 없이 적용되며 특히 홈 오피스의 경우 네트워
크 인프라가 홈 오피스까지 연장되어 있더라도 제어와 관리의 주체는 여전히 엔터프라이즈의 몫
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
그런가 하면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의 경우 ,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공급업체 인프라로 연결시켜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용 및 사설 네트
워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 일부 경우 특히 , 모바일 장치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데이터 및 모바일 음
성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이동성 간 구분이 모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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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은 기능 세트 및 솔루션에 기반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

캠퍼스 또는 단일 사이트 이동성
이 유형의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에서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단일 IP 주소 공간 및 PSTN 송
신 / 수신 경계로 한정된 단일 실제 위치 내에서 이동합니다 . 이 유형의 이동성은 한 실제 네트
워크 포트에서 다른 포트로의 전화기 이동 , 무선 인프라 액세스 지점 간 무선 LAN 장치 로밍
및 심지어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번호를 비롯한 장치 프로파일을 다른 영역의 특
정 전화기에 적용하는 Cisco EM(Extension Mobility) 과 같은 작업 및 기능을 포함합니다 .

•

멀티사이트 이동성
이 유형의 이동성에서는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내의 한 실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동은 IP 주소 공간뿐만 아니라 , PSTN 송신 / 수신 경계를 교차하게 됩
니다 . 이 유형의 이동성은 캠퍼스 이동성 ( 실제 하드웨어 이동 , WLAN 로밍 및 Cisco
Extension Mobility) 의 경우와 동일한 유형의 작업 및 기능을 포함하지만 , 엔터프라이즈 내 각
사이트에서 복제됩니다 . 뿐만 아니라 , 장치 이동성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사이트 간에 장
치를 이동할 때 전화 통화가 로컬 사이트 송신 게이트웨이로 전송되고 , 미디어 코덱이 적절하
게 조정되고 , 통화 허용 제어 메커니즘이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원격 사이트 이동성
이 유형의 이동성에서는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외부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 여전히 어떤 형
태로든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보안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업 네트워크를 원격 위
치로 확장합니다 . 이 유형의 이동성은 VPN 기반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 또는 VPN 을 사용하
지 않는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을 포함합니다 . VPN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은 Cisco Virtual
Office 와 같은 원격 재택 근무자 솔루션뿐만 아니라 VPN 지원 전화 및 클라이언트와 같은 기
타 원격 연결 방법 및 Office Extend Access Point 기능을 포함합니다 .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원
격 엔터프라이즈 연결은 원격 엔드포인트 및 클라이언트를 VPN 터널 필요 엔터프라이즈에 연
결할 수 있는 역방향 프록시 방화벽 세션 기반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원격 연결은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에서 지원됩니다 .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이러한 유형의 이동성에는 클라우드 협업 서비스와 클라우드 및 사내 협업 서비스의 통합이 포
함됩니다 . 여기에는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내부 또는 외
부에 있는지 , 엔터프라이즈 또는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 동작 또는 휴식 상
태에 관계없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이상으로의 이동성은 두 가지 고급 Cisco 솔루션 세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Mobility
Cisco Unified 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일부인 Cisco Unified Mobility 기능 세
트는 모바일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를 모바일 또는 원격 장치에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
며 , 기업 네트워크 상에 있는 사용자의 고정된 회사 사무실 전화기와 모바일 음성 공급자 네트
워크의 사용자 모바일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유형의 기능을 때로는 FMC(Fixed
Mobile Convergence) 라고 합니다 .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솔루션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이중 모드 스마트폰 및 기타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
되고 엔터프라이즈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
가 802.11 무선 LAN 네트워크와 셀룰러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모두에 연결하기 위한 이중
라디오 안테나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장치에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배포되었으면 , 이러
한 장치를 엔터프라이즈 무선 LAN 을 통해서나 공용 또는 개인 Wi−Fi 핫스폿 또는 모바일 데
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할 수 있고 , 그런 다음 엔터프라
이즈의 IP 텔레포니 인프라를 능률적으로 활용하여 IP 를 통해 음성 및 영상 통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의 경우 , 모바일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WLAN 에 연결되지 않
았거나 이러한 장치로 기업 네트워크에 보안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모바일 음성 공급자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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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사용하여 전화기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장치
에 대한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 음성 및 인스턴트 메시지 , 프레즌스
및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액세스와 같은 기타 협업 서비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모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 모델에 적용됩니다 .
이 장에서는 우선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성 기능과 솔루션에 대해 논하
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그리고 캠퍼스 또는 단일 사이트 배포 , 멀티사이트 배포 및 심지어 원격 사
이트 배포에 대한 기능 및 설계 고려 사항을 살펴봅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솔루션은 엔
터프라이즈 내 모바일 작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그 중에는 엔터프라이즈급 통신
은 물론 , 작업자의 실제 위치가 어디이든 상관 없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면도 있습니다 .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성에 대한 논의를 거침으로써 모바일 공급업체와 인터넷 공급업체의 인프라
와 기능을 활용하는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솔루션을 살펴볼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
니다 .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면 기업 네트워크 인프라와 모바일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공급업체
네트워크 인프라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렇게 하면 탄탄한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인프라를 바
탕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고급 모바일 기능과 통신 흐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협업 이동성 솔루션에 대한 이동성 아키텍처 , 기능 , 설계 및 배포 영향
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이 장에 포함된 분석과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
•

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성
–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 21−4 페이지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 21−10 페이지
–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 21−25 페이지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 21−33 페이지

•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 Cisco Unified Mobility, 21−46 페이지
– Cisco Mobile 클라이언트 및 장치 , 21−74 페이지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21−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21-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 에서 설명된

개정일

Cisco Jabber 용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iPhone 및 iPad 의 Cisco Jabber 용 Apple 푸시 알 2018 년 3 월 1 일
림 서비스 (APN), 21−97 페이지

Cisco Jabber 용 OAuth 2.0( 새로 고침 토큰 포함 ) 새로 고침 로그인 흐름을 사용한 Cisco Jabber 및 2018 년 3 월 1 일
OAuth, 21−9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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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성
이 섹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성 기능과 솔루션을 살펴봅니다 . 이렇게
살펴볼 때 다음 유형의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에 대한 아키텍처 , 기능 , 설계 및 배포 영향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합니다 .
•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 21−4 페이지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 21−10 페이지

•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 21−25 페이지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 21−33 페이지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캠퍼스 또는 단일 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은 일반적으로 단일 IP 주소 공간 및 PSTN 송신 / 수
신 경계로 한정된 단일 실제 위치 내 이동성을 나타냅니다 . 여기서 이동성은 이 실제 위치 내 사용
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엔드포인트 장치의 이동도 포함합니다 .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아키텍처
그림 21−1 에서 보듯이 ,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이동성 아키텍처는 한 가지 실제 위치에 기반합니다
. 여기에는 한 건물 또는 인접한 여러 건물 ( 설명된 바와 같이 ) 이 포함될 수 있으며 , 즉 사용자가
IP 와 PSTN 연결을 유지한 상태로 캠퍼스 안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일반적으
로 캠퍼스 배포는 단일 IP 주소 공간 및 PSTN 송신 / 수신 경계로 한정된 PSTN 및 인터넷 공급자 네
트워크에 공유 일반 연결 또는 일련의 연결을 포함합니다 . 이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내 모든 사용
자는 일반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결되고 이 인프라에서 사용자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1-1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아키텍처

Physical wired
phone moves
Wireless IP
device roaming

Extension

PSTN

348813

Mobility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1-4

2018 년 3 월 1 일

21 장

모바일 협업

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성

캠퍼스 이동성 유형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내에서의 이동성은 일반적으로 장치 , 사용자 또는 둘 모두가 캠퍼스 인프라
전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 Cisco 협업 배포 내에서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은 실제 유선 전화기 이동 , 무선 장치 이동 및 전화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사용자 이동의
세 가지 기본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각 유형의 이동은 아래에서 논의합니다 .

실제 유선 장치 이동
그림 21−1 에 나타난 대로 , 실제 유선 전화기의 이동은 캠퍼스 인프라 내에서 쉽게 수용됩니다 . 이
유형의 전화기 이동은 건물의 단일 층 내에서 , 건물의 여러 층에서 또는 캠퍼스 내 건물 간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전화기 포트가 특정 사무실 , 좁은 방 또는 건물 내 다른 공간에 고정된 일반
PBX 배포에서와 달리 , IP 텔레포니 배포에서는 전화기를 IP PBX 에 연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
라 내 어느 IP 포트에나 꽂을 수 있습니다 .
Cisco 환경에서 이것은 간단히 네트워크에서 Cisco Unified IP Phone 또는 Cisco TelePresence System
엔드포인트의 플러그를 뽑아서 이것을 캠퍼스 내 다른 위치로 가져가서 다른 유선 네트워크 포트
에 꽂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전화기는 새 네트워크 위치에 연결되었으면 간단히 Unified CM 에
다시 등록하고 이전 위치에서처럼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동일한 실제 장치 이동은 유선 개인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전화기에도 적용됩
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는 Cisco IP Communicator 또는 Cisco Jabber 를 실행 중인 랩톱 컴퓨터를
한 위치에서 캠퍼스 내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 랩톱을 새 위치의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한 후
소프트웨어 기반 전화기를 Cisco 통화 제어에 다시 등록하고 다시 전화 통화 처리를 시작할 수 있
습니다 .
캠퍼스 내에서 실제 장치 이동성을 수용하려면 소프트웨어 기반 전화기를 실행하는 전화 장치 또
는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이동할 때 새 위치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연결이 이전 위치에서 제공했을
때와 동일한 유형의 IP 연결 , 연결 속도 , 서비스 품질 , 보안 그리고 인라인 전원 및 동적 호스트 제
어 프로토콜 (DHCP) 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갖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러한 연결 매
개 변수 , 서비스 및 기능을 복제하지 못하면 기능이 감소하거나 일부 경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
니다 .

무선 장치 로밍
무선 장치는 그림 21−1 에 나타난 대로 , 무선 LAN 네트워크가 배포되어 캠퍼스 에지에 무선 네트
워크 연결을 제공한 경우 ,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전체에서 이동 또는 로밍할 수 있습니다 .
무선 장치의 예로는 Cisco Unified 무선 IP Phone 7926G 및 8821, 무선으로 연결된 시스코 DX80 및
Cisco Jabber 와 같은 시스코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참조 Cisco Mobile 클라이
언트 및 장치 , 21−74 페이지 ).
WLAN 네트워크는 무선 장치에 대한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무선 액세스 포
인트 (AP) 로 구성됩니다 . 무선 AP 는 무선 네트워크와 유선 네트워크 간의 경계 포인트입니다 . 다
중 AP 는 네트워크 통화권 및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실제 통화권 영역 상에 배포되고 분산됩니다 .
무선 장치 및 클라이언트는 기존 WLAN 인프라에 의존하여 중요한 신호 처리와 실시간 음성 및 비
디오 미디어 트래픽을 모두 전달하므로 , 데이터 및 실시간 트래픽 모두에 최적화된 WLAN 네트워
크를 배포해야 합니다 . 부적절하게 배포된 WLAN 네트워크는 대량의 간섭과 용량 감소 결과가 초
래되어 , 음성 및 영상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 일부 경우 통화가 삭제되거나 누락됩니다 . 이
는 나아가 음성 통화를 걸고 받는 데 있어 WLAN 배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 따라서 ,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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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때 배포 전 , 도중 및 후 WLAN 무선 주파수 (RF) 사이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VVoWLAN(Voice and Video over WLAN) 을 배포하기에 적합한 셀 경계 , 구
성 및 기능 설정 , 용량 및 중복을 결정해야 합니다 .
각 AP 가 다른 모든 AP 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관리 및 작동되도록 또는 WLAN 컨트롤러가 모든
AP 를 구성 , 관리 및 제어하는 관리된 모드에서 AP 를 배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내에서 자율적
으로 AP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후자의 모드에서는 WLAN 컨트롤러가 AP 관리뿐만 아니라 , AP
구성 및 AP 간 로밍 처리를 책임집니다 . 어느 경우에서든 , VVoWLAN 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침을 사용하여 AP 를 배포하십시오 .
•

WLAN 채널 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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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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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79

그림 21-2

그림 21−2 에 나타난 대로 , 인접하지 않은 WLAN AP 채널 셀은 최소 20% 까지 중첩되어야 합
니다 . 이 중첩 때문에 무선 장치가 한 가지 AP 에서 다음 AP 로 성공적으로 로밍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캠퍼스 위치 내에서 이동하면서도 음성과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두 AP 간에 성공적으로 로밍하는 장치는 음성 품질 또는 경로의 눈에 띄는 변화
없이 활성 음성 통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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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에 나타난 대로 , WLAN AP 채널 셀은 밀리와트 당 −67 데시벨 (dBm) 의 셀 파워 수
준 경계 ( 또는 채널 셀 반경 ) 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동일한 채널 셀 경계 분리
는 약 19 dBm 이어야 합니다 .
약 −67 dBm( 이하 ) 의 셀 반경은 실시간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패킷 유실
을 최소화합니다 . 19 dBm 의 동일한 채널 셀 분리는 AP 또는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채널에 연
결된 다른 장치에 공동 채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이러한 간섭은 음성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67 dBm 의 셀 반경 지침은 2.4 GHz(802.11b/g/n) 및
5 GHz(802.11a/n/ac) 배포 모두에 적용됩니다 .

그림 21-3
The RADIUS
of the cell
should be:
–67 dBm

WLAN 셀 반경 및 동일한 채널 셀 분리

The separation of
same channel cells
should be:
19 dBm

–86 dBm
253894

–67 dBm

참고

19 dBm 의 동일한 채널 셀 분리는 단순화되고 이상적이라고 간주됩니다 . 이 19 dBm 의 분리는 대
부분의 배포에서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장 중요한 RF 설계 기준은 −67 dBm
셀 반경과 셀 간 최소 20% 의 권장 중첩입니다 . 이러한 제약조건에 맞게 설계할 때 채널 분리가 최
적화됩니다 .
무선 로밍은 무선 전화기로 제한되지 않고 , 무선 개인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기반 전
화기에도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는 Cisco IP Communicator 또는 Cisco Jabber 를 실행하는
랩톱 컴퓨터로 캠퍼스 전체에서 무선으로 로밍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무선 AP, 무선 전화기 및 무선 PC 클라이언트는 엔터프라이즈 WLAN 에 대한 보안 액세
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옵션을 제공합니다 . 모든 경우에서 WLAN 인프라와 엔터프라이
즈의 보안 정책 및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무선 장치 모두에서 지원하는 보안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
Cisco Unified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LAN 인프라 , 3−60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WLAN 상에서 음성 및 비디오를 포함하여 WLAN 설계 상에서의 실시간 트래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LAN 상의 실시간 트래픽 솔루션 참조 네트
워크 설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solutions/Enterprise/Mobility/RToWLAN/CCVP_BK_R78
05F20_00_rtowlan−sr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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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내선 이동 )
그림 21−1 에서 보듯이 , 사용자의 유선 및 무선 전화기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자 본인 또한 전화기나 PC 하드웨어 없이 캠퍼스 인프라 내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사용자가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엔터프라이즈 내선 번호를 이동하려면 사용자의 엔터프라이
즈 번호와 기타 설정이 포함된 장치 프로필을 적용하면 됩니다 .
EM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은 일련의 보안 자격 증명 ( 사용자 ID 및 PIN 번호 ) 을 사용하여 캠
퍼스 전체에 있는 IP 전화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했으면 사용자가 장치에서 로그아웃
하거나 로그인 시간이 초과할 때까지 엔터프라이즈 전화 번호 , 발신 권한 및 구성된 바로 호출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개인 장치 프로파일이 일시적으로 전화기에 적용됩니다 . EM 기능을
Unified CM 의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밖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실제적으로는 가끔씩만 사무실
에 있는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이러한 유형의 모바일 사
용자를 위한 임시 사무실 공간 ( 때때로 뜨거운 의자 (hot seating) 또는 자유석 (free seating) 이라고
도 함 ) 을 제공하여 , 가끔씩 및 일시적으로만 IP 전화기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많은 모바일 사
용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캠퍼스 내에서 EM 을 활용하려면 Unified CM 관리자가 사용자 장치 프로파일 및 사용자 자격 증
명을 구성하고 IP 전화기를 EM 전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참고

EM 은 Unified CM 통화 제어를 사용할 때만 , EM 지원 엔드포인트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
EM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선 이동 , 18−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에 대한 고가용성
이동성 기능 및 특징의 고가용성을 보장하려면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기능 및 솔루션을 중
복 형태로 구성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하드웨어에 내장된 IP 전화기 및 소프트웨어 기반 IP 전화를 실행하는 컴퓨터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려면 중복 및 일반 네트워크 연결 또는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유선 장치의 위치가 이동될 때 이러한 장치에 대한 최적의 작동 및 음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
절한 보안 , 서비스 품질 및 기타 네트워크 기반 기능을 비롯한 적절한 특징과 함께 이러한 네트워
크 연결을 배포해야 합니다 . 결국 성공적인 캠퍼스 이동성 배포는 기본 네트워크 연결 , PSTN 연
결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고가용성 방식으로 배포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마찬가지로 , 무선 장치 연결 및 로밍을 위해 WLAN 네트워크를 배포하거나 조정할 때 무선 서비
스에 대한 고가용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배포 중인 많은 장치의 복원성과 충분한 통화권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채널 셀을 중첩하지 않고 적당한 중복 셀의 통화권이 제동되도록 하
는 방식으로 WLAN 네트워크를 배포하십시오 . AP 간의 로밍을 쉽게 하기 위해 동일한 채널 셀 중
첩 및 다른 채널 셀의 충분한 중첩 없이 폭넓은 셀 통화권을 제공하면 무선 장치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의 가용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 캠퍼스 내에서 사용자 이동을 위해 EM 을 활용할 때 Unified CM 클러스터 내 단일 노
드가 실패하더라도 내선 이동 기능이 작동되지 않게 하지 않도록 중복 형태로 이 기능을 배포하십
시오 . 가용성이 높은 방식으로 Cisco Extension Mobility 배포할 경우에 대한 내용은 내선 이동에 대
한 고가용성 , 18−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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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내 이동성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용량 계획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을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이러한 이동성 기능 및 솔루션을 이용하는
모든 모바일 사용자를 수용할 정도로 충분한 용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선 장치 및 컴퓨터의 물리적 이동을 위한 용량 고려 사항은 캠퍼스 네트워크 인프라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트 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사용자가 캠퍼스 이곳저곳으로 장치를 이
동하려면 이러한 모바일 사용자의 장치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수의 네트워크 포트를
각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유선 장치 이동을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포트가 부족
하면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물리적으로 장치를 이동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무선 장치를 배포하고 엔터프라이즈 WLAN 내에서 무선 장치 로밍을 활용할 때 WLAN 인프라의
장치 연결성과 통화 용량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장치 수 또는 활성 통화 수를 조건으로 본
캠퍼스 WLAN 인프라 과다 신청은 무선 연결 끊김 , 음성 및 영상 품질 저하 , 통화 설정 지연 또는
실패 결과를 초래합니다 . VVoWLAN(Voice and Video over WLAN) 배포의 과다 신청 가능성은 필
요한 통화 용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AP 수를 배포함으로써 크게 최소화됩니다 . AP 통화 용량은
단일 채널 셀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동시 음성 및 / 또는 비디오 양방향 스트림 수에 기반합니다
. VVoWLAN 통화 용량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블루투스가 비활성화되고 데이터 속도가 24 Mbps 이상일 때 802.11g/n(2.4 GHz) 채널 셀 당 최
대 27 개의 동시 VoWLAN(Voice over WLAN) 양방향 스트림 .

•

데이터 속도가 24 Mbps 이상인 802.11a/n/ac(5 GHz) 채널 셀 당 최대 27 개의 동시 VoWLAN 양
방향 스트림 .

•

720p( 고선명 ) 의 비디오 해상도와 최대 1 Mbps 의 비디오 전송률을 가정할 때 , 블루투스가 비
활성화된 802.11 g/n(2.4 GHz) 당 또는 802.11 a/n/ac(5 GHz) 당 최대 8 개의 동시 VVoWLAN 양
방향 스트림 .

이러한 음성 및 영상 통화 용량 값은 RF 환경 , 구성되거나 지원된 비디오 해상도와 전송률 , 무선
엔드포인트와 그 구체적인 기능 및 기본 WLAN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특정 배
포의 실제 용량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동일한 AP 에 연결된 두 무선 엔드포인트 간 단일 통화는 두 개의 동시 양방향 스트림으로 간주됩
니다 .
EM 의 확장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Unified CM 내에 속하는 기능의 로그인 / 로그
아웃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모바일 사용자에게 충분한 EM 로그인 / 로그아웃 용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활성화된 내선 이동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캠퍼스 주변을 이동하고 지정된 시간에 이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지
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EM 용량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경우에서 캠퍼스 내 Unified CM 클러스터는 유선 장치이든 또는 무선 장치이든 상관 없이 , 이
동된 장치의 장치 등록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장치 등록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물론 , 캠퍼
스 전체에서 이동 중인 모든 장치가 이미 캠퍼스 네트워크 내에 배포되었다고 가정하면 장치 이동
전에 셀 제어 플랫폼 내 충분한 용량이 이미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 이동 목적을 위해
배포에 새 장치를 추가할 경우 장치 등록 용량을 고려해야 하고 , 필요한 경우 추가 용량도 추가해
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 Unified CM 에서는 수많은 특징과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이동성 솔루션의 구성
및 배포가 전반적인 시스템에 크기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실제 시스템 용량 결
정은 엔드포인트 장치 수 , EM 사용자 수 및 배포된 CTI 애플리케이션 수에 대한 BHCA(Busy Hour
Call Attempt) 비율과 같은 고려 사항에 기반합니다 . 일반 시스템 크기 , 용량 계획 및 배포 고려 사
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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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기능 및 솔루션을 배포할 때 다음 설계 고려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

캠퍼스 내 실제 장치 이동성을 수용하려면 새 위치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연결이 이전 네트워크
연결이 제공했을 때와 동일한 유형의 IP 연결 (VLAN, inter−VLAN 라우팅 등 ), 연결 속도 , 서비
스 품질 , 보안 및 네트워크 서비스 ( 인라인 전원 , 동적 호스트 제어 프로토콜 (DHCP) 등 ) 를 갖
도록 하십시오 . 이러한 연결 매개 변수 , 서비스 및 기능을 복제하지 못하면 기능이 감소하거나
일부 경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

•

무선 IP 장치 및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때 배포 전 , 도중 및 후에 주기적으로
WLAN 무선 주파수 (RF) 사이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VVoWLAN(Voice and Video
over WLAN) 을 배포하기에 적합한 셀 경계 , 구성 및 기능 설정 , 용량 및 중복을 결정해야 합
니다 .

•

최소 20% 의 셀 중첩을 두고 AP 를 배포해야 합니다 . 이 중첩으로 이중 모드 장치는 한 위치 내
부에서 이동할 때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을 여전히 유지보수하면서 한 AP 에서 다음 AP
로 성공적으로 로밍할 수 있습니다 .

•

패킷 유실을 최소화하려면 −67 dBm 의 셀 파워 수준 경계 ( 또는 채널 셀 반경 ) 로 AP 를 배포
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동일한 채널 셀 경계 분리는 약 19 dBm 이어야 합니다 . 19 dBm 의
동일한 채널 셀 분리는 AP 또는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채널에 연결된 다른 장치에 공동 채널 간
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이러한 간섭은 음성 및 비디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EM 서비스를 중복성이 높게 배포하여 단일 Unified CM 노드를 잃어버리더라도 기능 작동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십시오 . EM 서비스가 중요한 경우 서버 로드 밸런싱 솔루션을 배포하여
Unified CM 노드 실패를 우회하고 고가용성 기능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 EM 고가용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선 이동에 대한 고가용성 , 18−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무선 사용자 BHCA 비율에 기반한 원하는 통화 용량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수의 무선 AP 를 배
포함으로써 캠퍼스 네트워크에 충분한 무선 음성 및 영상 통화 용량을 제공하십시오 . 각
802.11g/n(2.4 GHz) 또는 802.11a/n/ac(5 GHz) 채널 셀은 24 Mbps 이상의 데이터 속도에서 최대
27 개의 동시 음성 전용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각 802.11g/n(2.4 GHz) 또는
802.11a/n/ac(5 GHz) 채널 셀은 최대 1 Mbps 전송률에서 720p 비디오 해상도를 가정할 때 최대
8 개의 동시 영상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4GHz WLAN 배포의 경우 이 용량을 얻으려면
블루투스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RF 환경 , 무선 엔드포인트 유형 및 WLAN 인프라에 따라
실제 통화 용량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은 각각 고유한 IP 주소 공간과 PSTN 송신 / 수신 경계를 가진 여
러 실제 위치를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이동성을 나타냅니다 . 이러한 경우의 이동성은 각 실
제 위치 내에서 사용자 및 엔드포인트 장치의 이동뿐만 아니라 , 사이트 및 위치 간 사용자 및 엔드
포인트 장치의 이동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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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아키텍처
그림 21−4 에 나타난 대로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아키텍처는 지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위치 또는 사이트에 기반합니다 . 사이트는 중앙 또는 캠퍼스 사이트의 많은 사용자 및 장
치 수에서 중간 규모의 지역 사이트 또는 더 작은 지점 사이트의 더 적은 수의 사용자 및 장치에 이
르기까지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배포는 사이트를 상호
연결하는 IP WAN 링크뿐만 아니라 각 위치의 로컬 PSTN 송신 / 수신으로도 구성됩니다 . 또한 사
이트 간 네트워크 정전 중 특징 및 기능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종종 중요한 서비스는 각 실제 사이
트에 복제됩니다 . 이동성 측면에서는 , 사용자와 사용자의 장치가 하나의 사이트 내에서 또는 여
러 사이트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1-4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아키텍처

Central Site

Wireless IP
device roaming

Device
Mobility
Extension
Mobility

PSTN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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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21-11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참고

21 장

모바일 협업

그림 21−4 에서는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를 나타내지만 ( 중앙 사이트
내에서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로 증명됨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배포에 대한 동일
한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이 분산 통화 처리 환경에 적용됩니다 . 분산 통화 처리 환경에서 배포되
었을 때 이동성 기능 작업의 차이는 다음 논의에서 설명합니다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유형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배포 내 이동성은 단일 사이트 내에서 장치 , 사용자 또는 둘 다의 이동
뿐만 아니라 , 사이트 간 사용자 및 장치의 이동도 포함합니다 .
캠퍼스 또는 단일 사이트 엔터프라이즈 배포와 함께 지원되는 동일한 유형의 이동성 기능 및 솔루
션은 멀티사이트 배포의 단일 사이트 내에서 사용자 및 장치의 사이트 내부 이동에 적용됩니다 . 이
러한 이동은 실제 유선 전화기 이동 , 무선 전화기 로밍 및 내선 이동을 포함합니다 . 이러한 유형의
이동성 솔루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은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 21−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멀티사이트 배포에서 사이트 간 이동의 경우 이러한 동일한 이동성 기능도 거의 동의한 방식으로 지
원됩니다 . 그러나 , 두 개 이상의 사이트 간에 적용했을 때 이러한 기능의 주요 차이는 기능이 장치
이동성 기능과 함께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 장치 이동성 기능은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장치가
사용하는 IP 주소에 기반하여 동적으로 장치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실제 유선 장치 이동
실제 유선 전화기의 이동은 멀티사이트 배포의 각 사이트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이트 간에서도 쉽
게 수용됩니다 . 캠퍼스 또는 단일 사이트 간 배포에서처럼 , 멀티사이트 배포의 단일 사이트로 제
한된 유선 장치 이동은 네트워크에서 Cisco 엔드포인트 연결 해제하고 이를 사이트 내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다른 유선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 전화기는 새 네트워크 위치에
연결되었으면 간단히 통화 제어 플랫폼에 다시 등록하고 이전 위치에서처럼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멀티사이트 배포에서 사이트 또는 위치 간 유선 장치 이동은 동일한 기본 동작을 포함합니다 . 그
러나 , 장치 이동성 기능은 이 유형의 이동성과 결합될 때 장치가 이동된 새 위치에서 다시 등록되
면 통화 허용 제어 작업과 게이트웨이 및 코덱 선택이 적절하게 되도록 합니다 . 이 기능에 대한 내
용은 장치 이동성 , 21−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무선 장치 로밍
단일 사이트 캠퍼스 배포에서처럼 , 무선 네트워크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각 사이트에서 무선
LAN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무선 장치는 그림 21−4 에서와 같이 , 멀티사이트 엔
터프라이즈 배포 전체에서 이동하거나 로밍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사이트 간 유선 전화기의 이
동에서처럼 , 무선 장치가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올바른 게이트웨이 및 코드가 사용되고 통화 허용
제어가 적절하게 대역폭을 관리하도록 하려면 장치 이동성 기능도 배포해야 합니다 . 이 기능에 대
한 내용은 장치 이동성 , 21−1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분산 통화 처리 환경의 경우 , 유선 전화기에서처럼 무선 장치를 단일 통화 처리 플랫폼이나 클러
스터에만 등록하여 통화 라우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도록 구성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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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내선 이동 )
단일 사이트 내에서 EM 지원뿐만 아니라 , 그림 21−4 에 나타난 대로 이 기능은 사이트 간에서도
지원되어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내 사이트 간에 이동하고 각 위치에서 전화기에 로그인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EM 은 사용자가 서로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의 사이트 및 전화기 사이를 이동할 때 분산
통화 처리 배포에서도 지원됩니다 . 분산 통화 처리 환경에서 내선 이동을 지원하려면 Cisco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기능을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18−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EM 및 EMCC 는 Unified CM 통화 제어를 사용하는 EM 지원 엔드포인트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

장치 이동성
Cisco Unified CM 에서 사이트 또는 실제 위치는 위치 , 지역 , 발신 검색 공간 및 미디어 리소스와
같은 다양한 설정을 사용하여 식별됩니다 . 특정 사이트에 상주하는 Cisco Unified IP Phone 은 이러
한 설정과 함께 정적으로 구성됩니다 . Unified CM 은 적절한 통화 설정 , 통화 라우팅 , 미디어 리
소스 선택 등에 이러한 설정을 사용합니다 . 그러나 , 이중 모드 전화 및 Cisco Unified Wireless IP
Phone 과 같은 기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를 홈 사이트에서 원격 사이트로 이동할 때 이들 장치
는 전화기에 정적으로 구성된 홈 설정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은 원격 사이
트의 전화기에 이러한 홈 설정을 사용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통화 라우팅 , 코덱 선택 , 미디어 리
소스 선택 및 기타 통화 처리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
Cisco Unified CM 은 Unified CM 이 IP 전화기가 홈 위치에 있는지 또는 로밍 위치에 있는지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동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 Unified CM 은 장치의 IP 서브넷을 사용
하여 IP 전화기의 정확한 위치를 판별합니다 . 클러스터 내에서 장치 이동성을 활성화하면 모바일
사용자는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로밍하여 , 사이트 특정 설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은 통화 라우팅 , 코덱 선택 , 미디어 리소스 선택 등에 동적으로 할당된 이러한 설
정을 사용합니다 .
이 섹션은 장치 이동성 기능에 대한 기본 목적을 둘러싼 논의로 시작해서 장치 이동성 기능 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 이러한 논의에서 장치 이동성 기능의 다양한 구성 요소 및 구성 그림
에 대해 다룹니다 . 또한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다이얼 플랜 모델의 영향을 포함하여 , 엔터프라이
즈 다이얼 플랜에서 장치 이동성 기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
참고

장치 이동성은 Unified CM 통화 제어를 사용할 때만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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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동성의 필요성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 모바일 사용자가 많을 때 장치 이동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
해 설명합니다 .
그림 21−5 에서는 본사 사이트 (HQ) 에 있으면서 장치 이동성 기능이 없는 Unified CM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설명합니다 . 클러스터에는 Branch1 과 Branch2, 두 개의 원격 사이트가
있습니다 . 모든 사이트 내부 통화는 G.711 음성 코덱을 사용하는 반면 , 모든 사이트 간 통화 (IP
WAN 상의 통화 ) 는 G.729 음성 코덱을 사용합니다 . 각 사이트에는 외부 통화를 위한 PSTN 게이
트웨이가 있습니다 .
그림 21-5

두 개의 원격 사이트를 포함한 네트워크 예
Headquarters

Denver
(303)
555-1234

IP
M
M

M

IP
M

M

IP

PSTN

V
G.711

IP

IP

Dials
9-1-303555-1234

IP

IP

User moves from
Branch1 to Branch2
Branch 1

Branch 2

IP

345893

IP

한 사용자가 Branch1 에서 Branch2 로 이동하며 덴버에 있는 PSTN 사용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동작이 발생합니다 .
•

Unified CM 은 사용자가 Branch1 에서 Branch2 로 이동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 PSTN 으로
걸려온 외부 통화는 WAN 상에서 Branch1 게이트웨이로 전송된 다음 PSTN 으로 보내집니다 .
따라서 , 모바일 사용자는 모든 PSTN 통화에 계속 홈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

•

모바일 사용자와 Branch1 게이트웨이는 동일한 Unified CM 지역 및 위치에 있습니다 . 위치 기
반 통화 허용 제어는 다른 위치의 장치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 내부 통화는 G.711 음성 코
덱을 사용합니다 . 따라서 , IP WAN 상에서 Branch1 게이트웨이로 전달하는 통화는 G.711 코
덱을 사용하고 Unified CM 에서는 통화 허용 제어 목적을 위해 추적되지 않습니다 . 모든 원격
링크가 저속 링크일 경우 이 동작은 IP WAN 대역폭을 과다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 사용자는 여러 명의 Branch2 사용자를 덴버에 있는 PSTN 사용자와의 기존 통화에 추
가하여 전화회의를 작성합니다 . 모바일 사용자는 Branch1 게이트웨이에 있는 전화회의 리소
스를 사용하므로 , 모든 전화회의 스트림이 IP WAN 사에서 흐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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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치 이동성은 클러스터 내부 기능이며 멀티 Unified CM 클러스터 범위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 분
산 통화 처리 환경에서는 배포 내 각 Unified CM 클러스터에 장치 이동성을 활성화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

참고

장치 이동성이 구성되지 않은 배포에서 관리자가 사이트 위치 간에 WAN 대역폭을 과다 신청하여
WAN 전체와 사이트 간에 장치의 물리적 이동으로 인해 WAN 이 과다 신청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
다 . 각 WAN 링크에서 과다 신청하는 대역폭 양은 사용자가 두 위치 간에 장치를 이동할 예상 속도
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치 이동성 아키텍처
Unified CM 장치 이동성 기능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이 섹션에서는
기능의 작동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그러나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웹 사
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기능 구성 설명서에서 장치 이
동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일부 장치 이동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치 이동성 정보 — IP 서브넷을 구성하고 장치 풀을 IP 서브넷에 연결합니다 .

•

장치 이동성 그룹 — 유사한 발신 패턴 ( 예 : 그림 21−6 의 US_dmg 와 EUR_dmg) 으로 논리적
사이트 그룹을 정의합니다 .

•

실제 위치 — 장치 풀의 실제 위치를 정의합니다 . 즉 , 이 요소는 장치 풀과 연결된 IP 전화기 및
기타 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정의합니다 . ( 예를 들어 , 그림 21−6 에 있는 모든 산호세 IP 전화
기는 실제 위치 SJ_phyloc 로 정의됩니다 .)

그림 21−6 에서는 이러한 모든 항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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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모바일 협업

장치 이동성 구성 요소의 관계

Device Mobility
Info

Device Pool

Physical
Location

Device Mobility
Group

SJ1_dmi
10.1.1.0/24

SJ-A_dp
(building A)

SJ2_dmi
10.1.2.0/24

SJ-B1_dp

SJ_phyloc

(building B)

(SJ campus)

SJ3_dmi
10.1.3.0/24

SJ-B2_dp

US_dmg

(building B)

10.2.1.0/24

LON_dmi
10.10.10.0/24

RTP_dp

RTP_phyloc

LON_dp

LON_phyloc

(RTP campus)

EUR_dmg

(LO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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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_dmi

Unified CM 은 장치의 IP 서브넷에 기반한 IP 전화기에 장치 풀을 할당합니다 . 그림 21−7 에 나타
난 다음 단계는 다음 동작을 설명합니다 .
1.

IP 전화기는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등록 메
시지에서 IP 주소를 전송하여 Unified CM 에 등록을 시도합니다 .

2.

Unified CM 은 장치의 IP 서브넷을 파생시키고 이를 장치 이동성 정보에 구성된 서브넷과 일치
시킵니다 .

3.

서브넷이 일치할 경우 Unified CM 은 장치 풀 구성에 기반한 새 구성을 장치에 제공합니다 .

그림 21-7

전화기 등록 프로세스

1. Register me with
10.10.23.10

IP subnet

Device
Device Pool
Mobility Info

10.10.1.x

Dallas_DMI

Dallas_DP

10.10.22.x

RTP_DMI

RTP_DP

10.10.23.x

SJC_DMI

SJC_DP

SJC

3. Here is your
configuration

Unified CM

2. He’s in SJC!

190178

M

Unified CM 은 장치 풀 구성 아래 일련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장치 이동성을 수용합니다 . 이러
한 매개 변수는 다음 두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
•

로밍 감도 설정 , 21−17 페이지

•

장치 이동성 관련 설정 , 21−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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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감도 설정

이러한 설정 아래 매개 변수는 장치가 장치 이동성 그룹 내에서 또는 밖에서 로밍할 때 장치 수준
설정을 재지정합니다 . 이러한 설정에 포함된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날짜 / 시간 그룹

•

지역

•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위치

•

네트워크 로캘

•

SRST 참조

•

물리적 위치

•

장치 이동성 그룹

장치의 로밍 장치 풀에 기반하여 위치와 지역 구성이 사용되므로 로밍 감도 설정은 주로 적절한 통
화 허용 제어 및 음성 코덱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다양한 통화 허용 제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로밍 감도 설정은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전화회의 , 트랜스코딩 등에 적절한 원격 미디어
리소스가 사용되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MRGL) 을 업데
이트합니다 .
또한 로밍 감도 설정은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합니다 . 모
바일 사용자는 로밍 중 다른 SRST 게이트웨이에 등록합니다 . 이 등록은 로밍 전화기가 SRST 모드
에 있을 때 전화걸기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사용자가 전화기와 함께 Unified CM 에 연결이 끊긴 새 위치로 이동하면 로밍 감도 장
치 이동성 설정에 기반하여 이동한 전화기에 대해 새 SRST 참조가 구성되고 이동한 전화기는 이
제 로컬 로밍 위치 SRST 라우터의 제어 하에 놓입니다 . 이렇게 될 때 장치의 DID 는 변경되지 않
고 홈 위치에 고정되므로 PSTN 또는 기타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전화기에 연결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 실패한 로컬 사이트 내 장치에서의 연결성도 SRST 내에서 구현된 대로 단축 발신을 사용하
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 예로 , 사용자가 산호세에 있는 홈 위치 ( 디렉터리 번호가 51234 이고 연결된 DID 가 408 555
1234 임 ) 에서 뉴욕에 있는 원격 위치로 전화기를 이동하고 , 사용자가 뉴욕 위치로 로밍한 후 잠시
동안 뉴욕과 산호세 간 링크가 장애를 일으킨다고 가정합시다 . 이 시나리오에서 뉴욕 사이트에 있
는 전화기는 모두 해당 사이트의 SRST 라우터로 장애 조치됩니다 . 또한 로밍 / 이동된 전화기의
SRST 참조가 장치 이동성 로밍 감도 설정에 기반하여 업데이트되었으므로 이 전화기는 뉴욕 SRST
라우터에 등록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 뉴욕의 로컬 장치는 Unified CM 에 등록될 때와 똑같이
SRST 라우터에도 다섯 자리 확장자로 등록됩니다 . 따라서 로밍 전화기의 디렉터리 번호가 여전히
51234 로 남게 됩니다 . 다른 모든 사이트 및 PSTN 에서 로밍 전화기에 연결하려면 408 555 1234 번
호가 이 특정 DID 가 고정된 산호세 PSTN 게이트웨이로 전송됩니다 . 뉴욕 사이트는 산호세 사이
트와 연결이 끊기므로 , 이러한 통화는 사무실 전화에 연결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음성 사서함으
로 전송됩니다 . 마찬가지로 , 실패한 로컬 사이트 내에서 통화는 다섯 자릿수 단축 발신을 사용하
거나 SRST 라우터 내에서 dialplan−pattern 및 extension−length 명령으로 정의된 대로 구성된 접
두 번호에 기반하여 걸어야 합니다 . 어느 경우에서든 , 로컬 발신자는 단축 발신으로 로컬 로밍 장
치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전화걸기 동작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일부 경우 이것은 간단히 다섯 자릿
수 전화 걸기이거나 사용자가 로컬 로밍 전화기에 연결하기 위해 특수 접두 번호를 걸어야 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 뉴욕의 이동되거나 로밍 전화기의 전화걸기 동작은 단축 발신을 사용하여 로컬 내
선에 연결하기 위해 변경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 이 전화기에서의 발신 전화에도 동일한 로직이 적
용됩니다 . 그러나 로컬 로밍 장치에서 PSTN 으로 발신 전화걸기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21-17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21 장

모바일 협업

장치 이동성 관련 설정

이러한 설정 아래 매개 변수는 장치가 장치 이동성 그룹 내에서 또는 밖에서 로밍할 때 장치 수준
설정을 재지정합니다 . 이러한 설정에 포함된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장치 이동성 발신 검색 공간

•

AAR 발신 검색 공간

•

AAR 그룹

•

발신자 변환 CSS

발신 검색 공간은 전화를 걸 수 있는 패턴 또는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기술하므로 이동성 관련 설
정은 다이얼 플랜에 영향을 줍니다 .
장치 이동성 그룹

앞서 설명된 대로 , 장치 이동성 그룹은 유사한 전화걸기 패턴으로 논리적 사이트 그룹을 정의합니
다 ( 예를 들어 , 동일한 PSTN 액세스 코드를 가지는 사이트 등 ). 이러한 지침에 따라 , 모든 사이트
는 사이트 특정 발신 검색 공간에 유사한 전화걸기 패턴을 가집니다 . 다른 전화걸기 동작을 가지
는 사이트는 다른 장치 이동성 그룹에 있습니다 . 그림 21−6 에 나타난 대로 , 산호세 및 RTP 사이
트의 장치 이동성 정보 , 장치 풀 및 실제 위치는 다르지만 , 두 위치 간에 필요한 전화걸기 패턴 및
PSTN 액세스 코드는 동일하므로 , 이들은 모두 동일한 장치 이동성 그룹 US_dmg 에 할당되었습니
다 . 반면 런던 사이트는 이곳의 필요한 전화걸기 패턴 및 PSTN 액세스 코드가 미국 사이트의 것과
다르므로 별도의 장치 이동성 그룹 EUR_dmg 에 할당됩니다 . 장치 이동성 그룹 내에서 로밍하는
사용자는 새 발신 검색 공간을 수신한 후에도 원격 위치에서 전화걸기 동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장치 이동성 그룹 밖에서 로밍하는 사용자는 홈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므로 원격 위치에서도 전
화걸기 동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장치 이동성 그룹이 다른 전화걸기 패턴을 가지는 사이트로 정의되면 ( 예를 들어 , 한 사
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외부 회선에 연결할 때 9 번을 돌려야 하는 반면 , 다른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가 외부 회선에 연결할 때 8 번을 돌려야 하는 경우 ) 장치 이동성 그룹 내에서 로밍하는 사용자는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전화걸기 동작을 보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각 위치에서 새 발신 검색 공
간을 받은 후 사용자는 다른 위치에서 다르게 숫자를 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작은 사용자에
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 Cisco 는 다른 전화걸기 패턴을 가지는 사이트를 동일한 장치 이동성 그
룹에 할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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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동성 작동

그림 21−8 의 흐름 차트는 장치 이동성 기능의 작동을 나타냅니다 .
그림 21-8

장치 이동성 기능 작동

Device Registers
Y

Device Mobility
Mode ON?

N

Device uses configuration
of “home” DP

Y

Device’s IP
Subnet matches
DMI

N

Y

N

Y
Select “roaming” DP from the DMI
(round robin if more than one DP)

Compare the DMG of roaming DP
selected from DMI with DMG of
“home” DP associated to Device

Is the DMG
different?

N

Device uses the
configuration on Device

Y

Compare the PL of DP
associated with DMI with PL of
“home” DP associated to Device

Is the PL
different?

Is any overlapping
parameter set to
NONE on device?

N

Device uses the
configuration on the DP

LEGEND
DMI:Device Mobility Info
PL:Physical Location
DP: Device Pool
DMG:Device Mobility Group

Overlapping parameters refers to
parameters on Device as well as
Device Pool. These parameters
include:
Location, Network Locale, Device CSS,
AAR CSS, AAR Group, MRGL

Device uses roaming sensitive
settings and Device Mobility
related settings from the
“roaming” DP

Device uses only roaming
sensitive settings from the
“roaming”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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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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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지침이 장치 이동성 기능에 적용됩니다 .
•

그림 21−8 에 나열된 중첩 매개 변수가 장치뿐만 아니라 장치 풀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가지면
이러한 매개 변수는 장치에서 NONE( 없음 ) 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다음 이러한 매개
변수가 장치 풀에 구성되어야 합니다 . 이 방법은 장치가 모든 매개 변수와 함께 개별적으로 구
성될 필요가 없으므로 구성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사이트 당 실제 위치를 하나 정의합니다 . 사이트에는 두 개 이상의 장치 풀이 있을 수 있습니
다.

•

PSTN 또는 외부 / 오프넷 액세스에 대한 유사한 전화걸기 패턴을 가지는 사이트를 동일한 장
치 이동성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

•

IP 서브넷 0.0.0.0 을 가지는 "catch−all" 장치 이동성 정보를 회사 정책에 따라 , 정의되지 않은
모든 서브넷에 대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이 [ 장치 이동성 정보 ]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리소
스의 액세스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 풀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 장치 풀에 발
신 검색 공간 [ 없음 ] 을 구성하고 로밍 중 이 장치 풀과 연결된 장치에서 걸려오는 모든 통화
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 이 경우 911 또는 기타 비상 통화까지도 포함한 모든 통화가
차단되므로 관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 발신 검색 공간을 911 또는 기타 비상 전화에만 액세
스할 수 있는 파티션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이얼 플랜 설계 고려 사항
장치 이동성 기능은 선택한 로밍 장치 풀의 설정과 엔드포인트가 등록되는 IP 주소에 기반한 여러
가지 장치 및 장치 풀 설정을 사용합니다 . 서브넷의 장치 풀 설정으로 업데이트되는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능 구성 설명서의
최신 버전에 있는 장치 이동성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다이얼 플랜 관점에서 볼 때 , 주로 AAR 그룹 , AAR CSS, 장치 CSS, 로컬 경로 그룹 및 발신 통화
의 발신자 변환 CSS 설정이 관련됩니다 .
로밍 장치에 대한 송신 게이트웨이 선택

일반적으로 로밍 장치의 원하는 송신 게이트웨이 선택 동작은 방문한 사이트에 로컬인 게이트웨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발신 장치에 특정한 송신 게이트웨이 선택을 구현하는 권장된 방법은 표
준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PSTN 경로 패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경로
목록에서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통화를 전송할 때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이 발신 게이트웨이의 장치 풀에 구성된 로컬 경로 그룹으로 교체됨을 의미합니다 . 이 스키마
는 사이트에 특정하지 않은 경로 패턴 및 경로 목록이 사용되도록 하고 , 사이트 특정 송신 게이트
웨이 선택은 전적으로 장치 풀 수준의 로컬 경로 그룹 구성에 의존합니다 .
로밍 장치의 경우 ( 장치 이동성 그룹 내부에서 로밍이든 또는 그룹 간 로밍이든 ), 장치 이동성 기
능은 항상 로밍 장치 풀의 로컬 경로 그룹이 표준 로컬 경로 그룹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 이것은
로컬 경로 그룹 송신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방문한 사이트 특정 경로 그룹 ( 및 방문
한 사이트에 로컬인 게이트웨이 ) 이 사용되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 이 동작은 표준 로컬 경로 그
룹 경로 목록을 사용하는 경로 패턴을 통해 전송된 비상 통화가 항상 방문한 사이트에 로컬인 송신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로컬 경로 그룹 송신 게이트웨이 선택은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의 장에 설명된 모든 다이얼 플
랜 접근방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로밍 엔드포인트에서의 특정 통화를 로밍 전화기의 홈 사이트에 로컬인 게이트웨이로 전송해야 하
면 이러한 통화에 대한 전송은 표준 로컬 그룹 대신 고정 사이트 특정 경로 그룹을 사용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경로 패턴을 통해 구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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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 장치 다이얼 플랜 접근방식에서 이러한 경로 패턴은 엔드포인트에 구성된 장치 CSS 로 주소
지정됩니다 . 장치 이동성 그룹을 로밍하지만 나가지 않을 때는 발신 엔드포인트의 장치 CSS 는 로
밍 장치 풀에 구성된 장치 이동성 CSS 로 교체됩니다 . 일부 통화의 경우 고정 송신 게이트웨이를
선택해야 하고 이러한 통화에 대한 경로 패턴이 장치 CSS 로 주소 지정되면 항상 로밍 장치가 장치
이동성 그룹에서 로밍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로밍 엔드포인트가 항상 엔드포인트에
구성된 장치 CSS 를 사용합니다 .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의 장에 설명된 +E.164 다이얼 플랜 접근방식을 사용할 때 모든 PSTN
경로 패턴은 회선 CSS 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며 , 로밍 장치에 대해 이것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되
지 않습니다 . 이 다이얼 플랜에서 고정 게이트웨이에 특정 PSTN 대상을 입력하는 사이트 특정 경
로 패턴은 ( 예를 들어 , 로밍 장치의 홈 위치 ) 장치 이동성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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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경로 그룹 없이 회선 / 장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무계층 주소 지정을 이용한 가변 길이 온넷 전화걸기

그림 21−9 에서는 장치 이동성에 대해 무계층 주소 지정을 이용한 가변 길이 온넷 다이얼 플랜을
나타냅니다 .
그림 21-9

장치 이동성에 대해 무계층 주소 지정을 이용한 가변 길이 온넷 다이얼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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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의 다이얼 플랜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

이 다이얼 플랜에서 4 자릿수 사이트 내 전화걸기를 구현하는 변환 패턴은 장치 CSS 로 주소 지
정됩니다 . 이렇게 하면 사이트 특정 회선 CSS 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치 CSS 는 로
밍 장치 풀의 장치 이동성 CSS 로 업데이트되므로 모바일 장치는 방문한 사이트의 사이트 내
부 전화걸기를 상속합니다 ( 사용자가 장치 이동성 그룹 내부에서 로밍한다고 가정함 ). 이 동
작을 원하지 않으면 각 사이트를 장치 이동성 그룹으로 정의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 그러나 , 외
부 PSTN 통화의 경우 휴대폰은 계속 홈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므로 WAN 대역폭을 소비함을 알
아두어야 합니다 .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로밍 장
치에 대한 송신 게이트웨이 선택 , 21−20 페이지 참조 ).

•

PSTN 및 내부 전화 파티션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로밍 사용자에 대한 추가 장치 발신 검색 공
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구성에서는 사이트 당 하나 이상의 추가 장치 풀과 발신 검
색 공간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 N 개 사이트에는 N 개 장치 풀과 N 개 발신 검색 공간이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이 구성에서 각 사이트를 장치 이동성 그룹으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구성을 사용하면 모바일 사용자가 로밍 시 장치 CSS 의 변환 패턴을 통해 발신 습관에 액세스
하지 못합니다 .

•

원격 SRST 게이트웨이에 등록된 모바일 사용자는 고유한 내선을 가집니다 . 그러나 , 모바일
사용자가 원격 SRST 게이트웨이에 등록될 때는 PSTN 사용자가 모바일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일반 접근방식 및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는 +E.164 다이얼 플랜

다이얼 플랜 , 14−1 페이지의 장에 설명된 대로 , 회선 / 장치 접근방식은 몇 가지 특정한 문제가 있
으므로 , 회선 / 장치 접근방식에 기반한 +E−164 다이얼 플랜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 +E.164 다이얼
플랜에 권장되는 접근방식은 회선 CSS 에서 서비스 등급 선택과 발신 정규화를 결합하고 로컬 경
로 그룹 기능을 사용하여 사이트 특정 송신 게이트웨이 선택을 위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
다 .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전화기에서 장치 CSS 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 접근방식을 장
치 이동성과 결합할 경우 설계의 유일한 로밍 감도 구성 요소는 장치 풀의 로컬 경로 그룹입니다 .
로밍 전화기의 경우 ( 장치 이동성 그룹 내부에서 또는 그룹 간 로밍이든 ) 전화기의 홈 장치 풀에
정의된 로컬 경로 그룹은 항상 로밍 장치 풀에 저장된 로컬 경로 그룹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렇
게 해서 모든 통화는 항상 방문한 사이트에 로컬인 게이트웨이로 나갑니다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고가용성
이동성 기능의 고가용성을 보장하려면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기능 및 솔루션을 중복 형
태로 구성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 다중 이동성 배포에서 유선 전화기 이동 , 무선 로밍 및 EM 에 대
한 고가용성 고려 사항은 캠퍼스 이동성 배포에서의 고려 사항과 유사합니다 . 캠퍼스 환경에서처
럼 ,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려면 중복 네트워크 포트 , 무선 셀 통화권 및 Unified CM 노드의 확장 이
동성 로그인 및 로그아웃 처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장치 이동성 기능의 고가용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장치 이동성은 기본적으
로 Unified CM 통화 제어 내에서 통합되므로 클러스터 노드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장치 이동성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게시자 노드 또는 통화 처리 ( 가입자 ) 노드에 장애가 발
생하더라도 , 장치 풀 , 장치 이동성 정보 , 장치 이동성 그룹 및 장치 이동성을 둘러싼 기타 모든 구
성은 보존됩니다 . 뿐만 아니라 , 통화 처리 노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는 전화기는
Unified CM 그룹 구성에 기반한 여느 경우처럼 보조 통화 처리 노드 또는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참조 라우터로 장애 조치됩니다 .
참고

Cisco TelePresence System 엔드포인트는 Cisco IOS SRST 와 등록 중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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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용량 계획
장치 이동성 확장성 고려 사항에 관하여 이 기능과 다양한 구성 요소 ( 장치 풀 , 장치 이동성 그룹
등 ) 를 둘러싼 특정 또는 강제된 용량 제한은 없습니다 . 일반 시스템 크기 , 용량 계획 및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련 설계 고려 사항
모든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설계 고려 사항이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배포에도 적
용됩니다 (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 21−10 페이지 참조 ). 특히 다음
과 같은 추가 설계 권장사항이 멀티사이트 이동성 환경에 적용됩니다 .
•

모든 중요 서비스 ( 장치 등록 , PSTN 연결 , DNS, DHCP 등 ) 는 멀티사이트 배포의 각 사이트
에 배포되므로 ,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 간의 연결이 실패해도 중요한 작업을 방해하지 않습니
다 . 뿐만 아니라 , 장치의 이동과 필요한 통화 용량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의 실제 네트워크
포트와 무선 LAN AP 를 각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같은 장치 이동성 그룹 안에 서로 다른 발신 패턴의 여러 사이트가 구성된 경우 ( 예를 들어 , 각
사이트의 PSTN 액세스 코드가 서로 다른 경우 ) 로밍 사용자는 각자의 위치를 근거로 다른 번
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 수 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 유사한 발신 패턴
을 가지는 사이트 ( 예 : 동일한 PSTN 액세스 코드를 가지는 사이트 ) 를 동일한 장치 이동성 그
룹에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게 하면 로밍 사이트가 장치 이동성 그룹 내 모든 사이트에
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

" 로밍 " 장치 풀의 장치 이동성 설정은 사용자가 동일한 장치 이동성 그룹 내에서 로밍할 때만
적용되므로 , 서로 다른 장치 이동성 그룹 간에 로밍하지 마십시오 . 그럴 경우 통화 전송 동작
이 이동한 전화기에서의 발신 통화를 " 홈 " 또는 장치에 구성된 발신 검색 공간을 사용하여 전
송합니다 . 이렇게 되면 통화가 로컬 " 로밍 " 게이트웨이가 아닌 다른 사이트의 게이트웨이로
전송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WAN 대역폭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사이트 당 실제 위치를 하나만 정의하십시오 . 그래야 사용자가 사이트 간에 로밍하는 시나리
오에서만 장치 이동성이 사용됩니다 . 동일한 사이트 내에서 로밍할 경우 , 일반적으로 저속 링
크는 단일 사이트 내에서 배포되지 않으므로 장치 이동성을 채택하는 문제가 ( 예 : WAN 대역
폭 사용 , 코덱 선택 및 통화 허용 제어 ) 나타나지 않습니다 .

•

장애 조치 시나리오에서 " 로밍 " 전화기는 " 로밍 " 장치 풀의 로밍 감도 설정으로 기술된 대로
SRST 참조 / 게이트웨이를 이용합니다 . 따라서 ,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전화기에 대한 DID 가
다른 위치의 PSTN 게이트웨이에 고정된다는 사실로 인해 PSTN 에서 " 로밍 " 전화기에 연결
할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 " 로밍 " 전화기에서의 발신 전화의 경우 , PSTN 액세스 코드와
같은 것에 맞게 전화걸기 동작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 전화기에 구성된 바로 호출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서 단축 발신을 사용하거나 단축 발신에 의존하는 바로 호출을 사용하는 기능이 필요
한 경우 Uniform On−net 다이얼 플랜 모델을 사용하면 모바일 사용자의 전화기가 로밍 위치에
있을 때도 ( 직접 또는 바로 호출을 통해 ) 단축 발신이 계속해서 작동하므로 이 모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모든 내선 번호나 디렉터리 번호는 모든 사이트에서 고유하므로 이 다이얼
플랜 모델에서는 여전히 단축 발신이 가능하므로 , 중첩 내선 번호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단축
발신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이 ( 회선 / 장치 또는 회선 CSS 전용 +E.164 다이얼 플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 가변 길
이 온넷 다이얼 플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걸 때 단일 고유 내선 번호에 연결할 수 있
도록 보편적인 방식으로 바로 호출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E.164 번호를 사용하거
나 사이트 또는 액세스 코드를 사용하여 바로 호출을 구성하면 로밍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
든 동일한 바로 호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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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VPN 연결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게 장치 이동성을 활성화하면
VPN 에 연결된 전화기의 장치 이동성 정보 (DMI) 는 VPN 위치로 " 로밍 " 할 때 동적 장치 이
동성 구성이 적절하게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 VPN 집중 장치가 분배하거나 소유한 IP 서브넷
을 포함해야 합니다 . DMI 를 VPN 집중 장치와 공존하는 모든 장치에 사용되는 동일한 장치 풀
과 연결하십시오 .

•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게 장
치 이동성을 활성화하면 Expressway 위치로 " 로밍 " 할 때 동적 장치 이동성 구성이 적절하게
변경되도록 Expressway 에 연결된 장치의 장치 이동성 정보 (DMI) 에 Expressway−C 노드에서
사용하는 IP 서브넷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DMI 를 Expressway−C 노드와 공존하는 모든 장치
에 사용되는 동일한 장치 풀과 연결하십시오 .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원격 위치에 있지만 공용 인터넷 상에서 보안 연
결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인프라에 여전히 연결된 모바일 사용자를 나타냅니다 . 여기서 이동성은
이러한 원격 위치에서 엔드포인트 장치의 배치와 사용자의 이동 , 그리고 일부 경우 빈번하든 가끔
이든 , 엔터프라이즈와 이러한 위치 간의 모바일 장치 이동을 다룹니다 .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아키텍처
그림 21−10 에 설명된 대로 ,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은 원격 실제 위치 ( 일반적으로 직원 홈 오
피스 ) 에 기반하지만 , 인터넷을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다시 보안 연결할 수 있는 원격 위치에도 기
반합니다 . 이러한 원격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 전화기 및 기타 장비 또는 엔드포
인트에 대한 연결을 포함한 IP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 일부 경우 이 IP 네트워크는 원격 위치와
기업 네트워크 간에 보안 터널 또는 연결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제어하고 구성한 VPN 라
우터 또는 에지 보안 플랫폼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에는 원격 사이트 IP 네트워크는 인
터넷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고 , 사용자의 컴퓨터 및 기타 엔드포인트 장치는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
이언트 기능을 사용하여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연결을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원격 위치에서
무선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컴퓨터 또는 엔드포인트의 무선 연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위치에서 무선 연결이 제공될 때 기업 네트워크에서 홈 오피스로 무선 전화 및 모바일 장치를 이동
하여 , 사용자가 원격 위치 내에서 무선 엔터프라이즈 장치 또는 모바일 전화를 활용하여 전화를 걸
고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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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유형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배포는 장치 이동성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원격 사
용자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 분명 사용자들은 엔터프라이즈 위치와 원격 사이트 간에 엔
드포인트 장치와 함께 또는 이 장치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 이러한 배포의 주
도적 목적은 고정 위치에서든 , 활성 동작에서든 ,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의 원격 연결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 원격 사이트 이동성은 그림 21−10 에 나타난 대로 , 두 가지 기본 유형의 보안 원격 연결을
포함합니다 .
•

VPN 보안 원격 연결

•

VPN 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원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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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보안 원격 연결
VPN 보안 원격 연결은 엔터프라이즈와 원격 네트워크 또는 장치 간에 레이어 3 보안 터널을 활성
화합니다 . 보안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을 위해 VPN 을 사용하면 실제로 기업 네트워크의 경계를
VPN 종결 위치까지 확장합니다 . VPN 종료 장치 또는 네트워크 위치에서 VPN 연결은 장치 또는
네트워크가 비록 실제 엔터프라이즈 경계 내에 있더라도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헤드엔드 집중 장치 및 Cisco AnyConnect 클라이언트는 보안 협
업 및 기타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 모두를 위해 VPN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 라우터 기반 VPN 연
결과 클라이언트 기반 VPN 이 두 가지 보편적인 VPN 배포 유형입니다 . 두 유형 모두 원격 사이트
보안 연결을 지원하고 둘 다 고정 위치에 남아 있는 장치와 원격 사이트와 엔터프라이즈 간에 이동
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엔드포인트 장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위치 장치
는 데스크톱 컴퓨터는 물론 유선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IP 전화기도 포함됩니다 . 이중 모드 휴대폰
, 무선 IP 전화기 , 랩톱 컴퓨터 및 태블릿은 모바일 형태이며 원격 사이트와 엔터프라이즈 간에 정
기적으로 이동되는 엔드포인트의 예입니다 .

Router-Based 원격 VPN 연결
Router−based VPN 터널은 보안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 그림 21−10 에 나타난 대로 , 이러한 유형의
시나리오 유형에서는 배포된 원격 사이트 라우터 ( 예 : Cisco Virtual Office 솔루션 라우터 ) 가 기
업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하는 레이어 3 VPN 터널을 설정하고 보안합니다 . 이렇게 하면 사실상 엔
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경계를 원격 사이트 위치로 확장하는 셈이 됩니다 . 이 유형의 연결 이점은 이
러한 장치에서 보안 연결을 제공하지 않아서 특별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이 필요 없으므로 원격 사
이트에 더욱 광범위한 장치 및 엔드포인트를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신 , 이러한 장치는 간
단히 원격 사이트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원격 사이트 라우터에서 엔터프라이즈 VPN 헤드엔드까지
보안 VPN 경로를 활용합니다 . 또한 원격 사이트 라우터는 그림 21−10 에 설명된 대로 , 무선 네트
워크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기반 보안 원격 연결
무선 및 유선 IP 전화기뿐만 아니라 , 소프트웨어 기반 PC,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전화 통신 클라이언
트에는 그림 21−10 에 나타난 대로 , 홈 , 모바일 공급자 및 Wi−Fi 핫스폿 네트워크를 비롯한 원격
네트워크 위치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기반 VPN 시나리오에서 VPN
연결은 엔드포인트 장치에서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를 통해 설정됩니다 . 따라서 엔드
포인트 및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가 엔터프라이즈 VPN 헤드엔드 종결 집중 장치에 대한 보안
VPN 연결을 작성합니다 . 이것을 실제로 기업 네트워크 경계를 원격 장치로 확장합니다 . 이 유형
의 연결 이점은 라우터 기반 VPN 연결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공용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더욱 광범
위한 네트워크 위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다채로운 여러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할
수 있으면 클라이언트 장치가 이동 중인 동안에도 보안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장치
유형에 따라 , 음성 및 영상 통화와 같은 협업 워크플로는 VPN 연결을 활용하는 유일한 기능일 수
있습니다 . PC,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다목적 장치의 경우 , 전체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는
VPN 연결 상에서 가능합니다 .
이러한 유형의 장치 예로는 Cisco AnyConnect 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VPN 클라이언트와 내장된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IP Phone 7965 와 같은 Cisco Unified IP Phone 을 사용하
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 또는 무선으로 연결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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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동성 및 VPN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
클라이언트 기반이든 라우터 기반이든 VPN 원격 연결을 배포한다면 , 장치 이동성 기능을 사용하
여 통화 허용 제어와 코덱이 엔드포인트 장치에 대해 올바르게 협상되고 적절한 엔터프라이즈 사
이트 PSTN 게이트웨이와 미디어 리소스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VPN 연결을 통해 수신된
엔드포인트 장치의 IP 주소에 기반하여 Unified CM 은 장치의 위치를 동적으로 결정합니다 .
그림 21−11 에서는 Cisco Jabber 협업 클라이언트가 원격 사이트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실
행 중인 클라이언트 기반 보안 원격 연결의 예를 나타냅니다 . 이 소프트웨어 기반 협업 애플리케
이션은 클라이언트 기반 VPN 을 통해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됩니다 .
그림 21-11

원격 사이트 Cisco Jabber 에 대한 클라이언트 기반 VPN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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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계 지침은 클라이언트 또는 라우터 기반 VPN 연결을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된 원격 사
이트의 사용자 장치에 대한 장치 이동성 활성화와 관련됩니다 .
•

VPN 집중 장치에서 분산되거나 소유한 IP 서브넷으로 장치 이동성 정보 (DMI) 를 구성하십시
오.

•

DMI 를 VPN 집중 장치와 공존하는 모든 장치에 사용되는 동일한 장치 풀과 연결하십시오 . 그
러나 , 발신 권한 , 네트워크 로케일 등과 같은 매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

클라이언트 기반 또는 라우터 기반 VPN 연결을 할 때 원격 사이트 사용자에게 지리적으로 가
장 가까운 엔터프라이즈 VPN 집중 장치를 가리키도록 안내합니다 .

이러한 지침을 따르면 통화 허용 제어가 엔터프라이즈 WAN 에 , 그리고 원격 사이트에 연결에서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
VPN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DZS(Design Zone for Security)
의 WAN 에서 보안 하위 섹션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VPN 설계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security/landing_wan_security.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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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원격 연결
VPN 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원격 연결은 엔터프라이즈와 원격으로 연결된 장치 간에 역방향 프록
시 TLS 보안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 이 유형의 연결은 전체 레이어 3 VPN 터널에 필요한 오버헤드
를 최소화하면서 보안 방화벽 순회를 허용합니다 .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역방향 프록시 보안 연
결을 사용하면 기업 네트워크의 경계를 장치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Edge Architecture 에서는 Cisco Expressway 를 사용합니다 .
Cisco Expressway 는 특정 엔드포인트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엔터프라이즈 실
제 경계 내에서 생성되더라도 이러한 트래픽 흐름에 대한 보안 네트워크 순회를 제공합니다 . 그러
나 , 일부 트래픽 흐름은 이러한 유형의 연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Cisco 협업 에지 아키
텍처 솔루션은 음성 및 영상 통화 , IM and Presence, 시각적 음성 메일 및 회사 디렉터리 액세스를
포함하여 보안 협업 워크플로를 논의했습니다 . 비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한 전체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는 이러한 유형의 연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협업 에지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boration/collaboration−edge−architecture/index.htm
l

Cisco Expressway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은 보안 역방향 프록시 방화벽 순회 연결을
제공하므로 , 이러한 연결을 사용하여 원격 사용자 및 이들의 장치가 엔터프라이즈 협업 애플리케
이션 및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1−12 에 나타난 대로 , Cisco Expressway 솔루션은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 , Expressway−E 노
드와 Expressway−C 노드를 포함합니다 . 이러한 두 가지 구성 요소는 Unified CM 과 함께 작동하여
보안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 Expressway−E 노드는 모바일 및 원격 장치에 대한
보안 에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이 노드는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DMZ 영역
에 상주합니다 . Expressway−C 노드는 원격 보안 엔드포인트 등록을 위해 Unified CM 에 프록시 등
록을 제공합니다 . 내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Expressway−C 노드는 Expressway−E
노드와의 아웃바운드 보안 TLS 연결을 생성하며 이 연결은 보안 미디어 통과에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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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와 보안 원격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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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협업

원격 장치는 Unified CM 에 등록되었으면 , SIP 신호 처리 및 RTP 미디어를 사용하여 IP 상에서 음
성 및 영상 통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안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연결을 사용하여
장치 등록과 음성 및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IM and Presence, 시각적 음성 메일 및 회
사 디렉터리 액세스를 포함하여 추가 협업 워크플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협업 기능 전체를 엔
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 VPN 터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뿐만
아니라 신호 처리 및 기타 협업 트래픽은 Expressway−C 노드에서 기업 네트워크를 순회합니다 . 그
림 21−12 에서 보듯이 , 엔터프라이즈 외부의 두 원격 장치 사이의 통화는 엔터프라이즈 내
Expressway−C 에서 헤어핀됩니다 .
보안 엔드포인트의 모든 트래픽이 다시 엔터프라이즈로의 VPN 터널을 순회하는 VPN 보안 연결
과 달리 ,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는 협업 트래픽만을 위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보안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 비협업 워크플로 및 트래픽은 보안 Cisco Expressway 연결을 순회하지
않습니다 . 대신 , 다른 모든 트래픽은 로컬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 전송되고 기업 네트워
크를 순회하지 않습니다 .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은 Cisco 하드웨어 엔드포인트와 Cisco Jabber 소프트
웨어 기반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를 모두 지원합니다 . 지원되는 시스코 하드웨어 엔드 포인트는
Cisco TelePresence EX, MX 및 SX 시리즈 비디오 엔드 포인트와 Cisco DX, 7800 및 8800 시리즈 탁
상 전화기를 포함합니다 . 또한 Cisco Jabber 데스크톱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Cisco Expressway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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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 특히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이동 중에도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을 지원하여 ,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 또는 네트워크 연결 유
형과 상관 없이 , 보안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
원격 보안 연결을 위해 VPN 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 Unified CM 가 저속 링크를 통한 통화량
을 모니터하고 , 적절한 코덱을 조정하며 , 로컬 게이트웨이 리소스로 통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엔
드포인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려면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로 장치 이동성을 구성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가 포함된 환경에서 장치 이동성을 구성할
때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
•

Expressway−C 노드에서 사용한 IP 서브넷으로 DMI( 장치 이동성 정보 ) 를 구성합니다 .

•

DMI 를 Expressway−C 노드와 공존하는 모든 장치에 사용되는 동일한 장치 풀과 연결하십시오
.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은 Unified CM per Expressway−C 와 Expressway−E 클
러스터 쌍에 최대 10,000 개의 원격 엔드포인트 등록을 지원합니다 . 뿐만 아니라 , Expressway 클
러스터 쌍은 최대 2,000 개의 동시 영상 통화 또는 4,000 개의 동시 음성 전용 통화를 지원합니다 .
Expressway 노드 기준 기능을 포함하여 Cisco Expressway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Expressway, 25−3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크기를 늘리거나 여러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는 설계를 위해 여러 Expressway 클러스터를 배포합니
다 . 다중 사이트 배포의 경우 위치에 상관없이 사용자와 해당 장치에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을 제
공하기 위해 Expressway 클러스터가 여러 지역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 장치가 가장 가까운
Expressway 서비스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 연결되도록 익스프레스웨이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
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려면 GeoDNS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 GeoDNS 서비스를 사용하면 모바일 장
치는 일반적으로 익스프레스웨이 DNS 서비스 레코드에 대한 DNS 쿼리의 원본 IP 주소에 따라 결
정된 위치 또는 장치 위치와 사용 가능한 익스프레스웨이 사이의 최단 평균 대기 시간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익스프레스웨이 서비스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
Cisco Expressway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및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index.html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고가용성
원격 사이트 이동성 환경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VPN 또는 VPN 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서비스가 엔
터프라이즈 내에서 중복 형태로 구성되고 배포되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하면 VPN 및 역방향 프록시
방화벽 순회 보안 연결의 가용성이 높아집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 또는 엔터프라이즈 가장자리에
서 VPN 집중 장치 또는 Cisco Expressway 노드가 실패할 경우 클라이언트 또는 엔드포인트는 다른
VPN 을 사용하거나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원격 에지 노드와 새 보안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장치 등록 ,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 , IM 및 현재 상태 및 기타 공동 작업 서비스는 Unified CM 클러
스터 또는 기타 응용 프로그램 서버 노드 중복을 기반으로 가용성이 높습니다 . 이 수준의 공동 작
업 서비스 중복은 사내뿐만 아니라 엔드 포인트와 클라이언트가 VPN 을 통해 기업에 연결될 때 적
용됩니다 .
엔드 포인트와 클라이언트가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면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리던던시가 제한됩니다 .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경우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에 대한 높은 가용성은 각 노드 유형의 클러스터를 배포함으로써 달성됩니다 . Unified CM
노드 클러스터 , Expressway E 노드 클러스터 및 Expressway−C 노드 클러스터를 포함한 배포에서
는 백업 노드가 하나 이상의 기본 노드가 실패하는 시나리오에서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및 장치 등
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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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협업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용량 계획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환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확장성 고려 사항은 엔터프라이즈 헤드엔드
세션 터미네이터입니다 . 관리자는 모든 원격 보안 연결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VPN 세션
및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연결 용량을 배포해야 합니다 . Cisco Expressway 를 통한 클라이언트 또
는 라우터 기반 VPN 또는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원격 에지 보안 연결이든 , 모든 경우에서 장치 등
록 로드뿐만 아니라 보안 연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워크플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플랫폼 또는 노드 용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적절한 용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일부 원격 사이트 및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지 못하여 , 기본 전화 통신 서비스에조차 액세스하지 못합니다 . 뿐
만 아니라 , 캠퍼스 및 멀티사이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배포에서처럼 , 엔터프라이즈 내에 모든 원
격 사용자 장치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장치 등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플랫폼 특정 엔드포인트 구성 및 등록 용량을 포함하여 Cisco 통화 제어 및 게이트웨이 에지 용량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관련 설계 고려 사항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원격 사이트 연결을 활성화할 때 다음과 같은 설계 권장사항을 고려하십시
오.
•

장치 이동성을 사용할 때는 VPN 집중 장치에서 배포하거나 소유한 IP 서브넷을 사용하고 ,
Expressway 의 경우에는 Expressway−C 노드에서 사용한 서브넷을 사용하여 DMI( 장치 이동성
정보 ) 를 구성해야 합니다 . VPN 집중 장치 또는 Expressway−C 노드와 동일한 위치에 배포된
장치용으로 구성된 동일한 장치 풀에 DMI 를 할당합니다 .

•

원격 사이트 사용자에게 VPN 연결을 위해 가장 가까운 VPN 집중 장치를 선택할 것을 안내하
십시오 .

•

VPN 을 사용하여 모든 원격 사이트 위치 및 장치에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VPN 세션 용
량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

모든 원격 장치에 VPN 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역방향 프록시 방
화벽 순회 세션 용량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Expressway−E 와 Expressway−C 노드
및 세션 용량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경우에서 충분한 Unified CM 등록
용량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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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은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협업 응용 프로그
램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바일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유형의 이동성에는 클라우드 협업
서비스만 활용하는 순수 클라우드 배치와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사내 협업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개가 모두 포함됩니다 .
모바일 장치 및 클라이언트는 인터넷을 통해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및 기타 클라우드 협업 응용 프
로그램 및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 클라이언트와 장치는 사내 또는 회사로부터 원격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접속하면 장치가 ( 동작 중이거나 정지 상태에 있더라도 ) 엔터프라이즈 네트
워크를 통해 또는 공용 또는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클라우드에서 공동 작업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이러
한 서비스를 엔터프라이즈 공동 작업 인프라와 통합합니다 .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찾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보고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능과 수정 사항을 신속하게 전개합니다 .

•

주문형 사용자 용량 및 서비스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팅 리소스의 탄력성

•

클라우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특징 및 기능의 중앙 집중식 온라인 행정 및 관리

•

지리적 범위와 서비스 탄력성을 제공하는 고가용성 클라우드 아키텍처

•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 부담인 인프라 자본 지출 및 관리 . 공급 업체는 컴퓨팅 , 스토리지 , 전원
, 네트워크 및 기본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비롯한 인프라를 관리 및 보호합니다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아키텍쳐
그림 21−13 에서 설명된대로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아키텍처는 인터넷에 연결
된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및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합니다 . 협업 클라우
드 및 WebEx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는 안전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아키텍처와 함께 제공되는 클라우드 협업 서비스에는 Cisco Spark 메시지 ,
회의 및 통화 , WebEx 회의 및 메시징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서비스의 순수한 클라우드 전개외에
도 , 엔터프라이즈 사내 서비스와 함께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기업은 Unified CM 음성
및 화상 통화 및 통합 연결 음성 메시징 ( 사내 구축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과 함께 WebEx 미팅
센타 회의 및 WebEx 메신저 IM 및 프레젠스 ( 클라우드의 서비스 ) 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시스
코 아이덴티티 메니저 , SSO ( 싱글 사인 온 ), 캘린더 링 및 통화를 포함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서
비스 엔터프라이즈 통합으로 Cisco Spark 메시지 , 모임 및 통화가 보강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통합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간의 보안 연결을 사
용하여 서비스 관련 트래픽을 기업간에 전송합니다 . 그림 21−13 에서 보여진대로 , 이 트래픽은
보안 엔터프라이즈 경계 DMZ 를 통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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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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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Jabber, Cisco Spark 및 Cisco WebEx 를 비롯한 시스코 데스크 탑 ,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장
치 협업 응용 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는 기업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든 간에 시스코 협업 및 WebEx 협업 클라우드로부터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Cisco Mobile
클라이언트 및 장치 , 21−7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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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의 유형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공동 작업 서비스 통합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
•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통합 , 21−35 페이지

•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 , 21−35 페이지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통합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기능은 독립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통합을 통해 기
존 엔터프라이즈 사내 협업 서비스를 보강하여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
•

Cisco WebEx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인스턴트 메시징 (IM) 및 프레젠스

•

Cisco WebEx 미팅 서비스와 데스크 탑 공유가 가능한 음성 및 화상 회의 .

Cisco WebEx 하이브리드 통합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Cisco WebEx 협업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 협업 통합에 대한 정보는 , Cisco WebEx
SaaS(Software as a Service), 11−25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WebEx 메신저 및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 통합에 대한 정보는 , Cisco WebEx 메신저 ,
20−62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는 Cisco Spark 하이브리드 협업 서비스 통합은 다음과 같습
니다 :
•

Cisco Spark 아이덴티티 서비스 , 21−35 페이지

•

Cisco Spark 캘랜더 서비스 , 21−37 페이지

•

Cisco Spark 통화 서비스 , 21−40 페이지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한 일반 정보는 ,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DOC−6433 에 있는 소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Spark 아이덴티티 서비스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사내 엔터프라이즈 Microsoft Active Directory 를 시스코 협업 클
라우드 CIS ( 공통 신원 서비스 ) 와 통합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기업 디렉토리 정보를
클라우드의 CIS 와 동기화함으로써 조직은 시스코 클라우드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의 신속
한 구성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 클라우드 신원 확인 서비스에는 기업이 Cisco Spark 하이브리
드 서비스에 SSO 를 구현하거나 통합하고자 할 때 SSO ( 싱글 상인 온 ) 기능도 포함됩니다 .
그림 21−14 에서 보듯이 , 사내 구축 환경의 Cisco 디렉터리 커넥터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통
해 Microsoft Active Directory 통신하고 동기화합니다 . 차례로 , 디렉터리 커넥터는 디렉토리 데이
터를 밀어내고 보안 엔터프라이즈 경계 및 기업 방화벽을 통해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CIS) 및 SSO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해 통신합니다 . 이 연결은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클라우드로 시작되며 , 회
사 방화벽에서 포트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 이는 인터넷상의 웹 서버에 대한 아웃 바운드 연결을
시작하고 동일한 연결에서 응답을 수신하는 HTTPS 웹 클라이언트와 유사합니다 .
HTTPS 는 클라우드 내 CIS 와 사내 Cisco 디렉터리 커넥터 간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Microsoft
Active Directory API 는 Cisco 디렉터리 커넥터와 Microsoft Active Directory 간의 동기화에 사용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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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협업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 : 클라우드 신원 서비스 및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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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CIS 와 디렉터리 커넥터 간의 연결은 디렉터리 커넥터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는 동안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디렉터리 커넥터 소프트웨어는 Cisco Spark 제어 허브
에서 다운로드됩니다 . 사용자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CIS 와 디렉터리 커넥터 간의 연결은 디
렉터리 커넥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동안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디렉터리 커넥터 관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 개체 유형 , LDAP 필드 매핑 및 기본 DN 을 구성하여 동기화되는
사용자 계정 및 계정 정보를 제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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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디렉터리 커넥터 소프트웨어는 Microsoft Windows Server 운영 체제가 설치된 서버 또는 가
상 시스템에 설치되어 실행됩니다 . 다음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이 Cisco 디렉터리 커넥터 전개에
적용됩니다 .
•

Microsoft Windows Server 또는 가상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디렉토리 커넥터 소프트웨어는 도메인 관리 권한이 있는 계정을 사용하여 윈도우즈 서버 또는
가상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

•

모든 사용자 계정이 시스코 CIS 와 동기화되도록 하려면 Active Directory 의 전자 메일 주소 속
성을 채워야 합니다 . 전자 메일 주소가 없는 Active Directory 의 사용자 계정은 CIS 와 동기화
되지 않습니다 .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AD DS) 및 Active Directory LDS ( 간단한 디렉토리 서비스 ) 와
별도로 서버 또는 가상 컴퓨터에 디렉터리 커넥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포 요구 사항 , 설치 및 구성을 포함하여 Cisco 디렉터리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
는 최신 버전의 Cisco 디렉터리 커넥터용 배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spark/products−installation−guid
es−list.html
기업 사용자가 사내 Microsoft Active Directory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CIS 간에 동기화되면 조직 관
리자는 Cisco Spark 제어 허브를 사용하여 쉽게 사용자 계정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이 허브에서
관리자는 사용자 역할을 할당하고 사용자 기능을 관리하며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비롯
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활성화합니다 .

Cisco Spark 캘랜더 서비스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사내 엔터프라이즈 Microsoft Active Directory 를 시스코 협업 클
라우드 CIS ( 공통 신원 서비스 ) 와 통합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아웃룩 캘랜더 초대장
의 위치 필드에 @webex ( 또는 여러 WebEx 사이트가 있는 조직의 경우 @webex:<site> ) 가 추가되
면 , 캘랜더 커넥터는 초대장을 사용자의 WebEx 협업실 정보로 자동으로 채웁니다 .
교환 가장 계정에 대한 제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여 캘랜더 커넥터 및 캘랜더 서비스가 엔터프라
이즈 교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 시스코 그림 21−15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스트
에 상주하는 통화 커넥터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통해 Unified CM 과 통신하기 위해 기본 공
통 커넥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 차례로 , 디렉터리 커넥터는 디렉토리 데이터를 밀어내고 보
안 엔터프라이즈 경계 및 기업 방화벽을 통해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CIS) 및 SSO 서비스와 인터넷
을 통해 통신합니다 . 이 연결은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클라우드로 시작되며 , 회사 방화벽에서 포
트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 이는 인터넷상의 웹 서버에 대한 아웃 바운드 연결을 시작하고 동일한
연결에서 응답을 수신하는 HTTPS 웹 클라이언트와 유사합니다 .
HTTPS 는 클라우드 내 CIS 와 사내 Cisco 디렉터리 커넥터 간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교환 가장 계
정에 대한 제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여 캘랜더 커넥터 및 캘랜더 서비스가 엔터프라이즈 교환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
캘랜더 커넥터가 실행되고 사용자가 활성화되면 , 활성화된 사용자는 Cisco Spark 공동 작업을 통
합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아웃룩 캘랜더 초대장에 WebEx 모임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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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모바일 협업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 : 엔터프라이즈 캘린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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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스트와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간의 연결 및 클라우드 캘랜더 서비스
와 캘랜더 커넥터 간의 연결은 익스프레스웨이 −C 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커넥터 구성중에 자동으
로 설정됩니다 . 캘린더 커넥터 소프트웨어는 익스프레스웨이 −C 를 성공적으로 등록한 후 ( 또는
캘린더 커넥터 서비스가 Cisco Spark 제어 허브에서 활성화되었을 때 이미 등록된 경우 ) 시스코 협
업 클라우드에서 익스프레스웨이 −C 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어 설치됩니다 .
익스프레스웨이 −C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캘랜더 커넥터를 구성하는 동안 Microsoft
Exchange 연결 정보는 관리자가 제공하거나 엔터프라이즈 Active Directory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
다 . 또한 관리자는 초대장 위치 필드에 @webex 가 지정된 경우 , WebEx 회의실 세부 정보가 회의
초대장에 추가되도록 조직의 WebEx 회의 센터 및 공동 작업 회의실 사이트 정보를 지정합니다 .
익스프레스웨이 −C 및 공통 커넥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시
스코 협업 클라우드와 사내 익스프레스웨이 −C 간에 보안 연결이 필요합니다 . 익스프레스웨이 −C
캘랜더 커넥터가 작동하려면 커넥터 관리 및 캘랜더 서비스 용으로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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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CA 서명 인증서가 익스프레스웨이 −C 인증서 신뢰 목록에 대해 확인됩니다 . 이것은 익스프
레스웨이 −C 와 공동 작업 클라우드 간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 익스프레스웨이 −C 는 캘랜
더 커넥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캘랜더 커넥터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클라우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 클라우드 인증서 CA 가 신뢰 목록에 없으면 캘랜더 커넥터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
니다 . 클라우드는 초기 구성 중에 익스프레스웨이 −C 신뢰 목록에 필요한 클라우드 공용 CA 인증
서를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또는 , 조직에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수동으로 관리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익스프레스웨이 관리자는 클라우드 CA 인증서를 익스프레스웨이 트러스트 목
록에 추가하여 올바르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 안전한 연결은 선택적으로 CA 인증서를 교환하고 각
서버의 신뢰 목록에 추가하여 익스프레스웨이 −C 캘랜더 커넥터와 엔터프라이즈 교환 서버 간의
연결로 확장됩니다 .
캘랜더 커넥터와 Microsoft Exchange 간의 적절한 통합 및 통신을 위해서는 , 가장 계정이 사용되어
야 합니다 . 이 계정은 사용자 대신 캘랜더 커넥터에서 개별 캘랜더에 대한 모임 정보를 문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 캘랜더 커넥터는 이 계정을 사용하여 사용자 전자 메일 또는 연락처 목록에 액세
스하지 않으며 ,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는 커넥터에서 교환 환경의 가장 계정 자격 증명에 액세스하
거나 검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 협업 클라우드에는 직접 또는 캘랜더 커넥터를 통해 엔터프라이
즈 교환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
다음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이 캘랜더 커넥터 전개에 전개됩니다 :
•

하이브리드 서비스 사용자는 협업 클라우드 CIS ( 공통 신원 서비스 ) 에 대해 인증되므로 Cisco
디렉터리 커넥터 및 엔터프라이즈 Active Directory 와의 통합이 권장됩니다 .

•

Cisco Expressway X8.7.1 이상 버전은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

•

캘랜더 서비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수 , 개별 사용자 교환 캘랜더 크기 및 @ 스파크 및 @webex
사용 비율에 따라 이 서비스를 활성화할 때 교환 서버의 로드 증가량이 결정됩니다 . 교환 가장
계정에 제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여 캘랜더 커넥터 및 캘랜더 서비스가 엔터프라이즈 교환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

배포 요구 사항 , 설치 및 구성을 포함하여 캘린더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캘린더 서비스 배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spark/products−installation−guid
es−list.html
캘랜더 커넥터가 실행되고 사용자가 활성화되면 , 활성화된 사용자는 Cisco Spark 공동 작업을 통
합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아웃룩 캘랜더 초대장에 WebEx 모임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 스파크
아웃룩 캘랜더 초대장의 위치 필드에 @ 스파크를 추가하면 캘랜더 커넥터와 클라우드 캘랜더
서비스가 초대 제목과 일치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Cisco Spark 협업실을 만듭니다 . 캘린더 초
대장의 모든 사용자는 Cisco Spark 방에 추가됩니다 . 이렇게하면 공동 작업이 쉬워지고 회의
주최자와 참석자가 회의 전 , 회의 중 , 회의 후에도 자료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캘랜
더 초대장에 메일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메일 그룹의 사용자는 자동으로 Cisco Spark 방
에 추가되지 않습니 ; 그러나 , 회의 초대장을 받게됩니다 .

•

@webex — 지정된 경우 , WebEx 회의 초대 정보를 Cisco Spark 방에 추가합니다 .
아웃룩 캘랜더 초대장의 위치 필드에 @webex ( 또는 여러 WebEx 사이트가 있는 조직의 경우
@webex:<site> ) 가 추가되면 , 캘랜더 커넥터는 초대장을 사용자의 WebEx 협업실 정보로 자
동으로 채웁니다 . 캘랜더 커넥터는 캘린더 초대장에 수동으로 추가된 WebEx 회의 연결 링크
(WebEx 생산성 도구에 의해 추가된 ) 가 이미 있는 경우 , WebEx 회의 정보를 추가하지 않습니
다.

@webex 가 @ 스파크와 함께 사용되면 , WebEx 회의 정보가 Cisco Spark 방 및 캘랜더 회의 초대장
에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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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park 통화 서비스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통화 서비스를 사내 구축형 엔터프라이즈
통화 제어와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 클라우드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통화 서비스 통합을 통해 조
직에서는 기존 사내 전화기와 협업 클라이언트 및 Cisco Spark 클라이언트 간의 데스크 탑 공유 및
음성 및 화상 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1−16 에서 보여지듯이 , Cisco Spark 하이브리드 통화 서비스에 필요한 세 가지 엔터프라이
즈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

시스코 통화 커넥터 − 이 소프트웨어는 Cisco Expressway−C 커넥터 호스트에서 실행되며 시스
코 협업 클라우드 통화 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통합 CM 전개 간의 통합 및 통신을 중개합니다
.

•

Cisco Unified?CM − 엔터프라이즈 통화 제어이며 , 엔터프라이즈 엔드 포인트와 클라이언트 및
엔터프라이즈 연결 클라우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음성 및 화상 통화 서비스와 PSTN 연결을 제
공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통화 컨트롤은 시스코 비즈니스 에디션 6000 또는 HCS ( 시스코 주관
협업 시스템 ) 에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Cisco Expressway−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 이 서버 쌍은 통화 미디어 및 신호에 대한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에지 방화벽 통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 충분한 통화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익
스프레스웨이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또는 B2B ( 비지니스 대 비지니스 ) 에 사용되는 기존 서
버 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C 커넥터 호스트에 상주하는 통화 커넥터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통해
Unified CM 과 통신하기 위해 기본 공통 커넥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 다른 엔터프라이즈 클
라우드 커넥터와 마찬가지로 , 통화 커넥터는 캘랜더 데이터를 밀어내고 보안 엔터프라이즈 경계
및 클라우드 캘랜더 서비스에 대한 기업 방화벽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통신합니다 . 이 연결은 엔
터프라이즈 내부에서 클라우드로 시작되며 , 회사 방화벽에서 포트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 이전에
언급 한 바와 같이 , 이것은 인터넷상의 웹 서버에 대한 아웃 바운드 연결을 시작하는 HTTPS 웹 클
라이언트와 유사합니다 .
통화 커넥터는 REST 기반 HTTPS 를 사용하여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통화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AXL ( 관리상의 XML 레이어 ) 을 사용하여 Unified CM 과 통신하여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장치
정보를 검색하고 CTI (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 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회선을 모니터
링합니다 .
캘린더 커넥터와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스트 , 통화 커넥터 , 시스코 협업 클라
우드 및 클라우드 통화 서비스 간의 연결은 익스프레스웨이 −C 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커넥터 구성
중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통화 커넥터 소프트웨어는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스트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의 커넥터 호스트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어 설치됩니
다 ( 또는 이미 등록된 경우 , Cisco Spark 제어 허브와 Expressway−C 커넥터 호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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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 : 엔터프라이즈 통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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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 통화는 다음 두 가지 기능을 가능케 합니다 :
•

Call Service Aware
이 기능은 통합 CM 등록 끝점에서 두 명의 Cisco Spark 가능 사용자 간 통화에 대해 한 번의 클
릭으로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 두 명의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회선을 사용하여 일대일로
통화하는 경우 , 클라우드 통화 서비스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인 통화 커넥터에서 수신한 정보
를 기반으로 활성 통화를 인식하고 두 사용자간에 Cisco Spark 방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 또
는 이전에 생성되지 않은 경우 일대일 방을 만듭니다 ) 두 사용자의 Cisco Spark 데스크탑 ( 또
는 웹 ) 클라이언트의 데스크 탑 공유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 사용자는 버튼을 클릭하여 데스크
탑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서비스 어웨어를 사용하면 , 일대일 통화에 대한 통화 미디어
및 신호 처리는 Cisco Unified?CM 및 두 개의 엔터프라이즈 장치에 의해 독점적으로 처리되는
반면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는 Cisco Spark 협업실 및 데스크 탑 공유를 용이하게 합니다 . 통화
서비스 어웨어는 데스크 탑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 외에도 Cisco Spark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일
된 통화 기록 목록을 제공합니다 .

•

Call Service Connect
이 기능을 통해 Cisco Spark 사용자는 사내 엔터프라이즈 통화 제어 (Cisco Unified?CM) 를 사
용하여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구성하면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걸
려 오는 전화는 사용자의 Unified CM 등록 전화 및 클라이언트로 확장될뿐만 아니라 시스코 협
업 클라우드로도 확장되어 사용자의 Cisco Spark 클라이언트로 라우팅됩니다 . 따라서 예를 들
어 기업 등록 유선 전화 또는 사용자의 휴대 전화에서 실행중인 Cisco Spark 클라이언트와 같
이 사용자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들어오는 Cisco Spark 발신 전화는 사용자의 Cisco Spark 클라이언트로 확장될뿐만
아니라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에 의해 엔터프라이즈 통합 CM 으로 확장되고 사용자의 통합 CM
등록 끝점에서 울립니다 .
사용자가 Cisco Spark 클라이언트 통화 탭에 번호 또는 URI 를 입력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 필
요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통합 CM 및 엔터프라이즈 PSTN 연결을 사용하여 통화가 라우팅됩니
다 . 통화 서비스 어웨어 기능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서비스 커넥터를 사용자에 대
해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통화 서비스 커넥터 기능을 사용하려면 각 사용자가 Cisco Unified 통화메니저에서 구성된
Cisco Spark 원격 장치 ( 스파크 RD) 가 있어야 합니다 . 이 장치는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사용
자를 엔터프라이즈 DN 과 원격 대상으로 구성된 Cisco Spark 통화 SIP URI 와 연관시킵니다 .
이 장치 연결 및 구성된 원격 대상은 통화가 시작된 위치에 따라 통합 CM 및 협업 클라우드 모
두에 대한 통화 착신을 용이하게 합니다 .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는 SIP 컨택 헤더와 통화 라우
팅 로직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통화 제어 간의 통화 포킹 루프를 방지합니다 .
참고

Cisco Spark 통화 서비스 커넥터의 조기 구축은 CTI 원격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전개에 적합한 통합 CM 장치 유형은 Cisco Spark 원격 장치 ( 스파크 RD) 입니다 .

통화 커넥터는 스파크 RD 를 통합 CM 에 등록합니다 . 이 등록은 통화 커넥터가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활성화됩니다
통화 서비스 연결을 사용하면 RTP 통화 미디어 및 SIP 통화 신호는 그림 21−16 에서 설명된대
로 익스프레스웨이 −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서버 쌍을 사용하여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로 라
우팅됩니다 . 통화 미디어는 엔터프라이즈 연결된 엔드 포인트 ( 또는 게이트웨이 ) 와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미디어 및 트랜스 코딩 서비스 간에 익스프레스웨이 −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서버를 통과합니다 . 클라우드 통화 서비스와 Unified CM 간의 SIP 신호는 또한 익스프레스웨
이 −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서버를 통과합니다 . 통화 서비스 연결의 RTP 미디어 및 SIP 신호
는 기존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또는 B2B 익스프레스웨이 −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서버를 통
과하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 전용 세트인 익스프레스웨이 −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서버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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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park 캘랜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Cisco Spark 통화 서비스는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
스트와 공통 커넥터 프레임워크 간의 안전한 연결을 사용합니다 . 또한 캘린더 커넥터와 마찬가지
로 통화 커넥터가 작동하기 위해 커넥터 관리 및 통화 서비스를 위해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에서 제
공하는 CA 서명 인증서는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스트 인증 신뢰 목록과 비교하여 검증됩니
다 .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스트는 통화 커넥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커넥터 서비스
를 시작하기 전에 클라우드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 클라우드 인증서 CA 가 신뢰 목록에 없으면 통
화 커넥터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는 초기 구성 중에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
스트 신뢰 목록에 필요한 클라우드 공용 CA 인증서를 자동으로 추가할 것입니다 . 또는 , 클라우드
인증서를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클라우드 인증서를 익스프레스웨이 −C 커넥터
호스트 인증서 신뢰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
다음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이 통화 커넥터 전개에 적용됩니다 :
•

하이브리드 서비스 사용자는 협업 클라우드 CIS ( 공통 신원 서비스 ) 에 대해 인증되므로 Cisco
디렉터리 커넥터 및 엔터프라이즈 Active Directory 와의 통합이 요구됩니다 .

•

Cisco Expressway X8.7.1 이상 버전은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

•

통화 서비스 연결은 통화 서비스 연결 기능의 전제 조건입니다 .

•

Cisco Spark 통화 서비스에 필요한 AXL 웹 서비스 및 CTI 메니저 서비스는 고 가용성을 제공하
기 위해 적어도 두 개의 Unified CM 노드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배포 요구 사항 , 설치 및 구성을 포함하여 통화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
전의 Cisco Spark 하이브리드 통화 서비스 배포 설명서에서 통화 서비스 인식 설정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products−inst
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고 가용성
다른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기능 및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클라
우드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중복 방식으로 구성 및 전개되어야 합니다 . 본질상 , 클
라우드 인프라와 플랫폼은 탄력적입니다 . 대부분의 관리 클라우드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및 WebEx 클라우드는 정교한 RAID 스토리지 배열 및 전원 그리드 , 지속적인 데이
터 백업 및 고 가용성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이터 센터 전개 및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갖춘
주문형 컴퓨팅에 의존합니다 .
하이브리드 서비스 전개의 경우 클라우드 복구 외에도 사내 구축형 인프라 중복성도 고려해야 합
니다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및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경계를 비롯하여 사내 엔터프라이즈 네트
워크 인프라 구성 요소를 가용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WebEx 미팅 서버 ,
익스프레스웨이 −C 터넥터 호스트 및 Microsoft Exchange 및 Active Directory 와 같은 엔터프라이
즈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 작업 구성 요소는 중복 방식으로 전개해야합니다 .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엔터프라이즈 운영에 중요하다고 가정할 때 기존의 Microsoft Exchange 및
Active Directory 고 가용성 전개 방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 이러한 응용 프로
그램에 고 가용성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사내 Microsoft 응용프로그램 고 가용성은 하이
브리드 서비스 통합에도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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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용 성능 계획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전개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모든 사용자
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의
탄력성을 감안할 때 수요가 발생하고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 권한 부여 비용은 고려해야 합니다 .
하이브리드 통합은 엔터프라이즈 사내 인프라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확장성 고려 사항을 제공합
니다 .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 ( 교환 및 Active Directory) 의 경우 , 용량과 관련된 Microsoft 지침
을 따르고 기존 사내 사용을 초과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추가 오버 헤드에 대해 적절한 용량이
제공되는 지 확인하십시오 . 특히 서버 리소스의 과도한 가입을 방지하려면 교환 서버에 제한 정책
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익스프레스웨이 −C 노드 ( 대형 OVA 또는 대형 기기 ) 는 최대 5,000 개의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서
비스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또한 디렉토리 커넥터의 경우 많은 사용자를 협업 클라우드 CIS 와 동기화하려는 기업은 다른 응
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대용량 윈도우즈 서버 ( 가상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 ) 에 디렉토리 커넥터를 전개해야합니다 .
모든 경우에 중요한 사내 공동 작업 인프라 구성 요소 ( 교환 , Active Directory, 디렉터리 커넥터 ,
익스프레스웨이 −C 및 WebEx 미팅 서버 ) 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버 또는 가상 컴퓨
터가 실패하거나 CPU 및 / 또는 메모리 사용이 정기적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더 많은 리
소스를 추가하고 부하를 분산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동성 용 설계 고려사항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사용 및 전개할 때 다음과 같은 설계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

Cisco 디렉터리 커넥터 소프트웨어는 도메인 관리 권한이 있는 계정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구성원인 Microsoft Windows Server 에 설치해야 합니다 .

•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 (AD DS) 또는 Active Directory LDS ( 간단한 디렉토리 서비스
) 가 설정된 윈도우즈 서버에 Cisco 디렉터리 커넥터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

•

Cisco 디렉터리 커넥터와 엔터프라이즈 Active Directory 의 통합은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
비스가 인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

Cisco Expressway X8.7.1 이상 버전은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

•

캘랜더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 수 , 개별 사용자 교환 캘랜더 크기 및 @ 스파크 및 @webex
사용 비율에 따라 Cisco Spark 캘랜더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 교환 서버의 로드 증가량이 결정
됩니다 . 교환 가장 계정에 대한 제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여 캘랜더 커넥터 및 캘랜더 서비스
가 엔터프라이즈 교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

•

통화 서비스 연결 기능을 사용하려면 통화 서비스 인식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

Unified CM AXL 웹 서비스 및 CTI 메니저 서비스는 Cisco Spark 통화 서비스에 필요하며 이러
한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두 개의 Unified CM 노드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Cisco 협업 클라우드 및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Spark 정보
(https://collaborationhelp.cisco.com/article/en−us/nkg4mud) 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Spark 하이브리드 서
비스를 위한 기본 아키텍처 , CVD(https://www.cisco.com/go/pa) 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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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Cisco 의 모바일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동 사용자는 사무실 전화기뿐만 아니라 , 하나 이상의
원격 전화기에서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동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원격 전화기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이동 사용자는 보류 , 호전환 및 회의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능과 함께 음성 메일 , 전화
회의 및 휴대폰의 프레즌스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
면 사용자가 회사 밖에서 이동 중인 동안에도 생산성은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공급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 802.11 WLAN 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이
중 모드 전화기에서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밖에 있는 동안에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능
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엔터프라이즈 내에 있거나 기업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연결
되어 있을 때도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 당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사용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Mobility 솔루션 내에 제공된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이동성 기능은 Cisco
Unified CM 을 통해 제공되고 Cisco Jabber 와 같은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와 함께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Mobility 는 다음과 같은 이동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
•

SNR( 단일 전화번호 연결 )
SNR( 단일 전화번호 연결 ) 은 사용자에게 IP 사무실 전화기와 휴대폰 모두에서 동시에 전화벨
이 울리는 단일 엔터프라이즈 전화 번호에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SNR 사용자는 걸려
오는 전화를 사무실 전화 또는 휴대폰 중 어느 쪽으로든 받을 수 있고 , 이러한 전화들을 사용
해 언제든 진행 중인 전화 통화를 한 전화에서 다른 전화기로 끊김없이 옮겨받을 수 있습니다 .

•

통화 중 기능
통화 중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진행 중인 이동 통화 중 휴대폰에서 보류 , 재개 , 호전환 ,
회의 및 직접 통화 지정보류 기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은 휴대폰 키패드에서 호
출되고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및 컨퍼런스 브리지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미디어 리소스를
이용합니다 .

•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은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엔터프라
이즈 번호로 걸고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확장한 응답하지 않는 통화는 모바일 음성 메일 시스
템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종료되도록 합니다 . 이 기능은 모든 비즈니스
통화에 대한 단일 통합 음성 사서함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중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메시지
를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는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엔
터프라이즈 IP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휴대폰에서 전화를 거는 기능을 제공합
니다 . 이러한 기능은 장거리 또는 국제 전화뿐만 아니라 ,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밖에서 접
근할 수 없는 시스템의 내부 비 DID 내선 번호로의 전화에 대한 통화료에서 비용 절감을 제공
합니다 . 또한 이러한 2 단계 전화걸기 기능은 엔터프라이즈에 통합되고 중앙에 위치한 일련의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를 통해 사용자가 건 전화를 쉽게 추적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뿐만 아
니라 , 이러한 기능은 아웃바운드 발신자 ID 를 보낼 때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마스크하는 기
능을 제공합니다 . 대신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가 발신자 ID 로 전송됩니다 .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반환된 전화를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걸게 되어 , 엔터프라이즈 통화가 앵커링됩니
다.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음성 및 데이터 연결을 위해 모바일 공급자 네트워크 및 802.11
무선 네트워크 모두에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단일 장
치에서 엔터프라이즈 통화 제어와 일부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통화 제어를 모두 능률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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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가능하면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를 활
용함으로써 , 이중 모드 전화기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연결을 사용할 수 없을 때만 모바일 음성 네
트워크로 장애 복구하여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가 전화 통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 또한 이중 모드 전화기와 이러한 전화기에서 실행하는 클라이언트는 전환 메커니즘을 제
공하여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에서 나갈 때 진행 중 음성 통화를 WLAN 과 모바일 음성 인터페이
스 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모바일 장치에서 802.11 WLAN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
크를 통해 IP 를 사용하여 음성 또는 비디오 전화를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DVO(Dial via Office)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엔터프라이즈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 DVO(Dial via Office) 통화는
IP 네트워크 상에서 SIP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반면 , 미디어 경로는 모바일 음성 네트워
크와 PSTN 상에 있습니다 . 또한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회사 디렉터리 액세스 , 프레
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IM) 과 같은 기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장치
및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엔터프
라이즈 내에서든 밖에서는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 공용 또는 개인 WiFi 핫스폿 또는 모
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밖에서든 또는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WLAN 네트워크
를 통해서든 자신들의 모바일 장치에서 엔터프라이즈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Unified Mobility 특징 , 기능 ,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로 시작합니다 .
Unified Mobility 의 다양한 이점과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통합하여 제공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공하면서 , 이 논의는 Cisco Jabber 와 같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봅니다 .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동성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을 위한 아키텍처 , 기능 , 설
계 및 배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
•

Cisco Unified Mobility, 21−46 페이지

•

Cisco Mobile 클라이언트 및 장치 , 21−74 페이지

Cisco Unified Mobility
Cisco Unified Mobility 는 Cisco Unified CM 내 기본 이동성 기능을 나타내며 단일 전화번호 연결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기능을 포함합니다 .
Unified Mobility 기능은 Unified CM 의 해당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러한 이유로 , 이 구성의
성격뿐만 아니라 논리적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림 21−17 에서 Unified Mobility 에 대한 구성 요구사항을 나타냅니다 . 우선 , 모든 사용자에 관
해서 이동성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전화기는 디렉터리 번호 ,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과 같은 적
절한 회선 수준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 뿐만 아니라 , 엔터프라이즈 전화기의 장치 수준 설정은 장
치 풀 , 공통 장치 구성 , 발신 검색 공간 ,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사용자 및 네트워크 보류 오디
오 소스와 같은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전화에서 이러한 모든 회선 및 장
치 설정은 착신 및 발신 통화에 대한 통화 라우팅 및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동작에 영향
을 줍니다 .
다음으로 , Unified Mobility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각 이동성 사용자에 대한 원격 대상 프로파일을
구성해야 합니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은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전화 회선과 동일한 디렉터리 번
호 ,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으로 회선 수준에서 구성됩니다 . 그 결과 원격 대상 프로파일과 엔터
프라이즈 전화 간에 공유 회선이 생성됩니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 구성은 장치 풀 , 발신 검색 공간
, 재라우팅 발신 검색 공간 , 사용자 및 네트워크 보류 오디오 소스 매개 변수를 포함합니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은 구성이 사용자의 회선 수준 엔터프라이즈 전화 설정을 미러링하지만 , 회선 수준
설정과 결합된 프로파일 수준 구성에 따라 사용자의 원격 대상 전화기가 상속할 통화 라우팅 및
MoH 동작이 결정되는 가상 전화기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과 엔터프라이즈 전
화 간에 공유되는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를 사용하여 해당 번호로 거는 전화를 사
용자의 원격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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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Cisco Unified Mobility 구성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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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hone

Virtual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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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Leve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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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408 555-1234
(Partition/Calling Search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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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Profile Level Configuration:
Device Pool
Calling Search Space
Rerouting Calling Search Space
User/Network Hold Audio Source

DN: 408 555-1234
(Partition/Calling Search Space)

Device Level Configuration:
Device Pool
Common Device Configuration
Calling Search Space
Media Resource Group List
User/Network Hold Audio Source

Call routing and
MoH behavior for
Remote Destination
devices

Call routing and
MoH behavior
for IP Phone
408 555-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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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555-6789
Remote Destination #2

XXX XXX-XXXX
Remote Destination #3

Timers (Answer Too Soon/Late
and Delay Before Ringing)
Allowed/Blocked Access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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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per Remote
Destination basis:

이후 그림 21−17 에 나타난 대로 , 이동성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원격 대상을 구성하고 원격 대상
프로파일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대상은 사용자가 도달할 수 있는 단일 PSTN 전화 번호를 나
타냅니다 . 사용자는 최대 10 개의 원격 대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각 원격 대상에 대해 통화 라
우팅 타이머를 구성하여 전화를 특정 원격 전화기로 확장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 전화를 확장하기
전 대기 시간 및 원격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동성 사용자는 각 원격 대상에 대한 필터를 구성하여 특정 전화 번호의 전화를 해당 원격 전
화기로 확장할 것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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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전화번호 연결
SNR( 단일 전화번호 연결 ) 기능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의 착신 전화를 사용자의 IP 사무
실 전화기뿐만 아니라 , 최대 10 개의 구성 가능한 원격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원격 대상은 모바일 또는 휴대폰입니다 . 통화가 데스크톱 및 원격 대상 전화기 모두로 제
공되면 사용자는 어느 전화기로든 응답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대상 전화기 중 하나 또는 IP 사무실 전
화기에서 전화를 받을 때 사용자는 다른 전화기의 전화를 전환하거나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
그림 21−18 는 기본적인 단일 전화번호 연결 통화 흐름을 나타냅니다 . 이 예에서 PSTN 의 전화기
A 는 SNR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 (DN) 408−555−1234 로 전화를 겁니다 ( 1 단계 ).
통화는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로 들어가고 Unified CM 을 통해 DN 408−555−1234 를 가
진 IP 전화기로 확장되고 ( 2 단계 ), 이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 또한 통화는 동일한
DN 을 공유하는 사용자의 원격 대상 프로파일로 확장됩니다 ( 3 단계 ). 그런 다음 , 사용자의 원격
대상 프로파일과 연결된 원격 대상 ( 이 경우 408−555−7890) 으로 전화를 겁니다 ( 4 단계 ). 원격 대
상으로의 발신 전화는 PSTN 게이트웨이로 전송됩니다 ( 5 단계 ). 마지막으로 408 555−7890 번호
를 가지는 원격 대상 PSTN 전화기에서 전화 벨이 울립니다 ( 6 단계 ). 그런 다음 어느 전화기에서
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림 21-18

단일 전화번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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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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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408 555-1234
DN: 408 55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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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91960

5

일반적으로 단일 전화번호 연결 사용자의 구성된 원격 대상은 모바일 음성 또는 셀룰러 공급자 네
트워크의 휴대폰이지만 , PSTN 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사용자의 원격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SNR 사용자는 최대 10 개의 원격 대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 착신 전
화가 잠재적으로 10 개 PSTN 전화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무실 전화기에서 벨이 울릴 수 있습
니다 . 사무실 전화기 또는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추가 원격 대상 또는 사무실 전화
기에서 벨이 울리도록 확장된 기타 통화 레그 (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 는 지
워집니다 . 원격 대상에서 착신 전화를 받으면 음성 미디어 경로가 두 개의 게이트웨이 포트를 이
용하는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 내에서 헤어핀됩니다 . SNR 기능을 배포할 때 이러한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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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그림 21−18 에서처럼 작동하려면 최종 사용자 구성 페이지 아래 사용자 수
준 이동성 활성화 확인란이 선택되고 사용자가 구성한 원격 대상 중 하나 이상이 모바일 연결 사용
확인란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그림 21−19 에 나타난 대로 , 사용자가 원격 대상 장치에서 단일 전화번호 연결 전화를 받으면 ( 1
단계 : 이 경우 , 408 555−7890),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격 대상에서 전화를 끊고 간단히 사무실 전화
기의 보류해제 소프트키를 눌러 사무실 전화기에서 다시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 2 단계 :
이 경우 DN 408 555−1234). 전화기 A 의 원래 발신자와 사무실 전화기 간에 통화가 보류 해제됩
니다 ( 3 단계 ).
그림 21-19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408 555-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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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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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408 555-1234

Phone A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는 엔터프라이즈에 앵커된 통화가 구성된 대상 원격 전화기에서 진행 중
이고 해당 전화기가 전화를 끊을 때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엔터프라이즈에 앵커된 전화란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하나 이상의 통화 레그가 연
결되고 엔터프라이즈 DID 에 대한 원격 대상에서 또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 , 모바일 음성 액세스 , 엔
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또는 인텔리전트 세션 제어에서 시작된 전화를 말합니다 .
특정 시간 동안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화를 당겨받거나 보류 해제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 단일 전화번호 연결 사용자가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통화가 끊어지기 전에 발신
전화기에서 통화를 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사무실 전화기에
서 전화를 보류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전화를 끊은 후 10 초 동
안은 계속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지만 , 이 시간은 구성 가능하며 최종 사용자
구성 페이지 아래 통화 당겨받기의 최대 대기 시간 매개 변수를 변경하여 사용자 당 기준으로
0 ~30000 밀리초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통화 중 보류 기능을 호출한
후에도 통화 당겨받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이러한 경우 통화 당겨받기의 최대 대기 시
간 매개 변수 설정은 통화를 당겨받을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통화 중 보류 시킨 통
화는 원격 또는 데스크톱 전화기에서 수동으로 보류 해제할 때까지 보류 상태로 유지되고 데스크
톱 전화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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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당겨받기를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통화 중 세션 전환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이
통화 중 기능은 세션 전환을 위한 기본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코드인 *74 를 수동으로 입력하
여 호출합니다 . 그러면 Unified CM 으로 다시 DTMF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 이 기능을 호출할 때
Unified CM 은 새 전화를 사용자의 회사 사무실 전화기로 보냅니다 . 이 새 통화가 사무실 전화기
에서 발신등이 깜박이거나 벨일 울리면 사용자는 전화를 받고 세션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다른 방법에 비해 이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방법 ( 예 : 휴대폰에서 전화 끊기 또는 통화 중 보류
기능 사용 ) 의 이점은 사용자와 맨 끝에 있는 전화기 간의 대화가 전환 프로세스 기간 내내 유지된
다는 것입니다 . *74 시퀀스를 입력했으면 전환 전화가 사용자의 사무실 전화기로 전송되므로 사
용자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을 때 통화 레그가 셔
플되어 맨 끝으로의 통화 레그가 사무실 전화기에서 작성된 새 통화 레그에 연결되어 , 오디오 경
로가 중단되지 않거나 거의 즉각적으로 컷스루됩니다 . 모바일 장치에서의 원래 통화 레그는 이후
지워집니다 .
통화 당겨받기를 호출하기 위한 전화 끊기 방법과 달리 , 최종 사용자의 통화 당겨받기의 최대 대기
시간 설정이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 , 세션 전환을 사용
하면 세션 전환 경고 타이머 서비스 매개 변수가 전환 전화가 지워질 때까지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
화 벨이 울리거나 불이 깜박이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 기본 전환 경고 시간은 10 초입니다 . 또한 세
션 전환을 사용할 때 사무실 전화기에 구성된 착신 전환 설정은 호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환 기
능은 음성 메일 또는 기타 착신 전환 대상으로 착신 전환하지 않습니다 . 세션 전환 경고 타이머 기
간이 끝날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통화가 지워지고 원격 사용 중 상태가 사용자의 사무실 전화
기 회선에서 제거됩니다 . 그러나 , 이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통화가 휴대폰에서 유지됩니다 .
세션 전환 및 기타 통화 중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화 중 기능 , 21−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원격 대상 전화기 당겨받기
그림 21−20 에서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의 원격 대상 전화기 당겨받기 기능을 나타냅니다 . 전화
기 A 가 SNR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DN 408 555−1234 로 전화를 걸고 사용자의 사무실 전화기에
서 전화를 받고 진행 중이라고 ( 1 단계 ) 가정할 때 사용자는 이동성 소프트키를 눌러야 합니다 . 이
전화기에 대해 SNR 기능이 활성화되고 원격 대상 당겨받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
는 선택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 2 단계 ). 사용자의 원격 대상 전화기 ( 이 경우 , 408 555−7890) 로
통화가 걸리고 , 원격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 원격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
기 A 와 408 555−7890 번호를 가진 SNR 사용자의 원격 전화기 간에 통화가 보류 해제됩니다 ( 3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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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원격 대상 전화기 당겨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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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nd call to Mobile Phone

IP
DN: 408 555-1234

Make Your Selection

Exit

Select
191962

1

Phone A

단일 전화번호 연결 사용자가 여러 개의 원격 대상을 구성했을 때 선택 소프트키를 누르면 각 원격
대상에서 벨이 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전화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원격 대상 전화기 당겨받기가 그림 21−20 에서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구성한 원격 대상
중 하나 이상이 휴대폰 확인란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각 사용자의 연결된 사무실 전
화기 소프트키 템플릿에 이동성 소프트키를 추가하여 모든 이동성 사용자에 대해 이동성 소프트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 휴대폰 확인란을 선택하고 이동성 사용자가 이동성 소프트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하면 원격 대상 전화기 당겨받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참고

Cisco TelePresence System C, EX, MX, SX 및 T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원격 대상 당겨받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사용자에게 이동성 소프트키 또
는 " 휴대폰으로 통화 보내기 " 옵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이러한 엔드포인트는 원격 대
상 당겨받기를 사용하여 진행 중인 통화를 모바일 장치로 보낼 수 없습니다 .

통화 중 기능
그림 21−21 에 설명된 대로 , 사용자가 원격 대상 장치에서 단일 전화번호 연결 전화를 받으면 ( 1
단계 : 이 경우 , 408 555−7890) 사용자는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DTMF 숫자를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Unified CM 으로 보내어 보류 , 보류해제 , 호전환 , 전화회의 , 직접 통화 지정
보류 및 세션 전환과 같은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 2 단계 ). 통화 중 기능으로 보류 , 호
전환 , 전화회의 또는 직접 통화 지정보류가 호출될 때 MoH 는 Unified CM 에서 보류측으로 전달
됩니다 ( 3 단계 : 이 경우 , 전화기 A). 진행 중 통화를 다른 전화기나 직접 통화 지정보류 번호로 호
전환할 수 있거나 , 엔터프라이즈 전화회의 리소스를 사용하여 추가 전화기를 전화회의에 참여시
킬 수 있습니다 ( 4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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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모바일 협업

이동성 통화 중 기능

Enterprise
408 555-7890
Cisco Unified
CM cluster

2

PSTN

PSTN
Gateway

1
V

3

4

M

IP

DN: 408 555-2345

M

M

M

M

Remote
Destination:
408 555-7890

Remote
Destination
Profile
DN: 408 555-1234
DN: 408 555-1234
Shared Line

Phone A

191963

IP

통화 중 기능은 Unified CM 으로 전달된 일련의 DTMF 숫자로서 ,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호출됩니
다 . Unified CM 에서 이러한 숫자 시퀀스를 수신하면 이들 시퀀스는 보류 , 단독 보류 , 보류해제 ,
호전환 , 전화회의 및 세션 전환을 위해 구성된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코드에 대응되고 , 해당
기능이 수행됩니다 .
참고

직접 통화 지정보류 통화 중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Cisco Unified CM 에 직접 통화 지정보류 번호와
통화 지정보류 검색 접두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참고

호전환 , 전화회의 및 직접 통화 지정보류 통화 중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시스템에 의해 구성된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로 연결하는 두 번째 통화 레그가 생성되고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는 통화에 응답하고 사용자 입력 (PIN 번호 , 통화 중 기능 액세스
코드 및 대상 번호 포함 ) 을 받은 다음 호전환 , 전화회의 또는 직접 통화 지정보류 작업을 완료하
는 데 필요한 통화 레그를 만듭니다 .
통화 중 세션 전환 기능을 사용할 때 맨 끝은 보류 상태에 놓일 수 없으므로 , MoH 는 맨 끝으로 착
신 전환되지 않습니다 . 대신 , 원래 오디오 경로는 모바일 사용자가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환 전화
를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 전화를 받으면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에서 통화 레그가 셔플되고
오디오 경로는 유지됩니다 .
통화 중 기능은 수동으로 기능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고 해당 키 시퀀스를 입력하여 호출합니다 .
표 21−2 에서는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할 경우 필요한 키 시퀀스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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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수동 통화 중 기능 키 시퀀스

통화 중 기능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코드 ( 기본값
)
수동 키 시퀀스

보류

*81

입력 : *81

단독 보류

*82

입력 : *82

보류 해제

*83

입력 : *83

호전환

*84

1. 입력 : *82( 단독 보류 )
2.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에 새로 전화를 겁니
다.
3. 연결 시 , 다음을 입력합니다 .
<PIN_number> # *84 # <Transfer_Target/DN> #
4. ( 상담 호전환의 경우 ) 호전환 대상이 받을 때 또는
( 조기 자동 호전환의 경우 ) 통화 연결음이 울릴 때 입
력 : *84

직접 통화 지정보 해당 없음
류

1. 입력 : *82( 단독 보류 )
2.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에 새로 전화를 겁니
다.
3. 연결 시 , 다음을 입력합니다 .
<PIN_number> # *84 #
<Directed_Call_Park_Number> # *84 #
참고

전화회의

*85

지정보류된 통화를 검색하려면 사용자가 모바
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
스 2 단계 전화걸기를 사용하여 직접 통화 지정
보류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 전화를 걸
직접 통화 지정보류 번호를 입력할 때 적절한
통화 지정보류 검색 접두사를 앞에 붙여야 합
니다 .

1. 입력 : *82( 단독 보류 )
2.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에 새로 전화를 겁니
다.
3. 연결 시 , 다음을 입력합니다 .
<PIN_number> # *85 # <Conference_Target/DN> #
4. 전화회의 대상에서 전화를 받을 때 입력 : *85

세션 전환

*74

1. 입력 : *74
2. 벨이 울리거나 불이 깜박일 때 사무실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

참고

보류 및 전화회의와 같은 통화 중 기능에 대한 미디어 리소스 할당은 원격 대상 프로파일에 의해 결
정되거나 , 이중 모드 전화기 및 Unified Mobile Communicator 의 경우 장치 구성에 의해 결정됩니
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 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해 구성된 장치 풀의 미디어 리소스 그
룹 목록 (MRGL) 은 전화회의 통화 중 기능에 대한 컨퍼런스 브리지를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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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대상 프로파일 또는 원격 클라이언트 장치의 사용자 보류 오디오 소스 및 네트워크 보류 MoH
오디오 소스 설정은 장치 풀의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MRGL) 과 함께 보류된 장치로 보낼 적절
한 MoH 스트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로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Cisco Unified Mobility 단일 전화번호 연결 사용 시 추가 고려 사항은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입니다 .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 기능은 응답하지 않은 모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통화가 엔터프
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종료되도록 합니다 . 이 기능은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은 엔터프라이즈
전화 번호에 대한 통화를 찾기 위해 여러 사서함 ( 엔터프라이즈 , 휴대폰 , 집 등 ) 을 확인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 이 기능은 휴대폰 또는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이 아닌 음성 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

타이머 제어 방법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일련의 타이머 ( 원격 대상당 하나씩 ) 와
시스템 통화 착신 전환 타이머를 함께 사용하여 벨소리에 응답이 없어서 통화가 음성 메일 시
스템으로 착신 전환될 때 ,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이 전화를 받게 합니다 .

•

사용자 제어 방법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원격 대상에서 보내는 DTMF 확인 신호
음을 사용하여 전화를 사용자가 받았는지 또는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
스템에서 받았는지를 판별합니다 .

시스템 설정으로 타이머 제어 또는 사용자 제어 방법을 사용할 지를 결정합니다 . 음성 메일 선택
정책 서비스 매개 변수를 통해 또는 개별 원격 대상의 경우 단일 전화번호 연결 음성 메일 정책을
통해 전역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모든 원격 대상은 타이
머 제어 방법을 사용합니다 .
타이머 제어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이 방법의 경우 , 시스템은 원격 대상 구성 페이지에 있는 일련의 타이머에 의존합니다 . 이러한 타
이머의 목적은 벨소리에 응답이 없어 전화를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착신 전환할 때 원격 대상 음성
메일 시스템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착신 전환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타이머
는 기타 시스템 응답 없음 착신 전환 타이머와 함께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착신 전환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시스템 응답 없음 착신 전환 시간은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보다 사무실 전화기에서 더 짧아야
합니다 .
그렇게 하려면 Unified CM 의 전역 응답 없음 착신 전환 타이머 필드 또는 개별 전화 회선 아래
응답 없음 벨소리 지속 기간 필드를 원격 대상 전화기가 모바일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착신 전
환하기 전에 벨을 울리는 시간보다 적은 값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또한 원격 대상 구성 페이지
의 벨소리 울림 전 지연 타이머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원격 대상 전화기의 벨소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원격 대상 전화기가 자체 모바일 음성 사서함으로 착신 전환하기까지 경과
해야 하는 시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벨소리 울림 전 지연 타이머 매개 변수를
조절할 때 휴대폰 사용자가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전
역 Unified CM 응답 없음 착신 전환 타이머 ( 또는 회선 수준 응답 없음 벨소리 울림 기간 필
드 ) 를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 각 원격 대상에 대해 벨소리 울림 전 지연 타이머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고 이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4,000 밀리초로 설정됩니다 .

•

착신 전화가 모바일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착신 전환되기 전에 원격 대상 장치의 벨울림을 중
지하십시오 .
각 원격 대상에 대해 가장 빠른 응답 타이머 또는 가장 느린 응답 타이머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먼저 , 원격 대상 구성 페이지 아래 가장 빠른 응답 타이머 매개 변수를 전원이 꺼
지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휴대폰으로 확장된 전화를 모바일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착신 전환하
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많은 값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 타이머는 1,500 밀리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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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5 초 ) 로 설정됩니다 . 가장 빠른 응답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에 전화를 받을 경우 시스템
은 원격 대상으로의 통화 레그 연결을 끊습니다 . 이렇게 해서 모바일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즉
시 착신 전환된 통화는 연결을 끊고 벨소리가 울린 후 사용자가 받은 통화를 연결합니다 .
다음으로 , 원격 대상 구성 페이지 아래 가장 느린 응답 타이머 매개 변수를 원격 대상 전화기
가 음성 사서함으로 착신 전환하기 전에 벨을 울리는 시간보다 적은 값으로 구성합니다 . 기본
적으로 이 타이머는 19,00 밀리초 ( 또는 19 초 ) 로 설정됩니다 . 이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에 전
화를 받지 않으면 시스템이 원격 대상으로의 통화 레그 연결을 끊습니다 . 이렇게 해서 모바일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기 전에 원격 대상 전화기가 벨울림을 중지합니다 .
참고

가장 빠른 응답 타이머가 만료된 후 수동 전환이 발생할 경우 이동성 사용자가 수동으로 전환하는
원격 대상으로의 착신 전화는 모바일 음성 사서함에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이동성 사용자는 사용자 제어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거나 음성 메일을 전환할 착
신 전화의 벨소리를 무시하거나 음소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응답하지 않은 통화가 항
상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종료됩니다 .

참고

대부분의 배포 시나리오에서는 기본 벨소리 울림 전 지연 , 가장 느린 응답 타이머 및 가장 빠른 응
답 타이머 값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기본값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용자 제어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이 방법의 경우 시스템은 전화를 받을 때 원격 대상에서의 DTMF 확인 신호음에 의존합니다 . 시스
템에서 DTMF 신호음을 수신하면 시스템은 사용자가 전화를 받고 키를 눌러 DTMF 신호음을 생성
했다고 압니다 . 반면 , 시스템에서 DTMF 신호음을 수신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비엔터프라이즈 음
성 메일 시스템이 통화 레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통화 레그를 끊습니다 .
사용자 제어 방법이 활성화될 때 응답 시 최종 사용자는 키패드 단추를 눌러 DTMF 신호음을 생성
할 것을 요청하는 오디오 프롬프트를 듣습니다 .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고 1 초 후 사용자에게 오디
오 프롬프트가 재생됩니다 . 사용자는 응답 시 즉시 키패드를 눌러 DTMF 신호음을 생성할 경우 오
디오 프롬프트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프롬프트는 원격 대상 통화 레그에서만 재생되므
로 , 맨 끝의 통화자는 이 프롬프트를 듣지 못합니다 . 사용자에게 오디오 프롬프트가 재생되면 기
본적으로 시스템이 DTMF 신호음을 수신하기 위해 5 초 간 기다립니다 . 신호음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은 통화 레그 연결을 끊지만 사용자가 전화를 받거나 전화가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착신 전환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자의 다른 구성된 장치로 벨을 울립니다 .
참고

사용자 제어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방법은 전적으로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또는 PSTN 의 원격 대
상에서 DTMF 신호음을 성공적으로 Unified CM 으로 릴레이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DTMF 신호
음을 대역 외 Unified CM 으로 보내야 합니다 .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서 DTMF 릴레이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DTMF 는 수신되지 않고 사용자 제어 방법에 의존하는 원격 대상으로의 모든
통화 레그는 연결이 끊깁니다 .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제어 방법을 활성화하기 전에 엔터프라이
즈 전화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DTMF 상호 작용 및 릴레이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DTMF 를 PSTN 에서 Unified CM 으로 효과적으로 릴레이할 수 없으면 , 타이머 제어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방법을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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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전화번호 연결 활성화 및 비활성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단일 전화번호 연결 (SNR)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
•

최종 사용자용 Cisco Unified CM 관리 또는 Cisco Unified CM 셀프 케어 포털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 활성화 상자의 선택을 취소하여 비활성화하거나 단
일 전화번호 연결 활성화 상자를 선택하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원격 대상 당 이 작업을 수행
합니다 .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이동성이 설정된 사용자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로 전화를
걸고 , 해당 자격 증명을 입력한 후 , 숫자 2 를 입력하여 활성화하거나 3 을 입력하여 비활성화
합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단일 원격 대상 또는 모든 원격 대상에 대
한 SNR 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것을 묻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 엔터프라이
즈 기능 액세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전화를 거는 원격 대상 장치에 대해서만 SNR 을 활성화
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

사무실 전화기 이동성 소프트키 또는 아이콘
사용자는 전화기가 온훅 상태에 있을 때 이동성 소프트키를 누르고 모바일 연결 사용 또는 모
바일 연결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 일부 전화기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이동성 아이콘을 터치
한 다음 끄기를 선택하여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비활성화합니다 . 또는 사용자가 이 전화기만
벨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모든 장치 벨울림을
선택합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단일 전화번호 연결은 사용자의 모든 원격 대상에 대해 활성
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

참고

위에 설명된 대로 이동성 소프트키를 누를 때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는 새로운 기능 이름인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아니라 이전 기능 이름인 모바일 연결을 사용합니다 . 이 기능과 활성화 / 비활성
화 기능은 동일합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 전화 허용 또는 차단을 위한 액세스 목록
Cisco Unified CM 내에 액세스 목록을 구성하고 원격 대상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액세스 목록은 (
착신 통화자 ID 에 기반한 ) 착신 전화를 이동성이 설정된 사용자의 원격 대상으로 내선 이동을 허
용하거나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 뿐만 아니라 , 이러한 액세스 목록은 Time−of−Day 를 기준으로
호출됩니다 .
액세스 목록은 이동성이 설정된 사용자에 대해 차단 또는 허용으로 구성됩니다 . 액세스 목록은 특
정 번호나 번호 마스크로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원 또는 필터를 포함하고 , 착신자의 착신 통화
자 ID 와 필터를 비교합니다 . 일치하는 발신자 ID 에 대한 특정 번호 문자열 또는 번호 마스크를 포
함할 뿐만 아니라 , 액세스 목록은 발신자 ID 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전용번호로 설정된 착신 통화에
대한 필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차단된 액세스 목록은 목록 끝에 액세스 목록에 입력된 모든 번
호에서 걸려온 통화는 차단되지만 다른 모든 번호에서 걸려온 통화는 허용되도록 하는 암시적 " 모
두 허용 " 을 포함합니다 . 허용된 액세스 목록은 목록 끝에 액세스 목록에 입력된 모든 번호에서 걸
려온 통화는 허용되지만 다른 모든 번호에서 걸려온 통화는 차단되도록 하는 암시적 " 모두 거부 "
를 포함합니다 .
구성된 액세스 목록이 원격 대상 구성 화면 아래에 구성된 벨소리 일정과 연결되면 선택한 액세스
목록과 함께 구성된 벨소리 일정은 원격 대상 당 기준으로 단일 전화번호 연결 통화에 대한
Time−of−Day 통화 필터링을 제공합니다 . 액세스 목록 및 벨소리 일정을 구성하고 관리자가 Cisco
Unified CM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Cisco Unified CM 셀프 케어 포털을 사
용하여 원격 대상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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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전화번호 연결 아키텍처
단일 전화번호 연결 (SNR) 기능의 아키텍처도 기능만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림 21−22 에
서는 SNR 에 필요한 메시지 흐름 및 아키텍처를 기술합니다 . Unified CM, SNR 사용자 및 SNR 사
용자의 사무실 전화기 간에 다음과 같은 상호 작용 및 이벤트 시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SNR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고 하거나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진행 중인 통화를 당
겨받으려는 SNR 전화기 사용자는 사무실 전화기에서 이동성 소프트키를 누릅니다 ( 그
림 21−22 의 1 단계 참조 ).

2.

Unified CM 은 SNR 상태 ( 켜짐 또는 꺼짐 ) 를 반환하고 전화기가 연결됨 상태에 있을 때 사용자
에게 휴대폰으로 통화 보내기 옵션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 전화기가 온훅 상태에 있
을 때 사용자에게 모바일 연결 상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그
림 21−22 의 2 단계 참조 ).

3.

단일 전화번호 연결 사용자는 Unified CM 셀프 케어 포털을 사용하여 다음 위치에 있는 웹 기
반 구성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동성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https://<Unified-CM_Server_IP_Address>/ucmuser/
여기서 , <Unified-CM_Server_IP_Address> 는 Unified CM 게시자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 그
림 21−22 의 3 단계 참조 ).

그림 21-22

단일 전화번호 연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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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전화번호 연결의 고가용성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은 다음 구성 요소에 의존합니다 .
•

Unified CM 서버

•

PSTN 게이트웨이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다양한 장애 시나리오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계속하려면 각 구성 요소가
중복이거나 복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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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서버 중복성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을 실행하려면 Unified CM 서버가 필요합니다 . Unified CM 그룹을 사용
하여 전화기와 게이트웨이 등록이 중복되었다고 가정할 때 , Unified CM 서버가 실패하더라도
SNR 기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SNR 사용자가 Unified CM 셀프 케어 포털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동성 설정 ( 원격 대상 및
액세스 목록 ) 을 구성하려면 Unified CM 게시자 서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게시자가 중단
되면 사용자는 이동성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 관리자는 Unified CM 의 이동성
구성을 변경할 수 없지만 , 기존 이동성 구성 및 기능은 계속됩니다 . 마지막으로 , SNR 상태의 변
경 사항을 시스템에서 Unified CM 게시자 서버에 작성해야 합니다 . Unified CM 게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면 SNR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PSTN 게이트웨이 중복
SNR 기능은 SNR 사용자의 원격 대상 전화기에 도달하기 위해 PSTN 으로 추가 통화 레그를 확장
하는 기능에 의존하므로 , PSTN 게이트웨이 중복이 중요합니다 . PSTN 게이트웨이가 실패하거나
용량이 부족할 경우 SNR 통화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 엔터프라이즈 IP 텔레
포니 다이얼 플랜은 실제 게이트웨이 중복 및 전화 전달 경로 변경 기능뿐만 아니라 예상 통화 활
동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여 PSTN 액세스에 대한 중복을 제공합니다 . Unified CM 이
충분한 용량 , 다중 게이트웨이 , 통화 라우팅 복원성을 위한 경로 그룹 및 경로 목록 구성으로 구성
되었다고 가정할 때 , SNR 기능은 중단 없는 기능을 위해 이 중복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모바일 음성 액세스 ( 또한 시스템 원격 액세스로도 나타냄 )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 응용프로그램 위에 구성된 기능입니다 . 두 기능을 모두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밖에 있는 이동성이 설정된 사용자는 Unified CM 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처럼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기존 전화 통신 환경에서 DISA(Direct Inward System
Access) 로 나타냅니다 . 이러한 기능은 시외 전화료를 제한하고 각 휴대폰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
구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에 직접 전화 요금 청구를 통합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에 도움을 줍니다
. 뿐만 아니라 ,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아웃바운드 발신자 ID 를 보낼 때 휴대폰 또는 원
격 대상 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 대신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가 발신자 ID 로 전
송됩니다 .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반환된 전화를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걸게 되어 , 엔터프라이즈
통화가 앵커링됩니다 . 또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외부에서 정
상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내부 내선 또는 비 DID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H.323 또는 SIP VoiceXML(VXML) 게이트웨이가 응답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의 DID 번호로 전
화를 걸어 모바일 음성 액세스에 액세스합니다 . VoiceXML 게이트웨이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 사
용자에게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프롬프트를 재생하여 , 사용자 입력과 사용자 전화기 키
패드를 통해 전호를 걸 번호 입력을 요청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기능은 앞서 논의한 통화 중 호전환 및 전화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 2 단
계 전화걸기 기능도 포함합니다 . 2 단계 전화걸기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
하지만 , IVR 프롬프트가 없습니다 . Unified CM 이 시스템 구성의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에 응답합니다 . 그런 다음 사용자는 전화기 키패드 또는 스마트폰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인증과 전
화를 걸 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러한 입력은 프롬프트 없이 수신됩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기능을 모두 사용할 때 , 입력 번
호로 통화가 연결되면 사용자는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하거나 단일 전화번호 연결 통화에서처럼 사
무실 전화기에서 통화를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 통화가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에 앵커링되므
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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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음성 액세스 IVR VoiceXML 게이트웨이 URL
모바일 음성 액세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Unified CM VoiceXML 응용프로그램이 H.323 또는 SIP 게
이트웨이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응용프로그램을 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URL 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Unified-CM-Publisher_IP-Address>:8080/ccmivr/pages/IVRMainpage.vxml
여기서 , <Unified-CM-Publisher_IP-Address> 는 Unified CM 게시자 노드의 IP 주소입니다 .

이동 음성 접근 기능성
그림 21−23 에서 모바일 음성 액세스 통화 흐름을 나타냅니다 . 이 예에서는 PSTN 전화기 408
555−7890 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 사용자가 모바일 음성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DID DN
408−555−2345 에 전화를 겁니다 ( 1 단계 ).
통화는 엔터프라이즈 PSTN H.323 또는 음성 XML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는 SIP 게이트웨이로 들
어갑니다 (2 단계 ).
참고

시스코 IOS XE 에서는 네이티브 음성 XML 지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시스코 4000 시리
즈 ISR ( 통합 서비스 라우터 ) 은 모바일 음성 접근 용 음성 XML 게이트웨이로 전개할 수 없습니
다 . 대신 기본 VXML 을 지원하는 시스코 IOS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IVR 을 통해 번호 사용자 ID( 다음에 # 기호 표시 ), PIN 번호 ( 다음에 # 기호 표시 ), 1
을 차례로 입력하여 모바일 음성 액세스 전화를 걸고 도달할 전화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도달하고자 하는 번호 (# 기호 다음에 ) 로 9 1 972 555 3456
을 입력합니다 .

참고

모바일 음성 액세스 사용자가 전호를 거는 PSTN 전화기가 해당 사용자에 대한 단일 전화번호 연
결 원격 대상으로 구성되고 착신 발신자 ID 를 Unified CM 에서 이 원격 대상과 일치시킬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번호 사용자 ID 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신 PIN 번호만을 입력할 것을 요청
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그 동안 , Unified CM 은 IVR 프롬프트를 게이트웨이로 전달하고 ,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프롬프트
를 사용자에게 재생하고 ,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숫자 ID 및 PIN 번호를 비롯한 사용자 입력을 수
집했습니다 . 이 정보는 인증과 9 1 972 555 3456 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 Unified CM 으로 전달됩니
다 ( 3 단계 ). 사용자를 인증하고 전화를 걸 번호를 수신한 후 , Unified CM 은 사용자의 원격 대상
프로파일을 통해 전화를 생성합니다 ( 4 단계 ). 972 555−3456 으로 발신 전화는 PSTN 게이트웨이
를 통해 전송됩니다 ( 5 단계 ). 마지막으로 972 555−3456 번호를 가지는 PSTN 대상 전화기에서 전
화 벨이 울립니다 ( 6 단계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21-59

21 장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그림 21-23

모바일 협업

모바일 음성 액세스

Enterprise

1
408 555-7890

H.323 or SIP VXML
PSTN
Gateway

PSTN

Cisco Unified
CM cluster
M

3

6
972 555-3456

M

M

V
Mobile Voice
Access
DID: 408 555-2345 5

M

M

4

Remote
Destination
Profile
DN: 408 555-1234
DN: 408 555-1234
Shared Line
IP

252939

2

참고

모바일 음성 액세스가 그림 21−23 에서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
서비스 사용 매개 변수가 True 로 설정되고 최종 사용자 구성 페이지의 사용자 당 모바일 음성 액세
스 사용 확인란도 선택되어야 합니다 .

참고

모바일 음성 액세스 기능은 Cisco Unified 모바일 음성 액세스 서비스에 의존하므로 , Unified CM
서비스 가용성 구성 페이지에서 수동으로 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이 서비스는 게시자 노
드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PSTN 게이트웨이가 고유 음성 XML 을 지원하지 않는 시스코 4000 시리즈 ISR 인 경우 , 모바일 음
성 접근에 필요한 음성 VXML 기능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대로 전개의 헤어 피닝 방법을 사용
하는 기본 음성 XML 지원 기능을 갖춘 H.323 시스코 IOS 게이트웨이로 오프로드해야 합니다 .

헤어피닝을 사용하여 모바일 음성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가 H.323 또는 SIP 를 사용하지 않는 배포에서 모바일 음성 액세스
기능은 H.323 을 실행하는 개별 게이트웨이에서 헤어피닝을 사용하여 여전히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헤어피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는 개별 H.323 게이트웨이로 VoiceXML 기능의 오프로
드에 의존합니다 . 그림 21−24 에서 헤어피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 통화 흐름을 나타냅
니다 . 이 예에서는 이전 예에서처럼 , PSTN 전화기 408 555−7890 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 사용자가
모바일 음성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DID DN 408−555−2345 에 전화를 겁니다 ( 1 단계 ). 통화는 엔
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로 들어오고 ( 2 단계 ) 통화 처리를 위해 Unified CM 으로 착신 전환
됩니다 ( 3 단계 ). Unified CM 은 다음으로 착신 전화를 H.323 VoiceXML 게이트웨이 ( 4 단계 ) 로
전송합니다 . 그런 다음 IVR 에서 사용자에게 숫자 사용자 ID, PIN, 1 을 차례로 입력하여 모바일 음
성 액세스 전화를 걸고 도달할 전화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 다시 사용자는 도달할 번호
로 9 1 972 555 3456( 다음에 # 기호 표시 ) 을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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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피닝 기능과 함께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사용할 때 시스템에 전화를 거는 사용자는 발신자 ID
로 자동 식별되지 않습니다 . 대신 , 사용자는 PIN 을 입력하기 전에 원격 대상 번호를 수동으로 입
력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자동으로 식별되지 않는 이유는 헤어피닝 배포의 경우 , 헤어핀된 모바
일 음성 액세스 게이트웨이에 도달하려면 PSTN 게이트웨이가 먼저 통화를 Unified CM 으로 전송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통화는 먼저 Unified CM 으로 전송되므로 , 모바일 음성 액세스 게이트웨
이가 통화를 처리하기 전에 휴대폰 번호에서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로 발신 번호가 변환됩
니다 . 그 결과 모바일 음성 액세스 게이트웨이는 발신 번호를 구성원 원격 대상과 일치시킬 수 없
으므로 , 사용자에게 원격 대상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것은 헤어
피닝 배포에 고유하며 , 정상적인 모바일 음성 액세스 흐름일 때 , 로컬 게이트웨이에서 기능을 사
용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이용하기 위해 PSTN 게이트웨이가 Unified CM 으로 먼저
통화를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H.323 VoiceXML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입력을 수집하고 Unified CM 으로 착
신 전환한 다음 착신 전환된 IVR 프롬프트를 PSTN 게이트웨이 및 모바일 음성 액세스 사용자에게
재생합니다 . 이어서 Unified CM 은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 사용자를 인증하고 , 해당 IVR 프롬
프트를 사용자 입력에 기반한 H.323 VoiceXML 게이트웨이로 착신 전환합니다 ( 5 단계 ). 전화를
걸 번호를 수신한 후 , Unified CM 은 사용자의 원격 대상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전화를 생성합니다
( 6 단계 ). 972 555−3456 으로 발신 전화는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송됩니다 ( 7 단계 ). 마지막
으로 972 555−3456 번호를 가지는 PSTN 대상 전화기에서 전화 벨이 울립니다 ( 8 단계 ).
헤어피닝을 사용하여 모바일 음성 액세스
Mobile Voice
Access
DID: 408 555-23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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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323 V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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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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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헤어피닝 모드에서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배포할 때 , PSTN 게이트웨이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 DID
와 Cisco Unified CM 내 모바일 음성 액세스 디렉터리 번호를 ( 미디어 리소스 > 모바일 음성 액세
스 아래 ) 서로 다른 번호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 다음 Unified CM 내 변환 패턴을 사용하
여 모바일 음성 액세스 DID 의 착신 번호를 구성된 모바일 음성 액세스 디렉터리 번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내 구성된 모바일 음성 액세스 디렉터리 번호는 관리자만 볼 수 있으므로 ,
DID 와 디렉터리 번호 간의 변환은 최종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고 최종 사용자 전화걸기 동작에
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이 방법은 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 이동성 통화 라우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 이 권장사항은 비헤어피닝 모드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헤어피닝 모드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는 H.323 VXML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만 지원됩니다 .

2 단계 전화걸기 기능을 사용한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그림 21−25 에서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의 통화 흐름을 나타냅니다 . 이 예에
서 원격 대상 전화기 408 555−7890 의 이동성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DID
408 555−2345 로 전화를 겁니다 ( 1 단계 ). 통화가 연결되면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Unified CM 에
서 인증된 사용자의 PIN( 뒤에 # 기호 표시 ) 으로 시작하여 DTMF 숫자를 PSTN 게이트웨이를 통
해 Unified CM 으로 전송합니다 . 다음으로 , 1( 뒤에 # 기호 표시 ) 을 전송하여 2 단계 착신 통화를
시도 중임을 나타내고 , 사용자가 도달하려는 전화 번호를 전송합니다 . 이 경우 , 사용자는
9 1 972 555 3456 을 대상 번호로 입력합니다 ( 2 단계 ).
참고

모바일 음성 액세스와 달리 ,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는 모든 2 단계 착신 전화가 발신자 ID 와
PIN 을 최종 사용자 계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원격 대상으로 구성된 전화기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내에는 이동성 사용자가 자신을 시스템에서 식별하기 위해 원격 대상
번호 또는 ID 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비전이 없습니다 . 착신 발신자 ID 와 입력한 PIN 의 결합을 통
해서만 I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 발신 통화가 사용자의 원격 프로파일을 통해 발생되고 ( 3 단계 ), PSTN 번호
972 555−3456 으로 건 통화는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송됩니다 ( 4 단계 ). 마지
막으로 , PSTN 전화기에서 전화 벨이 울립니다 ( 5 단계 : 이 경우 , 972 555−3456). 모바일 음성 액
세스에서처럼 , 각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의 2 단계 전화 건 통화의 음성 미디어 경로는 2 개의
게이트웨이 포트를 이용하는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 내에서 헤어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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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기능

Enterpri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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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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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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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nterprise Featur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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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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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

5

M

3
Remote
Destination
Profile
DN: 408 555-1234
DN: 408 555-1234
Shared Line

972 555-3456

참고

191967

IP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가 그림 21−25 에서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
원의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서비스 매개 변수를 True 로 설정해야 합니다 .

사무실 및 원격 대상 전화기 당겨받기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기능은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과 긴밀하게 통
합되었기 때문에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 건 통화가 연결
된 경우 사용자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을 사용하여 간단히 발신 전화기에서 전화를 끊고 사무
실 전화기에서 보류 해제 소프트키를 누르거나 통화 중 보류 기능을 사용하여 사무실 전화기에서
진행 중인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 이동성 소프트키를 누르고 휴대폰으로 통화
보내기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구성한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 활성화 및 비활성화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내에서도 PSTN 에서 전
화를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H.323 또는 SIP VoiceXML 게이트웨이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와 엔터
프라이즈 기능 액세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전화기 키패드를 통해 각 원격 대상에 대한 단
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는 1 을 입력하여
전화를 거는 것보다 , 2 를 입력하여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을 켜고 3 을 입력하여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을 끕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게 원격 대상이 2 개 이상 구성되어 있으면 , 단일 전화번
호 연결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원격 대상 전화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전화를 거는 원격 대상 전화기에 대해서만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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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음성 액세스 사용 서비스 매개 변수가 False 로 설정되어 , 2 단계 전화걸기를 할 수 없을 때
도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통해 사용자는 여전히 원격으로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활성화 및 비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디렉터리 번호가 시스템에 구성되었고 , 모바일 음성 액세
스에 대해 사용자의 계정이 활성화되었고 , Cisco Unified Mobile Voice Access Service 가 게시자에
서 실행 중이면 , 인증된 발신 사용자는 여전히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번호 차단
관리자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사용자가 이러한 기
능을 사용할 때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넷 전화에 이러한 기능
을 사용할 때 특정 번호로 전화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원격 액세스 차단 번호 서비스
매개 변수 필드에 이러한 번호를 쉼표로 구분한 목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매개 변수를 차단
된 번호로 구성했으면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
자의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이러한 번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가 차단해야 할 수 있는 번
호는 911 과 같은 비상 번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차단된 번호를 구성할 때 이들 번호는 해당 접
두사 또는 조종 숫자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사용자가 전화를 걸 때처럼 구성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
어 , 비상 번호가 차단되고 시스템 사용자가 9911 과 같이 비상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시스템 원격 액
세스 차단 번호 필드에 구성된 번호는 9911 이어야 합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용 액세스 번호
Unified CM 시스템에서는 단일 모바일 음성 액세스 디렉터리 번호 구성만 허용하는 반면 , 이러한
내부적으로 구성된 번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외부 지향 번호 사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 미국 뉴욕에서 배치되고 산호세에 원격 사이트를 둘 뿐만 아니라 런던에 해외 사이트를
둔 시스템을 고려합니다 . 시스템이 모바일 음성 액세스 디렉터리 번호를 555−1234 로 구성했더라
도 , 각 위치의 게이트웨이를 시내 또는 시외 DID 번호를 이 모바일 음성 액세스 디렉터리 번호와 일
치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뉴욕의 게이트웨이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 번호에 매핑
하는 +1 212 555 1234 및 +1 800 555 1234 를 DID 로 가질 수 있는 반면 , 산호세의 게이트웨이는 DID
를 +1 408 666 5678 로 가지고 런던의 게이트웨이는 +44 208 777 0987 을 DID 로 가질 수 있으며 , 이
들은 시스템의 모바일 음성 액세스 번호에도 매핑됩니다 .
여러 시내 및 시외 DID 번호를 획득하여 시스템 관리자는 모바일 음성 액세스 2 단계 전화 건 통화
가 항상 시스템에 건 시내 또는 시외 전호로 발생하여 , 향후 전화 통신 비용 감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대상 구성 및 발신자 ID 일치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기능뿐만 아니라 , DTMF 기반
통화 중 기능인 호전환 및 전화회의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인증할 때 발신 원격 대상 전화기의 발신
자 ID 는 시스템 내에 구성된 모든 원격 대상과 일치합니다 . 이 발신자 ID 의 일치는 원격 대상 번
호가 구성된 방식 , 접두 번호를 지정할 때 시스템에 PSTN 조종 숫자를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및 발
신자 ID 와 원격 대상 일치 매개 변수가 부분 (Partial) 또는 완전 일치 (Complete Match) 로 설정되
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든 경우에서 원격 대상 번호에 기반하
여 각 이동성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 원격 대상 번호는 시스
템 내에서 고유하게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인바운드 발신자 ID 일치가 ( 완전 일치를 사용하
든 부분 일치를 사용하든 ) 항상 단일 원격 대상에 고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단일 또는 고유 일치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발신자 ID 일치가 실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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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 속성을 제어하려면 다음 두 가지 접근방식을 고려하십시오 .
전체 발신자 ID 일치 사용

이 접근방식을 사용할 때 원격 대상 번호는 발신자 ID 가 PSTN 에서 제시될 때 정확하게 구성됩니
다 . 예를 들어 , 원격 대상 전화기에 대한 PSTN 에서 발신자 ID 가 시스템에 4085557890 으로 나타
나면 이 번호가 원격 대상 구성 페이지에 구성되어야 합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 전화를 적절하게 이 원격 대상으로 전송하려면 +E.164 전화걸기 방법 또는 접
두 번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필요한 PSTN 액세스 코드 및 기타 필수 숫자를 접두사로 붙이도록
다이얼 플랜을 구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글로벌 +E.164 다이얼 플랜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엔
터프라이즈에서 전화를 걸 때 PSTN 에 도달하려면 9 또는 기타 PSTN 조종 숫자나 국가 코드가 필
요하다고 가정하면 접두 번호를 구성하여 구성된 원격 대상 번호 시작에 해당 PSTN 조종 숫자 및
국가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 Unified CM 시스템 내에서 변환 패턴 , 경로 패턴 또는 경로 목록 구
성을 사용하면 접두 번호를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완전 일치 접근방식과 접두 번호 지정 방
법을 사용할 때 발신자 ID 를 원격 대상과 일치 매개 변수는 완전 일치의 기본 설정으로 남겨두어
야 합니다 .
또한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을 사용하여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접두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 그러나 ,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은 착신 숫자열 길이에 기반하여 적용되고 파티션될 수 없
으므로 , 시스템 전역에 적용됨은 주목할 만합니다 .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의 사용을 특
히 ,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다중 전화걸기 도메인 ( 예 : 여러 국가 ) 을 지원해야 하는 시나
리오에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
참고

애플리케이션 다이얼 규칙은 단일 전화번호 연결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
스 전화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 Cisco WebDialer, Cisco Unified CM Assistant 및 Cisco Jabber 애플
리케이션으로 건 전화에도 적용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 이러한 규칙을 구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전화걸기 동작이 예상대로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
권장된 다이얼 플랜 접근방식은 발신자 ID 를 PSTN 의 수신에서 +E.164 로 전역화하고 항상 원격
대상을 +E.164 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 정규화 후 ) PSTN 의 발신자 ID 가 구성된 모든 원
격 대상과 비교할 때 고유한 일치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이것이 +E.164 전화걸기를 지원하는
다이얼 플랜과 결합했을 때 , 접두 번호가 필요 없으며 다중 국제 번호 지정 플랜을 지원할 때도 원
격 대상 사용자 및 번호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 권장된 다이얼 플랜 접근방식은 트렁크 요구사항
및 / 또는 사용자 기대에 따라 수신에서 발신자 ID 를 전역화하고 송신에서는 지역화하기 때문에
PSTN 에서 나타낸 대로 수정되지 않은 발신자 ID 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접근방식과 호환되지 않습
니다 .
부분 발신자 ID 일치 사용

이 접근방식을 사용할 때 원격 대상은 시스템에서 PSTN 으로 전화를 걸 때 구성됩니다 . 예를 들어
, 원격 대상 번호가 14085557890 이고 시스템에서 PSTN 에 액세스하려면 9 를 입력해야 하면 이 숫
자는 원격 대상 구성 페이지에 914085557890 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이 접근방식은 시스템에서
접두 번호 메커니즘을 구성할 필요가 없게 하지만 , 발신자 ID 를 원격 대상과 일치 서비스 매개 변
수를 부분 일치 (Partial Match) 로 설정하고 발신자 ID 부분 일치 자릿수를 원격 대상 발신자 ID 와 일
치해야 하는 적절한 연속 자릿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원격 대상의 발신자 ID 가
14085557890 이고 원격 대상이 914085557890 으로 구성되면 발신자 ID 부분 일치 자릿수는 이상적
으로 10 또는 11 로 설정됩니다 . 이 예에서는 이 매개 변수를 더 낮은 자릿수로 설정할 수 있지만 , 항
상 시스템에 구성된 모든 원격 대상이 고유하게 일치되기에 충분한 연속 자릿수가 일치되어야 합니
다 . 정확한 일치사항이 없거나 부분 발신자 ID 일치를 사용할 때 두 개 이상의 구성된 원격 대상 번
호가 일치할 경우 , 시스템은 이를 일치하는 원격 대상 번호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 PIN 을 제공하
기 전에 모바일 음성 액세스의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원격 대상 번호 /ID 를 입력해야 합니다 . 엔
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를 사용할 경우 , 사용자가 원격 대상 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
으므로 ,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고유한 일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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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N 서비스 공급자가 가변 길이 발신자 ID 를 보내는 경우 , 각 착신 전화에 대한 고유한 발신자
ID 일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분 발신자 ID 일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발신자 ID 일치 및 / 또는 +E.164 다이얼 플랜을 사용하는 방법이 선
호됩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아키텍처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기능의 아키텍처는 기능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
요합니다 . 그림 21−26 에서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에 필요한 메시지 흐
름 및 아키텍처를 기술합니다 . Unified CM, PSTN 게이트웨이 및 H.323 또는 SIP VXML 게이트웨
이 간에는 다음 순서의 상호 작용 및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Unified CM 은 HTTP 를 통해 IVR 프롬프트 및 지침을 H.323 또는 SIP VXML 게이트웨이로 전
달합니다 ( 그림 21−26 의 1 단계 참조 ). 이것은 VXML 게이트웨이에 착신 모바일 음성 액세
스 발신자를 위해 이러한 프롬프트를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2.

H.323 또는 SIP VXML 게이트웨이는 HTTP 를 사용하여 모바일 음성 액세스 사용자 입력을 다
시 Unified CM 으로 전달합니다 ( 그림 21−26 의 2 단계 참조 ).

3.

PSTN 게이트웨이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및 통화 중 기능을 위해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의 사용자 또는 스마트폰 키 시퀀스에 대한 반응으로 DTMF 숫자를 전달합니
다 ( 그림 21−26 의 3 단계 참조 ).

그림 21-26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아키텍처

H.323 or SIP VXML
PSTN Gateway

PSTN
Gateway

V

V

1

2

M

Cisco Unified
CM

3

252940

HTTP

참고

그림 21−26 에서는 H.323 또는 SIP VoiceXML 게이트웨이를 PSTN 게이트웨이와 다른 별개의 상자
로 기술하지만 , 이것은 구조적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 PSTN 게이트웨이가 H.323 또는 SIP 가 아닌
다른 프로토콜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 VoiceXML 기능과 PSTN 게이트웨이 기능
모두 동일한 상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VoiceXML 기능에는 H.323 또는
SIP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

참고

시스코 IOS XE 는 기본 음성 XML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스코 4000 시리즈 ISR 은 모바일 음
성 액세스 용 음성 XML 게이트웨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STN 게이트웨이가 시스코 4000 시리
즈 ISR 인 경우 가장 많이 음성 XML 기능을 네이티브 음성 XML 을 지원하는 시스코 IOS 게이트
웨이로 오프로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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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에 대한 고가용성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기능은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과 동일한 구성
요소 및 중복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의 고가용성 , 21−57 페이지 참조 ).
Unified CM 그룹은 PSTN 게이트웨이 등록 중복에 필요합니다 . 마찬가지로 , PSTN 실제 게이트웨
이 및 게이트웨이 연결 중복을 제공해야 합니다 . 게이트웨이 장애 발생 시 원격 대상 전화기가 모
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PSTN 과 엔터프라이즈 간의
중복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 H.323 또는 SIP VoiceXML 게이트웨이에 대해 실제 중복을 제
공할 수 있고 제공되어야 하더라도 , Unified CM 에는 Cisco Unified 모바일 음성 액세스 서비스에
대한 중복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 이 서비스는 게시자 노드에서만 활성화되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게시자 노드가 실패할 경우 모바일 음성 액세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엔터프라이
즈 기능 액세스 및 2 단계 전화걸기 기능은 이러한 게시자에 대한 종속성이 없으므로 동등한 기능
을 이동성 사용자에게 (IVR 프롬프트 없이 )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Mobility 배포 설계
Cisco Unified Mobility 솔루션은 Cisco Unified CM 을 통해 이동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능은 단
일 전화번호 연결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를 포함합니다 . 이 기능을 배
포할 때 다이얼 플랜 영향 , 지침 및 제한사항과 성능 및 용량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한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
Unified Mobility 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프로비저닝하려면 원격 대상 프로파일 구성의 통화 전송 동
작과 다이얼 플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 구성
Unified Mobility 를 구성할 때 원격 대상 프로파일 구성 페이지의 다음 두 가지 설정을 고려해야 합
니다 .
•

발신 검색 공간
이 설정은 디렉터리 번호 또는 회선 수준 발신 검색 공간 (CSS) 과 함께 결합하여 이동성으로
전화 건 전화에 액세스할 수 있는 파티션을 결정합니다 . 이것은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
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를 포함하여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이동성 사용자가 건 전
화뿐만 아니라 , 통화 중 호전환 및 전화회의 기능과 함께 건 전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 CSS
는 회선 수준 CSS 와 결합하여 사용자의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발생하는 엔터프라이즈 전화에
대해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파티션을 포함합니다 . 로컬 경로 그룹과 함께 회선 전용의 일반 접
근방식을 사용하는 +E.164 다이얼 플랜에서는 이 CSS 가 필요 없고 < 없음 > 으로 설정될 수 있
습니다 .

•

재라우팅 발신 검색 공간
이 설정은 사용자의 원격 대상 전화기로 전화를 보낼 때 액세스되는 파티션을 결정합니다 . 이
것은 모든 단일 전화번호 연결 전화에 적용됩니다 . 또한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
호로 건 통화가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원격 대상으로 전송될 때 이 CSS 는 시스
템이 원격 대상 전화기에 도달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 CSS 는 PSTN 또는 모
바일 음성 네트워크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경로 패턴과 게이트웨이와 함께 파티션에 대한 액
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원격 대상 프로파일 재전송 CSS 를 구성할 때 이 CSS 내 경로 패턴이 착신 전화를 사용자의 사무실
전화기로 전송하는 데 사용된 게이트웨이와 동일한 통화 허용 제어 위치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가
리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전화를 원격 대상으로 전송할 때 두 위치 간의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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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인한 통화 허용 제어 거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게다가 , 초기 단일 전화번호 연결 통화
가 전송된 후 후속 통화 허용 제어 검사가 WAN 대역폭이 부족한 경우에도 거부를 하지 않으므로 ,
동일한 통화 허용 제어 위치의 게이트웨이에서 착신 및 발신 전화 Leg 를 전송하면 이 통화 중 후속
사무실 전화기 또는 원격 대상 당겨받기 작업 시 통화 허용 제어가 필요 없으므로 , WAN 대역폭이
과다 신청될 수 있습니다 .
표준 로컬 경로 그룹을 사용하는 경로 목록을 가리키는 경로 패턴을 사용할 때 발신자의 장치 풀에
구성된 로컬 경로 그룹이 사용됩니다 . 이 경우 원격 대상으로의 통화 레그에 대한 송신 게이트웨
이는 원래 발신 장치에 로컬이 됩니다 . PSTN 에서 걸려오는 통화의 경우 , 이것은 원래 발신자와
동일한 통화 허용 제어 위치 ( 이 경우 수신 게이트웨이 ) 에서 송신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기 위해 위
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마찬가지로 , 2 단계 전화걸기를 할 때 통화 허용 제어 거부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신 전화 Leg 를 전송하는 데 사용된 송신 게이트웨이가 착신 전화 Leg 의 수신 게이트웨이에 의
해 선택되도록 로컬 경로 그룹 구성을 사용하여 2 단계 전화 건 전화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 거부를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을 사용할 때 , 사용된 수신 및 송신 게이트웨이는 동일한
통화 허용 제어 위치에 있습니다 . 또는 원격 대상 프로파일 장치 수준 CCS 내 경로 패턴이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시스템 액세스 번호로의 착신 전화 Leg 를 처리한 수
신 게이트웨이와 동일한 통화 허용 제어 위치에 있는 송신 게이트웨이를 가리켜야 합니다 . 그러나
, 사무실 전화기가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시스템 액세스 번호에 도달
하는 경유 게이트웨이가 아닌 다른 통화 허용 제어 위치에 있는 경우 , 후속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
기는 WAN 대역폭을 과다 신청할 수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

자동 발신자 ID 일치 및 엔터프라이즈 통화 앵커링
이해하는 데 중요한 Unified Mobility 다이얼 플랜의 또 다른 측면은 구성된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의 착신 전화에 대한 자동 발신자 ID 식별과 관련한 시스템 동작입니다 . 착신 전화가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마다 해당 통화에 대해 나타난 발신자 ID 는 구성된 모든 원격 대상 전화기와 비교됩니다
. 일치사항이 발견될 경우 통화는 엔터프라이즈에 자동으로 앵커링되어 , 사용자가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하고 사무실 전화기에서 진행 중인 통화를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동작은 착신 전화가 모
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를 사용하여 이동성 통화로 발생되지 않은 경우
에도 , 이동성 사용자의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의 모든 착신 전화에 대해 발생합니다 .
참고

구성된 원격 대상 번호에 대한 자동 인바운드 발신자 ID 일치는 발신자 ID 를 원격 대상과 일치 서
비스 매개 변수가 부분 (Partial) 또는 완전 일치 (Complete Match) 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
향을 받습니다 . 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대상 구성 및 발신자 ID 일치 , 21−64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자동 엔터프라이즈 통화 앵커링뿐만 아니라 , 구성된 원격 대상 전화기가 엔터프라이즈로 전화를
걸 때 착신 및 발신 전화 전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성된 원격 대상에서의 전화에 대한 착신 전화
전송은 원격 대상에 대한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 서비스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 ,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발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매개 변수는 트렁크 또는 게이트웨이 인바운드
발신 검색 공간으로 설정됩니다 . 서비스 매개 변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면 구성된 원격 대상의 착
신 전화는 통화가 들어오는 트렁크 또는 PSTN 게이트웨이의 착신 전화 검색 공간 (CSS) 을 사용하
여 라우팅됩니다 . 한편 원격 대상의 착신 전화 검색 공간 매개변수가 원격 대상 프로파일 + 회선
통화 검색 공간 값으로 설정되면 원격 대상에서 들어오는 착신 전화가 트렁크나 PSTN 게이트웨이
의 착신 CSS 를 건너뛰고 , 대신 연관된 원격 대상 프로파일 CSS( 회선 레벨 CSS 와 함께 ) 를 사용
하여 라우팅됩니다 .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전송되는 착신 전화의 성격 상 , 내부 엔터프라이즈 전화기에 도달하는 데 필
요한 파티션에 이러한 착신 전화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발신 검색 공간이 적절하게 구성되
어 ,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통화가 적절하게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1-68

2018 년 3 월 1 일

21 장

모바일 협업

참고

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구성된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발생하지 않은 착신 전화는 항상 트렁크 또는 게이트웨이 착신 CSS
를 사용하므로 , 원격 대상에 대한 착신 발신 검색 공간 서비스 매개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전화에 대한 발신 전화 전송은 원격 대상 프로
파일 회선 CSS 및 장치 수준 CSS 의 연결을 사용하므로 , 오프넷 또는 PSTN 액세스에 필요한 경로
패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발신 검색 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원격 대상 전화
기에서 발신 전화가 적절하게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능형 세션 제어 및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에서 구성된 원격 대상 번호로 직접 건 전화를 자
동으로 앵커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 이동성 통화 앵커링은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걸거나 이 번호를 대신해서 건 통화에만 종속됩니다 . 이러한 통화는 내부 통화로 전송되므로 시스
템은 이미 엔터프라이즈 2 단계 전화걸기로 건 외부 발생 통화를 앵커링합니다 .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을 활성화할 때 , 시스템은 구성된 원격 대상으로 직접 건 내부 발생 전화도 앵커링합니다 .
원격 대상 전화를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재전송 서비스 매개 변수를 True 로 설정하면 이 기능이 활
성화됩니다 . 기본적으로 , 이 서비스 매개 변수는 False 로 설정되고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 기능
이 활성화되면 시스템은 전화를 PSTN 을 통해 전화 건 원격 대상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 엔터프
라이즈 게이트웨이 내에서 자동으로 전화를 앵커링합니다 . 이 유형의 전화를 앵커링하면 시스템
에서 착신 모바일 사용자가 통화 중 기능 및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또는 세션 전환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
한 가지로 예로 ,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이 활성화되었고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가 원격 대상 번
호를 휴대폰 번호에 해당되는 408 555 1234 로 구성했다고 가정합니다 . 다른 시스템 사용자가 사
무실 전화기에서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의 원격 대상 번호 (408 555 1234) 로 전화를 걸 경우 시
스템은 PSTN 을 통해 전화를 원격 대상으로 전송하고 동시에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에서 전화
를 앵커링합니다 . 통화가 설정되고 앵커링되면 이제 착신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가 보류 , 호전
환 및 전화회의와 같은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또는
세션 전환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
이 동일한 예에서 대신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이 비활성화되었다고 가정하면 , 시스템 사용자가 엔
터프라이즈 내 사무실 전화기에서 직접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의 원격 대상에 전화를 걸 때 전화
는 여전히 PSTN 을 통해 착신 원격 대상으로 전송되지만 , 앵커링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모바일
사용자는 통화 중 보류 또는 호전환을 호출할 수 없고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또는 세션 전환을 수
행할 수 없습니다 .
이 기능을 활성화할 때 다이얼 플랜 구성 및 통화 라우팅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
능을 호출하려면 내부 사용자가 PSTN 의 원격 대상 번호에 도달하기 위해 건 번호 ( 필수 PSTN 조
종 숫자 포함 ) 가 시스템에 구성될 때 원격 대상 ( 또는 이동성 ID)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원격 대상 번호가 시스템에 408 555 1234 로 구성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사용자는 걸고
있는 번호 외에 PSTN 조종 숫자 91 을 걸어야 할 경우 , 재전송 및 결과 엔터프라이즈 통화 앵커링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사용자가 91 408 555 1234 를 입력하여 PSTN 의 원격 대상에 도달
했지만 원격 대상이 408 555 1234 로 구성되어 , 일치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 기능이 적절하게 기능하려면 구성된 원격 대상과 PSTN 의 이 원격 대상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
야 하는 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일치가 발생하도록 하려면 발신자 ID 를 원격 대상과 일치 서
비스 매개 변수를 부분 일치로 설정하십시오 . 이 매개 변수를 부분 일치로 설정한 다음 발신자 ID
부분 일치 자릿수 서비스 매개 변수를 부분적으로 일치시킬 자릿수를 지정하여 , 구성된 원격 대상
번호를 전화 건 번호 (PSTN 조종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 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이전 예를 사용하고 시스템이 10 자릿수의 부분 일치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 전화
건 번호 9 1 408 555 1234 를 구성된 원격 대상 408 555 1234 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부분
일치를 사용하여 , 시스템이 발신자 ID 부분 일치 자릿수로 지정된 자릿수와 동일한 자릿수 ( 이 경
우에는 10 자릿수임 ) 를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시스템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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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켜 2 개 숫자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 전화 건 번호 9 1 408 555 1234 의 마지막 10 자릿수는
408 555 1234 이고 , 이러한 10 자릿수는 구성된 원격 대상의 10 자릿수 (408 555 1234) 와 일치합니
다 . 이 예에서 결과 통화는 엔터프라이즈에 앵커링되고 착신 모바일 사용자가 통화 중 기능을 호
출하고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또는 세션 전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언뜻 보기에 이 기능을 더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필수 PSTN 조종 숫자를 포함하는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번호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이러한 번호를 필수 PSTN 조종
숫자와 함께 구성할 때 시스템은 구성원 원격 대상이나 이동성 ID 에서의 착신 전화에 대해 자동
발신자 ID 일치 및 엔터프라이즈 앵커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전 예에서 원격 대상 번호가
9 1 408 555 1234 로 구성되었고 전체 발신자 ID 일치가 사용된 경우 , 원격 대상에서의 착신 전화
는 발신자 ID 를 408 555 1234 로 나타내고 일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 이것은 원격 대상의 착신
전화가 예상 대로 앵커링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발신 전화에 대한 전화 건 번호와 착신 전화에 대한 구성된 원격 대상 번호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감안하여 , PSTN 에 도달하려면 하나 이상의 조종 숫자가 필요한 모든 배포에 대해 지능
형 세션 제어 기능을 사용할 때 발신자 ID ( 완전 일치보다 ) 부분 일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설정을 사용하면 PSTN 조종 숫자를 사용하여 원격 대상 번호로 직접 건 통화가 여전히 일치되
고 앵커링됩니다 . 반면 , PSTN 에 도달하기 위해 조종 숫자가 필요 없고 사용자가 전체 E.164 번호
를 걸어 전화를 PSTN 으로 전송할 수 있으면 원격 대상이 발신자 ID 와 일치하도록 구성되고 내부
사용자가 PSTN 의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에 도달하기 위해 건 번호와 동일한 번호이므로 전체
발신자 ID 일치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을 활성화할 때 재전송 기능 작업 중 엔터프라이즈 및 원격 대상 회선의 동
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화 재전송 시 , 방해사절 (DND), 액세스 목록 및 시간 통화 필
터링 , 벨소리 울림 전 지연 타이머 원격 대상 회선 설정은 무시됩니다 . 모든 재전송 통화는 필터링
되지 않고 즉시 전송됩니다 . 회사 사무실 전화기 회선 설정도 기본적으로 무시되거나 통과됩니다
. 그러나 , 회사 DN 에서 모든 통화 착신 전환 무시 서비스 매개 변수를 False 로 설정하여 재전송 기
능 작업 중 회사 사무실 전화기 회선에서 모든 통화 착신 전환 설정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 이 매개
변수가 False 로 설정되면 재전송 작업 시 , 회사 사무실 전화기 회선에 call−forward−all( 모두 착신
전환 ) 대상이 설정된 경우 통화가 원격 대상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대신 , 통화는
call−forward−all( 모두 착신 전환 ) 대상으로 전송됩니다 .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매개 변수는 True
로 설정되고 , 회사 사무실 전화기 회선의 call−forward−all( 모두 착신 전환 ) 설정이 무시됩니다 .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은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서비스 매개 변수를 True 로 설정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 기본적
으로 , 이 서비스 매개 변수는 True 로 설정되고 기능은 활성화됩니다 . 그러나 , 모든 공유 회선에
서 벨울림 기능은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에 종속되어 ,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기능을 사용하
려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및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이 모
두 활성화되었을 때 ,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발생한 전화를 PSTN 을 통해 전화 건 원격 대상으로 전
송할 뿐만 아니라 , 사용자의 기타 공유 회선 장치도 모두 통화를 수신합니다 . 이것은 사용자의 회
사 사무실 전화기뿐만 아니라 , 기타 구성된 원격 대상도 포함합니다 . 착신 사용자는 자신의 장치
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고 통화는 엔터프라이즈에 앵커링됩니다 .
참고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이 활성화된 경우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되었을 때 모바일 클라이
언트 장치는 장치의 셀룰러 음성 인터페이스에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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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ID 변환
구성된 원격 대상 번호로 클러스터에 건 통화는 발신자 ID 또는 발신 번호를 발신 원격 대상 전화
번호에서 연결된 사무실 전화기의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로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 예를 들
어 , 408 555−7890 번호를 가지는 원격 대상 전화기가 구성되고 555−1234 번호를 가지는 사용자의
회사 사무실 전화기에 연결되었으면 클러스터의 디렉터리 번호로 지정된 사용자의 원격 대상 전
화기에서의 통화가 발신자 ID 를 원격 대상 번호 408 555−7890 에서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
555−1234 로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 이렇게 하면 활성 통화 발신자 ID 가 표시되고 통화 기록 로그
발신자 ID 가 휴대폰 번호가 아닌 이동성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사무실 전화 번호를 반영하고 ,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반환 전화를 하여 이러한 전화를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앵커링합니
다.
마찬가지로 , 원격 대상 전화기에서 외부 PSTN 대상으로 전송되고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
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앵커링된 전화나 단일 전화번호 연
결의 결과로 PSTN 으로 분기된 전화 또한 발신 원격 대상 전화 번호에서 연결된 엔터프라이즈 디
렉터리 번호로 발신자 ID 를 변경합니다 .
마지막으로 , 발신측 번호를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가 아닌 엔터프라이즈 DID 번호로 외부
PSTN 전화기로 전달하려면 발신측 변환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신측 변환 패턴을 사용하
여 발신자 ID 를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에서 엔터프라이즈 DID 로 변환하면 , 외부 대상에서
의 반환 통화는 전체 엔터프라이즈 DID 번호를 사용하여 걸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앵커
링됩니다 . 이러한 변환 및 다이얼 플랜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 , 14−8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및 Unified Mobility 상호 작용
Cisco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와 Cisco IP Phones 8851 및 8861 의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
미티 기능은 SNR( 단일 전화번호 연결 ), 원격 대상 및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 2 단계 엔터프라
이즈 전화걸기 및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를 포함한 Unified Mobility 기능 세트와 호환 가능합니다
. DX 시리즈 엔드포인트와 8851 및 8861 IP Phones 에서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와
블루투스를 페어링하는 데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 8−13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

Unified Mobility 에 대한 지침 및 제한사항
참고

Cisco Unified Mobility 솔루션은 Cisco 장비로만 검증됩니다 . 이 솔루션은 기타 타사 PSTN 게이트
웨이 및 SBC( 세션 경계 컨트롤러 ) 에서도 작동할 수 있지만 각 Cisco Mobility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사 PSTN 게이트웨이 또는 SBC 와 함께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Cisco
기술 지원에서 사용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Unified CM 전화 통신 환경에서 단일 전화번호 연결의 배포 및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지침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

단일 전화번호 연결은 PRI TDM PSTN 연결을 사용할 때만 지원됩니다 . T1 또는 E1−CAS,
FXO, FXS 및 BRI PSTN 연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이 PRI 요구사항은 전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Cisco Unified CM 이 PSTN 에서 신속한 응답 및 연결 해제 표시를 수신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 단일 전화번호 ` 연결 전화를 특정 원격 대상에서 받을 때 Cisco
Unified CM 이 사무실 전화기 및 기타 원격 대상에서 벨울림을 중지하려면 응답 표시가 필요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응답 표시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를 위해 연결 해제 표시가 필요합니다 . PRI
PSTN 연결은 항상 응답 및 연결 해제 표시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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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전화번호 연결은 SIP 트렁크 VoIP PSTN 연결을 사용할 때만 지원됩니다 . Unified CM SIP
트렁크와 서비스 공급자 트렁크 사이의 구분점으로 Cisco IOS Unified Border Element 를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 VoIP 기반 PSTN 연결은 VoIP 기반 PSTN 연결이 제공하는 엔드 투 엔드
신호 처리 경로로 인해 여전히 Unified CM 에 신속한 응답 및 연결 해제 표시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

•

단일 전화번호 연결은 사용자 당 최대 2 개의 동시 전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걸려오
는 통화는 자동으로 사용자의 음성 메일로 호전환됩니다 .

•

단일 전화번호 연결은 MLPP(Multilevel Precedence and Preemption) 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통
화가 MLPP 에서 선점되는 경우 해당 통화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

•

단일 전화번호 연결 서비스는 영상 통화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 데스크톱 전화기에서 받은 영
상 통화는 휴대폰으로 당겨받을 수 없습니다 .

•

원격 대상은 다른 클러스터 또는 시스템의 시분할 다중 통신 (TDM) 장치 또는 시스템 밖 IP 전
화기여야 합니다 . 원격 대상과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 IP 전화기를 구성할 수 없습
니다 .

•

모바일 음성 액세스 음성 XML 기능은 시스코 IOS XE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시
스코 IOS XE 의 기본 음성 XML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스코 4000 시리즈 ISR 은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위한 VXML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신 , 음성 XML 기능을 위한 별도
의 H.323 시스코 IOS 게이트웨이를 배치하고 헤어피닝을 위해 모바일 음성 액세스를 구성하십
시오 .

추가 지침 및 제한사항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기능 구성 설명서의 최신 버전에서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
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한 용량 계획
Cisco Unified Mobility 는 Unified CM 클러스터 당 최대 40,000 개의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를
지원합니다 . 따라서 최대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 수는 40,000 명으로 , 사용자 당 단일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를 가정합니다 . 사용자 당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수가 증가할수록 , 지원되는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 수는 감소합니다 .
참고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는 원격 대상 프로파일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원격 대상 또는 모바일 클라
이언트 장치 및 이동성 ID 를 구성한 사용자로 정의됩니다 .

참고

이동성 ID 는 시스템 내 원격 대상처럼 구성되고 , 원격 대상과 동일한 용량 영향을 가집니다 . 그러
나 , 원격 대상과 달리 , 이동성 ID 는 원격 대상 프로파일이 아닌 전화기 장치에 직접 연결됩니다 .
이동성 ID 는 Cisco Jabber 를 실행 중인 이중 모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
결국 Cisco Unified Mobility 의 확장성 및 성능은 이동성 사용자 수 , 각 사용자가 가지는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수 및 이러한 사용자의 BHCA(Busy Hour Call Attempt)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용자 당 다중 원격 대상 및 / 또는 사용자 당 높은 BHCA 로 인해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한
용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서버 노드 용량 및 하드웨어 특정 노드 당 및 클러스터 당
용량을 포함한 Cisco Unified Mobility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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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Mobility 관련 설계 고려 사항
Unified Mobility 를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은 설계 고려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

대역 내 DTMF 를 대역 외 DTMF 로 변환하려면 PSTN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대역 외 DTMF
릴레이를 할 수 있거나 MTP(Media Termination Point) 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 PSTN 연
결을 위해 Cisco IOS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 대역 외 DTMF 릴레이가 지원됩니다 . 그러나 ,
타사 게이트웨이는 일반 대역 외 DTMF 방법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 MTP 가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및 통화 중 기능을 사용하려면 Cisco
Unified CM 이 대역 밖에서 DTMF 숫자를 수신해야 합니다 .
참고

•

대역 내 DTMF 를 대역 외 DTMF 로 변환하기 위해 MTP 에 의존할 때 충분한 MTP 용량
을 제공하십시오 .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또는 통화 중 기능을 많
이 또는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하드웨어 기반 MTP 또는 Cisco IOS 소프트웨
어 기반 MTP 가 권장됩니다 .

Unified Mobility 를 배포하기 전에 PSTN 공급자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엔터프라이즈로의 모든 착신 전화에 대해 발신자 ID 를 제공합니다 .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또는 통화 중 호전환 , 전화회의 및 직
접 통화 지정보류 기능이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입니다 .

– 서비스 공급업체는 아웃바운드 발신자 ID 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가 일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번호 또는 기타 의미 없는 발신자 ID 가 아닌 원격 대
상에서 원래 발신자의 발신자 ID 를 수신할 것이 예상될 경우 요구사항입니다 .

•

참고

일부 공급자는 트렁크의 아웃바운드 발신자 ID 를 해당 트렁크에서 처리된 이러한
DID 로만 제한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 발신자 ID 를 제한하지 않는 두 번째 PRI 트
렁크는 공급자에게서 획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되지 않은 PRI 트렁크를 얻기
위해 일부 공급자는 고객에게서 이 트렁크 상에서 비상 번호로 전호를 보내거나 걸
지 않음을 나타내는 서명된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RDNIS(Redirected Dialed Number Identification Service) 필드 또는 SIP 전환 헤더가
트렁크에 의해 처리된 DID 를 포함하는 경우 일부 공급자는 트렁크에서 제한되지
않은 아웃바운드 발신자 ID 를 허용합니다 . 원격 대상으로 분기된 전화에 대한
RDNIS 또는 SIP 전환 헤더는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 구성 페이지에서 재전송 번
호 IE 전달 − 아웃바운드 확인란을 선택하여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채워
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RDNIS 또는 SIP 전환 헤더를 존중하
고 제한되지 않은 아웃바운드 발신자 ID 를 허용할 지를 판별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이동성 통화 흐름은 다중 PSTN 통화 레그를 포함하므로 , Unified Mobility 에 대해
PSTN 게이트웨이 리소스 계획 및 할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가 많을
경우 , PSTN 게이트웨이 리소스를 증가해야 합니다 . PSTN 이용률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경우
다음 방법이 권장됩니다 .
–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 당 원격 대상 수를 1 로 제한합니다 . 이것은 착신 전화를 사용자의

원격 대상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DS0 수를 줄입니다 . 원격 대상 중 하나에서 전화를 받
지 않더라도 ,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 구성된 각 원격
대상에 대해 DS0 하나가 소비됩니다 . 원격 대상에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 10 초 동안 원
격 대상 당 DS0 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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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목록을 사용하여 착신 발신자 ID 에 기반한 특정 원격 대상으로 전화 확장을 차단하

거나 제한하십시오 . 액세스 목록은 시간에 기반하여 호출할 수 있으므로 , 최종 사용자 또
는 관리자가 요청한 액세스 목록의 업데이트가 필요 없도록 합니다 .

– 최종 사용자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비활성화하고 , 해당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에 대해 전화가 걸려올 때 DS0 이용률을 제거할 것을 설명합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비활성화된 경우 착신 전화는 여전히 사무실 전화기에서 벨을 울리고 전
화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로 착신 전환됩니다 .

•

위치 간 WAN 대역폭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통화 허용 제어가 거부되고 사무실 전화기 당
겨받기 또는 원격 대상 당겨받기로 인해 WAN 대역폭 과다 신청이 초래될 수 있는 있으므로 ,
이러한 CSS 내 경로 패턴이 착신 전화 Leg 가 들어오는 게이트웨이와 동일한 통화 허용 제어
위치 내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도록 원격 대상 프로파일 CSS 및 재전송 CSS 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원격 대상 프로파일 구성 , 21−6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PSTN 에 액세스하려면 PSTN 조종 숫자를 걸어야 하는 배포에서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을 활
성화할 경우 , 발신자 ID 를 원격 대상과 일치 서비스 매개 변수를 부분 일치로 설정하고 적절
한 자릿수 ( 발신자 ID 부분 일치 자릿수 서비스 매개 변수 ) 를 구성하여 구성된 원격 대상 또
는 이동성 ID 의 부분 일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럴 경우 지능형 세션 제어 기능과 이동성
자동 발신자 ID 일치 및 앵커링 기능이 적절하게 기능합니다 .

Cisco Mobile 클라이언트 및 장치
모바일 사용자 , 휴대폰 및 이동 통신업체 서비스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 단일 음성 , 비
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 장치를 엔터프라이즈 안과 밖 모두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점차 매력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스마트폰과 이러한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모
바일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사용자 정의된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
공하고 일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대체 연결 방법으로 이동 통신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
는 기능을 엔터프라이즈에 제공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음성 , 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를 활
성화하고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 네트워크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는 감소된 연
결 비용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로컬 또는 원격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기업 네트
워크에서 건 VoIP(Voice over IP) 통화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 건 동일한 전화
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
VVoIP(Voice and Video over IP) 기능 제공 외에도 , 이러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는 기타 백 엔드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를 통해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및 XMPP 기반 엔터프라이
즈 IM( 인스턴트 메시징 ) 및 프레즌스가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이러한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Cisco Unified Mobility 와 함께 배포하면 사용자가 사용 중인 모바일 장치에서 단일 전화번호 연결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를 통한 엔터프라이즈 2 단계 전화걸기 , 그리
고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과 같은 추가 특징 및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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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WLAN 네트워크와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간 활성 음성 통화 이동과
관련된 원격 보안 연결 및 전환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서 제공
하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아키텍처 및 일반 기능과 특징을 살펴봅니다 . 이 섹션에서는 일반 모바일
클라이언트 솔루션 아키텍처 및 특징과 기능을 다룬 후 , 다음과 같은 특정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대한 다양한 성능 및 통합 고려의 적용 범위를 제공합니다 .
•

Cisco Jabber — iPhone 및 iPad 를 포함하여 일련의 Android 및 Apple iOS 모바일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 엔터프라이즈 WLAN 네트워크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에
서 IP 를 통해 음성 및 / 또는 영상 통화를 거는 기능뿐만 아니라 , 회사 디렉터리 및 엔터프라이
즈 음성 메일 서비스와 XMPP 기반 엔터프라이즈 IM and Presence 에 액세스하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

•

Cisco Spark — Android 및 Apple iOS 장치 (iPhone 및 iPad 포함 ) 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 클라이
언트로서 , IP 를 통한 음성 및 / 또는 영상 통화 , 지속적 보안 메시징 및 파일 공유를 사용하는
일대일 및 일대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룸을 제공합니다 .

•

Cisco WebEx Meetings —Android, BlackBerry, Windows Mobile 및 Apple iOS 장치 (iPhone 및
iPad 포함 ) 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 클라이언트로서 , 사용자가 이동 중에 Cisco WebEx 미팅에
참석 및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Cisco AnyConnect Mobile — Android 및 Apple iOS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밖에 있을 때도 온 − 프레미스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액세스
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에 원격 VPN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이 섹션에서는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대한 고가용성 및 용량 계획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아키텍처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IP 기반 네트워크 연결 성능 (IEEE 802.11 무선 근거리 통신망 또는 모
바일 공급자 데이터 네트워크 ) 만 있는 태블릿 및 휴대 장치와 장치가 일반 셀룰러 또는 모바일 네
트워크 기술로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통신업체 네트워크 모두에 연결하고 802.11 을 사용하여 무
선 광역 통신망 (WLAN) 에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제 인터페이스나 라디오를 포함하는 이중 모
드 전화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모바일 장치에 배포됩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802.11 WLAN 을 통해 온 − 프레미스 데이터 및 실시간 트래픽 ( 음성 및 영상 ) 연결을 가능하게 합
니다 . 뿐만 아니라 , 이러한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공용 또는 개인 WLAN 을 통해 또는 모바일 데
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원격 데이터 및 실시간 트래픽 ( 음성 및 영상 ) 연결을
제공합니다 . 공급자 셀룰러 음성 라디오를 포함한 장치의 경우 ,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및 PSTN 을
통해 음성 연결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이 섹션에서 이중 모드 전화기 용어의 사용은 구체적으로 통신업체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
을 위한 셀룰러 라디오뿐만 아니라 802.11 라디오를 포함한 장치를 나타냅니다 . 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 또는 기타 무선 라디오 및 / 또는 다중 셀룰러 라디오를 제
공하는 이중 모드 장치는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그림 21−27 에서는 Cisco Collaboration 배포를 위해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를 연결하고 활성화하
는 기본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솔루션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 음성 및 비디오 서비스
의 경우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WLAN 에 연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 공용 또
는 개인 WLAN 핫스폿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 연결하고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CM 에 등록합니다 . 등록되었으면 클라
이언트 장치는 기본 엔터프라이즈 Cisco IP 텔레포니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전화를 걸고 받습니다
. 모바일 장치가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클라이언트가 Unified CM 에 등록되면 사용자의 엔터
프라이즈 번호를 통해 장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벨을 울립니다 . 사용자가 Cisco IP 사무실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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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클라이언트 등록을 통해 단일 엔터프라이즈 번호에 대한 공유 회선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
으므로 착신 전화는 사용자의 사무실 전화기와 모바일 장치 모두에서 벨을 울립니다 . 등록 해제될
때 모바일 장치에 활성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있고 사용자가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해 활성화
되었고 ,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켜진 경우가 아니면 모바일 클라이언
트 장치는 착신 엔터프라이즈 전화를 수신하지 못합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모바일 음성 네트
워크 및 PSTN 은 음성 전용 전화를 걸고 받는 데만 사용됩니다 .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는 태블릿 및 기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와 같은 비이중 모드 장치는 기
본 PSTN 연결 가능 번호를 갖지 않으므로 단일 전화번호 연결과 같은 Unified Mobility 기능은 이
러한 장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 비이중 모드 장치는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고 엔터프라이즈 통
화 제어 시스템에 등록되었을 때만 엔터프라이즈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림 21−27 에 나타난 대로 ,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면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회사 디
렉터리 , Cisco Unity Connection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시스템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와
같은 다른 백 엔드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직접 통신하여 메시징 및 프레즌스와 같은 추가 엔터프라
이즈 협업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Cisco WebEx
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 서비스와 통합되는데 , 이것은 IM and Presence 및 웹 회의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아키텍처

34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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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음성 및 영상 품질은 Wi−Fi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 는 3G/4G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비기업 Wi−Fi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 또는 음성 및 영상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이중 모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와 WLAN 네트워크 모두에
동시에 연결하려면 이중 전송 모드 (DTM) 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 이 모드에서 장치는 장치의 셀룰
러 라디오 및 WLAN 인터페이스 모두에서 전화에 도달하고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경우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가 이중 연결 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모바일 클라
이언트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선 LAN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서 음성 및 비디오
다양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특징 및 기능과 이러한 특징 및 기능이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
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전에 미세하게 조정되고 QoS 사용이 가능하며 가용성이 높은
WLAN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 및 기타 모바일 장치는
통화를 설정하고 실시간 음성 및 비디오 미디어 트래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
스하기 위한 기타 트래픽을 모두 전달할 경우 기본 WLAN 인프라에 의존하므로 , 데이터와 실시간
미디어 트래픽 모두에 최적화된 WLAN 네트워크를 배포해야 합니다 . 부적절하게 배포된 WLAN
네트워크는 대량의 간섭과 용량 감소 결과가 초래되어 , 음성 및 영상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
일부 경우 통화가 삭제되거나 누락됩니다 . 결국 이것은 WLAN 배포가 전화를 걸고 받는 데 사용
할 수 없음을 렌더링합니다 . 따라서 , 이중 모드 전화기 및 기타 모바일 장치를 배포할 때 배포 전 ,
도중 및 후 WLAN 무선 주파수 (RF) 사이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VVoWLAN(Voice
and Video over WLAN) 을 배포하기에 적합한 셀 경계 , 구성 및 기능 설정 , 용량 및 중복을 결정해
야 합니다 . 각 모바일 장치 유형 및 / 또는 클라이언트를 WLAN 배포에서 테스트하여 생산 배포 전
에 적절한 통합과 작업을 보장하십시오 . 서비스 품질을 포함하여 WLAN 서비스 상에서 최적화된
실시간 트래픽을 제공하도록 배포되고 구성된 WLAN( 예 : Cisco Unified Wireless Network) 을 사
용하면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를 성공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연결할 경우 가능하면 항상
5GHz WLAN 대역 (802.11a/n/ac) 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5GHz WLAN 은 음성 및 영상 통화
에 대해 더 나은 처리량을 제공하며 간섭이 더 적습니다 .
VVoWLAN(Voice and Video over WLAN) 배포 및 무선 장치 로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장치
로밍 , 2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이중 모드 전화기 및 기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통화 제어 및 기타 Unified Communications 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다시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할 수 있는 반면 , Cisco 는 이 유형
의 연결에 대해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하거나 연결 또는 음성 및 비디오 품질 문제를 해결할
없습니다 . 이 유형의 연결은 공용 또는 개인 WLAN 액세스 지점 (AP) 또는 핫스폿을 통해 또는 모
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원격 연결을 포함합니다 . Cisco 는 이중 모드 전화
기 및 기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를 연결할 경우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음성 및 비디오 최적화
WLAN 네트워크를 권장합니다 . 대부분의 공용 및 개인 WLAN AP 및 핫스폿은 데이터 애플리케
이션 및 장치에 맞게 조정됩니다 . 이러한 경우 , AP 라디오는 최대 전력으로 조정되고 동적 전력
제어를 통해 장치는 네트워크 연결에서 최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 더 많은 클라이언트 용
량을 허용합니다 . 이것은 삭제되거나 유실된 패킷을 재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이
상적이지만 , 실시간 트래픽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삭제된 패킷 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 모바일 공급자 데이터 네트워크는 정체 및 / 또는
연결 끊김 현상이 잘 일어나 , 통화 품질 및 통화 끊김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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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또는 구외 협업 인프라
Cisco 에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Cisco WebEx 및 Cisco Spark 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사내
에 하드웨어를 배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모든 서비스 ( 오디오 , 비디오 , 메시징 , 파일 및 콘텐츠
공유와 미팅 및 협업 룸 정보 ) 는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호스트됩니다 . 즉 , 모든 클
라이언트에서의 모든 콘텐츠 ,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이 인터넷을 순회하고 Cisco Collaboration
Cloud 에서 혼합하고 관리합니다 .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 인프라는 다음과 같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WebEx 및 Cisco Spark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콘텐츠 공유를 포함하는 웹 사용 음성 및 비디오 회의를 제공하는 WebEx Meeting.

•

지점 간 음성 및 영상 통화 외에도 XMPP IM and Presence 를 제공하는 WebEx Messenger.

•

음성 및 영상 통화 , 메시징 및 파일 공유 기능이 있는 일대일 및 일대다 협업실을 제공하는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서비스 품질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는 일반적으로 Cisco 협업 QoS 표시 권장 사항에 따
라 레이어 3 QoS 패킷 값을 표시합니다 . 표 21−3 에서 이러한 표시를 요약합니다 .
표 21-3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레이어 3 QoS 표시

레이어 3 표시
트래픽 유형

DSCP1

PHB2

음성 미디어 ( 오디오 전용 )

DSCP 46

PHB EF

비디오 미디어 ( 오디오 및 비
디오 )

DSCP 34

PHB AF41

통화 신호 처리

DSCP 24

PHB CS3

1. 차등화 서비스 코드 포인트
2. PHB(Per−Hop Behavior)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레이어 2 802.11 WLAN 패킷 표시 ( 사용자 우선 순위 또는 UP) 는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및 펌웨어 제한사항을 부여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다양
한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되므로 , 레이어 2 무선 QoS 표시는 불일치하여 , WLAN 에서 적절한 트래
픽 처리를 제공하기 위해 레이어 2 무선 QoS 표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
적절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3 또는 심지어 레이어 2 패킷 표시에도 불구하고
, 모바일 장치는 데이터 및 실시간 트래픽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트래픽을 생성하는 측면
에서 데스크톱 PC 와 동일한 많은 문제를 나타냅니다 . 이에 따라 , 모바일 장치는 일반적으로 신뢰
할 수 없는 협업 엔드포인트 범주에 속합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신뢰된 엔드포인트로 간
주되지 않는 배포의 경우 , 네트워크 우선 순위 대기열 및 전용 대역폭이 해당 트래픽에 적용되도
록 하려면 트래픽 유형 및 포트 번호에 기반한 패킷 표시 또는 재표시 기능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장치 트래픽을 다시 표시하는 것 외에 , Cisco 는 네트워크 기반 감시 및 속도 제한을 통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장치가 너무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또는 해당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레이어 3 표시가 제공되고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트래픽은 우선 순위 음성 대기열 및 전용 비디오 미
디어 및 통화 신호 처리 대역폭 대기열을 사용하여 기업 네트워크를 순회할 때 적절하게 대기열에
삽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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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특징 및 기능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다양한 특징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 특징 및 작업은 장치마다
다를 수 있지만 , 이 섹션에서 설명된 공통 작업 및 동작은 모든 비클라우드 기반 Cisco 모바일 클라
이언트에 적용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통화 라우팅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 및 통화 제어 서비스를 사용하
여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으므로 , 통화 라우팅의 성격 및 동작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와 관련
되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착신 전화 라우팅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가 Unified CM 에 엔터프라이즈 번호를 가지는 엔터프라이즈 장치로 등
록될 때 시스템으로의 착신 전화가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대상 지정될 때 모바일 장치에서
벨이 울립니다 . 이 동작은 PSTN 또는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 또는 엔터프라이즈 IP 텔레포니 시
스템에서 생성된 착신 전화뿐만 아니라 ,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생성한 착신
전화에도 발생합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번호에도 연결된 기타 장치
또는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이러한 장치는 공유 회선으로도 벨이 울리고 , 장치 또는 클
라이언트 중 하나에서 전화를 받으면 다른 모든 장치 및 클라이언트의 벨울림이 중단됩니다 .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해 사용자가 활성화된 시나리오에서 사용자의 이중 모드 휴대폰 번호에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활성화하면 착신 전화는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에 해당하는 이동성 ID 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이것은 모바일 장치가 엔터프라이즈 WLAN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
지 또는 보안 연결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
다 . 장치가 직접 또는 보안 원격 연결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황에서는 이 휴대폰 번호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켜졌더라도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는 단일 전화번
호 연결을 통해 모바일 장치의 이동성 ID 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되었을 때 엔터프라이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가 이 장치의 이동성 ID 로 확장되
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은 장치가 항상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 엔터프라이즈 PSTN 리소스의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 Unified CM 은 PSTN 을
통해 전화를 이중 모드 휴대폰의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 대신 엔
터프라이즈 번호에 해당하는 WLAN 또는 모바일 데이터 인터페이스만 전화를 수신합니다 .
참고

DVO(Dial via Office) 가 활성화된 경우 (DVO(Dial via Office), 21−84 페이지 참조 ), 클라이언트가
등록되었더라도 , Unified CM 은 VoIP 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사용하여 사용자
의 휴대폰 번호로 들어가는 착신 전화를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확장합니다 .
모바일 장치가 직접 또는 보안 원격 연결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 , 엔
터프라이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는 구성된 이동성 ID 에 따라 이중 모드 휴대폰 번호로 확장되어 ,
사용자가 Unified Mobility 에 대해 활성화되었고 이동성 ID 에 대한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켜졌다
고 가정합니다 . Unified Mobility 과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Jabber 와 Cisco Unified Mobility 간 상호 작용 , 21−10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위에서 설명된 동일한 동작 및 로직은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기능에도 적용됩니다 .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 통화는 이중 모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았
을 때만 이동성 ID 또는 셀룰러 번호로 확장됩니다 .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기능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능형 세션 제어 및 모든 공유 회선에서 벨울림 , 21−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경우에서 , 공급자 네트워크 또는 장치 설정이 이처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장치로 확장되
지 않도록 된 경우가 아니면 , 이중 모드 장치의 모바일 네트워크 전화 번호로 직접 건 착신 전화는
항상 바로 모바일 네트워크의 이중 모드 장치의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 이러한 통화
는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동작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
한 통화는 개인 통화로 간주되고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전송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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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장치와 같은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이중 모드 장치가 아니
므로 ,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도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장치는
VoIP(Voice−over−IP) 로 엔터프라이즈 번호에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발신 전화 라우팅

이중 모드 모바일 정치에서의 발신 전화의 경우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해당 특정 시간의 장치 위
치 및 연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지 않고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통화는 셀룰러 음성 라디오 인터페이스가 보통의 경우처럼 모바일 음성 네트
워크로 전송합니다 . 그러나 ,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될 때는 모바일 장치가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를 통해 모든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연결이 없거나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발신 전화는 엔터프라이즈 번호에서 가능
하지 않고 , 대신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 전화를 걸기 위해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의 휴대
폰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또는 Cisco Unified Mobility 와 함께 제공된 2 단계 전화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 21−58 페이지 참조 ).
다이얼 플랜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될 때 이 장치의 전화걸기 동작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 단축 발신으로 내부 내선 번호에 도
달할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이 구성되었으면 Unified CM 에 등록된 모바일 장치가
이 단축 발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분명 이중 모드 휴대폰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전화
걸기 습관 및 단축 발신뿐만 아니라 , 발신 전화용 사이트 기반 및 / 또는 PSTN 조종 숫자를 사용하
여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 발신 전화의 경우 모바일 음성 네트
워크에서 예상되는 바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사용자가 전체 E.164 다이얼 문자열을 사용하여 휴대
폰에서 발신 전화의 번호를 거는 것이므로 이것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발신 체계이기도 합니다 .
최종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전화걸기 경험은 결국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배포의 엔터프라이즈
정책과 관리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 그러나 ,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의 경우 장치가 기업 네트워크
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되었든 아니든 사용자 전화걸기 습관이 유지되도록 이중 모드 클
라이언트 장치에 필요한 전화걸기 문자열을 정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에
서 전화걸기는 일반적으로 전체 +E.164( 선행 '+' 포함 ) 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휴대폰 연락처는 일
반적으로 전체 +E.164 번호와 함께 저장되므로 ,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에 대해 선행 '+' 와 함께 전
체 +E.164 를 수용하도록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
에 대해 이 유형의 발신 전화걸기를 처리하도록 Unified CM 내에 다이얼 플랜이 구성되면 , 사용자
는 전화기에 단일 연락처 집합을 +E.164 형식으로 저장하고 이러한 연락처에서 또는 수동으로 전
체 +E.164 번호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 때 장치가 기업 네트워크에 직접 또는 보안 원격 연결을 통
해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되었든 또는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었든 통화는 항상
해당 대상으로 전송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을 구성한 경우 최종 사용
자는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 전화걸기 습관이 유지되고 장치가 엔터프라이즈 연결성을 가지고 있
고 Unified CM 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알 필요가 없는 최상의 전화걸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에서 정규화된 전화걸기를 이행하려면 ,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었든 또는 모바
일 음성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었든 ,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Unified CM 내에서 다이
얼 플랜을 구성하십시오 .
•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이 일반적으로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이중 모드 전화기
에서 다이얼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1 408 555 1234, 408 555 1234 문
자열을 처리하도록 다이얼 플랜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이 번호는 휴대폰에서 모바일 음성 네트
워크를 통해 특정 전화기에 도달하기 위해 걸 수 있음 ). 후반 10 자릿수 전화걸기 방법 ( 예 : 408
555 1234) 의 지원은 단축 사이트 내 전화걸기와 같은 다른 전화걸기 습관과 잠재적으로 중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리자는 기업 네트워크에 등록된 이중 모드 전화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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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충돌 전화걸기 습관 (10 자릿수 전화걸기 또는 단축 사이트 내 ) 을 결정해야 합니다 . 종종
이중 모드 전화기에서 지원되는 전화걸기 습관 집합은 일반 엔드포인트에서 지원되는 전화걸
기 습관 집합과 다릅니다 .
•

기타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지정된 통화의 경우 , 단축 발신용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다이얼 문
자열을 수정하고 적절하게 엔터프라이즈 내선 번호로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이 5 자릿수 내부 발신에 기반한다고 가정할 때 , 시스템은 엔터프
라이즈 내선 번호로 통화 전송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이중 모드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
되어 있을 때 전화를 건 경우 +1 408 555 1234 또는 408 555 1234 로 건 통화가 수정되고 51234
로 재전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

•

이중 모드 장치로 지정된 엔터프라이즈로의 모든 착신 전화는 발신 번호 및 / 또는 발신자 ID
앞에 해당 숫자를 지정하여 부재 중 , 발신 및 수신 전화 기록 목록이 전체 +E.164 형식으로 표
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이중 모드 장치 사용자가 다이얼 문자열을 편집할 필요 없
이 통화 기록 목록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대신 ,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었든 아
니든 , 통화 기록 목록에서 번호를 선택하여 전화를 다시 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엔터프라
이즈 내에서 걸려온 착신 전화가 51234 에서 이중 모드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생성되
는데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면 Unified CM 은 이중 모드 장치의 기록 목록 내 결과 항목이
408 555 1234 또는 +1 408 555 1234 를 표시하도록 발신 번호를 조작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었거나 이후 조작 작업 필요 없이 모바일 음성 네트
워크에만 연결되었든 , 이 번호로 걸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장치에 대해 정규화된 전화걸기의 한 가지 예외사항은 일부 엔터프라이즈 또는 전화기
에 내부적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입니다 ( 즉 , 외부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해당
DID 번호가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번호에 단축 형식을 사용하여 ( 수
동으로 또는 연락처에서 )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번호에는 외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엔
터프라이즈 내에서만 걸 수 있으므로 , 연락처 목록에서 이러한 번호를 저장할 때 일종의 엔터프라
이즈 전용 표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이러한 내부 전용 번호에서의 착신 전화는 엔터
프라이즈 내부에서만 발신 번호에 걸 수 있으므로 , 통화 기록 목록용으로 수정해선 안됩니다 . 대
신 , 이러한 내선 번호에서의 전화를 수정 없이 모든 통화 기록 목록에 나열하여 장치가 엔터프라
이즈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된 동안에만 성공적으로 단축 다이얼 문자열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태블릿과 같은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전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연
결과 엔터프라이즈 음성 및 비디오 전화 통신 또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서비스에 종속됩니다 .
비상 서비스 및 전화걸기 고려 사항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911, 999 및 112 와 같은 비상 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 때 약간
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으므
로 , 비상 발생 시 장치 및 장치 사용자의 위치 표시 제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셀룰러 음성 라디오
가 포함된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는 해당 공급자 네트워크에서 위치 서비스를 수신하고 이러한 위
치 서비스는 장치가 연결되었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워
크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이중 모드 장치 사용자는 비상 전화
를 걸고 장치 및 사용자 위치를 판별할 경우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Cisco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 장치가 비상 및 위치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공급자 음성 네트워크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구성 페이지의 비
상 번호 필드에 구성된 번호로 건 모든 통화가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도록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이중 모드 전화기 사용자에게 기업 네트워크보다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비상 전화를 걸도록 조언하십시오 .
WLAN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비상 전화 걸기는 권장되지 않지만 셀룰러 음성 라디
오가 없는 모바일 장치는 이러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비상 전
화를 걸기 위해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는 모바일 장치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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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발신자 ID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또
는 WLAN 을 통해 ) 등록되었을 때 , WLAN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엔터프라이즈 회
선으로 건 모든 통화는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를 발신자 ID 로 가지고 전송됩니다 . 이렇게
해서 반환 통화는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가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통화 기록 목록에서의
반환된 통화는 항상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전송됩니다 .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해 이중 모드 모
바일 장치가 활성화되고 , 휴대폰 번호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켜진 경우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마다 엔터프라이즈 번호로의 반환 전화도 PSTN 을 통해 이중
모드 장치로 확장됩니다 .
통화 중 기능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엔터프라이즈 엔드포인트로
등록되면 Unified CM 에서 지원하는 SIP 통화 신호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보류 , 보류 해제 , 호전환
및 전화회의와 같은 통화 처리 보완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에 등록된 IP 전화
기 또는 클라이언트에서처럼 , 이러한 장치는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컨퍼런스 브리지 ,
MTP(Media Termination Point) 및 트랜스코더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미디어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
습니다 .
외부 통화 라우팅

이중 모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Unified CM 에 등록되
지 않았을 때는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Unified CM 은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장치에서 걸거나 받는 전화를 볼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번호는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지 않은 이중 모드 전화기에서 전화를 걸 때 네
트워크로 전송되는 발신자 ID 입니다 . 이것은 응답하지 않은 통화가 엔터프라이즈로 다시 전송되
지 않고 이중 모드 장치의 휴대폰 번호로 바로 다시 걸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Cisco Unified Mobility 와 통합될 경우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
프라이즈 밖에 있고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았을 때도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를 걸 경우 엔
터프라이즈 2 단계 전화걸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Mobility 2 단계 전화걸기는 모
바일 음성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사용자는 발신 번호를 걸
기 전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액세스 DID 번호를 걸고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Unified
Mobility 2 단계 전화걸기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음성 액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
세스 , 21−5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마찬가지로 , 이중 모드 전화기가 Unified Mobility 와 통합된 경우 사용자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통해 휴대폰 번호에서 엔터프라이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를 받을 수 있고 , DTMF 키 시퀀스를 사용
하여 보류 , 보류 해제 , 호전환 및 전화회의를 비롯한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할 수 있고 , 사무실 전화
기 당겨받기를 수행하여 휴대폰에서 회사 사무실 전화기로 활성 전화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원격 보안 엔터프라이즈 연결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클라이언트를 Unified CM 에 등록하고 기타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
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보안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장치가 엔터프라이즈 내
에 있지 않을 때도 엔터프라이즈 VVoIP(Voice and Video over IP) 통화 및 기타 협업 서비스에 대한
IP 텔레포니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장치의 원격 보안 연결은 인터넷 상에서 클라
이언트 연결을 보안하기 위해 Cisco AnyConnect 모바일 클라이언트 VPN 솔루션 또는 VPN 을 사
용하지 않는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원격으로 연결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의 음성 및 비디오 품질과 사용자 경험은 인터넷 기반 네
트워크 연결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Cisco 는 이 유형의 클라이언트 연결에 대한 수용 가능한 음
성 및 비디오 품질이나 성공적인 연결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비즈니스 중요 통신을 위해 이 유형
의 연결에 의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없거나 낮은 대역폭의 인터넷 연결을 사
용하는 이중 모드 장치의 경우 , 이중 모드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원격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
신 인프라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 전
화를 걸도록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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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비스 및 기능

통화 처리 또는 통화 제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이 섹션에 설명
된 추가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전화 전환

이중 모드 장치 배포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에서 또는 밖으로 이동할 때
또는 장치가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셀룰러 음성 라디오에
서 WLAN 라디오로 , 또는 그 반대로 변경될 때 통화 보존입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 사용자는 종종
이동하므로 , 이중 모드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에서 또는 밖으로 이동할 때 활성 전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 장치와 기본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네
트워크는 특정 형태의 전화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와 기본 IP 텔레포니 인프라 모두가 수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전화 전환이 있
습니다 .
•

핸드아웃
통화 핸드아웃은 이중 모드 전화기의 WLAN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이중 모드 전
화기의 셀룰러 음성 인터페이스로 활성 통화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IP
네트워크에서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로 전화를 제공해
야 합니다 .

•

핸드인
통화 핸드인은 이중 모드 전화기의 셀룰러 음성 인터페이스에서 이중 모드 전화기의 WLAN 또
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활성 통화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 이것은 모바일 음
성 네트워크에서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IP 네트워크로 전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의 전환 동작은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의 성격과 이 클라이언트의 특정 기능에 따
라 달라집니다 .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 전환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호출될 수 있습니다 . 수동 전환 시나리오에서 이중 모드 사용자는 위치와 필요성에 기반
하여 전환 작업을 시작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자동 전환을 사용할 때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WLAN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클라이언트에서 WLAN 신호의 강화 또는 약화에 기반하여 전환을 결정합니
다 . 핸드아웃은 WLAN 신호 약화인 경우 시작되는 반면 , 핸드인은 WLAN 신호 강화인 경우 시작
됩니다 . 자동 전환은 WLAN 신호 세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장치에 종속됩니
다.
전환 작업은 전화 통화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IP 통신 전환 인프라의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데 중요
합니다 . 또한 이러한 작업은 사용자가 전화를 바꾸기 위해 원래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를 걸 필요
가 없도록 음성 지속성과 멋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XMPP 기반 IM and Presence

일부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구내 또는 구외 애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서비스에 통합하여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에 기반한 엔터프라이즈 IM(Instant Messaging)
및 프레즌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경우에서든 이러한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IM and
Presence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연락처 또는 친구 목록에 사용자 추가

•

사용자의 현존 및 가용성 상태 설정 및 전파

•

친구 또는 연락처의 현재 상태 수신

•

인스턴트 메시징 (IM) 또는 문자 메시지 작성 및 전송

•

IM 또는 문자 메시지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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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nd Presence 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
자는 연락처에 자신의 가용성 상태를 나타내고 연락처의 가용성 상태를 볼 수 있으므로 ,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사용자들은 휴대폰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에 대
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엔터프라이즈 기반 IM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기업 디렉토리 접근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가 연락처 조회를 위해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액세스는 다음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
•

클라이언트와 호환 가능 LDAP 디렉터리 사이의 통신을 위한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

Unified CM 클러스터의 최종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연락처 정보에 대한 인증
된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작업 세트를 제공하는 UDS(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 API 와 클라이언
트 사이의 REST 기반 (HTTPS) 통신
UDS−LDAP 프록시는 연락처 검색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연락처 검색
이 UDS 에서 계속 처리되지만 기업 LDAP 디렉토리로 프록시되며 UDS 는 결과를 모바일 클라
이언트로 다시 전달합니다 . 이렇게하면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Unified CM 내에서 지원되는 사
용자 수를 초과하는 회사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디렉터리 액세스는 모바일 장치 및 클라이언트에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 모바일 장치에서 회
사 디렉터리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을 때 , 모바일 사용자에게 우수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서비스

많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서비스의 액세스도 지원합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읽지 않은 음성 메일이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에 있고 모바일
장치가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마다 엔터프라이즈 메시지 대기 중 표시를 수신할 수 있
습니다 . 뿐만 아니라 ,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음성 메일 시스템 번호를 걸고 필수 자격 증명을 제공한 후 음성
사서함으로 이동할 때 엔터프라이즈 음성 메일 메시지가 검색됩니다 . 그러나 , Cisco Jabber 모바
일 클라이언트는 음성 사서함의 모든 메시지 목록을 다운로드하고 표시한 다음 모바일 장치로 다
운로드하여 청취할 개별 메시지를 선택하여 음성 사서함에서 음성 메일 메시지를 검색하는 기능
을 제공합니다 . 때때로 이것은 시각적 음성 메일을 나타냅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엔터프라이
즈 음성 메일 시스템은 모두 메시지 대기 중 표시 (MWI), 음성 메일 메시지 정보 및 네트워크 상에
서 메시지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REST(HTTPS) 를 통해 시각적 음성 메일을 지원하고 , MWI, 음성 메일 목록 및 메시지 다운로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DVO(Dial via Office)

DVO(Dial via Office) 기능은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가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를 통해 전화
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자동 엔터프라이즈 전화걸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 DVO 발신 배포는 엔터
프라이즈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

직접 전화 건 셀룰러 전화와 비교할 때 국제 및 ( 가능하면 ) 장거리 전화 비용 절약 . 모바일 데
이터 순회의 경우에도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내부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거는 기능 . DVO 통화는 엔터프라이즈 회선을 사용하여 걸기 때문
에 비 DID 또는 내부 전용 엔터프라이즈 내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번호 표시 DVO 통화의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를 휴대폰 번호가
아닌 발신자 ID 로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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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집중식 엔터프라이즈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CDRs) 및 통화 로그 . DVO 통화는 엔터프
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를 통해 걸기 때문에 관리자는 PSTN 및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를 순회
하더라도 , 이러한 전화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가집니다 .

•

엔터프라이즈 통화 앵커링 . DVO 통화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앵커링되므로 , 사용자가 Cisco
Unified Mobility DTMF 기반 통화 중 기능 및 사무실 전화 당겨받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는 Unified CM 전화 통신 인프라를 사
용하여 DVO 전화를 걸고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는 엔터프라이즈 회선을 사용하여 전화
를 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음성 미디어가 IP 네트워크를 순회하는 VoIP(Voice over IP) 발신과 달
리 , 그림 21−28 에 나타난 대로 , 이 기능은 IP 연결 (WLAN 또는 모바일 데이터 ) 상에서 클라이언
트와 Unified CM 간 SIP 신호 처리와 모바일 장치와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간 음성 미디어로 수월
해집니다 .
그림 21-28

Cisco Dial Via Office 아키텍처

PSTN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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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Voice
Network

Call Media
(Voice)

Cisco Unifie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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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
Private
Priv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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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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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Cisco ASA

참고

DVO 통화의 경우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발생한 모든 음성 또는 미디어는 항상 모바일 음성 네트워
크 , PSTN 및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순회합니다 . 미디어는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IP 데이터 연결을 순회하지 않습니다 . 미디어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은 통화 신호 처리 트래픽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상호 연결에만 사용됩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해 구현된 DVO(Dial via Offic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중 모드 장
치용 Cisco Jabber DVO(Dial Via Office), 21−9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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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위한 간소화된 구성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처음 최종 사용자 클라이언트 구성을 간
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구성 방법을 제공합니다 . 이 구성 방법은 회사 DNS 서버 내 RFC 2782 표준
도메인 이름 서비스 레코드 (DNS SRV) 에 의존하여 네트워크의 협업 서비스를 자동으로 검색합니
다 . DNS SRV 레코드는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통화 제어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한 해당 애
플리케이션 서버로 안내합니다 . 이러한 구성 및 프로비저닝 방법은 사용자가 XMPP IM and
Presence 서버와 음성 및 영상 통화 제어 서버나 TFTP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완화시킵니다 . 대신 사용자는 간단히 사용자 ID 및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
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적절하게 사용자에게
자격 증명을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러한 백 엔드 서버에 연결합니다 . 서비스를 찾
을 수 없거나 서비스 검색 작업이 실패하면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수동 구성 모드로
복귀하므로 사용자가 협업 애플리케이션 서버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및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 우선 순위 및 가중치 표시를 가진 다중 DNS SRV 레코드는 백 엔드 협업 애플리케이션 서
비스의 고가용성뿐만 아니라 ,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 서버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 분배
를 보장합니다 .
참고

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간소화된 구성은 백 엔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및 서
비스 구성 및 프로비저닝과 관련된 관리 작업을 단순화합니다 . 회사 DNS 서버에서 DNS SRV 레
코드 작성 외에도 사용자 계정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및 서비스 구성을 추가하는 모든 관리 작
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

Cisco BYOD(Bring Your Own Device) 인프라
Cisco Jabber 와 같은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Android 및 Apple iOS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장치 사용자에게 음성 , 비디오 및 인스턴트 메시징을 비롯한 핵심 통합 커
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회사 무선 LAN 에 연결
될 때 Cisco BYOD(Bring Your Own Device) 인프라 내에서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엔터프라이즈 무선 LAN 연결 또는 VPN 또는 VPN 을 사용하
지 않는 연결을 통한 원격 보안 접속에 의존하므로 , Cisco Unified Access 네트워크 내에서 배포될
수 있고 BYOD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ID, 보안 및 정책 특징과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BYOD 인프라는 광범위한 액세스 사용 사례 또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다양한 장치 소유 및
액세스 요구사항을 해결합니다 . 다음과 같은 상위 수준의 액세스 사용 사례 모델을 고려하십시오 .
•

기본 액세스 — 이 사용 사례는 게스트 장치에 대한 기본 인터넷 전용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 이 사용 사례는 회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고 직원 소유의 개인 네트워크 연결
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제한된 액세스 — 이 사용 사례는 회사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를 활성화하지만 ,
전적으로 회사 소유의 장치에 적용됩니다 .

•

향상된 액세스 — 이 사용 사례는 회사 정책에 기반하여 회사 소유의 장치와 직원 소유의 개인
장치 모두용 회사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세부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

회사 또는 개인 장치에서 실행하든 , Cisco 협업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전체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많은 백 엔드 구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 이러
한 이유로 , 제한된 또는 향상된 액세스 사용 사례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Android 또는 iPhone 용
Cisco Jabber 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됩니다 . 이러한 두 액세스 모델의 주요 차이점은 제한된
액세스의 경우 회사 소유의 장치에 회사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가 제공된다는 것입
니다 . 향상된 액세스의 경우에는 범위가 직원 소유의 장치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뿐만 아니라 , 장
치와 장치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회사 보안 정책에 기반하여 특정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회사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세부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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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협업 서비스의 경우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는 기업 네트워크의 연결 없
이 ,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합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사용 사례가 인
터넷 액세스만 필요로 하므로 기본 액세스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모바일 장치를 배포할 수 있
습니다 .
Cisco BYOD 인프라 및 BYOD 액세스 사용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BYOD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byod−smart−solution/overview.html
Cisco BYOD 인프라 내에서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설계 및 배포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
•

네트워크 관리자는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조정 없이
, ( 초기 프로비저닝 후 ) 백그라운드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음성 및 영상 지원 클라이언트 연결
허용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특히 , 인증서 기반 ID 및 인증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연결 및 인
증 지연을 최소화하여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가 보안 VPN 또는 VPN 을 사용하지 않는 연결을 통해 원격으
로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사니리오에서 :
– 네트워크 관리자는 엔터프라이즈 전화 통신 인프라 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자 조정

없이 완벽한 보안 연결의 필요성에 회사 보안 정책의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 최종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려면 장치를 소유하고 핀 잠금 (pin−lock) 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 인증
서 기반 인증 및 장치 핀 잠금 (pin−lock) 정책 개선을 사용하여 사용자 조정 없이 매끄럽게
연결하고 2 인자 인증과 유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인자 인증이 필요하면 장치
가 엔터프라이즈에 원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조정이 필요합니다 .

– 인프라 방화벽 구성에서 모든 필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트래픽이 기업 네

크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액세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회사 방화벽에서 해당 포트 및 프로토콜에 대한 액세스를 열지 못하면 Cisco 모바일 클라
이언트 또는 장치가 음성 및 비디오 전화 통신 서비스를 위해 구내 Cisco 통화 제어에 등록
하지 못하거나 엔터프라이즈 디렉터리 액세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시각적 음성 메일과 같
은 기타 클라이언트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

Cisco Jabber 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협업 애플리케이션이 직원 소유의 모바일 장치에 설치되었
을 때 , 엔터프라이즈 보안 정책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장치의 정보를 지우거나 장치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경우 , 장치 소유자들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장치에서 개인 데
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

•

Cisco 협업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할 때 종단간에서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가 음성
미디어 및 전용 비디오에 대한 우선 순위 대기열 지정 및 신호 처리 대역폭을 포함하여 서비스
의 필요한 QoS 등급을 지원하여 애플리케이션 음성 및 영상 통화의 품질과 모든 기능의 적절
한 동작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대한 배포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의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

Android 및 Apple iOS 용 Cisco Jabber, 21−88 페이지

•

Cisco Spark, 21−106 페이지

•

Cisco WebEx Meetings, 21−106 페이지

•

Cisco AnyConnect 모바일 클라이언트 , 21−10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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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및 Apple iOS 용 Cisco Jabber
이 섹션에서는 Cisco Jabber 에 대한 특성과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iPad 및 iPhone 을 비롯한 Android 및 Apple iOS 모바일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스토어 또는 마켓 (Apple Application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클라
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Apple iOS 또는 Android 장치에 설치했으면 기업 네트워크
에 연결하고 Unified CM 에 SIP 엔터프라이즈 전화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등록 및 통화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Unified CM 내에서 장
치를 Android 또는 iPhone 용 Cisco 이중 모드나 태블릿용 Cisco Jabber 장치 유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 엔터프라이즈 WLAN 인프라 및 보안 정책에 기반한 연결을 위해 엔터프라이
즈 WLAN 에 액세스하도록 모바일 장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나 비엔터프라이즈 WLAN 상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모바일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장치가 기업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되었으면 Cisco Jabber 클라이언트가 시작될 때 장치를
Unified CM 에 등록합니다 . Unified Mobility 에 통합하고 전환 기능을 활용하려면 Android 또는
iPhone 스마트폰의 휴대폰 번호를 Unified CM 내에서 Android 또는 iPhone 장치용 Cisco 이중 모드
에 연결된 모바일 ID 로 구성해야 합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다음 장치에서 지원됩니다 .
•

Android
Android 전화기 및 태블릿의 다양한 모델 . ( 특정 장치 및 펌웨어 지원 정보는 아래 참조된 릴
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이러한 장치는 최신 펌웨어 버전인 4.1(2) 을 실행해야 합니다 . 이
후 버전의 Android 펌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Android 장치의 WLAN 인터페이스
는 802.11a, 802.11b, 802.11g, 802.11n 및 802.11ac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합니다 .

•

Apple iOS
iPhone 및 iPad 를 포함하여 다양한 Apple iOS 장치 . ( 특정 장치 및 펌웨어 지원 정보는 아래 참
조된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이러한 장치에서는 최소 iOS 버전 10.3 이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 Apple iOS 장치 대부분의 WLAN 인터페이스는 802.11a, 802.11b, 802.11g 및 802.11n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합니다 . 새로운 일부 Apple 장치에서는 802.11ac 를 지원합니다 .

최신 특정 장치 및 펌웨어 버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제품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
오.
•

Android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android/products−release
−notes−list.html

•

iPhone 및 iPad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jabber−iphone−ipad/products−rele
ase−notes−list.html

Android, iPad 및 iPhone 클라이언트용 Cisco Jabber 는 VVoIP(Voice and Video over IP Phone) 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 XMPP 기반 엔터프라이즈 인스턴트 메시징 (IM) 및 프레즌스 , 회사 연락처 및
디렉터리 서비스 ( 엔터프라이즈 연락처 소스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되었을 때 ), 그리고 엔터프라이
즈 음성 메일 메시지 대기 중 표시 (MWI) 및 시각적 음성 메일 (Cisco Unity Connection 에 통합되었
을 때 ) 도 제공합니다 .
스마트폰 (Android 및 iPhone) 에서 실행 중인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Cisco Jabber 이중 모드 전
환 , 21−91 페이지의 섹션에 설명된 대로 수동 핸드아웃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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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Jabber Android 및 Apple iOS 클라이언트 , 추가 기능 세부 정보 및 지원되는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Cisco Jabb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Android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android/tsd−products−su
pport−series−home.html

•

iPhone 및 iPad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jabber−iphone−ipad/tsd−products
−support−series−home.html

Cisco Jabber 서비스 검색

이전에 표시한 대로 Jabber 와 같은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DNS 조회 및 DNS SRV 서비스 레
코드 분석을 통해 사용 가능한 협업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검색이 제대로 구성된
경우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만 입력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가능한 협업 서비스를 자동으로 검
색하여 연결합니다 .
그림 21−29 에 표시된 대로 초기 클라이언트 구성 또는 네트워크 연결 변경 시 Jabber 에서 다음
SRV 레코드의 DNS 를 조회하여 협업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

_cisco_uds._tcp.<domain>
Jabber 가 VVoIP(Voice and video over IP) 통화를 사용하는 전화기 전용 모드 또는 IM and
Presence 외에도 음성 및 영상 통화를 사용하는 전체 UC 모드에 배포될 때 이 유형의 SRV 레코
드가 엔터프라이즈 DNS 서버에 추가됩니다 . 이 레코드에 대한 쿼리가 DNS 에서 확인되면
Cisco Jabber 가 Unified CM 에 연결하여 인증자를 판별하고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습니다 .

•

_cuplogin._tcp.<domain>
Jabber 가 XMPP 기반 IM and Presence 를 사용하는 IM 전용 모드에 배포되면 이 유형의 SRV 레
코드가 엔터프라이즈 DNS 서버에 추가됩니다 . DNS 에서 이 레코드의 쿼리를 분석하는 경우
Cisco Jabber 가 Unified CM IM and Presence 에 연결하여 인증합니다 .

Cisco WebEx Messenger 로 하이브리드를 배포하는 경우 , 초기 구성 중이나 네트워크 연결 변경 시
도메인이 유효한 WebEx 도메인인지 판별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의 CAS( 중앙 인증 서비스 ) URL 에 HTTP 쿼리도 발행합니다 . 클라이언트가 유효한 WebEx 도메
인이 입력되었음을 확인하는 HTTP 쿼리 결과를 받으면 , 클라이언트가 WebEx Messenger 서비스
에 연결하여 인증하고 Cisco WebEx Org Admin 에 구성된 대로 사용 가능한 UC 서비스에 대한 정
보 및 클라이언트 구성을 검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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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IM and Presence
(imp.example.com)

Post discovery:
» Connect
» Authenticate
» Download
configuration

Unified CM
(ucm.example.com)

DNS example query:
» _cisco-uds._tcp.example.com?
» _cuplogin._tcp.example.com?

Cisco

DNS

WebEx
HTTP query to WebEx CAS:
» Is example.com a valid
WebEx domain?
» If yes, connect and authenticate

DNS example response:
» ucm.example.com
» imp.example.com

Corporate
DNS

348776

그림 21-29

모바일 협업

UDS 서비스가 Unified CM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는 동안 , Unified CM UDS 서비스의
DNS SRV 레코드를 구성할 때 관리자가 분석 레코드를 Unified CM 신청자 노드로만 구성해야 합
니다 . 이렇게 하면 UDS 서비스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작용할 때 게시자 노드를 피하고 , 대신 클러
스터 내의 통화 처리 노드 전체에 로드를 분산합니다 .
서비스 검색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DNS 에 의존할 수 없는 배포의 경우 Jabber 클라이언트가 수동
구성으로 복귀하므로 , 사용자가 인증자와 서비스 노드 IP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수동으로 구성
된 IP 주소는 후속 연결에서 사용하도록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캐시합니다 .
서비스 검색 또는 수동 구성이 완료되면 Jabber 에서 서비스 프로파일 및 / 또는 jabber−config.xml
파일 ( 사용 가능한 경우 ) 을 인증하여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 그러면 추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서
비스 ( 예 : 음성 메일 및 디렉터리 ) 로 클라이언트를 안내하고 적절한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
Cisco Jabber 회사 디렉터리 액세스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연락처 정보에 액세스합
니다 . 이전에 Jabber 친구 목록에 추가된 연락처 및 로컬 장치 연락처 외에도 Jabber 모바일 클라이
언트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 디렉터리리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시스코 디렉토리 통합 (CDI)
회사 디렉터리에 액세스하는 CDI 방법은 Jabber 클라이언트와 지원되는 LDAP 호환 디렉터리
( 예 : Microsoft Active Directory 및 OpenLDAP) 사이의 LDAP 통신을 사용합니다 . CDI 는 온 −
프레미스 Jabber 클라이언트의 기본 디렉터리 통합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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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M UDS(User Data Service)
회사 디렉터리에 액세스하는 UDS 방법은 각 Unified CM 노드에서 실행 중인 Unified CM UDS
서비스와 Jabber 클라이언트 사이의 HTTP 통신을 사용합니다 .

•

통합된 CM UDS− 대 −LDAP 프록시
이 회사 디렉토리 액세스 방법은 로컬 사용자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대신 회사 LDAP 디렉토리
에 대한 디렉토리 검색을 확인하거나 프록시하는 Unified CM UDS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
USD− 대 −LDAP 프록시를 사용하면 Jabber 사용자가 로컬 통합 CM 클러스터 최종 사용자 데
이터베이스에 제한되지 않고 전체 회사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jabber−config.xml 파일은 Jabber 클라이언트의 특정 디렉터리 관련 설정을 구성하는 외에도 Jabber
클라이언트의 디렉터리 통합 방법을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
온 − 프레미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디렉터리 액세스의 CDI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abber 클라이언트가 익스프레스웨이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연결하면 UDS
방식의 디렉토리 액세스 ( 로컬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또는 UDS−LDAP 프록시 ) 만 지원됩니
다 . 회사 디렉토리 크기가 로컬 Unified CM 디렉토리 크기 ( 사용자 수 160,000 명 이상 ) 를 초과하
는 경우 USD− 대 −LDAP 프록시 사용을 고려하여 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전체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sco Jabber 이중 모드 전환

Cisco Jabber 와 같은 Cisco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를 적절하게 배포하려면 클라이언트 내에서 전환
작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isco Jabber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는 전환
방법은 iPhone 용 Cisco 이중 모드 또는 Android 장치용 Cisco 이중 모드 구성 페이지의 모바일 네
트워크로 전송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송 설정에 따라 , 두 가지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
•

핸드아웃의 이동성 소프트키 방법 , 21−91 페이지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송 설정은 이동성 소프트키 사용 ( 사용자가 통화 수
신 )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 유형의 전환에서 Unified CM 시스템은 PSTN 상에서 사용자
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발생시킵니다 .

•

핸드아웃의 전환 번호 방법 , 21−92 페이지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송 설정은 전환 DN 기능 사용 ( 사용자가 통화 수신
)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 유형의 전환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
에서 Unified CM 시스템 내에 구성된 전환 번호로 전화를 발생시킵니다 .

참고

전환 기능은 이중 모드 스마트폰에만 적용됩니다 . 이 기능은 삼성 Galaxy Note Pro 와 같은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는 장치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핸드아웃의 이동성 소프트키 방법

그림 21−30 에 설명된 작업은 WLAN 인터페이스에서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모
바일 음성 네트워크 또는 장치의 셀룰러 인터페이스로 수동으로 이동 중인 엔터프라이즈 내 iPhone
또는 Android 이중 모드 장치의 활성 전화에 대해서입니다 . 보시다시피 , 엔터프라이즈 WLAN 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와 PSTN 네트워크의 전화기 간에 기존 통
화가 있습니다 ( 1 단계 ). 이것은 수동 프로세스이므로 , 사용자는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내 통화
중 메뉴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 단추를 선택하여 Unified CM 에 통화를 핸드아웃하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2 단계 ). 다음으로 , Unified CM 은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 모바일 장치에 해당하는 구성된 이동성 ID 번호로 전화를 발생시킵니다 ( 3 단계 ). 이동성 ID 에
대한 이 통화는 iPhone 또는 Android 장치의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또는 셀룰러 인터페이스로 걸립
니다 . 이제 사용자는 엔터프라이즈 밖으로 나오고 WLAN 네트워크 서비스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
습니다 ( 4 단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 Unified CM 에서의 착신 전화는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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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에서 수신되고 핸드아웃을 완료하려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 셀룰러
인터페이스에서 착신 전화에 응답하면 WLAN 을 순회 중인 RTP 스트림이 PSTN 게이트웨이로 재
전송되고 통화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와 원래 PSTN 전화 간에 통화가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
이에 앵커링되어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 5 단계 ).
그림 21-30

Cisco Jabber 이중 모드 핸드아웃 (WLAN 에서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로 ): 이동성 소프트

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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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핸드아웃의 전환 번호 방법

그림 21−31 에서는 그림 21−30 에서와 동일한 핸드아웃 작업을 나타내는데 ,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내 iPhone 이중 모드 전화기의 활성 통화가 WLAN 인터페이스에서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
이를 통해 장치의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또는 셀룰러 인터페이스로 이동됩니다 . 그러나 , 이 경우
에는 핸드아웃의 전환 번호가 사용됩니다 .
그림 21−31 에 나타난 대로 , 엔터프라이즈 WLAN 에 연결되고 Unified CM 에 등록된 이중 모드 장
치와 PSTN 네트워크의 전화기 간에 기존 전화기가 있습니다 ( 1 단계 ). 이것은 수동 프로세스이므
로 , 사용자는 Cisco Jabber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 내 통화 중 메뉴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 단추
를 선택하여 Unified CM 에 통화를 핸드아웃하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2 단계 ). 다음
으로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 셀룰러 인터페이스를 통
해 Unified CM 시스템 내 구성된 전환 번호로 전화를 발생시킵니다 ( 3 단계 ). 이제 사용자는 엔터
프라이즈 밖으로 나오고 WLAN 네트워크 서비스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4 단계 ). 그럼에
도 불구하고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서의 착신 전화는 Unified CM 에서 수신합니다 . 인바운드
발신 번호가 사용자의 구성된 이동성 ID 와 일치한다고 가정할 때 , WLAN 을 순회 중인 RTP 스트
림이 PSTN 게이트웨이로 재전송되고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원래 PSTN 전화기 간에
,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에 통화가 앵커링되어 통화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 5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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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Cisco Jabber 이중 모드 핸드아웃 : 전환 번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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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핸드아웃의 전환 번호 방법에서는 Unified CM 이 핸드아웃을 시도하는 Cisco 이중 모드 장치 아래
에 구성된 이동성 ID 번호와 일치하는 인바운드 발신 번호를 PSTN 네트워크에서 수신해야 합니다
. 이중 모드 장치에서 발신자 ID 를 보내지 않은 경우 , PSTN 공급자가 인바운드 발신자 ID 를 엔터
프라이즈로 보내지 않는 경우 또는 인바운드 발신자 ID 가 사용자의 구성된 이동성 ID 아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핸드아웃 작업은 실패합니다 .

참고

Cisco Jabber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에서는 핸드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진행 중인 통화가 이중 모
드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또는 셀룰러 인터페이스와 엔터프라이즈 전화기 ( 또는 엔터프라이즈 게
이트웨이에 통화가 앵커링된 PSTN 전화기 ) 간에 활성화된 경우 , 전화를 이중 모드 장치의 WLAN
인터페이스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중 모드 클라이언트가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었고
Unified CM 에 등록되었으면 전화를 끊고 다시 거는 것입니다 .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WLAN 설계 고려 사항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은 WLAN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
•

가능하면 항상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레이어 2 의 WLAN 에서만 로밍하여 장치의
WLAN 인터페이스에서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장치 IP 주소의 변경으
로 인해 서브넷 경계를 넘는 레이어 3 로밍 시나리오에서는 통화가 끊깁니다 .

•

모든 AP 에서 동일한 SSID 가 사용되는 WLAN 네트워크에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배치하십시오 . AP 간 로밍은 SSID 가 서로 다를 경우 훨씬 더 느립니다 .

•

WLAN 의 모든 AP 가 해당 SSID 를 브로드캐스트하도록 하십시오 . AP 가 SSID 를 브로드캐스
트하지 않으면 장치는 다른 Wi−Fi 네트워크에 참여할 지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장치가 자
동으로 기타 Wi−Fi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일이 발생하면 통화는 중단됩니다 .

•

가능하면 항상 5GHz WLAN 대역 (802.11a/n/ac) 에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배포하십시
오 . 5GHz WLAN 은 음성 및 영상 통화에 대해 더 나은 처리량을 제공하며 간섭이 더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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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모드 장치용 Cisco Jabber DVO(Dial Via Office)

The Unified CM 관리자는 iPhone 또는 Android 장치용 Cisco 이중 모드 구성 페이지의 제품별 구성
레이아웃 섹션을 사용하여 각 이중 모드 장치에 대한 DVO(Dial Via Office) 발신을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DVO 가 활성화되었으면 사용자는 Cisco Jabber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통화
옵션 설정을 사용하여 DVO 를 켤 수 있습니다 . DVO 통화 옵션은 Jabber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발
신 전화 방법뿐만 아니라 , 착신 전화 방법도 명시함에 유의하십시오 . 표 21−4 에서는 네트워크 연
결 유형에 기반한 다양한 통화 옵션과 해당 착신 및 발신 전화 방법을 나타냅니다 .
표 21-4

Cisco Jabber DVO(Dial Via Office) 통화 옵션을 사용한 착신 및 발신 전화 방법

Cisco Jabber DVO 통화 옵션
자동 선택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VoIP(Voice over IP)

장치
IP 연결

발신 전화

착신 전화

발신 전화

착신 전화

발신 전화

착신 전화

802.11 WLAN( 회사 / 엔
터프라이즈 )

VoIP(Voice
over IP)

VoIP(Voice
over IP)

DVO(Dial Via
Office)

단일 전화번
호 연결

VoIP(Voice
over IP)

VoIP(Voice
over IP)

모바일 데이터

DVO(Dial Via
Office)

단일 전화번
호 연결

IP 없음

발신 전화 : 기본 셀룰러

802.11 WLAN( 비회사 /
엔터프라이즈 )

착신 전화 : 단일 전화번호 연결
DVO 가 처음 활성화될 때 기본 통화 옵션은 자동 선택으로 , 이 옵션을 설정하면 장치가 802.11
WLAN 상에서 연결되었을 때 인바운드 및 이웃바운드 Cisco Jabber 통화 모두에 대해 VoIP(Voice
over IP) 를 사용하는 반면 , 장치가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었을 때는 발신 전화에
DVO 가 사용되고 착신 전화에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이 사용됩니다 .
이 모든 경우 , Unified CM 내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구성의 비상 번호 필드에 구성된 비상 번호
로 건 통화는 선택된 통화 옵션과 상관 없이 셀룰러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 걸립니다 .
참고

DVO(Dial Via Office) 발신 기능은 이중 모드 스마트폰에만 적용됩니다 . Apple iPad 와 같은 태블릿
에는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으므로 이러한 태블릿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일 전화번호 연결에서처럼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 대해 DVO(Dial Via Office) 가 활성화되
면 Cisco Unified Mobility 의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또는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 기능이 시
작됩니다 . DVO(Dial Via Office) 의 경우 이 음성 메일 방지 기능은 네트워크 경로의 장애나 DVO
통화 설정 중 어떤 다른 통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착신 사용자가 발신 사용자의 음성 사서함에 도
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음성 메일 방지의 사용자 제어 방법은 DVO 통화 레그가 잘못
해서 음성 메일 시스템에서 응답하게 되면 Unified CM 에서 DTMF 신호음을 수신하지 않을 때 통
화 레그가 연결 해제되고 DVO 통화가 지워지기 때문에 최상의 전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의 사용자 제어 방법에 대해 Cisco Jabber 사용자가 활성화되면 이들 사용자
에게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이동성 전화를 수신할 때 모바일 장치 키패드의 단추를 눌러야 함을 알
립니다 . 그렇게 하지 못하면 통화 설정이 실패합니다 .

참고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의 사용자 제어 방법은 완전히 PSTN 연결 및 PSTN 게이트웨이 상의 모바일
장치 및 대역외에서의 DTMF 신호음을 Unified CM 으로 성공적으로 릴레이하는지에 종속되므로 ,
PSTN 에서 Unified CM 으로 착신 DTMF 를 전파하지 못하면 모바일 장치에서 걸거나 (DVO(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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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Office) 리버스 콜백 ) 또는 받은 ( 단일 전화번호 연결 ) 모든 엔터프라이즈 통화가 연결 해제됩
니다 . DTMF 를 PSTN 에서 Unified CM 으로 효과적으로 릴레이할 수 없으면 , 타이머 제어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방법을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 음성 메일 방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
성 메일로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 21−5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DVO(Dial Via Office) 발신 옵션 사용 사례

DVO(Dial Via Office) 를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은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통화 옵션 사용자 프로파
일을 고려하십시오 .
•

자동 선택
자동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파일은 사무실 안과 밖에서 이동하는 사용자입니다 .
이 사용자 프로파일의 경우 , 자동 선택은 802.11 WLAN 연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VoIP 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저 비용 라우팅을 제공하고 WLAN 연결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모바일 음
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DVO 및 단일 전화번호 연결 ) 로 장애 복구합니다 .

•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통화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파일은 거의 WLAN 서비스 지
역에 없고 모바일 데이터 연결이 IP 연결 상에서 좋은 음질과 신뢰할 만한 통화를 보장할 수 있
을 정도의 처리 속도 및 신뢰성을 제공하지 않은 이동이 매우 잦은 사용자입니다 .

•

VoIP(Voice over IP)
VoIP(Voice over IP) 통화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파일은 사무실 내에서 ( 홈 또는 엔
터프라이즈 ) 이동하지만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밖에서 엔터프라이즈 통화가 필요하지 않
는 사용자입니다 . 뿐만 아니라 , 이 사용자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비용
은 일반적으로 회사 지불 및 직원 지불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모두에 중요한 고려 사항
입니다 .

Dial Via Office 리버스콜백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Dial Via Office 리버스 콜백 (DVO−R) 을 지원합니다 . DVO 의 이 방법
을 사용하면 Unified CM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구성된 이동성 ID 또는 휴대폰 번호로 착신 전화가
통화 설정을 쉽게 합니다 .
그림 21−32 에서 DVO−R 통화 흐름을 나타냅니다 . 이 예에서 Cisco Jabber 사용자는
+1 408 555−7890 으로 PSTN 전화기에 걸려고 합니다 . 사용자는 번호를 걸거나 Cisco Jabber 클라
이언트 내 연락처 목록에서 번호를 선택합니다 . IP 연결 상에서 엔터프라이즈 및 Unified CM 으로
SIP 통화 설정 요청이 생성됩니다 ( 1 단계 ). 통화 설정 요청에 기반하여 Unified CM 은 엔터프라이
즈 PSTN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구성된 이동성 ID( 휴대폰 번호 ) 로 리버스 콜백을 생
성합니다 ( 2 단계 ). Unified CM 에서의 착신 전화를 모바일 장치에서 응답하면 통화가 사용자가
걸거나 선택한 번호로 확장됩니다 ( 3 단계 , 이 경우 , +1 408−555−7890). 맨 끝에서 전화를 받으면
미디어 경로가 연결되고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화가 앵커링됩니다 ( 4 단계 ).
이제 통화는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에 앵커링되었으므로 , 사용자는 이 전화 도중 어느 지점에
서나 Unified Mobility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기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Unified Mobility DTMF
기반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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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

모바일 협업

Cisco Jabber Dial Via Office 리버스 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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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 에 나타난 통화 흐름은 Cisco Jabber 가 Unified CM 에 등록되고 , 사용자에 대해 DVO 가
활성화되고 , 클라이언트 통화 옵션 설정이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또는 자동 선택이라고 가정합니
다 . 클라이언트 설정이 자동 선택인 경우 Cisco Jabber 를 실행 중인 이중 모드 장치는 모바일 데이
터 네트워크를 통해 IP 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는 802.11 WLAN 상에서 연결되었으면
DVO 보다는 오히려 VoIP(Voice over IP) 를 사용합니다 .
기본적으로 DVO−R 콜백 통화 레그는 그림 21−32 에서와 같이 ,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로 확장되지
만 , 사용자가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내 DVO 콜백 번호 필드에서 대체 콜백 번호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 기본적으로 DVO 콜백 번호 필드는 사용자의 구성된 이동성 ID 로 채워져 있습니다 . 사용
자가 이 필드에 다른 번호를 구성할 경우 DVO−R 콜백 통화 레그는 해당 번호로 확장됩니다 . 예를
들어 , 휴대폰에서 콜백을 수신하지 않고 , 사용자는 집 전화기로 콜백을 이동하려고 할 수 있습니
다.

참고

대체 콜백 번호로 DVO−R 을 호출할 때 , Unified CM 에서의 콜백 통화 레그가 사용자 지정 대체 번
호로 이동되면 통화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앵커링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사무실 전
화기 당겨받기를 수행하거나 대체 콜백 번호를 사용하여 DVO−R 전화에 대해 DTMF 기반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할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 DVO−R 대체 번호 전화에 음성 메일 방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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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O−R 통화는 일괄 다이얼링으로 쉽게 처리되므로 중복 송신 허용이 활성화된 패턴에 대해서도
중복 송신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프로파일 및 Dial Via Office 리버스콜백

Cisco Unified CM 이동성 프로파일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의 이동성 ID 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 필수는 아니지만 , 이동성 프로파일은 DVO−R 콜백 통화 레그 설정 도중 시스템이 이동성 ID 또
는 대체 콜백 번호로 보낸 발신자 ID 를 지정합니다 . 이동성 프로파일 구성 페이지의
Dial−via−Office 리버스 콜백 구성 섹션에서 콜백 발신자 ID 필드에 구성된 번호는 발신자 ID 로 보
낸 번호입니다 . 이동성 ID 에 할당된 이동성 프로파일이 없거나 콜백 발신자 ID 필드를 공백으로
둘 경우 시스템은 구성된 기본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번호를 보냅니다 .
참고

이동성 프로파일의 모바일 클라이언트 통화 옵션 필드는 DVO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 설정
과 상관 없이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DVO 통화에 대해 활성화되었으면 DVO−R 전화를 겁니다
. DVO−F(Dial via Office 착신전환 ) 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옵션이 아닙니다 .
시스코 Jabber 지점 간 통화

시스코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Unified CM 등록없이도 IP 를 통해 지점 간 음성 및 화상 통화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신 Jabber 클라이언트는 REST / HTTPS 호출 신호를 위해 Cisco WebEx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 지점 간 통화 미디어는 통화 오디오 용 G.722 코덱과 통화
비디오 용 H.264 와 함께 RTP 프로토콜을 활용합니다 . REST 지점 간 통화의 경우 Jabber 모바일 클
라이언트 당 하나의 통화만 지원되며 보류 , 재개 , 전송 및 회의와 같은 중간 통화 보조 기능은 지
원되지 않습니다 .
iPhone 및 iPad 의 Cisco Jabber 용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모바일 장치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할 때 이전에는 iPhone 및 iPad 클라이언트용 Cisco Jabber 는
정기적인 직접 IP 소켓 연결 유지 메시지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백그라운드로 이동할 때
VVoIP(Voice over Video)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사
용자에게 통보되고 클라이언트는 수신 전화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Phone 및 iPad 11.9 및
Cisco Unified CM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 릴리스 11.5 SU3 이상 ( 또는 WebEx 메신저의 최신 버
전 ) 용 Cisco Jabber 부터는 클라이언트가 Apple iOS 장치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일 때 클라이
언트는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를 통해 수신 전화 및 메시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림 21−33 은 APN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 녹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Unified CM 또는
Unified CM IM and Presence 서비스 ( 또는 WebEx Messenger) 에서 클라이언트 알림이 필요한 경우
Unified CM 및 Unified CM IM and Presence 서비스 ( 및 / 또는 WebEx Messenger 서비스 ) 는 아웃바
운드 HTTPS 알림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상의 Cisco 협업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1 단계 ). Cisco 협업 클라우드는 인터넷의 APN(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 에 대해 보안 연결을 생
성하고 Jabber 클라이언트 알림을 APN 에 전달합니다 (2 단계 ). 그런 다음 APN 은 이전에 통신업
체 네트워크에서 Apple 장치의 초기 프로비저닝 동안 APN 에 등록된 Jabber iOS 클라이언트 장치
로 알림을 전달합니다 (3 단계 ). APN 을 통한 이 알림은 사용자에게 경고를 트리거합니다 . 알림 아
키텍처는 Apple iOS 용 Jabber 클라이언트가 VPN 을 통해 또는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를 통해 연결된 온 − 프레미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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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모바일 협업

Apple iOS 및 APN 아키텍처용 Cisco Jabbe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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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의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Apple iOS 용 Jabber 클라이언트가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 알림은 SIP 및 XMPP 를 통해 Unified CM 및 Unified CM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클
라이언트로 직접 전송됩니다 .
온 − 프레미스 Unified CM 및 Unified CM IM and Presence 배포의 경우 iPhone 및 iPad 클라이언트
용 Cisco Jabber 의 APN 은 클라우드 온 보딩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자가 Unified CM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iPhone 및 iPad 클라이언트 용 시스코
Jabber 는 APN 을 통해 전화 및 메시지 알림을 수신합니다 .
참고

iPhone 및 iPad 클라이언트용 Cisco Jabber 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일 때 , Apple iOS 의 현재 버
전 (iOS 10 및 iOS 11 포함 )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연결 유지 메시지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Unified CM 에서 APN 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직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나 Apple 은 알림을 위
한 직접 IP 소켓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곧 Apple iOS 장치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Apple
iOS 클라이언트에 대해 Jabber 에 알림을 보내려면 APN 이 필요합니다 . 현재의 직접 IP 소켓 방법
이 향후 Apple iOS 릴리스에서 제거되면 iPhone 및 iPad 클라이언트용 Cisco Jabber 가 백그라운드
에서 실행 중일 때 수신 전화 또는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APN 입니다 .
WebEx 메신저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배포의 경우 , 기본적으로 APN 이 WebEx 클
라우드에서 활성화되고 , iPhone 및 iPad 11.9 이상의 클라이언트용 Cisco Jabber 는 백그라운드에
서 실행되는 동안 APN 을 통해 IM 알림을 수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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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메신저로 Jabber−Jabber 통화는 APN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WebEx 메신저에
Jabber−Jabber 통화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 jabber−config.xml 파일의 < 정책 > < 푸시 _ 알림 _ 비
활성화된 > 파라미터로 APN 을 수동으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jabber−config.xml 매개 변수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 다음에 있는 Cisco Jabber 용 매개 변수 참조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jabber−iphone−ipad/products−inst
allation−guides−list.html
WebEx 메신저에서 AES (End−to−End Encryption) 정책이 강제 또는 선택으로 설정되면 APN 이 자
동으로 비활성화되고 클라이언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일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IM 알림을
받습니다 .
참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Jabber 용 APN 은 iPhone 및 iPad 클라이언트 용 시스코 Jabber 에만 적용
됩니다 Windows, Mac 및 Android Jabber 클라이언트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할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림을 계속받습니다 .
새로 고침 로그인 흐름을 사용한 Cisco Jabber 및 OAuth

Cisco Jabber 11.9 부터는 클라이언트 인증 및 권한 부여가 OAuth 2.0 인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용이해졌습니다 . 이렇게 하면 실행 및 네트워크 전환 중 로그인 속도가 빨라지고 재인증이 빨라집
니다 . Cisco Unified CM 12.0 및 Unified CM 11.5(1) SU3 이전에 Cisco Jabber 는 배포 내에서 단일
사인온 (SSO) 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OAuth 를 사용했습니다 . OAuth 구현은 인증 토큰을 인증한 다
음 클라이언트에 발급하는 인증 서버 역할을 하는 Unified CM 게시자를 사용합니다 . 새로 고침 토
큰과 함께 이 토큰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협업 서비스를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새로 고침
토큰을 사용하여 만료된 인증 토큰을 신속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 OAuth 2.0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 프레임워크 , 16−44 페이지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Jabber 클라이언트 인증 및 권한 부여에 OAuth 를 활용하려면 Cisco Unified CM, Unified CM IM and
Presence 및 Unity Connection 에서 새로 고침 로그인 흐름을 사용한 OAuth 서비스 매개 변수를 활
성화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Jabber 클라이언트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OAuth 를 사용하려면 Jabber 용 Expressway−C 클라이언트에서 새로 고침으로 OAuth 토큰에 의한
인증 설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Cisco Jabber 에서 OAuth 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Collaboration Solution 릴리스 12.0 을 사용하여 OAuth 배포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jabber−windows/products−install
ation−guides−list.html
Cisco Jabber 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Cisco Expressway 솔루션의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은 Cisco Jabber 용 보안 방화벽 통과를 제
공하므로 , 원격 Jabber 사용자가 엔터프라이즈 외부에 있을 때 모바일 장치에서 엔터프라이즈 협
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을 통과하는 통화 미디어와 신호 처리 등의 모든 협업 트래
픽은 암호화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의 Jabber 엔드포인트와 Expressway−C 노드 사이의 연결이
암호화됩니다 . Expressway−C 와 엔드포인트 또는 엔터프라이즈 내의 애플리케이션 간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가 Unified CM Cisco CTL(Certificate Trust
List) 공급자 및 CAPF(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서비스를 사용하는 보안 구성을 통해 쉽
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인증 , SRTP 미디어 및 TLS SIP 신호 처리 암호화를 포함하는 혼합 모드로
Unified CM 클러스터가 구성된 경우에만 엔터프라이즈의 미디어와 신호 처리 트래픽이 암호화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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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 는 DNS 쿼리 분석 및 분할 DNS 분석 설계를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 내부 또는 외부 ) 에
상대적인 위치를 판별합니다 . 그러면 Unified CM(_cisco−uds._tcp) 및 Unified CM IM and
Presence(_cuplogin._tcp) 의 서비스 레코드는 회사 DNS 에서만 구성되며 ,
Expressway(_collab−edge._tls) 의 서비스 레코드는 공용 DNS 에서만 구성됩니다 . 이 분할 설계를
사용하면 회사 DNS 분석이 엔터프라이즈 내에 있는 경우 Jabber 가 협업 서비스를 직접 가리키고
공용 DNS 분석의 경우에는 Jabber 가 Expressway 를 통해 연결하도록 합니다 . 모바일 장치의 네트
워크 연결이 변경될 때마다 Jabber 에서 DNS 쿼리를 전송합니다 .
그림 21−34 에 표시된 대로 Jabber 가 DNS 에서 세 개의 SRV 서비스 레코드 (_cisco−uds._tcp,
_cuplog._tcp 및 _collab−edge._tls) 를 쿼리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내부에 있는 경우 Jabber 클라이언
트가 Unified CM 또는 Unified CM IM and Presence 를 가리키는 회사 DNS 에서 분석을 받습니다 .
이 경우 Jabber 가 분석된 협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노드에 직접 연결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외부
에 있는 경우 , Jabber 는 공용 DNS 에서 Unified CM 또는 Unified CM IM and Presence 의 분석을 받
지 않고 , 대신 Expressway 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도록 하는 Expressway 의
분석을 받습니다 .
그림 21-34

Cisco Jabber: 엔터프라이즈 내부와 외부의 분할 DNS 분석

Enterprise Network

DMZ

Unified CM
IM and Presence
(imp.example.com)

Public Network

Expressway-E
Unified CM

Expressway-C

(expressway.example.com)

(ucm.example.com)

Internet
Corporate
DNS

Firewall

Firewall

DNS

Public
DNS

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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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DNS

Jabber inside the enterprise

Jabber outside the enterprise

DNS query/response:
_cisco-uds._tcp. ? = ucm.example.com
_cuplogin._tcp. ?
= imp.example.com
_collab-edge._tls. ? = [No resolution]

DNS query/response:
_cisco-uds._tcp. ? = [No resolution]
_cuplogin._tcp. ?
= [No resolution]
_collab-edge._tls. ? = expressway.example.com

참고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에 Cisco AnyConnect VPN 을 사용하는 경우 , Jabber 가 VPN 터널을 통해
회사 DNS 에서 DNS 쿼리 분석을 받고 회사 서비스 노드에 직접 연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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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를 넘어선 이동성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용으로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배포할 때 지원되지
않는 다음 기능을 고려하십시오 .
•

이중 모드 핸드아웃
Jabber 장치의 WLAN 인터페이스에서 셀룰러 음성 인터페이스로 활성 통화를 이동하는 작업
은 Expressway 연결을 통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엔드포인트 인증과 미디어 및 신호 처리 암호화를 위해 CAPF 등록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보안 미디어 및 신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온 − 프레미스에 있는
동안이나 Expressway 를 통해 연결하기 전에 Jabber 장치가 CAPF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

사용자별 또는 장치별 액세스 제한 사항
특정 사용자나 장치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연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가 배포되고 협업 인프라
(Unified CM 및 Unified CM IM and Presence) 에서 Jabber 용으로 사용자가 제공된 경우 사용자
가 Expressway 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세션 지속성
네트워크 경로가 변경되거나 유실될 때마다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한 모든 통
화 및 기타 협업 애플리케이션 연결이 지워집니다 .

•

LDAP 디렉터리 액세스
LDAP 트래픽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에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
유로 인해 디렉터리 액세스 방법이 BDI 로 구성된 경우에도 Expressway 를 통해 연결할 때
Jabber 클라이언트가 회사 디렉터리에 액세스하는 데 UDS 방법을 사용합니다 .

배포하기 위해 위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 원격 보안 엔터프라이즈 액세스를 위해 Expressway 대신
AnyConnect VPN 을 사용하십시오 .
Cisco AnyConnect VPN Split-Tunnel 을 통한 Cisco Jabber 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경우에 따라 Jabber 사용자가 VPN 또는 Expressway 를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VPN 과 Expressway
를 병렬로 배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Jabber 사
용자는 협업 워크로드를 위해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사용하고 , 엔터프라이즈
로 다시 연결할 때 협업 외부의 워크로드가 필요한 경우 모든 장치 트래픽에 VPN 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VPN 온 − 디맨드 트리거링 또는 사용자의 수동 시작으로 인해
Cisco AnyConnect VPN 클라이언트가 엔터프라이즈에 다시 연결하는 경우 활성 연결이 끊어지므
로 사용자가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Jabber 가 VPN 을 통해 제공된 협업 서비스에 다시 연결할 때까
지 기다려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 경험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
또는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을 통해 협업 흐름을 실행하고 VPN 터널을 통해 기타
모든 트래픽을 실행하도록 분할 터널링을 통해 AnyConnect VPN 과 Expressway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대체 방법을 사용하면 VPN 터널을 설정할 때 Jabber 클라이언트가 Expressway 에
서 연결을 끊고 VPN 을 통해 다시 연결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림 21−35 에 표시된 대로 이 배포 방법에서 제공하는 분할 터널링은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
니다 .
•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VPN 헤드엔드에서 DNS 필터링
ASA 의 트래픽 필터링은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_cisco−uds._tcp.<domain> 및
_cuplogin._tcp.<domain> 의 DNS 쿼리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 이러한 DNS 쿼리가 필터
링되므로 Jabber 클라이언트가 협업 서비스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Unified CM 또는 IM and
Presence 서비스 레코드 요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_collab−edge._tcp.<domain> 에
대해서만 DNS 분석이 수행되며 , 결과적으로 Expressway 연결 및 통과가 항상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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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터널을 통한 Expressway 액세스 제외
ASA 에서의 IP 주소 필터링은 Jabber 클라이언트가 Expressway−E 공용 인터페이스에 연결하
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 Expressway−E 노드 공용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필터링할 때 분
할 터널 VPN 연결이 생성되어 , Jabber 트래픽이 VNP 터널에서 제외되므로 이 트래픽은
Expressway 로 통과하는 한편 다른 모든 트래픽은 VPN 터널을 통과합니다 .

그림 21-35

Cisco Jabber: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와 Cisco AnyConnect VPN

Enterprise Network

DMZ

Unified CM
IM and Presence
(imp.example.com)

Public Network

Expressway-E
Unified CM

Expressway-C

(expressway.example.com)

(ucm.example.com)

Internet
64.53.42.256

Firewall

Corporate
DNS

Collaboration
traffic

Firewall

ASA
Split-tunnel
All other traffic

DNS
IP address exclude list:
» 64.53.42.256
[expressway.example.com]

» _cisco-uds._tcp.example.com
» _cuplogin._tcp.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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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filter list: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한 AnyConnect VPN 분할 터널링의 경우 공용 DNS 에서 구
성된 동일한 Expressway DNS SRV 레코드 (_collab−edge._tls) 가 회사 DNS 에 추가됩니다 . 그러면
VPN 터널을 통해 공용 DNS 에 DNS 쿼리를 전달하고 액세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 DNS 에 동일한 _collab−edge._tls SRV 레코드를 구성하면 , Jabber 및 Expressway 모바일 및 원
격 액세스 배포에서 예상되는 기본 분할 DNS 디자인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 실제로
Jabber 의 SRV 해결 우선 순위는 적절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 Jabber 의 SRV 해결 우선 순위는 먼저
Unified CM (_cisco−uds._tcp), IM 및 현재 상태 (_cuplogin._tcp),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웨
이 (_collab−edge._tls) 입니다 . 따라서 _collab−edge._tls 문의를 회사 DNS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도 , 회사 DNS 가 _cisco−uds._tcp 또는 _cuplogin._tcp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해결하기 때
문에 클라이언트는 계속 협업 서비스에 직접 연결합니다 .
AnyConnect VPN 을 사용하는 Jabber 와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UA(Unified Access) 및 BYOD(Bring Your Own Device) CVD 에서
Cisco Expressway 시리즈와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협업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solutions/Enterprise/Borderless_Networks/Unified_Access
/BYOD_Design_Gui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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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SSO(Single Sign-On) 을 사용하는 Cisco Jabber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버전 2 를 사용하여
SSO(Single Sign−On)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Unified CM IM and Presence 및 Unity
Connection 을 포함하는 Jabber 및 Cisco 협업 인프라에서는 사용자 연결을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
해 웹 기반 SSO SAML v2 를 활용하므로 , 모든 협업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단일 Jabber 사용자
인증서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1−36 에 설명된 대로 , Cisco Jabber SSO 는 Unified CM, 착신 서비스 공급자 및 IdP(ID 공급자
) 와 같은 협업 애플리케이션 간에 사전에 설정된 신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Unified CM 과
Unity Connection 서비스 공급자는 LDAP 동기화 및 회사 LDAP 디렉터리와의 통합에 따라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 마찬가지로 IdP 는 LDAP 회사 디렉터리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 협업 서비스 및
Cisco Jabber 에 지원되는 IdP 에는 Ping Federate, Microsoft ADFS(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및 OpenAM(Open Access Manager) 이 포함됩니다 .
그림 21−36 은 기본 Jabber SSO 흐름을 보여줍니다 . SSO 흐름은 협업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액세
스 ( 예 : 모든 제어 서비스를 위해 Unified CM 에 액세스 ) 를 요청하는 Jabber 클라이언트로 시작됩
니다 . 액세스하기 위해 협업 서비스 공급자에 직접 로그인하지 않고 , 서비스 공급자가 Jabber 클
라이언트를 SAML 인증 요청과 함께 IdP 에 재전송합니다 . IdP 가 Jabber 사용자로부터 인증서를
요청하고 회사 LDAP 디렉터리에 준하여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인증된 경우
Jabber 가 HTTP POST 를 사용하여 협업 서비스 공급자에 전달하는 서명된 어설션을 전달합니다 .
그런 다음 협업 서비스 공급자가 서명된 어설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Jabber 클라이언트에 인증을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 Jabber 가 Unified CM 에 성공적으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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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

모바일 협업

SAML SSO 사용 Cisco Jabber

LDAP
Directory
L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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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viders (SP)
Unified CM
IM and Presence

Unity
Connection

User
authentication

Identity
Provider
(IdP)

Trust
Unified CM

relationship

SP redirect
with SAML
authentication
request

SAML
authentication
and credenti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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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request and
authorization

IdP signed
response and
HTTP post

서명된 어설션을 Jabber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외에도 IdP 는 인증된 Jabber 클라이언트의 보안 컨
텍스트를 저장합니다 . 클라이언트 요청이 다른 협업 서비스 공급자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IdP
가 다른 인증서를 교환할 필요없이 서명된 후속 어설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으로 SSO
를 사용하면 Jabber 사용자나 클라이언트가 인증서를 한 번만 입력하여 여러 협업 서비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협업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를 인증할 때 절대로 IdP 와 직접 통신하지 않습니다 .
SSO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ID 관리 아키텍처 개요 , 16−33 페이지 및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
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Applications 의 SAML SSO 배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온 − 프레미스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SSO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외에도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을 통한 사용자 인증에 SAML SSO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인바운드 원격 액세스 연결의 인증을 중개하기 위해 HTTPS 역방향 프록시가 엔
터프라이즈의 DMZ 에 배포됩니다 . HTTPS 역방향 프록시는 내부 엔터프라이즈 IdP 와 통신하고
원격 클라이언트와 엔터프라이즈 IdP 사이의 SAML 요청 및 인증 교환을 중개합니다 . DMZ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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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역방향 프록시는 일반 HTTPS 역방향 프록시가 될 수 있는 한편 일부 IdP 공급업체는 SSO
SAML 요청을 중개하고 프록시하기 위한 IdP 프록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DMZ 에 IdP 인스턴스
를 설치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Cisco Jabber 와 Cisco Unified Mobility 간 상호 작용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Cisco Unified Mobility 와 통합하여 Cisco Single Number Reach,
통화 중 DTMF 기능 , 2 단계 전화걸기 및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Mobility 과 통합을 위해서는 Unified CM 내에 iPhone 또는 Android 이중 모드 휴대폰 번호
를 iPhone 용 Cisco 이중 모드 또는 Android 장치용 Cisco 이중 모드와 연결된 이동성 ID 로 구성해
야 합니다 . 시스템 내에 휴대폰 번호가 이동성 ID 로 구성되었으면 iPhone 또는 Android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Unified CM 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의 엔터프
라이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가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를 통해 iPhone 또는 Android 이중 모드 장치로
확장되도록 단일 전화번호 연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
고 Unified CM 에 등록되고 착신 VoIP(Voice−over−IP) 통화가 활성화되도록 클라이언트 통화 옵션
이 설정된 ( 장치가 WLAN 에 연결되었을 때 "VoIP(Voice over IP)" 또는 " 자동 선택 ") 상황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가 장치의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확장되지 않습니
다 . iPhone 또는 Android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었으면 장치의 WLAN 또는 모
바일 데이터 인터페이스만 착신 전화를 수신합니다 .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 리소
스의 불필요한 소비를 방지합니다 .
셀룰러 음성 네트워크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전화를 처리할 때 iPhone 또는 Android 이중 모드 장치
는 DTMF 를 이용하여 통화 중 기능을 호출하고 엔터프라이즈의 앵커링된 전화에 대한 사무실 전
화기 당겨받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중 모드 장치는 발신 전화를 걸 때 모바일 음성 액세
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 단계 전화걸기 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화를 엔터프라이즈로
전송하고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에서 앵커링할 수 있습니다 .
iPhone 또는 Android 이중 모드 장치에 대한 이동성 ID 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 추가 휴대폰 번호
또는 시스템 밖 전화 번호를 원격 대상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Unified CM 내 iPhone 용 Cisco 이중
모드 또는 Android 장치용 Cisco 모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동성 ID 및 추가 원격 대상을 이중
모드 장치에 연결할 때 원격 대상 프로파일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중 모바일 장치에서 다중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할
때 ( 예를 들어 , Android 스마트폰에서 Android 용 Cisco Jabber 를 실행하고 Apple iPad 에서 iPhone
및 iPad 용 Cisco Jabber 를 실행하는 사용자 ) 이동성 ID 를 태블릿 장치 ( 태블릿용 Cisco Jabber) 보
다는 이중 모드 장치 ( 예 : Android 용 Cisco 이중 모드 ) 에 연결하십시오 . 이중 모드 장치는 이중
모드 전환 및 DVO(Dial Via Office) 를 포함하여 이동성 ID 에 고유한 기능을 활용하므로 , 이동성
ID 를 이 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 다른 모든 원격 대상을 이동성 ID 와 동일한 장치에 연결하십시
오 . 동일한 사용자에 대한 다른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의 다른 원격 대상을 연결하면 구성이 더
복잡해지고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
설계 배포 고려 사항뿐만 아니라 Cisco Unified Mobility 기능 집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Mobility, 21−4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Jabber 와 Cisco Intelligent Proximity for Mobile Voice 간의 상호 작용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는 이중 모드 장치의 셀룰러 또는 모바일 회선에 핸즈프리
오디오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Jabber 클라이언트 장치의
셀룰러 회선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만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가능 IP 엔드포인트에서 핸즈프리 오
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Cisco Jabber 에서 IP 를 통해 음성 또는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 단 , Cisco IP Phone 8851 및 8861 엔드포인
트에서는 예외입니다 . 이러한 IP Phone 은 오디오 전용이므로 ,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록시
미티에서 Jabber IP 기반 통화를 위한 오디오는 8851 또는 8861 전화기를 통해 스트리밍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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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화의 비디오 부분은 Jabber 클라이언트 장치에 남아 있습니다 . 모바일 음성용 인텔리전트 프
록시미티가 가능한 기타 하드웨어 엔드포인트의 경우 Jabber IP 기반 통화를 위한 오디오는 IP 엔
드포인트에서 재생하지 않습니다 .

Cisco Spark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iPad 및 iPhone 을 비롯한 Android 및 Apple iOS 모바일 장치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Apple Application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클
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Apple iOS 또는 Android 장치에 설치하고 나면 사용자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결과적으로 제공되는 이메일로 계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계
정을 활성화하고 나면 클라이언트가 Cisco Collaboration Cloud 에 연결하고 사용자가 암호화된 IM(
인스턴트 메시징 ) 을 사용하여 통신할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공유할 보안 협업 룸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의 암호를 설정하려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한 번 이상
https://web.ciscospark.com/ 의 Cisco Spark 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 또는 , 사용자는 다음 위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스크 탑 Cisco Spark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download.ciscospark.com/. 이 작업에 실패하는 경우 사용자가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연결할
때마다 이메일로 계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Android, iPad 및 iPhone 클라이언트용 Cisco Spark 는 지속적 보안 IM 협업 룸을 제공할 뿐 아니라
IP 를 통해 암호화된 음성 및 영상 통화와 파일 공유 기능도 제공합니다 .
Cisco Spark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바일 장치에서 무선 네트워크 ( 엔터프라이즈 또
는 공용 / 사설 802.11 WLAN 또는 모바일 공급업체 데이터 네트워크 ) 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연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고

Cisco Jabber 와 마찬가지로 Apple iOS 장비 (iPhone 및 iPad) 에서 실행되는 Cisco Spark 모바일 클
라이언트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때 iPhone 및 iPad 의 Cisco Jabber 용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21−97 페이지에서 설명한대로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를 활용합니다 .
Cisco Spark 모바일 클라이언트 , 추가 기능 세부 정보 및 지원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Cisco Spar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support.ciscospark.com/

Cisco WebEx Meetings
Cisco WebEx Meetings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특정 Android, Apple iOS, BlackBerry 및 Windows
Phone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됩니다 . 모바일 엔드포인트는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브
라우저 기반 Cisco WebEx Meetings 와 유사한 방법으로 Cisco WebEx Meetings 에 참가할 수 있습
니다 . 이 클라이언트는 참가자 목록 및 공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 Cisco WebEx
음성 및 비디오 회의에 실제로 참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제품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nferencing/webex−meetings/index.html

Cisco Cloud 협업 서비스 : Cisco Spark 및 Cisco WebEx 용 SAML SSO
앞서 설명한 온 − 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및 Collaboration Edge 배포와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SSO 를 사용하면 Cisco Spark 및 Cisco WebEx 등의 클라우드 협업 서비스에 쉽고 안전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DMZ 에 배포된 HTTPS 역방향 프록시
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IdP 가 엔터프라이즈 인증서를 활용하여 Cisco Spark 및 Cisco WebEx 에 대
한 사용자 액세스를 식별하고 인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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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nyConnect 모바일 클라이언트
Cisco AnyConnect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Cisco Jabber 모바일 장치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 원격 연
결 기능을 제공하여 ,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및 비엔터프라이즈 WLAN 상에서 연결을 사용 가능
하게 합니다 . Apple Application Store 또는 Google Play( 이전의 Android Market) 에서 Cisco
AnyConnect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헤드엔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Cisco AnyConnect VPN 솔루션
을 통해 Apple iOS 및 Android 모바일 장치에 대한 SSL VPN 연결을 제공합니다 .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공용 또는 개인 Wi−Fi 핫스폿을 통해 연결하기 위해 VPN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할 때 엔터프라이즈의 보안 요구사항 및 정책을 준수하는 고대역 보안 VPN 인프라를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VPN 인프라가 높은 대역폭 , 안정적인 연결 및 이 연결을 사용하는 사
용자 및 장치 수에 기반한 적절한 세션 또는 연결 용량을 제공하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
Cisco AnyConnect 를 사용하는 보안 원격 VPN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사
용할 수 있는 Cisco AnyConnect 보안 모바일 클라이언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tsd−products
−support−series−home.html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대한 고가용성
모바일 장치 특히 이중 모드 전화기는 본래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하여 가용성이 높지만 (WLAN 네
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
용할 수 있음 ), 엔터프라이즈 WLAN 및 IP 텔레포니 인프라 고가용성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합니
다.
먼저 , 중복 WLAN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엔터프라이즈 WLAN 을 배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무선 AP 의 장애가 모바일 장치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AP 및 기타
WLAN 인프라 구성 요소를 배포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모바일 장치가 항상 네트워크에 안전
하게 연결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중복 형태로 WLAN 관리 및 보안 인프라를 배포해야 합니다 . 컨
트롤러 기반 무선 LAN 인프라에서는 엔터프라이즈 AP 의 중앙 집중식 구성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 네트워크 활동 및 AP 장애를 기준으로 WLAN 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인프라
가 권장됩니다 .
다음으로 , Cisco ASA 헤드엔드 VPN 터미네이터 및 Cisco Expressway−E 및 Expressway−C 노드를
포함하여 원격 보안 연결 솔루션 구성 요소는 Cisco ASA 또는 Cisco Expressway 노드가 유실되더
라도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에 영향을 주거나 중지시키지 않
도록 매우 뛰어난 중복 형태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 Unified CM 통화 처리 및 등록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통화 처리 서비
스를 위해 Unified CM 을 활용하는 엔터프라이즈 내 다른 장치와 마찬가지로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Unified CM 에 등록해야 합니다 . 기본 및 백업 통화 처리 및 장치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 아키텍처의 중복 속성이 제공될 때 , 통화 라우팅뿐만 아니라 Unified CM 노
드가 실패하는 시나리오에서도 모바일 장치 등록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고려 사항이 PSTN 액세스에 적용됩니다 . IP 텔레포니 배포의 경우처럼 , PSTN 에 대해 가
용성이 높은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다중 PSTN 게이트웨이 및 통화 라우팅 경로를 배포해야 합
니다 . 이것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배포에 고유하지 않지만 , 그래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
시스코 협업 클라우드의 경우 WebEx 및 Cisco Spark 서비스는 컴퓨팅 및 네트워크 액세스 플랫폼
을 비롯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중복 구성 요소 및 리소스 설계로 인해 가용성이 높습니다 . 이
복원력이 뛰어난 인프라 설계를 통해 Cisco Collaboration Cloud 서비스에 의존하는 Cisco 모바일 클
라이언트에 매우 안정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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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대한 용량 계획
이중 모드 전화기를 포함하여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대한 용량 계획 고려 사항은 등
록 , 통화 처리 및 PSTN 액세스 서비스를 위해 IP 텔레포니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는 다
른 IP 텔레포니 엔드포인트 또는 장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Unified CM 과 함께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할 때 Unified CM 의 등록 부하뿐만 아
니라 , Unified Mobility 제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는 최대
40,000 개의 장치 구성 및 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할 때 클
러스터 당 최대 장치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 추가된 부하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통화 처리 클러스
터를 배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앞서 언급했듯이 ,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 내 최대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수는
40,000 입니다 . 대부분의 이중 모드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는 Unified Mobility 와 통합되어 단일
전화번호 연결 , 단일 엔터프라이즈 음성 사서함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및 2 단계 전화걸기와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각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의 휴대
폰 번호를 Unified CM 클러스터 내 이동성 ID 로 구성해야 합니다 . Unified Mobility 에 통합을 쉽
게 할 뿐만 아니라 , 핸드아웃의 전환 번호 방법을 쉽게 수행하려면 이러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 따
라서 , 이러한 이중 모드 장치를 Unified Mobility 와 통합할 때 Unified CM 클러스터의 전체 원격 대
상 및 이동성 ID 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추가 사
용자 또는 장치가 시스템 내 Unified Mobility 에 통합된 경우 이중 모드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나
머지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용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위한 또 다른 확장성 고려 사항은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
세스 통화와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노드의 프록시 등록 용량입니다 . Expressway−C 및
Expressway−E 클러스터는 최대 10,000 개의 프록시 등록과 최대 2,000 개의 비디오 또는 4,000 개
의 오디오 통화를 지원합니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사용 가능한 용량을 판별할 때 , 기타
Expressway 연결 장치를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십시오 . 예를 들어 , Cisco TelePresence MX 및 SX
시리즈와 같은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와 고정 엔드포인트 및 7800 과 8800 시리즈 장치와 같
은 Cisco 사무실 전화기입니다 . 마찬가지로 Unified CM 클러스터 노드의 등록 노드도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를 통해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는 Cisco Mobile 클라이언트 장치로 고려해
야 합니다 . Cisco Expressway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크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Expressway, 25−3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를 배포할 때 Unified CM 시스템의 전체 통화 처리 용량과 PSTN 게이트웨
이 용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모바일 장치 구성 및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은 이
러한 모바일 장치 및 사용자의 BHCA 추가 영향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마
찬가지로 , 모바일 장치를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PSTN 게이트웨이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중 모드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유형은 이동률이
매우 높으므로 Unified Mobility 에 통합되는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의 경우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
동률이 높은 사용자는 단일 전화번호 연결과 같은 이동성 기능에서 ( 모바일 사용자의 엔터프라이
즈 번호로의 착신 전화가 PSTN 으로 하나 이상의 전화를 발생함 ) 또는 2 단계 전화걸기에서 ( 사용
자가 엔터프라이즈 PSTN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 엔터프라이즈로 전화를 검 ) 더 많은 엔터프라이
즈 PSTN 게이트웨이 로드를 생성합니다 .
마지막으로 ,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배포에서처럼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할 때
802.11 WLAN 통화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 802.11 채널 셀당 최대 27 개
의 VoWLAN 통화 또는 최대 8 개의 VVoWLAN 통화가 가능합니다 . 이것은 장치가 2.4 GHz 대역 ,
VoWLAN 통화의 경우 24 Mbps 이상 데이터 속도 및 VVoWLAN 통화의 경우 전송률이 최대 1 Mbps
인 720p 비디오 해상도에서 배포될 때 블루투스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 RF 환경 , 무선 엔드포인트
유형 및 WLAN 인프라에 따라 실제 통화 용량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802.11 WLAN 통화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용량 계획 , 2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위의 고려 사항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모두 고유하지는 않습니다 . 이들은 장치 및 사용
자가 Unified CM 에 추가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므로 , 전체 시스템에 부하를 가중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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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스템 크기 , 용량 계획 및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관련 설계 고려 사항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은 설계 권장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

장치에 연결할 수 있고 장치가 장치의 셀룰러 라디오 및 WLAN 인터페이스 모두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와 WLAN 네트워크 모두에 동시에 연결
하려면 이중 모드 모바일 장치가 이중 전송 모드 (DTM) 를 지원해야 합니다 . 일부 경우 모바
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가 이중 연결 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중 모드 클라이
언트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최소 20% 의 셀 중첩을 두고 WLAN AP 를 배포해야 합니다 . 이 중첩으로 모바일 장치는 한 위
치 내부에서 이동할 때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을 여전히 유지면서 한 AP 에서 다음 AP
로 성공적으로 로밍할 수 있습니다 .

•

패킷 유실을 최소화하려면 −67 dBm 의 셀 파워 수준 경계 ( 또는 채널 셀 반경 ) 로 WLAN AP
를 배포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동일한 채널 셀 경계 분리는 약 19 dBm 이어야 합니다 .
19 dBm 의 동일한 채널 셀 분리는 AP 또는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채널에 연결된 다른 장치에
공동 채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이러한 간섭은 음성 및 비디오 품질 저
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가능하면 항상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연결하
기 위해 5GHz WLAN 대역 (802.11a/n/ac) 에 의존하십시오 . 5GHz WLAN 은 음성 및 영상 통화
에 대해 더 나은 처리량을 제공하며 간섭이 더 적습니다 .

•

엔터프라이즈 유선 및 무선 LAN 을 배포하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음성 및 영상 통화의
품질과 모든 기능의 적절한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음성 미디어 및 전용 비디오에 대한 우선 순
위 대기열 및 신호 처리 대역폭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필요한 엔드 투 엔드 QoS 클래스를 지원
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Cisco QoS 권장사항에 기반한 레이어 3 에서
적절하게 트래픽을 표시하는 반면 , 해당 레이어 2 WLAN UP 표시는 클라이언트 장치 및 공급
업체 구현에 종속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 레이어 2 표시는 플랫폼 간에 일관되지 않으므로 ,
의존할 수 없습니다 .

•

모바일 장치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유사하며 대량의 데이터 및 실시간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
으므로 , 이러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 네트
워크는 포트 번호 및 / 또는 프로토콜에 기반한 이러한 클라이언트 장치의 모든 트래픽을 다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 네트워크 수신에서의 속도 제한 및 정책이 권장
됩니다 .

•

Cisco 에서는 모바일 장치 및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급의 음성 및 영상으
로 최적화된 WLAN 네트워크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대부분의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는 통화 제어 및 기타 협업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다시 엔터프라이즈에 연결하기 위해
공용 또는 개인 WLAN 액세스 포인트 또는 핫스폿에 연결할 수 있는 반면 , Cisco 는 이 유형의
연결에 대해 음성 및 비디오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

Cisco BYOD(Bring Your Own Device) 인프라에 Cisco 협업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를 배포
할 때 관리자는 사용자 조정이 필요 없고 IP 텔레포니 인프라의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네트워크
연결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 원격 연결 시나리오의 경우 Cisco 모바일 클라이
언트 및 장치가 협업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 회사 방화벽에서 모든 관련 포트를 열어
야 합니다 .

•

회사 정책에 따라 BYOD 인프라가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모바일 장치를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출하 시 상태로 재설정해야 할 경우 개인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은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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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모드 장치가 엔터프라이즈 내에 있고 Unified CM 에 등록된 경우에는 Unified Mobility 단
일 전화번호 연결 기능이 착신 전화를 이중 모드 장치의 구성된 이동성 ID 로 확장하지 않습니
다 . 이것은 설계상 엔터프라이즈 PSTN 리소스의 이용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이중 모드
장치는 Unified CM 에 등록되므로 , 시스템은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이중 모드 장치의 셀룰러 음성 라디오에 벨을 울리기 위해
당연히 전화를 PSTN 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모드 장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만 단
일 전화번호 연결은 착신 전화를 사용자의 엔터프라이즈 번호로 확장하고 PSTN 의 이동성 ID
번호로 확장합니다 .

•

모바일 장치를 배포할 때 모바일 장치가 엔터프라이즈에 연결되었든 아니든 , 사용자가 전화
걸기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 전화걸기 문자열을 정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바일 네
트워크에서 전화걸기는 일반적으로 전체 E.164( 선행 '+' 포함 또는 제외 ) 를 사용하여 수행되
고 휴대폰 연락처는 일반적으로 전체 E.164 번호와 함께 저장되므로 ,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
에 대해 전체 E.164 또는 선행 '+' 를 포함하는 전체 E.164 를 수용하도록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엔터프라이즈 다이얼 플랜을 구성하여 장
치가 Unified CM 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알 필요가 없도록 가능한 최상의 최종 사
용자 전화걸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이중 모드 전화기 사용자는 비상 전화를 걸고 장치 및 사용자 위치를 판별하기 위해 오직 모바
일 음성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바일 공급자 네트워크는 WLAN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위치 표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이중 모드 전화기가 비상
및 위치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도록 하려면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
에서 이러한 통화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Unified CM 내 이중 모드 장치의 비상 번호 필드를
911, 999 및 112 와 같은 비상 번호로 구성하십시오 . 이중 모드 전화기 사용자에게 기업 네트워
크보다 모바일 음성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비상 전화를 걸도록 조언하십시오 . 비상 전화 걸기
는 회사 WLAN 또는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권장되지 않지만 ,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는 모바일 장치인 경우 이러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비상
전화를 걸기 위해 셀룰러 음성 라디오가 없는 모바일 장치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

•

모바일 장치에서 Cisco Jabber 를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은 배포 지침을 수용하도록 WLAN 네트
워크를 구성하십시오 .
– WLAN 의 레이어 3 에서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의 로밍을 최소화합니다 . 장

치 IP 주소가 변경되는 레이어 3 로밍은 로밍 시간을 길게 하고 음성 패킷을 삭제하고 심지
어 전화를 끊게 할 수도 있습니다 .

– WLAN 내 Cisco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 장치가 이용한 모든 AP 에서 동일한 SSID 를 구

성하여 가장 빠른 AP 대 AP 로밍을 보장합니다 .

– WLAN 인프라 내 다른 AP 에 통화 중 참여 확인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 전화를 중단시킬 수

있음 ) 모든 엔터프라이즈 WLAN AP 가 SSID 를 브로드캐스트하도록 구성합니다 .

•

이동성 사용 가능 사용자 BHCA 비율에 기반하여 원하는 통화 용량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무선
AP 수를 배포하여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워크에 충
분한 무선 음성 및 영상 통화 용량을 제공합니다 . 각 802.11g/n(2.4 GHz) 또는
802.11a/n/ac(5 GHz) 채널 셀은 24 Mbps 이상의 데이터 속도에서 최대 27 개의 동시 음성 전용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각 802.11g/n(2.4 GHz) 또는 802.11a/n/ac(5 GHz) 채널 셀은 최대
1 Mbps 전송률에서 720p 비디오 해상도를 가정할 때 최대 8 개의 동시 영상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4GHz WLAN 배포의 경우 이 용량을 얻으려면 블루투스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 RF 환경 , 무선 엔드포인트 유형 및 WLAN 인프라에 따라 실제 통화 용량은 더 낮을 수 있습
니다 .

•

DVO−R(Dial via Office Reverse) 을 배포할 때 사용자 제어 방법으로 음성 메일 방지를 사용하
면 착신 사용자가 발신 사용자의 음성 사서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 음성 메일 방지의 이 방법
은 DVO−R 통화를 연결하려면 발신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 키패드에서 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
모바일 장치에서 키를 누르지 못하면 DVO 통화가 지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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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콜백 번호를 사용하는 DVO−R 통화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앵커링되지 않으므로 ,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및 DTMF 기반 통화 중 기능을 이러한 전화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뿐만 아
니라 , 대체 콜백 번호로의 전화에는 음성 메일 방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

다음 기능은 익스프레스웨이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WLAN 에
서 셀룰러 듀얼 모드 핸드 오프 , LDAP 디렉토리 액세스 , 사용자별 또는 장치별 액세스 제한
및 네트워크 경로 변경 중 세션 지속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면 Jabber
모바일 클라이언트용으로 Cisco AnyConnect VPN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하십시오 .

•

다중 모바일 장치에서 다중 Cisco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를 프로비저닝
할 때 이동성 ID 및 추가 원격 대상을 항상 Cisco Jabber 이중 모드 장치 유형에 연결해야 합니
다.

•

처음에 모바일 장치를 통해 Cisco Spark 계정을 다운로드 , 설치 및 활성화한 후 ,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 또는 데스크 탑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Cisco Spark 에 액세스하여 해당 계정의 암호
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용자가 모든 클라이언트 ( 모바일 , 데스크톱
또는 웹 브라우저 ) 를 사용하여 Cisco Spark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암호를 설정하는 데 실
패하면 사용자가 매번 로그아웃한 다음 이메일을 통해 계정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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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ntact Center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 여기에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및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같은 Cisco 제품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됩니다 . 또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기타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와 함께 이러한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제품 배포 시 설계 고려 사항도 설명합니다 .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

Cisco Contact Center 아키텍처 , 22−2 페이지

•

Contact Center 배포 모델 , 22−12 페이지

•

Contact Center 배포 시 설계 고려 사항 , 22−17 페이지

•

Contact Center 에 대한 용량 계획 , 22−21 페이지

•

비디오 고객 관리 , 22−22 페이지

•

네트워크 관리 도구 , 22−23 페이지

이 장은 주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요로 시작합니다 . 그런 다음 고객
지원센터용 다양한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 모델에 대해 설명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역폭 , 대
기 시간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통합 및 크기 조정 같은 주제에 대한 설계 고려 사
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장은 각 Contact Center 제품과 다양한 관련 구성 요소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ystem 과의 통합 시 설계 고려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각 Unified
Contact Center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계 지침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및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제품에 대한 특정 설계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 제품별 설계 설명서의 링크는 다음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go/sr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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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22−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22-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2018 년 3 월 1 일
다음 제품은 판매 종료 (EoS) 에 도달했으며 이 문서에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srnd 에서 구
제거되었습니다 .
할 수 있는 SRND 의 이전 버전을 참조
• Cisco MediaSense
하십시오 .
• Cisco Connected Analytics for Contact Center
•

Cisco Prime Collaboration Contact Center Assurance

Cisco Contact Center 아키텍처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Cisco Contact Center 제품 및 관련 기능에 대해 논의합니다 .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통화 대기 기능

•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

Cisco Unified CCX(Contact Center Express)

Cisco Unified CM 통화 대기
Cisco Unified CM 통화 대기 기능은 헌트 파일럿 번호에 지정된 발신자를 대기열에 저장하는 기능
을 제공합니다 . 이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헌트 파일럿에 지정된 발신자를 대기열에 추가하여 통화
에 응답할 헌트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가용 에이전트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발신자는 처음에 대
기열에 추가될 때 시작 인사 알림을 받게 되며 대기열에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알림을 듣게 됩니다
. 에이전트가 가용 상태가 되면 통화가 대기 상태에서 해제되고 에이전트가 응답합니다 . 기능이 매
우 제한적인 기본적인 고객지원센터만 필요한 고객의 경우 Cisco Unified CM 통화 대기 제품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체 기능을 갖춘 Cisco Contact Center 제품과는 달리 , Unified CM 통화
대기 옵션에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 감독자 및 보고 기능 등 많은 고객지원센터 기능이 제공되지 않
습니다 . 전체 고객지원센터 기능이 필요한 고객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또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를 사용해야 합니다 .
헌트 파일럿 라인 멤버는 전화기 화면에서 관련 헌트 파일럿에 대한 대기열 상태를 표시하며 대기
열 상태는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

헌트 파일럿 번호

•

대기 중인 통화 수

•

최장 통화 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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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Unified CM 통화 대기 옵션은 헌트 파일럿 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가용성 카운터를 통
해 현재 대기 중인 통화 수와 최장 통화 대기 시간에 대한 통계는 물론 , 그 밖의 통계 정보도 제공
합니다 . 따라서 감독자는 RTMT(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 를 사용하여 대기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각 헌트 파일럿의 경우 ,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음성 메일이나 다른 헌트 파일럿 같은 대
체 구성이 가능한 대상으로 발신자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대기열의 통화 수가 대기열에 허용된 최대 발신자 수 매개 변수를 통해 설정된 최대값에 도달
하는 경우

•

대기열의 발신자 대기 시간이 대기열에서 최대 대기 시간 매개 변수를 통해 구성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

헌트 멤버가 로그인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SIP 트렁크를 통해 대기열이 활성화된 헌트 파일럿 번호로 라우팅된 통화의 경우 , SIP 트렁크와 연
관된 SIP 프로파일에서 SIP Rel1XX 옵션을 1xx 에 SDP 가 포함된 경우 PRACK 보내기로 설정해
야 합니다 .
Unified CM 통화 대기 옵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는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
용 시스템 구성 안내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는 실시간 채팅 , 웹 협업 및 전자 메일 등 인터넷 애플
리케이션과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통합 솔루션은 통합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이 선택한 통신 채널과 관계 없이 단
일 에이전트가 여러 상호 작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각 상호 작용은 고유하고
개별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 Cisco 에서는 거의 모든 고객 문의 특성에 따라 각 상호 작용을
관리하는 고객지원센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Unified CCE 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고객지원센터
배포용으로 사용되며 수천 명의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Cisco Packaged CCE(Packag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라고 하는 Unified CCE 의 사전 설계된 제
약형 배포 모델도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요구사항을 솔루션의 경계에 맞춰야 하는 고객은 이 제
품을 통해 간소화된 관리 인터페이스 , 적은 하드웨어 사용 공간 및 감소된 설치 시간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고객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및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의 포괄적인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솔루션은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및 Cisco Finesse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와 함께 패키지로 제공되어 종합적인 보고 기능 및 향상된 차
세대 데스크톱 경험을 선사합니다 . Packaged CCE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586/index.html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2586/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

•

https://docwiki.cisco.com/wiki/Packaged_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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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사용됩니다 .
•

통화 라우터
통화 라우터는 통화 또는 고객 문의를 라우팅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

•

로거
로거는 고객지원센터 구성을 저장하고 데이터 서버에 배포하기 위해 기록 보고 데이터를 임시
로 저장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 통화 라우터와 로거의 결합된 형태를 중앙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

•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PG(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 는 Cisco Unified CM, Cisco Unified IP IVR(IP Interactive Voice
Response), Cisco Unified CVP 같은 다양한 " 주변 " 장치나 , Cisco Unified WIM(Web Interaction
Manager) 및 Cisco Unified EIM(E−Mail Interaction Manager) 같은 다중 채널 제품과 연결됩니다
. Unified CM 과 연결되는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를 에이전트 PG 라고 합니다 .

•

CTI 서버와 CTI OS(CTI 개체 서버 )
CTI 서버와 CTI 개체 서버는 에이전트 데스크톱과 연결됩니다 .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Cisco
Finesse 에이전트 및 감독자 데스크톱 , 솔루션 , Finesse IP Phone Agent 또는 타사 CRM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CRM( 고객 관계 관리 ) 커넥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구성 인터페이스와 실시간 및 기록 데이터 저장을 제공합니다 .

Cisco Unified CCE 솔루션은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과의 통합에 기초하여 에이
전트 전화를 제어합니다 . Unified CM 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ACD 를 사용하는 배포의 경우
Unified CCE 대신에 Cisco Unified ICME(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를 사용합니다 .
대기 및 셀프 서비스 기능은 Cisco Unified IP IVR(IP Interactive Voice Response) 또는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에 의해 제공되며 Unified CCE 통화 라우터에 의해 제어됩니다
.
Unified CCE 구성 요소 중 대부분은 중복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중복 인스턴스를 A
측 및 B 측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 통화 라우터 A 와 통화 라우터 B 는 서로 다른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통화 라우터 구성 요소의 중복 인스턴스입니다 .
에이전트는 Cisco DX70 and DX80 등의 일부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와 일부 비디오 엔드포
인트를 비롯한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엔드포인트 목록은 다음 웹 사
이트에 있는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는 VoIP(Voice over IP)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업체 수준의
음성 및 비디오 IV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제품은 ASR( 자동 음성 인식 ) 및 TTS( 텍스트 음성
변환 ) 통합 기능과 CRM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능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안내 − 수집 또는 고급 셀
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VP 는 음성 게이트웨이와 IP 엔드포인트
간에 통화 라우팅 및 호전환을 통해 IP 기반 통화 스위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VP 는 VXML(Voice Extension Markup Language) 을 기반으로 합니다 . VXML 은 HTML
과 유사한 업계 표준 태그 언어로 , 웹 개발 및 콘텐츠 배달 기능을 활용하여 IVR 서비스를 개발하
는 데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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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VP 솔루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가 사용됩니다 .
•

Unified CVP 통화 서버
Unified CVP Call Server 에서는 SIP 서비스를 위한 통화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Unified CVP
통화 서버는 ICM(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서비스를 통해 Unified CCE 통화 라우터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 IVR 서비스는 VXML Micro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VoiceXML 페이지
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

Unified CVP VXML 서버
이 구성 요소는 VoiceXML 게이트웨이의 기본 제공 음성 브라우저와 VoiceXML 페이지를 교환
하여 복잡한 IVR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 Unified CVP VXML 애플리케이션은 Cisco
Unified Call Studio 를 사용하여 작성되며 Unified CVP VXML 서버에 배포되어 실행됩니다 .
Unified CVP 통화 서버 또는 Unified CVP VXML 서버를 통과하는 RTP 트래픽은 없습니다 .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Cisco 음성 게이트웨이는 통화가 Unified CVP 시스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지점입니다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에 TDM PSTN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는 PSTN 인터페이스
가 IP 음성 트렁크인 경우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

Cisco VoiceXML 게이트웨이
이 VoiceXML 게이트웨이는 Cisco IOS 음성 브라우저를 호스팅합니다 . 이 구성 요소는
Unified CVP 서버 IVR 서비스 또는 Unified CVP VXML 서버의 VoiceXML 페이지를 해석합니
다 . 이 VoiceXML 게이트웨이는 .wav 파일 기반의 안내를 발신자에게 재생하고 DTMF 입력 또
는 음성을 통해 발신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음성 인식 기능이 통합된 경우 ). 그
런 다음 결과를 제어 애플리케이션으로 반환하고 추가 명령을 기다립니다 .
Cisco VoiceXML 게이트웨이를 Cisco 음성 게이트웨이와 동일한 라우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여러 작은 지점에 배포할 때 적합합니다 . 하지만 VoiceXML 게이트웨
이는 별도의 라우터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으므로 , 이 모델은 여러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
하는 대규모 또는 중앙 집중식 배포에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

•

비디오 미디어 서버
Unified CVP 전체 배포에서는 비디오 미디어 서버가 비디오 대기 기능을 위한 비디오 스트리
밍을 지원합니다 .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r 를 비디오 미디어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Unified CVP 는 Unified CCE 와 통합 배포되거나 독립형으로 배포되어 음성 및 비디오 셀프 서비스
및 대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Unified CVP 솔루션에서는 G.711 a−law 코덱 엔드 투
엔드를 지원합니다 .
Unified CVP 의 기본 비디오 서비스는 종합 배포 모델에서 Unified CVP 를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와 함께 배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비디오 발신자는 오디오 전용 IVR 과 상호 작용하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 에이전트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 이 서비스는 Cisco DX70 및 DX80 과 같은 Cisco TelePresence 엔드포인트를 고객 및 에이
전트 엔드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비디오 에이전트 또한 자신의 전화기에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
어 두 번째 오디오 전용 에이전트에서 회의할 수 있습니다 .
VIQ(Video in Queue) 기본 비디오는 Unified CVP 의 선택적 기능이며 , 비디오 사용 에이전트 또는
전문가를 기다리는 동안 발신자에게 비디오를 재생하도록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Cisco
TelePresence 콘텐츠 서버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 따라서 발신자가 비디오 에이전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VP 시스템 설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통화 흐름은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설계 안내서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ustomer−voice−portal/pr
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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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Cisco Unified CCX(Contact Center Express) 는 최대 400 명의 에이전트에 대한 복잡한 고객 상호 작
용 관리 기능과 배포 및 사용 용이성 및 고가용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 , 대기업 지사 또는 중소 규모
회사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 이 제품은 고가용 가상 고객지원센터와 여러 위치의 통합 셀프 서비
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고객 연락 상호 작용 관리의 효율성 , 가용성 및 보안성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간단히 배포하기 위해 Cisco Business Edition 6000 또는 7000 시스템에서
Unified CCX 를 미리 로드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X 는 통화 제어 목적으로 JTAPI 를 통해 Unified CM 과 통합됩니다 . 모든 Unified CCX
구성 요소 (Unified CCX 엔진 ,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 , Finesse Server, Unified CCX 아웃바운
드 다이얼러 ,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및 Express E−mail Manager 포함 ) 가 단일 가상 시스
템에 설치됩니다 . 시스템 중복성을 위해 동일한 보조 Unified CCX 인스턴스를 배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X 에는 착신 음성 및 영상 통화 , 자동 모니터링 및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보고
를 위해 내장된 기능이 있습니다 . 추가 라이센싱 및 구성 요소를 통해 발신 전화걸기 , 통화 기록 ,
이메일 , 채팅 , 소셜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작업 리소스 최적화를 지원하도록 솔루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Unified CCX 에서는 ASR( 자동 음성 인식 ) 및 TTS( 텍스트 음성 변환 ), HTTP 및 VXML 같은 고급
기능도 지원됩니다 . 또한 고객지원센터의 성능 및 품질을 최적화하는 Cisco Unified Workforce
Optimization 같은 제품을 지원합니다 . 에이전트는 카메라와 함께 Cisco Unified IP Phone 9900 시
리즈 같은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엔드포인트 목록은 다음 웹 사이트
에 있는 Unified CCX Software 호환성 매트릭스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xpress/pr
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Cisco Unified CCX 에는 고객 착신 전화 중에 프롬프팅 , 수집 및 큐에 대기를 수행하는 IP IVR 기
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Cisco SocialMiner
Cisco SocialMiner 는 Twitter, Facebook 과 같은 대중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또는 다른 공개 포럼이
나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는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셜 미
디어 고객 관리 솔루션입니다 .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게시된 고객의 글을 정리하여 소셜 미디어
고객 관리 팀에게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 대기열 지정 , 워크플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
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11349/index.html

제 3 자 멀티 채널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유니버설 대기열
유니버셜 대기열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요청을 연락처 센터의 모든 상담원에게 라우팅하는 시
스템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
음성 통화 , 전자 메일 , 채팅 등을 처리하도록 상담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상담원이
음성 , 전자 메일 및 채팅을 처리하는 경우 세 가지 미디어 라우팅 도메인 (MRD) 에서 스킬 그룹 또
는 정밀 대기열의 구성원으로 상담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에 관계없이 업무 규칙에 따라
이러한 에이전트에 요청을 보내도록 라우팅 스크립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및 엔터테인
먼트 분야에서 관련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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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대기열 API 는 통합된 CCE 의 타사 다중 채널 작업을 요청 , 대기열에 넣고 라우팅하고
처리하는 표준 방법을 제공합니다 . ( 그림 22−1 참조 )
연락처 센타 고객 또는 파트너는 유니버셜 대기열를 사용하기 위해 Cisco SocialMiner 및 시스코 피
네스 API 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마이너 작업 API 를 사용하면 응
용 프로그램에서 음성 이외의 작업 요청을 통합된 CCE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네스 API 를 사
용하면 상담원이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에 로그인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에이전트는 각
미디어에서 독립적으로 서명하고 관리합니다 .
시스코 파트너는 시스코 DevNet ( https : //developer.cisco.com/site/devnet/home/index.gsp) 에서 제
공되는 샘플 코드를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2-1

타사 멀티 채널 응용 프로그램 솔루션 구성 요소를위한 유니버설 대기열
Third-party Multichannel Applications

XMPP Listener

New task
requests

XMPP Service

XMP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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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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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resubmission (transfer, RONA)

MR PG

Router

Unified CCE

Ag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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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PG

Logger

REST (HTTP)
Internal Protocol
X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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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ustomer App

소셜 마이너 및 유니버설 대기열
타사 다중 채널 응용 프로그램은 소셜마이너의 작업 API 를 사용하여 비 음성 작업을 통합된 CCE
에 제출합니다 . API 는 소셜마이너 작업 피드 , 캠페인 및 알림과 함께 작업 요청을 라우팅을 위해
연락처 센터에 전달합니다 .
태스크 API 는 작업 요청에 대한 호출 변수 및 확장 통화 컨텍스트 (ECC) 변수의 사용을 지원합니
다 .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여 대화방 URL 또는 전자 메일 핸들과 같은 미디어 속성을 포함하여 요
청과 함께 고객별 정보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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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CCE 및 유니버설 대기열
Cisco Unified?CCE 는 유니버셜 대기열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작업 요청을 처리합니다

•

작업 요청의 예상 대기 시간을 제공합니다 .

•

상담원이 선택되면 소셜 마이너에 알립니다 .

•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 라우팅을 사용하여 작업 요청을 상담원에게 전달합니다 .

•

미디어를 통한 연락 센터 활동에 대한 보고서

피네스와 유니버설 대기열
시스코 피네스는 미디어 API 및 다이얼로그 API 를 통해 유니버셜 대기열 기능을 제공합니다 . 미
디어 API 를 사용하면 타사 다중 채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
•

여러 MRD 에 로그인

•

여러 MRD 에서 상태 변경

다이얼로그 API 를 사용하면 타사 다중 채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담원이 여러 MRD 의 작
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리
Cisco Contact Center 제품에는 관리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예를 들어 , Contact Center
Enterprise 환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리 작업을 간단하게 실행하기 위해 웹 기반 관리 도구나
Unified CCE 에 설치된 구성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Unified CCE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REST
API 지원을 통해 타사 개발자가 여러 관리 및 지원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VP 는 OAMP( 작업 , 관리 , 유지보수 및 제공 ) 라고도 하는 Unified CVP 작업 콘솔로 관
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Unified CCMP(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을 배포하여 에이전트 및 장비 관리
같은 기본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 Unified CCMP 는
고객지원센터 시스템 관리자 , 비즈니스 사용자 및 감독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브라우저 기반 관
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이 제품은 Cisco Unified CCE, Unified CM 및 Unified CVP 장비를 오버레
이하는 고밀도 멀티테넌트 프로비저닝 플랫폼입니다 .

보고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는 Cisco Contact Center 솔루션용 기본 보고 도구로 , Unified CCE,
Unified CCX 및 Unified CVP 에 의해 지원됩니다 . 이 플랫폼은 여러 Web 2.0 기능과 높은 가용성 ,
확장성 및 성능은 물론 ,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 또는 타사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
를 통합하는 기능 등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는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또는
Unified CVP Reporting Informix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그러고 나면 보고서가 작성되어 보고 클라이언트에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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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널 지원
Cisco Unified Enterprise 솔루션은 다중 채널 지원을 위한 웹 상호 작용 및 전자 메일 상호 작용을 지
원합니다 . Cisco Unified WIM(Web Interaction Manager) 기술 덕분에 거의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통
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EIM(E−Mail Interaction Manager) 은 인바운드 전자 메일
라우팅 , 자동화된 또는 에이전트의 지원을 받는 전자 메일 회신 , 실시간 및 기록 보고 기능과 에이
전트 , 감독자 , 관리자 및 기술 자료 관리자별로 역할에 기반한 계층적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
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디자인 정보는 다음에서 제공되는 Cisco Unified 이메일 및 웹 상호 작

용 관리자 솔루션 참조 네트워크 디자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ps7236/products_implementation_design_guides_list.html

녹음 및 무성 모니터링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은 다음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 및 무성 모니터링 기능
을 제공합니다 .
•

Cisco 스위치의 SPAN 기능
이 기능은 Cisco Contact Center 서버가 연결된 대상 포트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복제합니다 .

•

Cisco IP 전화기의 BIB( 기본 제공 브리지 ) 에 의한 Unified CM 및 미디어 복제
이 옵션을 사용하면 Unified CM 이 기록 흐름 설정에 관여하여 이러한 흐름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게이트웨이에 의한 미디어 포킹 (media forking)

통화 기록 및 모니터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 23−1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연락처 공유
연락처 공유를 사용하면 대규모 고객지원센터가 더 커집니다 . 중앙 집중식 셀프 서비스 (IVR ICM
배포 모델 ) 에서 연락처 공유 라우팅 노드를 사용하여 가로 확장을 위한 두 개의 Unified CCE 인스
턴스에 통화를 분산합니다 . 라이브 데이터는 연락처를 공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 먼저 설치
하고 구성해야 연락처 공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공유를 사용하려면 배포에서 ICM(IVR
Cisco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배포 모델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연락처 공유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featur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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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ervice
Context Service 는 고객 여정 데이터를 위한 저장소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서비스입
니다 . Cisco Contact Center 고객이 그림 22−2 에 묘사된 대로 타사 통합을 위한 API 외에도 기타
Cisco Customer Collaboration 제품과의 통합을 통해 원활한 옴니채널 환경을 제공합니다 .
그림 22-2

Context Service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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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ervice 를 사용하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 여정 활동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 이 섹
션에서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Cisco Contact Center 고객이 Cisco Contact Center 플랫폼에서 Context
Service 에 액세스합니다 . Cisco Contact Center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선택적으로 고객지원센터 조
치에 대한 컨텍스트 데이터를 게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
Context Service 는 이 데이터를 POD( 데이터 조각 ) 라는 요소에 저장합니다 . POD 는 미디어 ( 예 :
오디오 녹음 ) 를 제외하고 소비자 조치에 관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에서 POD 에 저장할 필드 ( 메타데이터 ) 와 각 필드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수준을 선택합니다 .
POD 는 고객이 구성하여 요청이라는 조치 콜렉션의 일부로 함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 그
림 22−3 참조 ). Context Service 에서는 상관 , 동향 파악 및 분석을 위해 POD 를 그룹화하는 태깅
기능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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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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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Service 는 전 세계의 Cisco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Cisco 및 타사 데이터 센터
의 에코시스템인 Cisco Intercloud 에서 호스트됩니다 . Context Service 는 각 비즈니스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Cisco Spark 와 매우 비슷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모델을 따릅니다 . 데이터
는 사내 클라이언트에서 암호화 / 복호화되며 Cisco 데이터 센터에서 암호화된 blob 로 저장됩니다
. 비즈니스가 사내에서 암호화 키 ( 키 저장소 ) 를 호스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즉 , 은행에
있는 안전 금고 ( 보관소 ) 에 저장된 귀중품과 비슷합니다 . 귀중품은 은행에 있지만 고객이 금고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금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 이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접
근 방식이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호스트하는 오버헤드 없이 고객에게 제어권을 줍니다 . Context
Service 에서는 비즈니스가 암호화된 다른 데이터와 별도로 고객의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수준 분류를 제공하므로 ,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PII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타사 분석 벤더가 암호화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컨텍스트 서비스는 유니버셜 대기열 작업 연락처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컨텍스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소셜마이너는 들어오는 작업 요청에서 데이터 조각을 선택하여 클라우드의
POD 에 저장합니다 . 작업 요청에서 POD 의 미디어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유형을 지
정하지 않으면 , 미디어 유형 이벤트가 POD 로 설정됩니다 .
Context Service 는 Cisco Spark 등의 모든 Cisco 클라우드 협업 제품을 위한 관리 포털인 Cisco
Collaboration Management(Atlas) 에서 관리됩니다 . Cisco 파트너와 비즈니스에서 Collaboration
Management 를 사용하여 사내 클라이언트에 연결하고 POD 데이터 모델 ( 필드 ) 을 관리하며 POD
사용을 모니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Context Service 는 기술 파트너가 애플리케이션을 Context Service 와 쉽게 통합하도록 개방형 API
및 Java/JS SDK 를 제공합니다 .
Cisco Context Servic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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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가상화된 음성 브라우저
시스코 가상화된 음성 브라우저 (Cisco VVB) 는 VoiceXML 문서를 해석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합니다 . 새로운 통화가 연락 센터에 도착하면 VVB 는 VoIP 종점을 나타내는 VXML 포트를 할당
합니다 . 시스코 VVB 는 HTTP 요청을 Cisco Unified 고객 음성 포털 (VXML) 서버에 보냅니다 .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통합된 CVP VXML 서버는 요청을 실행하고 동적으로 생성된 VXML
문서를 보냅니다 . 시스코 VVB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에서 구할 수 있는 시스코 HCS 설치 및 구성
설명서의 최신 버전에 설명 된 시스코 가상화된 음성 브라우저 설계 고려 사항 및 설치 및 구성 옵
션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hosted−collaboration−solution−c
ontact−center/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Contact Center 배포 모델
이 섹션에서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을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설계 모델에 대
해 설명합니다 . 이러한 배포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단일 사이트 고객지원센터
이 배포에서는 통화 처리 에이전트 , 음성 게이트웨이 및 고객지원센터 애플리케이션 같은 모든 구
성 요소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 에이전트와 감독자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 단일 사이트 배
포 모델의 주요 이점은 WAN 연결이 필요 없고 . 따라서 G.729 같은 낮은 대역폭 코덱 , 트랜스코더
, cRTP(compressed Real−Time Transport Protocol) 또는 통화 허용 제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

멀티사이트 고객지원센터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 모델은 여러 원격 위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IP WAN 을 사용하는 단일 통화 처리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 또한 Cisco Contact Center 애플
리케이션 (Unified CCE, Unified CCX 및 Unified CVP) 이 일반적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반
적인 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 그림 22−4 은 이 배포 유형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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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Contact Center 배포 모델

멀티사이트 고객지원센터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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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포 유형에서는 에이전트나 음성 게이트웨이가 원격 위치에 있으므로 위치 간 대역폭 요구사
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통화 허용 제어 , QoS( 서비스 품질 ), 코덱 등을 신중히 구성해야 합니
다 .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의 일반적인 설계 고려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협업 배
포 모델 , 10−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의 Contact Center 를 배포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추가 대역폭 요
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트래픽 볼륨이 일반 사용자보다 높으므로 에이전트에 대한 음성 및 신호
처리 트래픽도 더 높습니다 .

•

에이전트 및 감독자가 화면 팝업 , 보고서 및 통계 등의 기능과 함께 데스크톱을 사용합니다 . 따
라서 에이전트나 감독자 데스크톱과 Contact Center 서버 간의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 또
한 , 대역폭 계산 시 보고 정보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에이전트나 감독자가 원격 위치에
있고 중앙 위치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개별 Cisco
Contact Center 제품에 대한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

IVR 솔루션 유형에 따라 음성 게이트웨이와 IVR 시스템 사이에 트래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음성 게이트웨이를 배포했으며 Unified IP IVR 을 통해 통화가 원격 위치에 있는 음
성 게이트웨이에 도착하는 경우 , 음성 게이트웨이와 Unified IP IVR 사이에 WAN 을 통한 음성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 Unified CVP 를 사용하는 경우 , 통화 취급 및 대기 기능을 제공하는
VXML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화가 원격 위치에서 대기되므로 IVR 에 대한 WAN 을 통한 음성
트래픽이 방지되고 전체적인 WAN 대역폭 요구사항이 감소됩니다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에서는 원격 에이전트 ( 예를 들면 재택 근무 에이전트 ) 도 지원합니
다 . 주로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솔루션에서는 에이전트가 광대역 인터넷 연결에 의
해 중앙 위치에 연결되는 IP 전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 솔루션에서는 전화기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어되는 CTI 입니다 . 두 번째 솔루션은 Cisco Unified Mobile
Agent 에 기초하여 , 에이전트를 휴대폰과 같은 PSTN 전화를 사용하여 콜 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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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ite Contact Center( 분산 통화 처리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배포 모델은 여러 위치로 구성되며 , 각 위치마다 IP WAN
에 연결된 고유한 통화 처리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 이 섹션에서는 각 Unified CM 클러스터에 에이
전트가 등록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Unified CCX 배포는 여러 Unified CM 클러스터 간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 각 Unified CM 클러스터
에는 그림 22−5 에서처럼 고유한 Unified CCX 배포가 필요합니다 .
그림 22-5

멀티사이트 Unified CCX 배포 ( 분산 통화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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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X

Unified CCE 의 요구사항은 Unified CCX 와는 다릅니다 . 단일 Unified CCE 시스템이 여러 지리적
위치에 있는 여러 Unified CM 클러스터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에이전트 PG
는 각 Unified CM 클러스터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 ( 통화 라우터 + 로
거 ) 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림 22−6 는 이 배포 유형을 보여주며 에이전트
PG 의 배치를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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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멀티사이트 Unified CCX 배포 ( 분산 통화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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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Contact Center 배포가 필요한 경우 상위 / 하위 배포 모델을 사용하여 단일 가상 고객지원센
터를 구성함으로써 Unified ICM 을 통해 이러한 배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상위 / 하위 모델은 모
든 Contact Center 배포에서 엔터프라이즈 대기 및 엔터프라이즈 보고 등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
또한 완전한 위치 중복성 및 고확장성을 제공합니다 . 상위 / 하위 모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
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

Cisco Contact Center Gateway Deployment Guide for Cisco Unified ICME/CCE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중압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모델과 마찬가지로 ,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
티사이트 배포에서도 QoS, 통화 허용 제어 , 코덱 등을 신중히 구성해야 합니다 .

IP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이 배포 모델에서는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가 QoS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로 IP WAN 을 통해 연
결되는 여러 위치에 배포됩니다 . 이 모델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을 배포
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WAN 을 통해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구성 요소를 클러스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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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Unified CCE 를 사용하는 경우 A 측 구성 요소가 Unified CCE B 측 구성 요소로부터 원
격 위치에 있고 IP WAN 연결에 의해 B 측 구성 요소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고가용
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act Center 고가용성 , 22−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설계 고
려 사항은 이 유형의 배포에 적용됩니다 .
•

두 위치 간에는 어떠한 단일 실패 지점도 없이 높은 IP WAN 가용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예
를 들면 IP WAN 링크 , 라우터 및 스위치가 중복되어야 합니다 . SONET 링 ( 복원력이 우수하
고 중복성이 기본으로 제공됨 ) 이나 여러 WAN 링크를 사용하여 이러한 WAN 링크 중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

연결될 에이전트 PG(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 와 CTI Manager 가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
합니다 . 리디렉션 및 전송 트래픽 및 추가 CTI 트래픽의 양이 많으므로 Unified CCE 를 배포할
때 Unified CM 노드 간의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대역폭 요구사항이 더 높아집니
다.

•

기본 Unified CCE 및 Unified CM 노드가 한 위치에 있고 보조 Unified CCE 및 Unified CM 노드
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 두 위치 간의 최대 대기 시간은 Unified CM 대기 시간 요구사항
인 80ms RTT( 왕복 시간 ) 에 의해 결정됩니다 . 하지만 Unified CCE 노드가 Unified CM 노드와
는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중복 Unified CCE 노드 간에 대기 시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그림 22−7 은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Unified CCE 배포를 보여줍니다 . 자세한 내용
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그림 22-7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Unified CCE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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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X 및 Unified IP IVR 솔루션에서는 기본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노드가 보조
노드로부터 원격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Unified CCX 배포 요구사항은 Unified CCE 배포 요
구사항과는 다릅니다 . 예를 들어 Unified CCX 에는 중복 WAN 링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
존 및 보조 Unified CCX 노드 간의 최대 대기 시간도 80ms RTT 입니다 . 그림 22−8 은 이 배포 유형
을 보여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설계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xpress/pr
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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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Unified CCX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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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enter 배포 시 설계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Contact Center 배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설계 고려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
다.
•

Contact Center 고가용성 , 22−17 페이지

•

대역폭 , 대기 시간 및 QoS 고려 사항 , 22−18 페이지

•

통화 허용 제어 , 22−19 페이지

•

Unified CM 과 통합 , 22−20 페이지

•

Contact Center 에 대한 기타 설계 고려 사항 , 22−20 페이지

Contact Center 고가용성
모든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제품은 고가용성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보조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노드를 추가하여 고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조 노드는 기본 노드와 동일한 데이터 센터에 상주하거나 , 중복
성이 필요할 경우 WAN 에서 기본 노드와 다른 데이터 센터에 상주할 수도 있습니다 (IP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 22−15 페이지 참조 ). 노드 중 하나는 활성 노드이며 모든 통화를 처리할 수 있
습니다 . 다른 노드는 대기 모드에 있으며 기본 노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Unified CVP 는 여러 Unified CVP 노드 , 음성 게이트웨이 , VXML 게이트웨이 , SIP 프록시 등과 함
께 고가용 배포를 지원합니다 .
Unified CCE 에서는 구성 요소 중 대부분이 중복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중복 인스턴스
를 A 측 및 B 측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 통화 라우터 A 와 통화 라우터 B 는 서로 다른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통화 라우터 모듈 ( 프로세스 ) 의 중복 인스턴스입니다 . 이 중복 구성을
이중 모드라고도 합니다 . 두 인스턴스 간에 통화 라우터가 동기적으로 실행되므로 모든 통화가 이
중 인스턴스의 양측에서 처리됩니다 .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와 같은 다른 구성 요소는 상시 대기 모
드로 실행되어 실제로는 해당 시점에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중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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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ntact Center 구성 요소 자체에 대한 중복성 외에도 , Unified CM 과의 통합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노드는 기본 CTI Manager 에 연결할 수
있으며 기본 CTI Manager 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보조 CTI Manager 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를 사용하는 경우 PG A 측이 기본 CTI Manager 에 연결된 동안 중복된 PG B 측은 보
조 CTI Manager 에 연결되므로 , CTI Manager 하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고가용성이 실현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
십시오 .

대역폭 , 대기 시간 및 QoS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통화 제어 트래픽과 실시간 음성 트래픽을 고려하여 다중 사이트 연
락 센터 배포에서 WAN 대역폭을 프로 비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적정 대역폭 프로비저
닝 및 QoS 구현은 Contact Center 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대기
시간과 QoS 매개 변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

대역폭 프로비저닝
Contact Center 솔루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트래픽 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WAN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

진입 게이트웨이 및 IVR 시스템 간의 음성 트래픽 . Unified IP IVR 을 사용하는 경우
Unified IP IVR 클러스터가 중앙 위치에 있고 PSTN 게이트웨이가 원격 위치에 있는 경우 WAN
을 통해 음성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 Unified CVP 를 사용하는 경우 에지에서 통화 대기가 가능
하므로 음성 트래픽을 원격 위치에 대해 로컬로 유지하여 WAN 링크를 통한 음성 트래픽을 방
지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대기는 Unified CVP ViQ( 비디오 대기 ) 기능을 사용하여 지원되므
로 , 발신자와 비디오 미디어 서버 간의 비디오 트래픽도 고려해야 합니다 .

•

진입 게이트웨이와 에이전트 간의 음성 트래픽 또는 내부 통화의 경우 발신자와 에이전트 간
의 음성 트래픽 . Contact Center 배포에서 비디오를 지원하는 경우 발신자와 에이전트 간의 비
디오 트래픽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음성 및 비디오 신호 처리 트래픽 . 이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진입 게이트웨이 또는 발신자 엔드
포인트와 Unified CM 간에 , 그리고 에이전트 전화와 Unified CM 간에 , 발생하는 신호 처리용
트래픽을 말합니다 .

•

VXML 게이트웨이 트래픽 (Unified CVP 가 배포된 경우 ). 이 트래픽에는 미디어 서버로부터의
미디어 파일 검색과 VXML 서버와의 VXML 문서 교환이 포함됩니다 .

•

Finesse 에이전트 또는 감독자 데스크톱과 Finesse 가젯을 호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간 데
이터 트래픽 .

•

보고 사용자와 Unified Contact Center 보고 서버 간의 보고 트래픽

•

Unified Contact Center 서버 간의 트래픽 ( 서버가 서로 원격 위치에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이
유형의 트래픽은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격 PG 를 사용한 멀티사이
트 및 분산 통화 처리 또는 IP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에서 발생합니다 .

•

많은 양의 리디렉션 및 전송 트래픽과 추가 CTI 트래픽으로 인한 Unified CM 가입자 간의 추가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트래픽

•

녹음 및 무성 모니터링으로 인한 음성 트래픽 . 솔루션에 따라 에이전트와의 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녹음하기 위해 RTP 스트림 하나 또는 두 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대역폭 계산 및 지침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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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
에이전트와 감독자가 통화 처리 구성 요소 및 고객지원센터로부터 원격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 시간 초과 값이 높으므로 Finesse Server 와 Finesse 데스크톱 사이의 지연 시간이 매
우 길 수 있습니다 . 긴 대기 시간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
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전화에서 벨이 울리기 시작했지만 나중까지도 데스크
톱이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ontact Center 와 통화 처리 구성 요소 간의 , 그리고 Contact Center 구성 요소 자체 간의 , 대기 시
간 요구사항은 Contact Center 솔루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면 Unified CCX 중복 노드가 최
대 대기 시간 80 ms RTT 로 서로 원격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를 사용하는 경우 ,
Unified CCE 구성 요소와 Unified CM 간의 , 또는 Unified CCE 구성 요소 자체 간의 최대 대기 시간
은 80 ms RTT 보다 큽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
십시오 .

QoS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배포할 때와 마찬가지로 , Contact Center 배포에도 긴급하
거나 중요한 트래픽을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QoS( 서비스 품질 ) 를 구성해야 합니다 . 고객지원센
터 환경에서 음성 및 음성 신호 처리에 대한 QoS 표시는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의 경우
와 동일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관련 트래픽에는 특정 QoS 표시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Unified CCE 개인 네트워크에 대한 일부 트래픽은 AF31 로 표시해야 하는 반면 , 그 밖의 트
래픽은 AF11 로 표시해야 합니다 . 해당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go/srnd) 에는 각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에 대한 QoS 표시 권장 사항
및 QoS 설계 지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통화 허용 제어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배포와 마찬가지로 , Contact Center 배포에도 통화 허용 제
어에 대한 신중한 프로비저닝이 필요합니다 . 대역폭 관리 , 13−1 페이지의 해당 단원에 설명된 동
일 메커니즘이 고객지원센터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과 관련된 음성 트래픽은 통화 허용 제어 계산 시 고려하면 안 됩니다 . 예를
들면 , Unified CM 에 의한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에서 발생하는 음성 트래픽 ( 전화에서 포킹된 음
성 트래픽 ) 은 올바르게 고려되지만 , 데스크톱 기반 무성 모니터링 ( 데스크톱이 에이전트 IP 전화
기 후면에 연결됨 ) 에서 발생하는 음성 트래픽은 통화 허용 제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에이전트 및 Unified CVP 에 대한 통화 허용 제어에는 특별한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자
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
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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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과 통합
다음 설계 고려 사항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구성 요소와 Unified CM 을 통합할 때 적용됩
니다 .
•

Cisco 에서는 관리 및 업그레이드 목적으로 Contact Center 와 비 Contact Center 배포에 대해 각
각 별도의 Unified CM 클러스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별도의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Cisco 에서는 Contact Center 와 비 Contact Center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각각 별도의
Unified CM 가입자 노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

Contact Center 배포 시 , Unified CM 에 대해 2:1 중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
다 . 높은 복원력과 빠른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려면 1:1 중복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

Unified CM 과 Unified CCX,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CE 간의 통합은 JTAPI 를 통해 이루
어집니다 . Unified CCX 클러스터가 기본 CTI Manager 에 연결되고 보조 CTI Manager 에도 예
비 연결됩니다 . Unified CCE 에서는 에이전트 PG 가 CTI Manager 하나에만 연결됩니다 . 중복
에이전트 PG 는 보조 CTI Manager 에만 연결됩니다 . 기본 CTI Manager 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본 에이전트 PG 도 작동하지 않으며 장애 조치 상황이 발생합니다 .

•

단일 PG 가 그림 22−9 에 표시된 대로 중앙 집중식 배포를 통해 모든 Unified CM 가입자 쌍에
서 에이전트 전화기를 제어하고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

•

여러 Unified CCX 배포와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에이전트 PG 하나와 Unified CM 가입자 쌍 네 개를 함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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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Contact Center 에 대한 기타 설계 고려 사항
제시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계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

Unified CVP 를 통해 에지에서 대기가 가능하므로 Unified IP IVR 대신에 Unified CVP 를 배포
하면 멀티사이트 배포에 대한 대역폭 요구사항을 낮출 수 있습니다 .

•

대부분의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제품과 구성 요소는 VMware 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 환
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MTP(Media Termination Point) 리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
면 SIP 트렁크를 통한 모바일 에이전트 및 착신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RFC 2833 협상 시 관련
CTI 포트에 대한 MTP 가 필요합니다 . MTP 는 Unified CVP 와 관련된 일부 시나리오에서도 필
요합니다 . Unified CCX 확장 및 연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 RFC 2833 협상 시 관련 CTI 원격
장치에 MTP 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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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코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WAN 연결 위치의 전화기가 G.729 코덱을 지
원하지만 Unified CVP 가 G.711 지원용으로 구성된 경우 Unified CM 에서는 트랜스코더를 작
동시킵니다 . 하지만 게이트웨이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에서 도착하는 착신 전화가
Unified CVP 에서 G.711 로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트랜스코더가 필요하지 않은 에이전트와는
G.729 로 재협상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에서는 일부 타사 Contact Center 제품도 지원합니다 . Unified CM 과의 통합은
JTAPI 에 기초하며 통화 취급 및 대기와 CTI 라우트 지점에 대해 CTI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Unified CM 의 규모를 올바르게 조정하려면 통화 흐름과 이러한 흐름이 Unified CM 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 또한 중복성이 구현되는 방식과 이러한 중복성이 Unified CM
또는 CTI 확장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설계 고려 사항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Contact Center 에 대한 용량 계획
모든 배포는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로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 이 도구는 Unified CCE,
Unified IP IVR, Unified CVP 및 Unified CCX 와 같은 Contact Center 제품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 이
도구는 에이전트 수 , IVR 포트 수 및 게이트웨이 포트 수 같은 배포에 필요한 Contact Center 리소
스를 결정합니다 . Contact Center 구성 요소 자체의 크기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 Unified CM 및 음
성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나머지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의 크기도 조정합니다 . 이 도구는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에서 시스코 직원 및 파트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
한 로그인 인증 사용 ).
일반적으로 Contact Center 의 크기 조정은 고객지원센터로 걸려오는 통화에 대한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에 따라 달라집니다 . 또한 서비스 수준 목표 및 목표 응답 시간 같은 그 밖의 매개 변
수에도 좌우됩니다 . 예를 들어 , 통화 중 90% 를 30 초 안에 응답해야 하는 배포에는 통화 중 80%
를 2 분 안에 응답해야 하는 배포보다 더 많은 Contact Center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크기 지정에 영
향을 미치는 또 다른 매개 변수는 Finesse 또는 Finesse IP Phone Agent 가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크기 조정 시 Unified CST 를 사용하고 ,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Contact Center 설계는 Unified CM 크기 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다음 고려 사항은 Contact
Center 솔루션에서 Unified CM 을 배포할 때 Unified CM 크기 조정에 적용됩니다 .
•

단일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최대 Unified CCE 에이전트 수는 IVR 솔루션에 따라 달라집니
다 . Unified IP IVR 을 사용하는 경우 , 통화 취급 시 CTI 라우트 지점 및 CTI 포트가 사용되며 ,
따라서 Unified CM 리소스가 소비됩니다 . Unified CVP 를 사용하는 경우 , 통화 취급 및 대기
가 일반적으로 VXML 게이트웨이 , Unified CVP VXML 서버 및 Unified CVP 통화 서버에 의해
처리되므로 Unified CM 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단일 Unified CM 클러
스터에서 Unified IP IVR 을 사용할 때보다 Unified CVP 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에이전트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CE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은 CTI 포트에 의존하므로 Unified CM 가입자의 추가 리소스
가 필요합니다 . 그러므로 모바일 에이전트를 배포할 경우 Unified CM 확장성이 감소됩니다 .

•

Unified CCE 배포를 통해 SIP 전화걸기가 지원됩니다 . SIP 다이얼러를 사용할 경우 , 각 발신
전화가 SIP 다이얼러 포트에서 퇴출 음성 게이트웨이로 전달됩니다 . 통화가 에이전트로 호전
환될 때만 Unified CM 에 연결됩니다 . 그러므로 Unified CM 용량이 SIP 다이얼러를 사용할 때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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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M 크기를 조정할 때 모든 추가 CTI 애플리케이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일부
PC 클라이언트는 CTI 를 통해 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통화 녹음 애플리케
이션은 CTI Manager 를 통해 Unified CM 과 직접 통합되어 에이전트 전화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Unified CM 의 추가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9−26 페이지 및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십시오 .

•

일부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 (Unified CM 기반의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 등 ) 은
SPAN 또는 데스크톱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 등의 기타 솔루션과 달리 Unified CM 의 리
소스를 소모합니다 .

•

또한 크기 조정과 관련된 복잡성으로 인해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에서 시스코
직원 및 파트너만 사용할 수 있는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적절한 로그인 인증 사용 ) 를
통해 모든 배포의 규모를 조정해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설계 설명서 (https://www.cisco.com/go/srnd) 를 참조하
십시오 .

비디오 고객 관리
고객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디오 지연 고객 환경을 포함하도록 고객 관리 옵션을 개선하면 고객과
에이전트 모두의 참여가 증가됩니다 .

Cisco Remote Expert Solution
Cisco Remote Expert Solution 을 사용하면 고객과 내부 직원 모두 여러 채널의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을 극대화하고 , 전문가 생산성을 높이며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
관된 대화식 환경도 제공합니다 . Cisco Remote Expert 는 전문가의 가상 풀을 생성하고 , 전문가의
가용성을 관리하며 , 고품질 오디오 및 비디오를 사용하여 여러 채널과 장치를 통해 전문가와 고객
을 신속하게 연결합니다 .
여러 터치 포인트와 장치에 일관된 고객 및 직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Cisco Remote Expert
Solution 은 고객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업계 벤치마크를 확립하고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는 완
전한 다중 채널 협업 플랫폼입니다 .
•

응답 시간 향상
고객이 개인 장치 , 키오스크 또는 상점 , 지점 또는 병원 내의 고객 워크스테이션에서 단추를
한 번 터치하여 비디오를 통해 전문가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판매율 증가
Cisco Remote Expert 가 제품 및 서비스 조회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올바른 리소스를 지능적
으로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교차 판매 및 상향 판매 기회 증가
고객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인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매우 숙련된 전문가와 고
객이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

•

생산성 증대
장치나 위치에 상관없이 실무 전문가가 단일 플랫폼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isco Remote Expert Solution 은 Cisco Validated Design 참조 아키텍처와 파트너 에코시스템에서 지
원되는 업계 선두의 고품질 협업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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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Exper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Remote Expert Solution 설계 안

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design−zone/remote_expert.html

네트워크 관리 도구
Unified CCE 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로 관리됩니다 . Unified CCE 장치에
는 SNMP v1, v2c 및 v3 을 지원하는 SNMP 에이전트 인프라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CISCO−CONTACT−CENTER−APPS−MIB 에 의해 정의된 계측 기능을 표시합니다 . 이 MIB 는 표
준 SNMP 관리 스테이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성 , 검색 및 상태 계측 기능을 제공합니다 . 또
한 , Unified CCE 는 관리자에게 시스템의 모든 오류를 경고하는 다양한 SNMP 알림도 제공합니다
. Unified CCE 는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자를 위해 표준 syslog 이벤트 피
드 (RFC 3164 규격 ) 도 제공합니다 .
Unified CCE SNMP 에이전트 인프라 및 syslog 피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SNMP Guide for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 Hosted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SNMP 표준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솔루션 네트워크의 상태를 그림과 표 형태로 자세히 표현
함으로써 Unified CVP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모든 Unified CVP 제품 구성 요소 및 대부
분의 Unified CVP 솔루션 구성 요소는 SNMP 트랩 및 통계를 생성하여 표준 SNMP 관리 스테이션
이나 모니터링 도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X 는 SNMP 및 syslog 인터페이스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도 Contact Center 배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Cisco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는 활성 통화 수 , 초당 착신 전화 수 또는 로그온된 에이전트
수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Advanced 가 이전에 구현된 경우 Prime Contact Center Assurance
Module 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ntact Center Assurance Module 에서 고객 관리 환경의 토폴
로지와 구성 요소 간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합니다 . 오류 근본 원인 분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벤트 상관을 제공하고 , 성능 문제를 감지하여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능 대시보드를 제공
하며 , 통화 흐름을 중단시키는 장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화 추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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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통화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은 Cisco IP Phones,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장치 , 또는 Cisco 스
위치 등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솔루션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통과하는 음성 및 영상 통화
를 모니터링하고 녹음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콜센터와 기타 엔터프라이즈 기능에서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준수 목적 , 녹취 및 음성 분석 , 또는 팟캐스트 및 블로그 게시 목적 등의 다양한 용
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장에서는 음성 및 영상 통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솔
루션의 다양한 통화 녹음 솔루션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 이 장은 또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솔루션 내에 내장된 통화 녹음 솔루션의 기본적인 설계 고려 사항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
습니다 .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23−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23-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Cisco MediaSense 는 EoS( 판매 종료 ) 에 도달
했으므로 이 장에서 제거되었습니다 .

Cisco MediaSens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srnd 에서 구할 수 있
는 SRND 의 이전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2018 년 3 월 1 일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r(TCS) 는 EoS( Cisco TC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 종료 ) 에 도달했으므로 이 장에서 제거되 https://www.cisco.com/go/srnd 에서 구할 수 있
었습니다 .
는 SRND 의 이전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2018 년 3 월 1 일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의 유형
이 섹션에서는 다음 유형의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
•

SPAN 기반 솔루션 , 23−2 페이지

•

Unified CM Silent Monitoring, 23−3 페이지
–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 23−4 페이지
– 내장 브리지를 사용하는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 23−5 페이지
–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 2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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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에이전트 데스크톱 , 23−9 페이지

SPAN 기반 솔루션
SPAN(Switched Port Analyzer) 을 바탕으로 한 녹음 솔루션은 통화 녹음을 위해 패킷 스니핑 기술
을 사용합니다 . SPAN 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 스위치 포트나 VLAN 에
서 SPAN 이 활성화되면 스위치가 해당 포트나 VLAN 을 통과하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의 사본을 그
러한 패킷을 분석하는 녹음 또는 모니터링 서버 ( 예 : Cisco Unified Workforce Optimization Quality
Management 또는 타사 녹음 서버 등 ) 로 전송합니다 . 이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내장된 VoIP RTP 패
킷을 감지하고 디코딩하여 저장 장치에 오디오로 저장합니다 . 필요한 경우 SPAN 은 Cisco Voice
Gateway 또는 Cisco IP Phones 에 연결된 포트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IP 전화기 간
의 내부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SPAN 은 해당 IP 전화에 연결된 스위치 포트에서 활성화되어야 합
니다 .
그림 23−1 에는 내부 통화를 녹음하기 위한 SPAN 기반 녹음 솔루션 배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 IP
전화기에 연결되어 소스 포트로 표시된 포트는 녹음 서버에 연결된 대상 포트에 미러링됩니다 .
그림 23-1

내부 통화에 대한 SPAN 기반 통화 녹음 흐름
V
Voice
Gateway
G

Cisco Unified CM
Switch
Destination Ports

WAN
Recording
Server

313251

Source Ports

Cisco 의 몇몇 파트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솔루션에 SPAN 기반 녹음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 기술적인 상세정보는 Cisco Developer Network Marketplace Solutions
카탈로그의 특정 파트너 제품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이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https://marketplace.cisco.com/catalog/search?utf8=%E2%9C%93&x=48&y=6&search%5Btechno
logy_category_ids%5D=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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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의 유형

또한 포트 미러링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적합한 대역폭 프로비저닝을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흐
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SPAN 기반 녹음 및 가상화

이 섹션에서는 가상화가 활성화된 일반적인 SPAN 기반 배포 몇 가지를 검토하고 일부 제한 사항
을 설명합니다 . VMware 는 vSphere 5.0 에서 시작하는 VMware vSphere Distributed Switch(VDS)
의 SPAN 기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상화된 설정에서 일부 통합 커뮤니케이션 , 애플리케이션 및 고객지원센터 애플리케이션과 포
트 분석기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호스트 또는 다른 호스트의 가상 시스템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 가상화된 설정에서의 SPAN 기반 녹음 솔루션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
음 기능은 가상화가 포함된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Unified CCE) 의 배포에서 지원
되지 않습니다 .

참고

•

원격 무성 모니터링

•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UCS) B 시리즈 섀시에서의 SPAN 기반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SPAN 기반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은 UCS B 시리즈 섀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Unified CM Silent Monitoring
Unified CM Silent Monitoring 기능을 이용하면 감독자는 고객과 에이전트가 감독자가 통화를 모니
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 간의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 통화 모니터
링 중에 에이전트 전화기가 에이전트 전화기의 두 가지의 음성 RTP 스트림 ( 에이전트용 1 개 , 고
객용 1 개 ) 을 결합하고 그 결과가 되는 스트림을 감독자 전화에 전송합니다 . 또한 속삭임 코칭을
이용하면 감독자가 통화 모니터링 세션 중에 에이전트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모니터링 및
속삭임 코칭은 콜 센터 애플리케이션이 Unified CM 의 JTAPI 또는 T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3−2 에서는 Cisco Unified CM Silent Monitoring 의 기본 설정을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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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Unified CM Silent Monitoring 아키텍처
Media Between
Caller and End User
Cisco Unified CM Cluster

Voice
way
Gateway

Agen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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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시스템 관리자가 발신자와 착신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기반 녹음을 사용하면 지원되는 IP 전화기 모델의 BIB( 내장 브리
지 ) 또는 지원되는 버전 및 구성의 SI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미디어를 포킹할 수 있습니다 . 관
리자가 포킹 장치 유형 간에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선호하는 포킹 장치를 사용
할 수 없으면 Unified CM 이 자동으로 다른 방법으로 장애 조치합니다 . 예를 들어 IP 전화기가 전
화 선호됨으로 녹음이 활성화되었으나 사용할 수 있는 녹음 리소스가 없는 경우 ( 전화에 내장 브
리지가 없음 ) 게이트웨이가 통화 녹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음을 위해 Unified CM 이 사용한 미디어 포킹 장치와 관계없이 Unified CM 은 항상 녹음된
통화의 니어 엔드 및 파 엔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녹음 서버에 제공합니다 . 메타데이터는 SIP
Invite 의 FROM 헤더를 비롯해 Unified CM 과 녹음 서버 간에 전송된 SIP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
Unified CM 무성 통화 모니터링 및 통화 녹음 기능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
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기능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에서는 각 개별 회선 인스턴스의 자동 및 선택적 녹음을 지원
합니다 . 이 작업은 녹음이 필요한 각 회선마다 녹음 프로파일을 할당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러면 다중 회선 장치의 단일 회선 또는 공유 회선의 단일 인스턴스에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녹음의 경우 엔드포인트에 연결된 모든 통화를 Unified CM 이 자동으로 녹음합니다 . 선택적 녹음
의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에서의 통화 녹음을 시작하려면 JTAPI/CTP 를 통한 외부 애플리케이션 또
는 사용자가 Unified CM 에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엔드포인트에서 녹음 시작 단
추를 누르거나 JTAPI 또는 TAPI 애플리케이션에서 녹음 요청을 보냄으로써 녹음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 녹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Unified CM 이 미디어가 녹음되는 녹음 서버로 대화의 미디어
를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포킹 (forking) 장치에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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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의 유형

통화 녹음 및 다중 레벨 선행 및 선점 (MLPP) 을 모두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두 기능을 모두 사용
하는 회선에서 두 개의 추가 통화 레그가 생성됩니다 . 따라서 , 해당 회선의 통화 트리거를 3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내장 브리지를 사용하는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BIB 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은 IP 주소의 내장 브리지를 사용하여 통화
녹음을 활성화합니다 . ( 그림 23−3 참조 ) 통화 녹음 중에 에이전트 전화기가 두 개의 스트림을 녹
음 서버로 나누어 줍니다 . 착신자의 음성을 위한 스트림과 발신자의 음성을 위한 스트림 등 두 가
지의 스트림이 별도로 녹음됩니다 . 단일 스트림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만들기 위해 녹음된 스
트림을 혼합하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23-3

전화기의 내장 브리지를 사용하는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End User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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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r and End User

Cisco
Unified
IP Phone

Cisco Unified CM Cluster

Voice
Gateway
way

PSTN

Cisco
Jabber
Softphone

SIP
End User
Voice

SIP

Caller
Voice

Mobile
Remote
Destination

348821

Recording
Server
Caller

Unified CM 을 통한 통화 모니터링 및 녹음을 지원하는 Cisco Unified IP Phone 의 목록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Unified CM 무성 모니터링 / 녹음 지원 장치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eveloper.cisco.com/site/uc−manager−sip/documents/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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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통화가 녹음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에서는 통화를 녹음하
기 위해 게이트웨이의 미디어 포킹 기능을 활용합니다 . 외부 통화가 전화의 최종 사용자와 연결되
면 Unified CM 이 게이트웨이를 실행하는 UC Gateway Services API 를 통해 대화의 미디어를 녹음
서버로 분리하는 게이트웨이를 요청합니다 . 분리된 미디어는 최종 사용자 음성용 한 개와 통화자
음성용 한 개 등 두 개의 RTP 스트림으로 구성되며 녹음 서버는 그러한 스트림을 별도로 캡처합니
다 . 녹음 활성 게이트웨이가 통화의 일부인 경우 , 확장 및 연결 대상 , CTI 포트 , 원격 대상의 모바
일 전화기 , PC 에서 실행 중인 Cisco Softphone( 예 : Cisco Jabber) 및 Cisco Unified IP Phone 의 최
종 사용자와 연결된 외부 통화와 같은 여러 녹음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 특히 외부 통화가
Unified CM 이 등록된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종료하면 통화자 관점에서 해당 통화의 모든 대화는
통화가 기업 내부의 어디로 향하는지와 관계없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에서는 위에 설명된 유형 외에도 추가 통화 유형을 지원합니
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기능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참고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미디어 포킹을 호출하면 2 개의 RTP 스트림을 생성하며 무성 모니터링이 필
요한 경우 스트림의 혼합은 애플리케이션이 책임지게 됩니다 .
그림 23−4 에서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의 기본 설정을 보
여줍니다 . Cisco Unified CM 및 음성 게이트웨이는 녹음이 가능한 SIP 트렁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 Unified CM 은 HTTP 인터페이스를 통해 게이트웨이에서 실행 중인 UC Gateway Services API 에
등록합니다 . 이는 Unified CM 이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에 대한 통화 이벤트 알림을 수
신하며 녹음을 시작하고 중지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 구성된 녹음 옵션에 따라 게이트
웨이 통화가 전화기의 최종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Unified CM 은 미디어를 분리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에 즉시 통보하거나 게이트웨이에 알리기 전에 사용자가 녹음 시작을 지시하기를 기다
릴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사용자가 녹음 중지를 지시함에 따라 미디어 분리를 중지할 것을
게이트웨이에 통보하거나 게이트웨이가 통화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녹음을 중지합니다 . 녹음 시
작 또는 중지 요청은 Extended Media Forking(XMF) API 를 사용하여 HTTP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
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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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의 유형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네트워크 기반 녹음
End User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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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에서는 최종 사용자 전화기와 미디어 포킹
장치 ( 음성 게이트웨이 ) 가 분리됩니다 . 이들은 동일한 Unified CM 클러스터 ( 그림 23−4 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 또는 별도의 Unified CM 클러스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솔루션은
Cisco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SME) 과 같은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배포될 수 있
습니다 . 그림 23−5 에는 SME 를 통해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을 배포하는 예시가 나타나
있으며 여기에서는 음성 게이트웨이가 SME 클러스터에 등록하고 최종 사용자 전화기가 리프 클
러스터에 등록합니다 . SME 클러스터 및 리프 클러스터는 양측에서 게이트웨이 녹음 옵션이 활성
화된 상태에서 SIP ICT(Intercluster Trunk) 에 의해 연결됩니다 . 따라서 SME 및 리프 클러스터 사
이에서 녹음 혁신 요청과 응답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객은 음성 게이트웨이를 통해 SME
클러스터에서 중앙으로 녹음 서버를 배포하거나 녹음 서버를 모든 리프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 있
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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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SME 를 통해 Cisco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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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가 있는 Unified CM 네트워크 기반 녹음을 전개할 때는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

게이트웨이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 레코딩은 시스코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예 :
ISR 4K) 및 시스코 집계 서비스 라우터 (ASR) 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 자세
한 요구사항에 대해 , 다음에서 Cisco Unified 통신 관리자용 시스템 기능 구성 안내서의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
nag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

음성 게이트웨이와 Cisco Unified?CM 간에는 SIP 만 지원되며 , SIP 프록시 서버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

•

클러스터간 녹음의 경우 클러스터에 상호 연결하는 데에는 SIP 트렁크만 지원됩니다 .

•

보안 녹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

IPv6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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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녹음을 위한 용량 계획

에이전트 데스크톱
에이전트 데스크톱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은 감독자가 무성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통화 녹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 고객지원센터 배포에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 다음과 같은 에이
전트 데스크톱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CAD(Cisco Agent Desktop)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

Cisco RSM(Remote Silent Monitoring)

이러한 솔루션은 다음 문서의 최신 버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

다음의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용 솔루션 설계 안내서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

다음의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용 솔루션 설계 안내서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xpress/pr
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모니터링 및 녹음을 위한 용량 계획
모니터링 및 / 또는 통화 녹음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용량에 영향
을 미칩니다 . 일부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솔루션 (Unified CM 기반의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
등 ) 은 SPAN 또는 데스크톱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 등의 기타 솔루션과 달리 Unified CM 의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 통화 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용량을 계획할 때
는 다음 요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
•

Unified CM 통화 녹음을 사용하면 녹음된 각 통화가 통화 처리 구성 요소 BHCA 용량에 2 통의
통화를 추가합니다 . IP 전화기나 음성 게이트웨이에서의 미디어 포킹은 각각 Unified CM 또는
음성 게이트웨이의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

•

분리된 미디어를 녹음 서버에 보내기 위해 IP 전화기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장치에서
미디어 포킹을 활성화한 경우에는 대역폭 요구 사항이 증가됩니다 . 에이전트 데스크톱 모니
터링 및 녹음의 경우 주어진 시간에 몇 통의 통화가 모니터링되거나 녹음되고 있는지에 따라
대역폭 사용률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Cisco Unified 보더 엘레멘트를 사용하여 통화 기록은 통화의 무게를 두 배로 늘립니다 . 따라
서 , Cisco Unified 보더 엘레멘트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가 기록되면 통화 용량이 절반으로 줄
어듭니다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의 메모리 이용은 녹음되는 통화가 있을 때 증가합니다 .

•

녹음 및 모니터링을 호출하기 위해 CTI 애플리케이션이 Cisco Unified CM 과 상호 작용하는 경
우 CTI 애플리케이션이 지나는 클러스터의 Unified CM 클러스터 배포 모델과 부하 균형을 고
려해야 합니다 .

규모 조정과 관련된 복잡성 때문에 모든 배포의 규모는 다음 링크를 통해 Cisco 직원 및 파트너만
접근할 수 있는 Cisco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이용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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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시스템 프로비저닝 및 관리의 개요
개정일 : 2015 년 6 월 15 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시스템에 네트워크 , 통화 라우팅 , 통화 제어 인프라 및 애
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배치한 후에는 해당 인프라 위에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구성 요
소를 추가하거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인프라에는 시
스템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는 4 가지 기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및 장치 프로비저닝 서비스 — 사용자와 장치를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
이션 및 서비스에 중앙 집중식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음성 품질 모니터링 및 경고 —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여 음성 및 영상 품질을 확인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합니다 .

•

운영 및 장애 모니터링 —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운영을 중앙 집중식으로 모니터링하
고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탐지 — 배포 내 여러 지점에서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정보를 검색 및 수집하고 관리자가 중앙 위치에서 이 정보에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합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서는 위에 언급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소개한 후 아키텍처 , 고가용성 , 용량 계획 및 설
계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관련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별 지원 및 구성 정보보
다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설계 관련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는 또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배포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타사 및 레거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
업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권장되는 몇 가지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RND 의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
이 장에서는 개별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구성 요소는 물론 서로 통신하는 여러 요소로 구
성된 시스템의 크기 지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 또한 다양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제품이
지원하는 여러 기능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복잡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
업 네트워크를 배포하는 경우 " 데이터시트에 의한 설계 " 가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설
명합니다 . 다양한 크기 지정 도구 , 특히 Cisco Collaboration Sizing Tool 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해서도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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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

협업 시스템 프로비저닝 및 관리의 개요

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 , 26−1 페이지
이 장에서는 별개의 독립적인 음성 , 영상 및 협업 시스템에서 통합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협업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또한 단
계적 마이그레이션 및 병렬 전환형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논의합니다 . PBX( 사설교환기 ) 를
새로운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합니
다 . 이 장에서는 주로 IP 텔레포니 마이그레이션 , 비디오 마이그레이션 , 음성 및 데스크톱 협
업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논의합니다 .

•

네트워크 관리 , 27−1 페이지
이 장에서는 대부분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배포 내에서 관리자가 사용자와 장치를 프
로비저닝 및 구성하고 ,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은 물론 음성 및 영상 품질을 모니터링
하고 ,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고 및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
또한 이러한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배포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네트
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배포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

아키텍처
다른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본 네트워크 ,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
션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프라 위에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애플리케
이션과 서비스를 배치해야 합니다 . 사용자 및 장치 프로비저닝 , 음성 및 영상 품질 모니터링 및 경
고 , 운영 및 장애 모니터링 ,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탐지 등 모든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서비스는 다양한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브의 네트워
크 연결을 위해 기본 네트워크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통화 라우팅 , 통
화 제어 인프라 또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에 직접 의존하지는 않지
만 , 여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
션입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와 장치 프로비저닝 서비스 및 다양한 모니터링 및 경고 서비스가 네
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노드에 연
결하고 다양한 구성 요소 및 운영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합니다 . 이러한 서비스는 또한 통화 처리 에
이전트 , PSTN 및 IP 게이트웨이 , 미디어 리소스 , 엔드포인트 및 메시징 , 리치 미디어 컨퍼런싱 및
협업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 등의 구성 요소와 직접
통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구성 요소로부터 경고
를 받습니다 .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과 관련된 서비스는 이러한 인프라 레이어 및 기본 통합 커뮤
니케이션 및 협업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종
종 서로 의존합니다 .

고가용성
운영 및 서비스 서비스는 네트워크 , 통화 라우팅 및 통화 제어 인프라 , 중요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도 필수 프로비저닝 , 모니터링 및 경고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이 높아야 합니다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장애 유형은 물론 장애와 관련된 설계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
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나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운영 및 관리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여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리 배포의 여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 중복 네트워크 프로브가 대체 연결 경로와 함께 배포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프로
브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거나 네트워크 프로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네트워크 상태 또는 음
성 및 영상 품질을 모니터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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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획

사용자 및 장치 프로비저닝과 같은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기능의 경우 고가용성 고려 사항에는 네
트워크 연결 또는 애플리케이션 장애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고 , 그 결과 관리자가 사용자와 장치를
프로비저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용자 계정 또는 장치 구성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포함
됩니다 . 또한 이러한 유형의 운영에 대한 장애 조치 고려 사항에는 특정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계
속 일부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복 운영 또는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일부 기능을 처리하
는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
음성 및 영상 품질 모니터링 또는 애플리케이션 및 운영 장애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고가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연결이
중단되거나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및 경고 기능이 제한되
거나 경우에 따라 완전히 상실됩니다 . 따라서 음성 및 영상 품질 모니터링의 경우 일부 통화 흐름
또는 장치의 품질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운영 및 장애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고가용
성 고려 사항에는 운영 변경 추적 데이터 또는 장애 경고 및 표시가 손실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용량 계획
네트워크 , 통화 라우팅 및 통화 제어 인프라는 물론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개별 구성 요소 및 전체 시스템의 용량과 확장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설계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구성 요소 및 서비스의 배포도 용량과 확장성을 고려
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 다양한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애플리케이션 및 구성 요소를 배포하는 경
우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인프라의 확장성도 고려해야 합
니다 . 네트워크 인프라에 분명히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있고 운영 결과 생성되는 추가 트래픽 로
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통화 라우팅 및 제어 인프라는 사용 중인 다양한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구성 요소가 제공하는 필수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음성
품질 모니터링 및 경고 , 운영 및 장애 모니터링과 같은 운영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경우 , 개별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마다 지정된 시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 및 통화 흐름 수의 관점에
서 용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모니터링 및 경고에 필요한 추가 네트워크 트래픽 및 연결을 처리
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및 모니터링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 역시 중요합니다 . 모니터링 및 경
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자체가 많은 네트워크 장치 및 통화 흐름의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
지만 기본 네트워크 또는 장치에는 이러한 모니터링 및 경고 서비스에 의해 생성되는 검색 연결 또
는 알람 메시징 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용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장치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하는 운영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경우 , 용량 계획
고려 사항에는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된 로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용자 또는
장치 프로비저닝 작업이 특정한 기본 통합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지원 장치
또는 사용자 수를 초과하지 않고 , 프로비저닝 또는 구성 변경 트랜잭션이 기본 네트워크의 용량이
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
니다 . 대부분의 경우 기본 네트워크와 통화 라우팅 및 제어 인프라가 추가 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운영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수를 늘리거나 기본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
업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인스턴스의 크기 또는 수를 늘려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크기 조정 , 용량 계획 및 크기 조정과 관련된 배포 고려 사항에 대한 전체 논의는 협업 솔루
션 크기 조정 지침 , 2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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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이 장에서는 Cisco 협업 제품 및 시스템의 시스템 크기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 크기 조정에는 시
스템이 제공하는 사용자의 수 , 트래픽 믹스 , 트래픽 부하 및 기능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필요한 하
드웨어 플랫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정확한 크기 조정은 배포된 시스템이 통화량 및 처리량 측면에서 기대되는 서비스 품질을 충족시
킬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 독립 실행형 제품의 경우 시스템 크기를 수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독립 실행형 제품의 크기 조정 , 25−49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서 다룬 바와 같음 ). 하지
만 복잡한 시스템 배포에서는 여러 가지 크기 조정 요소가 고려됩니다 . 예를 들어 다양한 제품이
서로 다른 위치에 걸쳐 분산될 수 있으며 비디오 엔드포인트 , 콜 센터 및 음성 / 비디오 회의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 Cisco Systems 에서는 결과로 나타나는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크기 조정 규
칙 집합을 제공합니다 .
이 장에서는 시스템 크기 조정 방법과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일반적 소개를 제공
하며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참고

이 장은 이 문서의 다른 장에 설명되어 있는 제품 설명과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 배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장은 다음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이 장의 새로운 내용 , 25−2 페이지

•

시스템 크기 조정 방법 , 25−2 페이지

•

시스템 크기 조정 고려 사항 , 25−9 페이지

•

크기 조정 도구 개요 , 25−10 페이지

•

SME 크기 조정 도구 사용 , 25−12 페이지

•

VXI 크기 조정 도구 사용 , 25−13 페이지

•

Cisco 협업 크기 조정 도구 사용 , 25−13 페이지

•

독립 실행형 제품의 크기 조정 , 25−49 페이지

협업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는 간단한 크기 조정에 대한 지침은
https://www.cisco.com/go/pa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Preferred Architecture for
Enterprise Collaboration CVD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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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25−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25-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크기 조정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 25−18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 크기 조정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25−35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시스템 크기 조정 방법
정확한 시스템 크기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Cisco 는 해당 시스템이 일반적인 작동 조건에서 처리해
야 하는 최대 기대 트래픽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실제 성능 테스크 결과로 뒷받침되고 업계 표준 트
래픽 엔지니어링 모델을 통합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크기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

성능 테스트 , 25−2 페이지

•

시스템 모델링 , 25−3 페이지

•

트래픽 엔지니어링 , 25−5 페이지

성능 테스트
각 제품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각 기능은 어느 정도의 리소스 (CPU 및 메모리 등 ) 를 활용합니다
. Cisco 는 서로 다른 사용량 수준에서 각 기능에 대한 리소스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성
능 테스트를 정의하고 실행합니다 .
대부분의 시스템은 특정 범위 내에서 선형성을 보여주며 그 범위 밖에서는 시스템 성능을 예측하
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Cisco 는 각 기능에 대한 리소스 사용량의 선형 범위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 각 성능 테스트의 사용량 수준을 설정합니다 . 각 테스트 결과는 데이터 포인트의 최소 수치
를 사용해 그래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실제 시스템 동작을 정의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
이터 포인트 ( 중간 부하 수준에서 ) 를 수집합니다 .
그래프의 선형 섹션의 경사도는 각 작업의 증분 추가에 대한 리소스 사용량 및 / 또는 비용을 나타
냅니다 . R2 값은 적합에 가까운 정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 R2 값이 1 에 가깝다면 그 식은 데
이터에 거의 부합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그림 25−1 에서는 단일 회선 IP 전화기 구성에 필요한 메모리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위
해 수행된 테스트 결과를 보여줍니다 . 이는 Unified CM 에서 1,500, 4,500, 7,500 대의 단일 회선 IP
전화기를 구성함으로써 소모되는 메모리를 보여줍니다 . 그래프는 추세선의 방정식이 선형이며 제
어 변수 ( 이 경우에는 전화 수 ) 를 바탕으로 한 종속 변수 ( 메모리 ) 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
이 테스트에서는 R2 값이 1 에 극히 가깝습니다 . 이 방정식을 통해 7,500 개의 단일 회선 전화기가
구성된 경우 소비되는 메모리는 약 519,000KB 이며 , 시스템의 엔드포인트에 구성된 단일 회선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추가로 8.91KB 가 소비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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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단일 회선 전화 구성에 필요한 메모리
Memory Required for Configuration of 1-Line Phones

Memory Consumption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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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델링
Cisco 는 시스템 모델을 생성하는 데 성능 테스트 결과를 사용합니다 . 시스템 모델은 모델에 입력
값으로 제공된 특정한 기능 집합 , 엔드포인트 및 트래픽 믹스에 사용되는 최대 리소스 사용량을 계
산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
특정 제품에 대한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Cisco 는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1.

제품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을 항목화합니다 .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기능의 변수를 식별합니
다 . 예를 들어 각 유형의 통화는 사용하는 리소스의 양이 잠재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

2.

관심 있는 리소스를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메모리와 CPU 가 포함됩니다 . 특정 제
품은 시스템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리소스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3.

각 기능의 리소스 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 ( 이전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 를 실행
합니다 .

4.

각 기능의 리소스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을 정립하려면 선형 범위를 사용하십시오 .

리소스 사용량에 다른 요소 ( 소프트웨어 릴리스 , 통화 믹스 및 엔드포인트 유형 등 ) 가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품의 시스템 모델은 해당 제품이 지원하는 각 기능에 대한 수식을 집계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 일부 제품의 경우 모델이 상당히 단순할 수 있지만 다수의 기능 , 다수의 엔드포인트 유형 및 다중
통화 유형을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메모리 및 CPU 리소스 유형에 대한 특정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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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사용량 분석
시스템 모델은 서로 다른 사용량 특성을 보유한 정적 및 동적 메모리 사이를 구별합니다 . 운영 체
제 및 기타 프로세스에 사용되도록 예약된 시스템 메모리도 있습니다 . 이러한 세 가지 메모리 유
형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정적 메모리
시스템에 트래픽이 없을 경우 정적 메모리가 소비됩니다 . 정적 메모리 사용량에는 시스템 구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등록된 엔드포인트용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정적 메모리에는 다이얼 플랜 (
파티션 , 변환 패턴 , 경로 목록 및 그룹 등의 항목을 다룸 ) 의 구성도 포함됩니다 . 또한 정적 메모
리에는 CTI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된 메모리가 포함됩니다 . 대형 시스템에서 정적 메모리
는 주로 구성된 엔드포인트의 수와 다이얼 플랜 크기의 함수입니다 .
엔드포인트의 각 유형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메모리 사용
량은 장치 프로토콜 (SIP 또는 SCCP), 회선 표시의 수 , 보안 기능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러한 각 변수가 측정되어 모델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

동적 메모리
동적 메모리는 각 활성 통화의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 임시 활동에 사용됩니다 . 대형 시
스템에서 동적 메모리는 주로 수많은 동시 통화의 함수입니다 .
동시 통화 수는 ACHT( 평균 통화 보류 시간 ) 로 결정됩니다 . ACHT 가 길어지면 동시 활성 통화
수가 많아지므로 더 많은 동적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
통화의 유형이 다르고 프로토콜 (SCCP 및 SIP) 이 다르면 메모리 사용량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
니다 .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는 OS( 운영 체제 ) 를 비롯해 기타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 또한 일부 메
모리는 사용량의 일시적 급증을 대비하여 예약됩니다 . 시스템 메모리는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애
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을 감소시킵니다 .

CPU 사용량 분석
비활성 시스템도 일부 CPU 활동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CPU 사용률은 통화를 시작하고 취소하는
등의 트랜잭션 처리 중에 발생합니다 . 따라서 CPU 사용량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는 제공된 통
화 속도입니다 .
CPU 사용량은 통화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화는 동일한 서버 내에서 발신 및
종료되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버나 클러스터에서 발신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화는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시작되고 PSTN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CPU 사용량 분석은 Unified CM 에서의 통화 발신 및 종료에 대한 비용 차이와 사용 중인 프로토콜
,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합니다 . 또한 CPU 사용량은 구성 데이터베이스 복
잡성을 비롯해 CDR 이나 CMR 이 생성되는지 등의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CPU 사용량은 실제 하드웨어 플랫폼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제품
에 지원되는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한 성능 테스트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
또한 CPU 사용량은 통화 전달 , 전화회의를 비롯해 MTP 또는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등의 미디
어 리소스 기능과 같이 CPU 사용량이 큰 통화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 공유 회선으로 수신되는 각
통화는 해당 회선을 공유하는 모든 전화에 제공되므로 공유 회사는 더 많은 CPU 리소스를 소모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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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엔지니어링
Cisco 는 시스템의 동적 부하를 예측하는 데 업계 표준 트래픽 엔지니어랑 모델을 사용합니다 .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사용자 집합에 대해 기대되는 최대 트래픽 수준을 계산하는 수학적 모델을
제공합니다 . 또한 이 모델이 특정 트래픽 부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공유 리소스 (PSTN 트렁크
등 ) 의 양을 결정합니다 .
다음 섹션에서는 서로 다른 트래픽 유형에 대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

정의 , 25−5 페이지

•

음성 트래픽 , 25−6 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트래픽 , 25−7 페이지

•

비디오 트래픽 , 25−7 페이지

•

전화회의 및 협업 트래픽 , 25−8 페이지

정의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다음 용어를 정의합니다 .
최대 동시 통화 수

시스템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동시 활성 통화 수 .
초당 통화 수

1 초 내에 시스템에 도착한 새로운 통화 시도 수와 그 1 초간 취소된 기존 통화 수의 합입니다 .
이 단위는 시스템이 최번시 중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초당 평균 통화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
다 . ( 이 숫자는 최번시 통화를 60 으로 나눈 값과 동일합니다 .)
이 단위 또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최대 트래픽 버스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최번시

주어진 24 시간 중 최대의 총 트래픽 양이 발생했던 한 시간 . 이 시간은 조직 및 트래픽 유형에 따
라 달라집니다 . 비즈니스 음성 트래픽의 최번시는 전통적으로 아침 시간 ( 예 : 오전 10 시 ~11 시 )
으로 가정합니다 .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사용자 BHCA 는 최번시 중 사용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평균 통화 수를 나타냅니다 . 보통
BHCA 는 일년 중 가장 바쁜 30 일에 발생한 최번시 통화 시도 수의 평균을 내어 계산합니다 . 시스
템 BHCA 는 사용자 BHCA 에 사용자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차단 계수

서비스 등급을 나타내며 최번시 중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통화가 차단될 확률로 표현됩니다 . 예를
들어 차단 계수가 1% 라면 통화 처리에 필요한 리소스가 부족하여 100 통 중 1 통의 통화가 차단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평균 통화 보류 시간

리소스를 사용하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음성 통화에서 ACHT 는 두 당사자간에 개
방된 통화로가 있는 경우 통화 시작과 통화 취소 사이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 음성 시스템 트래픽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업계 평균 보류 시간은 3 분 (180 초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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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lang

Erlang 은 시스템에 가해지는 트래픽 부하 측정값입니다 . Erlang 을 계산하려면 시간당 통화 수에
평균 보류 시간 ( 시간 ) 을 곱하십시오 . 적합한 Erlang 모델을 사용하여 산출한 Erlang 을 통해 리소
스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리소스 ( 트렁크 그룹 등 ) 를 통해 다뤄지는 Erlang 의 수는 동시 통화 수와 동일합니다 . Erlang 값
은 보통 1 시간에 걸친 값의 평균입니다 .
Erlang B 모델

Erlang B 모델은 지정된 차단 계수를 통해 트래픽 부하 (Erlang) 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트렁크의 수
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확장 Erlang B 모델에는 재시도 ( 차단된 통화용 ) 모델링이 포함됩니다 .
재시도 확률은 확장 Erlang B 모델에 추가로 입력됩니다 .
Erlang C 모델

Erlang C 모델에는 착신 통화 대기가 포함되며 , 따라서 콜 센터 트래픽 모델링에 매우 유용합니다 .
버스트 트래픽

트래픽 모델은 통화 시도 도착 속도가 상당히 꾸준할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행동하
는 다수의 가입자의 경우 유효한 가정입니다 .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상
당수의 통화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한 트래픽 버스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시스템 리소스를
소모하기 때문에 차단된 통화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 버스트의 크기와 기
간을 지정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

음성 트래픽
표준 음성 트래픽은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와 ACHT( 평균 통화 보류 시간 ) 를 지정함으로
써 특징지어집니다 . 예를 들어 시스템 BHCA 가 200 이고 평균 통화 시간이 3 분인 경우 해당 시스
템은 총 600 분 동안 사용되는 셈이며 이는 10 Erlang 에 해당합니다 .
공유 리소스 (PSTN 트렁크 그룹 등 ) 의 사용량을 계산하려면 차단 계수도 지정되어야 합니다 . 예
를 들어 Erlang 값과 차단 계수가 주어지면 Erlang 계산기나 조회 테이블을 사용해 PSTN 게이트웨
이에 필요한 음성 회선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표 25−2 에서는 트렁크의 수 , 차단 확률 및 트래픽 Erlang 간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
표 25-2

Erlang B 트래픽 테이블 ( 필요한 회선 수 )

차단 확률
Erlang 수치 0.05%

1%

2%

3%

4%

5%

10

19

18

17

16

15

15

20

32

30

28

27

26

26

30

44

42

39

38

37

36

표 25−2 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rlang 요구 사항이 20 이고 차단 계수가 1% 인 경우 시스템에는 30 개의 회선이 필요합니다 .

•

높은 차단 계수 ( 예 : 5%) 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낮은 차단 계수 ( 예 : 1%) 를 제공하는 데 추가 회
선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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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트래픽
고객지원센터의 시스템은 소수의 에이전트나 IVR( 대화식 음성 응답 ) 시스템이 대량의 통화를 처
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유한 트래픽 패턴을 나타냅니다 . 고객지원센터는 높은 리소스
활용도를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고객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동안 에이전트 , 트렁크 및 IVR 시스템
이 끊임 없이 사용되어야 하며 운영 시간은 보통 24 시간입니다 . 통화 대기가 일반적이며 ( 착신 통
화 트래픽이 에이전트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통화는 다음 에이전트가 통화 가능할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됨 ) 에이전트는 보통 업무 시간 동안 고객지원센터 통화에 응답하는 데 전념합니다 .
고객지원센터의 평균 통화 보류 시간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통화보다 짧은 것이 보통입니다 . 대부
분의 통화는 IVR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며 실제 에이전트와 직접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통화가 셀프 서비스 통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 셀프 서비스 통화의 평균 보류 시간은 약 30 초인 반
면 에이전트로 서비스되는 통화의 평균 보류 시간은 3 분 ( 일반적인 비즈니스 트래픽과 동일 ) 이
므로 고객지원센터의 전반적 평균 보류 시간은 평균 비즈니스 트래픽보다 짧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관리의 목표는 리소스 사용 (IVR 포트 , PSTN 트렁크 및 실제 에이전트 포함 ) 을 최
적화하는 것이므로 리소스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
콜 센터는 보통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보다 통화 도착 속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통화 도착 속도
는 하루 중 어느 때 ( 일반적인 최번시가 아님 ) 든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비즈니스
트래픽에 비해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텔레비전 광고가 1−800 번호가 포
함된 특정 휴일 패키지로 방송되는 경우 시스템의 통화 도착 속도는 광고 방송 후 약 15 분 동안 최
대 트래픽을 나타냅니다 . 이 통화 도착 속도는 그 규모면에서 고객지원센터의 평균 통화 도착 속
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고객지원센터의 크기 조정 시에는 대기열에 있는 통화를 고려하기 위
해 Erlang C 모델을 사용합니다 . 고객지원센터는 IVR( 대화식 음성 응답 ) 포트 등의 추가 리소스
가 필요합니다 . PSTN 게이트웨이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대기열에서 통화가 대기되는 시간이 고
려되어야 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트래픽을 위한 게이트웨이 크기 조정 , 25−39 페이지 참조 ).
참고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용 솔루션 설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
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비디오 트래픽
지점 간 비디오 트래픽은 통화 도착 속도 , 사용량 최대 시점 및 통화 시간의 음성 항목과 유사한 특
성을 보입니다 . 또한 통화 시작 및 종료 신호도 음성 통화와 유사합니다 .
비디오 패킷의 페이로드가 음성 패킷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디오 트래픽은 음성보다 대단히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또한 비디오 트래픽은 음성보다 버스트 특성이 더욱 강합니
다 . 음성 패킷 크기는 보통 일관적인 ( 사용 중인 인코딩 알고리즘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나타
남 ) 편인 반면 비디오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과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 크기가 상당히 큰 차이
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결과 RTP 패킷 스트림은 트래픽 버스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비디오 회의의 영향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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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회의 및 협업 트래픽
전화회의 트래픽은 지점 간 음성 / 영상 통화와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 전화회의 트래픽의
트래픽 모델은 다음 차이점을 수용해야 합니다 .
•

통화 도착
전통적인 트래픽 모델은 최번시 전반에 걸쳐 최번시 통화가 Poisson 분산을 보이며 도착할 것
을 가정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는 미팅 시작 시간 5~10 분 이내에 통화에 참가하며 대
부분의 전화회의 통화는 정시에 시작하도록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따라서 통화 도착 속
도는 한 시간 전체에 대한 Poisson 분산이 아닌 매 정시에 단 한 번의 버스트를 보입니다 .

•

최대
비즈니스 음성 트래픽은 보통 아침 ( 오전 10 시 ~11 시 ) 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오후 ( 오후 1 시
~2 시 ) 에 다시 한 번 나타납니다 . 하지만 전화회의 시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리소스이므로
미팅이 업무일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최고 시점에 덜 명확한 최고점을 나타냅
니다 .

•

통화 시간
평균적인 비즈니스 음성 통화 시간은 3 분입니다 . 전화회의 통화의 평균 시간은 50 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30 분 , 60 분 및 더 긴 미팅의 조합에 따라 달라짐 ).

•

비디오 회의
비디오 스트림의 전환 또는 결합을 제공하려면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비디오 엔드
포인트의 예상 사용량은 이 모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전화회의를 위해 배포 규모를 조정할 때는 필요한 동시 연결 수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작업입니다
. 예를 들어 , TelePresence Server 의 규모를 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
•

지리적 위치 — Unified CM 에서 서비스하는 각 지역에는 전용 전화회의 리소스가 있어야 합니
다.

•

TelePresence Server 플랫폼을 위한 기본 설정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

TelePresence Server 플랫폼 용량

•

TelePresence Conductor 플랫폼 용량

•

전화회의 유형 — 오디오 및 / 또는 비디오 , 일정 지정 및 / 또는 일정이 지정되지 않음

•

전화회의 비디오 해상도 — 전화회의의 화질이 높을수록 더 많은 리소스 사용

•

대규모 전화회의 요구 사항 — 예를 들어 , 전직원 미팅

지역 네트워크에서 전화회의 미디어의 대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화회의 리소스는 지
역 전용으로 사용되므로 , 규모 조정은 지역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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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크기 조정 고려 사항

시스템 크기 조정 고려 사항
규모가 크고 복잡한 배포의 경우에는 시스템 설계자가 시스템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설계 및 배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
•

네트워크 설계 요소 , 25−9 페이지

•

기타 크기 조정 요소 , 25−10 페이지

네트워크 설계 요소
솔루션 크기 조정은 다음 네트워크 설계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
•

클러스터 크기
설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중앙 집중화된 대규모의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를 만들지 각 주
요 위치에 클러스터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중앙 클러스터는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
지만 클러스터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클러스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시스템 제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스템에서 구성된 기타 서비스의 크기 조정을 바
탕으로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개별 제품 간 상호 작용
Unified CM 은 대부분의 Cisco 협업 배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
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예를 들어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를 추가하면 다수의 통화 설
정을 짧은 시간 ( 전화회의 세션 첫 부분 ) 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Unified CM 이 제공
하는 다른 기능에 따라 여기에 추가적인 Unified CM 서버 노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

서버 기능
각 유형의 서버 또는 라우터는 서로 다른 기능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더 강력한 서버는
Cisco Business Edition 6000 플랫폼이나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네트워크 포트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예시처럼 Cisco Integrated Services Router 의 다른 모델은 호스트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
듈 또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E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의 유형과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

선택적 기능 및 특징
CDR(Call Detail Recording) 또는 CMR(Call Management Record) 생성 등의 옵션을 활성화하는
경우 시스템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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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크기 조정 요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도 시스템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통화 유형 혼합 :
각 통화 유형이 소모하는 리소스의 변수 : 동일한 가입자 노드의 전화 간 통화 , 동일한 클러스
터의 두 가입자 노드 간 통화 , 두 클러스터 간 통화 및 PSTN 으로 흐르거나 여기에서 흘러 나
오는 통화 . 다른 유형의 전화 및 게이트웨이에서의 통화도 프로토콜 및 비디오와 같은 서비스
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엔드포인트 유형 혼합
예상되는 전화 및 사용자 수도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명백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여기에서 전화 유형 , 전화에 구성된 회선의 수 , 보안 모드 활성화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가
시스템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시스템 릴리스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은 시스템 릴리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릴리스의 새 기능이 리소스 사
용량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능 향상이 리소스 사용
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

•

외부 애플리케이션 사용
외부 애플리케이션은 CTI 등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통화 처리 에이전트와 통신할 수 있습니
다 . 이 부하는 시스템 크기 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

예상되는 시스템 확장
향후 1~2 년간 시스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업무 저해 가능성이 있는 업그
레이드에 직면하는 것보다 원래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

평균 및 최대 사용량
시스템 크기 조정은 최대 사용량에 대한 현실적인 예상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최대
량이 과소평가되었다면 실제로 최대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 저하 또는 장치 중단이 유
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요소와 가능성 있는 변수 때문에 대형 시스템 배포의 크기 조정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은 상
당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 이 이유로 Cisco 는 다음 섹션에 설명된 시스템 크기 조정 도구 사용을 강
력히 권합니다 .

크기 조정 도구 개요
Cisco 는 정확한 솔루션 크기 조정을 돕기 위해 몇 가지의 크기 조정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크
기 조정 도구는 다음 위치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는 Cisco 직원 및 인
증된 파트너에게만 제공됨 ).
https://cucst.cloudapps.cisco.com/landing
Cisco 는 시스템 크기 조정 수행에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이러한 도구는 성과 테
스트의 데이터 , 개별 제품 제한 및 성능 등급 , 제품 릴리스에 포함된 고급 및 새 기능 , 이 SRND 의
설계 권장 사항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합니다 . 시스템 설계자가 제공한 입력값을 바탕으로 산출된 하
드웨어 리소스 집합을 권장하기 위해 도구가 이 공급된 데이터에 크기 조정 알고리즘을 적용합니
다.
크기 조정 도구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Cisco 계정 담당자나 Cisco 파트너 통합자에게 문의해 시스
템 크기 조정 정보를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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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조정 도구 개요

아래의 도구 특정 섹션에는 도구에 필요한 입력값과 기존 시스템에서 그 입력값을 수집하거나 시
스템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구에 의해 생
성된 크기 조정 권장값의 정확도는 당연히 입력한 데이터의 정확도에 달려 있습니다 .
Cisco 는 다음과 같은 크기 조정 도구를 제공합니다 .
•

Cisco 협업 크기 조정 도구
사용자는 시스템 배포 전 과정에 걸쳐 이 도구의 안내를 받습니다 . 이 도구는 다음 제품과 구
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 IM and Presence 서비스
– 음성 메시징
– 전화회의
– 게이트웨이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ment Suite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Hosted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크기 조정 도구
이것은 Unified CM Session Management Edition 배포의 특정 기능에 중점을 둔 전문 도구입니
다.

•

Cisco VXI 크기 조정 및 구성 도구
이것은 Cisco VXI(Virtual Experience Infrastructure) 크기 조정을 위한 전문 도구입니다 .

이러한 도구 및 액세스 권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협업 크기 조정

도구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

https://cucst.cloudapps.cisco.com/help/UC_Sizing_Tools_FAQ.pdf
주의

시스템 설계의 매개 변수가 위의 크기 조정 도구가 허용하는 입력값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진행하기 전에 Cisco 계정팀이나 Cisco SE( 시스템 엔지니어 ) 와 설계에 관해 상담하십시오 .
이러한 크기 조정 도구 외에도 유효한 로그인 계정을 통해 Cisco 파트너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
상 시스템 배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시스템 배치 도구는 사용자가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 또는 사양 기반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서버에 다양한 Cisco 협업 애플리케
이션 가상 시스템을 끌어서 놓을 수 있는 그래픽 방식 도구입니다 .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이 타
사 애플리케이션과 공존하도록 배포하는 경우 타사 애플리케이션 가상 시스템을 나타내는 일부 자
리 표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기 조정 도구는 서버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 얼마나 많은 가상
시스템이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 그다음 이 정보는 다양한 가상 시스템을 배치하는 방법을 결정하
고 배포해야 할 서버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가상 시스템 배치 도구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 도구에
몇 가지의 공존 규칙이 구현되었다고 하더라도 Cisco 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지침 문서를 사용
하여 규칙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collaboratio
n−virtualization−sizing.html
가상 시스템 배치 도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합한 로그인 인증 필요 ).
https://www.cisco.com/go/v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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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크기 조정 도구 사용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는 특정한 배포 모드에서 작동하는 Unified CM 입니다 . 순수한
SME 배포에서 통화 트래픽은 트렁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동하며 SME 는 회선 인터페이스
를 호스팅하지 않습니다 .
SME 클러스터는 일반적인 Unified CM 클러스터와 동일한 토폴로지를 따릅니다 . 게시자 노드는
마스터 구성 리포지토리를 제공합니다 . 클러스터의 전화 또는 MGCP 게이트웨이 수가 상대적으
로 적다면 TFTP 서비스가 게시자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통화 처리 가입자에게는 1:1 의 중
복 비율이 권장됩니다 .
SME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본 구성
에서 SME 는 다수의 리프 클러스터에 대해 라우팅 집계 지점으로 동작합니다 . SME 는 또한 여기
에 연결된 모든 리프 클러스터에 중앙 집중화된 PSTN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더욱 고급 구성에서
는 SME 가 중앙 집중화된 음성 메시징 , 이동성 및 전화회의 서비스를 호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
SME 의 성능은 리프 클러스터가 SME 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트렁크 프로토콜 유형 및 그러한
트렁크를 통한 BHCA 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
SME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려면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

클러스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트렁크 인터페이스 SME 에서 다음과 같은 트렁크 프로토
콜을 지원하지만 , SIP 트렁크를 기본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SIP
– H.323
– MGCP(Q.931)
– SIP(Q.SIG)
– H.323 Annex M1
– MGCP(Q.SIG)

•

각 트렁크 인터페이스 유형을 통해 SME 클러스터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수

•

클러스터 간 통화를 위한 각 트렁크 인터페이스 사용자당 리프 클러스터로의 BHCA

•

오프넷 (PSTN) 통화를 위한 각 트렁크 인터페이스 사용자당 리프 클러스터로의 BHCA

•

SME 클러스터가 PSTN 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트렁크 인터페이스 유형

•

평균 통화 보류 시간

•

경로 및 변환 패턴의 수

SME 이 서비스 집계 지점으로 동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크기 조정 매개 변수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

중앙 집중화된 음성 메시징의 경우 음성 메일로 전송된 통화의 비율

•

이동성의 경우 사용자 수와 사용자당 원격 대상 수

•

전화회의 서비스의 경우 전화회의 다이얼 인 간격

SME 의 성능은 각 프로토콜 쌍을 통한 초당 통화 수로 측정됩니다 . 하드웨어 플랫폼 및 소프트웨
어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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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I 크기 조정 도구 사용

VXI 크기 조정 도구 사용
Cisco VXI(Virtualization Experience Infrastructure) 는 우수한 가상 작업 공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가상 데스크톱 , 음성 및 비디오를 통합하는 시스템 접근 방식입니다 . Cisco VXI 크기 조정 도구는
Virtualization Experience Infrastructure 솔루션의 구성 요소 크기 조정 작업을 돕습니다 .

Cisco 협업 크기 조정 도구 사용
Cisco 협업 크기 조정 도구는 여러 가지 제품 및 구성 요소의 크기 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
구에 의해 지원되는 구성 요소 및 버전의 전체 목록은 크기 조정 도구 설치 패키지에 포함된 릴리
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섹션에서는 개별 제품의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관해 설명하며 그러한 개
별 제품이 시스템 배포 시 다른 제품의 크기 조정 고려 사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설
명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25−13 페이지

•

미디어 리소스 , 25−28 페이지

•

Cisco Unified CM 메가 클러스터 배포 , 25−32 페이지

•

Cisco IM and Presence, 25−33 페이지

•

긴급 서비스 , 25−36 페이지

•

게이트웨이 , 25−38 페이지

•

음성 메시징 , 25−42 페이지

•

협업 회의 , 25−43 페이지

•

Cisco Prime Collaboration 관리 도구 , 25−48 페이지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25−49 페이지

•

Cisco Business Edition, 25−49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은 모든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의 허브입니다 .
이는 엔드포인트 제어 , 통화 라우팅 , 정책 적용 및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합
니다 . Unified CM 은 PSTN 게이트웨이 ,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 서비스 및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와 같은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에 대한 조정을 제공합니다 . 이 조정 기능은 Unified CM 성능에 영향을 미치
므로 Unified CM 크기 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배포 크기를 조정할 때는 Unified CM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
•

가상 노드 및 클러스터 최대치 , 25−14 페이지

•

배포 옵션 , 25−14 페이지

•

엔드포인트 , 25−16 페이지

•

Cisco 협업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 25−17 페이지

•

통화 트래픽 , 25−22 페이지

•

다이얼 플랜 , 25−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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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및 CTI, 25−23 페이지

•

미디어 리소스 , 25−28 페이지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가상 노드 및 클러스터 최대치
크기 조정 도구는 다음 서버 노드 및 클러스터 최대치에 적용됩니다 . 이 값은 Unified CM 소프트
웨어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각 클러스터는 최대 40,000 대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SCCP 또는 SIP 전화
기의 구성 및 등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 수가 1,250 개를 초과할 경우 전용 게시자 외에도 2 개의 TFTP 서버 노
드가 필요합니다 .

•

지난 몇 가지의 릴리스를 통해 CTI 연결 지원이 개선되었으며 각 클러스터는 최대 40,000 개의
CTI 연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의 통화 처리 가입자 수는 4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 대기 4 개를 더하면 총 8 개의
통화 처리 가입자 노드가 나옵니다 . 또한 게시자 , TFTP 및 미디어 서버를 포함하여 클러스터
에 있는 서버 노드의 총 개수는 클러스터에서 허용되는 최대수인 21 개의 서버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

Unified CM VM( 가상 시스템 ) 구성의 이름은 평균적으로 각 사용자가 한 대의 전화를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최대 사용자 수에 상응합니다 . 그렇지 않다면 VM 구성이 Unified CM 노드에
등록된 엔드포인트 최대 개수를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 10K 사용자 VM 구성에서는 사용자
당 하나의 장치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최대 10,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사용
자당 여러 장치를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가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 사
용자당 두 개의 장치가 있으면 10K 사용자 VM 구성에서 10.000 개의 장치가 있는 최대 5,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이 원칙은 소규모의 Unified CM VM 구성에도 적용됩니다 .

배포 옵션
다음 배포 옵션은 시스템의 모든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설정이며 이는 등록된 엔드포인트 개
수나 진행 중인 통화 건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복잡성

Unified CM 의 구성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다고 간주될 경우 CPU 사용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단 하나의 측정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일반적으
로 해석 및 경로 패턴 , 헌트 파일럿 및 공유 회선 등 수천 개 이상의 엔드포인트와 수백 개의 다이
얼 플랜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해집니다 .
지역 및 위치 수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 지역 및 위치를 구성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및 정적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 클러스터 내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수도 정의될 수 있는 위치 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표 25−3 에서는 일부 Unified CM VM 구성의 제한치를 보여줍니다 .
표 25-3

지역 , 위치 ,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 최대 수

VM 구성

최대 지역 수

최대 위치 수

최대 트렁크 및 게이
트웨이 수

사용자 1,000 또는 2,500 명

1,000

1,000

1,100

사용자 7,500 ~ 10,000 명

2,000

2,000

2,100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5-14

2018 년 3 월 1 일

25 장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Cisco 협업 크기 조정 도구 사용

클러스터의 최대 위치 및 지역 수를 실제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코덱 매트릭스가 얼마나 "
희박한 " 가에 달려 있습니다 . 지역 간 코덱 설정에 기본값이 아닌 값이 많다면 지역 및 위치에 대
해 시스템의 전체 수용 용량을 확장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기본값에서의 변화는 최
대값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통화 세부 정보 및 통화 관리 레코드

CDR( 통화 세부 정보 ) 및 CMR( 통화 관리 레코드 ) 의 생성은 CPU 에 큰 부담이 됩니다 .
고가용성

지정된 배포에 필요한 최소 노드 수를 결정한 후에는 중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하는 수의 게시자
노드를 추가하십시오 . 중복 옵션은 통화 처리 , 9−1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클러스터당 가상 서버 노드 수

최대 4 쌍의 게시자가 포함된 일반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분산 토폴로지에서는 최대값
에 도달한 클러스터가 없을 경우 다수의 클러스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중앙 집중화된 토폴로지의 경우 용량 제한에 도달하지 않은 한 보통 하나의 클러스터만 존재합니
다 . 노드당 활용도가 제한선에 도달하지 않아도 다른 시스템 제한이 새 클러스터 생성을 강제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
VM 구성 및 하드웨어 플랫폼 선택

Cisco 는 하이퍼바이저에 로드될 수 있는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 VM 구성을 제공합니다
. 다른 템플릿은 다른 용량을 지정합니다 . 예를 들어 10,000 명의 사용자 템플릿은 최대 10,000 개
의 엔드포인트 용량을 보유하는 가상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 최대 1,000, 2,500 및 7,500 개의 엔드
포인트를 지원하도록 정의된 템플릿도 있습니다 .
Unified CM 및 기타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을 위한 VM 구성의 형식 정의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collaboratio
n−virtualization−sizing.html
Unified CM 의 특정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virtualizatio
n−cisco−unified−communications−manager.html
Unified CM 의 경우 로우엔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일부 VM 구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하드웨
어 플랫폼에서 어떤 VM 구성이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http://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하드웨어 및 가상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다음 요구 사항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입니다 . 추가 요구 사항 또는 제한 사항은 각 애플리
케이션 제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

지원되는 가상화 하드웨어와 필수 가상화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collaboratio
n−virtualization−hardware.html

•

지원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필수 가상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
다.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virtualizatio
n−software−require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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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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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및 기타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을 실행하는 가상 시스템의 배치 관련 선택은 성
능 및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UCS 배포의 Unified Communications 에 대한 위의 고려
사항 및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의 수는 시스템이 지원해야 하는 전체 부하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 여러 유형
의 엔드포인트가 있으며 각 유형이 Unified CM 에 부과하는 부하는 서로 다릅니다 . 엔드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IP) 또는 아날로그 ( 어댑터 사용 )

•

소프트웨어 기반 또는 하드웨어 기반

•

지원되는 프로토콜 (SIP 또는 SCCP)

•

엔드포인트가 보안 기능과 함께 구성되는지 여부

•

전화걸기 모드 ( 일괄 또는 중첩 )

•

오디오 전용 또는 오디오 및 비디오

•

게이트웨이 (H.323 또는 MGCP) 와 같은 기타 장치

시스템에 구성된 각 엔드포인트는 정의 및 등록되기만 해도 시스템 리소스 ( 정적 메모리 등 ) 를 사
용합니다 . 엔드포인트는 통화 속도에 따라 CPU 및 동적 메모리를 소비합니다 .
엔드포인트는 Unified CM 에서 실행되는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CTI 등의 애플리케이션 실행으
로 인해 Unified CM 에 추가적인 부하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표 25−4 에서는 다양한 VM 구성 유형이 지원하는 최대 엔드포인트 수를 보여줍니다 . 이러한 값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함에 유의하십시오 . 특정 시스템은 배포에 포함된 다른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이 최대량보다 적은 양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표 25-4

VM 구성당 최대 엔드포인트 수

VM 구성

OVA 템플릿당 최대 엔드포인트 수1

사용자 10,000 명

10,000

사용자 7,500 명

7,500

사용자 2,500 명

2,500

사용자 1,000 명

1,000

1. 이러한 제한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구성할 수 있고 가상 가입자 노드당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엔드포인트 수를 나타냅
니다 . Media Termination Point(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 나 SIP 트렁크와 같은 다른 모든 등록 장치는 이 제한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Cisco CSR(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의 경우 Unified CM 배포 시 모든 가상 노드에서 다
음 VM 구성 템플릿을 위해 vRAM 의 메모리를 2GB 만큼 늘려야 합니다 .
•

사용자 1,000 명
– 2 개의 vCPU
– 6GB vRAM
– 80GB v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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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2,500 명
– 4 개의 vCPU
– 6GB vRAM
– 80GB vDisk

•

사용자 7,500 명
– 2 개의 vCPU
– 8GB vRAM
– 110GB vDisk

•

사용자 10,000 명
– 4 개의 vCPU
– 8GB vRAM
– 110GB vDisk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Cisco 협업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Cisco 협업 클라이언트에는 사용자 데스크톱 또는 기타 액세스 장치에서 실행되는 다음 소프트웨
어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 25−18 페이지

•

Cisco WebEx Connect, 25−20 페이지

•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25−21 페이지

•

타사 XMPP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 25−21 페이지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Cisco Jabber 는 Windows 및 Mac 용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와 Microsoft Lync 용 Cisco UC
IntegrationTM 을 포함한 일부 클라이언트에 기본 서비스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Unified CM 에서 각각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는 두 가지의 작동 모드
를 제공합니다 . 소프트폰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Jabber 클라이언트가 SIP 등록된 엔드포인트로
기능하며 시스템의 총 엔드포인트 수에 기여합니다 . 사무실 전화기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Jabber 클라이언트는 CTI 에이전트처럼 기능하므로 Unified CM 의 CTI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사용자가 Jabber 기반 클라이언트를 양쪽 모드에서 작업하도록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예
상 사용량에 필요한 시스템 리소스의 양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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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배포 시에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

장치 구성
소프트폰 모드에서 구성된 경우 Unified CM 통화 제어 구성 정보에 대한 Jabber 데스크톱 클라
이언트 구성 파일이 TFTP 또는 HTTP 를 통해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됩니다 . 또한 모든 애플
리케이션 다이얼 규칙 또는 디렉터리 조회 규칙도 TFTP 또는 HTTP 를 통해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장치로 다운로드됩니다 .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CCMCIP(Cisco Unified CM Cisco IP Phone) 서비스 또는 UDS 서
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관련된 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 이 정보를 사용하여 사무실
전화기 제어 모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어할 수 있는 IP 전화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 소프트폰
모드의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CCMCIP 또는 UDS 서비스를 사용하여 Unified CM 에
등록할 장치 이름을 검색합니다 .

•

사무실 전화기 모드
사무실 전화기 모드로 구성된 경우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IP 전화기를 제어할 수 있도
록 로그인 및 등록 시 Unified CM 에 대한 CTI 연결을 수립합니다 . Unified CM 은 최대 40,000
개의 CTI 연결을 지원합니다 . 사무실 전화기 모드에서 작동하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은 경우
CTIManager 서비스를 실행하는 모든 Unified CM 가입자 전체에 CTI 연결을 고르게 분산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려면 CTIManager 주소 쌍이 각기 다른 CTI 게이트웨이 프로파일을 여러 개
만들고 사무실 전화기 모드를 사용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 CTI 게이트웨이 프로파일 할당을
배포해야 합니다 .

•

음성 메일
음성 메일이 구성된 경우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메일 저장소에 IMAP 또는 REST 연결
을 통해 음성 메일을 업데이트하고 검색합니다 .

•

인증
클라이언트 로그인 및 인증 , 연락처 프로파일 정보 및 들어오는 발신자 ID 는 로컬 Jabber 데스
크톱 클라이언트 캐시에 저장되지 않은 경우 LDAP 디렉터리에 대한 쿼리를 통해 모두 처리됩
니다 .

•

연락처 검색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 소스가 몇 개 있습니다 . 예를 들어
UDS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Unified CM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락처를 검색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또는 LDAP 통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한 연락처를 로컬 Jabber 데스
크톱 클라이언트 캐시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UDS 또는 LDAP 연락처 검색이 수행됩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를 위한 솔루션을 설계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다음 확장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

클라이언트 확장성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VM 구성 템플릿은 한 클러스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결정합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를 배포할 때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걸쳐 모든 사용
자를 고르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 이 작업은 사용자 할당 모드 동기화 에이전트 서비스 매개 변
수를 균형으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IMAP 확장성
IMAP 또는 IMAP 유휴 연결의 수는 메시징 통합 플랫폼에 의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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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 비디오 및 웹 회의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전화회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서비
스에 대한 동시 참가자 수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이 사용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는
Cisco Rich Media Conferencing, 1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iPhone, iPad 및 Android 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 Windows 및 Mac 에
서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 지원됩니다 . Jabber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배포의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자는 데스크톱과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 대해 다중 장
치 메시징 (MDM)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사용자와 연결된 각 클라이언트는 장치로 간주되므로
Unified CM 및 IM and Presence VM 템플릿에서 지원되는 총 사용자 수로 계산됩니다 .
참고

사용자에게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만 데스크톱 제어 모드에 있는 경우 데스크폰 제어가 CTI
리소스 및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장치로 계산됩니다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Unified CM 에 접속합니다 . 따라서 Unified CM 의 현재 기능에 대한 다
음 지침은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음성 또는 영상 통화가 시작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
•

CTI 확장성
사무실 전화기 모드에서 Cisco Jabber 클라이언트에서 발신되는 통화는 Unified CM 의 CTI 인
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 따라서 통화 처리 , 9−1 페이지에 정의된 CTI 제한 사항에 유의하십
시오 . Unified CM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이러한 CTI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

•

통화 허용 제어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Unified CM 위치 또는 RSVP 를 통해 음성 및 영상 통화에 통화 허
용 제어를 적용합니다 .

•

코덱 선택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음성 및 영상 통화는 Unified CM 지역 구성을 통한 코덱 선택을 활용
합니다 .

•

Cisco Unity Connection
Cisco 음성 메시징 , 19−1 페이지의 대역폭 관리 , 19−3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는 iPhone, iPad 및 Android 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 Windows PC 및
Mac 에서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 지원됩니다 .
Jabber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배포의 크기를 조정할 때 사용자는 데스크톱 및 모바일 클라이
언트 또는 여러 모바일 클라이언트 또는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MDM( 다
중 장치 메시징 ) 사용자는 이 기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와
연결된 각 클라이언트가 장치로 간주되므로 Unified CM 및 IM and Presence VM 템플리트에서
모두 지원되는 총 사용자 수로 계산됩니다 . 사용자에게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만 데스크
톱 제어 모드에 있는 경우 데스크폰 제어가 CTI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장치로 계산됩
니다 .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가상화된 환경에서 음성 , 비디오 및 협업 세션을 포함하는
WebEx 전화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계획 안내서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webex−meetings−server/products−install
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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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UDS(User Data Service)
UDS 는 Unified CM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PI 의 상위 항목입니다 . UDS 는 연락처 소스 검색
을 위해 Jabber 가 Cisco Edge 시리즈 장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 소스 API 를 제공합니
다 . UDS 연락처 소스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분석하면 시스템에 로드가 추가됩니다 .

SAML SSO Cisco Jabber Client

Cisco Unified CM 10.x 는 사용자가 한 번만 로그인하면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 내의 모든 애플
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사용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SAML SSO(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Single Sign−On) 를 제공합니다 .
SAML SSO 는 Unified CM, Cisco Unity Connection 및 IM and Presence 등의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의 인증서와 관련 정보를 사용하는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SAML Single Sign−On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네트워크 아키텍
처가 각 클러스터의 사용자 수를 지원하도록 확장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Cisco Unity Connection 및 IM and Presence 등의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Unified
Communications 를 배포하는 경우 , Cisco Jabber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로그인하려면 IdP(ID
공급자 ) 에서 모든 SAML 요청을 인증해야 합니다 .
참고

SSO 는 SAML 을 사용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에서만 지원됩니다 .
일상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데 걸리
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 크기 조정 시 SAML SSO 로그인을 사용하는 Cisco Jabber 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 시스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가 제한되므로 이 요소가
필요합니다 . 현재 Jabber 사용자의 최대 로그인 속도는 초당 2.7 번의 로그인 ( 분당 약 166 번의 로
그인 ) 또는 한 시간에 10,000 번의 로그인입니다 . 이 경우 모든 노드에 걸쳐 모든 사용자와 장치를
고르게 배포했으며 Cisco Jabber 가 소프트폰 모드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변수는 지역 , 위치 , 게이트웨
이 , 미디어 리소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리소스가 필수 로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
적으로 배포하려면 사용자 수 , 엔드포인트 수 및 사용자별 시간당 통화 수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예를 들어 , 각각 두 개의 장치 ( 사무실 전화기 및 소프트폰 ) 가 연결된 5,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
하는 중복 가입자 쌍을 배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 배포에서는 고가용성과 중복성이 있다
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수의 가상 시스템과 VM 구성이 필요합니다 .
•

10K 사용자 VM 구성을 사용하는 하나의 Unified CM 가입자 쌍

•

한 쌍의 IM and Presence 5K 사용자 VM 구성

IM and Presence 5K 사용자 VM 구성 쌍은 5,0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하고 , 한 쌍의 Unified CM 10K
사용자 VM 구성에서는 10,000 개의 장치를 지원합니다 .

Cisco WebEx Connect
한 명의 최종 사용자가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에 로그인해 프레즌스 , 인스턴트 메시징 및
VoIP 통화 등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는 56 kbps 에 불과한 다이얼 업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
니다 . 하지만 소규모 사무실이나 지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파일 전송 및 화면 캡처 등의 고급 기능
을 사용하기 위해 최소 512kbps 의 광대역 연결이 필요합니다 .
네트워크 및 데스크탑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WebEx
Messenger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webex−messenger/products−inst
all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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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mmunications 통합은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Cisco
Unified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통한 사무실 전화기 모드를 위해 Unified CM CTI 관리자
를 사용합니다 .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 및 CTI, 25−23 페이지에 대한 섹션에서 정의된 CTI 제한
에 유의하십시오 . Connect 용 Cisco UC IntegrationTM 이 소프트폰 ( 컴퓨터의 오디오 ) 모드에서 작
동하는 경우 Cisco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Cisco Unified CM 에 등록된 SIP 엔드포인트입니
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를 포함하는 솔루션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Unified CM 클
러스터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CTI 장치와 SIP 엔드포인트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는 클릭 투 다이얼 (click−to−dial) 애플리케이션 및 사무
실 전화기 모드를 위해 Unified CM CTI 관리자를 사용합니다 . 따라서 통화 처리 , 9−1 페이지에 정
의된 CTI 제한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Cisco UC IntegrationTM for Microsoft Lync 가 소프트폰 ( 컴퓨
터의 오디오 )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Cisco Unified CM 에 등록된 SIP 엔드포인트
입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를 포함하는 솔루션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Unified CM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CTI 장치와 SIP 엔드포인트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

타사 XMPP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타사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클라이언트는 WebEx Messenger 서비스 플
랫폼과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음성 , 비디오 및 기타 협업 메
커니즘 ( 인스턴트 메시징 및 채팅 제외 ) 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 기능에 따라 서버에서 상기 제품이 지원하는 장치 용량에 이러한 클라이언트가 포함될 수도 있
습니다 .

Mobile Unified Communications
Unified Communications 의 이동성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측면
은 각각 다른 Unified CM 리소스를 소비하며 독립적으로도 ,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서도 고려되어
야 합니다 . 다음 크기 조정 고려 사항이 이동성에 적용되지만 Unified CM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동성 측면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에 유의하십시오 .
Cisco Unified Mobility

단일 전화번호 연결 ( 이전에는 모바일 연결이라고 함 ) 및 기업의 2 단계 전화걸기 ( 모바일 음성 액
세스 및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 를 지원하기 위한 Unified CM 용량의 핵심이 되는 매개 변수
가 2 가지 있습니다 . 이러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사용자의 이동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사용자에 대해 공유 회선을 통한 원격 대상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 표 25−5 에서는 Unified CM VM
구성의 각 클래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의 사용자 및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에 대한 제한을 보여
줍니다 .
표 25-5

클러스터당 이동성 사용자 및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의 최대 수

클러스터 노드

클러스터당 이동성을 위해 활
성화된 최대 사용자 수

클러스터당 원격 대상 및 이동
성 ID 의 최대 수

10,000 사용자 VM 구성

40,000

40,000( 또는 노드당 10,000)

7,500 사용자 VM 구성

30,000

30,000( 또는 노드당 7,500)

2,500 사용자 VM 구성

10,000

10,000( 또는 노드당 2,500)

1,000 사용자 VM 구성

4,000

4,000( 또는 노드당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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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이 활성화된 사용자는 원격 대상 프로파일 및 최소 하나의 원격 대상을 보유하거나 이중 모
드 장치 및 이동성 ID 가 구성된 사용자로 정의됩니다 .
시스템에서 정의된 이동성 ID 와 각 원격 대상은 몇 가지 방식으로 Unified CM 에 영향을 미칩니다 .
•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적 메모리 및 구성 공간을 점유합니다 .

•

발생할 때마다 사용자의 기본 장치를 통해 공유 회선을 사용하므로 해당 회선으로 수신되는 통
화는 더 많은 CPU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

원격 대상이나 이동성 ID가 외부 번호(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집 전화 번호)인 경우에는
통화를 확장하는 데 게이트웨이 리소스가 사용됩니다 .

통화 트래픽
통화 트래픽의 양과 질은 Unified CM 의 크기 조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통화 발신 및 종료는 반통화 (half−call) 모델에서 눈에 띄는 이벤트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화 유형
간 구분이 중요합니다 . 동일한 가입자 노드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의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가 이러
한 엔드포인트 간의 통화에 대해 양쪽 반통화를 처리합니다 . 동일 클러스터에 있는 2 개의 가입자
노드 사이에서 이루어진 통화의 경우에는 각 참가 가입자가 통화 발신이나 통화 종료를 처리합니
다 . 다른 클러스터에 등록된 엔드포인트 간에 이루어진 통화의 경우에는 각 클러스터가 각 통화의
반만 처리합니다 . 클러스터 및 PSTN 의 엔드포인트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의 경우 PSTN 게이트웨
이가 통화의 반을 처리하며 그러한 통화 유형은 게이트웨이 크기 조정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
통화 트래픽의 크기를 정확하게 조정하려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

사용자당 전체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

통화당 ACHT( 평균 통화 보류 시간 )

•

MGCP, H.323 및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STN 에서 착신 및 발신되는 BHCA

•

H.323 클러스터 간 트렁크 또는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른 클러스터에서 착신 및 발신되
는 BHCA

•

클러스터 내의 BHCA

서로 다른 유형의 통화는 시작할 때 사용하는 CPU 리소스의 양이 다릅니다 . 최번시 통화 시도 수
가 CPU 사용량을 좌우합니다 . CPU 요구 사항은 통화 배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ACHT 는 그
시간 동안 통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적 메모리의 양을 결정합니다 . ACHT 가 길수록 더 많은
동적 메모리가 할당되어야 하므로 메모리 요구 사항이 증가합니다 .
통화 트래픽은 다른 소스에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통화가 호전환이나 음성 메일로 재전송될 때
마다 CPU 에 의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 디렉터리 번호가 다수의 전화에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번
호로 수신되는 통화는 번호를 공유하는 모든 전화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통화 시작 시점에 CPU 사
용량이 증가합니다 . 고급 기능을 사용 중이라면 이 기술을 사용해 이루어진 통화와 통화 품질 때
문에 PSTN 으로 재전송되어야 하는 통화의 비율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다이얼 플랜
Unified CM 의 다이얼 플랜은 통화 라우팅 및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일
반적으로 다이얼 플랜 요소는 Unified CM 의 정적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 다음 다이얼 플랜 요
소가 필요한 메모리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
•

디렉터리 번호

•

공유된 디렉터리 번호와 동일한 DN 을 공유하는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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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션 , 발신 검색 공간 , 변환 및 변환 패턴

•

경로 패턴 , 경로 목록 및 경로 그룹

•

광고되고 학습된 DN 패턴

•

헌트 파일럿 및 헌트 목록

•

순환 , 순차 및 브로드캐스트 회선 그룹 및 그 구성원 자격

어떤 다이얼 플랜 요소에 대해서도 Unified CM 에 의해 강제되는 명백한 제한선이 없지만 사용 가
능한 공유 시스템 메모리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
대부분의 다이얼 플랜 요소는 CPU 사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은 헌트
목록 및 회선 그룹 등의 공유 회선입니다 . 각 공유 회선은 특정 디렉터리 번호를 공유하는 모든 엔
드포인트에 해당 통화를 제시하게 되므로 통화 시작에 소요되는 CPU 사용량이 크게 증대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및 CTI
Unified CM 컨텍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은 Unified CM 이 제공하는 단순 통화 처리를 넘어서는 "
추가 " 기능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통화를 시작 , 종료 , 재
지정하거나 모니터링 및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TI(Computer Telephone Integration) 를 사용
합니다 . 기능하는 CTI 에 따라 Cisco Unified CM Assistant, Attendant Console, 고객지원센터 및 기
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
대형 Unified CM VM 구성은 등록된 모든 장치에 대해 CTI 를 지원할 수 있지만 더 작은 VM 구성
은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없습니다 . 표 25−6 에서는 각 Unified CM VM 구성에 지원되는 최대 CTI
리소스 수를 보여줍니다 . 이 최대값은 다음과 같은 CTI 리소스 유형에 적용됩니다 .
•

Unified CM 가입자 노드에 등록될 수 있는 CTI 제어 및 / 또는 모니터링되는 최대 엔드포인트
수.

•

CTI 관리자 서비스를 실행하는 Unified CM 가입자 노드가 모니터링 또는 제어할 수 있는 최대
엔드포인트 수 .

•

CTI 관리자 서비스를 실행하는 Unified CM 가입자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TAPI/JTAPI 애
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수 . CTI 관리자 서비스를 실행하는 Unified CM 가입자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 TAPI/JTAPI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CTI 연결로 칭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VM 구성에 사용되는 최대 CTI 리소스 수는 해당 VM 구성의 엔드포인트 용량에 상응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Unified CM 에 제공하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외에 Unified CM CTI 리소스를 사용하는 타사 애플리
케이션이 배포될 수도 있습니다 . CTI 포트 및 경로 포인트 수를 계산할 때는 타사 애플리케이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표 25-6

Unified CM 의 CTI 리소스 제한

VM 구성

가상 시스템당 최대 CTI 리소스 양

사용자 1,000 명

1,000

사용자 2,500 명

2,500

사용자 7,500 명

5,000 or 7,5001

사용자 10,000 명

10,000

1. Unified CM 10.5 이상 릴리스에서는 7,500 CTI 리소스 지원 , Unified CM 10.5 이전 릴리스에서는 5,000 CTI 리소스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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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제한은 최대 연결 및 장치 수 외에도 다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

각 제어된 장치의 회선 수 ( 제어된 장치당 최대 5 개 회선 )

•

CTI 로 제어되는 회선의 공유 발생 횟수 ( 회선당 최대 5 회 )

•

활성 CTI 애플리케이션 수 ( 모든 장치에 대해 최대 5 개 )

•

제어된 장치당 최대 6 BHCA

이러한 값이 초과되면 Unified CM 에서 사용할 수 있는 CTI 리소스가 감소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에 필요한 CTI 리소스 결정
Unified CM 클러스터에 필요한 CTI 리소스 수를 결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단계 1

총 CTI 장치 수를 파악합니다 .
해당 클러스터에서 사용될 CTI 장치 수를 파악합니다 .

단계 2

CTI 회선 계수를 파악합니다 .
표 25−7 에 따라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장치의 CTI 회선 계수를 파악합니다 .
표 25-7

CTI 장치당 회선 수

CTI 회선 계수

회선 수 1~5 개

1.0

회선 수 6 개

1.2

회선 수 7 개

1.4

회선 수 8 개

1.6

회선 수 9 개

1.8

회선 수 10 개

2.0

참고

단계 3

CTI 회선 계수

클러스터 내의 장치에 대해 다수의 회선 계수가 있는 경우 시스템 내의 모든 CTI 장치 전반
의 평균 회선 계수를 파악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 계수를 파악합니다 .
표 25−8 에 따라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장치의 애플리케이션 계수를 파악합니다 .
표 25-8

CTI 애플리케이션 계수

CTI 장치당 애플리케이션 수

CTI 애플리케이션 계수

애플리케이션 수 1~5 개

1.0

애플리케이션 수 6 개

1.2

애플리케이션 수 7 개

1.4

애플리케이션 수 8 개

1.6

애플리케이션 수 9 개

1.8

애플리케이션 수 10 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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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을 따라 필요한 CTI 리소스 수를 계산합니다 .
필요한 CTI 리소스 수 = ( 총 CTI 장치 수 )  ({CTI 회선 계수 또는 CTI 애플리케이션 계수 } 중 큰
쪽)

다음 예시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
예시 1: 장치당 평균 회선 수가 9 개이고 장치당 평균 애플리케이션 수가 4 개인 상황에서 500 개의
CTI 장치가 배포됨 . 표 25−7 및 표 25−8 에 열거된 요소에 따라 장치당 9 개의 회선은 1.8 의 회선
계수를 제공하는 반면 장치당 4 개의 애플리케이션은 1.0 의 애플리케이션 계수를 제공합니다 . 이
값을 단계 4 의 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TI 장치 500 개 )  ({ 회선 계수 1.8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수 1.0} 중 큰 쪽 )
(500 CTI 장비 )  (1.8 라인 팩터 ) = 총 필요한 CTI 리소스 900
예시 2: 장치당 평균 회선 수가 5 개이고 장치당 평균 애플리케이션 수가 9 개인 상황에서 2,000 개
의 CTI 장치가 배포됨 . 표 25−7 및 표 25−8 에 열거된 요소에 따라 장치당 5 개의 회선은 1.0 의 회
선 계수를 제공하는 반면 장치당 9 개의 애플리케이션은 1.8 의 애플리케이션 계수를 제공합니다 .
이 값을 단계 4 의 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TI 장치 2000 개 )  ({ 회선 계수 1.0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수 1.8} 중 큰 쪽 )
(2000 CTI 장비 )  (1.8 응용프로그램 팩터 ) = 총 필요한 CTI 리소스 3,600
예시 3: 장치당 평균 회선 수가 2 개이고 장치당 평균 애플리케이션 수가 3 개인 상황에서 5,000 개
의 CTI 장치가 배포됨 . 표 25−7 및 표 25−8 에 열거된 요소에 따라 장치당 2 개의 회선은 1 의 회선
계수를 제공하는 반면 장치당 3 개의 애플리케이션은 1 의 애플리케이션 계수를 제공합니다 . 이 값
을 단계 4 의 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TI 장치 5000 개 )  ({ 회선 계수 1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수 1} 중 큰 쪽 )
(5,000 CTI 장비 )  (1 라인 또는 응용프로그램 팩터 ) = 총 필요한 CTI 리소스 5,000

IP 전화 서비스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는 웹 클라이언트 및 / 또는 서버와 Cisco Unified IP Phone 의 XML 기
능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펌웨어에는 제한된 웹 브라우징 기능
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브라우저가 포함됩니다 . 이러한 전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데
스크톱 전화기에서 직접 실행되며 잠재적으로 부가 가치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HTTP 클라이언트처럼 작동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가입한 서비스의 위치에 대한 재전송 서버로서만 Unified CM 을 사용합니다 .
Unified CM 은 재전송 서버로만 작동하므로 대량의 요청 ( 분당 수백 건 이상 ) 이 발생하지 않는 한
Unified CM 의 성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통합 Extension Mobility 및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의 IP 전화 서비스를 제외한 IP 전화
서비스는 별도의 웹 서버에 존재해야 합니다 . Unified CM 노드에서 Extension Mobility 를 제외한
전화 서비스와 Unified CM Assistant 를 실행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Cisco Extension Mobility 및 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EM(Extension Mobility) 을 사용하면 시스템 성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

EM 프로파일 생성에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공간 및 정적 메모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

•

사용자가 EM 계정에 로그인하는 속도가 CPU 와 메모리 사용량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Unified CM 노드는 지원할 수 있는 분당 최대 로그인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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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는 리소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Unified CM 노
드가 지원할 수 있는 EMCC 사용자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지원되는 최대 EMCC 로그인 속
도는 EM 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낮습니다 . 또한 EM 과 EMCC 로그인 속도는 서로 상충됩니다
.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에 대한 최대 용량이 감소됩니다 .

•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프로파일이 평가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당 EM 및 EMCC 로그인 속도는
단순히 각 노드의 로그인 속도에 클러스터에 포함된 노드 수를 곱해서 산출할 수 없습니다 . 둘
이상의 통화 처리 가입자로 구성된 클러스터의 최대 로그인 속도는 단일 노드의 1.5 배로 제한
되어야 합니다 .

표 25−9 에서는 각 VM 구성 유형에 대한 분당 최대 EM 및 EMCC 로그인 횟수를 보여줍니다 .
표 25-9

VM 구성당 EM 및 EMCC 속도

VM 구성

최대 EM 로그인
속도 ( 노드당 )

최대 EM 로그인
속도 ( 이중 노드 )

최대 EMCC 로그
인 속도 ( 노드당 )

최대 EMCC 로그
인 속도 ( 이중 노
드)

최대 동시 EMCC
장치

사용자 1,000 명

200

300

60

70

333

사용자 2,500 명

235

352

71

80

833

사용자 7,500 ~ 10,000
명

250

375

75

90

2,500

Cisco Extension Mobility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은 로그인 / 로그아웃 클러스터 용량을 증가시키
기 위해 가입자 노드 쌍 전반에 걸쳐 분산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EM 부하가 사용자가 7,500 명
인 VM 구성을 갖춘 두 개의 가상 시스템 사이에 고르게 분산된 경우 클러스터 전체의 최대 용량은
분당 375 회의 순차 로그인 및 / 또는 로그아웃입니다 .
참고

Cisco Extension Mobility 서비스는 중복 목적으로 3 개 이상의 노드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만 Cisco 가
지원하는 특정 기간의 로그인 / 로그아웃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입자 노드의 최대 수는 2 개입니다 .

참고

EM 보안 활성화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
EMCC 로그인 / 로그아웃 과정에는 클러스터 간 EM 로그인 / 로그아웃보다 더 많은 처리 리소스가
필요하므로 EMCC 의 경우 지원되는 최대 로그인 / 로그아웃 속도가 더 낮습니다 . 클러스터 간 EM
로그인 / 로그아웃이 없을 경우에는 Unified CM 이 사용자가 7,500 명 또는 10,000 명인 VM 구성을
사용하는 가상 시스템을 통해 분당 최대 75 회의 EMCC 로그인 / 로그아웃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
의 배포에서는 클러스터 내 및 클러스터 간 로그인 / 로그아웃 발생이 함께 나타납니다 . 이 더욱 보
편적인 시나리오에서 단일 EM 서버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 EMCC 로그인 / 로그아웃의 혼합이 분
당 40 회를 표준으로 해야 하는 반면 클러스터 간 EM 로그인은 185 회의 로그인 / 로그아웃을 표준
으로 해야 합니다 . 이중 EM 노드 구성에서 사용자가 7,500 명이거나 10,000 명인 VM 구성을 사용
하면 클러스터 간 EM 로그인 속도가 분당 280 회의 로그인 / 로그아웃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표 25−9 참조 )
EMCC 로그인된 장치 ( 방문 전화 ) 는 클러스터의 다른 엔드포인트보다 두 배 많은 리소스를 소비
합니다 . 지원되는 EMCC 로그인된 장치의 최대 개수는 클러스터당 2,500 개이지만 이는 또한 이론
적인 클러스터당 기타 장치의 최대 개수를 30,000 개에서 25,000 개로 감소시킵니다 . 클러스터의
등록된 기타 장치 개수가 감소해도 지원되는 EMCC 로그인된 장치의 최대 개수는 여전히 2,500 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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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M Assistant
Cisco Unified CM Assistant 애플리케이션은 회선 모니터링 및 전화 제어를 위해 CTI 리소스를 사용
합니다 . Unified CM 보조자 또는 관리자 전화기의 각 회선 ( 인터콤 회선 포함 ) 에는 CTIManager
의 CTI 회선이 필요합니다 . 또한 각 Unified CM Assistant 경로 포인트는 CTIManager 로부터 CTI
회선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을 구성할 때 필요한 CTI 회선이나 연결의 수
는 CTI 회선이나 연결에 대한 전체적인 클러스터 제한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
Unified CM Assistant 에는 다음 제한값이 적용됩니다 .
•

관리자당 최대 10 명의 Assistant 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

•

단일 Assistant 에 최대 33 명의 관리자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각 관리자가 하나의 Unified CM
Assistant 제어 회선을 보유한 경우 ).

•

사용자가 7,500 명이거나 10,000 명인 가상 시스템을 사용하는 클러스터당 구성된 최대 보조자
가 3,500 명이며 관리자는 3,500 명입니다 ( 총 사용자 7,000 명 ).

•

다중 활성 모드 활성화 고급 서비스 매개 변수가 참으로 설정되어 있고 Unified CM Assistant 서
버 노드의 2 번째 및 3 번째 풀이 구성되어 있다면 클러스터당 최대 세 쌍의 기본 및 백업
Unified CM Assistant 노드가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최대 Unified CM Assistant 사용자 용량인 3,500 명의 관리자와 3,500 명의 보조자 ( 총 사용자 수
7,000 명 )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Unified CM Assistant 서버 풀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M Assistant, 18−19 페이지를 참조 )

Cisco WebDialer
사용자는 Cisco WebDialer 를 이용해 간편하게 통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시작 시에만 추가
리소스가 필요하고 통화 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Unified CM 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통
화가 확립되면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모든 통화와 같아집니다 .
WebDialer 및 리디렉터 서비스는 Unified CM 클러스터 내의 하나 이상의 가입자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

각 WebDialer 서비스는 노드당 초당 최대 4 건의 통화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각 리디렉터 서비스는 초당 최대 8 건의 통화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초당 WebDialer 통화 수 (cps) 는 다음의 일반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WebDialer 사용자 수 )  (( 평균 BHCA) / (3,600 초 / 시간 ))
이 계산을 수행할 때는 특히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시작되는 사용자당 BHCA 를 적절하
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예는 샘플 조직에 대해 이러한 WebDialer 설계 계산을 사용하
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예시 : 초당 WebDialer 통화 계산

XYZ 회사는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하여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를 원하며 예비 트래픽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

10,000 명의 사용자가 클릭 투 콜 (click−to−call) 기능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각 사용자의 평균 BHCA 는 6 입니다 .

•

모든 통화의 50% 는 아웃바운드이며 50% 는 수신된 인바운드입니다 .

•

모든 발신 전화의 약 30% 가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이 값은 WebDialer 개발 시의 규모 조정 작업을 보여주기 위한 예입니다 . 사용자의 전화걸
기 특성은 조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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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BHCA 가 6 회인 사용자가 10,000 명이므로 총 BHCA 는 60,000 회입니다 . 그렇지만
WebDialer 배포를 위한 크기 조정 계산은 발신 통화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 크기 조정 예의 초기
정보를 고려하면 총 BHCA 의 50% 가 발신 전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WebDialer 를 사용하
여 클릭 투 콜 (click−to−call) 을 활성화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발신 BHCA 는 총 30,000 이라는 결
과가 나옵니다 .
이 발신 통화 중 WebDialer 서비스를 사용하여 시작되는 비율은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
다 . 이 예의 조직의 경우 사용자가 몇 가지의 클릭 투 콜 (click−to−call)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발신 통화 중 30% 가 WebDialer 를 사용하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발신 BHCA 30,000)  0.30 = WebDialer 를 사용하여 발신한 BHCA 는 9,000
9,000 회에 달하는 BHCA 부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WebDialer 서버 노드의 수를 결정하려면 이
최번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초당 평균 통화 시도 횟수로 이 값을 전환해야 합니다 .
( 통화 시도 9,000 회 / 시간 )  ( 시간 /3,600 초 ) = 2.5cps
각 WebDialer 서비스는 최대 4cps 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예에서는 WebDialer 서비스를 실행하
는 데 하나의 노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향후 WebDialer 사용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서
버 노드 장애 시 WebDialer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을 제공하는 추가 백업 WebDialer 서버 노
드가 배포되어야 합니다 .

Attendant Console
Cisco Unified CM 과 Attendant Console 의 통합은 CTI 리소스를 활용합니다 . 서버 기반의 전화 교
환 콘솔은 직원이 통화를 전송한 최근 2,000 명의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므로 CTI 리소스 사용량을
증대시킵니다 . 또한 각 통화는 인사 , 대기 등을 위해 다수의 CTI 경로 포인트 및 포트를 사용합니
다.

미디어 리소스
Unified CM 은 소프트웨어에서만 수행되며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 없는 특정 미디어 기능을 제공
하는 Cisco IPVMS(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M 은
MTP(Media Termination Point), 컨퍼런스 브리지 , 알림 장치 ( 알림 재생용 ) 또는 대기 중 음악 제
공 스트림의 소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의 기능은 Cisco ISR(Integrated Service
Router) 가 제공하는 유사 기능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기 중 음악 제공 스트림의 핵심 소스인 경우
가 많습니다 (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모두 ).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은 다음의 두 방법 중 하나로 배포될 수도 있습니다 .
•

공동 실행형 배포
공동 실행형 배포에서는 클러스터에서 Unified CM 소프트웨어도 실행하는 모든 서버 노드에
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
참고

•

공동 실행형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서버 노드나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독립 실행형 배포
독립 실행형 배포에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은 Unified CM 클러스터 내의 전용 서버 노드에
서 실행됩니다 .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는 서버 노드에서 활성화된
유일한 서비스이며 서버 노드의 유일한 기능은 네트워크 내의 장치에 미디어 리소스를 제공하
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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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은 MTP, 알림 장치 및 전화회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
만 확장 기능이 향상된 설계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외부 Cisco ISR(Integrated Service Router) 에 배
치합니다 . 그렇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의 대기 중 음악 제공 기능은 외부 소스에 배치하기가 쉽지 않
습니다 . 표 25−10 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구성될 수 있는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
표 25-10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용량 제한

미디어 장치 유형

기본 수량

최대 스트리밍 또는 장
치수

지원되는 코덱

알림 장치

48

750

G.711, G.729, L16WB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브리지

48

256

G.711, L16WB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250

1,000

G.711, G.729, L16WB

소프트웨어 MTP( 미디어 종료 시점 )

48

512

G.711, L16WB, 통과

다음과 같은 참고 사항이 표 25−10 에 적용됩니다 .

참고

•

모든 값은 미디어 장치별로 지원되는 발신자 수를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 48 개의 소프트웨
어 컨퍼런스 브리지가 16 개의 삼자 전화회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기본 설정을 사용하거나 기본 설정에 근사한 값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치는 통화 처리 노
드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

•

용량을 최대값으로 늘릴 때 , 독립 실행형 노드에서 미디어 장치를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
화 처리는 수행하지 않음 ).

•

MoH 오디오 소스를 첫 ( 인사 ) 알림에서 사용하는 경우 첫 알림을 15 초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
이 좋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추가 파일 I/O 로 인해 MoH 서버 노드당 MoH 스트림의 최대수를
500 ~ 700 으로 줄여야 합니다 .

•

각 미디어 장치는 IPVMS 서비스 매개 변수를 통해 비활성화 /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MoH 는
MoH 장치 구성 페이지에 있음 ). MoH 전용 Unified CM 노드만 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각 개별 ISR 이 지원하는 DSP 의 각 미디어 기능의 용량을 계산하려면 미디어 리소스 , 7−1 페이지
에 대한 장이나 Cisco ISR 제품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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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표 25−11 11 에서는 VM 구성과 각 노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동시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최대 스트림 수를 보여줍니다 . MoH 최대 스트림 용량에 도달하면 추가 부하로 인해 MoH 품질이
저하되거나 MoH 작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MoH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사용량이 이 제
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MoH 스트림 용량을 늘리려면
MoH 노드 ( 공존 또는 전용 ) 를 추가합니다 .
표 25-11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최대 노드당 스트림 용량

Unified CM 10.5(2) 이상

Unified CM 10.5(1) 이하

Unified CM OVA 템
플릿

공동 실행형 MoH 스트림 ( 독립 실행형 MoH 스트림
비 -sRTP)1

공동 실행형 MoH 스트림

독립 실행형 MoH 스트림

사용자 1,000 명

5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750

사용자 2,500 명
사용자 7,500 명

750

1,000

사용자 10,000 명
1. 비 sRTP 스트림 기반 모든 용량

표 25−12 에 표시된 대로 Unified CM 10.5(2) 부터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대기 중 음악 제공 서
비스에 사용할 고유한 오디오 소스를 최대 500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표 25−12 에는 클러스터에
서 사용하는 MoH 서버 유형 ( 공동 실행형 또는 독립 실행형 ) 및 VM 구성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당 최대 오디오 소스 용량이 표시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에 MoH 노드를 추가하면
MoH 스트림 용량만 증가하고 오디오 소스 용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 오디오 소스 용량은 공동
실행형에서 독립 실행형 MoH 노드로 이동하거나 클러스터 전체 노드 VM 구성 크기를 늘리거나
Unified CM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만 늘릴 수 있습니다 .
표 25-12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최대 클러스터당 오디오 소스 용량

Unified CM OVA 템
플릿

Unified CM 10.5(2) 이상
공동 실행형 MoH 소스

독립 실행형 MoH 소스

Unified CM 10.5(1) 이하
공동 실행형 MoH 소스

사용자 1,000 명

100

250

50

250

500

독립 실행형 MoH 소스

사용자 2,500 명
사용자 7,500 명
사용자 10,000 명
표 25−11 및 표 25−12 에 설명된 제한은 유니캐스트 , 멀티캐스트 또는 동시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
스트 스트림의 모든 조합에 적용됩니다 .
성능 고려 사항

MoH 오디오 소스 및 스트림 수를 최대화하려면 소프트웨어 MTP 및 / 또는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브리지를 비활성화하는 식으로 기타 미디어 장치 수를 줄여야 합니다 .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서비스에서는 모든 미디어 장치가 동시에 최대 설정을 갖도록 지원하지 않
습니다 . 미디어 장치에서 시스템 리소스 ( 예 : CPU 사용 및 디스크 I/O) 을 과다 가입하면 전체 시
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장치에서 제공된 용량을 충족할 수 없으면 IPVMS
알람이 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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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엔드 구성 ( 사용자가 1,000 명 또는 2,500 명인 VM 구성 ) 및 중간 통화 처리 포함 MoH 공동
실행형의 경우 , MoH 는 MTP 및 컨퍼런스 브리지가 기본값으로 설정되거나 비활성화된 48 ~ 64 개
의 알림 장치 스트림 , 100 개의 MoH 오디오 소스 및 최대 500 개의 스트림으로 제한됩니다 .
250 개의 MoH 오디오 소스와 250 개의 알림 장치 스트림이 있는 750 개의 MoH 스트림을 지원하려
면 사용자가 1000 명 또는 2500 명인 전용 VM 구성 MoH 노드가 필요합니다 .
최대 1,000 개의 MoH 스트림 , 500 개의 MoH 오디오 소스 및 750 개의 알림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은 7,500 명의 사용자 OVA 전용 독립 실행형 MoH 서버입니다 .
MoH 및 / 또는 알림 장치에 sRTP 를 사용하면 MoH 발신자의 최대수가 25% 만큼 감소하며 , 이 경
우 MoH 와 알림 장치의 전용 IPVMS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M MoH 서버는 네 개의 코덱 (G.711 ulaw, G.711 mulaw, G729a 및 Wideband 오디오 ) 을 지
원합니다 . 유니캐스트 MoH 에서는 통화 설정 중에 코덱이 조정되므로 MoH 스트림 수는 활성화
된 MoH 코덱의 수가 아니라 유니캐스트 MoH 에서 보류 중인 엔드포인트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멀티캐스트 MoH 에서는 각 멀티캐스트 사용 오디오 소스가 활성화된 MoH 코덱마다 하나의 MoH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 예를 들어 두 개의 코덱이 활성화되고 500 개의 MoH 소스가 모두 멀티캐스
트를 사용하는 경우 , 보류 중이 엔드포인트가 없어도 1,000 개의 멀티캐스트 MoH 스트림이 활성
이 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 엔드포인트를 유니캐스트 MoH 에 두면 추가 MoH 스트림 용량이 필
요합니다 .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은 공동 실행형이든 독립 실행형이든 관계없이 CPU 및
메모리 리소스를 소비합니다 . Unified CM 의 전체적 크기 조정 시 이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Unified CM 이 처리해야 하는 BHCA 에 미디어 리소스 사용량을 추가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대기 ( 헌트 파일럿 대기 )
통화 대기에 전송될 수 있는 미디어 스트림의 최대 수는 대기 중 음악 제공 스트림과 같습니다 . 자
세한 내용은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25−3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통화 대기가 활성화된 헌트 파일럿의 최대 개수는 Unified CM 가입자 노드당 100 개입니다 . 각 헌
트 파일럿에 대해 대기 중인 최대 동시 발신자 수는 100 명입니다 . 모든 헌트 목록 전반에 걸친 최
대 구성원 수는 통화 대기가 활성화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

LDAP 디렉터리 통합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기능은 사용자 구성 데이터 ( 특성 ) 의 하위 집합을 LDAP 저장
소에서 Unified CM 게시자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 계정이
동기화된 후 , 각 사용자의 LDAP 계정 정보의 복사본이 해당 사용자에 대해 특정 Unified
Communications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 인증도 활
성화된 경우 , 사용자의 자격 증명이 암호 인증을 위해 LDAP 저장소와 바인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 최종 사용자의 암호는 동기화 및 인증을 위해 활성화되는 경우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결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계정 정보는 클러스터별로 다릅니다 . 각 Unified CM 게시자 노드는 해당 클러스터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의 고유 목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 동기화 규약은 클
러스터별로 다르며 , 각 게시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사용자 계정 정보 복사본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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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클러스터의 최대 사용자 수는 클러스터 구성원 사이에서 복제되는 내부 구성 데이터베
이스의 최대 크기에 의해 제한됩니다 . 현재 구성하거나 동기화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 수는
160,000 명입니다 . 디렉터리 동기화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
다.

참고

•

전화 및 웹 페이지에서의 디렉터리 조회에서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또는 IP 전화 서비스
SDK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디렉터리 조회 기능에서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는 경우 , LDAP 저장소에서 구성되거나 동기화된 사용자만 디렉터리에 표시됩니다 . 일부 사
용자만 동기화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만 디렉터리 조회에 표시됩니다 .

•

IP 전화 서비스 SDK 가 디렉터리 조회에 사용되지만 Unified CM 사용자를 LDAP 에 대해 인증
해야 하는 경우 , Unified CM 클러스터에 로그인하는 사용자로 동기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가 하나만 존재하고 , LDAP 저장소에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되는 최대 사
용자 수보다 적은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고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디렉터리 조회
가 구현되는 경우 전체 LDAP 디렉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클러스터가 여러 개 존재하고 , LDAP 의 사용자 수가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되는 최
대 사용자 수보다 적은 경우 , 모든 사용자를 모든 클러스터로 가져와 디렉터리 조회에 모든 항
목이 포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LDAP 의 사용자 계정 수가 Unified CM 클러스터에 의해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를 초과하고
모든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집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경우 , Unified IP Phone 서비스 SDK 를
사용하여 디렉터리 조회를 Unified CM 에서 오프로드해야 합니다 .

•

동기화와 인증이 모두 활성화된 경우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거나 동기화된 사용
자 계정은 해당 클러스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사용자를 동기화할 것인지가 어디까
지 디렉터리 조회를 지원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

Cisco 는 위에 언급된 한도까지 사용자 계정의 동기화를 지원하지만 이 한도를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더 많은 사용자 계정을 동기화할 경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지고 , 데이터베이스 성능
이 저하되며 , 업그레이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

Cisco Unified CM 메가 클러스터 배포
통화 처리 가입자의 수가 일반적인 클러스터 최대치인 4 쌍을 초과하는 Unified CM 클러스터는 메
가 클러스터로 간주됩니다 . 하나의 메가 클러스터에는 최대 8 쌍의 통화 처리 가입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단일 메가 클러스터에는 최대 21 개의 서버 노드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게시자 , TFTP, TFTP 백업 , MoH, MoH 백업 , 기본 서버 8 개 및 백업 서버 8 개가 21 개
의 서버 제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IM and Presence 는 메가 클러스터 배포에 대한 서버 제한인 21 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에서는 사용자가 25,000 명인 VM 구성을 사용하여 메가 클러스터 배포에 맞
게 조정할 VM 구성 템플릿을 도입했습니다 .
특정 사례의 경우 Unified CM 메가 클러스터를 통해 Unified Communications 배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배포의 경우 다음 제한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

지원되는 최대 엔드포인트 수는 일반 클러스터 수의 2 배입니다 ( 통화 처리 가입자 8 쌍 ).

•

CTI 장치 및 연결의 최대 개수도 2 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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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일부 클러스터 전체의 상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

위치 및 지역 수

•

LDAP 동기화 또는 프로비저닝된 최대 최종 사용자 수 ( 클러스터당 사용자 160,000 명 )

메가 클러스터 배포와 관련된 많은 잠재적 복잡성으로 인해 , 이러한 배포를 추구하려는 고객은
Cisco Account Team, Cisco Advanced Services 또는 인증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Partne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Cisco IM and Presence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Cisco IM and Presence 의 크기 조정은 다음 방식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을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분해합니다 .

•

이러한 각 서비스의 단위 비용을 측정합니다 .

•

주어진 시스템 설명을 식별된 서비스의 집계로 분석하고 순 시스템 비용을 산출합니다 .

•

시스템 비용 및 배포 옵션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버의 수를 결정합니다 .

IM and Presence 의 경우 분석의 대상인 시스템의 다음 시스템 변수에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크
기 조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
•

사용자의 수 및 유형
– 사용자가 프레즌스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클라이언트
– 사용자용 작동 모드 ( 인스턴트 메시징 전용 또는 모든 Unified Communications 설비 )

•

일반 사용자가 수행한 프레즌스 관련 활동
– 연락처 목록 크기 및 구성 ( 클러스터 내 , 클러스터 간 및 제휴 ). Cisco IM 및 프레젠스 시스

템 아키텍처는 완전히 채워진 시스템에서 사용자 당 75 개의 연락처인 평균 연락처 목록
크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 사용자 별 연락처 목록 크기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 시스템
의 상당수 사용자가 평균 연락처 크기인 75 개의 연락처를 초과하면 , 시스템 성능에 영향
을 미칩니다 . 기본적으로 최대 연락처 목록 크기는 200 입니다 . 일부 사용자의 연락처 수
가 200 개를 초과하는 경우 , 이 최대 연락처 목록 크기는 IM 및 프레젠스 클러스터의 프레
젠스 설정을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최번시 중 사용자당 인스턴트 메시지 ( 두 사용자 간 직접 소통 ) 수
– 채팅룸 수 , 채팅룸당 사용자 수 및 채팅룸당 사용자당 인스턴트 메시지 수를 포함한 채팅

지원

– 사용자에 대한 상태 변경 ( 통화 관련 및 사용자 발신 )
•

배포 모델
– 클러스터 간 프레즌스 지원 여부
– 제휴 지원 여부
– 고가용성 필요 여부

•

서버 기본 설정
– 원하는 VM 구성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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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옵션
– 준수 목적의 녹음 필요 여부

시스템 요구 사항이 정량화되면 표 25−13 의 데이터를 이용해 필요한 가상 시스템의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표 25-13

IM and Presence 클러스터당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1

VM 구성

완전한 Unified Communications 모드에서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

사용자 500 명

1,500

사용자 1,000 명

1,000

사용자 2,000 명

6,000

사용자 5,000 명

15,000

사용자 15,000 명

45,000

사용자 25,000 명

75,000

1.

지원되는 최대 하위 클러스터는 3 입니다 .

명단 관리
사용자가 보유한 연락처 및 감시자의 수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 영향의 심각성으로 인
해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당 클러스터 평균이 75 개의 연락 및 / 또는 관찰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서비스 매개 변수는 사용자 당 최대 200 개의 연락처와 200 개의 감시자로 설정됩니다
. 이 기본 매개 변수 설정의 의도는 더 많은 수의 대화 상대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IM 및 프레젠스 노드에 있는 15,000 명의 모든 프레젠스 사용자가 각각 200 명의
대화 상대와 관찰자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서비스 매개 변수가 200 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든 IM 및 프레젠스 전개가
클러스터 평균인 연락처 및 / 또는 사용자 당 감시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 3 개의 하위 클러스터와 45,000 명의 프레젠스 사용 가능 사용자가 있는 완전히 로드된
클러스터에 15,000 개의 사용자 VM 구성 템플릿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클러스터의 모든 사용자
에 대해 평균 75 개의 연락처를 유지하려는 경우 , 전체 클러스터에 허용되는 최대 연락처 수는 다
음과 같습니다 :
(45,000 사용자 )  (75 연락처 / 사용자 ) = IM 및 현재 상태 클러스터에 허용되는 연락처
3.375M
이 클러스터의 일부 사용자는 최대 200 개의 대화 상대를 가질 수 있지만 , 다른 사용자는 대화 상
대 수가 더 적습니다 . 단 , 클러스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총 대화 상대 수는 3.375M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 다른 예로 , 우리는 5,000 명의 IM 및 프레젠스 사용자가 배치되어 있고 , 그 중 50 명이 각각 1,000
명의 연락처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합니다 . 이 배포에 허용되는 최대 연락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00 사용자 )  (75 연락 / 사용자 ) = 전체 전개에 허용되는 연락처 375,000
50 명의 많은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 (50 사용자 )  (1,000 연락처 / 사용자 ) = 50,000 연락처 . 그것
은 나머지 4,950 명의 사용자에 대해 사용한 (375,000 − 50,000) = 325,000 개의 연락처를 남길 것입
니다 또는 :
325,000/4,950 = 다른 4,950 명의 사용자 각각에 대해 평균 약 65 명의 연락처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5-34

2018 년 3 월 1 일

25 장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Cisco 협업 크기 조정 도구 사용

Cisco IM and Presence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Cisco IM and Presence 에 사용되는 VM 구성의 형식 정의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virtualizatio
n−cisco−ucm−im−presence.html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는 Unified CM 의 성능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

AXL/SOAP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동기화

•

SIP 트렁크를 통한 프레즌스 정보

•

전화 제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CTI 트래픽

일반적으로 사용자 동기화의 영향 ( 일회성인 경우 제외 ) 과 SIP 트렁크를 통한 프레즌스 정보의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습니다 . 따라서 전화에 대한 CTI 제어의 영향은 CTI 제한에 포함되
어야 합니다 .
IM and Presence VM 구성은 Unified CM VM 구성과 다릅니다 . IM and Presence 템플릿은 사용자
기반인 반면 Unified CM 템플릿은 장치 기반입니다 . 예를 들어 , Unified CM 10K 사용자 VM 구성
과 함께 5K 사용자 IM and Presence VM 구성을 사용하면 각각 두 개의 장치가 있는 5.000 명의 사
용자를 지원합니다 .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IM and Presence 노드는 동일한 유형의 VM 구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참고

IM 및 프레젠스 릴리스 11.5 이전에는 동시 사용자 로그인이 IM 및 프레젠스 VM 템플릿 용량의 최
대 80 % 로 제한되었습니다 . IM 및 프레젠스 11.5 및 이후 버전에서는 100 % 의 프레젠스 사용자
가 재버를 통해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45,000 명의 주간 사용자가 있는 사용자
의 전개에서 11.5 이전의 IM 및 프레젠스 릴리스는 36,000 ( 동시 로그인의 80 %) 만 지원하며 IM
및 프레젠스 11.5 이상 릴리스는 동시에 로그인한 45,000 명의 모든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사용자
로그인 당 하나의 재버 클라이언트만 가정 ). 이 향상된 기능으로 허용되는 재버 사용자 수를 20 %
늘릴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Cisco IM and Presence 는 중앙 집중식 배포 옵션을 지원합니다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
스터는 여러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의 사용자에게 프레즌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
러나 각 사용자가 단일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모든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의
총 사용자 수는 75,000 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 당 여러 클라이언트가 이 제한을 줄입니다
.
참고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에는 클러스터에 총 7 개의 서버 (3 개의 IM and Presence 하
위 클러스터 쌍 (6 개 서버 ) + Unified CM 게시자 노드 ) 를 위한 Unified CM 게시자 노드가 필요합
니다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 배포의 경우 클러스터의 모든 IM and Presence 노드에 25k
사용자 IM and Presence VM 템플릿을 사용하고 해당 중앙 집중식 클러스터의 Unified CM 게시자
노드에 10k 사용자 Unified CM VM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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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는 다음 제한 사항에 따라 WAN 을 통해 클러스터링될 수 있습니
다.
•

모든 원격 Unified CM 클러스터는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의
RTT(round−trip−time) 가 80ms 이내여야 합니다 .

•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는 300ms RTT 의 최대 대기 시간을 갖는 클러스터 간 트
렁크를 통해 다른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클러스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서비스
Cisco Emergency Responder 는 전화기의 위치와 그 전화기가 연결될 액세스 전환 포트를 추적합니
다 . 전화기는 자동으로 발견되거나 Emergency Responder 에 수동으로 연결됩니다 . 표 25−14 에서
는 Emergency Responder 를 지원하는 VM 구성 및 그 최대 용량을 보여줍니다 .
참고

표 25-14

이러한 한계는 독립 실행형 Emergency Responder 배포에 적용되며 , Native Emergency Services 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

Cisco Emergency Responder VM 구성 및 용량

VM 구성

자동으로 추적 수동으로 구성
된 전화기의 최 된 전화기의 최 로밍 전화기의
최대 스위치 포 비상 응답 위치
대수
대수
최대 수
의 최대 수
최대 스위치 수 트 수

사용자 12,000 명

12,000

2,500

1,200

500

30,000

3,000

사용자 20,000 명

20,000

5,000

2,000

1,000

60,000

7,500

사용자 30,000 명

30,000

10,000

3,000

2,000

120,000

10,000

사용자 40,000 명

40,000

12,500

4,000

2,500

150,000

12,500

Cisco Emergency Responder 및 기타 Unified Communication 제품에 사용되는 VM 구성의 형식 정의
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virtualizatio
n−cisco−emergency−responder.html
Unified CM 클러스터당 단 하나의 Emergency Responder 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클러스
터 내 모든 전화에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리소스를 보유한 VM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
Emergency Responder 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Emergency Responder Administ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842/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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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Expressway
Cisco Expressway 배포는 원격 엔드포인트 등록을 포함한 통화 제어 요소로서 Cisco Unified CM 에
의존합니다 . 그러한 시스템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Cisco Expressway 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Cisco
Expressway−C 및 익스프레스웨이 −E 노드 쌍의 필요한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
•

사용량 최대 시점에서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노드의 각 쌍을 통한 엔드포인트 등록
수

•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노드의 각 쌍을 통과하는 예상 동시 음성 전용 및 영상 통화 수

Expressway−C 와 Expressway−E 클러스터는 최대 6 개의 노드를 지원합니다 .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에는 특정한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 비즈니스 간 통신에는 리치 미디
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리치 미디어 세션 형식의 라이센스는 Expressway 클러스터 전체에서
공유합니다 . 클러스터의 각 Expressway 노드가 할당된 리치 미디어 세션을 클러스터 데이터베이
스에 제공하면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공유됩니다 . 이 모델에서는 하나의 Expressway 노드가
물리적 용량에 비해 훨씬 많은 라이센스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성능 계획

표 25−15 는 Cisco Expressway−C 및 익스프레스웨이 −E 서버 노드 쌍 및 클러스터에 대한 Cisco
Expressway 프록시 등록 및 통화 용량을 나열합니다 .
표 25-15

Cisco Expressway-C 및 익스프레스웨이 -E 노드 및 클러스터 용량

플랫폼

프록시 등록1

영상 통화

음성 전용 통화

대형 OVA( 또는
Expressway 어플라이
언스 )

노드당 2,500

노드당 500

노드당 1,000

클러스터당 10,000

클러스터당 2,000

클러스터당 4,000

중형 OVA( 또는
Expressway 어플라이
언스 )

노드당 2,500

노드당 100

노드당 200

클러스터당 10,000

클러스터당 400

클러스터당 800

소형 OVA(Business
Edition 6000)

노드당 2,500

노드당 100

노드당 200

클러스터당 2,5002

클러스터당 1002

클러스터당 2002

1. 프록시 등록은 B2B 통신이 아닌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연결에만 적용됩니다 .
2. Cisco Expressway−C 및 Expressway−E 는 중복 목적으로 다수의 Business Edition 6000 노드 전반에 클러스터링될 수 있
지만 Business Edition 6000 을 통해 클러스터링되는 동안에는 용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

참고

대형 OVA 템플릿은 제한된 하드웨어에서만 지원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isco.com/go/virtualized−collaboration 에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침은 Cisco Expressway 클러스터링에 적용됩니다 :
•

익스프레스웨이 클러스터는 최대 6 개의 노드 ( 클러스터 용량은 노드 용량의 4 배까지 ) 를 지
원합니다 .

•

각 익스프레스웨이 −E 및 익스프레스웨이 −C 클러스터 쌍을 가로 지르는 모든 노드의 용량은
동일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Expressway−E 클러스터 또는 대응하는 Expressway−C 클러스터
의 다른 노드에서 중간 크기의 VM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 대규모 VM 구성을 사용하는
Expressway−E 노드는 배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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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way 피어는 Expressway−E 및 Expressway−C 클러스터에 걸쳐 동일한 수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노드가 3 개인 Expressway E 클러스터는 노드가 3 개인 Expressway C 클러
스터를 통해 배포되어야 합니다 .

•

모든 노드의 노드 용량이 동일한 경우 어플라이언스에서 실행하거나 가상 시스템으로 실행되
는 노드를 조합하여 Expressway−E 및 Expressway−C 클러스터 쌍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

Expressway 노드 VM 구성 또는 Expressway 어플라이언스는 Expressway 시리즈 클러스터 쌍
전체 및 내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

•

다수의 Expressway 시리즈 클러스터 쌍은 용량 증대를 위해 배포될 수 있습니다 .

Cisco Expressway 클러스터와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 사이에는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
Expressway 용량 계획은 관련되거나 의존 관계에 있는 Unified CM 클러스터의 용량을 고려하여 수
행되어야 합니다 .
크기 조정 제한 , 용량 계획 및 배포 고려 사항을 포함한 Cisco Expressway 용량 계획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Expressway 제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expressway−series/tsd−products
−support−series−home.html

게이트웨이
PSTN 게이트웨이는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과 PSTN 사이의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 트래
픽의 양은 리소스 사용량 (CPU 및 메모리 ) 과 게이트웨이에 필요한 PSTN DS0 회선의 수를 결정
합니다 .
PSTN 트래픽은 Unified CM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에 의해 생성되지만 IVR( 대화식 음성 응답 ) 애
플리케이션 및 고객지원센터 배포의 기타 부분 등 다른 요소도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
게이트웨이는 리소스 (CPU, 메모리 및 DSP) 가 필요한 다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
능에는 MTP(Media Termination Point), 트랜스코딩 , 컨퍼런스 브리지 및 RSVP 에이전트 등의 미디
어 처리 기능이 포함됩니다 .
게이트웨이 , 특히 Cisco ISR(Integrated Service Router) 를 바탕으로 한 게이트웨이는 VXML 처리
엔진으로 기능하거나 경계 요소로 작용하거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또
는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처럼 두 배를 만들거나 WAN 에지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기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게이트웨이 부하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모든 활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게이트웨이 그룹
게이트웨이 수를 고려할 때는 물리적 게이트웨이 서버의 지리적 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 PSTN
액세스가 분산되는 배포 모델의 경우 이러한 게이트웨이 자체를 그룹으로 간주하여 크기를 조정
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양의 부하를 할당해야 합니다 .
특정 게이트웨이가 특정 기능을 전담하거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도 그
룹화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필요한 게이트웨이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

공통 그룹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게이트웨이 그룹 공통 프로파일은 배포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
짐.

•

각 그룹의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트래픽 패턴 , 플랫폼 , 차단 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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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구성하는 개별 게이트웨이 플랫폼 . 특정 게이트웨이 모델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모
델이 예측되는 기능 및 용량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선택된 플랫폼이 성능 요구 사
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게이트웨이 그룹에 둘 이상의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수도 있
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PSTN 트래픽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가 PSTN 회선을 공유하게 되며 보통 PSTN 회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용
자가 있습니다 . 필요한 회선 수는 통화 트래픽에 대한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트래픽 관리 원칙을
사용하여 예측됩니다 ( 통화 트래픽 , 25−22 페이지 ).
비즈니스가 수신 및 생성하는 외부 트래픽의 양이 필요한 PSTN 회선 수를 결정합니다 . TDM 기반
시스템에서 전환하는 경우 대다수의 고객은 이전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수의 회선을 IP
기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 하지만 새로운 트래픽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도 있으며 이 분석을 통해 시스템이 현재 수준의 트래픽을 위해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되는지 (
따라서 고객이 필요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 감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이 부족하게 프로비저닝된다면 사용자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잦은 통화 차단 및 / 또는 끊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의 회선을 사용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PSTN 회선 수는 게이트웨이의 DSP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 IP 및 TDM 음성 사이의 전환을 수행
하려면 DSP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PSTN 회선은 TDM 인코딩을 사용 ).
최대 트래픽 수준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통화 시도의 비율을 결정하는 차단 계수가 핵심적
인 입력값이 됩니다 . 차단 계수가 낮다는 것은 더 많은 통화 시도가 성공한다는 의미이지만 시스
템에는 차단 계수가 높은 경우보다 많은 회선이 필요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트래픽을 위한 게이트웨이 크기 조정
짧은 통화 시간과 버스트 통화 도착 속도는 PSTN 게이트웨이의 트래픽 처리 기능에 영향을 미칩
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트웨이가 적시에 모든 통화를 처리하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관
성을 드러내는 장시간 통화에 비해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트래픽 패
턴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동될 환경에 적합한 게이트웨이를 선택
하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일부 게이트웨이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T1/E1 포트를 지원하
며 일부는 동시에 착신되는 다수의 통화를 처리하는 성능이 다른 것보다 뛰어납니다 .
서로 근접하여 도착하는 다수의 통화로 이루어진 트래픽 패턴 ( 즉 , 높거나 버스트 통화 도착 속도
) 의 경우 적합한 수준의 초당 통화 수 (cps) 를 갖춘 게이트웨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 이러한 조건에
서는 예를 들어 Cisco 3945 Integrated Services Router 가 420 통의 동시 도착 통화와 28cps 의 속도
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
꾸준한 도착 속도를 보이는 트래픽 패턴의 경우 게이트웨이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활성 통화 수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러한 조건에서는 예를 들어 보류 시간이 180 초인 통
화를 사용하면 Cisco 3945 Integrated Services Router 가 720 통의 동시 도착 통화와 최대 4cps 의 통
화 도착 속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숫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
•

CPU 사용률이 75% 를 초과하지 않음

•

PSTN 게이트웨이 통화는 ISDN PRI 트렁크에서 H.323 을 사용하여 발신됨

•

RTCP(Real Time Control Protocol) 타이머는 기본값인 5 로 설정되어 있음

•

VAD(Voice Activity Detection) 가 꺼짐

•

G.711 은 20ms 패킷화를 사용

•

Cisco IOS Release 15.0.1M 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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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넷 ( 또는 기가비트 이더넷 ) 송신이 포함되며 QoS 기능을 포함되지 않은 전용 음성 게이트
웨이 구성이 사용됨 (QoS 활성화된 송신 인터페이스 또는 이더넷이 아닌 송신 인터페이스 또
는 양쪽 다 사용하면 추가 CPU 리소스를 소비하게 됨 )

•

일반 보안(예: 액세스 제어 목록 또는 방화벽), 음성 특정 보안(TLS, IPSec 및/또는 SRTP), AAA
조회 , 게이트키퍼 보조 통화 시작 , VoiceXML 또는 TCL 활성화 통화 흐름 , 통화 허용 제어
(RSVP) 및 SNMP 폴링 / 기록과 같은 보조 통화 기능 또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한 추가 통화 기능은 추가적인 CPU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VAD(Voice Activity Detection)
VAD(Voice Activity Detection) 는 통화의 특정 방향에 있는 통화로가 무성이라고 여겨지는 시간 동
안에는 대부분의 IP 패킷 생성을 억제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능입니다 . 보통 통화 시 한 번에 한
쪽 상대방만 말을 하기 때문에 패킷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하며 간헐적인 킵 얼라이브인 경우
가 아니라면 반대 방향 ( 또는 무음 ) 으로 패킷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VAD 는 VoIP 통
화를 위해 전송되는 IP 패킷의 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CPU
주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VAD 가 제공할 수 있는 실제 패킷 절감 정도는 통화 흐름 , 애플
리케이션 및 발언자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VAD 가 꺼져 있을 경우 한 통화에 대해 전송되
었을 패킷 수보다 10~30%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VAD 는 Unified CM 네트워크에 배포된 엔드포인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가장 자주 꺼지며 기
타 유형의 네트워크 배포의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가장 자주 켜집니다 .

코덱
20ms 의 표본 시간 동안 G.711 및 G.729A 는 모두 기본 구성을 사용하며 이는 각 방향으로 50pss(
초당 패킷 ) 의 VoIP 통화를 발생시킵니다 . G.711 IP 패킷이 (200 바이트 ) G.729A 패킷 (60 바이트
) 보다 크지만 이 차이가 음성 게이트웨이 CPU 성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적은 없습
니다 . G.711 과 G.729 패킷은 모두 라우터에서 " 작은 " IP 패킷으로 선별되므로 패킷 속도는 CPU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코덱 매개 변수입니다 .

성능 오버로드
Cisco IOS 는 처리량이 최대일 때 인터럽트 수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CPU 를 남겨두
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이 섹션의 성능 수치는 약 75% 의 평균 부하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해 측정한 것입니다 . 주어진 Cisco IOS 게이트웨이에 부과되는 부하가 지속적으로 이 임계치
를 초과하면 다음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

이 배포는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 에 의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

•

Cisco IOS 게이트웨이가 Q.921 시간 초과 , 전화 걸기 후 시간 지연 및 잠재적인 인터페이스 다
운을 포함한 이상 동작을 나타냅니다 .

Cisco IOS 게이트웨이는 짧은 시간 동안의 버스트 통화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권장 통화 속
도 ( 초당 통화 수 ) 가 지속적으로 오버로드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참고

어떤 게이트웨이에서든 ,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 포트를 트래픽 계산에 따라 포트의 일부만 PSTN
트래픽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된 Cisco CMM(Communication Media Module) 게이트웨이와 같은
기타 작업에 할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 하지만 CPU 가 지원 수준 이상으로 구동될 수 있
기 때문에 남은 포트는 사용하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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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조정
Cisco OS 음성 게이트웨이의 CPU 사용률은 섀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 IP 라우팅 및 메모리 조각 모음 등의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로세스 몇 가지는 섀시에 라이브 트래픽
이 없을 때도 발생합니다 .
CPU 사용률을 낮추는 것은 실시간 음성 패킷과 통화 시작 지침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CPU 리소스
가 있도록 보장하므로 Cisco IOS 음성 게이트웨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표 25−16 에서는 CPU 사용률을 낮추기 위한 몇 가지 기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표 25-16

게이트웨이 CPU 사용률 감소를 위한 기법

기법

CPU 절감

설명

VAD(Voice Activity Detection) 활성화

최대 20%

VAD 활성화는 일반 대화시 최대 45% 적은 음성 패킷을 발
생시킵니다 . 어려운 점은 음성 인식이 사용되거나 지연 시
간이 긴 시나리오에서는 음성 품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점입니다 . 대화 시작 시 음성이 갑자기 들렸다가 종료
시에는 뚝 끊기듯이 사라집니다 .

RTCP(Real Time Control Protocol) 비활성
화

최대 5%

RTCP 를 비활성화하면 시작 및 종료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대역 외 정보 전송이 줄어듭니다 . 이 경우 쌍을 이룬 게이트
웨이에서 품질이 낮은 통계 정보가 표시됩니다 . 또한 RTCP
패킷이 통화가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사
용된 경우 종료 게이트웨이가 오랜 시간 동안 한 통화를 "
걸린 "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인증 , 권한 부여 및 통계 (AAA),
최대 2%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및 기록 등 필수적이지 않은 기타
기능을 비활성화

이러한 프로세스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비활성화해둘 수 있
으며 실시간 트래픽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CPU
를 여유롭게 만들어 CPU 사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통화 길이를 늘리기 위해 ( 또한 초당 통화 다양함
수 감소를 위해 ) 통화 패턴 변경

이는 통화 시작 시점에 긴 소개 메시지 재생을 추가하거나
콜 센터에서 통화 스크립트를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추가 정보
모든 게이트웨이 , 그 기능 및 통화 처리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이 장에서 제공되지 않습니
다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에 대하 자세한 정보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솔루션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communications−gateways/inde
x.html

•

다음 Cisco 음성 게이트웨이로 지원되는 인터페이스 및 신호 유형 :
– Cisco 3900 시리즈 Integrated Services Router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39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
relevant−interfaces−and−modules.html
– Cisco 2900 시리즈 Integrated Services Routers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routers/2900−series−integrated−services−routers−isr/
relevant−interfaces−and−modu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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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 SIP 및 H.323 으로 지원되는 게이트웨이 기능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routers/2800−series−integrated−services−r
outers−isr/product_data_sheet0900aecd8057f2e0.pdf

•

SIP 게이트웨이 RFC 준수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unified−communications/ios−gateways−session
−initiation−protocol−sip/product_data_sheet0900aecd804110a2.html

•

FXS 게이트웨이를 통한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기능 지원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llateral/unified−communications/vg−series−gateways/p
roduct_data_sheet09186a00801d87f6.html

•

전화회의 , 트랜스코딩 , MTP(Media Termination Point), MGCP, SIP 및 H.323 게이트웨이 기능
에 필요한 Cisco IOS 및 Unified CM 의 최소 릴리스 및 게이트웨이 기능 :
https://www.cisco.com/c/dam/en/us/products/collateral/routers/2800−series−integrated−services−r
outers−isr/product_data_sheet0900aecd8057f2e0.pdf

음성 메시징
음성 메시징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 주로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크기 조정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총 사용자 수는 음성 메시징 시스템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 음성 메시징의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해야 하는 최번시 중 통화 수

•

서버에 남은 메시지의 평균 길이

•

최번시 중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용자 수

•

사용자 세션의 평균 길이

•

음성 인식 또는 문자 음성 변환 세션 등의 모든 고급 작업

•

모든 미디어 트랜스코딩

•

음성 메시징 시스템의 포트는 게이트웨이의 DS0 와 유사하며 최적화되어야 하는 공유 리소스
입니다 . 확률적 도착 및 차단 필요성에 대한 동일한 고려 사항이 양쪽 유형의 리소스에 모두 적
용됩니다 .

표 25−17 에서는 배포의 확장성 요구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음성 메시징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을 보
여줍니다 .
표 25-17

음성 메시징 솔루션 확장

단일 노드에서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 ( 또는 장애 조치나 클러스터링된
배포 )

디지털 네트워킹 솔
루션에서 지원되는
최대 사용자 수

HTTPS 네트워킹 솔루
션에서 지원되는 최
대 사용자 수

솔루션

500

1,000

15,000

20,000

100,000

100,000

Cisco Unity Express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Cisco Business Edition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Cisco Unity Connection
(Unified/Integrated Messaging 및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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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8 에서는 Cisco Unity Connection 을 실행하는 여러 VM 구성의 다양한 기능의 최대 제한선
을 보여줍니다 .
표 25-18

Cisco Unity Connection 을 위한 VM 구성 및 용량

VM 구성

최대 포트 수

최대 음성 인식 세션
수

최대 문자 음성 변환
세션 수

최대 음성 메일 사용
자수

사용자 100 명

8

8

8

100

사용자 500 명

16

16

16

500

사용자 1,000 명

24

24

24

1,000

사용자 5,000 명

100

100

100

5,000

사용자 10,000 명

150

150

150

10,000

사용자 20,000 명

250

250

250

20,000

Cisco Unity Connection 에 사용되는 VA 구성의 형식 정의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virtualizatio
n−cisco−unity−connection.html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

Unified CM 에 대한 음성 메시징 시스템의 영향은 Unified CM 이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 통화를 고
려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추가 통화 흐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Unified CM 의 크
기 조정 로드가 증가합니다 .
•

사용자가 자리에 없거나 사용자가 DND( 방해사절 ) 또는 기타 기능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전
환하여 음성 메시징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통화 .

•

음성 메시지에 액세스하기 위해 음성 메시징 파일럿 번호에 전화를 거는 사용자가 발신한 통
화는 Unified CM 을 통과하며 , 통화의 번호 및 시간이 포함된 이러한 통화는 Unified CM 이 처
리하는 통화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

협업 회의
Cisco Collaborative Conferencing 시스템에는 통화 제어를 위한 구성 요소로 Cisco Unified CM 이 포
함됩니다 . 그러한 시스템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
그러한 전화회의 시스템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노드의 유형과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매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
•

임의의 시점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

•

사용량 최대 시점에 시스템에 있는 오디오 , 비디오 및 웹 사용자 수

•

필요한 다이얼 인 시간

•

비디오 해상도 및 오디오 코덱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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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회의에 대한 크기 조정 지침
Cisco 는 오디오 회의 용량을 계산하는 데 다음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

월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한 계산
음성 회의 평균 사용량 ( 월간 평균 시간 ( 분 )) 을 알고 있다면 오디오 회의 용량을 계산하는 데
표 25−19 을 사용하십시오 .

표 25-19

월간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출한 오디오 회의 용량

월간 평균 사용량 ( 분 )

기준선 사용량 ( 월간 포트당 시
간 ( 분 ))
예상 포트 수

20,000 ~ 50,000

1,500

15 ~ 35

50,000 ~ 500,000

2,000

25 ~ 250

500,000 ~ 1,000,000

3,000

165 ~ 335

1,000,000 ~ 2,000,000

3,500

285 ~ 570

2,000,000 ~ 8,000,000

4,000

500 ~ 2,000

•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한 계산
사용량이 평균인 사용자 20 명당 1 개의 포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전화회의
사용량이 큰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15 명당 1 개의 포트를 프로비저닝합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가 6,000 명인 시스템에서는 300 개의 오디오 포트를 프로비저닝해야 하지만 그 사용자
들이 전화회의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면 400 개의 오디오 포트로 계획합니다 .

•

실제 최대 사용량을 바탕으로 한 계산
사용량이 최대인 시간 중에 발생하는 실제 음성 회의 사용량은 기존 음성 회의 시스템 로그나
서비스 공급업체 청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isco 는 추가적인 전화회의 볼륨으로부
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최대 사용량을 바탕으로 30% 의 용량을 추가로 프로비저닝하
는 것을 권합니다 .

시스템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시스템의 기준선 포트 요구 사항에 대해 위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산출한 예상치 외에도 다음과 같
은 요소가 시스템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오퍼레이터 예약 " 모델에서 사용자 예약 모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에는 기준선에 추가
로 20% 를 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기본 평균 미팅 크기는 미팅당 발신자 4.5 명입니다 . 기본값과 차이가 있다면 자사의 사례에 해
당하는 값을 이용하십시오 .

•

다음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준선 예상치를 증가시키십시오 .
( 예상 일간 미팅 수 )  ( 예상 사용자 수 )  기준선의 80%

•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미팅이 예상 용량의 20% 를 초과한다면 그에 따라 예상치를 증가시키십
시오 .

•

전용 포트를 통한 미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추가 포트 (( 회의 )  ( 전용 발신자 )) 를 기
준선에 더해야 합니다 .

기준선 외에 총 포트 개수가 위의 모든 요소에 추가됩니다 . 예상하는 총 포트 용량이 지원되는 최
대 포트의 80% 를 초과한다면 전화회의 시스템 용량 확장을 계획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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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회의에 대한 크기 조정 지침
Cisco 는 비디오 회의 용량을 계산하는 데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

지식이 많은 직원의 수를 바탕으로 계산
Cisco 는 지식이 많은 직원 40 명당 1 개의 비디오 사용자 라이센스를 프로비저닝할 것을 권합
니다 .

•

음성 회의 사용자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계산
Cisco 는 비디오 회의 용량을 기존 오디오 사용자 라이센스의 17~25% 범위로 프로비저닝할 것
을 권장합니다 . 이 비율은 비디오 회의 및 전화회의 시스템 크기와 관련된 비즈니스 요구 사항
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기존의 비디오 MCU( 멀티포인트 제어 장치 ) 를 바탕으로 계산
Cisco 는 기존 비디오 회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배포할 것을 권합니다 .

Unified CM 에 미치는 영향
Unified CM 에 대한 영향은 전화회의 시스템이 생성하는 추가 통화 트래픽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영향은 전화회의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정시나 매시 30 분에 예약되는 미팅에 참
가할 때 발생합니다 . 전화회의 시작 시점의 몇 분간 집중된 대량의 통화 트래픽은 그 몇 분 동안
Unified CM 에 부과되는 부하를 증대시키므로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전화회의 사용
자에 PSTN 또는 기타 클러스터의 발신자가 포함되는 경우 그들이 게이트웨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려면 관련 매개 변수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기업 제공 서버 ( 기업 데이터 센터의 Cisco UCS 서버 클러스터 )
를 사용하여 WebEx 전화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되는데 이 구성은 크기 조정 도구가 주로 전
화회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보유한 , 지식이 많은 직원의 수를 바탕으로 하여 선택합니다 .
Cisco 는 각 구성에 대해 하드웨어 및 VMware 제품에 대한 특정 구성을 갖춘 표준 Cisco UCS 서버
유형을 권합니다 . 하지만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이러한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동
등하거나 더 나은 모든 Cisco UCS 서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 제품은 DVD 에 담긴 소프트웨어 패키지 컬렉션이 아닌 VMware vSphere 호환 OVA 가상 어플라
이언스로 패키지됩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OVA 를 배포하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제품을 설치하는 데 vCenter 제품이 필요합니다 .
현재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Cisco UCS 서버의 공존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전용 UCS 서버가 필요합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계획 안내서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webex−meetings−server/products−installatio
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25-45

25 장

Cisco 협업 크기 조정 도구 사용

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크기 조정 요소
크기 조정 도구는 시스템 용량을 계산하는 데 다음 입력값을 사용합니다 .
•

지식 사용자 수
지식 사용자 수는 전화회의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직원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 전화회
의를 시작하거나 전화회의에 참가 ).
다수의 지식 사용자는 사용 가능한 전화회의 포트를 공유합니다 . 하나의 전화회의 통화에는
적은 비율의 사용자만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 이 비율을 바탕으로 하여 이
러한 사용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화회의 포트 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크기 조정 도구는 적은 사용량 ( 임의의 시점에 사용자의 3.3% 가 활성화 ), 보통 사용량 (5% 활
성화 ) 및 많은 사용량 (10% 활성화 ) 을 정의합니다 . 따라서 보통 사용량으로 작동되는 시스템
은 많은 사용량을 소비하는 시스템보다 2 배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

월간 사용자 시간 ( 분 )
월간 사용자 시간 ( 분 ) 은 모든 포트에 걸쳐 한 달 동안 활성화된 전화회의의 총 시간 ( 분 ) 입
니다 . 이 값은 수천 분으로 표현됩니다 . 이 요소는 녹음 서버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 중요합니
다.

•

실제 최대 사용량
실제 최대 사용량은 시스템의 최대 동시 사용자 수로 정의됩니다 . 이 수치는 필요한 전화회의
포트 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 Cisco 는 사용량 최대 시점 중에 충분한 전화회의 포트를
보유하기 위해 실제 최대 사용량보다 30% 더 많은 사용자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프로비
저닝할 것을 권합니다 .

•

영상
비디오 및 고품질 비디오로 진행되는 전화회의 비율은 시스템에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에 영
향을 미치게 됩니다 . 최대 50% 의 사용자가 고품질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트래픽 믹스
다양한 통화 유형에는 서로 다른 Unified CM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Unified CM 에 미치는 영
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구에 다음 통화 유형의 예상치가 필요합니다 .
– 엔터프라이즈 IP 전화기를 통해 수신되는 전화회의 통화 비율 이 통화 레그는 Unified CM

에 의해 처리되므로 Unified CM 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

– PSTN 게이트웨이 크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통화 레그 비율
•

외부 사용자의 액세스
외부 사용자가 시스템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에는 역방향 프록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적인 가상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 해당 시스템이 내부 사용자 전용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러한
추가 가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재해 복구
재해 복구의 경우 데이터 센터에서 즉시 수동 예비 방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시
스템이 고가용성을 위해 구성된 경우 재해 복구 시스템을 위해 고가용성을 구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

•

고가용성
시스템은 비중복 모드 또는 HA( 고가용성 ) 모드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HA 모드에서 클러
스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백업 서버를 통해 프로비저닝됩니다 ( 특정 구성은 시스템 크기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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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용량
Cisco WebEx Meetings Server 는 표 25−20 에 소개된 바와 같이 4 가지의 시스템 크기로 제공됩니다
. 시스템 크기는 시스템의 최대 동시 사용자 수로 표현됩니다 . 최대 동시 사용자 수는 임의의 시점
에 전화회의 통화에 참가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 수를 정의합니다 .
표 25-20

Cisco WebEx Meeting Server 를 위한 VM 구성 및 용량

최대

동시 사용자
50 명

동시 사용자
250 명

동시 사용자
800 명

동시 사용자
2,000 명

오디오 및 웹 사용자 ( 합산 )

50

250

800

2,000

비디오 및 비디오 공유 ( 합산 ) 25

125

400

1,000

단일 미팅 참가자 수

50

100

100

100

종료된 미팅의 녹화본 재생

12

63

200

500

진행 중인 미팅 녹음

3

13

40

100

전화회의 수 ( 미팅당 평균 참
가자 2 인 )

25

125

400

1,000

초당 통화 수

1

3

8

20

다음 옵션 기능은 시스템 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
•

암호화된 오디오 (sRTP)

•

보안된 미팅 센터 웹 (SSL)

•

다양한 오디오 코덱

•

저해상도 비디오

녹음
최대 5% 의 포트 ( 또는 10% 의 미팅 ) 에 대한 미팅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 녹음된 미팅을 저장하
려면 용량이 넉넉한 NFS 장착 하드 드라이브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하나의 미팅은 50~100MB
크기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

네트워크 대역폭
크기 조정 도구는 LAN 및 WAN 에서 필요한 대역폭을 예상하기 위해 다음을 가정합니다 .
•

각 포트는 1Mbps 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게 됨 .

•

사용자 믹스는 80% 의 기업 내부 사용자와 20% 의 외부 사용자로 구성됨 .

따라서 LAN 에서 필요한 대역폭 (Mbps) 은 0.8 * ( 포트 수 ), WAN 은 0.2 * ( 포트 수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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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rime Collaboration 관리 도구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TelePresence 시스템을 테스트 , 배포
및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통합 도구 모음을 제공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에는 Prime
Collaboration 프로비저닝 ,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및 Prime Collaboration 분석 등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프로비저닝은 자
체적인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반면 Cisco Prime Collaboration 보증 및 Cisco Prime 분석은 동일
한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상 시스템 크기 조정은 상대적으
로 단순하며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엔드포인트 또는 네트워크 장치 개수에 따라 직접적으로 달
라집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프로비저닝
Cisco Prime Collaboration 프로비저닝은 최대 150,000 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일 시
스템 ( 최대 10,000 개의 엔드포인트 ) 또는 2 개의 시스템 (10,000 개 이상의 엔드포인트 ) 에 구현
됩니다 .
다양한 성능 수준에 필요한 가상 시스템 리소스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Cisco Prime
Collaboration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의 최신 버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product
s−installation−guides−list.html

Cisco Prime Collaboration 보증
Cisco Prime Collaboration 보증은 라우터와 스위치 등 기타 네트워크 장치 및 전화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 이는 단일 시스템 구성에서 작동하며 최대 150,000 대의 전화를 지원합니다 .
다양한 성능 수준에 필요한 가상 시스템 리소스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Prime
Collaboration Quick Start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product
s−installation−guides−list.html

Cisco Prime Collaboration 분석
Cisco Prime Collaboration 분석은 Cisco Prime Collaboration 보증과 동일한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되
며 음성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Cisco NAM(Network Analysis Module) 과 함께 작동합니다 .
다양한 성능 수준에 필요한 하드웨어 리소스는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Prime
Collaboration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datash
eet−li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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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실행형 제품의 크기 조정
다음 제품은 크기 조정 도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25−49 페이지

•

Cisco Business Edition, 25−49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는 로우엔드 Cisco 881 ISR 에서부터 하이엔
드 Cisco 3945E ISR 2 를 아우르는 Cisco IOS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플랫폼 중 하나에서 실
행됩니다 . 이러한 각 라우터는 지원할 수 있는 전화 수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 이러한 플랫폼의 통
화 처리 수행 실제 용량은 IP 라우팅 , DNS(Domain Name System), DHCP(Dynamic Host Control
Protocol) 등의 기타 기능 수행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E 는 단일 Cisco IOS 플랫폼에서 최대 450 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지만 , 각 라
우터 플랫폼은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 다른 엔드포인트 용량을 가집니다 . Unified CME 는 Cisco 협
업 크기 조정 도구 내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Unified CME 제품 데
이터시트에 기재된 용량 정보를 따라야 합니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
ger−express/datasheet−listing.html

Cisco Business Edition
Cisco Business Edition 은 음성 , 비디오 , 이동성 , 메시징 , 전화회의 ,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 고객지원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로 사전에 로드된 패키지형 협업 솔루션입
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4000 (BE4000) 은 비지니스 에디션 제품군에 추가된 최신 제품입니다 .
BE4000 은 Cisco Unified 통신 메니저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하며 중소 단일 사이트 전개 및 원격
사이트의 로컬 통화 처리가 필요한 배치를 위한 통화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BE4000 은 최대 200 개의 오디오 전화 장치에 오디오 전화 및 음성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으로 각 장치는 전화 및 음성 메일 포트 라이센스가 제공됩니다 .
BE4000 은 다음과 같이 최대 200 명의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
•

Cisco IP Phone 7800 시리즈 및 8800 시리즈 SIP 엔드 포인트

•

Cisco Unified 익스프레스 가상 음성 메일

•

최대 5 개의 통화 중 통화 시도 (B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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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usiness Edition 6000 및 7000 에는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 옵션이 있습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하드웨어 플랫폼 옵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

BE6000H — 최대 용량은 1,000 명의 사용자 , 2,500 대의 장치 및 100 개의 고객지원센터 에이
전트 하나의 가상화된 서버 플랫폼에서 9 개의 협업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지원합니다 . 최대
5,000 BHCA.

•

BE6000M — 최대 용량은 1,000 명의 사용자 , 1,200 대의 장치 및 100 개의 고객지원센터 에이
전트 하나의 가상화된 서버 플랫폼에서 5 개의 협업 애플리케이션 옵션을 지원합니다 . 최대
5,000 BHCA

•

BE6000S — 최대 용량은 150 명의 사용자와 300 대의 장치 . 통합된 단일 라우터 / 게이트웨이 / 가
상화된 블레이드 서버 플랫폼에서 5 개의 고정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최대
750 BHCA.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be6000 을 참조
하십시오 .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하드웨어 플랫폼 옵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

BE7000H — 이 고밀도 모델은 일반적으로 1,000 ~ 5,000 명의 사용자 , 3,000 ~ 15,000 대의 장
치 및 여러 사이트를 위해 크기가 조정된 배치에서 5 ~ 10 개의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
다.

•

BE7000M — 이 중간 밀도 모델은 일반적으로 1,000 ~ 5,000 명의 사용자 , 3,000 ~ 15,000 대의 장
치 및 여러 사이트를 위해 크기가 조정된 배치에서 4 ~ 6 개의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7000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go/be7000 을 참조
하십시오 .

Cisco Business Edition 에 대한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이 섹션에서는 용량을 계산하는 예로 Cisco Business Edition 6000H 를 사용하지만 , 이 섹션의 정보
는 BE6000M 외에도 소규모의 750 BHCA 용량 BE6000S 에도 적용됩니다 .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Business Edition 6000H 는 최대 5,000 BHCA 를 지원합니다 . 시스템 사용량
을 계산할 때는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에 초과 가입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최대 BHCA
수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전화기의 사용량이 4 BHCA 를 넘어가는 경우 BHCA 고려 사항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 실제 BHCA 값은 최번시 중 전화 사용량에 대한 기준선 측정을 통해서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선 없이 이 사용량을 예상할 때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시스코 비지니스 에디션 6000H 의 장치 계산
이 계산을 위해 장치는 전화 장치 및 트렁크 장치 등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그룹화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장치는 단일 통화 가능 엔드포인트입니다 . 여기에는 Cisco Unified IP Phone 8800 시리즈 또
는 기타 협업 음성 및 비디오 엔드포인트와 같은 단일 클라이언트 장치 , Cisco Jabber 와 같은 소프
트웨어 클라이언트 , 아날로그 전화 포트 또는 H.323 클라이언트 등이 해당됩니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은 위에 나타나 있듯이 BE 6000S 에서 최대 300 개의 엔드포인트 , 중간 밀도의 서버
에서 최대 1,200 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원하거나 고밀도 서버에서 2,500 개의 엔드포인트를 지원하
지만 실제 엔드포인트 용량은 시스템의 총 BHCA 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트렁크 장치는 둘 이상의 엔드포인트에 다수의 통화를 전달합니다 . 이는 SIP 트렁크나 게이트키
퍼 제어 H.323 트렁크 등 모든 트렁크나 게이트웨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Business Edition 6000
은 클러스터 간 트렁킹 뿐만 아니라 H.323, SIP 및 MGCP 트렁크 , 게이트웨이 및 아날로그 게이트
웨이를 지원합니다 . Cisco 에서는 다른 프로토콜이 아니라 SIP 트렁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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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유형의 장치에 사용되는 BHCA 계산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대규모 그룹의 엔드포인트가 외부
사용자 그룹 (PSTN 또는 기타 PBX 내선 ) 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트렁크 장치는 일반적으로
BHCA 가 훨씬 높습니다 .
BHCA 를 바탕으로 사용량 특성을 이용해 장치 ( 전화 장치 또는 트렁크 장치 ) 그룹을 정의할 수 있
으며 시스템의 총 BHCA 를 얻기 위해 각 장치 그룹에 BHCA 를 추가하여 지원되는 최대 BHCA 인
5,000 을 넘지 않도록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BHCA 가 4 인 전화 100 대에 대한 총 BHCA 와 BHCA 가 12 인 전화 80 대에 대한 총
BHCA 를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BHCA 가 4 인 전화 100 대는 1004 = 400
12 BHCA 에서 80 폰은 8012 = 960 입니다
모든 폰에 대한 총 BHCA = (1004) + (8012) = 1,360 입니다
트렁크 장치의 경우 해당 장치에서 발신된 통화 중 PSTN 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된 통화의 비율을
알고 있다면 트렁크에 대한 BHCA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예시의 경우 모든 장치 통화의 50%
가 PSTN 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장치의 BHCA( 이 경우 1360) 가 게이트웨이에 미칠 수 있
는 순 영향은 1360 의 50% 또는 680 BHCA 입니다 . 따라서 이 예시의 전화 장치 및 트렁크 장치에
대한 총 시스템 BHCA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시스템 BHCA = 1,360 + 680 = 2,040 BHCA
다수의 전화에 걸쳐 회선을 공유한다면 BHCA 에는 해당 회선을 공유하는 각 전화에 대해 하나의
통화 레그 ( 각 통화당 통화 레그는 2 개임 )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수의 장치 그룹에서 회선을
공유하면 해당 그룹의 BHCA 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즉 , 공유 회선에서 수신된 하나의 통화는
회선 인스턴스당 하나의 통화 레그나 반통화 (0.5) 로 계산됩니다 . 다수의 전화 그룹을 보유해 서
로 다른 BHCA 를 생성한다면 BHCA 값을 계산하는 데 다음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공유된 라인 BHCA = 0.5  ( 공유된 라인 수 )  ( 라인 당 BHCA)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두 클래스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
BHCA 가 8 인 전화 100 대 = 800 BHCA
BHCA 가 4 인 전화 150 대 = 600 BHCA
또한 각 그룹에 10 개의 공유 회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BHCA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 BHCA 에서 그룹 내 공유 라인 10 = 0.5108 = 40 BHCA
4 BHCA 에서 그룹 내 공유 라인 10 = 0.5104 = 20 BHCA
이 경우 , 모든 전화 장치에 대한 총 BHCA 는 공유 회선의 BHCA 총계에 각 전화 그룹에 대한 BHCA
를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
800 + 600 + 40 + 20 = 총 BHCA1,460
위의 각 예시의 총 BHCA 는 시스템 최대 BHCA 인 5,000 을 넘지 않으므로 수용 가능합니다 .
Cisco Unified Mobility 를 Business Edition 6000 의 단일 전화번호 연결 (SNR) 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또는 시스템외 (off−system) 전화번호로 확장된 통화는 BHCA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어플라이언스에 초과 가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SNR 원격
대상이나 시스템 외 전화 BHCA 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SNR 기능에 대한 BHCA 를 계산하려
면 Cisco Unified Mobility 에 대한 용량 계획 , 21−72 페이지를 참조하고 해당 값을 총 BHCA 계산
에 대입하십시오 .
참고

SRTP(Secure RTP) 를 사용한 미디어 인증 및 암호화는 시스템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며 시스템 성
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 미디어 인증 또는 암호화 사용을 계획 중이라면 이를 염두에 두고 적절하
게 조정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보안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IP 전화기 100 대는 시스템 리소스에
보안 기능이 활성화된 IP 전화기 90 대와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10:9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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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솔루션 크기 조정 지침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용량 계획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통화권입니다 . 다양한 규칙
( 하향식 (top−down), 순환 헌트 , 최장기 유휴 또는 브로드캐스트 ) 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
신 통화를 처리하기 위해 특수 그룹의 장치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이는 Cisco Business
Edition 6000 내의 헌트 또는 회선 그룹 구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BHCA 또한 이 요소로부
터 영향을 받지만 회선 그룹 브로드캐스트 분산 알고리즘 ( 모든 구성원에 전화 걸기 ) 에 관련해서
만 그렇습니다 . Cisco 는 Business Edition 6000 의 경우 브로드캐스트 분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면
헌트 또는 회선 그룹에 셋 이상의 구성원을 구성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 구성원이 셋 이상일 경
우 시스템의 부하에 따라 시스템의 BHCA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 플랫폼의 리소스에
초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브로드캐스트 분산 알고리즘을 보유한 헌트 또는 회선 그룹의 개수도 3
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는 BHCA 시스템의 초과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권장 사항입니
다 . 시스템 전체의 BHCA 용량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배포 내에서 이러한 권장 사항을 초
과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내에서 여러 유형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 모든 서버 플랫폼에서 모든 VM 구성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VM 구성을 혼합하면 하드웨어
플랫폼과 비즈니스 에디션 플랫폼의 혼합 , 9−8 페이지에 관한 플랫폼 혼합 섹션의 설명에 따라 전
체 클러스터 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

Cisco Unified Mobility for Cisco Business Edition 6000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시스템의 Cisco Unified Mobility 사용자에 대한 용량은 서버 하드웨어
가 아니라 사용자당 원격 대상의 수와 Unified Mobility 를 활성화한 사용자의 BHCA 에만 의존하
여 달라집니다 . 따라서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에서 지원되는 원격 대상의 수는 이러한 사용
자의 BHCA 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
구성된 각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는 BHCA 에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습니다 . 한 명의 사용자
에 대해 구성된 모든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에는 하나의 추가 통화 레그가 사용됩니다 . 각 통화
는 두 개의 통화 레그로 구성되므로 하나의 원격 대상 전화걸기는 반통화 (0.5) 와 동일합니다 . 따
라서 총 원격 대상 BHCA 를 계산하는 데 다음 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총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BHCA = 0.5  ( 사용자 수 )  ( 사용자 당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수 ) 
(BHCA 사용자 )
예:
BHCA 가 5 인 사용자 300 명이 있는 시스템을 가정하고 각 사용자는 1 개 ( 총 300 개의 원격 대
상 및 이동성 ID) 의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를 보유한다고 하면 총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BHCA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BHCA =
0.5  (300 사용자 ) ( 사용자 당 1 개의 원격 대상 또는 이동성 ID) ( 사용자 당
5 BHCA) =
750 BHCA
이 예시의 총 사용자 BHCA 는 [( 사용자 300 명 )  ( 사용자당 BHCA 5)] 1,500 입니다 . 이 값에
총 원격 대상 BHCA 750 을 더하면 총 시스템 BHCA 인 2,250 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총 사용자
BHCA 1,500 + 총 원격 대상 및 이동성 ID BHCA 750).
위의 예시에 등장한 시스템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추가 BHCA 변수가 사용된다면 용량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이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용량 계획 및 기타 제품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
있는 Cisco Business Edition 6000 제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

https://www.cisco.com/go/be6000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business−edition−6000/tsd−product
s−support−series−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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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이 장에서는 관리자가 기존 PBX 시스템을 IP 텔레포니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외에도 이전 Cisco
Collaboration System Releases(9.x, 10.x 및 11.x) 을 최신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CSR) 12.x 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 템플릿 , VMware, ESXi Hypervisor 및 Collaboration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최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
•

가상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https://www.cisco.com/c/dam/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virtualization/virtualizatio
n−software−requirements.html

•

VMware 호환성 설명서
https://www.vmware.com/resources/compatibility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의 경우 대부분의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에는 가상화 배
포가 필요하며 , 하이퍼바이저 없이 서버에 직접 설치할 수 없습니다 . VMware vSphere ESXi 는 현
재 유일하게 지원되는 하이퍼바이저로 , 가상화된 모든 Cisco Collaboration System 배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는 ESXi 외에 VMware vSphere ESX 또는 기타
VMware 서버 가상화 제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 장에서는 다음 유형의 마이그레이션을 설명합니다 .
•

Cisco 7800 시리즈 MCS 서버에서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UCS) 서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로

•

Cisco Video Communication Server(VCS) 엔드포인트 등록에서 Unified CM 등록으로

•

H.323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에서 SIP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로

•

SCCP 엔드포인트에서 SIP 엔드포인트로

•

숫자 전화걸기에서 URI 전화걸기로

•

Cisco Smart Software Manager(Cisco SSM) 를 사용하여 Cisco Smart Software 라이센싱 및 라이
센스 관리로 마이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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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다음 리소스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전에 모든 요구 사항을 충
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Cisco Collaboration Systems Release 호환성 매트릭스
https://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unified/communications/syste
m/Compatibility/CSR−Compatibility−Matrix.html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호환성 매트릭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확인을 통해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도록 보장합니다
. 예를 들면 일부 초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버전은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여러 단계
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호환성과 함께 서버 하드웨어는 여
러 단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boration/collaboration−systems−release/index.html
지원되는 모든 시스템 하드웨어 목록은 다음 위치의 통합 컴퓨팅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servers−unified−computing/product−listing.html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26−1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26-1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Cisco Prime License Manager 는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26−9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시스코 협업 시스템 릴리즈 (CSR)12.x 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부분 업데이트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여러 솔루션의 공존 또는 마이그레이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일반적으로 공존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 오랜 기간 (
예 : 6 개월 이상 ) 동안 공존함을 나타냅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는 PBX 음성 메일 또는 기타 모든
기능의 기능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 필요한 수준의 기능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
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투자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이그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 예 : 6 개월 미만 ) 에 발생합니다 .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이 " 짧은
" 시간에 완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기존 기능의 일부만 사용하는 불
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 마이그레이션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기존 시스템 기능으로도 충분
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공존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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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사전 요구 사항

마이그레이션 사전 요구 사항
모든 협업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구현하기 전에 모든 관리자는 해당 IP 인프라가 중복 , 고가용성 ,
전력 소비 , QoS( 서비스 품질 ), 인라인 전원 , 이더넷 포트 등을 포함하여 " 협업 준비 " 가 되어 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UCS) 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를 처음 배포하는 경우 다
음 위치의 Cisco UCS Site Preparation Guide 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td/docs/unified_computing/ucs/hw/site−prep−guide/ucs_site_prep.htm
l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은 주요 시스템 요구 사항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 이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동작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기능을 유지하거나 변환합니다
. 여러 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버전 목록은 지원되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일
반적으로 사이트 및 사용자에 대한 몇 가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모든 요구 사항 ( 예 : 팩스 / 모뎀
, 환경 제어 시스템 등 ) 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고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
가상화된 Cisco Collaboration System 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방법 ( 단계적 마이
그레이션 및 병렬 전환 ) 이 있습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를 사용하면 마이그레
이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단계적 마이그레이션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범위의 시범 마이그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 고객이 Unified CM 에 익숙해지면 시스템 관리자가
새 Unified CM 릴리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그룹을 한번에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동하는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병렬 전환
이 방법은 단계별 방법과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 고객이 시범 과정에 만족하면 , 모든 사용자를 즉
시 새 Cisco Collaboration System 으로 전환할 시간과 날짜가 선택됩니다 .
단계적 마이그레이션과 비교했을 때 병렬 전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병렬 전환은 취소 계획을 제공하여 이전 시스템으로 ( 사
실상 온전한 상태나 다름 없는 )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 PBX 에서 단계적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인바운드 PSTN 트렁크를 Cisco
Collaboration System 게이트웨이에서 PBX 로 다시 전송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사
용자 시스템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

병렬 전환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실시간 트래픽을 전송하기 전에 협업 서비스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시나리오는 협업 서비스를 전환하기 전 일정 시간 동안 실행할 수 있으므로 전
화 , 게이트웨이 , 다이얼 플랜 , 사서함 등과 같은 모든 사용자 정보에 대한 구성이 올바른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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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전환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실시간 트래픽을 전송하기 전에 Unified Communications 서
비스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시나리오는 Unified Communicaitions 서비스로 전환하
기 전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 실행할 수 있으므로 전화 , 게이트웨이 , 다이얼 플랜 , 사서함 등과
같은 모든 사용자 정보에 대한 구성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교육 과정 또한 가입자가 전환 전에 각자의 속도에 맞게 협업 서비스를 둘러보고 사용해볼 수
있게 하여 훨씬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관리자는 " 특정 그룹 (communities of interest)" 을 고려한 특수한 설정을 만들 필요가 없
습니다 . 단계적 방법에서는 통화 당겨받기 그룹 , 헌트 그룹 , 공유 회선 등과 같은 기능의 무
결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연관 사항은 전체 서비스를 병렬 전환 방식
으로 이동할 때는 쉽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병렬 전환의 한 가지 단점은 전체 시스템을 서비스로 가져오기 전에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지원을 포함하여 협업 서비스 비용을 처음부터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반면 , 단계
적 마이그레이션에서는 필요할 때 시스템의 개별 구성 요소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이용
하면 전체 배포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작은 시범 시스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둘 중 어느 방법
이 맞거나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개별 고객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둘 중 가장 적합한 옵션이
결정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 예
다음 예는 PBX 시스템을 Cisco Collaboration System 으로 단계적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와 병
렬 전환을 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
예 26-1

Cisco Collaboration System 으로 단계적 마이그레이션

이 방식을 사용하면 보통 본사 PBX 에 연결되는 소규모 Cisco Collaboration System 을 시범 도입하
게 됩니다 . 사용할 신호 전달 프로토콜의 선택은 필요한 기능과 구현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는 H.323 및 SIP 뿐 아니라 일반 PSTN 형 PRI
또는 QSIG PRI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옵션 중에서 QSIG PRI 는 일반적으로 두 시
스템 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능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
PSTN 형 PRI 는 기본 통화 연결뿐만 아니라 ANI( 자동 번호 식별 ) 를 제공합니다 . 몇몇 사례에서
이 프로토콜은 발신 이름 정보도 지원합니다 . 이러한 연결 수준은 모든 PBX 에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 즉 , PBX 에서 PRI 를 통해 공용 네트워크에 연
결할 수 있으면 Unified CM 을 연결 " 네트워크 "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Unified CM 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
PSTN 형 PRI 또는 QSIG 를 사용하면 단계적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비슷합니다 . 마이그레이션
이 완료될 때까지 PBX 에서 Unified CM 으로 한 번에 한 그룹씩 사용자를 이동합니다 .
대략 60 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23,000 명의 사용자로 구성된 Cisco San Jose 캠퍼스는 이러한 방
식으로 Cisco Collaboration System 으로 마이그레이션되었으며 , 매주 한 개 건물 꼴로 완료되어 시
작부터 완료까지 약 1 년 이상 걸렸습니다 . 마이그레이션한 건물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식별되었
으며 사용자의 내선 번호는 금요일 저녁에 PBX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동시에 그러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거는 사람은 누구나 Unified CM 으로 전달하기 위해 올바른 PRI 트렁크로 라우팅되도록
PBX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되었습니다 . 주말에는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내선 번호가 Unified CM
에 만들어지고 새 IP 전화기가 월요일 아침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 위치로 전달되었습
니다 . 이 프로세스는 모든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될 때까지 각 건물에 반복 수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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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6-2

중앙 집중식 배포

Cisco Collaboration System 으로 병렬 전환

이 방법의 경우 , 모든 IP 전화기와 게이트웨이를 완전히 구성하고 배포하여 사용자 모두 책상 위
에 전화 두 대 (IP 전화기와 PBX 전화 한 대씩 ) 를 동시에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방법 덕분에 시스템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새 IP 전화기에 친숙해질 기회가 제공됩니다 . 아웃바
운드 전용 트렁크를 Cisco Collaboration System 에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자신의 새 IP 전화기로 외
부 통화와 내부 통화를 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이 완전히 배포되면 인바운드 PSTN 트렁크를 PBX 에서 Cisco
Collaboration System 게이트웨이로 전송하여 새 시스템을 전체 서비스로 가져올 시간과 날짜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Cisco Collaboration System 운영에 익숙해질 때까지 (PBX 를 해제하는 시
점 ) PBX 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
Cisco San Jose 캠퍼스 음성 메일 서비스는 원래는 23,000 명의 사용자를 서비스하는 4 개의 Octel
350 시스템에서 제공했습니다 . Cisco Unity 서버가 설치되고 사용자의 사서함이 구성되었습니다 .
사용자는 새 액세스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Cisco Unity 사서함에 액세스 한 후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을 기록하고 새 TUI(Telephony User Interface) 를 익혔습니다 . 약 2 주 후 금요일 저녁에
Unified CM BAT( 벌크 관리 도구 ) 가 업데이트되어 CFB/CFNA(Call−Forward Busy and
No−Answer) 번호와 모든 사용자에 대한 메시지 단추 대상 번호를 Unity 시스템으로 변경했습니다
.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한 사용자는 Cisco Unity 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Octel 350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있는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1 개월 동안 남겨 둔 뒤 제거되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 요약
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의 두 방법은 모두 잘 작동하며 둘 중 어느 방법이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 병렬 전환 방법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 Cisco 에는
Unified CM 과 PBX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테스트하는 전용 랩 시설이 있으며 , 여기에 사용자
의 현재 시스템 아키텍처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isco 에서는 이러한 테스트 시스템과 각각의 상호 운용성 및 최종 사용자 기능 등을 문서화해두고
있으므로 ,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면 설치 및 마이그레이션 절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
당 테스트 결과는 다음에 게시된 적용 참고 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enterprise/interoperability−portal/index.html
설명은 자주 업데이트되며 , 새 문서가 이 웹 사이트에 계속 추가됩니다 . 웹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
하여 최신 정보를 얻으십시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는 MCS 서버에서 실행 중인 Cisco Collaboration System 을 가
상화에서 실행 중인 Cisco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이전 시스템 버전에서 Cisco
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본 도구입니다 .

중앙 집중식 배포
자사 Cisco Collaboration System 에 대해 중앙 집중식 배포 모델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다음 두 가
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외부에서 시작하여 중앙 사이트 ( 즉 ,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곳으로 ) 로 작업합니다 .

•

중앙 사이트에서 시작하여 외부 사이트로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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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옵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고객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

이 옵션에서는 모든 Cisco 협업 서비스를 완전히 배포한 다음 이 서비스를 원격 위치로 공개하
기 전에 소규모 시범 작업을 수행합니다 .

•

Cisco 협업 서비스 공개는 한 번에 한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고 , 이후 위치는 필요에 따라 마이
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

이 옵션은 코어 Cisco 협업 서비스가 중앙 위치에 배포되면 최저 구현 비용이 듭니다 .

•

IT 직원은 중앙 사이트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 , 소규모 사이트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중요
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원격 사이트는 병렬 전환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하지만 중앙 사이트는 병렬 또는 단계적 방
법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맨 처음 마이그레이션할 Cisco 협업 서비스
이 서비스 선택은 주로 고객의 특정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Cisco 협업 솔루션을 통해 대
부분의 개별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관계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IP 텔레포니와 음
성 메시징은 서로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고객에게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어느 고객이 그간 사용하던 음성 메일 시스템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 나아가 고객 불만족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 Cisco Unity Connection 은 기존의 PBX 와 함께 배포하고 통합할 수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음성 메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면 다음 협업 서비스 , 즉 IP 텔레포니로 주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으로 비디오 장치 마이그레이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에서 제어하는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비디오
중심의 Cisco Video Communications Server(VCS)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하위 집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Cisco Unified CM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 통합된 다이얼 플랜 및 단일 통화
제어 에이전트의 다른 기능 통합과 같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지침은 Unified CM 으
로 비디오 엔드포인트 마이그레이션에 적용됩니다 .
•

기술적인 기능 ( 예 : 코덱 또는 콘텐츠 공유 기능 ) 이 완전히 지원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
그래야 마이그레이션 후 기능이 손실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단계적 마이그레이션은 사용자가 새로운 장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존의 전

화를 일정 시간 동안 백업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입니다 .

–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비디오 해상도

가 늘어나므로 음성 전용 통화에 비해 더 높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 다이얼 플랜 및 관련 게이트웨이(예: ISDN H.320 게이트웨이)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예: 회

의 서버 및 브리지 ) 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

엔드포인트의 경우 엔드포인트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일부 장치에 다른 라이센스가 필요
한 경우 필요한 추가 라이센스를 고려합니다 .
– 엔드포인트 수가 많은 경우 또는 엔드포인트에 더 많은 백엔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경

우 시스템 관리 도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조직에서 장치 유형 , 가능성 및 필요한 작업 범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디오 장치를
Unified CM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한 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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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로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로 라이센스 마이그레이
션
Cisco 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x 는 Cisco Smart Software 라이센싱을 통해 중앙 집중식 라이
센스 관리를 제공합니다 . 12.x 릴리스의 라이센스 모델은 이전 시스템 릴리스와 마찬가지로 Prime
License Manager 대신 Cisco Smart Software Manager(SSM) 의 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또는 Collaboration 솔루션을 이미 배포한 고객은 Cisco Global
Licensing Operations(GLO)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기존 라이센스를 Cisco Smart Software 라이센스
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Cisco Global Licensing Operations(GLO) 로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셀프 서비스 옵션은 Cisco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프로세스 및 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
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셀프 서비스 옵션은 다음 위치의 제품 라이센스 등록 도구를 통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https://tools.cisco.com/SWIFT/LicensingUI/migrateDisplayProducts
참고

위의 링크에 제공된 제품 라이센스 등록 도구에 액세스하려면 유효한 Cisco.com 로그인 ID 와 암호
가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케이스 관리자 (https://tools.cisco.com/ServiceRequestTool/scm/mgmt/case) 를 사용하여 케이
스를 열어 Cisco Global Licensing Operations(GLO) 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모든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이 섹션에 제시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Cisco Smart Software License Manager 로 훨씬 쉽
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고
객은 모든 마이그레이션 요구 사항에 대해 Cisco Global Licensing Operations(GLO) 팀으로 직접 문
의할 수 있습니다 . GLO 는 요청을 처리하고 라이센스를 조직의 Cisco Smart Account 로 전송합니
다 . Cisco 는 사용이 허가된 릴리스 12.x 사용자 수를 반영하도록 현재 소프트웨어 서비스 계약 제
품 레코드를 조정합니다 .
마이그레이션 중인 시스템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PAK( 제품 활성화 키 ) 를 등록하십시오 . 고객이
이전 라이센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경우 , 현재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때 그 사
실을 감안하십시오 . 예를 들어 12.x 이전 릴리스에 몇 가지 클러스터가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를
12.x 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 GLO 팀으로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요청 시 마이그레이션해야 하
는 정확한 사용자 수와 이전 형식을 유지할 사용자 수를 명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
모든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자세히 분석했는지 확인하고 요청에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언급합니
다 . DLU 가 포함된 9.x 이전 릴리스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해당 DLU 가 마이그레이션되면
마이그레이션된 모든 DLU 가 " 해지된 " 상태에 있게 되므로 기존 스키마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
다.

참고

라이센스 프로세스는 새로운 릴리스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 요청을 license@cisco.com
으로 제출하기 전에 Cisco GLO 와 함께 항상 프로세스를 확인합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12.x SRND
2018 년 3 월 1 일

26-7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로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26 장

Cisco Collaboration System 마이그레이션

다음 단계 중에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GLO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전

다음 정보를 GLO 에 제공해야 합니다 .
•

9.x 이전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노드
에서 실행한 LCU(License Count Utility) 출력을 사용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노드의 MAC 주소 . 가능한 경우 이전 게시자 또
는 라이센스 MAC 주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

업그레이드 후

다음 정보를 GLO 에 제공해야 합니다 .

참고

•

9.x 이전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노드
에서 실행한 LCU(License Count Utility) 출력을 사용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노드의 MAC 주소 . 가능한 경우 이전 게시자 또
는 라이센스 MAC 주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

•

계약 업데이트에 대한 사이트 정보 ( 예 : 이름 − 모든 이름 치환 서비스 , 구 / 군 / 시 , 시 / 도 , 국가 )

•

( 선택 사항 ) 라이센스 및 소프트웨어 지원 계약 업데이트를 보낼 전자 메일 주소

•

( 선택 사항 ) UCL(User Connect License) 고객의 경우 , 미사용 DLU 할당 방식에 관한 고객의 의
향

모든 9.x 이전 시스템에서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로 이동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하지 않
는 DLU 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시 삭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삭제된 DLU
는 환불되지 않지만 , 고객은 앞으로의 서비스 요금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현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ftware Subscription(UCSS) 사용자 간 차이점을 기록하고 해당
UCSS 및 ESW(Essential Operate Service) 비용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갱신 시 비용을 예측합니다
.
마이그레이션 시 고객이 기존 라이센스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라이센스 수량 및 유형을 기존과 같이 유지합니다 .

•

라이센스 수를 줄이고 유형을 변경합니다 ( 환불 없음 ).

•

DLU 를 변환하여 라이센스 수를 늘립니다 .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정보가 잠기고 고객 자격 레코드가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라
이센스 마이그레이션 정보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

Cisco Smart Software 라이센싱 개요 ,
https://www.cisco.com/go/smartlicensing

•

Cisco Smart Software 라이센스 정보는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스템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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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mart Software Manager
Cisco Smart Software Manager(Cisco SSM) 는 현재 다음과 같은 Cisco Collaboration 애플리케이션
을 지원합니다 .
•

Cisco Unified CM

•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

Cisco Unity Connection

•

Cisco Emergency Responder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buy/smart−accounts/software−manager.html

물리적 서버에서 가상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사용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는 관리자가 레거시 Cisco Unified CM 및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에서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의 가상화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는 프로덕션 ( 소스 ) 클러스터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클러스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 데이터 마
이그레이션을 처리하고 , 12.x 릴리스를 새로운 모든 VMware ESXi 호스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는 직접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지만 , 이전 마이그레이션 방
법에 " 서버 복구 " 재해 복구 시스템에서 초기 업그레이드 후 백업에서 복원 방법을 사용하는 추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는 다음 작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8.6.1 이후 릴리스 )

•

클러스터에 COP(Cisco Option Package) 파일 ( 로캘 또는 장치 팩 ) 설치 (8.6.1 이후 릴리스 )

•

버전 전환

•

재부팅

•

기존 클러스터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변경

•

새 Unified CM 또는 IM and Presence 클러스터 설치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마이그레이션 유형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
•

간단한 마이그레이션 , 26−10 페이지
간단한 마이그레이션에서 클러스터의 각 노드는 원래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 및 다른 모든 네
트워크 구성을 유지합니다 .

•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 26−10 페이지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클러스터에 있는 한 개 이상의 노드에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에 필
요한 호스트 이름 , IP 주소 및 / 또는 다른 네트워크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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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마이그레이션 사전 요구 사항
•

VMware ESXi Hypervisor 를 설치합니다 .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가상 시스템 ( 가상 어플라이언스로 전달됨 ) 을 배포합니
다.

•

Cisco Collaboration 애플리케이션의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OVA 를 사용하여 대상 가상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

•

대상 릴리스에 대한 Cisco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로 업로드합니다 .

•

Cisco Collaboration System 릴리스 12.x 노드를 가상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

간단한 마이그레이션
이 유형의 마이그레이션에서는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이 마이그레이션 중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음 절차는 고가용성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에서 마이그레
이션 작업을 구성하는 데 권장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가 먼저 기존 노드의 데이터를 모두 내보냅니다 . 그런 다음
기존 게시자를 종료하고 , 가상 시스템으로 실행 중인 새 게시자를 설치한 다음 게시자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게시자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가 클러스터의 TFTP 및 백
업 통화 처리 노드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먼저 기존 TFTP 및 백업 통화 처리 노드가 종료됩니다
. 그런 다음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를 통해 새 TFTP 및 백업 통화 처리 노드를 설치하고 백
업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
백업 통화 처리 노드가 마이그레이션되고 나면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마이그레이
션 작업이 일시중지되고 , 관리자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그룹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장
치 풀을 사용하여 백업 통화 처리 노드에 다시 등록하도록 모든 전화기를 구성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가 기본 통화 처리 노드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기본 통화 처리 서버에 전화기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IM and Presence 서비스의 업

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설명서 최신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는 서버 IP 주소 및 호스트 이름 등의 매개 변수에 대한 네트
워크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마이그레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스 Unified CM 클러스터에
서 릴리스 8.x 이상을 실행 중인 경우 , 각 전화기에서 ITL(Initial Trust List) 파일을 수동으로 삭제
할 필요가 없도록 Bulk Certificate Management 내보내기 , 통합 및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마이
그레이션 중에 전화기 ITL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는 최신 버전의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관리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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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VCS 에서 Unified CM 으로 비디오 엔드포인트 마이그레이션

Cisco VCS 에서 Unified CM 으로 비디오 엔드포인트 마이그레
이션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VCS) 에서 Cisco Unified CM 으로 마이그레이션된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비디오 중심의 VC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하위 집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Cisco Unified CM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 통합된 다이얼 플랜 및 단일 통화 제
어 에이전트의 다른 기능 통합과 같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M 으로 비디오
엔드포인트 마이그레이션은 SIP 와 SCCP 엔드포인트를 모두 지원하지만 모든 고객이 SIP 엔드포
인트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SCCP 가 지원되지만 Unified Communications 공급업체와 고객의
SIP 선호도 상승과 SIP 기능 향상으로 SIP 를 Unified Communications 에 대한 새로운 표준 및 권장
선택 사항으로 지정했습니다 .
비디오 엔드포인트를 Unified CM 에 SIP 엔드포인트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다음 권장 사항을 고려
합니다 .
•

기술적인 기능 ( 예 : 코덱 또는 콘텐츠 공유 기능 ) 이 완전히 지원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
그래야 마이그레이션 후 기능이 손실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비디오 해상도가
늘어나므로 음성 전용 통화에 비해 더 높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

다이얼 플랜 및 관련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크 ( 예 : ISDN H.320 게이트웨이 ) 와 애플리케이션 서
버 ( 예 : 회의 서버 및 브리지 ) 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

엔드포인트의 경우 엔드포인트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일부 장치에 다른 라이센스가 필요
한 경우 필요한 추가 라이센스를 고려합니다 .

•

엔드포인트 수가 많은 경우 또는 엔드포인트에 더 많은 백엔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스템 관리 도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그러면 조직에서 장치 유형 , 가능성 및 필요한 작업 범위를 평가해야 하므로 비디오 장치를
Unified CM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한 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입니다 .

H.323 에서 SIP 로 마이그레이션
H.323 은 오디오 , 비디오 , 데이터 회의 등 IP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통신의 여러 요구 사항
을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로 설계되었습니다 . H.323 은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전체 통합 시스템
을 정의합니다 . SIP 엔드포인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H.323 은 현장에서의 지속성으로 인해 비디
오 회의 엔드포인트용으로 여전히 가장 널리 배포되는 프로토콜입니다 . 조직은 H.323 을 배포하
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할애했으므로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이해합니다 .
SIP 는 구현하기 쉬우며 , 비디오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 조직에서 신호 처리 프로토
콜을 변경하려고 노력할 때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용 편리성 및 다른 공급업체 제
품과의 통합 기능으로 인해 SIP 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는 H.323
과 SIP 를 모두 지원하지만 SIP 가 H.323 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덜 복잡하고 , 다양한 확
장 기능과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하므로 SIP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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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23 에서 SIP 로 트렁크 마이그레이션
Cisco Unified CM 은 SIP 와 H.323 클러스터 간 트렁크를 지원하며 , 대부분의 경우 SIP 또는 H.323
사용 여부는 각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 경험 , 편리한 상호 운용
성 , 기능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고객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Cisco Collaboration System
은 H.323 과 SIP 트렁크를 모두 지원하지만 SIP 트렁크가 간단한 상호 운용성과 H.323 트렁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므로 모든 배포에 SIP 트렁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H.323 및 SIP 트렁크 기능 및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M 트렁크 , 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323 에서 SIP 로 게이트웨이 마이그레이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SIP 와 H.323 프로토콜
을 모두 지원합니다 . Cisco 게이트웨이는 Cisco Collaboration Systems 를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레거시 PBX 또는 타사 외부 배포 솔루션에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
니다 . Cisco 는 두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음성 및 비디오 게이트웨이를 항목별에서 고사
양으로 제공하지만 SIP 가 Cisco 협업 음성 및 비디오 제품의 전체 포트폴리오와 더 잘 상호 운용되
므로 모든 통화 신호 처리에는 SIP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H.323 및 SIP 게이트웨이 기능 및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이트웨이 , 5−1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SCCP 에서 SIP 로 엔드포인트 마이그레이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표준 신호 처리에 대한 Cisco 의 일반 권장 사항을 제공한 경우 관리
자는 기존 SCCP IP 엔드포인트에서 SIP IP 엔드포인트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여 기능 패리티
및 표준 준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존의 SCCP IP 전화기 모델이 SIP 로드를 지원하면 관리자가
Cisco Unified CM BAT(Bulk Administration Tool) 를 사용하여 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Unified CM BAT 는 SCCP 전화기를 SIP 전화기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권장되는 도구입니다 . SIP
는 업계의 범용 프로토콜 표준입니다 . Unified CM BAT 내에서 SCCP−to−SIP 전화기 마이그레이
션 워크플로에 대한 옵션 ( 벌크 관리 > 전화기 > 전화기 마이그레이션 > SCCP to SIP) 이 있으며 ,
이 옵션은 기존 SCCP 전화기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마이그레이션할 SCCP 전화기를 선택
하면 이러한 장치를 SIP 로 마이그레이션할 작업을 즉시 실행하거나 나중에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 SCCP−to−SIP 마이그레이션 중에 전화 보고서의 SIP 특정 기본값만 마이그레이션되고
, 템플릿의 다른 값은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습니다 . SCCP 에서 SIP 로 전화 마이그레이션은 마이
그레이션 자체가 전화 재설정을 처리하므로 수동 재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세부 마이그레이션 단계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의 다음 사이트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벌크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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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URI 전화걸기 및 디렉터리 번호
SIP URI(Uniform Resource Locator) 는 사용자에게 통화를 연결하는 주소 지정스키마입니다 . URI
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할당된 디렉터리 번호에 대한 별칭입니다 . SIP URI 는 전자 메일 주소
와 유사하며 , 다음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
sip:x@y:Port
여기서 x= 사용자 이름 y= 호스트 ( 도메인 또는 IP)
예:
username@cisco.com or users−directorynumber@cisco.com
URI 는 사용자 이름과 호스트 주소로 구성된 영숫자 문자열로 , @ 기호로 구분됩니다 . Cisco
Unified CM 은 디렉터리 URI 에 대한 다음 형식을 지원합니다 .
•

User@domain( 예 : joe@cisco.com)

•

Users-directorynumber@domain( 예 : 9728135555@cisco.com)

SIP 요청에 user=phone 태그가 포함되어 있으면 SIP URI 는 숫자 SIP URI 로 해석되므로
Unified CM 은 SIP URI 의 사용자 부분을 디렉터리 숫자로 가정합니다 . user=phone 이 없는 경우
발신 장치의 ( 엔드포인트 또는 트렁크 ) SIP 프로파일에서 다이얼 문자열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 이 설정은 Unified CM 에서 수락하는 문자 집합을 숫자 SIP URI(0−9, *, #, + 및 선택적으로 A−D)
의 일부로 정의하거나 해석을 디렉터리 URI 로 지정합니다 .
참고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SIP 포트 (5060) 로 간주됩니다 . 기본 SIP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한
경우에는 SIP URI 에서 해당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음 URI 및 DN( 디렉터리 번호 ) 고려 사항은 Unified CM 및 지원되는 엔드포인트에 적용됩니다 .
•

DN 은 엔드포인트 장치의 기본 ID 입니다 .

•

URI 는 DN 에 할당되며 , 각 DN 은 최대 5 개의 URI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장치를 항상 해당 DN 에 등록합니다 .

•

Cisco Unified IP Phone 9900 시리즈 , Cisco Unified IP Phone 8961, Cisco Jabber, Cisco DX 시리
즈 및 타사 엔드포인트에서 URI 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

기본 URI 는 Unified CM 의 LDAP 에서 직접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엔드포인트 SIP URI 구현 , 14−7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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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된 Unified CM 에서 USB 지원
오디오 소스 파일에서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사용 ) 가 지
원됩니다 . 하지만 가상화된 서버에서 USB 오디오 지원 기능이 없으므로 Unified CM 에 대한 고정
또는 라이브 오디오 소스 연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음 지침은 가상화된 Unified CM 서버 노드
의 라이브 오디오 소스 MoH 에 적용됩니다 .
•

USB 오디오 장치의 라이브 또는 고정 오디오 소스 피드는 Unified CM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대신 Cisco IOS 라우터를 사용하여 고정 또는 라이브 오디오 소스의 멀티캐스트 MoH 피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려면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또는 향상된
SRST 를 사용하여 Cisco IOS 라우터에서 멀티캐스트 MoH 를 구성해야 합니다 .

•

Cisco IOS 라우터에서 오디오를 엔드포인트 및 게이트웨이로 스트리밍하려면 멀티캐스트가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Cisco UCS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및 C 시리즈 랙마운트 서버는 직렬 포트를 제공하는 로컬 키보
드 , 비디오 및 마우스 (KVM) 케이블 연결을 지원하지만 , VGA(Video Graphics Array) 모니터 포트
, 두 개의 USB(Universal Serial Bus) 포트 , Unified CM VMware 가상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USB
및 직렬 포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Unified CM 은 SMDI(Simplified Message Desk
Interface) 통합을 위한 CMI(Cisco Messaging Interface) 서비스 , 오디오 카드를 사용하여 라이브
MoH 오디오 피드를 위한 고정 MoH 오디오 소스 통합 또는 이러한 서버에 대한 플래시 드라이브
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

온 - 프레미스 Cisco IM and Presence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Cisco MCS 물리적 서버에서 실행 중인 기존 Cisco IM and Presence 배포의 경우 릴리스 12.x 로 업
그레이드하려면 가상화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Deployment 를 사
용하면 이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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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
개정일 : 2018 년 3 월 1 일

네트워크 관리란 다종다양한 도구 , 애플리케이션 및 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자가 새 네트워크와 기존 네트워크 배포를 프로비저닝 , 운영 ,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장치를 배포하고 구성
할 때 그리고 라우터 , 서버 , 스위치 등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와 구성 요소의 상태를 운영 , 모니
터링 및 보고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는 시스템 관리자가 각 네트워크
장치와 네트워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도와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구분하고 조사할 수 있게
끔 하여 성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
리치 미디어와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통합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습
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Prime Collaboration) 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및
TelePresence 시스템 테스트 , 배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통합된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음성 , 비디오 , 고객지원센터 및 리치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가용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단계를 구
현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 단계에 일반적으로 PDIO( 계획 , 설계 , 구현 및 운영 ) 가 포함됩니다 .
표 27−1 에서는 PDIO 단계와 각 단계에 포함된 주요 작업을 나열합니다 .
표 27-1

네트워크 관리 단계 및 작업

계획 및 설계

구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 인프라
를 평가합니다 . 예를 들어 전체
통화 품질을 예측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사용자 , 서비스 , IP 전화기 등
를 배포하고 설정합니다 . 예를 의 변경 사항을 관리합니다 .
들어 다이얼 플랜 , 파티션 , 사
작업 , 용량 계획 , 요약 보고 등
용자 기능 등을 구성합니다 .
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기존 인프라의 특성과 기능을
사용자 경험을 추적하고 보고
활성화하여 Cisco Unified
합니다 . 예를 들어 센서를 사용
Communications를 지원하도록
하여 음질을 모니터링합니다 .
합니다 .
네트워크 결함 , 장치 고장 , 통
화 라우팅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진
단합니다 .

네트워크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를 지원할 준
비를 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 모범 사례를 분
석합니다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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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새로운 내용

네트워크 관리

이 장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ment 의 구현 및 작업 단계에 맞는 다음 관리 도
구와 제품에 대한 설계 지침을 제공합니다 .
•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Unified Communications 및 TelePresence 서비스에 대한 초기 배포
와 진행 중인 작업 활성화 프로비저닝을 관리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사전 및 사
후 진단을 통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전체를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또
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의 음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안정적인 방법을 제
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index.ht
ml

•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는 원격 시스템을 포함하여 TelePresence 비디오 회
의 네트워크의 표시 및 중앙 집중식 제어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tms/index.html

Unified CM(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IM and Presence 서비
스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device−support−tables−list.html

이 장의 새로운 내용
표 27−2 에서는 이 장의 새로운 내용 또는 이 문서의 이전 출시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나열합니다 .
표 27-2

이 문서의 이전 출시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정보

신규 또는 수정된 주제

설명 위치 :

개정일

Cisco Prime License Manager 는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27−21 페이지

2018 년 3 월 1 일

기타 부분 수정 및 업데이트

이 장의 여러 섹션

2018 년 3 월 1 일

Cisco Prime Collaboration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기본 전송 인프라를 포함한 Cisco Collaboration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
는 음성 및 비디오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진단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비디오 배포를 음성과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주는 수렴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별도
의 가상 시스템에 설치되는 두 개의 별도 애플리케이션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및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으로 제공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표준 모드와 고급 모드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서비스 모니터링

•

Cisco TelePresence 시스템 및 전화에 대한 실시간 서비스 문제 해결 및 진단

•

비디오 서비스 준비 여부 평가

•

Cisco IP SLA(IP Service Level Agreements) 및 VSAA(Video SLA Assessment Agent) 를 사용하
여 진단 테스트

•

음성 및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수준 및 재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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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rime Collaboration

참고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Advanced 에는 Prime Collaboration Analytics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Analytics 라이센스를 구매한 경우 Prime Collaboration Analytics 대시보드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Analytics 를 사용하면 자사 네트워크의 트래픽 경향 , 기
술 채택 경향 및 과대하게 / 과소하게 사용된 리소스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네트워크에서
일시적인 문제와 반복되는 문제를 추적하고 서비스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입자 ( 각 전화 , 음성 메일 및 여타 서비스의 소유자 ) 를 위해 주문할 일반 서비스 ( 예 : 전화
, 회선 및 음성 메일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음성 인프라를 일관된 방식으로 자동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 템플릿

•

기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에 쉽게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션 추가

•

전화 사용자를 이동 , 추가 , 삭제 또는 변경할 간단한 정책 기반 Day 2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

•

최종 사용자가 개인 옵션을 빠르고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셀프 케어 기능

Prime Collaboration 의 장점과 주요 기능 및 배포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Prime Collaboration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primecollaboration

장애 조치 및 중복
Prime Collaboration 은 현재 장애 조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 티밍을 지원하는 듀얼 이더넷 NIC 가 있는 서버 플랫폼에 배포된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애
허용 오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서버를 두 개의 NIC 와 ( 카드가 두 개이므로
) 두 개의 케이블을 통해 이더넷에 연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NIC 티밍은 작업을 실패한 포트에
서 작동 중인 포트로 전송하여 네트워크 가동 중단을 방지합니다 . NIC 티밍은 로드 밸런싱이나 인
터페이스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는 VMware vSphere 복제를 사용하여 지리적 중복성을 제공합니다 .
원격 사이트에서만 VMware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서버 성능
Prime Collaboration 은 가상 환경에서만 실행되며 , 구성 요소마다 최소한 하나의 가상 시스템이 필
요합니다 . Assurance 와 Provisioning 을 원하는 경우 , 가상 시스템이 두 대 있어야 합니다 ( 하나에
한 대씩 ). 특정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용량 정보는 다음에서 최신 버전의 Cisco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product
s−install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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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및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
트워크 인프라 요구 사항
장치의 호스트 이름을 가져오려는 경우 , Cisco 에서 적극 권장하는 방법은 네트워크의
DNS(Domain Name Service) 를 활성화하여 장치의 IP 주소에서 역방향 조회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DNS 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호스트 파일을 IP 주소 − 호스트 이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장치가 장치 자체의 시계를 네트워크 시간 서버나 네트워크 지원 시계와 동기화하려면
NTP(Network Time Protocol) 가 반드시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 NTP 는 네트워크 전체 장치의 모
든 로그 , 트랩 , 폴링 및 보고서 내에서 정확한 타임스탬프를 보장하므로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중요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려면 네트워크 내에서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를 활성화해야 합
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의 자동 장치 검색은 CDP 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 Ping Sweep 은 CDP 대
신 사용할 수 있지만 , Ping Sweep 을 사용하여 검색된 IP 전화기는 " 관리되지 않음 " 상태로 보고
됩니다 . 또한 Prime Collaboration 이 구성된 폴링 간격으로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
리되는 장치에서 보낸 트랩 알림을 통해 경고 및 오류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트워크 장치에
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인프라 , 3−1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보장
Cisco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는 종합 비디오 및 음성 서비스 보증 및 관리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 , 문제 해결 및 보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종 사용자가 일관적으로 수준 높은 비디
오와 음성 협업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는 표준 모드와 고급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Advanced 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기반이 되는 기본 전송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보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능을 모두 제공합니다 . 이 중에는 Cisco TelePresence 솔루션 및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실시간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
Prime Collaboration Standard 는 Unified Communications 및 TelePresence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
게 해주는 기본 보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음성 메일과 IM and Presence 를 포함한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지원

•

코어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Cisco Unified CM 및 Cisco Unity Connection) 에 대한
오류 모니터링

•

미리 구성된 , 사용자 지정 가능한 성능 메트릭 대시보드 . 여기에 Unified Communications 핵심
구성 요소의 기간별 경향이 표시됨

•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를 비롯한 TelePresence 구성 요소 지원

•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의 서비스 가용성 페이지를 상황별로 교차 실행 가능

•

단일 수준의 RBAC(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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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Prime Collaboration Standard 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Unified Communications 와
TelePresence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데 더욱 유용합니다 .
•

장치 재고 관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전화 및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 Cisco TelePresence
VCS 및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를 검색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검색 작업의 일환으로 장치 세부 정보도 검색되어 Prime Collaboration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됩니다 . 검색이 완료되면 다음 장치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장치 추가 또는 제거
– 장치 자격 증명 관리
– 장치 검색

•

모니터링 및 오류 관리
서비스 운영자는 네트워크에서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음성 및 비디오 세션에 대한 서비스 성능
저하 원인을 신속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서비스 인프라 및 네트워크 관
련 문제에 대한 세부 분석을 제공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구성한 폴링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하여 관리되는 장치에서 정보를 정
기적으로 가져옵니다 .
홈 페이지에 시스템 성능 , 장치 상태 , 장치 검색 , CTI 애플리케이션 및 음성 메시징 포트를 모
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구성된 여러 개의 대시릿이 있습니다 . 이러한 대시릿을 사용
하여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정의된 관리 개체 세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대
시릿에서는 상황별 서비스 가용성 페이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거의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오류를 감지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중요한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알람에 대한 알
림을 보내도록 Prime Collaboration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ystem 및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
리케이션에 있는 오류 외에도 Cisco TMS 에서 발생한 사용자 정의 티켓을 표시합니다 .
알람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알람 및 이벤트를 보고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
다 . 또한 오류 알림을 보내도록 Prime Collaboration 을 구성하고 , 통화 이벤트 UI 에서 Cisco
TMS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통화 연결 / 끊기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인프라 전체의 통합된 보기
를 제공하며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 각 요소의 현재 작업 상태를 나타냅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진단 기능도 제공하여 문제를 더욱 빠르게 구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Cisco 게이트웨이 , 라우터 및 스위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를 끊임 없이 모니터링합니다 .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ssion Management Edition

•

Cisco Unity Connection

•

Cisco Unity Express

•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Unified CCX(Contact Center Express) 및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참고

Cisco Prime Collaboration Service Level View 는 여러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배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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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isco IM and Presence

•

Cisco Emergency Responder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

Cisco Unified Endpoints

네트워크 관리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가상화된 환경에서 실행되는 Unified Communications 및 TelePresence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지만 , VMware 또는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VMware 호
스트 관리에는 vCenter 를 사용하십시오 . UCS(Unified Computing System)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의 경우 UCS Manager 가 Cisco UCS 에 포함된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또한 수천 개의 가상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를 관리하고 여러 섀시를 제어합니
다 . UCS C 시리즈 서버의 경우 Cisco Integrated Management Controller 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지원되는 제품 ( 특히 Cisco 단말기 ) 및 Prime Collaboration 에서 지원하는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 주소에서 이용 가능한 Cisco Prime Collaboration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index.ht
ml
Prime Collaboration 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뿐입니다 . SNMP 는 UDP 를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 SNMP 관리된 네트워크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
•

관리된 장치 — SNMP 에이전트 ( 예 : Unified CM, 라우터 , 스위치 등 ) 가 있는 네트워크 장치
입니다 .

•

에이전트 — 관리된 장치에 있는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 이 에이전트는 장치
에 있는 로컬 관리 정보를 SNMP 메시지로 변환합니다 .

•

관리자 — 네트워크의 다른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여 관리 정보를 얻는 관리 스테이션에서 실행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예 : Prime Collaboration).

SNMP 구현은 SNMP v1, SNMP v2c 및 SNMP v3 버전을 지원합니다 . SNMP v3 는 인증 , 암호화 및
메시지 무결성을 지원합니다 . SNMP v3 는 관리 트래픽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세 가지 버전의 SNMP 를 모두 지원합니다 . 에이전트와 관리자가 적절하
게 통신을 주고받으려면 각 장치에 SNMP v1 및 v2c 읽기 / 쓰기 커뮤니티 문자열 또는 SNMP v3 자
격 증명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네트워크 장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Prime Collaboration 에
SNMP 읽기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
SNMP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Prime Collaboratio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index.ht
ml

Assurance 설계 고려 사항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장치와 접속합니다 .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를 사용하여 모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서버 , 게이트웨이 및 스위치 관리

•

AXL(Administrative XML Layer) 을 사용하여 Unified CM 관리 . AXL 은 HTTPS 웹 서비스를 통
해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로 구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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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전화기에 HTTP 를 사용하여 일련 번호 및 스위치 정보 수집 . IP 전화기에서 HTTP 를 활성
화해야 합니다 .

•

Cisco Unified CM 원격 syslog 통합을 사용하여 향상된 이벤트 처리 및 사전 수집된 Unified CM
클러스터 전체 데이터에 Cisco RTMT(Real−Time Monitoring Tool) 인터페이스 사용

•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및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IP Phones 합성 테스트

•

Cisco IOS 라우터와 스위치 , 기타 음성 및 비음성 장치에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또는 Ping Sweep 을 사용

그림 27−1 은 Prime Collaboration 이 Unified CM 과 함께 여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성능 카운터
와 알람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 수준에서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
그림 27-1

Prime Collaboration 및 Unified CM 시스템 수준 통합

Cisco Prime
Collaboration

Cisco Unified
CM
M

SNMP GET/GET BULK
SNMP TRAP (Sent to
Prime Collaboration
from the managed
Unified CM)

SNMP RESPONSE

UDP
162

UDP
161

SNMP TRAP
ICMP REQUEST

Ping Sweep done by
Prime Collaboration
to its managed
Unified CM

ICMP RESPONSE
HTTPS Query
HTTPS Response

TCP
8443

345068

AXL Query to
Unified CM
(SOAP over
HTTPS)

SNMP Query
(Getting all the
management data
from Unified CM)

통화 품질 모니터링 ( 서비스 환경 )
Cisco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Advanced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네트워크에서 통화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 Unified CM 및 NAM(Network Analysis Module)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서 시뮬레이션된 통화가 아닌 실제 통화에 대한 품질 통계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합니다 . 그런 다음
수집한 품질 통계와 사전 정의된 임계값을 비교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Advanced 는 Cisco Prime Analytics(Prime Collaboration Advanced 에
서만 사용 가능 ) 로 음질 정보를 보내 Analytics 에서 통화 품질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
도록 하는 작업도 맡고 있습니다 .
참고

여러 전역 통화 품질 임계값을 지원되는 코덱 유형별로 하나로 묶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링되는 Unified CM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른 임계값을 함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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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질 측정
음질은 IP 전화 통화의 소리 및 대화 품질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측정치를 의미합니다 . 음질 측정은
음성 대화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설명하고 평가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NAM(Network
Analysis Module) 및 Unified CM 을 사용하여 음질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합니다 .

Unified CM 통화 품질 모니터링
Unified CM 은 통화 종료 비디오 및 오디오 정보와 메트릭을 해당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과
CMR( 통화 관리 레코드 ) 에 저장합니다 . CMR 및 CDR 은 60 초마다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를 통해 Prime Collaboration 으로 전송됩니다 . Unified CM 과 통합하려면 Unified CM
Unified 서비스 가용성 구성 웹 페이지에서 Prime Collaboration 을 Billing Application Server 로 구
성해야 합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마다 최대 세 개의 Billing Application Server 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 Billing Application Server 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

참고

•

Prime Collaboration Assurance 가상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SFTP 파일 전송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

•

프로토콜 : SFTP

•

Prime Collaboration 가상 시스템에서 CDR 및 CMR 파일이 전송되는 디렉터리 경로

Cisco Jabber 및 시스코 CE 또는 TE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엔드 포인트는 통화 종료 오디오 및 비
디오 정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이 끝점에는 CMR 이 없습니다 .
과거에는 음성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수단 중 하나로 CVTQ(Cisco Voice Transmission Quality)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CVTQ 는 K−factor(Klirrfaktor)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음
성 통화의 MOS 값을 예상합니다 . Cisco CSR 12.x 에서는 네트워크 장애가 오디오에 영향을 미치
거나 MOS 를 통해 표시되기 전에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으므로 , 패킷 수 , 음소
거 비율 및 음소거 초 카운터가 주된 통계를 나타냅니다 . 표 27−3 에서는 이러한 카운터와 해당 카
운터를 통해 계산된 메트릭을 설명합니다 .
표 27-3

통화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카운터와 메트릭

카운터 또는 메트릭

설명

음소거

패킷 ( 프레임 ) 손실 및 장애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패킷 손실
이 음질에 미치는 영향 측정

CS – 음소거 시간 ( 초 )

약간의 음소거가 발생한 초 수 ( 들리지 않을 수 있음 )

SCS – 심하게 음소거된 시간 ( 초 ) 손실이 5% 이상인 초 수 ( 들림 )
SCSR(SCS 비율 ) − SCS/ 기간

음질 측정 메트릭

CSR(CS 비율 ) − CS/ 기간

네트워크 품질 측정 메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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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3 에 표기된 대로 , SCSR 은 음질 측정을 나타내며 Prime Assurance 에서 통화의 등급을 지정
하는 데 사용합니다 . 기간이 20 초 미만인 통화의 경우 다음 SCSR 값을 사용하여 통화 품질을 평
가합니다 .
등급

SCSR 값

매우 좋음

0.20 보다 작음

좋음

0.20 <= SCSR <= 0.30

불량

0.30 보다 큼

기간이 20 초 이상인 통화의 경우 다음 SCSR 값을 사용하여 통화 품질을 평가합니다 .
등급

SCSR 값

매우 좋음

0.03 미만

좋음

0.03 <= SCSR <= 0.07

불량

0.07 초과

Cisco NAM(Network Analysis Module)
Cisco NAM 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음성 및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QoS 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ified Communications 인프
라의 모든 계층을 볼 수 있는 RMON(Remote Monitoring) 과 일부 SNMP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를 사용하는 트래픽 분석 모듈입니다 . Cisco NAM 4.0 에 추가된 음성 기기 장치
를 사용하면 NAM 포함 데이터 수집 및 성능 분석을 통해 통화 메트릭을 위한 Prime Collaboration
과 NAM 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
Cisco NAM 은 Prime Collaboration 을 보완하여 기업 전체에 걸친 음성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합니다 . NAM Appliances 는 문제 해결 및 분석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
며 , RTP 및 음성 제어와 신호 처리 모니터링에 다양한 음질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음질 메트릭에 대해 60 초마다 NAM 을 폴링합니다 . 그런 다음 데이
터에서 MOS 계산을 수행합니다 . 이렇게 하면 Prime Collaboration 이 CDR 와 NAM 에서 가져온 통
화 스트림 보고서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한층 개선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
다.
Cisco NAM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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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질 모니터링 방법 비교
Unified CM 통화 품질 (CDR 과 CMR) 및 NAM 은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음질 측정
을 위한 총체적인 솔루션이 됩니다 . 다음 목록은 Unified CM 및 Cisco NAM 을 사용한 음질 모니터
링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

Cisco NAM 은 60 초마다 음질 통계를 제공합니다 . Unified CM 은 통화가 완료 ( 종료 ) 되면 음
질 통계를 제공합니다 .

•

Unified CM 은 자체 클러스터 내에 있는 통화 세그먼트만 모니터링합니다 .

•

Unified CM 음질 모니터링은 네트워크의 전체 음성 통화 품질을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
됩니다 .

Unified CM 통화 품질 메트릭을 사용하지 않아도 Prime Collaboration 은 다음 정보에 Unified CM
CDR 정보를 사용하여 NAM 보고서와 상호 연결합니다 .
•

소스 및 / 또는 대상 내선 번호

•

장치 유형

•

게이트웨이에서 받거나 보낸 통화의 경우 통화가 이동된 인터페이스

•

통화가 끊긴 이유 ( 가능한 경우 )

•

전화기가 연결된 정확한 Unified CM 서버 (Unified CM 클러스터뿐만이 아님 )

트렁크 사용률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실시간 Unified CM 트렁크 사용률 성능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 또한
Cisco Prime Analytics 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어 Cisco Prime Collaboration 이 수집한 통화 정보를
Analytics 에 제공하여 장기적인 추세 및 보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 통화 정보는 Prime
Collaboration 이 Unified CM 에서 수집한 CDR 및 CMR 에서 제공됩니다 .

장애 조치 및 중복
Unified CM 게시자 서버는 SFTP 를 통해 CDR 및 CMR 파일을 Prime Collaboration 으로 전송합니
다 . 게시자 서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nified CM 클러스터에서 MOS 통화 값이 포함된 새 CDR
및 CMR 파일을 얻을 Prime Collaboration 에 대한 장애 조치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

음성 모니터링 기능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다음과 같은 음질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
•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에 해당될 때
– 분당 센서 기반 RTP 스트림 5,000 개 (NAM 모듈이 있는 경우 )
– 분당 Unified CM 통화 1,600 통
– 분당 RTP 스트림 1,500 개와 Unified CM 통화 666 통

•

Prime Collaboration 은 하나의 Unified CM 클러스터에 구성된 모든 Cisco Unified IP 전화기에
서 (CDR 및 CMR 파일을 통해 ) 음질 정보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수집합니다 . 클러스터에서 특
정 IP 전화기만 모니터링하는 구성 옵션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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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rime Collaboration 이 최대치로 작동하는 경우 , 예상되는 데이터베이스 증가율 (Syslog,
CDR 및 CMR 파일의 경우 ) 은 약 2.4GB/ 일로 추산됩니다 .

Assurance 포트 및 프로토콜
표 27−4 에는 Cisco Prime Collaboration for Assurance 의 수많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
는 포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과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 간에 통신을 허용하려
면 이러한 포트를 회사 내부 방화벽에서 여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
표 27-4

참고

Assurance 에 대한 Cisco Prime Collaboration 포트 사용률

프로토콜

포트

서비스

UDP

161

SNMP 폴링

UDP

162

SNMP 트랩

TCP

80

HTTP

TCP

443

HTTPS

TCP

1741

CiscoWorks HTTP 서버

UDP

22

SFTP

TCP

43459

데이터베이스

UDP

514

Syslog

TCP

8080

Unified CM 웹 서비스의 상태 확인

TCP

8443

Unified CM 과 Prime Collaboration 간 SSL 포트

Cisco NAM 은 HTTPS 를 통해 비 기본 포트로 원격으로 액세스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각
각의 Cisco NAM 으로 인증하고 HTTP/S 세션을 유지 관리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또는 관리되는 장치에서 시작되는 모든 관리 트래픽 (SNMP) 은 DSCP
0x00(PHB 0) 의 기본 표시로 표시됩니다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목표는 네트워크에서 문제나 오
동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에 우
선 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 QoS 메커니즘을 구현하면 패킷 지연 , 손실 및 지터가 낮아집니다 . 네
트워크 관리 트래픽을 IP 우선 순위 2 또는 DSCP 0x16(PHB CS2) 으로 표시하고 최소 대역폭 보증
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DSCP 값은 Windows 운영 체제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
관리되는 장치가 방화벽 뒤에 있는 경우 관리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방화벽을 구성해야 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제한적으로 지
원됩니다 . NAT 네트워크의 경우 , Prime Collaboration 서버에서 NAT 뒤에 있는 장치의 NAT IP 주
소로 이어지는 IP 및 SNMP 연결이 있어야만 지원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정적 NAT 를 지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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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요구 사항
Prime Collaboration 은 모든 구성된 간격마다 관리된 장치의 운영 상태를 폴링하며 , 중요한 관리
데이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저속 WAN 으로 관리되는 장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특히 관리 데이터에 대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트래픽 양은 관리되
는 장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Cisco 음성 게이트웨이를 모니터링할 때보다 Unified CM
을 모니터링할 때 더 많은 관리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관리되는 장치가 모니터링 상태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합성 테스트가 수행되는 경우 관리 트래픽
의 양이 다릅니다 .

분석
Cisco Prime Collaboration Analytics 는 Prime Assurance 에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시간별 저하를
식별하도록 추세를 제공합니다 . 또한 추세를 사용하여 용량 계획 및 QoS( 서비스 품질 )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용량 계획 기능을 통해 관리자는 증가를 계획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과도하게
사용되었거나 사용률이 낮은 리소스 ( 예 : TelePresence 엔드포인트 ) 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
Analytics 는 CIO 및 IT 플래너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화된 보고서
를 생성합니다 . 보고서는 고유한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Analytics 는 사전 정의된 다음 대시보드를 지원합니다 .
•

기술 채택

•

자산 사용

•

트래픽 분석

•

용량 분석

•

서비스 환경

필요할 경우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와 대시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
기술 채택 대시보드는 배포된 장치와 사용된 시간 ( 분 단위 ) 를 표시하여 음성 및 비디오 배포의
진행률을 알아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 이 정보를 사용하면 현재 채택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현
명한 기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자산 사용 대시보드는 협업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 추세를 표시합니다 . 이는 가장
적게 사용된 리소스 및 가장 많이 사용된 리소스 ( 예 : 엔드포인트 ) 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트래픽 분석 대시보드는 장기 서비스 품질 문제를 분석하고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 패턴의 식별 수
단을 제공합니다 . 이 대시보드는 상위 N 명의 발신자 , 상위 N 개의 전화 건 번호 , 상위 N 개의 오
프넷 트래픽 위치 및 상위 N 개 전화 트래픽 위치를 표시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용량 분석 대시보드는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률이 낮은 음성 및 비디오 자산 ( 예 : 전화 회의 장치 ,
통화 허용 제어 대역폭 및 트렁크 등 ) 을 추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제공된 정보를 통해
장비 및 네트워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환경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협업 배포에서 통화 품질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품질 문
제가 있는 최대 N 개의 엔드포인트를 표시하거나 품질 수준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
화 오류를 분석하고 ,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 그룹별로 서비스 사용을 식별하고 , IT 비용을 효율
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기능 지원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Prime Collaboration Analytics 제품 설명서 (
https://www.cisco.com) 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현재는 Anlaytics 에서 중복 또는 장애 조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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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 Server 성능
Analytics 는 Prime Assurance OVA 에 포함되어 있으며 , 동일한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
Analytics 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프로비저닝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은 다음 양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Standard

•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Advanced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Standard 는 Cisco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의 단순화된 버
전으로 , 모든 협업 서비스에 간단한 프로비저닝을 제공합니다 . 전화 , 음성 메일 클라이언트 및 비
디오 엔드포인트를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프로비저닝 지원은 인증
역할이 제한된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클러스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dvanced Provisioning 은 개별 도메인에 대한 위임 , 인프라 인스턴스 구성에 대한 템플릿 지원 , 고
급 배치 프로비저닝과 같은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 표 27−5 는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Standard 및 Advanced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
표 27-5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 Standard 및 Advanced 기능

기능

Standard

Advanced

역할 위임 또는 RBAC( 역할 기반 단일 사용자 역할은 모든 도메인에 적 모든 사용자 역할은 지역이나 그룹에 따라
액세스 제어 )
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역할을 다른 특정 논리적 도메인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순서 지정 워크플로 역할

순서 지정 워크플로 작업 ( 예 : 순서 승
인 , MAC 주소 할당 , 엔드포인트 전달
또는 최종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수령 )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순서 지정 워크플로 작업은 최종 사용자 요
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역할은 활성화하거나 비활
성화할 수 있고 , 효율적인 순서 지정 워크
플로를 위해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
습니다 .

배치 프로비저닝

많은 서비스를 단일 배치에 결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및 서비스 가져오기 , 여러 클러스
터에 사용자 및 서비스 추가 또는 수정과
같은 고급 배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 여러
클러스터에 인프라 설정을 배치하고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

참고 : 배치 프로비저닝은 단일 클러스
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 템플릿

인프라 구성 템플릿을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및 Cisco Unity Express 를 처음에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템플릿을 만들 수 있
습니다 . 키워드 추가 또는 업데이트 및 템
플릿 프로비저닝 예약을 포함하여 구성 설
정을 추가 ,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M 클러스터 지원

단일 클러스터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API

NBI(North Bound Interface) 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

NBI(North Bound Interface) 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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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Unity Express 의
신규 및 기존 배포에 단순화된 웹 기반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은 Day 1 과 Day 2 요구 사항에 인프라와 가입자 모두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제공합니다 . Day 1 요
구 사항에 새 배포 구성 및 추가 사이트 또는 위치 추가가 포함되며 , Day 2 요구 사항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해 진행 중인 이동 , 추가 및 변경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또한 Cisco 및 타사에서 HR 시스템 , 사용자 지정 또는 브랜드 사용자
포털 , 기타 프로비저닝 시스템 , 디렉터리 서버와 같은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도록 노
스바운드 API 를 노출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설치 단계 ,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지원 구성 요소 인프라
, 용량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Prime Collaboratio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index.ht
ml
Prime Collaboration 을 여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구성 요소 프로비저닝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섹션에서 Prime
Collaboration 의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설명합니다 .

프로비저닝 개념
Cisco Prime Collaboration 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의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한 프로
비저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
•

통화 프로세서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

메시지 프로세서
– Cisco Unity Connection
– Cisco Unity Express

•

Presence 프로세서
– Cisco IM and Presence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 Cisco VG224, VG204 및 VG202 아날로그 음성 게이트웨이

참고

구성 요소 버전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Prime Collaboration 정보
https://www.cisco.com/c/en/us/products/cloud−systems−management/prime−collaboration/index.html
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섹션에서는 그러한 구성 요소 구성에 포함된 Prime Collaboration 개념 중 몇 가지를 설명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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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도메인은 한 시스템 내에 여러 논리적 그룹을 만들기 위한 관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도메인은 다
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

도메인은 지역적 위치 또는 조직 구성 단위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

•

한 도메인에 여러 개의 통화 프로세서와 여러 개의 선택적 메시지 프로세서가 있을 수 있습니
다.

•

특정 통화 프로세서 또는 메시지 프로세서 하나는 여러 도메인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

•

도메인은 가입자를 분할할 수 있으며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은 곧 사무실을 나타냅니다 . 서비스 영역은 도메인에서 다이얼 플랜 및 기타 음성 관
리 구성 설정을 결정합니다 . 실제 각 사무실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
스 영역은 Unified CM 내에서 사용된 장치 그룹 , 경로 파티션 및 발신 검색 공간과 같은 특성을 결
정합니다 .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

각 서비스 영역에는 단일 통화 프로세서와 한 개의 선택적 메시지 프로세서가 할당됩니다 .

•

각 서비스 영역을 한 개의 다이얼 플랜과 연결해야 합니다 .

작업 흐름 및 관리 순서

새 사이트를 배포하거나 기존 사이트로 이동 , 추가 및 변경할 때 사용자는 순서를 작성한 다음 해
당 순서를 처리하는 2 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시스템을 모두 변경합니다 . 이 두 단계에 대한 정
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 그룹의 사용자는 순서를 작성하여 제출만 할 수 있고 , 다
른 그룹의 사용자는 처리 관련 작업을 보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Prime Collaboration 에는 Prime
Collaboration 구성 방법에 따라 서비스 활성화와 비즈니스 흐름을 포함하여 순서 처리를 수행하는
자동화 엔진이 있습니다 .
워크플로는 순서 지정 프로세스 ( 승인 , 전화 할당 , 배달 및 수신 ) 작업을 조정합니다 .
구성 템플릿

Prime Collaboration 을 사용하면 구성 템플릿을 사용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Unified CM,
Unified CME, Cisco Unity Express 및 Cisco Unity Connection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템플
릿을 사용하여 이러한 제품을 구성하고 , 이러한 기존 제품에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 기존 고객에
게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배치 프로비저닝

사용자 만들기 및 해당 서비스 프로비저닝은 새 사무실을 확인하거나 레거시 시스템에서 전환하
는 배치 프로비저닝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모범 사례
다음 모범 사례와 지침은 새로운 배포 및 / 또는 기존 배포에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구성 요
소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Prime Collaboration 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

새 사이트 출시와 같은 Day 1 활동 및 이동 , 추가 , 변경과 같은 Day 2 활동을 위해 Prime
Collaboration 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되는 장치를 켜고 실행해야 합니다 .

•

Cisco Unified CM, Cisco Unity Connection, Unified CME,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Cisco Unity Express 및 Cisco IM and Presence Service 에 대한 사전 구성이 필요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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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도메인 , 서비스 영역 및 프로비저닝 특성을 정의합니다 .

•

필요한 경우 워크플로 규칙만 수정합니다 .

•

가입자 유형 , 고급 규칙 설정 및 기타 구성 매개 변수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

네트워크 관리

다음 기본 작업은 이러한 모범 사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

Unified CM 및 / 또는 Unified CME 와 같은 통화 프로세서 및 Cisco Unity, Unity Connection, 및
/ 또는 Unity Express 와 같은 메시지 프로세서를 추가합니다 .

•

도메인을 만들고 통화 프로세서 및 메시지 프로세서를 생성한 도메인에 할당합니다 .

•

Unified CM 또는 Unified CME 를 구성하거나 기존 배포에서 현재 음성 인프라 구성을 가져오
는 템플릿을 만들고 사용하여 음성 네트워크를 프로비저닝합니다 .

•

해당하는 경우 Prime Collaboration 으로 LDAP 사용자의 벌크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

•

각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 영역을 만들고 ( 일반적으로 다이얼 플랜마다 하나 ) 가입자 ( 사용자
) 유형을 각 서비스 영역에 할당하여 배포를 설정합니다 .

•

각 도메인에 대한 관리자를 만듭니다 .

•

가입자 또는 사용자 서비스 순서를 지정하거나 , 업데이트하거나 , 변경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설계 고려 사항
다음 설계 고려 사항은 프로비저닝할 Prime Collaboration 에 적용됩니다 .
•

다음 중 한 방법으로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
– 여러 통화 프로세서와 여러 메시지 프로세서로 여러 사이트에 대한 단일 도메인을 만듭니

다.

– 한 개의 통화 프로세서와 0 개 이상의 선택적 메시지 프로세서로 구성된 각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

– 가입자의 하위 집합을 관리하기 위해 각기 다른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도메인을 여러 개 생

성합니다 .

•

여러 다이얼 플랜에 대한 여러 서비스 영역을 만듭니다 .

•

Unified CM 게시자만 Prime Collaboration 의 통화 프로세서로 추가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을 통한 Unified CM 게시자 변경 사항은 모든 Unified CM 가입자 서버에 동기화됩니다 .

•

Unified CM, Unified CME 또는 Cisco Unity Express 에 구성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

•

Unified CME 및 Cisco Unity Express 구성 템플릿에 Cisco IOS 명령을 사용합니다 .

•

Unified CM 구성 템플릿에 대한 Cisco Unified CM 인프라 데이터 개체를 추가합니다 .

•

수많은 전화 및 회선 (DN) 에 대한 배치 프로비저닝을 위해 기존 구성 템플릿을 변경하고 수정
합니다 .

•

다른 도메인 관리자가 단일 사이트 배포에 대해서도 Day 2 서비스 ( 예 : 전화 , 회선 및 음성 메
일 ) 이동 ,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다른 가입자 세트를 관리하도록 하려면 여러 도메인을 만듭니
다.

•

한 개 다이얼 플랜에 대한 한 개 서비스 영역을 만듭니다 .

•

장치 풀 , 위치 , 통화 검색 영역 및 전화에 여러 다이얼 플랜이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서비스 영
역을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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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Collaboration 은 IPv6 를 인식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 Prime Collaboration은 IPv4 링크를 통해 Unified CM과 통신합니다. Unified CM에는 IPv4의

SOAP AXL 인터페이스만 있기 때문에 Prime Collaboration 사용자 구성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면 사용자가 IPv4 IP 주소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Prime Collaboration 은 IPv4
주소를 사용하여 Unified CM 의 AXL 인터페이스와 통신해야 합니다 .

– Prime Collaboration 은 SIP 트렁크 AXL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Pv6 주소를 처리합니다 .
– IPv6에서 인식하는 기능 지원은 현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Cisco

Unity Express 및 Cisco Unity Connection 장치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복 및 장애 조치
Prime Collaboration 이 구성 프로세스 중에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 , Prime Collaboration Gui 에서 구
성된 장치로 변경된 내용은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원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Prime
Collaboration 이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관리되는 장치에 텔넷이나 로그인 (HTTP) 과 같은 기타 도
구를 사용하여 구성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는 수동 단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 Prime Collaboration
에서도 통화 프로세서 (Unified CM 및 / 또는 Unified CME), 메시지 프로세서 (Unity Connection 및
/ 또는 Unity Express) 및 도메인에 대한 동기화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되는 장치에 수동으로 추
가된 구성 변경 사항은 Prime Collaboration 대시보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
습니다 .

프로비저닝 포트 및 프로토콜
표 27−6 은 Prime Collaboration 의 여러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보여줍니다 .
Prime Collaboration 과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 간에 통신을 허용하려면 이러한 포트를 회사 내부 방
화벽에서 여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
표 27-6

프로비저닝에 Prime Collaboration 포트 사용

프로토콜

포트

서비스

TCP

80

HTTP1 2

TCP

8443

HTTPS2

TCP

22

SSH3

SSH

23

텔넷 3

TCP

1433

데이터베이스4

1. Prime Collaboration Administration 웹 페이지에 액세스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Prime Collaboration 은 AXL(Administrative XML Layer)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를 통해 Unified CM 을 프
로비저닝합니다 .
3. Prime Collaboration 이 Unified CME 및 Cisco Unity Express 와 통신하도록 합니다 .
4. Prime Collaboration 에서 Cisco Unity Connection 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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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는 비디오 엔드포인트 및 전화회의 장치의 일정 예약을
지원합니다 . 예약은 엔드포인트 및 포트 리소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TelePresence 전화회의에 연
결하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전화회의를 예약하는 데 일정 관리 애플
리케이션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정 관리를 통합하면 사용자가 기존 일정 관리 클
라이언트를 통해 전화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관리 옵션
일정 관리 통합은 미팅을 만든 위치와 관계없이 리소스의 가용성 정보를 보는 동안 비디오 회의를
예약하고 참가자를 자신의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초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일정
관리에 포함되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Cisco TMSX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Microsoft Exchange)
전화회의 주최자가 자신의 Microsoft Outlook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전화회의를 예약할 수 있
습니다 .

•

Cisco TMSXN(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IBM Lotus Notes)
전화회의 주최자가 자신의 IBM Lotus Notes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전화회의를 예약할 수 있
습니다 .

•

Cisco TMSBA(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Booking API)
전화회의 주최자가 API 통합을 통해 추가 그룹웨어 일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화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

Cisco TMS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나 관리자가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화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이 인터페이
스는 Cisco TMS 코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 , 추가 설치나 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Cisco TMS Extensions 및 API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Cisco Meeting Server 제품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extensions/
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
Cisco TMS 를 사용하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화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
니다 . 이 인터페이스는 Cisco TMS 코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로 , 추가 설치나 통합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
회사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조직에서 선택한 예약 및 관리 플랫폼과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TMS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화회의를 예약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Cisco TMS 일정 통합을 회사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할 때 환경에 적합한 확장을 선택합
니다 . 예를 들어 Microsoft Exchange 가 기존의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TMSXE 를 사용합
니다 . TMSXE 는 독립 실행형 서버에 설치되고 TMSXN 은 Lotus Domino 서버에 설치됩니다 . 통
합 소프트웨어는 Cisco TMS 과 별도로 설치되며 , HTTP 또는 HTTPS 를 사용하여 일정 관리 서버
와 통신합니다 .
Cisco 에서는 비디오 회의 리소스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s Server 또는 Cisco
MCU) 를 예약된 전화 회의 또는 영구 / 인스턴트 전화회의 중 한 가지 전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
장합니다 . 이는 영구 또는 인스턴트 전화회의가 예약된 리소스를 소모할 수 있고 , 그 결과 예약된
전화회의에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서버에 리소스가 부족하여 예
약된 비디오 참가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나 오디오 전용으로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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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Cisco TMS 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보고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
•

자산 관리 보고서 : 티켓 로그 , 장치 이벤트 , 장치 알람 및 연결

•

관리되는 엔드포인트 및 인프라에 대한 세부 통화 기록 보고서

•

사용자 기반 , 사용된 예약 인터페이스 , 회의 이벤트 로그 및 전화회의 보고서를 포함한 일정
활동 보고서

하지만 이러한 기능 중 일부는 특정 배포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 예를 들어 Cisco TelePresence
TX9000 또는 Cisco TelePresence System EX90 과 같은 엔드포인트가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에 등록되면 Cisco TMS 에서 해당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고
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Cisco TMS 는 Cisco TelePresence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통화 기록 및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보고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
다 . Unified CM 에 등록된 그러한 엔드포인트의 경우 Unified CM 에서 CDR 을 다운로드할 수 없
습니다 .
더 많은 사용자 정의된 보고서 , 비즈니스 정보 및 Business Intelligence Application 과의 통합이 필
요한 조직에서는 Cisco TMSA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Analytics Extension)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MSAE 는 비디오 네트워크에 고급 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Cisco TMS 에 대한 온라인
분석 처리 시스템입니다 . Cisco TMSA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extensions/
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

관리
TelePresence 환경에서 관리의 주 기능에 프로비저닝 , 모니터링 , 유지 관리 및 리소스 관리가 포함
됩니다 . Cisco TMS(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를 통해 TelePresence 환경에서 지원하는
예약 인터페이스와 함께 TelePresence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및 인프라 관리
Cisco TMS 에서 Cisco VCS 와 Cisco Unified CM 에 모두 등록된 엔드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장치 관리 유형에는 직접 관리되는 장치와 프로비저닝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
직접 관리되는 장치는 Cisco TMS 시스템 탐색기에 수동으로 추가됩니다 . Cisco TMS 는 5,000 개
의 직접 관리되는 장치를 지원합니다 . Cisco TMS 는 HTTP 또는 SNMP 프로토콜을 통해 엔드포인
트와 직접 통신합니다 . 직접 관리되는 엔드포인트가 Unified CM 에 등록되면 Unified CM 은 소프
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대부분의 관리 기능을 처리합니다 . 직접 관리되는 엔드포인트가
Cisco VCS 에 등록되면 Cisco TMS 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엔드포인트
관리 및 프로비저닝을 처리합니다 .
Cisco TMS 는 Cisco VCS, Cisco MCU 등과 같은 인프라 장치를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Cisco TMS 는 Cisco VCS 에 등록된 장치의 일정 예약과 관리만 지원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트는 TMS 시스템 탐색기에 있지 않고 Cisco TMSPE(TMS Provisioning
Extension) 를 통해 Cisco TMS 에서 프로비저닝합니다 . Cisco TMS 는 100,000 대의 프로비저닝된
장치를 지원합니다 . 프로비저닝 방법을 사용하면 Cisco TMS 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크게 늘
어납니다 . 또한 시스템을 수동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량 배포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다
만 , Cisco TMS 는 직접 관리되는 엔드포인트에 비해 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트에서 통제력이 떨어
집니다 . 또한 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예약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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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MS 는 Cisco VCS 에 등록된 직접 관리되는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
트에 전화 번호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화 번호부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사용자를 찾아 전화
를 걸 수 있습니다 .
Cisco TMS 는 또한 예약된 비디오 회의와 인스턴트 비디오 회의를 모두 모니터링하는 인터페이스
를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최신 버전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Administrator Guide 를 참조
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tms/produc
ts−maintenance−guides−list.html

프로비저닝
Cisco TMSPE(TMS Provisioning Extension) 는 Cisco TMS 및 Cisco VCS 용 프로비저닝 애플리케이
션입니다 . Cisco TMSPE 를 사용하여 비디오 회의 네트워크 관리자가 배포 가능한 대규모 비디오
회의 솔루션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Cisco TMSPE 는 Cisco TMS 서버에서 TMS 에이전트
에 대한 추가 교체용으로 ,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Microsoft 및 일반 LDAP 소스 (LDAP, LDAPS, AD) 에서 사용자를 가져오는 기능

•

Cisco TMS Provisioning Extension( 예 : Jabber 비디오 , Cisco IP Video Phone E20 및 Cisco
TelePresence System EX 시리즈 , MX 시리즈 ) 에서 지원하는 장치에 대한 사용자 개인 설정 및
관리 장치 구성 제어

•

Cisco TMSPE 에서 지원하는 장치의 다중 계층 전화 번호부

•

Cisco VCS Web 사용자 인터페이스 대신 Microsoft AD(Active Directory) 로그인을 사용하는
Cisco TMS 의 최종 사용자 FindMe 포털

•

최대 100,0000 명의 사용자와 장치 지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최신 버전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Provisioning Extension
Deployment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tms/produc
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전화 번호부
전화 번호부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유지 관리하고 연락처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Cisco TMS 전화 번호부는 Microsoft AD(Active Directory), Cisco Unified CM, H.350 서버 및 게이트
키퍼와 같은 다른 소스에서 만들고 채울 수 있습니다 .
전화 번호부 유형은 로컬 전화 번호부와 전역 전화 번호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로컬 전화 번호
부 ( 즐겨찾기라고도 함 ) 는 최종 사용자의 엔드포인트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 연락처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 ,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전역 또는 회사 전화 번호부는 Cisco TMS 에서 엔드포인트로 푸시됩니다 . 이러한 전화 번호부는
AD, H.350 서버 또는 로컬 Cisco TMS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엔드포인트에서 수
정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특정 사용자의 전화 번호부를 선택하고 적절한 엔드포인트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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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Cisco TMS 에는 엔드포인트 및 인프라 장치의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추가한 다음 Cisco VCS 에 등
록된 일치하는 엔드포인트 및 인프라 장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
자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 . 관리자는 Cisco TMS 에서 여러 장치를 한 번에 선택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 Cisco TMS 는 업그레이드 상태를 제공합니다 . Cisco TMS 를 사용하여 업그레이
드를 수행하는 것이 엔드포인트 및 인프라 장치를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
고 쉽습니다 .
Cisco TMS 는 또한 전화회의에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TMS 는 예약된 전화회의를 나
열하고 전화회의 상태 ( 예 : 활성 ) 가 활성 전화회의의 참가자별 패킷 손실 세부 사항과 함께 TMS
의 회의 제어 센터에 표시됩니다 . 오류가 TMS 의 Ticketing Service 에 표시됩니다 . 예를 들어 구성
오류가 있는 경우 Cisco TMS 는 그러한 오류를 검색하고 해당 장치와 관련된 티켓을 엽니다 . 티켓
마다 ID 와 심각도 수준이 있습니다 .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CSR(Cisco Collaboration System Release) 12.0 이상 버전은 조직의 공동 작업 라이센스 관리를 위해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과 Cisco Smart Software Manager(SSM) 를 통합합니다 . Cisco SSM
은 Cisco Unified CM, Cisco Unity Connection 및 Cisco Emergency Responder 및 기타 Cisco 제품에
서 라이센스를 적용 , 추적 및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방법을 제공합니다 .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사용자 라이센스에 필요한 많은 단계를 자동화함으로써 관리자
를 지원합니다 .
Cisco Smart Software 라이센싱은 Cisco 가 호스팅하는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웹 포털로 구
성됩니다 . 이 포털에서는 조직의 공동 작업 애플리케이션 자격 및 라이센스를 추적하여 협업 구성
요소와 동기화합니다 .
고객은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이러한 라이센스는 자동으로 고객의 Cisco Smart Account 에 적용되
며 Cisco SSM 을 통해 온 − 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과 동기화됩니다 .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는 온 − 프레미스 공동 작업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Cisco Licensing Services 에 등록하고 조직
라이센스를 애플리케이션과 동기화합니다 .
다음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은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을 사용합니다 .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 Unified CM을 통해 라이센스가 허가된 Cisco IM
and Presence 와 Cisco Unified CM SME(Communications Manager Session Management Edition)

•

Cisco Unity Connection

•

Cisco Emergency Responder

적절한 라이센스는 먼저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포털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자격을 관
리하기 위해 Cisco Smart Account 를 획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그런 다음 조직 관리자는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포털에 https://software.cisco.com 의 제품 인스턴스 등록 토큰을 생성합니
다 . 그런 다음 관리자는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포털에서 복사한 등록 토큰을 사용하여 공
동 작업 애플리케이션 제품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 일단 등록하면 애플리케이션은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와 동기화되고 사용자 및 기능 라이센스 자격 정보를 수신합니다 .
라이센스가 부족하거나 시스템이 Cisco SSM 과의 통신이 끊긴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
고 관리자가 변경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비준수 기간 90 일 동안 애플리케이션이 허용됩니다 . 90
일 동안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충분한 라이센스를 얻지 못했거나 Cisco SSM 과의
통신이 복원되지 않은 경우 ) 다음과 같이 협업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축소됩니다 .
•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 통화 제어
시스템이 90 일 동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Unified CM 은 통화를 계속 처리하지만 사용
자 또는 장치 이동 , 추가 , 변경 또는 삭제 (MACD)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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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nity Connection − 음성 메시징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계속해서 관리 변경을 허용하지만 음성 메시징 서
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즉 , 시스템은 더 이상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메시지
를 남기지 못하고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를 검색하지 못합니다 .

•

Cisco Emergency Responder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Cisco Phone Tracking Engine 서비스가 중지되고 시스템이
전화기 추적 및 위치 업데이트를 중지합니다 .

Cisco Smart Software 라이센스 및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의 라이센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go/smartlicensing

배포 시나리오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은 지원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게시자 노드에서 자동으로 활성
화됩니다 . 라이센싱은 각 클러스터의 게시자 노드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시작되는 Cisco Smart
Licensing Manager Service 에 의해 관리됩니다 . 게시자 노드는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한
라이센스를 관리합니다 .
협업 애플리케이션이 라이센스 정보를 Cisco Smart Software Manager(SSM) 에 등록하고 동기화하
려면 각 클러스터의 게시자 노드에서 실행되는 Cisco Smart Licensing Manager Service 가 인터넷을
통해 Cisco SSM 서비스와 통신해야 합니다 . 이 통신은 직접 또는 중개자에 의해 조정됩니다 .
협업 애플리케이션은 HTTPS 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Cisco SSM 서비스와 직접 통신을 시도합
니다 . 일부 조직에서는 아웃바운드 HTTPS 트래픽이 허용되며 이 트래픽은 문제없이 온라인 Cisco
SSM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 조직에서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아웃바운
드 HTTPS 트래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통신은 HTTP 프록시를 통
해 인터넷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애플리케이션이 HTTP SSM 온라인 서비스
(HTTP 프록시가 있거나 없음 ) 와 통신할 때 인터넷을 통해 직접 액세스합니다 .
또는 공동 작업 애플리케이션 게시자 노드 간의 통신을 온 − 프레미스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위성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이는 Smart Licensing 통신의 중재 방법입니다 . Cisco
SSM 위성 시스템은 온 −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배포된 가상 시스템 (VM) 입니다 . SSM 위성 시
스템은 중개자 역할을 하여 온 − 프레미스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호스트 온라인 Cisco SSM
서비스 간의 통신을 중계합니다 . SSM 위성은 주기적으로 온라인 Cisco SSM 서비스에 연결하여
동기화해야 합니다 . 이 주기적 동기화는 Cisco SSM 위성 시스템과 온라인 Cisco SSM 서비스 사이
의 직접 HTTPS 통신에 의해 촉진됩니다 . 이는 Cisco SSM 위성 연결 모드입니다 . 전술한 바와 같
이 , 조직이 인터넷으로의 아웃바운드 HTTPS 트래픽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HTTP 프록시
가 사용되거나 SSM 위성 시스템의 보고서 파일이 온라인 서비스에 수동으로 업로드되어 등록 및
권한 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Cisco SSM 의 직접 및 중개 배포 중에서 선택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은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 액
세스와 관련된 조직의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입니다 . 조직에서 인터넷으로의 아웃바운드 액세스
를 제한하는 경우 온 −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별도의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위성 VM
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Cisco SSM Satellite 로 중재된 배포를 고려하십시오 .

배포 권장 사항
일반적으로 온 − 프레미스 공동 작업 애플리케이션 (Unified CM, Unity Connection 및 Emergency
Responder) 클러스터 게시자 노드와 웹 호스팅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서비스 간에는 직접
또는 프록시 통신이 권장됩니다 .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게시자 노드에서 조직의 방화벽을 통해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서비스로의 아웃바운드 HTTPS 통신이 필요합니다 . 조직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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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아웃바운드 웹 통신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클러스터 게시자 노드는 조직 내에서 기존 또는 기
존의 표준 HTTP/HTTPS 프록시 서버를 활용하여 방화벽을 통과하고 웹에서 호스팅되는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Cisco SSM 에 제품 등록 토큰을 만들고 공동 작업 애플리케이션 게시자 인스턴스를 등록
할 때 동일한 스마트 계정에서 서로 다른 가상 계정 및 / 또는 등록 토큰을 사용하여 라이센스 관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특정 위치에 특정 제품 유형이나 제품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상 계정을 만들면 조직 전체의 여러 제품 및 가상 계정에서 라이센스를 공동으로 공유하도
록 허용하여 라이센스 관리가 간단해지므로 권장됩니다 . 또한 가상 계정에서 제품 인스턴스와 토
큰을 세분함으로써 조직은 운영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회
계 라인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을 좀 더 쉽게 추적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여러 Cisco Smart Accounts 간에 라이센스를 풀링 , 이동 또는 관리할 수 없으므로 특정 조직 정책
또는 요구 사항 ( 규정 , 법률 또는 기타 제한 사항 ) 이 없는 경우 조직에서 단일 스마트 계정 ( 필요
한 경우 여러 가상 계정 포함 ) 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온라인 Cisco SSM 서비스는 가용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공동 작업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규정
준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터넷 연결 문제의 경우 시스템은 90 일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시
스템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자 및 장치 프로비저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정상적
인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려면 온라인 Cisco SSM 에 일관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 이 Cisco SSM 위성 시스템과 함께 중재 모드로 배포되면 고가용성
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두 개의 SSM 위성 VM 을 설치 및 구성하십시오 . Cisco SSM 위성 시스템
은 활성 / 대기 중복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 따라서 활성 또는 기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협
업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Cisco SSM 서비스에 대한 연결이 끊어지면 대기 또는 백업 시스템이
SSM 작업을 대신합니다 .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의 용량 계획
온라인 Cisco SSM 서비스는 서비스 데이터 센터 내에서 계산 리소스의 탄력성을 고려할때 거의 무
한대의 규모를 제공합니다 . 즉 , 조직에서는 Cisco SSM 을 사용하여 무한대의 공동 작업 애플리케
이션에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중재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Cisco SSM Satellite VM 에는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 단일 Cisco
SSM 위성 VM 은 최대 4,000 개의 제품 인스턴스 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재 모드에서 Cisco
SSM 을 배포할 때는 배포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 인스턴스를 처리할 수있는 충분한 양
의 VM 을 배포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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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구
위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관리 도구 외에도 다음 도구에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
문제 해결 및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
•

Cisco Unified Analysis Manager, 27−24 페이지

•

Cisco Unified Reporting, 27−25 페이지

Cisco Unified Analysis Manager
Cisco Unified Analysis Manager 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RTMT(Real−Time
Monitoring Tool)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RTMT 는 클라이언트 측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되며 ,
HTTPS 및 TCP 를 사용하여 Unified CM 의 시스템 성능 , 장치 상태 , 장치 검색 및 CTI 애플리케이
션을 모니터링합니다 . RTMT 는 HTTPS 를 통해 장치에 직접 연결하여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RTMT 기능과 달리 Unified Analysis Manager 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요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유합니다 . Unified Analysis Manager 가 실행되면 Unified
Communications 시스템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 이
정보를 사용하여 고유한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하거나 , 분석을 위해 정보를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 로 보낼 수 있습니다 .
Unified Analysis Manager 는 다음과 같은 Unified Communications 요소를 지원합니다 .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

Cisco IOS 음성 게이트웨이

•

Cisco Unity Connection

•

Cisco IM and Presence

Unified Analysis Manager 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요소의 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정보 모음을 지원합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요소의 추적 수준 설정 및 재설정을 지원합니다 .

•

Unified Communications 요소에서 FTP 서버로 로그 및 추적 파일 모음 및 내보내기를 지원합니
다.

•

Unified Communications 요소의 통화 경로 ( 통화 추적 기능 ) 분석을 지원합니다 .

보고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Cisco Unified Real-Time
Monitoring Tool Administration Guide 에서 Cisco Unified Analysis Manager 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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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Reporting
Cisco Unified Reporting 웹 애플리케이션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데이
터 문제 해결 또는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콘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 이 도구는 기존 소스에서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비교 및 불규
칙성 보고 등을 용이하게 합니다 . 예를 들어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 대한 호스트 파일을 표시하
는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게시자 서버와 각 가입자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합니
다 . 각 보고서는 보고서가 생성될 때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활성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예를 들어 다음 보고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의 일반 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클러스터 개요 — Unified CM 버전 , 모든 서버의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 , 하드웨
어 세부 사항 요약 등을 포함하여 클러스터 개요를 제공합니다 .

•

Unified CM 장치 수 요약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델
및 프로토콜별 장치 수를 제공합니다 .

다음 보고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복제 디버그 — 데이터베이스 복제에 디버깅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보고서는 Unified CM 클러스터 유지 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상태 − Unified CM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 이
보고서는 업그레이드 전에 생성해야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

보고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최신 버전 Cisco Unified Reporting Administ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
er−callmanager/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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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ollaboration 배포 모델과 통합
이 섹션에서는 Cisco Collaboration 및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배포 모델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 배포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업 배포 모델 , 10−1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

캠퍼스
캠퍼스 모델에서 Cisco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통화 처리 에이전트와 함께 IP WAN 을 통
해 텔레포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단일 사이트 ( 또는 캠퍼스 ) 에 배포됩니다 . 엔터프라이즈는
LAN 또는 MAN( 도시 지역 통신망 ) 으로 단일 사이트 모델을 배포합니다 . 그림 27−2 은 단일 사
이트 모델에서 Cisco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보여줍니다 .
그림 27-2

캠퍼스 배포

Campus
Management
Prime Collaboration

Applications

PSTN/ISDN

Unified CM
Media Resources

Conferencing Resources

Cisco
Expressway-E
Internet

313247

Cisco
Expressway-C

다음 설계 특징 및 권장 사항은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할 단일 사이트 모델에 적용됩니다 .
•

네트워크에서 전반적인 음질을 모니터링하려면 Unified CM 음질 모니터링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네트워크의 주요 IP 전화기 장치 , 게이트웨이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 음
질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려면 Cisco NAM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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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모델은 중앙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 간에 IP
WAN 을 사용하여 단일 사이트 모델을 확장한 것입니다 . IP WAN 은 사이트 간에 음성 트래픽을 전
송하고 , 중앙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 간에 통화 제어 신호 처리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그
림 27−3 은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모델에 Cisco 네트워크 관리 애플
리케이션 배포를 보여줍니다 .
그림 27-3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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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계 특징 및 권장 사항은 멀티사이트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여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하는 멀티사이트 모델에 적용됩니다 .
•

통화 처리 에이전트로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려면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
케이션 (Prime Collaboration 포함 ) 을 모두 중앙 사이트에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구
현하면 WAN 회로로 네트워크 관리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LAN 내의 통화 처리 에이전트와 네
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간에 해당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각 인스턴스에서 멀티사이트 및 멀티클러스터 Unified Communications 환경을 관리하는 여러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배포 시나리오에서는 MoM(Manager of
Managers)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Prime Collaboration 에서 모니터링 중인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SNMP 트랩 , syslog 알림 및 전자메일을 사용하여 실시간 알림을 높은
수준의 MoM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네트워크에서 전반적인 음질을 모니터링하려면 Unified CM 음질 모니터링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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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능 및 합성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네트워크의 주요 IP 전화기 장치 , 게이트웨이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 음
질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려면 Cisco NAM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산된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분산된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모델은 각각 고유한 통화 처리 에이전트가 IP WAN
에 연결된 여러 독립된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림 27−4 은 분산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
티사이트 WAN 모델에 Cisco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보여줍니다 .
그림 27-4

분산된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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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멀티사이트 WAN 배포에는 Prime Collaboration 배포 측면에서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를 사용하는 단일 사이트 또는 멀티사이트 WAN 배포와 동일한 여러 가지 요구 사
항이 있습니다 . 분산된 통화 처리 모델에 대해 여기에 나열된 모범 사례와 권장 사항 외에 이러한
다른 모델의 모범 사례와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
•

여러 Unified CM 클러스터를 관리할 Cisco Prime Collaboration 배포가 하나만 사용되는 경우에
는 통화 볼륨이 가장 높고 엔드포인트가 가장 많은 Unified CM 클러스터와 함께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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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인스턴스에서 멀티사이트 및 멀티클러스터 Unified Communications 환경을 관리하는 여러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배포 시나리오에서는 MoM(Manager of
Managers)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Prime Collaboration 에서 모니터링 중인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SNMP 트랩 , syslog 알림 및 전자메일을 사용하여 실시간 알림을 높은
수준의 MoM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네트워크에서 전반적인 음질을 모니터링하려면 Unified CM 음질 모니터링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네트워크의 주요 IP 전화기 장치 , 게이트웨이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
음질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려면 Cisco NAM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이란 QoS 기능이 활성화된 IP WAN 에 의해 연결된 여러 사이트에 배포
된 단일 Cisco Unified CM 클러스터를 말합니다 . 이 배포 모델은 IP WAN 링크가 실패하는 경우 통
화 처리 복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그림 27−5 은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Cisco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보여줍니다 .
그림 27-5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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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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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Cluster

IP WAN

참고

이 모델에서는 Prime Collaboration 에 대한 기본 고가용성 또는 중복 지원이 없습니다 .
다음 설계 특징 및 권장 사항은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으로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할 때 적
용됩니다 .
Unified CM 게시자가 있는 본사 사이트에서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각 인스턴스에서 멀티사이트 및 멀티클러스터 Unified Communications 환경을 관리하는 여러
Prime Collaboration 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배포 시나리오에서는 MoM(Manager of
Managers)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Prime Collaboration 에서 모니터링 중인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SNMP 트랩 , syslog 알림 및 전자메일을 사용하여 실시간 알림을 높은
수준의 MoM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

네트워크에서 전반적인 음질을 모니터링하려면 Unified CM 음질 모니터링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네트워크의 주요 IP 전화기 장치 , 게이트웨이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
음질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려면 Cisco NAM 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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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집

개정일 : 2017 년 2 월 7 일 수요일

A
AA

무인 자동 교환 시스템

AAD

경고 및 활동 표시

AAR

자동 대체 라우팅

AC

Cisco Attendant Console

ACD

자동 통화 분배

ACE

Cisco Application Control Engine

ACF

허용 확인

ACL

액세스 제어 목록

ACS

액세스 제어 서버

AD

Microsoft Active Directory

ADAM

Active Directory Application Mode

ADFS

Microsoft Active Directory Federated Services

ADPCM

적응형 차등 펄스 부호 변조

ADUC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컴퓨터

AES

고급 암호화 표준

AFT

ALI 서식 지정 도구

AGM

Cisco Access Gateway Module

ALG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게이트웨이

ALI

자동 위치 식별

AMI

대체 표시 반전

AMIS

오디오 메시징 교환 사양

AMWI

음성 메시지 대기 중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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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ANI

자동 번호 식별

AP

액세스 포인트

APDU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Ns

애플 푸시 알림 서비스

ARJ

허용 거부

ARP

주소 확인 프로토콜

ARQ

허용 요청

ASA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

ASP

액티브 서버 페이지

ASR

자동 음성 인식

ATA

Cisco Analog Telephone Adaptor

ATM

비동기 전송 모드

AVC

고급 비디오 코딩

AXL

관리 XML 레이어

B
BAT

Cisco Bulk Administration Tool

BBWC

배터리 방식 쓰기 캐시

BES

Blackberry Enterprise Server

BFCP

Binary Floor Control Protocol

BFD

양방향 포워딩 탐지

BGP

경계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BHCC

최번시 통화 완료 수

BIB

내장 브리지

BLF

통화 중 램프 필드

BOSH

동기식 HTTP 를 통한 양방향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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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DU

브리지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bps

초당 비트 수

BRI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

BTN

청구 대상 번호

C
CA

인증 기관

CAC

통화 허용 제어

CAM

콘텐츠 주소 지정 가능 메모리

CAMA

중앙 집중식 자동 메시지 계정

CAPF

Cisco Certificate Authority Proxy Function

CAPWAP

무선 액세스 포인트 제어 및 프로비저닝

CAR

Cisco CDR Analysis and Reporting

CAS

채널 연관 신호

CBWFQ

클래스 기반 가중 공정 대기열 처리

CCA

클리어 채널 평가

CCD

통화 제어 검색

CCS

공통 채널 신호 처리

CDI

시스코 디렉토리 통합

CDP

Cisco Discovery Protocol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CER

Cisco Emergency Responder

CGI

공용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CIF

공통 중간 형식

CIR

규정 정보 전송 속도

CKM

Cisco Centralized Key Management

CLEC

경쟁적인 로컬 교환기 통신 사업자

CLID

발신 회선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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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CMC

CMC(Client Matter Code)

CME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CMI

Cisco Messaging Interface

CMM

Cisco Communication Media Module

CMR

통화 관리 기록

CMR

협업 미팅 룸

CO

중앙 사무실

공동 배치

2 대 이상의 장치가 WAN 또는 MAN 으로 연결되어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 배치됨

공존

2 개 이상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서버 또는 가상 시스템에서 실행됨

COM

구성 요소 개체 모델

COP

Cisco Options Package

COR

제한 등급

CoS

서비스 등급

CPCA

Cisco Unity Personal Assistant

CPI

Cisco Product Identification 도구

CPL

통화 처리 언어

CPN

발신자 번호

CRM

고객 관계 관리

CRS

Cisco Customer Response Solution

cRTP

압축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CSF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레임워크

CSTA

컴퓨터 지원 전기 통신 애플리케이션

CSUF

Cross−Stack UplinkFast

CSV

쉼표로 구분된 값

CTI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CTL

인증서 신뢰 목록

CUBE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이전의 Cisco Multiservice IP−to−IP Gateway(IP−IP Gateway)

CUE

Cisco Unity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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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I

Cisco Unity Connection Messaging Interface

CUPI

Cisco Unity Connection Provisioning Interface

CUSP

Cisco Unified SIP Proxy

CVTQ

Cisco Voice Transmission Quality

CWA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Web Access

D
DC

도메인 컨트롤러

DDNS

동적 도메인 네임 서버

DDR

지연된 배달 레코드

DFS

동적 주파수 선택

DHCP

동적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

DID

내선 직접 호출

DIT

디렉터리 정보 트리

DMVPN

동적 멀티포인트 가상 사설망

DMZ

비무장 지대

DN

디렉터리 번호

DNIS

전화 건 번호 식별 서비스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DoS

서비스 거부

DPA

디지털 PBX 어댑터

DRS

재해 복구 시스템

DSCP

차등화 서비스 코드 포인트

DSE

디지털 세트 에뮬레이션

DSP

디지털 신호 처리기

DTIM

배달 트래픽 표시 메시지

DTLS

데이터그램 전송 레이어 보안 프로토콜

DTMF

복합 주파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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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PC

동적 전송 전력 제어

DUC

Domino Unified Communications Services

E
E-SRST

Enhanc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E&M

송수신 또는 송수화기

EAP

확장 가능 인증 프로토콜

EAPOL

LAN 을 통한 확장 가능 인증 프로토콜

EC

에코 제거

ECC

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ECM

오류 수정 모드

ECS

빈 기능 집합

EI

확장 이미지

EIGRP

향상된 내부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

ELCAC

향상된 위치 통화 허용 제어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EM

내선 이동

EMCC

클러스터 간 내선 이동

ER

Cisco Emergency Responder

ERL

긴급 응답 위치

ESF

확장된 슈퍼 프레임

F
FAC

FAC(Forced Authorization Code)

FCC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FCoE

이더넷을 통한 파이버 채널

FECC

종단 카메라 제어

FIFO

선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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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DN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FR

프레임 릴레이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FWSM

방화벽 서비스 모듈

FXO

이종 교환국

FXS

이종 교환기 스테이션

G
GARP

무료 주소 확인 프로토콜

GC

글로벌 카탈로그

GDPR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GKTMP

게이트키퍼 트랜잭션 메시지 프로토콜

GLBP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싱 프로토콜

GMS

인사말 관리 시스템

GPO

그룹 정책 개체

GPRS

일반 패킷 무선 서비스

GSB

글로벌 사이트 백업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SS

Global Site Selector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P

게이트키퍼 업데이트 프로토콜

H
H.225D

H.225 디먼

HDLC

고급 데이터 링크 제어

HMS

하드웨어 미디어 서버

HP

Hewlett−Packard

HSRP

상시 대기 라우터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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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HTTPS

보안 HTTP

HVD

호스팅된 가상 데스크톱

Hz

헤르츠

I
IANA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

IAPP

인터 − 액세스 포인트 프로토콜

ICA

독립 컴퓨팅 아키텍처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ICE

상호 연결 설정

ICMP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ICS

IBM 케이블링 시스템

ICT

클러스터 간 트렁크

IdP

ID 공급자

IE

정보 요소

IETF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GMP

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

IIS

Microsoft Internet Information Server

ILS

클러스터 간 조회 서비스

IM

인스턴트 메시징

IMAP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

IMS

IP 멀티미디어 하위 시스템

IntServ

통합 서비스

IntServ/DiffServ

통합 서비스 / 차등화 서비스

IOPS

초당 입력 / 출력 작업 수

IP

인터넷 프로토콜

IPCC

Cisco IP Contac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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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A

Cisco IP Manager Assistant

IPPM

Cisco IP Phone Messenger

IPSec

IP 보안

IP SLA VO

IP 서비스 수준 계약 비디오 작업

IPVMS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ISO

국제 표준화 기구

ISR

통합 서비스 라우터

ITEM

CiscoWorks IP Telephony Environment Monitor

ITU

국제 전기 통신 연합

IVR

대화형 음성 응답

J
JCF

Jabber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JID

Jabber 식별자

JTAPI

Java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K
Kbps

초당 킬로비트

KPML

키 누름 마크업 언어

L
LAN

로컬 영역 네트워크

LBM

위치 대역폭 관리자

LBR

낮은 비트 레이트

LCD

액정 디스플레이

LCF

위치 확인

LCS

Live Communications Server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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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PS

SSL 를 통한 LDAP

LDIF

LDAP 데이터 교환 형식

LDN

나열된 가입자 번호

LEAP

경량형 확장 가능 인증 프로토콜

LEC

로컬 교환기 통신 사업자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LHS

왼쪽

LLDP

링크 레이어 검색 프로토콜

LLDP-MED

미디어 엔드포인트 장치용 링크 레이어 검색 프로토콜

LLQ

짧은 대기 시간 대기열 처리

LRG

로컬 경로 그룹

LRJ

위치 거부

LRQ

위치 요청

LSC

Locally Significant Certificate

LUN

논리 단위 번호

LWAP

경량형 액세스 포인트

LWAPP

경량형 액세스 포인트 프로토콜

M
MAC

미디어 액세스 제어

MAN

도시 지역 통신망

Mbps

초당 메가비트

MCM

Multimedia Conference Manager

MCS

Media Convergence Server

MCU

멀티포인트 제어 장치

MDN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

MDS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MFT

멀티플렉스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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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토콜

MIB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MIC

MIC(Manufacturing Installed Certificate)

MIME

다목적 인터넷 메일 확장명

MIPS

초당 연산 수 (100 만 단위 )

MISTP

다중 인스턴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MITM

메시지 가로채기

MLA

Cisco Multi−Level Administration

MLP

멀티링크 지점 간 프로토콜

MLPP

MLPP(Multilevel Precedence and Preemption)

MLPPP

멀티링크 지점 간 프로토콜

MLTS

다중 회선 전화 시스템

MMoIP

IP 를 통한 멀티미디어 메일

MMP

모바일 다중 통신 프로토콜

MOC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MOS

평균 평가점

MPLS

다중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MRD

미디어 라우팅 도메인

MRG

미디어 리소스 그룹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ms

밀리초

MSI

미디어 서비스 인터페이스

MSP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

MSP

미디어 서비스 프록시

MTP

미디어 종료 지점

mW

밀리와트

MWI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MXE

Media Experienc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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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S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NAT

네트워크 주소 변환

NDR

배달 못 함 보고서

NENA

국가 비상 번호 협회

NFAS

비기능 연관 신호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OC

네트워크 운영 센터

NPA

번호 지정 플랜 영역

NSE

명명된 서비스 포인트

NSF

네트워크 특정 설비

NTE

명명된 텔레포니 이벤트

NTLP

네트워크 전송 손실 플랜

NTP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O
OBTP

원 버튼 투 푸시

OCS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Server

ORA

오픈 레코딩 아키텍처

OSPF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

OU

조직 단위

OVA

오픈 가상화 아카이브

OWA

Outlook Web Access

P
PAC

보호 액세스 자격 증명

PAK

제품 활성화 키

PBX

사설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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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개인용 컴퓨터

PCAP

전화 제어 및 프레즌스

PCI

주변 장치 구성 요소 상호 연결

PCM

펄스 부호 변조

PCoIP

IP 를 통한 PC

PCTR

개인 통화 전송 규칙

PD

전력 장치

PHB

홉 단위 동작

PII

개인 식별 정보

PIN

개인 식별 번호

PINX

사설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 교환기

PIX

사설 인터넷 교환기

PKI

공개 키 인프라

PLAR

전용 회선 자동 링다운

POD

데이터 조각

PoE

이더넷 전원 장치

POTS

기존 전화 서비스

PPP

지점 간 프로토콜

pps

초당 패킷 수

PQ

우선 순위 대기열

PRACK

임시 응답 확인

PRI

1 차 속도 인터페이스

PSAP

공공 안전 응답 지점

PSE

전원 장비

PSK

미리 공유한 키

PSTN

공중 전화망

PVC

영구 가상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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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BE

퀵 버퍼 인코딩

QBSS

QoS 기본 서비스 집합

QoS

서비스 품질

QSIG

Q 신호 처리

R
RADIUS

원격 인증 다이얼 인 사용자 서비스

RAS

등록 허용 상태

RBAC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RCC

원격 통화 제어

RCP

원격 복사 프로토콜

RDNIS

재전송된 전화 건 번호 정보 서비스

REST

대표 상태 전송

RF

무선 주파수

RFC

설명 요청

RHS

오른쪽

RIM

Research In Motion

RIP

라우팅 정보 프로토콜

RIS

실시간 정보 서버

RMA

원격 모바일 액세스

RMTP

신뢰할 수 있는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RoST

SIP 트렁크를 통한 RSVP

RSNA

예약 없는 단일 번호 액세스

RSP

경로 / 스위치 프로세서

RSSI

상대 신호 강도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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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TP

고속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RSVP

리소스 예약 프로토콜

RTCP

실시간 전송 제어 프로토콜

RTMP

실시간 메시징 프로토콜

RTMT

Cisco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RTP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RTSP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

RTT

왕복 시간

S
S1, S2, S3, S4

서비스 요청의 심각도 수준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F

서비스 광고 프레임 워크

SAML

보안 단정 마크업 언어

SAN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SBC

세션 경계 컨트롤러

SCCP

스키니 클라이언트 제어 프로토콜

SCSI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SDI

시스템 진단 인터페이스

SDK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L

신호 분산 계층

SDP

세션 설명 프로토콜

SE

Cisco 시스템 엔지니어

SF

슈퍼 프레임

SFTP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

SI

표준 이미지

SIMPLE

인스턴트 메시징 및 프레즌스 활용 확장용 SIP

SIP

세션 개시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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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Symbian 설치 시스템

SIW

서비스 연동

SLA

서비스 수준 계약

SLA VO

IP 서비스 수준 계약 비디오 작업

SLB

서버 로드 밸런싱

SLDAP

보안 LDAP

SMA

분할된 회의 액세스

SMDI

단순화된 메시지 데스크 인터페이스

SME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ession Management Edition

SMS

단문 메시지 서비스

SMTP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

SNMP

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SOAP

단순 개체 액세스 프로토콜

SPA

공유 포트 어댑터

SPAN

스위치 포트 분석기

SQL

구조적 쿼리 언어

SRE

Cisco Services−Ready Engine

SRND

솔루션 참조 네트워크 설계

SRST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SRSV

Survivable Remote Site Voicemail

SRTP

보안 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SRV

서버

SS7

Signaling System 7

SSID

서비스 집합 식별자

SSL

보안 소켓 레이어

SSO

SSO(Single Sign−On)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STUN

NAT 를 위한 세션 탐색 유틸리티

SUP1

Cisco Supervisor Eng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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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2

Cisco Supervisor Engine 2

SUP2+

Cisco Supervisor Engine 2+

SUP3

Cisco Supervisor Engine 3

T
TAC

Cisco 기술 지원 센터

TAPI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TCD

텔레포니 통화 발송자

TCER

총 문자 오류율

TCL

도구 명령 언어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

TCS

터미널 기능 집합

TDD

청각 장애인용 전화 장치

TDM

시분할 다중 통신

TEHO

Tail−End Hop−Off

TFTP

간이 파일 전송 프로토콜

TIP

텔레프레즌스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TKIP

임시 키 무결성 프로토콜

TLS

전송 레이어 보안

TMS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ToD

시간

ToS

서비스의 유형

TPC

전송 전력 제어

TRaP

전화 녹음 및 재생

TRC

테스트된 참조 구성

TRP

신뢰할 수 있는 릴레이 포인트

TSP

원격 회의 서비스 공급업체

TTL

활성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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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텍스트 음성 변환

TTY

터미널 텔레타이프

TUI

텔레포니 사용자 인터페이스

TURN

릴레이를 사용한 NAT 주변 탐색

U
UAC

사용자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UAS

사용자 에이전트 서버

UCCN

통합 클라이언트 변경 알림 프로그램

UCS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UDC

범용 데이터 커넥터

UDLD

단방향 링크 감지

UD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TL

번호 없는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전송 레이어

UDS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UMTS

범용 모바일 전기 통신 시스템

UN

요청하지 않은 SIP 알림

UNC

범용 명명 규칙

UP

사용자 우선 순위

UPS

무중단 전원 공급 장치

URI

통합 리소스 식별자

USB

범용 직렬 버스

UTIM

Cisco Unity Telephony Integration Manager

UTP

비차폐 연선

UUIE

사용자 대 사용자 정보 요소

V
V3PN

Cisco Voice and Video Enabled Virtual Privat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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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

음성 활동 감지

VAF

음성 적응형 단편화

VATS

음성 적응형 트래픽 쉐이핑

VCS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VDS

VMware vSphere Distributed Switch

VIC

음성 인터페이스 카드

VLAN

가상 로컬 영역 네트워크

VMO

Cisco ViewMail for Outlook

VoIP

VoIP(Voice over IP)

VoPSTN

PSTN 을 통한 음성

VoWLAN

WLAN( 무선 LAN) 을 통한 음성

VPIM

인터넷 메일을 위한 음성 프로필 프로토콜

VPN

가상 사설망

VRRP

가상 라우터 중복 프로토콜

VUI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VVB

시스코 가상화된 음성 브라우저

VWIC

Voice/WAN 인터페이스 카드

VXC

Cisco Virtualization Experience Client

VXI

Cisco Virtualization Experience Infrastructure

VXME

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W
WAN

광역 네트워크

WebDAV

웹 기반 분산 저작 및 버전 관리

WEP

유선 동등 프라이버시

WFQ

가중 공정 대기열 처리

WINS

Windows 인터넷 명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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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WLC

무선 LAN 컨트롤러

WLSM

Cisco Wireless LAN Services Module

WMM

Wi−Fi 멀티미디어

WMM TSPEC

Wi−Fi 멀티미디어 트래픽 사양

WPA

Wi−Fi 보호 액세스

X
XCP

확장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XML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

XMPP

확장 가능한 메시징 및 프레즌스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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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통화용 인터페이스 유형
존재의 구성 요소들

20-3

통합된 CM 데이타베이스의 동기화
통합된 CM 으로 이전

26-1

16-31

A
AA

19-22

AA( 무인 자동 교환 시스템 )

Symbols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

14-74

14-57

영상 통화
AC

15-1

2 단계 전화걸기

3900 시리즈 SIP 전화기

5-11

ACL

18-42

AD

8-5

4-32

8-9

AD(Active Directory)

7900 시리즈 전화기

8-8

ADAM

7921G 무선 IP 전화기

8-33

7926G 무선 IP 전화기

8-33

3-4

802.1X 인증

4-12

802.3af PoE

3-12

911 테스트 통화
911 통화

AFT
14-20

15-26

AFT(ALI 서식 지정 도구 )
AHT
ALI

8800 시리즈 전화기
9.@ 경로 패턴

16-22

8-9, 8-15

14-27
15-19

14-69

15-26

25-5

AHT( 평균 대기 시간 )

3-4, 3-7

16-12, 16-31

AD LDS(Active Directory Lightweight Directory
Services) 16-22

8-33

7940_7960_OTHER 다이얼 규칙
802.1w

16-12, 16-31

AD LDS

8-33

7925G 무선 IP 전화기

16-10, 16-15, 16-20, 16-26

ADAM(Active Directory Application Mode)

14-20

7925G−EX 무선 IP 전화기

4-32

16-10, 16-15, 16-20, 16-26

7800 시리즈 전화기

7905_7912 다이얼 규칙

18-42, 25-28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8-10

14-69, 14-78

5-35

AC(Attendant Console)

21-62, 21-64

3500 시리즈 비디오 게이트웨이

802.1s

19-7

다이얼 플랜 고려 사항

Numerics

508 적합성

14-69, 14-78

AAR(Automated Alternate Routing)
Cisco Unity 사용

119 통화

19-22

AAR

+E.164 번호 지정 플랜
+ 전화걸기

15-6

25-5

15-3, 15-6, 15-26

ALI ( 자동 위치 식별 )

15-3

ALI( 자동 위치 식별 )

15-6, 15-26

Analysis Manager
Android
ANI

27-24

8-37, 21-74, 21-88, 21-93

15-2, 15-6, 15-8, 15-13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2017 년 2 월 7 일 수요일

IN-1

??

ANI (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자동 번호 식별
) 15-2
ANI( 자동 번호 식별 )
AnyConnect

15-6, 15-8, 15-13

AnyConnect VPN
AP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3-70, 4-11

4-33, 4-39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ASR

4-33, 4-39

11-26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Assistant Console
ATM

11-5, 23-5

BPDU( 브리지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

3-6

Bring Your Own Device(BYOD) 인프라

21-86

BTN

15-7

BTN( 청구 대상 번호 )
bump in the wire

4-36

Business Edition

9-2, 9-20, 9-21, 9-22, 9-24, 21-72, 25-49, 25-52

21-86
10-56, 10-58

3-44, 10-15, 10-24

ATM( 비동기 전송 모드 )
AXL

C

3-44, 10-15, 10-24

27-6

AXL(Administrative XML Layer)

CAC( 통화 허용 제어 참조 )

27-6

Call Service Aware

21-40

Call Service Connect

B

CAM

BackboneFast
BDI

15-7

B 시리즈 블레이드 서버

18-32

20-16

3-6

BYOD

11-26

25-5

20-16

BPDU

3-70, 4-11

ASA

BIB( 내장 브리지 )

BLF( 통화 중 램프 필드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18-20, 18-21

10-49, 25-5, 25-22, 25-50

25-5

11-5, 23-5

BLF

8-37, 21-97

architecture

ARP

BHCC
BIB

3-60, 3-61, 3-70, 8-33, 15-10

8-41, 21-97

Apple iOS

11-30

10-49, 25-5, 25-22, 25-50

BHCC( 최번시 통화 완료 수 )

3-60, 3-61, 3-70, 8-33, 15-10

APNs

BGP(Border Gateway Protocol)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수 )

8-38

21-101

AP( 액세스 포인트 )

11-30

BHCA

21-107

AnyConnect Secure Mobility 클라이언트

BGP

21-40

4-7

CAM(Content−addressable memory)

3-6

CAMA

8-32, 8-40

BDI( 기본 디렉터리 통합 )

4-7

15-8

CAMA(Centralized Automatic Message
Accounting) 15-8

8-32, 8-40

BE4000

9-2, 9-24, 25-49

CAPWAP

BE6000

9-2, 9-21, 25-49

BE7000

9-2, 9-21, 25-49

CAPWAP(Control And Provisioning of Wireless Access
Points) 3-61

bearer−caps 명령
Best−Effort 대역폭
BFD

CAPWP

5-15

Best Effort Early Offer

3-61

프로토콜

6-22, 6-24, 7-10

CAR

3-35

3-61

10-46

CAR(CDR Analysis and Reporting) 데이터베이스

11-30

프로토콜

CA 서명 인증서

11-30

BFD(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

11-30

CCA

10-46

4-17

3-7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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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Cloud Connected Audio)
CCA( 클리어 채널 평가 )
CCD
CDI

8-32, 8-40, 21-90

CDP

4-5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플랫폼

10-59

Cisco Unified Analysis Manager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DP(Cisco Discovery Protocol)

Unified CM 과의 상호 운용성

14-69, 15-9, 15-17

설계 고려 사항

14-70

용량 계획

14-70

CIR( 인정 정보 속도 )

9-26

9-24, 25-49

Cisco Business Edition

21-101
9-2, 9-20, 9-21, 9-24, 21-72, 25-49, 25-52

Cisco EnergyWise 기술
Cisco Expressway

Cisco IP 전화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7-16, 25-28

Cisco Unified IC(Unified Intelligence Center)
Cisco Unified MeetingPlace

8-11

Cisco Jabber

8-23, 20-7, 21-88, 21-93

Cisco Unified Mobility

Cisco LEAP

8-34

Cisco Unified Reporting
11-7

Cisco Unity

27-1

25-48

Cisco Prime Collaboration 분석

25-48

Cisco Prime Unified PM(Provisioning Manager)
Cisco Prime Unified SM(Unified Service Monitor)
Cisco Spark

7-9

10-21

19-6, 19-17, 19-34

Cisco Unity Personal Assistant

19-4

Cisco Unity 를 사용한 기본 트랜스코딩
27-13
27-7

19-33

Cisco UTIM(Unity Telephony Integration
Manager) 19-40, 19-42
Cisco WebEx Connect

25-20

Cisco WebEx Meetings Server

8-27, 8-37

Cisco Spark 회의실 시리즈

27-25

19-1, 19-6, 19-19

Cisco Unity Connection

25-48

Cisco Prime Collaboration 보증

Cisco Proprietary RTP

21-1, 21-46, 21-105, 25-21, 25-52

Cisco Unified WIM(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22-9

27-9

18-47

Cisco Prime Collaboration

25-44, 25-45

Cisco Unified SRST Manager

21-93

Cisco NAM(Network Analysis Module)
Cisco Paging Server

22-8

Cisco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Manager 10-21

21-88, 21-93

Cisco Mobile iPhone

22-4

Cisco Unified EIM(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22-9

7-15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Cisco Meeting Server

22-1

Cisco Unified CVP(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20-18, 25-33

Cisco IOS 소프트웨어 MTP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Unified CCE) 22-3

3-12

21-29, 25-37

Cisco IM and Presence

27-1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RTMT(Real−Time Monitoring Tool) 27-24

3-50

Cisco AnyConnect VPN

Cisco Prime

9-33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ment Suite

3-50

Cisco Mobile

4-40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14-69, 15-9, 15-17

CFUR(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
CIR

27-24

Cisco Unified CCX(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22-6

10-46, 25-15, 27-8

CER(Cisco Emergency Responder)
CFUR

10-55

Cisco Unified CCMP(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22-8

4-5

10-46, 25-15, 27-8

CDR(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
CER

8-27, 25-21

Cisco UC Integration for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25-21

3-70

10-59

CCD( 통화 제어 검색 )

CDR

Cisco UC Integration for Microsoft Lync

11-30

CLEC

11-39

15-6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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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C( 경쟁 지역 교환 통신업체 )
CLID

CUE(Cisco Unity Express)

15-6

CVTQ

14-28

CLID( 발신 회선 ID)
CMC

C 시리즈 랙마운트 서버

14-29

CMR

CMR(Collaboration Meeting Room)
CMR( 통화 관리 레코드 )

DAI

10-46, 25-15, 27-8

Delayed Offer

11-47

DFS

16-4

COM( 구성 요소 개체 모델 )

3-67
3-67

DHCP
Option 150

22-10

3-24

고갈 공격

26-9

COP(Cisco 옵션 패키지 )
CoS

4-10, 4-11

6-19, 7-9

DFS( 동적 주파수 선택 )

16-4

8-22

Context Service
COP

4-10, 4-11

DAI( 동적 ARP 검사 )

Communicator

10-58

D

11-47

CMR Hybrid
개인 미팅 룸

CoS(Class of Service)

4-10

바인딩 정보

26-9

3-4
3-4

서버

3-26

설명

3-23

4-10

CPL

5-25

스누핑

CPN

15-7

임대 시간

3-24

전개 옵션

3-25

프로토콜

3-23, 4-8, 4-10

CPN( 발신자 번호 )
911 통화
지역화
cps

15-7

3-23, 4-8,

4-10

CPS( 초당 통화 수 )
CPU 사용량

DHCP 기아 공격

25-5

보안

25-4

4-10

DHCP 스누핑

3-45, 3-47

cRTP(compressed Real−Time Transport Protocol)

3-45,

보안

4-8

DHCP 용

3-47

CTI

4-8, 4-10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14-62

25-5

cRTP

27-8

14-29

10-46, 11-33, 11-47, 25-15, 27-8

COM

27-8

CVTQ(Cisco 음성 전송 품질 )

14-28

CMC(Client Matter Code)

19-22

서버

9-7, 9-19, 9-26, 19-22, 25-23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19-22, 25-23

CTI−QBE

3-24
21-84, 21-94

15-7

DID(Direct Inward Dial)
DMVPN

9-26

15-7

3-34

DMVPN(Dynamic Multipoint VPN)

4-23

CTL(Certificate Trust List)
CUE

DHCP 임대 시간
DID

7-14

9-5, 9-7, 9-19

CTI 원격 장치
CTL

3-26

Dial via Office(DVO)
19-22

CTI 경로 포인트
CTI 관리자

9-7, 9-19, 9-26,

DMZ
4-23

19-22

4-43

DMZ( 비무장 지대 )
DNS

3-34

4-43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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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Domain Name System)
DSCP

ELIN( 비상 위치 식별 번호 )

3-22

EM( 내선 이동 )

3-4, 3-46, 3-72, 13-80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Unified CM Assistant 와 상호 작용

3-4, 3-46, 3-72,

13-80

다이얼 플랜

DSP 리소스
PVDM
DTIM

설명
7-30

EMCC

3-69
3-69

릴레이
변환

18-9, 18-18, 25-25

eMWI

7-12

DTPC

7-8

15-12, 15-13, 15-17

Erlang
E−SRST

21-84, 21-94
21-97
21-97

21-95

DVO−R(Dial via Office 리버스콜백 )
DX6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
D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

21-95

8-15
8-10

15-12, 15-13, 15-17

25-6

Erlang 차단 계수

3-70

DVO−F(Dial via Office 착신전환 )

8-13, 8-30, 8-36, 8-40, 8-42

ERL( 비상 대응 위치 )

5-3, 5-5, 7-8

DTPC( 동적 전송 전원 제어 )

DVO−R

ERL

25-6

8-19, 10-16, 10-19

E−SRST(Enhanced SRST)

8-19, 10-16

E−SRST(Enhanced SRST)

10-19

E−SRST(Enhanc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10-16
ESXi Hypervisor.
eToken

26-10

4-22

ettercap 바이러스

4-11

Exchange Web Services 일정 통합

E

Expressway

E.164
E911

Early Offer
ECC 변수
ECDSA

8-34

22-7
4-16

8-32, 8-40

ELCAC

F

6-19, 7-9

ECDSA(Elliptical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4-16

ELIN

8-16

15-1, 15-5

EAP( 확장 가능 인증 프로토콜 )

EDI

20-51

4-41, 13-84, 21-29, 21-99, 21-101, 25-37

E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

15-6, 15-7, 15-13, 19-37

19-38

3-12

Enhanced SRST

7-8

3-70

DVO−F

19-38

EnergyWise 기술

5-5, 7-13

DTMF( 복합 주파수 부호 )

14-69, 14-70, 15-9, 15-17

eMWI( 향상된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5-3

18-9, 18-18,

13-72

Emergency Responder

7-14

엔드포인트에서 지원하는 방법

DVO

18-7

EMCC

게이트웨이 능력

14-83

25-25

DTMF
SIP 게이트웨이

18-28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

DTIM( 배달 트래픽 표시기 메시지 )
H.323 게이트웨이

15-12, 15-13

13-40, 13-84
15-12, 15-13

FAC

14-28

FAC(Forced Authorization Code)
Fast Start
FCoE

14-28

7-13

10-56, 10-57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Finesse

22-6

FWSM

4-33, 4-39

10-5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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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SM( 방화벽 서비스 모듈 )
FXO

4-33, 4-39

I

15-8

FXO( 이종 교환국 )

I/O 모듈

15-8

10-57

IButton
ICCS

14-21
9-9, 10-45, 10-49

G

ICCS( 클러스터 간 통신 신호 처리 )

GARP

ICMP

4-11

GARP(Gratuitous Address Resolution Protocol)
GDPR
GeoDNS
GLBP

14-11, 14-46, 14-71

IdP(ID 공급자 )

16-33

4-39, 10-45

IDS(Informix Dynamic Server)

GLBP(Gateway Load Balancing Protocol)

3-9

IDS( 침입 탐지 시스템 )
ID 관리

26-7

GLO(Global Licensing Operations)

26-7

GSB( 전역 사이트 백업 )

InformaCast

11-26, 11-29

10-45

4-39

16-1, 16-33

IM and Presence
IM 푸시 알림

11-26, 11-29

20-1, 25-33

21-97
18-47

IOS 소프트웨어 MTP

7-15

IP/VC 3500 시리즈 비디오 게이트웨이

H

IP Communicator

H.245 신호

iPhone

7-8

H.245 영숫자

IPMA

7-8

Fast Start

IPSec

7-13

게이트웨이
보조 서비스

5-9

통화 헤어피닝

9-33

트렁크

보안
IPVMS

7-13

19-43

4-5
25-28

IP 우선 순위

3-9, 10-24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

10-15, 10-24

IP Voice Media Streaming Application

3-9, 10-24

프로토콜

10-15, 10-24

Unified PM(Cisco Unified Provisioning
Manager) 27-17

6-3

부가 서비스

18-19

Cisco Unity Connection 사용

H.323 엔드포인트에 대한

HTTPS

18-19

IPv6

7-13

통화 유지 향상

HSRP

8-37, 21-74, 21-88, 21-93

IPSec(IP Security) 프로토콜

5-3

5-11

8-22

IPMA(IP Manager Assistant)

H.323

5-11

16-33

IDS

5-27

3-9

GLO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dP

14-11, 14-46, 14-71

GDPR( 전역 다이얼 플랜 복제 )

GSB

4-11

9-9, 10-45, 10-49

5-11

3-9, 10-24

19-30

3-4, 3-46

IP 음성 기능 세트
IP 전화기

7-3, 7-15, 7-16, 25-28

9-33

8-8

IP 전화기 설정

4-28

IP 전화기의 PC 포트
IP 전화기의 웹 액세스
IP 전화 서비스

4-26
4-27

18-2,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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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및 보안

LAN 인프라

4-4

IP 폰 위의

LBM

포트
ISDN
ITL

LBM 허브

10-16, 10-17

LBR

5-3

13-41, 13-48

13-41, 13-51

7-36

LBR( 낮은 비트 레이트 ) 코덱

4-23

ITL(Initial Trust List)
IVR

13-41, 13-48

LBM( 위치 대역폭 관리자 )

4-26

ISDN 링크

3-4

LCR

4-23

5-37

LCR( 최저 비용 라우팅 )

10-12

IVR( 대화식 음성 응답 )

LDAP

10-12

IX5000 시리즈 몰입형 비디오 시스템

5-37

8-26, 8-27, 9-9, 16-1, 16-32, 20-9, 25-31

프로토콜

8-18

7-36

9-9, 16-1, 25-31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9-9, 16-1,

16-32, 25-31

J

LDAP 디렉터리 필터링 문자열

Jabber

LDAP 에 대한 UDS 프록시

Android 및 Apple iOS 용

8-37, 21-88

Cisco Unified Mobility 와 상호 작용
DVO(Dial Via Office)
WLAN 고려 사항
데스크톱 비디오

21-94

16-32

15-7

LDN( 기재된 디렉터리 번호 )
LEAP
LEC

15-7

8-34
15-2, 15-4, 15-15

LEC (Local Exchange Carrier, 지역 교환 통신업체
) 15-2

8-15
8-22, 8-23, 20-7, 25-17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캐시
클라이언트

21-105

21-93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배포 모델

LDN

16-31

8-27

LEC( 지역 교환 통신업체 )
LFI

20-10

15-4, 15-15

3-45, 3-47, 3-48

LFI( 링크 단편화 및 인터리빙 )

25-18

Lightweight Directory Services

3-45, 3-47, 3-48
16-22

통화 핸드오프

21-91

Jabber 서비스 검색

Live Communications Server 2005

21-89

LLQ

JID

20-3

JID(Jabber Identifier)
JTAPI

3-45, 3-46

LLQ( 짧은 대기 시간 대기열 처리 )
20-3

LMHOSTS 파일

9-19

20-61

LWAPP

3-45, 3-46

3-22

3-61

프로토콜

3-61

LWAPP(Lightweight Access Point Protocol)

K

Lync
KPML

3-61

8-27

7-8, 14-16, 14-18

KPML(Key Press Markup Language)

7-8, 14-16, 14-18

M
MAC CAM 범람

L

보안

LAN 용
QoS

4-7

MAC 주소
3-14

MDM

4-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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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treaming Application
MFT

MSAG

20-43

MFT( 관리되는 파일 전송 )
MGCP

MRM(Media Resource Manager)

7-3, 7-15, 7-16, 25-28

MTLS

5-3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Microsoft AD(Active Directory)

소프트웨어 리소스
유형

Microsoft ADAM(Active Directory Application
Mode) 16-12, 16-31
Microsoft Lync

20-61

20-61

Microsoft VMO(ViewMail for Outlook)

19-4

3-4

3-45

7-16

MLPP(Multilevel Precedence Preemption)

7-16

7-17, 10-53, 25-30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MOS

MPLS 클라우드
22-6

3-32, 3-44, 10-15,

19-22

M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

8-16

N
NAM

27-9

NAT
NENA

27-9

4-37
15-12, 15-26

Nexus 1000V 스위치

15-12, 15-26

3-19

14-79
14-79

5-6, 7-8

NTE(Named Telephony Event)

5-6, 7-8

5-33

NTLP( 네트워크 전송 손실 플랜 )

5-33

3-31

NTP(Network Time Protocol)

22-6

3-31

7-34
7-34

O

7-34

MRGL( 미디어 리소스 그룹 목록 )
MRM

7-14

19-22

MWI( 메시지 대기 중 표시기 )

NTP

MRG( 미디어 자원 그룹 )
MRGL

7-15

NTLP

13-74

MRD( 미디어 라우팅 도메인 )
MRG

유형

NTE

10-24

MRD

7-7

NPA( 번호 지정 플랜 영역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16-50

설명

NPA
27-7

3-32, 3-44, 10-15, 10-24

MRA

7-15

NENA( 국가 비상 번호 협회 )
7-17, 10-53, 25-30

27-7

MOS(Mean Opinion Score)
MPLS

하드웨어 리소스

NAM(Network Analysis Module)

15-2

MLTS (Multi−Line Telephone System, 다중회선 전화 시
스템 ) 15-2
MoH

7-14

3-45

MLP(Multilink Point−to−Point Protocol)

MLTS

3-4

3-45

프로토콜
MLPP

컨퍼런스 브리지

MWI

MISTP(Multiple Instance Spanning Tree Protocol)
MLP

7-15

컨퍼런스 브리지

3-4

프로토콜

7-15

MTP(Media Termination Point)

8-27, 25-21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MISTP

4-20

MTP

5-3

16-10, 16-15, 16-20, 16-26

Microsoft Communications Server

15-3

MSAG (Master Street Address Guide, 마스터 도로 주소
안내 ) 15-3

20-43

5-3

프로토콜

7-2

7-34

7-2

OAuth 2.0

8-32, 8-41, 16-44, 21-99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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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M
Option 150
OSPF

원격 사이트에 액세스

20-4

트레픽 패턴

3-23, 3-24

4-35

OVA(Open Virtualization Archives)
OVA 템플릿

25-39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 전화망
) 15-2

4-35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10-15, 10-24

9-25

9-25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상의 음성
전개 모델

10-22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P
3-11

자동 대체 라우팅 (AAR)

22-10

ping 유틸리티
PIX

10-22

PSTN 상의 음성을 위한
10-46

AAR

4-33, 4-39

PVDM

PIX(Private Internet Exchange)
PKI

10-22

PSTN 상의 음성

passive−interface 명령
PII

10-15, 10-24,

14-78

10-22
7-30

4-33, 4-39

4-14

PKI( 공개 키 인프라 )
POD
PoE

Q

4-14

22-10

QBE

3-12, 8-12

QBE(Quick Buffer Encoding)

PoE(Power over Ethernet)
PortFast
POTS

3-12, 8-12

QBSS

3-6

3-70, 3-74

QoS
15-8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15-7

Unified CM Assistant

PRI(Primary Rate Interface)
Prime Collaboration

9-27, 19-22

3-70, 3-74

QBSS(QoS Basic Service Set)

15-8

POTS( 기존 전화 서비스 )
PRI

9-27, 19-22

15-7

무선 LAN

25-48, 27-2

Prime Collaboration Analytics

25-48, 27-12

비디오

18-32

3-72

13-77

QoS( 서비스 품질 )

Prime Collaboration 배포

26-3

Prime Collaboration 보증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25-48

LAN

Prime 준수

27-1

progress_ind alert enable 8 명령
PS(Private Switch) ALI
PSAP

15-4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공공 안전 응답 지
점 ) 15-2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15-13, 15-20

PSTN

대상 번호

14-78

3-32, 3-36

모바일 엔드포인트
무선 LAN

10-22

21-78

3-72

무선 엔드포인트
비디오

7-41

8-39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

보안

15-2

VoPSTN(voice over the PSTN)

18-32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15-2, 15-13, 15-20

911 통화

WAN

3-19

3-14

Unified CM Assistant
15-16

3-19

8-35

4-31
8-22, 13-77

비디오 엔드포인트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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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기

RTP

8-12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아날로그 엔드포인트

10-24

프로토콜

8-29

10-24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8-8

RTT

10-46, 10-49

RTT( 왕복 시간 )

R
RBAC

27-4

RBAC(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
RBOC

S
SaaS

RBOC(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

15-4

RCC( 원격 통화 제어 )

SaaS(Software as a Service)
아키텍쳐

20-18, 20-61

프로토콜

아키텍처

4-11

RCP(Remote Copy Protocol)

10-59

SAML

4-11

10-59

16-33, 16-35, 16-36, 20-7, 20-40, 21-103, 25-20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19-7

RDNIS(Redirected Dialed Number Information
Service) 19-7

16-35, 16-36, 20-40, 21-103, 25-20

Remote Expert 솔루션

SAN

REST

22-22

20-54

RF( 무선 주파수 )
RFC 2833

8-33

5-6, 7-8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4-35

Rivest, Shamir, 및 Adelman(RSA)

4-16

RMON

27-9

4-16

RSTP

음악 보류 (MoH)

7-23

14-15

폰에 사용자 입력

14-15

16-4

SEC 255

8-5

SEC 508

8-5

SEC 508 준수

3-4, 3-7

프로토콜

3-4, 3-7

RSVP

SELinux

16-4

8-5

Secure Mobility 클라이언트

3-4, 3-7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

8-38

4-42

SELinux(Security Enhanced Linux)

WAN 인프라
프로토콜

delayed offer

3-33
3-33

early offer
SIMPLE

16-3, 27-24

RTMT(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

4-42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3-33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RTMT

5-3

SDK(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

RMON( 원격 모니터링 )
RSA

10-58

7-9

게이트 웨이 지원

SDK

27-9

16-48

SCCP

폰

4-35

16-33,

10-58

DTMF 시그널링

8-33

RIP

SAML 베어러 어설션 권한 부여 흐름
SAN( 저장소 영역 네트워크 )

20-54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F

11-25

SAF(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4-11

RDNIS

11-25

SAF

20-18, 20-61

RCP

10-46, 10-49

27-4

15-4

RCC

10-24

7-9

7-9

20-18

16-3

Cisco Collaboration System 11.x SRND

IN-10

2017 년 2 월 7 일 수요일

??

SIMPLE(SIP for Instant Messaging and Presence
Leveraging Extensions) 20-18

SNMP

Singlewire InformaCast

SNR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18-47

SIP
7-9

sn 특성

7-9

MTP 요구 사항

SOAP
7-11

Unified CM 및 Unified CME 의 상호 운용성
게이트 웨이 지원
경로 패턴

21-45, 21-48

16-10
20-19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9-37

5-6

SocialMiner
SPAN

14-29
14-20

라우팅 요청

14-48

음악 보류 (MoH)

Spark

23-2, 23-3
23-2, 23-3

8-27, 8-37, 21-78, 21-106

Spark 회의실 시리즈
7-26

20-19

22-6

SPAN(Switched Port Analyzer)

다이얼 규칙

15-9

21-45, 21-48

SNR( 단일 전화번호 연결 )

delayed offer
Early Offer

15-9

8-17

SRST

타입 −A 폰

14-16

4-25, 7-44, 8-13, 8-19, 8-30, 8-36, 8-40, 8-42, 9-15, 10-15,
10-16, 10-19, 15-5

타입 −B 폰

14-18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통화 표시 장치
트렁크
폰

4-25, 7-44, 8-13,
8-19, 8-30, 8-36, 8-40, 8-42, 9-15, 10-15, 10-16, 10-19, 15-5

7-16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Manager 10-21

6-3, 6-5, 6-6, 15-7

8-43, 14-16, 14-18

프레젠스

SRST 관리자

20-14

SRSV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다이얼 규칙
알림 장치

19-7

SRSV(Survivable Remote Site Voicemail)
7-26

Unified CM 및 Unified CME 의 상호 운용성
게이트웨이 지원

10-21

SRTP
9-37

5-6

3-52, 4-29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SRTP(Sequenced Routing Update Protocol)

14-20

SSID

7-16

SSID(Service Set Identifier)

트렁크

SSM

6-3, 6-5, 6-6, 15-7

SSM(Smart Software Manager)
SSO
6-6

SIW

SSO(Single Sign−On)

3-44, 10-15, 10-24

Smart Software Licensing

27-21

10-24, 10-26, 13-81, 25-12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10-24, 10-26, 13-81

4-42, 11-51, 16-33, 16-35, 20-7, 20-64,

STP

16-1, 20-4, 20-40, 25-20

3-6

STP(Spanning Tree Protocol)

3-6

SUBSCRIBE 발신 검색 공간

20-17

Sun ONE 디렉터리 서버

16-10, 16-16

SX 시리즈 비디오 엔드포인트

19-28

프로토콜

11-51, 16-1, 16-33, 16-35, 20-4, 20-7, 20-40, 20-64, 21-103,

SSO(Single Sign On)

3-44, 10-15, 10-24

SMTP

26-9, 27-21

21-103

6-6

SIW( 서비스 상호 연동 )
SME

26-9, 27-21

25-20

SIP 트렁크가있는
MTP

3-52

3-67, 3-70

8-43, 14-16, 14-18

미디어 종단 지점 (MTP)

4-29

3-67, 3-70

전화기

SIP 트렁크가 있는

19-7

8-17

19-28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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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Telephony Service Provider) 오디오

T

TSP 오디오

TAPI

TUI

9-19

TEHO

TEHO(Tail End Hop Off)

14-70

TelePresence
QoS( 서비스 품질 )
상호 운용성
엔드포인트

Type−A 전화기

14-16

Type−B 전화기

14-18

8-20, 13-77

UCS

5-3

3-24, 3-27, 4-24, 9-5, 9-18

QoS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3-24, 3-27, 4-24, 9-5,

4-20, 4-29

TLS(Transport Layer Security)
TMS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가상 서버

10-55

고가용성

9-19

QoS

27-18

고가용성
UDLD

10-55

9-19

3-6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UDP

11-50, 27-20

3-19

가상화된 서버

11-50, 16-33, 27-18

TMSBA(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Booking API) 27-18
TMSPE

3-19

UCS(Unified Computing System)
4-20, 4-29

11-50, 16-33, 27-18

TMSBA

프로토콜

10-24

UDS

TMSXE

UDS(User Data Service)

11-50, 27-18

TMSX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Microsoft Exchange) 11-50, 27-18
27-18

TMSXN(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IBM Lotus Notes) 27-18
ToD

14-90

ToD(Time−of−Day) 라우팅
tokenless
TPC

UN( 요청하지 않은 SIP 알림 )
Unified C ontact C enter
Unified Analysis Manager
Unified Border Element

19-4

Unified CCX
19-4

27-24
4-40

22-3
22-3

22-8

3-17, 7-15

22-6

Unified CM
9-4, 10-55

강화 플랫폼
그룹

3-17, 7-15

22-6

Unified CCX(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9-4, 10-55

TRP(Trusted Relay Point)

5-6

22-1

Unified CCMP(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22-8

3-67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
TRP

5-6

Unified CCMP

TRaP( 전화 녹음 및 재생 )

8-26, 16-6, 16-32, 20-8, 21-91

Unified CCE(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4-22

TPC( 전송 전원 제어 )

TRC

8-26, 16-6, 16-32, 20-8, 21-91

Unified CCE

14-90

3-67

TRaP

UN

3-6

3-47, 10-24

TMSPE(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Provisioning
Extension) 11-50, 27-20

TMSXN

19-4

U

4-28, 8-16, 8-17, 8-18

9-18

TLS

19-4

8-22, 13-77

TelePresence ISDN 링크
TFTP

11-54

TUI( 전화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

14-70

11-54

4-21

10-48, 10-54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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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계획

UPS

25-13

크기 조정 도구

UPS( 무중단 전원 공급 장치 )

9-21

프레즌스

20-14

혼합 모드

4-22

3-12

URI 전화걸기
UTIM

Unified CM Assistant

3-12

14-23, 14-48, 14-49, 14-51

19-40, 19-42

UTIM(Unity Telephony Integration Manager)

18-19, 25-27

19-40, 19-42

Unified CM Assistant(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18-19

V

Unified CME
Unified CM 과의 상호 운용성

9-33

V3PN

10-25

설계 고려 사항

V3PN(Voice and Video Enabled IPSec VPN)

9-26

VAD

용량 계획

9-24, 25-49

Unified CME(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분산 통화 처리
분산 통화 처리

10-25

설계 고려 사항

9-26

용량 계획

Unified CM 과 통합

9-24, 25-49

다이얼 계획

27-1

Unified MeetingPlace

16-33

텔레프레젠스 관리 스윗트 (TMS)

다이얼 플랜
VDS

22-8

27-18

14-52
16-33

23-3

VLAN 당 장비 수
10-16

비디오

3-4

4-5

액세스 제어 목록 (ACL)

22-9

Unified WIM(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22-9

음성

19-6, 19-17

4-5, 4-26

VLAN( 가상 LAN)
VLAN 간 라우팅

19-22

VMO

3-72

3-6

4-32

음성 및 데이터별에 대한 개별 VLAN

19-1, 19-6, 19-19

UP( 사용자 우선 순위 )

23-3

VLAN

27-25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3-72

27-18

14-73

VDS(vSphere Distributed Switch)

25-44, 25-45

21-1, 21-46, 21-67, 21-105, 25-21, 25-52

Unified Reporting

Unity Express

디렉토리 통합

디렉터리 통합

Unified IC(Unified Intelligence Center)

UplinkFast

22-9

22-8

Unity Connection

14-52

Unified CM 과 통합

Unified EIM(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Unity

14-73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22-4

22-9

Unified WIM

3-50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

22-4

Unified Mobility

3-50

VCS

Unified CVP(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Unified IC

3-48

VATS(Voice−Adaptive Traffic Shaping)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RTMT(Real−Time
Monitoring Tool) 27-24

Unified EIM

25-40

3-48

VATS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ment Suite

Unified CVP

VAD(Voice Activity Detection)
VAF

10-15, 10-24

25-40

VAF(Voice−Adaptive Fragmentation)

10-25

Unified CME(Unified CM Express)

UP

10-15, 10-24

분산 통화 처리

3-67

3-4, 3-67
8-19, 8-30

19-4

VMO(ViewMail for Outlook)
VMware

19-4

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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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rtp send−recv 명령
VoIP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15-16

로컬 장애 조치

3-52

VoIP(Voice over IP)
VoPSTN

문제 해결

3-52

설명

10-22

VoPSTN(voice over the PSTN)
VPIM

VPIM( 인터넷 메일용 음성 메일 )
VPN

VPN( 가상 사설망 )
VPN−less 액세스

WebDialer
WebEx

10-36

VVB
VXI

11-32

25-20
8-38, 21-106

WebEx Meetings Server

3-19

WebEx Messenger

11-39

20-62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25-13

WebEx 협업 클라우드

8-42

VXME(Virtualization Experience Media Engine)
VXML

8-26, 11-25, 20-10, 21-78

WebEx Meetings

3-9

22-12

VXME

18-38

WebEx Connect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8-42

WEP

11-33

11-26

8-34

WEP(Wired Equivalent Privacy)

21-59, 21-60

VXML(VoiceXML)

WINS

21-59, 21-60

10-47

18-34, 25-27

에 대한 대역폭

21-29

3-9

vSphere

20-29

WebDialer URL

10-15, 10-24

VPN 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원격 연결

10-53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문제 해결

19-28

4-30, 10-15, 10-24

VRRP

10-43

프레즌스

19-28

10-47

10-47

원격 장애 조치

10-22

7-47

8-34

3-26

WINS(Windows Internet Naming Service)
WLAN( 무선 LAN)

W

3-60, 8-38

WLAN 의 멀티캐스트 트래픽
WLAN 인프라

WAN
인프라

WLC

3-32

집계 라우터

WMM

3-3

프레젠스 클러스터링

3-73

CTI 애플리케이션
WAN 연결 옵션

3-74
3-74

9-28

10-15, 10-24

X

WAN 용

XCP 텍스트 회의 관리자

3-32, 3-36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Cisco Unity

3-73

WMM TSPEC(Wi−Fi 멀티미디어 트래픽 사양 )

WAN 상의 클러스터링

QoS

3-62, 3-71

WMM TSPEC

20-29

3-69

3-60, 8-38

WMM(Wi−Fi 멀티미디어 )

WAN 상의

3-26

XMPP 클라이언트

20-40

20-67, 25-21

19-14, 19-16

Cisco Unity 를 사용한 장애 조치
Cisco Unity 사용

19-19

WAN 고려 사항

10-44

고객지원센터

19-18

Z
가변 길이 망내 다이얼 플랜

21-22

22-15,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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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소프트웨어 스위치
가상 시스템

음성 XML

3-19

21-59, 21-60

음성 응용 프로그램

26-9

가상화

자동화된 대체 라우팅

Cisco Unity Connection
통화 처리

10-55, 26-9

통화 녹음

23-6

프로토콜

5-3

3-46

게인 설정

5-33

그룹

11-33

개인 비디오 엔드포인트
개인 식별 정보 (PII)

8-15

14-28, 14-30

그룹 장치

14-30

목록

14-29

선택

14-81

패턴

14-22, 14-26

게이트 웨이

필터

14-27

SIP

경로 패턴의 !

개인 인증 기관
게시자 서버

22-10

4-19

9-6, 10-45

5-6, 5-11

이중화

Business Edition 장치 용량

15-15

Cisco Unified Videoconferencing 3500 시리즈 비디
오 게이트웨이 5-11
Unified CM 에서 구성

5-14

5-15

로컬 장애 조치

보안

4-38

CTI 리소스 요구 사항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서버 용량

서비스 프리픽스

3-56, 3-58

5-11
5-35

Attendant Console
Business Edition

18-45
9-20

Cisco Mobility 클라이언트 및 장치
25-38

숫자 조작

CTI

5-34

IP 전화 서비스

유형

24-2

8-43

성능 계획

용량 계획

25-4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계층

?????

5-3

5-2, 8-6

연락 센타 크기
25-38

5-1

7-32

고가용성

비디오 텔레포니용

아날로그

25-24

고 가용성
15-15

4-39
15-15

25-50

25-4

메모리 사용량
10-53

모든 트렁크 사용 중
배치

CPU 사용량

대역폭

5-2

방화벽

14-27

계산 방정식

911 서비스

디지털

14-27

경로 패턴의 @

5-9

게이트웨이

기능

5-5

경로

8-34

개인 미팅 룸

25-41

핵심 기능 요구 사항

9-6

가중 공정 대기열 처리
개방 인증

22-12

5-35

15-15

추가 설명서

가상화된 음성 브라우저 (VVB)
가입자 서버

차단

19-31

9-3

가상화된 서버

선택

5-1, 8-6

25-39

21-107

9-30
18-5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UCS(Unified Computing System)
Unified CM

9-15

9-19

9-13

Unified CM Assistant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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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Dialer
WebEx

대역폭

18-39

공인 인증 기관

11-29

고객지원센터
내선 이동

3-58

공존 DHCP 서버

22-17

네트워크 서비스

용량 계획

3-4

관찰자 목록

9-12

단일 전화번호 연결
16-31

교환기 포트

무선 LAN

3-63

보안

배포 모델

10-5

9-12

2-4

게이트웨이 크기 조정

25-39

고객지원센터용

14-27

권한 부여 흐름

16-47

그라운드 기동

8-7

그림자 위치

22-18

긴급 서비스

고려할

긴급 통화

25-9

공동 실행형

20-3

15-1
8-7

내재적 권한 부여 흐름

3-26
7-31

공유
Unified CM Assistant 회선 모드

18-21

3-58, 15-20

공유 회선 출현 용

16-47

네트워크 관리

22-23, 27-1

네트워크 보류

7-19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정책

13-53

15-25

15-1

깜박임 시작

회선 표시

16-17

기본 비상 통화 라우팅

13-40, 13-84

9-13

13-55

기본 내선 번호

22-19

15-20, 15-22

25-38

기능 그룹 템플릿

22-18

고급 위치 기반 CAC

위치

15-19

게이트웨이

통화 허용 제어

MoH

구외 엔드포인트

Unified CM 중복성

22-12

QoS( 서비스 품질 )

DHCP

21-15

ER(Emergency Responder)

고객지원센터의

크기 요소

4-42

그룹

22-1

대역폭

9-33

장치 이동성
국제 통화

22-18

배포 모델

4-42

구성 요소

7-35

고객지원센터

설명

보안

로비 전화기 보안

9-12

하드웨어 플랫폼

QoS

17-2

Unified CME

10-16

협업 시스템

4-6

구성 예

10-7

트랜스코더

3-3

구성 사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가용성 계층

통화 처리

20-58

역할과 기능

7-36

디렉터리

음성 서비스

25-40

교환기

21-57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요구 사항

3-25

과부하

18-15

네트워크 연결

4-19

4-2

네트워크 서비스

3-22

네트워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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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WAN

기본 사항

3-4

로컬 경로 그룹

3-32

WLAN

WLAN( 무선 LAN) 을 통한 음성
네트워크 관리

역할

아키텍처

3-7

15-14

요소

21-80

전역화된 번호

3-4

3-3

14-55, 14-62

지역화된 통화 송신

14-62
14-60

요구 사항

3-1

지역화된 통화 수신

코어 계층

3-11

통화 권한

네트워크 인프라 내 역할
네트워크 주소 번역 (NAT)

다중 경로 왜곡

4-37

네트워크 트래픽 우선 순위 설정

14-13
3-68

다중 로컬 경로 그룹

3-4, 3-46

녹음

다중 서버 인증서

SPAN 방법
논리적 파티션

다중 채널 지원

22-9, 23-3

4-18

단계적 마이그레이션
단일 받은 편지함

15-1

비디오 통신 서버 (VCS)

배포 모델

14-52

19-4
7-36, 7-42, 10-10, 22-12, 27-26

단일 전화번호 연결 전화의 액세스 목록

21-20

성능 계획

25-22

단일 클러스터 배포

콜 라우팅

14-22

대기열 , 유니버셜
대기열 깊이

14-16, 14-18, 14-20, 21-64

다이얼 플랜
+ 전화걸기

20-26
22-6

3-59

Unified CM Assistant

14-1

14-70

18-28

가변 길이 온넷 전화걸기
14-27

7-44

대역폭

14-57

TEHO(Tail End Hop Off)

기능

21-56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플래시

CFUR( 등록되지 않은 통화 착신 전환 )

국제 통화

26-3

19-44

메시징 모델

설계 고려사항

16-22

단일 사이트

15-20

5-25

다이얼 규칙

19-21

다중 포리스트 LDAP 동기화

8-16

다이얼 계획
공유 회선 모양

20-6

22-9

다중 통합 CM 서버

14-59, 14-91

다목적 비디오 엔드포인트
911 통화

14-34

다중 장치 메시징 (MDM)

23-2

및 무성 모니터링

보호

14-41

다이얼 플랜 요소

3-3

21-64

14-13

이동성

3-9

8-31

14-3

애플리케이션 전화걸기 규칙

4-4

액세스 계층

14-57, 14-58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포인트

27-4

21-77

분산 계층

14-58

비상 통화 문자열

라우트된 액세스 계층
보안

변환

21-77

3-4

무선 LAN

14-56

발신자 설정통화

3-60

고 가용성

14-3

21-22

14-70

best−effort
Cisco Unity
고급 공식
관리

13-1

보장

3-34

사용률

3-35
19-32
3-58

3-51, 3-53,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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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

13-65

LDAP

일반 규칙

10-44

Unified CM Assistant

통화 제어 트래픽
프로비저닝

Unified CM 과 통합

3-56, 3-57, 3-59

통화 허용 제어 요구 사항

URI 전화걸기

13-45

검색

3-18, 3-34, 3-51

대역폭 계산용 고급 공식

16-1, 25-31

데스크 폰에서

동기화

통화 받기

14-23, 14-49

16-13

16-10, 16-28

아키텍처

21-49

16-7

8-27

검색 기준

3-58

18-33

16-7

데스크 폰용

액세스

16-4, 16-6, 21-90

QoS

필터링

16-28

8-12

데스크폰 제어 모드 ( 오디오에 데스크폰 사용 )
데이타 센타

8-25

디렉터리 URI

14-48

디렉터리 검색 기준

16-13

보안

4-37

디렉터리 동기화 및 인증 필터링

서버

3-11

디렉터리 번호 , 자동 생성됨

데이터베이스

복제

sn 속성

16-31

개요

25-14

16-10

16-1

고 가용성

9-9

데이터베이스 복잡성

보안

25-14

16-31

16-19

데이터베이스 복제

9-9

사용자 ID

데이터베이스 전파

9-9

사용자 인증

데이터 센터
보안

아키텍쳐

데이터 조각 (POD)

5-2
19-29

라우터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4-36

도메인 간 페더레이션

E911 용 선택적

20-35

역할과 기능

15-23, 15-24

독립 실행형 서버

지점

3-26, 7-31

독립 실행형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8-6

독립형
게이트웨이

15-5

3-3

7-44

라우트된 ASA 방화벽

4-35

라우트된 액세스 계층

3-7

ToD(Time−of−Day)

디렉터리

16-10

동적 ANI 인터페이스

4-32

라우팅

8-6

동기화

동적 메모리

16-7

디지털 신호 처리기 (DSP 리소스 참조 )

22-10

도로상의 범프

도메인 추적

16-10, 16-22

디지털 네트워킹

3-11

방화벽

16-10

디지털 게이트웨이

4-37

서버 팜

16-17

디렉토리

Unified CM 과 동기화
복잡성

16-28

15-13

VLAN 간

8-19, 8-30

발신 전화

5-34

발신 회선 ID

25-4

디렉터리

숫자 조작

IP 텔레포니 시스템과 통합

16-1, 16-3, 25-31

14-90

14-28

14-28

인바운드 통화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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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비용
통화

이중화

5-37

메시지용 결합 배포 모델

14-22, 21-79

프로토콜

19-17

메시징

3-11

레이어 2

3-4, 10-24

Cisco Unity

레이어 3

3-4

결합 배포 모델

로드 밸런싱
로밍

배포 모델

3-67

분산

21-17

로비 전화기 보안

19-4, 19-6, 19-14, 19-21

5-3, 5-38

모든 공유 회선 벨울림

3-6

모든 트렁크 사용 중

모바일 엔드포인트

18-35

리치 미디어 전화회의
링크 효율성

21-99, 21-101
16-50

8-37

모바일 엔드 포인트를 위한

11-1

QoS

3-50

8-39

모바일 연결

3-47

설명

마이그레이션
IP 텔레포니로

IVR VoiceXML 게이트웨이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

7-36, 7-43, 10-12, 22-12, 27-27

멀티사이트 배포 모델
7-37, 7-47, 10-23, 22-14, 27-28

7-26, 7-39, 7-40, 7-44

멀티캐스트 음성 메시지

7-18, 7-22, 7-23,

설명

21-64

21-45, 21-58, 21-71

아키텍처

메가 클러스터

9-23, 10-4, 25-32

메모리 사용량

25-4

중복성
18-47

21-59

21-59

21-66

액세스 번호
18-47

멀티캐스트 음성 메시지 보내기

19-17

기능

번호 차단

멀티캐스트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메세징

8-13, 8-20, 8-40, 21-105

모바일 음성 액세스

13-70

멀티 사이트 배포 모델

( 분산 통화 처리 )

21-45

모바일 음성 기능

26-1

고급 위치 기반 CAC 로

21-64

21-67

헤어피닝

21-60

모바일 음성 접근
고 가용성

21-67

아키텍쳐

21-66

모바일 장치용

메세징 시스템
의 구성 요소

15-15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MRA)

8-7

링크 과다 신청

21-69

모바일 및 원격 액세스

4-35

리디렉터 서블릿

이중화

19-17, 19-18

게이트웨이 지원

10-47

루팅 된 모드
루프 기동

19-2

모뎀

14-31, 14-56

로컬 장애 조치 배포 모델

방화벽

19-4, 19-10, 19-16

중앙 집중식

4-42

루트 가드

19-32
19-3

장애 조치

로컬 경로 그룹

19-13

시스템 구성 요소

4-42

로비 폰 사례
보안

19-1

대역폭 관리

3-30, 9-18

로밍 감도 설정

19-13

재버 (Jabber)
19-2

메세징을 위한

21-74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장치용
QoS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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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위한 간소화된 구성
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용자용 구성
간소화된 방법

보안

21-86

4-4

4-4

미디어 리소스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9-35
Cisco Unity

19-32

CUE(Cisco Unity Express)
LDAP 동기화
WAN 설계

19-45

10-12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음성 메시징

7-39

무계층 주소 지정

7-34, 7-35

고가용성

7-34, 7-35

보안

4-38

서버

9-7

설명

19-32

몰입형 비디오 엔드포인트

고 가용성

설계 지침

10-24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7-30

배포 모델

3-33

분산 통화 처리

PVDM

로컬 장애 조치

16-19

단일 사이트 배포

7-34

7-1

성능 계획

25-28

아키텍쳐

7-2

8-18

용량 계획

7-30

음성 품질

7-38

21-22

10-53

7-36

10-15

무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용량

IP 폰

8-33
8-33

IP 폰 7925G

8-33

IP 폰 7925G−EX
IP 폰 7926G
LAN

8-33

8-33

3-60

LAN 컨트롤러 (WLC)
액세스 포인트
엔드 포인트

서버

7-1

미디어 투명성

6-24

미팅 룸 , 개인

11-33, 11-47

발신 검색 공간
발신 권한

8-33

무선랜
3-60

무선 엔드 포인트를 위한
8-35

20-17
14-41, 14-42, 20-17, 21-67

21-71

발신자 ID 부분 일치
8-33

20-16

14-41

발신자 ID 변환

21-77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설문 조사

11-7

발신 검색 공간

3-63, 8-33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트 설문 조사

암호화

7-1

바로 호출 프레즌스

3-61

무선 LAN (WLAN) 상의

아키텍쳐

그룹

미팅 서버
3-62, 3-71

8-33

비디오

7-30

미디어 리소스용

IP 폰 7921G

QoS

물리적 보안
물리적 접근

모범 사례

폰

21-86

발신자 ID 일치

21-64, 21-65, 21-68

발신자 번호 지역화
발신 전화

5-34

발신 제한

14-41

방문 클러스터

21-65

14-62

18-14

방화벽

8-34

게이트웨이 주변

무선 장치 채널

3-67

무선 통신 간섭

설명

3-68

액세스 제어 목록

4-39

4-33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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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배포
투명 모드

보류

4-43

7-17, 7-19

보류 음악에 대한

4-36

배포 모델

QoS

Cisco Jabber

보류 음악 재방송

20-10

Cisco Unity Express
DHCP

7-41

보류자

19-22

7-22

7-18

보안

3-25

Session Management Edition
Unified CME

ACL( 액세스 제어 목록 )

10-26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9-35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7-47, 10-43, 19-19, 20-29,

22-15, 27-29

IPv6 어드레싱
QoS

4-31

10-55, 10-59

네트워크 관리

VPN 클라이언트

27-26

WebEx

7-36, 7-42, 10-10, 22-12, 27-26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계층

7-42

멀티사이트 ( 분산 통화 처리 )

7-37, 7-47, 10-23, 22-14,

27-28

멀티사이트 (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
10-12, 22-12, 27-27

메시지용 결합
미디어 리소스
사이트 기반
설명

4-33, 4-43

엔드 포인트

번호 차단

21-64

4-27
4-26

4-1, 4-2
4-25
4-40

4-2

클러스터 내 통신

9-10

4-3

보안 용

25-6

14-57, 14-58

4-25

4-4

보안 계층

번호 변환

암호화

4-19, 4-29

보안용

범용 회선 템플릿

QoS

16-17

4-31

보안 원격 엔터프라이즈 연결

16-55

베어러 기능 정보 요소 (bearer−caps)
베어러 트래픽

5-15

보장

발신 및 수신 번호
발신자 ID

21-71

14-24
14-74
26-3

14-57, 14-58

8-13, 8-19, 8-30, 8-38

보이스메일
통합된 메세징

3-52

변환

병렬 전환

방화벽

정책

20-35

버스트 트래픽

별칭 정규화

16-19

전화회의

10-10, 27-26

3-50

변환 패턴

디렉터리

전화기

배포 모델 ( 배포 모델 참조 )

범위

18-13

일반

10-6

페더레이션
버스트

내선 이동

인프라

7-36

10-1

캠퍼스

4-3

음성 VLAN

19-5

4-30

20-65

웹 액세스

19-13

메시징 및 통화 처리 결합

7-36, 7-43,

4-40

4-5

가상화된 서버
단일 사이트

4-32

19-1

27-4

보장된 대역폭

3-34

보조 서비스
게이트웨이

5-5, 5-6

설계 고려 사항
복원력

9-3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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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네트워크
분산 계층

비즈니스 간 통신

13-51

비폴백 모드

3-9

분산 메시징

분산 통화 처리

10-23, 10-25, 22-14, 27-28

분산 통화 처리용
SIP

사무실 전화기 당겨받기

입력 ( 전화기 )
최종 사용자

21-101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블레이드 서버

사용자 ID

18-47

비디오
QoS( 서비스 품질 )

26-11

4-5

고객 관리

대역폭 사용률

13-65

베어러 트래픽

3-55

7-19

사용자 인증

16-44

사이트 기반 설계

10-6

상호 TLS(MTLS)

4-20

16-54

13-65, 13-77

TFTP

9-19

9-6, 9-18

가입자

9-6

게시자

9-6, 10-45

트래픽 분류

3-16

공동 실행형 DHCP

트레픽 특징

25-7

공동 실행형 MoH
13-77

비디오를 사용한 고객 관리

22-22

8-18

비디오통화를 위한
AAR

다중 Unified CM 서버

19-21

4-41, 4-42

성능

9-21, 20-25

용량 계획
중복성

5-35

7-31

3-26, 7-31

보안

9-21, 25-14

20-21

비디오 회의

25-45

클러스터

비상 서비스

21-81, 25-36

페이징 서버

비상 통화

7-31

3-25

독립 실행형

8-22

비디오 엔드 포인트를 위한
QoS

공존

3-26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비디오를 위한
QoS

21-55

8-20, 9-33, 9-37, 13-77

CTI 관리자

8-14, 15-18

비디오 기본 상호 운용성

3-47, 10-24

서버

7-7, 8-20, 13-77

통화 허용 제어

사용자 보류

새로 고침 토큰

22-22

엔드포인트

16-7

16-10

상호 운용성

5-11

상호 운용성

14-15, 14-16, 14-18

사용자 제어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8-22, 13-77

Unified CM 으로 마이그레이션
게이트웨이

16-7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10-56

3-68, 8-13, 8-20, 8-35, 8-40, 21-71

VLAN

16-13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10-24

27-12

분할 터널링

21-49

디렉터리 검색 기준

10-24

블루투스

8-8

사용자

세션 개시 프로토콜 (SIP)
분석

7-44

사무실 전화기

19-4, 19-10, 19-16

10-37

9-5, 20-19
18-47

서블릿

14-69

비상 통화 라우팅

15-25

Redirector

18-35

비상 통화 문자열

15-14

WebDialer

18-34

비상 호출을 위한 위치 발견

15-9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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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화기
보조

용량 계획

18-2

세션 개시 프로토콜 (SIP)

5-5

성능 계획
접두사

25-14

5-35

클러스터 내
서비스 검색

9-5

아키텍쳐

5-11

타입 −A 폰

14-16

타입 −B 폰

14-18

소개

20-14

1-1

소프트웨어

10-59

전개 모델

게이트웨이

프레젠스

21-89

서비스 광고 프레임 워크 (SAF)
10-59

MTP 리소스

15-2, 15-5

미디어 리소스 용량

선택적 라우터
설계 기준

25-41

7-15

소프트웨어 eToken

10-6

설명된

7-30

4-22

소프트웨어 기반 엔드 포인트를 위한

DSP 리소스

QoS

7-4

8-29

MTP

7-7

소프트폰 모드 ( 컴퓨터 오디오 )

SAF

10-59

손상 (QoS 미사용 )

서비스 광고 프레임 워크 (SAF)

10-59

성능
Unified CM Assistant
WebDialer

18-26

게이트웨이 과부하
게이트웨이 조정
내선 이동
모델링
설계

14-24

숫자 조작

5-34, 14-24, 14-28

4-8

4-6

스위치 포트 검색

15-9

스캐빈저 클래스 트래픽

3-47

스키니 클라이언트 제어 프로토콜 (SCCP)

25-9

DTMF 시그널링

9-1

통화 처리 서버

9-21

성능 계획
LDAP 디렉토리 통합
XMPP 클라이언트
미디어 리소스

25-1

시스코 IM 및 프레젠스

25-33

크기 도구

25-2

성능 튜닝

14-15
14-15

16-1

방화벽

4-36

스텔스 방화벽

25-20

협업 클라이언트 및 응용 프로그램
25-9

7-23

스텔스 모드
4-36

스트림 재패킷화

25-10

25-43

음악 보류 (MoH)

스키마

25-28

시스코 WebEx 연결

5-3

폰에 사용자 입력

25-21

7-9

게이트 웨이 지원
폰

25-31

설계 및 전개 고려사항

성능 테스트

숫자 변환

포트 보안

25-41

25-3

성능 설계

14-48, 14-51

스위치

25-40

18-17

통화 레이트

회의

3-18

숫자 URI

스누핑

18-40

8-25

25-17

7-7

스파크 아이덴티티 서비스
스파크 통화 서비스

21-40

스파크 하이브리드 서비스
시간 동기화

21-35

21-35

3-32

시스코 WebEx 미팅 센타 화상 회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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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디렉토리 통합 (CDI)

통화 처리

8-32, 8-40, 21-90

시스코 스파크 캘랜더 서비스

트렁크

21-37

시스코 통합 연결을 위한
가장 좋은 실습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계층
프레젠스

19-3

신호 강도

보안

3-57, 3-58

알림

20-54

싱글 클러스터

4-8

3-70

알림 장치

7-16

암호화

20-26

신호 처리

아날로그

전화기

5-2, 8-6

독립 실행형 게이트웨이
엔드 포인트
연결 유형

4-8

악성 네트워크 확장

실시간 이벤트 모델

게이트웨이

4-8

네트워크 확장

25-4

신호 처리 암호화

18-42

IP Manager Assistant
IP 전화 서비스

8-6

아날로그 엔드 포인트를 위한
아키텍처
8-23, 20-7

Cisco UC Integration for Microsoft Lync

8-27, 25-21

Cisco WebEx Connect

18-2

18-34

내선 이동

18-7, 18-28

보안

4-41

설명

18-1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25-20

18-2
3-60

16-7
21-64

애플 푸시 알림 서비스 (APN)

8-41, 21-97

3-4

WebDialer

18-34, 18-37

내선 이동

액세스 번호

21-64

18-8

액세스 코드

14-79, 21-53

액세스 토큰

16-54

단일 전화번호 연결
미디어 리소스
배포 모델

21-57

7-2

액세스 포인트의 Limit Client Power 설정

10-4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계층
이동성 클라이언트 및 장치
통화 제어 및 라우팅

17-1

애플리케이션 전화걸기 규칙
액세스 레이어

18-19

21-1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계층

22-2

VVoWLAN(Voice and Video over WLAN)

WebDialer

휴대폰 사용자용

Cisco UC Integration for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 25-21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18-19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8-8

IP 전화 서비스

4-29

Attendant Console

8-7

Cisco Jabber

3-57, 3-58

애플리케이션

8-6

8-6

인터페이스 모듈
QoS

20-18

DHCP 서버

5-33

전개 모델

24-2

악성

19-7

시스템 메모리

2-1

아키텍쳐

19-32

시스코 통합의
AAR

6-2

협업 시스템

시스코 통합을 위한
전개 모델

9-2

3-70

어드레스
17-2
21-75

12-2

보안

4-5

에너지 보존

3-12

에이전트 데스크톱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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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 포인트

오디오용 데스크폰

고 가용성
보안

오디오 회의

8-43

오류율

4-25

부가 서비스
성능 계획

11-4

10-47

오버랩

7-13

리시빙

8-44, 25-16

소프트웨어

8-25

14-28

온 − 프레미스 배포 모델

8-22

아날로그 게이트웨이

올바른 경로 선택

8-6

엔드포인트

14-81

와일드카드 경로 패턴

SEC 508 적합성

왜곡

8-5

4-28, 8-16, 8-17, 8-18

외부 MoH 소스

7-22

개인 비디오

8-15

요금 사기 완화

5-25

요청하지 않은 알림

15-19

다목적 비디오
모바일

Business Edition

8-45

소프트웨어 기반
아키텍처

8-2

아키텍쳐

8-2

8-5

16-19

엔터프라이즈 기능 액세스

21-45, 21-51, 21-62, 21-64

엔터프라이즈 기능 접근

Cisco Prime Collaboration 분석

25-48
25-21

25-7

22-9

연락처 관리

8-26, 20-58

연락처 목록

20-58

연락처 소스

8-32, 8-40
20-31, 20-40, 20-48
7-40

IP 전화 서비스

18-6

MoH(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
Unified CM

21-68

25-44, 25-45

21-72, 25-21
25-40

18-40, 25-27

11-32

고객지원센터
고려할 요인
내선 이동
다이얼 플랜
도구

18-26, 25-27

9-21

VAD( 음성 활동 탐지 )
WebEX

7-31, 7-33, 25-30

25-13

Unified Mobility
WebDialer

20-66

9-29, 25-23

Unified MeetingPlace

21-82

연락 센타
연락처 공유

CTI 애플리케이션

Unified CM 서버

21-66

엔터프라이즈에서 통화 위치 지정

오디오 리소스

25-48

Unified CM Assistant

21-67

엔터프라이즈 발신자 ID

영구 채팅

Cisco Prime Collaboration 보증

Cisco WebEx Messenger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트레픽 패턴

25-48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9-24, 25-49

엔드포인트 기능 액세스 가능성

아키텍쳐

21-108

Cisco UCIntegration for Microsoft Lync

8-22

8-1

고 가용성

9-21, 9-22, 25-49

Cisco Prime Collaboration

8-14, 15-18

설계 고려 사항

18-47, 25-28

Cisco Mobility 클라이언트 및 장치

8-18

3-63, 8-33

비디오

유형

Attendant Console

16-4

8-37

몰입형 비디오
무선

7-8

용량 계획

8-16

디렉터리 액세스

14-27

3-68

telepresence
구외

20-11

22-21
25-9

18-17, 25-25
25-22

9-21,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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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클러스터

25-32

무선 네트워크

3-66, 8-34

배포 모델

위치 기반
고급

13-40

위치 대역폭 관리자 허브

10-6

13-41, 13-51

비디오 회의

25-45

위치 및 링크 관리 클러스터

비상 서비스

25-36

유니버설 대기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가용성 계층
엔드포인트

17-3

운영 및 서비스 가능성 계층
음성 메시징

22-6

유니캐스트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유니캐스트 통화 흐름

8-44, 25-16

유효 경로

24-3

인스턴트 메시징 저장소 요구 사항

20-48

VLAN

4-5, 4-26

8-44

게이트웨이

제품별

25-13

대역폭 요구 사항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협업 시스템

2-4

음성 메시징

19-1, 25-42

Cisco Unity

발신자 ID 일치
전화 당겨받기
프로파일

네트워킹

원격 장애 조치 배포 모델

21-25
10-53

로컬 장애 조치
방지

음성 전송 품질

원격지 폰에서

대역폭

21-50

7-38

25-6

음성 트래픽 대기

4-27

위치

음성 패킷 헤더
음성 품질

13-53

그림자 위치

3-17, 3-73
3-52

7-38

음성 품질 모니터링

13-55

비디오 엔드포인트

13-79

13-53

최대 수

21-54

3-48

음성 트래픽

정의됨

19-47

음성 클래스 요구 사항

웹 접근

일반

10-53

휴대폰 사용자

10-16

21-54

21-54

타사 시스템

9-26

원격지를 위한

공유

19-44

단일 전화번호 연결 사용

10-16

원격 엔터프라이즈 이동성

19-22, 19-28

19-28

단일 받은 편지함

21-67

통화 받기

19-1

Cisco Unity Express

21-64
21-50, 21-63

원격 사이트 생존성

폰

19-40, 19-42

음성 메일

원격 대상

이중화

3-52

25-6

포트 통합

1-1

원격 장치

3-48

7-4

트레픽

9-21

5-1, 8-6

베어러 트래픽
종료

25-22

용어집

23-9

12-3

통화 트래픽

7-25, 7-28

13-41

전화기

통화 처리

7-18, 7-23, 7-40

음성

25-42

통화 라우팅

13-56

13-41
25-14

27-8, 27-10

음악 보류
하드웨어
응답 감독

7-31

15-16

이동 , 추가 및 변경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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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이중 통화 제어

softkey 통화 전달 방법
다이얼 계획
배포 지침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21-1, 21-67

데이터베이스

21-1

음성 메일 방지

메커니즘

21-54

클라우드 서비스

21-33

클라이언트 및 장치
프레젠스와 통합

21-74

이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Unified CM 애플리케이션

배포 모델
보안

22-2
18-2

5-1

네트워크 관리

16-10, 16-22

전화기

4-29, 8-34
4-29

16-47

인증서 관리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3-62

사용자

인증 부여

21-33

4-14

인증 코드 권한 부여 흐름
인증 프레임워크

16-44

인터페이스 모듈

8-6

인텔리전트 프록시미티

27-2

16-48

8-13, 8-20, 8-40, 21-71, 21-105

인프라 ( 네트워크 인프라 참조 )

14-2
10-1

4-1

일반 보안

4-2

일반 위치

13-53
9-33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26-2

자동 감지

이동성 애플리케이션

21-3

자동으로 생성된 디렉터리 번호

크기 조정 고려 사항

25-2

통화 녹음 및 모니터링
통화 처리

23-1

통화 허용 제어

LDAP 디렉토리 통합
네트웍 인프라

16-2

시나리오

8-2

19-17, 19-18
18-5

장애 조치 WAN 을 통한 클러스터링
11-3

10-47, 10-53

장치

13-73

이동성

이중 모드
전화기 및 클라이언트
21-88, 21-93

21-74

풀

8-36, 15-17, 21-14

10-48, 10-54

장치 보안 프로파일
장치 위치 발견

7-30

이중 유니캐스트 MoH

21-20

장애 조치
Cisco Unity

3-4

rich media conferencing

클라이언트

24-1

21-20

다이얼 계획

이 장의 새로운 내용

이중 미디어

작동 및 서비스 가용성 계층

장비 이동성을 위한

이번 출시의 새로운 기능

이중 데이터 센터

16-17

다이얼 계획

13-1

20-2

엔드 포인트

자동 회선 생성

16-17

장비 이동성

9-2

프레즌스

16-36

16-41

인증 및 암호화

20-53

하이브리드 서비스

다이얼 플랜

20-1, 20-40, 20-48

인증

21-81

게이트웨이

3-12

인스턴트 메시징

21-71

애플리케이션

26-1

인라인 전원

21-80

비상 서비스
설명

이행

21-91

10-40

7-30

18-14

15-9

장치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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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인증 및 암호화

21-15

기능 구성 요소 및 작동
다이얼 플랜

절전 모드

21-15

물리적 위치

3-13

절전 플러스 모드

21-20

매개 변수 설정

통화 중 기능

21-17

설정

21-18

전화기 보안 모드

작동

21-19

전화 번호부

정보

21-18
21-17

재라우팅 발신 검색 공간
전역화된 다이얼 플랜

27-20

보안

4-40

설명

11-1

하드웨어

21-67

절전 모드

14-55, 14-62

11-1

9-34

3-13

절전 플러스 모드

3-44, 10-15, 10-24

전화

접두 번호 지정

발신

3-13
21-65

접두사

5-34

액세스 코드

전화기

14-79

3900 시리즈

8-10

7800 시리즈

8-9

7900 시리즈

8-8

정적 ANI 인터페이스

8800 시리즈

8-9, 8-15

정적 메모리

정규화
별칭

Attendant Console
IP 전화 서비스
PC 포트
SIP

8-11

18-14

리치 미디어

21-15

장치 이동성 매개 변수

전용선

21-51

전화회의

21-19

장치 이동성 그룹

3-13

펌웨어 업그레이드

21-15

작동 순서도

4-29

14-74
15-13

25-4

제3자

18-42

SIP 폰

18-2

8-43

제어 신호 처리

4-26

3-56, 3-59

제한

8-43, 14-16, 14-18

Type−A

14-16

IP 전화 서비스

Type−B

14-18

Unified CM Assistant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ssistant
WebDialer

18-34

내선 이동

18-7

데스크톱 IP 모델
로밍

18-18

4-28

소프트웨어 기반

8-22

3-12
21-74, 21-107

4-7
21-22

보안 문제

8-33

18-2, 25-25

이중 모드

내선 이동

무계층

3-67

에너지 보존

18-41

MAC

8-8

사무실 전화기에서 통화 당겨받기
설정

WebDialer

18-28

주소

무선 IP 전화기 7921G
서비스

18-19

18-7

21-49

4-4

중복
송신

14-28

채널

3-67

중복성
IP 전화 서비스
TFTP 서비스

18-5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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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Assistant
WebDialer
내선 이동

배포 모델

단일 전화번호 연결

컨퍼런스 브리지

21-67

컴퓨터 오디오

9-13

중앙 집중식 IM and Presence 배포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배포 모델

켐퍼스
접근 교환

19-6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용량 계획

11-5
21-69

코덱 플렉스 모드

7-5

코어 계층

지리적 위치

14-91

코어 스위치

지역

7-5
7-4, 7-5

10-9

7-39

25-40

코덱 복잡성 모드

지리적 분산

7-36

7-4, 7-5

플렉스 모드

8-7

지능형 세션 제어

3-11
3-3

코텍

성능 계획
최대 수
지역 번호

성능 계획

25-14

25-40

콘솔

25-14

통화 허용 제어

13-46, 13-47

Unified CM Assistant 보조자
전화 교환

14-79

지역화된 통화 송신

14-62

지역화된 통화 수신

14-60

지원되는
6-3

지점 간

콜 라우팅
고 가용성

12-3

을 위한 그룹
장비

통화

지점 라우터

콜 센터

10-44

착신 전화

5-33

15-13, 15-20

22-1

크기 조정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Unified CM 서버

20-40

최대 동시 통화 수

15-13, 15-20

비상 서비스용

7-44

25-5

14-30

14-30

PSAP 에서

21-97

차단 계수

12-1

콜백

21-97

지점 간 통화

18-32

18-42

아키텍쳐 레이어

트렁크 기능

채팅방

3-3

복잡성 모드

19-10

지금 전화회의

지터

8-25

LBR( 낮은 비트 레이트 )

26-5

중앙 집중식 메시징

25-3

코덱

10-12, 22-12, 27-27

분산 메시징

20-31

19-4, 19-6, 19-14, 19-21

마이그레이션

7-14

컴퓨터 시스템 모델링

9-15

중앙 집중식 메시징

3-1

컨퍼런싱

모바일 음성 액세스
통화 처리

10-10, 27-26

인프라 요구 사항

21-57

9-18

클러스터 구성

16-7, 20-3

캠퍼스

5-3, 5-9

18-15

로드 밸런싱

25-5

최종 사용자

18-39

게이트웨이 지원

즉시 시작

최번시

18-24

25-5

도구

25-17

9-21

9-21, 25-10,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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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통합된 이동성

25-2

설계 및 배포 고려 사항

크기 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클라우드 기반 배포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다이얼 계획

25-1

통합 메시징 ( 메시징도 참조 )

25-9

소개

1-1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계층

11-26

클라이언트

작동 및 서비스 가용성 계층

이동성 클라이언트 및 장치

통화 라우팅 계층

21-74

클러스터
Unified CM
방문

전개 모델

15-11, 15-24

911

9-5

9-5

기록

20-16

9-5

긴급

15-1

성능 계획

25-14

녹음

23-1

대기

22-2

중복성

9-15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9-11

최대 용량

25-14

18-14

홈 클러스터
타사

8-43

타사 CA 인증서

20-54

타이머 제어 모바일 음성 메일 방지
텍스트 회의 관리자

21-54

23-1

보류

7-19

분류

14-28

비상

14-69

25-21

23-1

14-52

16-49, 16-54

5-14

5-9

이중 제어

10-40

인바운드

5-33

착신 전환

14-44

특권

20-40

텔레프레젠스
다이얼 계획

레코딩

유지

20-67

타사 XMPP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타사 오픈 API

5-33, 5-34, 14-22, 15-24

신호 처리

4-30

타사 XMPP 클라이언트

통신법

27-13

7-17

라우팅
모니터링

18-18

10-15

IP 전화기

10-55

15-1

설계 지침

토큰

12-1

통화

18-14

서비스

클리핑

24-1

통합 프로비저닝 관리자 ( 통합된 PM)

9-5

서버 노드

홈

17-1

통합 통신 시스템 (UCS)

ER(Emergency Responder)

지침

19-1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20-12

21-33

클라우드 아키텍처

21-67

14-41

통화 기록

20-16

통화 대기

22-2

통화 대상

14-78

통화 라우팅

8-5

통합된 CM 익스프레스 ( 통합된 CME)
통합된 CM 과의 상호 운용성
통합된 PM

27-13

통합된 SM

27-7

9-33

통합된 서비스 모니터 ( 통합된 SM)

발신

21-80

비상 통화용
착신

21-79

통화 모니터링
27-7

15-24

23-1

통화 무성 모니터링 및 녹음

22-9,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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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신호 처리 타이머
통화 앵커링
통화 유지

복제 네트워크

5-14

비디오

21-68

통화 제어 트래픽

3-56, 3-59

7-4

통화 중 기능

21-51, 21-82

통화 착신 전환

설명

13-1

요소

13-40

위치

13-79

유효 경로

14-44

통화 처리

13-72

13-41

이중 데이터 센터

가입자 서버
고가용성
분산

13-65, 13-77

설계 고려 사항

5-9

통화 종료

13-51

장치를 새 위치로 이동

9-6

지역

9-12

토폴로지

9-24

15-17, 21-14

13-46, 13-47

텔레프레젠스

10-23, 22-14, 27-28

설계 고려 사항

13-73

13-59

13-72

아키텍처

9-2

에이전트

10-25

용량 계획

9-21

통화 허용 제어 경로

13-41

5-3, 9-13

통화 허용 제어 링크

13-41, 13-42

중복성

중앙 집중식
지침

통화당 대역폭 공제 예
통화 허용 제어 가중치

하드웨어 플랫폼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9-4

통화 처리 언어 (CPL)
통화 처리 에이전트

5-25
10-25

7-23, 7-26

유니캐스트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7-25, 7-28

21-83, 21-91

투명 ASA 방화벽

통화 핸드오프

21-83, 21-91

트래픽

통화 허용 제어

WebEx 계획

MPLS 클라우드
SIP 트렁크

13-60

TelePresence

경로

13-81

13-40

고급 위치 기반 CAC 로 마이그레이션

분류

3-4, 3-15, 3-72

13-41, 13-42

25-7

우선 순위 지정

3-46

운반인 트래픽

3-52

음성 베어러 트래픽

7-41

조정

13-45

3-52, 25-6
25-8

3-49

통화 제어

13-1

대역폭 요구 사항

13-70

3-55

25-5, 25-6

전화회의 및 협업

13-40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링크

3-17, 3-73

영상 통화

10-24

13-41

대역폭 관리

대기

엔지니어링

13-41

구성 요소

25-7

비디오 운반인 트래픽

13-59, 13-77

고급 위치 기반

25-39

11-32

고객지원센터

13-74

SME(Session Management Edition)

게이트 킵퍼

4-36

PSTN 트래픽 패턴

21-83

7-23, 7-26

멀티캐스트 대기 중 음악 제공 서비스

통화 핸드아웃

가중치

13-72

통화 흐름

9-1

통화 핸드인

13-41

통화 허용 제어 토폴로지

10-12, 19-6, 19-10, 22-12, 27-27

13-62

3-56, 3-59

트래픽 우선 순위 지정
트래픽 조정

3-46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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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코딩

보안

Cisco Unity
리소스
설명

보안 모드

19-33

18-14

사용자 입력

7-7

성능 계획

H.323 과 SIP 비교
SIP
설명

8-44

보안

27-10

4-28

폰 위의 PC 포트

아키텍쳐

보안

6-2

트레픽
음성 통화

25-6

트레픽의

4-26

폴링 모델

20-55

폴백 모드

7-46

푸시 알림

21-97

프레임 릴레이

3-4, 3-15, 3-72

3-44, 10-15, 10-24

프레젠스

14-41, 14-59, 14-91

서버 이중화

팜
서버

성능 계획

3-11

패킷

20-21
25-33

연락처 목록

20-58

손실

10-44

연합

지연

10-44, 10-46

클러스터

20-19

지터

10-44

통화 기록

20-16

헤더

3-52

프레젠스를 위한

패킷 지연

5-3, 5-38

인터페이스 모듈

8-6

페더레이션 배포
페이징 서버

20-58

프레젠스 서버에 대한

20-35

18-47

페이징 시스템

전개 모델

20-22

클러스터

20-19

프레젠스 서버의

8-7

동기화

포트
Cisco Unity 와 Unified CM 통합용

19-40, 19-42

프레젠스에 대한 정책
프레젠스에 대해

4-7

서버
8-43

무선 IP 폰 7925G

8-33

무선 IP 폰 7925G−EX
무선 IP 폰 7926G

20-18

프레즌스

14-15

고 가용성

20-19

20-17

4-6

폰
SCCP

20-26

프레젠스 변경

게이트웨이 지원

액세스

20-35

젼개 모델

10-44, 10-46

팩스

보안

21-50

폰 설정

6-1

분류

8-45

원격지 통화 받기

6-3

6-5, 6-6, 7-16, 15-7

사용률

14-15, 14-16, 14-18

설계 고려사항

7-6

트렁크

파티션

4-25, 4-42

8-33

8-33

Exchange Web Services 일정 통합

20-51

Microsoft Communications Server

20-61

SIP

20-14

SUBSCRIBE 통화 검색 공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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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20-14

GLBP

3-9

고가용성

20-21

H.323

5-3, 6-3, 9-33

구성 요소

20-3

IPSec

10-15, 10-24

구성 요소 간 상호 작용
그룹

20-16

배포 모델

20-22, 20-26

20-19

서버 성능

20-25

서버 지침

20-56

정책

20-17

지침

20-18

20-53

20-50

20-54

3-6

20-48

3-24, 3-27, 9-5, 9-18
4-29

VPIM

19-28

VRRP

3-9

프록시

20-56

프리젠터티 (presentity)
프레즌스 서버의

20-2

3-31
20-2

프리픽스
서비비스

5-35

9-4

플레쉬
라우터
피보류자

7-44
7-18

MTP 리소스

20-21

프레즌스용 일정 통합
9-21

프로비저닝 용
3-52

프로토콜

20-50

7-15

미디어 리소스 용량
플랫폼 유형

7-30

9-4

하드웨어 USB eToken

4-22

하이브리드 배포 모델

20-13

하이브리드 서비스

21-33

ARP

3-70, 4-11

하이퍼바이저

BGP

11-30

할당되지 않은 DN

CDP

4-5

향상된 디렉토리 통합 (EDI)

cRTP
GARP

18-20

하드웨어

20-25

프로비저닝 서버

20-60

플랫폼

20-55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트레픽

3-52, 4-29

프리젠터티 (presentity)

20-3

타사 오픈 API

이중화

SRTP

UnifiedCM Assistant 회선 모드

타사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성능

20-19

프록시 TFTP

최종 사용자

폴링 모델

SOAP

TLS

20-54

인스턴트 메시징 보관 요구 사항
일정 통합

15-9

TFTP

20-1, 20-2

이동성 통합

SNMP

STP

실시간 이벤트 모델

20-18

SIP 5-6, 5-11, 6-3, 6-5, 6-6, 7-16, 7-26, 8-43, 9-37, 10-24, 14-16,
14-18, 14-20, 20-14

20-18

서버 동기화

5-3, 7-9, 7-23, 14-15

SIMPLE

20-45

바로 호출

4-35

SCCP

26-14

메시징 보관 및 준수

설명

3-31

RIP

20-17

마이그레이션

서버

NTP

20-26

3-45, 3-47
4-11

3-19, 10-55
14-67

허브 및 스포크 토폴로지
헤어피닝

8-32, 8-40

3-3, 3-33

9-33,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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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Jabber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LDAP 디렉터리 통합
연락처 관리
전화회의

8-23, 20-7

8-26, 20-9

8-26

25-43

클라이언트

20-5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25-17

타사 XMPP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협업 미팅 룸 (CMR)

11-33

협업 시스템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협업 크기 조정 도구
협업 클라우드

2-1

9-21, 25-10

11-26

협업 회의

25-43

혼합 모드

4-22

홈 클러스터

25-21

18-14, 18-18

화이트 리스트

20-66

확장 가능한 메시징
확장 및 연결

20-56

8-32

확장성
IP 전화 서비스
Unified CM

18-6

9-1

확장 이동성
다이얼 계획

14-83

확장 이동성 (EM)
성능 계획

25-25

확장 통화 컨텍스트 (ECC)
회선 속도 불일치
회선 표시

22-7

3-50

3-58

회의
트레픽

25-8

협업의

25-43

회의에 대한
대역폭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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