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는 고성능의 음성, 팩스 및 원격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2, 4 또는 8 포트 T1/7-포트 E1 

구성을 지원하는 1RU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Cisco AS5350 의 성능을 배가하고 메모리를 대폭 증가시켜 컴팩트한 모듈형 

설계로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다 강력해진 섀시에서 기존의 Cisco AS5350 트렁크 터미네이션 및 범용 포트 피처 

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플랫폼은 혁신적인 음성, 팩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업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그림 1.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새로운 서비스 구현을 위한 유연성 

광대역을 통한 음성 서비스, 대용량의 음성 전송, 통합 커뮤니케이션, 콜 센터 서비스, IP 기반의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호스팅된 
IP 텔레포니, 선불 통화 카드, Common Channel Signaling System 7(SS7/C7) 상호 연결, 대용량 인터넷 액세스, 지역 또는 지사 연결, 기업 
VPN 또는 wholesale 다이얼 등에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를 사용하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Cisco AS5350XM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은 탁월한 투자 보호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 
환경에 변화가 생겨도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장 요구도 충족시켜 줍니다. 

새로운 시스코 서비스를 지원하는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폭넓은 IP 기반의 음성, 팩스 및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첨단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음성 서비스를 신속하고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TDM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자사의 서비스 범위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Cisco AS5350XM은 PC 대 전화, 음성 포털, 음성 지원 웹 상거래 및 컨텐츠 제공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텔레포니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에 포함되어 있는 풍부한 Cisco IOS® Software 기능을 통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기업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새로운 범용 포트 서비스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동시에 IPX(Internetwork Packet Exchange) 및 AppleTalk와 
같은 기존의 다이얼인 액세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시스코 시스템즈® 고객들은 Cisco AS5000 범용 게이트웨이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 확장성, 신뢰성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범용 포트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장착된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음성 게이트웨이 및 액세스 서버 제품을 제공하므로, 고객들은 수익 창출에 기반하여 향후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계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급 서비스와 원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개시, 유지보수 및 마케팅 업무는 물론 
커스터마이즈된 첨단 솔루션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POP(POINT-OF-PRESENCE) 솔루션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POP(point-of-presence) 또는 “POP-in-a-box”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해 스위치나 라우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2개의 채널화된 T1(CT1)/E1(CE1), 4개의 CT1/CE1, CT1 8개/CE1 7개, 이렇게 3가지 유형의 범용 



 

게이트웨이 구성이 지원됩니다. 또한, SS7/C7 신호 게이트웨이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통합 신호 링크 터미네이션(SLT)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리던던시 및 방화벽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10/100/1000BASE-T 자동 감지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개와 함께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2개의 고속 시리얼 포트가 제공되어 프레임 릴레이, PPP(Point-to-Point Protocol) 및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백홀(backhaul)을 지원합니다. 모든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를 
지원하며 모든 카드와 팬 트레이는 핫스왑이 가능하므로 캐리어급 복원력이 보장됩니다. 또한, 옵션으로 이용 가능한 AC/DC 리던던시형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가용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Cisco AS5350XM은 이처럼 높은 가용성은 물론 음성, 팩스 및 원격 액세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이트웨이입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또한 고급 액세스 서버 및 라우터(예를 들어, Border Gateway Protocol Version 4 [BGPv4], Open 
Shortest Path First [OSPF], 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EIGRP] 및 Intermediate System-to-Intermediate System [IS-IS])에서 
일반적인, 광범위하게 구현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업은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를 독립형 범용 게이트웨이 솔루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능 및 솔루션 

패킷 텔레포니 

1,800만 개 이상의 음성 게이트웨이 포트를 판매한 시스코는 패킷 텔레포니 서비스를 위한 제품 혁신에 있어 확고부동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isco AS5000 범용 게이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시스코 엔드 투 엔드 음성 솔루션의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 시스코 VIA(Voice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 기업 음성 서비스 

• 광대역 통합 로컬 서비스 

• 시스코 고객 음성 포털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상의 VolP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및 업계 표준에 기반하고 있으며, 많은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혁신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AS5350XM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H.323,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및 TGCP(Trunking Gateway Control Protocol)을 모두 지원하므로, 서비스 제공업체는 Cisco 
AS5350XM 선택 시 하나의 VolP 시그널링 기술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필요할 때마다 변화하는 시장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자사의 네트워크에 가장 알맞은 호 제어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IP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는 전자메일, 음성 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다자간 회의 및 멀티미디어 협업 등의 기타 인터넷 서비스와 
통합시키는 P2P 멀티미디어 시그널링 프로토콜입니다. SIP를 IP 인프라와 함께 사용하면 수많은 멀티 벤더 장치 및 미디어와의 광범위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SIP는 IP를 통해 이루어지는 멀티미디어 회의를 위한 IETF 표준입니다. RFC 2543에서 최초로 정의되고 RFC 3261에서 
업데이트된 SIP는 2개 이상의 엔드포인트 사이에 호를 설정, 유지 및 종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SCII 기반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시스코는 SIP 표준 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초 SIP IETF RFC가 발표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SIP 기술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SIP 작업 그룹을 위한 IETF 공동 의장직을 맡아 SIP 표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에서의 SIP 구현으로는 RFC3261 지원뿐만 아니라, 타사 호 제어 및 RFC 2833(DTMF Digits용 RTP 
Payload, Telephony Tones 및 Telephony Signals) 와 같은 필수적인 기능도 포함됩니다. Cisco AS5350XM은 또한 RFC 3262: Standard for 
Reliability of Provisional Responses in SIP(PRACK) 및 RFC 3264: Standard for Offer/Answer Model with Session Description Protocol (SDP)과 
같은 주요 SIP 확장을 지원합니다. 

H.323 

새로운 표준 기반 H.323 기술을 채택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H.323v2 및 H.323v4에 도입된 

 



 

향상된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예: 
• 단일 H.225 호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 다수의 동시 호가 지원되므로, 호 설정 및 호 제거 시간이 단축되며 네트워크 통화 성능이 
향상됩니다. 

• H.225 메시지는 H.323 Annex E 에서 설명한 대로 TCP 또는 UDP(User Datagram Protocol)를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 호 시그널링 
전송에 UDP 를 사용하면 한 번의 왕복으로 미디어 전달이 가능합니다. 

• H.225 는 각 DS-0, 트렁크 그룹 또는 라우팅 결정을 지원하는 PSTN 측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사업자를 위해 단일 호 기반으로 
게이트키퍼에 성능 통계를 보고할 있도록 해줍니다. 

H.323은 오늘날 대부분의 VoIP 백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VoIP 네트워크에서 수십억 분의 통화 시간을 
전달합니다. H.323 기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량 및 수익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IP 와 H.323 의 유사점 

SIP 메시지는 H.323과 직접 호환되지는 않지만,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가 개별 SIP 및 H.323 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두 프로토콜 모두 동일한 패킷 텔레포니 네트워크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보완적인 H.323과 SIP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H323 과 SIP 는 분산된 호 제어 아키텍처에서 세션 제어와 시그널링 기능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두 가지 모두 특히 지능적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와의 통신에 적합합니다. 

또한 두 프로토콜 모두, PSTN(Public-Switched-Telephone-Network) 터미네이션에 지능적인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사용되는 솔루션에 
필수적입니다. 

MGCP 

MGCP 1.0은 MGC(Media Gateway Controller) 호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는 외부 호 제어 요소에 의한 VolP 호의 중앙 집중식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MGCP는 RFC 3660: Basic 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MGCP) Packages(IETF에서 발행)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유형 
MGCP 호 연결은 오프 후크 상태, 전화 벨 또는 알림 재생을 위한 신호와 같이, 호 관련 엔드포인트 유형에 특화된 일련의 이벤트 및 
신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MGCP는 이들 이벤트와 신호를 패키지로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 트렁크 패키지는 트렁킹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이벤트 및 신호 그룹이며, 알림 패키지는 알림 서버에 관련된 이벤트 및 신호 그룹입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다음과 같은 MGCP 패키지 유형을 지원합니다. 

• 트렁크 패키지 

• 일반 미디어 패키지 

•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패키지 

• DTMF 트렁크 패키지(channel-associated-signaling [CAS] 엔드포인트) 

• 다중 주파수 운영자 서비스 패키지(CAS 엔드포인트용) 

• 다중 주파수[Wink Start and Immediate Start 패키지(CAS 엔드포인트용) 

•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 팩스 전송용 FXR 패키지 

• 알림 서버 패키지 

• 스크립트 패키지 

• NAS(Network-Access-Server) 패키지 

•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패키지(서비스 품질[QoS])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에는 MGCP NAS 패키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므로, 플랫폼은 NAS 및 음성 게이트웨이로 동시에 

 



 

작동하여 MGCP 네트워크에서 범용 포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기반의 T.38 Fax Relay 및 RFC 2833 DTMF Relay는 
MGCP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음성 품질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의 광범위한 음성 및 팩스 기능은 신뢰성과 품질이 탁월한 VoIP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음성 품질 테스트는 Cisco AS5350XM이 엔드 투 엔드 음성 품질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PSTN에서 일반 전화 품질의 음성 
서비스를 위해 수립된 높은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포괄적인 음성 품질 테스트는 Cisco AS5350XM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스코는 ITU-T 권장 사항 P.830 및 P.831로부터 파생된 방법으로 주관적인 음성 품질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균 
평가점을 결정합니다. 또한, 실제 네트워크 조건 하에 엔드 투 엔드 음성 품질 테스트용으로 특수 개발된 음성 통신 품질 측정 방식인 
PESQ(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Quality) 알고리즘(P.862)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음성 품질 테스트도 수행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의 고성능 설계는 음성 인코딩과 패킷화 과정 동안 지연과 패킷 손실을 최소화시킵니다. Cisco 
AS5350XM을 사용하면 음성 데이터가 PSTN으로부터 수신되어 IP 네트워크로 전송되기 때문에 지연이 최소화됩니다. IP Precedence, RSVP, 
WFQ(Weighted Fair Queuing, WRED(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그리고 MMP(Multichassis Multilink PPP) 프레그먼트화 및 
인터리빙(interleaving)과 같은 시스코 QoS 기능은 범용 게이트웨이와 백본 라우팅 인프라에 모두 구현되었으며, 오늘날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감한 음성 트래픽을 위한 지연시간이 낮고 신뢰성 높은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음성 트래픽을 성공적으로 전송하려면 반향 제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최대 64ms 길이까지의 반향 소거를 위해 ITU-T 권장 사항 G.168 2002의 음성 테스트를 준수합니다. 이 길이를 최대 128ms로 
구성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고정형 및 적응형 지터 버퍼링 및 CNG(Comfort-Noise Generation)은 음성 품질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줍니다. Cisco AS5350XM은 Cisco IOS Software에서 향상된 측정 방식과 호별 디버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개별 T1/E1 음성 
포트까지 IP측 감쇠와 같은 항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코덱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다양한 음성 애플리케이션의 상호 운용성, 압축 및 지연시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코덱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형의 코덱 전체에 동일한 개수의 호가 지원되므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이 간소화됩니다. VAD(Voice 
Activity Detection)를 활성화하면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 트래픽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발신자가 말을 멈추었을 때 Cisco AS5350XM에서 
이것을 감지하여 패킷 전송을 중단합니다. 다양한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면 음성 패킷화에 대한 제어력이 강화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다음과 같은 음성 코덱을 지원합니다. 

• G.711 mu-law 및 a-law 

• G.729ab 및 G729a 

• G.723.1 및 G.723.1a (각각 5.3 KB 및 6.3 KB) 

• G.726 16 KB, 24 KB 및 32 KB 

• GSM-FR(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Full Rate) 

• 클리어 채널 

CAC(Call Admission Control: 호 승인 제어) 

표준 PSTN 텔레포니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VoIP를 실용화하려면, 고객들이 일반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높은 품질의 일관된 음성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과 같이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의 경우, 통신이 폭주할 때 트래픽을 네트워크 내부로 허용하고 드롭 
및 지연시킴으로써 QoS의 중단과 고객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거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Cisco IOS Software는 수많은 QoS 메커니즘을 지원하므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음성 트래픽에 필요한 짧은 지연 시간과 확실한 전송을 
보장하는 패킷 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메커니즘에는 큐잉, 폴리싱, 트래픽 쉐이핑, 패킷 마킹 그리고 프레그먼트화 
및 인터리빙과 같은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C(Call admission control)는 QoS 툴 세트를 확장하여 음성 트래픽이 다른 음성 트래픽에 의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의 과도한 음성 트래픽을 방지합니다. CAC를 통해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새로운 호에 적절한 QoS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리소스의 가용 여부에 따라, 음성 통화에 앞서 확실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AC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반적인 CPU 사용량 및 개별 게이트웨이에서의 호 도착 비율에 기반한 음성 호 승인 결정 

• 엔드 투 엔드 지연시간, 지터 또는 호 처리 및 품질 보장에 필요한 리소스 보존 능력과 같이 패킷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조건에 
기반한 음성 호 승인 

• H.323 게이트키퍼에 사용 가능한 회선에 대한 정보 보고, 높은 호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음성 또는 팩스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회선에 대한 계정 관리 

Voice Extensible Markup Language Solution Infrastructure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Voic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문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VoiceXML은 음성 지원 웹 
브라우저 및 IVR(Interactive-Voice-Response) 애플리케이션 생성에 사용되는 개방형 표준의 마크업 언어입니다. HTML을 통해 PC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것처럼, VoiceXML을 통해 전화기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는 어디에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VoiceXML 애플리케이션이 HTML보다 편리합니다. Cisco VoiceXML Solution 
Infrastructure는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DSP 리소스, 시그널링 및 미디어 변환 기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에지에서 VoiceXML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수행함으로써 서버와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여 통합된 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VoiceXML 
게이트웨이는 기록 및 재생을 위해 .au(오디오/기본) 및 .wav(오디오/wav), 2가지 표준 오디오 포맷을 지원합니다. VoiceXML Store 및 
Forward 기능은 14개의 각기 다른 시스코 코덱과 2개의 표준 오디오 파일 포맷을 위한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로컬 메모리, 
HTTP 및 ESMTP(Extended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위해 스트리밍 기반의 음성 녹음과 재생 기능을 
지원합니다. 
VoiceXML 또는 TC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MRCP(Media Resource Control Protocol)를 사용하여 
TTS(Text-To-Speech)용 음성 신디사이저 및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용 음성 인식기와 같은 외부 미디어 서버의 미디어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MRCP는 시스코, 시스코의 ASR 및 TTS 미디어 서버 협력사, Nuance Communications와 SpeechWorks 
International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프로토콜입니다.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ASR 및 TTS 서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고급 IVR 솔루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Programmable Tool Command Language IVR 2.0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합 IVR는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의 기능을 확장하여 고유하고 차별화된 음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음성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TCL(Tool Command Language) IVR 2.0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의 내외부로 전송되는 호를 제어해주는 커스터마이즈된 TCL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VR 시스템은 녹음된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수집합니다. TCL IVR 2.0 스크립트에 사용되는 프롬프트는 정적/동적이 모두 가능합니다. 
스크립트는 이벤트 기반이며, 호의 흐름은 TCL 스크립트가 정의한 유한 상태 시스템에 의해 제어됩니다. 모든 동사는 비차단적이며, 
스크립트의 대기 없이 수행됩니다. 프롬프트는 재생 가능하며, 숫자는 텔레포니나 VolP 호출 레그(leg)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RTSP 
기반의 프롬프트가 지원됩니다. TCL IVR 2.0은 핵심 IVR 인프라에 새로운 언어와 TTS 메모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다국어 
지원을 강화합니다. Cisco Developer Support 프로그램은 TCL IVR 2.0 스크립트를 개발 또는 수정하는 회사들을 지원합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 

Voicemail 솔루션은 기존의 TDM 기반 메시징 솔루션으로부터 가입자들이 다양한 장치에서 메시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통합 메시징 
아키텍처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은 IP 인프라를 사용하여 이전에는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팩스, 음성 시스템, 휴대 전화 및 웹 커뮤니케이션을 별도로 
분산시켰던 통신 방식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액세스하고 실시간으로 통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존의 PSTN 또는 무선 네트워크와 이들의 패킷 기반 텔레포니 네트워크 사이에 Cisco AS5350XM 범용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추가하여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업계 최고의 개발업체들과 협력하여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통신 사업자들이 자본 회전율을 
낮추고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 통합 음성 메일, 팩스 및 이메일 

• 전화를 통한 음성, 팩스 및 이메일 검색 

• 전자 문서와 팩스의 통합 

• 개인 메시지 에이전트 

• VoiceXML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발신자의 웹 기반 컨텐츠 액세스 

• 언제나 사용 가능한 팩스 회선 

• Broadcast fax 

팩스 기능 

IP 인프라를 통한 팩스 전송은 특히 팩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시장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서비스 
기회입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표준 기반의 T.38 Real-Time Fax Relay와 T.37 Fax Store/Forward를 지원해 네트워크 간에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의 팩스 감지 기능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입자 음성 및 팩스 
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E.164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전화 번호 개수의 절반만 필요하므로, 비용이 현저하게 
절약됩니다. Cisco AS5350XM은 또한 T.38 Real-Time Fax Relay 엔드 투 엔드를 지원할 수 없는 VoIP 환경을 위해 팩스 패스쓰루(pass-
through)를 지원합니다. 게이트웨이 RADIUS 계정 기록의 향상된 T.38 Fax Relay 통계 기능은 변조율, 페이지 수, 송수신된 패킷 및 팩스 
성공 표시 등, 각 팩스 호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oftswitch 상호 운용성 

SIP, H.323 또는 MGCP를 지원하는 Softswitch 제품을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와 함께 사용하면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고급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isco BTS 10200 Softswitch와 Cisco PGW 2200 Softswitch는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와 
상호 운영되는 다양한 소프트스위치 제품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SS7 상호 연결 

Cisco PGW 2200 PSTN Signaling Gateway(또는 타사 SS7 게이트웨이) 및 통합된 SLT 기능을 가진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의 데이터 및 VoIP 네트워크를 SS7 링크를 통해 PSTN과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통신 사업자들은 SS7을 통해 상호 연결해야 상호 보상이 보장됩니다. 
Cisco PGW 2200 PSTN Signaling Gateway와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호 시그널링 IP 전송 메커니즘으로 SCTP(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가 있는 IUA(ISDN User Adaptation Layer)를 사용하여 SS7 상호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전에는 시그널링 요구사항 때문에 힘들었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S7 트렁크는 CAS 트렁크보다 
효율적이며, 일반적으로 PRI(Primary Rate Interface) 트렁크보다 저렴합니다. SS7을 통해 호 설정 시간은 단축되는 반면, 네트워크에 의해 
전송되는 청구 가능한 트래픽 량은 증가합니다. 

통합 SLT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트렁크 카드는 통합 SLT 기능을 위한 일련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통합 SLT를 통해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분산된 MTP(Message Transfer Part) SS7 시그널링 기능을 게이트웨이에 직접 제공합니다. Cisco 2600 Series 
기반의 SLT와 마찬가지로, 통합 SLT는 Cisco RUDP(Reliable UDP)를 사용하여 IP 네트워크 전체에 상위 레이어의 SS7 프로토콜을 
백홀(backhaul)함으로써, SS7 프로토콜 스택의 MTP1 및 MTP2 레이어를 종료합니다. 통합 SLT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되며, 
새로운 하드웨어는 불필요합니다. MTP3/ISUP 백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플랫폼 별로 다양합니다. 

TDM 스위칭  

TDM 스위칭은 특정 DS-0에서 수신 호를 받아서 게이트웨이에서 해당 호에 응답하기 전에 다른 DS-0으로 호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SS7-to-PRI 그루밍(grooming) 

• 유럽에서는 LNP(Local-number-portability) 지원 

• 테스트 통화에 필요한 특수 조건에 부합(예를 들어, 911 통화 처리) 

이 기능에는 일반적으로 DSP 리소스가 불필요하므로, 플랫폼의 음성, 팩스 또는 데이터 처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TDM 
스위칭과 네트워크측 ISDN 기능은 수신되는 트래픽을 그루밍하고 선택한 호를 PBX(Private Branch Exchange), 테스트 세트, VoIP 
게이트웨이 또는 액세스 서버와 같은 외부 장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SS7, PRI 및 CAS 
트렁크 간에 호를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CAS 호를 TDM 스위칭하려면 DSP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TDM 백플레인은 1RU에서 CT3-to-CT3 TDM 스위칭을 지원합니다. 

원격 액세스 기능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동종 최고 음성 게이트웨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Cisco IOS Software의 풍부하고 강력한 
라우팅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멀티프로토콜 기업 네트워크(IP, IPX, AppleTalk 및 NetBEUI)에서 서비스 제공업체 IP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AS5350XM은 PPP, L2TP(Layer 2 Tunneling Protocol) 또는 
TCP Clear(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lear) 연결을 통해 AOL, MSN 및 기타 컨텐츠 중심 다이얼업 서비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PPP, IPXCP(IPX Control Protocol), ATCP(AppleTalk Control Protocol), ARA(AppleTalk Remote Access), 
NBFCP(NetBIOS Frame Control Protocol), TCP/IP를 통한 NetBIOS, PPP를 통한 NetBEUI 및 프로토콜 변환을 포함한 업계 모든 서버에 
대해 가장 완벽한 세트의 액세스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V.92 and V.44 지원 

V.92 및 V.44는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모뎀 표준으로, 모뎀이 다음과 같은 광대역의 수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련의 기능 
세트를 지정합니다. 

• V.44 는 인터넷 검색 시 처리 속도를 100 퍼센트 이상 높여줍니다. 

• V.92 Modem on Hold 는 전화 송수신을 위해 인터넷 세션을 중단합니다. 

• V.92 Quick Connect 는 신속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V.92 및 V.44 표준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 유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스코 
RADIUS의 Modem on Hold을 통해 프리미엄 가입자들은 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더 오랫동안 인터넷 세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Quick 
Connect는 최근 발신 번호의 회선 상태를 저장해 두었다가 가입자들이 동일한 ISP에 전화를 걸도록 하여 연결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더욱 빨라진 압축 및 연결 속도와 결합된 V.92 및 V.44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입자를 위한 “광대역 라이트”를 지원하므로, 
결과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이얼업이나 모뎀 액세스 비용으로 광대역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 

Cisco IOS Software 보안 기능은 침입자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동시에 인증된 사용자의 다이얼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수준의 암호 보안,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및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와 같은 
사용자 인증, ACL(Access Control List), IP 주소 스푸핑(spoofing) 방지 및 로깅, 업계 표준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프로토콜 지원, RADIUS 및 TACACS+. 

인터넷 연결 

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체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직원, 고객 및 협력사와 같은 광범위한 원격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장합니다. 성공적인 원격 
액세스란 사실상 모든 위치에서 이들 사용자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Cisco 
IOS Software와 결합되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다이얼인 연결을 통해 핵심 인프라를 확장함으로써 이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줍니다. 
DoVBS(Data Over Voice Bearer Service)는 ISDN 데이터 호가 ISDN 음성 호보다 높은 과금(또는 요금)으로 청구되는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ISDN CPE(Customer-Premises-Equipment) 장치(단말기 어댑터 또는 라우터)는 DoVBS 작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ISDN 
장치는 DoVBS를 지원합니다. ISDN CPE 장치는 모든 ISDN 데이터 호를 음성 호로 시그널링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므로 음성 
통화료가 저렴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상의 시스코 RPM(Resource Pool Management)은 DNIS(Digital Number 
Identification Service)에 기반하여 DoVBS 호에 대한 고객 프로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필은 해당 번호에서 수신되는 모든 
호가 PSTN 네트워크에 의해 음성 호로 시그널링되어도 이들을 ISDN 데이터 호로 처리하도록 Cisco AS5350XM을 구성합니다. 

Wholesale Dial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 및 컨텐츠 제공업체(또는 "포털") 대부분은 다이얼업 인터넷 액세스를 서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공해야 
하며, 대기업은 “private-label”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여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이얼업 액세스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경험, 인력, 시간 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특히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할 때 이런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제 Cisco Wholesale Dial 솔루션을 통해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Wholesale Dial 아웃소싱 솔루션은 시스코의 원격 액세스 서버 전체에 "가상 포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고객들에게 포트 
가용성을 보장하는 타사 정책 관리 기능과 결합하여, 시스코는 ISP와 통신 사업자를 위해 운영비는 절감하는 대신 수익을 증대시켜주는 
고유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holesale 다이얼업용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는 또한 표준 retail 다이얼업 서비스 및 기타 부가 가치 
서비스(예를 들어, 기업 다이얼 아웃소싱, 인터넷 게임, 통합 커뮤니케이션, VolP, VPN)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사 사무소 연결성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지사의 원격 근무자 및 이동 사용자들을 위해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CT1/CE1/ 
PRI 인터페이스는 원격 액세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더넷 포트는 LAN 연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리얼 포트는 기업 사이트나 
인터넷 연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IOS Software의 Enterprise Plus 기능을 사용하면 데스크탑 프로토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VPN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자사의 다이얼 풀 지원을 원하지 않는 ISP와 대기업 모두에게 wholesale 다이얼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Cisco IOS Software는 VPN을 지원하므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한 로컬 다이얼업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 다이얼업 솔루션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원격 사용자들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컬 호를 사용해 핵심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다이얼업 서비스는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통화가 현지에서 종료되므로 장거리 통화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인프라 비용이 감소됩니다. 

VPN 프로비저닝 및 어카운팅 

VPN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중요한 것은 VPN 고객이 허용한 많은 연결 통화의 프로비저닝 및 어카운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Cisco VPDN(Virtual Private Dialup Network) 세션 집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에서 사용자의 홈 
게이트웨이로 이어지는 연결 회수를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Cisco AS5350XM에서 실행되는 Cisco IOS Software 및 
시스코 액세스 제어 서버에서 고객의 가상 연결에 대한 포괄적인 계정 정보를 ISP에게 제공합니다. 

AOL 지원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전용 AOL 다이얼 설치 서비스, 그리고 다이얼업 데이터를 전송하는 TCP Clear 또는 오토커맨드 
텔넷 방식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100퍼센트 지원합니다. 또한, DNS(Domain Name System) 라운드 로빈(round robin)을 통해 여러 AOL 
호스트 전체 연결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유지합니다. Cisco AS5350XM에는 AOL 7.0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L2TP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성 

Cisco AS5350XM은 폭넓은 개방형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관리를 지원합니다.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Versions 2 및 3 
관리 기능에는 구성 가능한 호 기록 버퍼와 더불어, 활성 호 및 이전 호에 대해 매우 세부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풍부한 호 추적 SNMP 
MI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 기록은 또한 SNMP를 통한 폴링 대신에 syslog나 RADIUS를 통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호 기록에는 

 



 

연결 속도, 연결 시간, 분리 코드, 엔드 투 엔드 지연 및 회선 통계가 포함됩니다. 음성 및 다이얼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러한 성능 관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들과 서비스 수준 계약(SLA)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콘솔 관리 기능에는 특정 CLID(Calling Line ID) 또는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착신 번호(DNIS), 사용자 또는 관련 디버깅 
출력만 즉시 격리시키는 인터페이스상에서 이용 가능한 포괄적인 디버깅 명령 세트가 포함됩니다. 
CiscoWorks에는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를 관리하기 위한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co AS5350XM은 또한 다이얼 
서비스용으로 구축된 Cisco AS5000 범용 게이트웨이의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애플리케이션인 Universal Gateway Call Analyzer에서도 
지원됩니다. 

범용 DSP 

시스코 ASAP 아키텍처는 범용 DSP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범용 DSP는 언제든지 모든 DSP에서 여러 개의 코덱 및 모뎀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호에 대해 필요한 코덱이나 모뎀 유형이 결정되면, DSP가 적절한 서비스 유형을 실시간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신뢰성 

DSP 스페어링(Sparing) 및 풀링(Pooling)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고가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범용 DSP는 풀링 및 핫 스페어링 구성이 
가능합니다. DSP는 호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어떤 DSP에 장애가 생겨도 DSP가 호를 종료하지 않고 DS-0 또는 B 채널이 남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내선 그룹 내에 "홀(hole)"(미 사용 채널) 발생을 방지합니다. 또한, 풀(pool)에 예비 DSP를 보유함으로써, 활성 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DSP 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시 그리고 연결 해제 후에 DSP 리소스를 테스트하여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결함이 있는 모든 DSP는 리소스 복구 풀로 이동됩니다. 자동 DSP 복구 프로세스를 활성화하여 복구 풀에서 DSP를 복구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리소스 풀에 이들을 다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핫 스왑 가능한 카드 및 팬 트레이 

모든 카드의 핫 스왑 기능을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 활성 상태인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의 하드웨어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핫 스왑 동안에 모든 카드를 제거, 삽입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제거되는 카드 상의 통화만 영향을 받습니다. Cisco AS5350XM 
섀시에는 냉각을 위해 전면 공기 흐름을 지원하는 5개의 고성능 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팬 트레이는 장치가 동작하는 동안에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리던던시형 백홀(Backhaul) 방식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에는 서버에서 네트워크로의 트래픽을 백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리던던시형 방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2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며, 이들 포트를 각 링크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트래픽을 실행하도록 구성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2개의 고속 12-in-1, 8-Mbps 시리얼 포트를 사용합니다. 이들 
포트는 모든 시스코 시리얼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원격 네트워크 연결 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가능한 백홀 
인터페이스로서 트렁크 피처 카드를 사용합니다. 

환경 감시 

열 센서는 각 카드 전체의 유입/유출 온도와 온도 상승을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의 작동 온도가 최대치를 초과하면, 열 센서에서 DSP 
카드에서부터 트렁크 카드까지 피처 카드를 중단시킵니다. 트렁크 카드가 마지막으로 중단되므로 중앙 사무실에서 트렁크를 경보 상태로 
놓기 전에 시스템에서 카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최대 작동 온도가 지속적으로 최대치를 초과하는 경우, 열 센서는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여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이 과열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리던던시형 전원 공급 장치나 단일 공급 장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리던던시형 전원 시스템에는 메인 전원 모듈에 대해 2개의 AC(또는 2개의 DC) 입력이 지원되는 완벽한 리던던시형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입력 및 출력은 완전 리던던시형이며 이중 팬이 제공되므로 향상된 신뢰성과 200,000 시간 이상의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장애 수리 시간)를 보장합니다. 단일 AC/DC 전원 공급 장치에도 역시 이중 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상된 신뢰성과 200,000시간 이상의 MTBF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리던던시형 전원 공급 장치와 단일 전원 공급 장치 모두 과전류, 
과전압 및 열 차단과 같은 내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모든 작동 매개변수는 내장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되며, 경보 
상태가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규정 준수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Telcordia SR-3580에서 지정한 NEBS(Network Equipment Building Standards) Level 3 요구사항과, 
ETSI에서 지정한 유럽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멀티 벤더 지원 부서 통합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지원 부서의 통합, 제어 및 보안을 위해 RADIUS 및 TACACS+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IETF에서 
정의한 RADIUS 속성 지원 이외에도, Cisco IOS Software는 사전 인증, 사용자 인증 및 계정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벤더별 RADIUS 속성을 
지원합니다. 즉, 지원 부서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Cisco AS5350XM을 모든 멀티 벤더 원격 액세스 및 음성 네트워크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인증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모든 주요 T1/E1 스위치 유형을 전세계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 Cisco Telecom Approvals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tools.cisco.com/cse/prdapp/jsp/externalsearch.do?action=externalsearch&page=EXTERNAL_SEARCH.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아키텍처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캐리어급 제품에서 기대하던 모든 시스템 구성요소는 물론, 시스코 라우팅 
제품의 특성인 라우팅, WAN 및 QoS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AS5350XM은 256KB의 보조 캐시 및 512MB의 메인 메모리를 갖추고 
있는 750-MHz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리던던시형 또는 AC/DC 전원 
공급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트렁크 및 범용 포트 피처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3개의 슬롯을 지원합니다. Cisco 
AS5350XM 아키텍처는 피처 카드와 마더보드 간에 여러 데이터 및 제어 경로를 사용해 미디어 및 시그널링 트래픽을 최적화함으로써 
탁월한 성능을 보장합니다(그림 2). 

그림 2.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섀시 뷰 

 
 

송신(Egress) 인터페이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패킷을 네트워크로 이동하기 위한 3 가지 리던던시형 WAN 백홀 방식을 제공합니다. 
• 10/100/10001000BASE-T 자동 감지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 개 

• 8-Mbps 시리얼 포트 2 개 

• 트렁크 피처 카드 상에 모든 T1/ E1 포트 

수신(Ingress) 인터페이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음성, 팩스, 다이얼인 아날로그, 디지털 ISDN 및 GSM V.110 호 등 모든 유형의 트래픽을 수신하고 
통합합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수신 인터페이스로 다음 트렁크 피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 2 포트 CT1/CE1/PRI 터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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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트 CT1/CE1/PRI 터미네이션 

• 8 포트 CT1/CE1/PRI 터미네이션 

• CT3 터미네이션 

또한, 마더보드 및 트렁크 피처 카드의 시리얼 포트 2개를 Frame Relay, HDLC 또는 PPP를 사용하는 임대 회선 터미네이션 및 
어그리게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2, 4 및 8 포트 CE1/CT1/PRI 터미네이션 피처 카드 

CE1 트렁크로 공급될 때, 이들 카드는 E1 R1, E1 R2, E1 PRI 또는 IMT(Intermachine Trunk)를 위한 물리적 터미네이션에 제공됩니다. CT1 
트렁크로 공급될 때, 이들 카드는 CAS, PRI 또는 IMT 트렁크를 위한 물리적 터미네이션을 제공하며, 텔코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되는 
CSU(Channel Service Unit)를 포함합니다. 개별 T1/E1 신호의 중단 없는 모니터링은 표준 100옴(ohm) 소형 잭을 통해 T1/E1 터미네이션 
카드 앞에서 제공됩니다(그림 3). 

그림 3.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2 포트 터미네이션 피처 카드 

 

 

다음은 지원되는 트렁크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 북미 RSB(Robbed-Bit Signaling)는 T1 트렁크에서 지원되며, 이들 트렁크에 다양한 북미 RSB 프로토콜, 프레이밍 및 인코딩 유형이 
포함됩니다. 

• CAS 는 R2 시그널링과 함께 E1 트렁크에서 지원됩니다. 

• IMT 는 SS7 시그널링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때 지원됩니다. 

• 많은 국가에서 E1 R2 변형을 필요로 합니다. 감독 및 등록 간(inter-register) 시그널링을 위해 국가별 기본값이 제공됩니다. 

• 범용 액세스(아날로그 모뎀 또는 디지털 호)는 인터페이스가 ISDN PRI 시그널링을 위해 구성되었을 때 지원됩니다. PRI 시그널링은 
T1/E1 트렁크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랙의 어디에서나 19인치 1RU 랙 마운트(옵션)를 사용하여 최대 6개의 8포트 브레이크아웃(breakout) 케이블(부품 번호 DFC-8CT1/CE1)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그림 4). 

그림 4. 랙 장착 기능(옵션)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CT3 트렁크 피처 카드 

채널화된 T3 트렁크로 공급될 때, CT3 인터페이스 카드는 CAS, PRI 또는 IMT를 위한 물리적 터미네이션을 제공하며, 텔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CSU를 포함합니다(그림 5). CT3 인터페이스 카드는 채널화된 T3 수신 트렁크 회선을 위해 물리적인 회선 터미네이션을 
제공합니다. 이 카드는 온보드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채널화된 28개의 T1 회선을 채널화된 1개의 T3 회선으로 다중화합니다. 개별 
T1/E1 신호의 중단 없는 모니터링은 표준 100옴(ohm) 소형 잭을 통해 T1/E1 터미네이션 카드 앞에서 제공됩니다(그림 3). 

그림 5. Cisco AS5350XM CT3A 터미네이션 피처 카드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60 및 108 범용 포트 피처 카드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60 및 108 범용 포트 카드는 기능이 완비된 DSP 기반 카드로, 각각 60개 또는 108개의 음성, 팩스 및 
데이터 호를 지원합니다. DSP 관리 기능은 문제 해결에 사용되며, DSP 상태, 실시간의 통화 중 통계, DSP 활동 로그, 하드/소프트 
비지아웃(hard/soft busy out), 그리고 DSP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포함합니다. 추가 정보는 호 추적 기능으로 콘솔, SNMP 또는 RADIUS 
계정 관리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60 및 108 범용 포트 피처 카드 

 

 

요약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는 음성 게이트웨이, 원격 액세스 서버, VPN 터미네이터 및 라우터 기능을 통합하여 완전한 "POP-in-
a-box" 솔루션을 생성하는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입니다. 이 솔루션은 8-T1/7-E1 밀도의 높은 가용성과 성능을 제공하는 유일한 1RU 범용 
게이트웨이입니다. 
광대역을 통한 음성 서비스, 대용량의 음성 전송, 통합 커뮤니케이션, 콜 센터 서비스, IP 기반의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호스팅된 
IP 텔레포니, 선불 통화 카드, Common Channel Signaling System 7(SS7/C7) 상호 연결, 대용량의 인터넷 연결, 지역 또는 지사 연결, 기업 
VPN 또는 wholesale 다이얼 등에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를 사용하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universal DSP는 음성, 팩스 및 원격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기능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유연하게 서비스를 구현하고 전체 인프라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sco AS5350XM은 모든 시스코 음성 
게이트웨이의 DS-0당 최고의 CPU 성능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업을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표 1에서 9는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의 세부적인 사양을 보여줍니다. 
 

표 1.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의 하드웨어 기능 및 이점 

기능 이점 

최대 8-T1/7-E1 음성, 팩스 또는 원격 

액세스 세션 
구현이 쉬운 소형 폼 팩터로 탁월한 밀도 제공 

다중 송신 인터페이스 유형 

2개의·10/100/1000BASE-T 기가비트 이더넷 LAN 연결 제공 
2개의 8-MB 직렬 연결 제공 
트렁크 피처 카드 제공 
스택형 설계로 초기 비용이 저렴함 
한 제품 안에 범용 포트 솔루션 제공 

범용 포트 DSP 
음성, 팩스, 다이얼업 및 ISDN 터미네이션과 같은 서비스 구현 시 유연성 제공 
서비스 제공업체는 언제든지 모든 포트에서 범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기본 제공되는 복원력 

핫 스왑 가능한 카드 및 예비 DSP 제공 
리던던시형 전원 공급 장치 옵션 제공 
3가지 리던던시형 백홀 방식 제공 
열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제공 
랙에서의 핫 스왑 가능한 팬 트레이 제공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가용성을 향상시켜 중단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손실을 최소화함 

표 2.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프로세서 · 750-MHz RISC 프로세서 

메모리 

· 512-MB SDRAM(Synchronous Dynamic RAM)(기본) 
· 128-MB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시스템 및 부트 플래시 메모리) 
· 256-KB 보조 캐시 

피처 카드 슬롯 3개 슬롯 

송신 포트 

· 10/100/1000BASE-T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개 
8 Mbps 시리얼 포트 2개 
· T1/E1 DS-1 트렁크 피처 카드 
· CT3 트렁크 피처 카드 

표 3.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섀시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치수(H x W x D) 
· 4.5 x 44.5 x 52 cm (1RU) 
· 1.75 x 20.5 x 17.5인치 

중량 · 22 lb(완전 로드된 2-PRI 구성) 

일반 작동 조건 

· 32 ~ 104 °F 
· 0 ~ 40 °C 
· -200 ~ 10,000 ft 고도 

표 4.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전원 공급 장치 데이터 

입력 설명 입력 사양 

입력 전력(AC 단위) 114 ~ 140W(최대) 

입력 전압(AC 단위) 100 ~ 240 VAC 

입력 전류(AC 단위) 2A(최대), 1A(일반) 

입력 주파수(AC 단위) 50 ~ 60 Hz 

입력 전력(DC 단위) 114 ~ 140W(최대) 

입력 전압(DC 단위) -48 ~-60 VDC 

입력 전류(DC 단위) 3.0A(최대), 2.0A(일반) 

표 5.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프로토콜 개요 

프로토콜 설명 

LAN 프로토콜 
· IP 
· IPX 

 



 

· AppleTalk 
· DECnet 
· ARA 
· NetBEUI 
브리징(bridging) 

· HSRP 
· 802.1Q 

WAN 프로토콜 

· Frame Relay 
· PPP 
· HDLC(임대 회선) 

라우팅 프로토콜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 및 RIPv2 

· OSPF 
· IGRP 
· EIGRP 
· BGPv4 
· IS-IS 
· [DEFINE THE AT PART] AT-EIGRP 
· IPX-EIGRP 
NHRP(Next Hop Resolution Protocol) 
AURP(AppleTalk Update-Based Routing Protocol) 

QoS 프로토콜 

· IP Precedence 
· RSVP 
· WFQ 
· WRED 
· MMP 프레그먼트화 및 인터리빙(interleaving) 

· 802.1P 

액세스 프로토콜 

· PPP 
SLIP(Serial Line Internet Protocol) 
· TCP Clear 
· IPXCP 
· ATCP 
· ARA 
· NBFCP 
TCP/IP를 통한 NetBIOS  
PPP를 통한 NetBEUI 
프로토콜 변환(PPP, SLIP, ARA, X.25, TCP, 로컬 영역 전송[LAT] 및 텔넷) 

· XRemote 

대역폭 최적화 

MLP(Multilink PPP) 
· TCP/IP 헤더 압축 

BACP(Bandwidth Allocation Control Protocol) 

음성 압축 
· G.711, G.723.1 (5.3K 및 6.3K), G.726, G.729ab, G729a, G-Clear 및 GSM-FR 
· RFC2833, H245 및 Inband DTMF Relay 

DSP 음성 기능 반향 소거, 최대 128ms까지 프로그램 가능 

 



 

A-law와 mu-law 인코딩 간의 투명한 트랜스코딩 
VAD(Voice Activity Detection), 묵음 억제, CNG(Comfort Noise Generation) 
고정식 및 적응식 지터 버퍼링 
콜 진행 톤 탐지 및 생성 - 현지 국가 버전의 다이얼 톤, 통화중, 호출음, 정체 및 리오더(reorder) 톤 
· DTMF, 다중 주파수 및 COT(Continuity Testing) 
· IP측 감쇠의 DS-1당 수정 

음성 및 팩스 신호 프로토콜 

· H.323v4, SIP, MGCP 1.0, TGCP 1.0, VoiceXML, RTSP 및 ESMTP 
Fax out (전송) Group 3, EIA 2388 Class 2 및 EIA 592 Class 2.0 표준, V.33, V.17, V.29, V.27ter, V.21 변조

지원 
· T.38 실시간 팩스 릴레이 
· T.37 팩스 저장 및 포워딩 
·팩스 패스쓰루(pass-through) 
·모뎀 패스쓰루(pass-through) 
· 팩스 감지 

· OSP(Open Settlements Protocol) 
· MRCP(Media Recording Control Protocol) 
· TTS 서버 
· ASR 서버 

SS7 
· MTP1 및 MTP2 레이어 터미네이션을 위한 통합 SLT 기능 
· SS7 메시지의 IUA 및 RUDP 백홀 

네트워크 보안 

· RADIUS 또는 TACACS+, PAP 또는 CHAP 인증, 로컬 사용자/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 DNIS, CLID 및 콜 유형 사전 인증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트래픽 필터링(IP, IPX, AppleTalk 및 브리지 트래픽 포함) 
·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및 동적 액세스 목록 
· SNMPv2 및 SNMPv3 

· SSH(Secure Shell) Version2 
· H.235 

가상 사설망 

· IPSec(IP Security) 및 보안 집행(RADIUS 또는 TACACS+) 
· L2TP, L2F(Layer 2 Forwarding) 및 GRE(Generic-Routing-Encapsulation) 터널 
· ACL 기반 보안 및 침입 방지 
· QoS 기능(CAR[Committed Access Rate], RED[Random Early Detection], IP Precedence, 정책 기반 라우팅)

채널화된 T1 
· RBS; Loop Start, Immediate Start 및 Wink Start 프로토콜 
· Feature Group B, Feature Group D 및 Feature Group D-Operator Services 

채널화된 E1 · CAS, E1 R1, E1 R2, 임대 회선, Frame Relay, G.703 및 G.704 

지원되는 ISDN 프로토콜 

· 최대 38,400bps의 동기 모드 PPP, V.120, V.110 
· 사용자측 PRI 스위치 유형: NTT, NI, 4ESS, 5ESS, DMS100, NET5 및 TS014 
· 백업 D 채널이 있는 NFAS(Non-Facility Associated Signaling) 
· 사용자측 NFAS 스위치 유형: NTT, NI, 4ESS 및 DMS100 
· 네트워크측 PRI 스위치 유형: NTT, NI 및 NET5 
· 네트워크측 NFAS 지원 안 됨 

· DoVBS 
· Basic Q.SIG 기능 

지원되는 모뎀 프로토콜 · 1,333-bps 단위로 56,000에서 28,000의 속도까지 지원되는 V.90 또는 V.92 표준  

 



 

· V.92 모뎀 대기, Quick Connect 
· 인터넷 브라우징 처리량을 100% 이상 향상시킨 V.44 압축 지원 
· 2,000-bps 단위로 56,000에서 32,000의 속도까지 지원되는 K56Flex 
· 33,600 및 31,200-bps의 ITU-T V.34 Annex 12  
· 28,800, 26,400, 24,000, 21,600, 19,200, 16,800, 14,400, 12,000, 9,600, 7,200, 4,800 또는 2,400-bps의 ITU-T 

V.34 
· V.32bis 14,400, 12,000, 9,600, 7,200 및 4,800; V.32 9,600 및 4,800; V.22bis 2,400 및 1,200; V.21 300; Bell 

103 및 300; V.22 1,200; 및 V.23 1,200/75 
·ITU-T V.42(MNP[Microcom Networking Protocol] 2-4 및 LAPM[Link Access Procedure for Modems] 포함) 
오류 보정 

· ITU-T V.42bis(1,000노드) 및 MNP 5 데이터 압축 
· 비동기 모드 PPP 

무선 프로토콜 · V.110 및 V.120 

TDM 클러킹 

· 모든 T1 또는 E1 채널로 클럭을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 
· 외부 BITS(Building Integrated Timing Supply) 클럭으로 클럭을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Stratum 4E 
준수) 

완전한 Cisco IOS Software 지원 
· 3DES(Triple Data Encryption Standard) 및 Lawful Intercept 이미지를 포함한 IP Plus 및 Enterprise Plus 
기능 세트 

콘솔 및 보조 포트 · 비동기 시리얼(RJ-45) 

표 6.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음성 호 성능 표 

음성 호 성능   

DID(Direct Inward Dial) · 216 
TCL IVR를 사용한 호 · 216 
Voicemail · 216 

VoiceXML 
· 192(DSP 및 트렁크 인터페이스 포함) 
· 240(DTMF 상호 작용 전용), ASR/TTS 없음, 트렁크 카드 없음, DSP 없음 

TDM 스위칭  
· 1344(2개의 CT3), DSP 없음(PRI 또는 SS7) 
· 216(DSP 포함)(CAS 또는 E1 R2) 

표 7.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다이얼 호 성능 표 

다이얼 호 성능   

비동기 모드 PPP, 동기 모드 PPP, MLPP, TCP-Clear 및 MPPC(Microsoft Point-to-Point Compression) 비동기 및 동기 모드 · 216 

표 8.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준수 데이터 

인증 요구조건 

NEBS 인증 

· Telcordia SR-3580 
· GR-1089-CORE, Issue 2 
· GR-63-CORE, Issue 1 
· 장비의 용도 및 중요한 특성에 기반한 Level 3 인증 

 



 

· 모든 장비 CLEI(Common Language Equipment Identifier) 코딩됨 
TIRKS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 

안전 인증 

· UL 1950, 3판 
· CSA 950, 3판 
· EN 60950(1, 2, 3 및 4차 수정) 

· IEC 60950 
· AS/NZS 3260 
· TS 001 

전자기 방출 및 내성 준수 

· EN 55022B (CISPR22) 
· EN 300386 
· NZS/AS3548 Class A 
· VCCI B 
· FCC 47CR15 Class A 

BITS 클럭 · Stratum Layer 4E 준수 

표 9. Cisco AS5350XM Universal Gateway 환경 데이터 

환경 사양   

열 손실 · 478 Btu/hr(최대); 389 Btu/hr(일반) 

AC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AC 전원 케이블 

· 단일 전원 공급 장치: 18 AWG(American Wire Gauge), 15-amp IEC 320 Type C13 
표준 케이블 

· 리던던시형 전원 공급 장치: 18 AWG, 15-amp IEC 320 Type C5 표준 케이블 
DC 시스템에 필요한 DC 전원 케이블 · 12-14 AWG 구리 연선 
보관 온도 · 25.8 ~ 185ºF (-40 ~ 85ºC) 
드라이 컨택트(Dry Contact) 경보 포트 · 5V 
음향 · 최대 55 dBA, 음압 수준 1m 
습도 · 5 ~ 95퍼센트, 비응축 
고도 · -200 ~ 10,000 ft 

신뢰성(40ºC에서, 120 VAC 및 -48 VDC, 140W) 
· TR-332당 7500 FIT(FIT = 1/MTBF) 
· 섀시당 200,000 MT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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