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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Cisco TelePresence MCU 4203, Cisco TelePresence MCU MSE 8420, Cisco
TelePresence IP VCR 2210, Cisco TelePresence VCR 8220, Cisco TelePresence GW 3241,
Cisco Isdn MSE 8 MSE에 대해 다룹니다. 321, Cisco TelePresence IP GW 3510, Cisco
TelePresence MCU 4505,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Expressway 및
Cisco TelePresence MCU 8510 제품

Q. 게이트키퍼의 직접, 라우팅 및 프록시 모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 H.323 게이트키퍼가 작동할 수 있는 모드는 최대 4개입니다.모든 게이트키퍼가 모든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게이트키퍼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어떤 모드를 지원하는지 알아보십
시오.

직접 모드

이것은 게이트키퍼가 주소록보다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가장 간단한 게이트키퍼 모드입니다.엔
드포인트가 게이트키퍼로부터 통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E.164 주소 변환을 수신하면 게이트
키퍼는 통화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게이트키퍼가 이 모드를 지원합니다.TANDBERG Codian 제품의 내장형 게이트키퍼는
이 모드만 사용합니다.

H.225 라우팅 모드

직접 모드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H.225 라우팅된 모드의 경우 통화 설정과 관련
된 H.225 메시지의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이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통화에 사용된 전체 대역폭을 제
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게이트키퍼가 이 모드를 지원합니다.Radvision ECS는 Q.931 라우팅 모드 및 Polycom
PathNavigator를 라우팅 모드로 나타냅니다.

H.245 라우팅 모드

H.245 라우팅 모드의 게이트키퍼는 H.225 라우팅 모드에서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미디
어 제어에 관련된 H.245 메시지에 대한 프록시로도 작동합니다.미디어 패킷만 엔드포인트 간에 직



   

접 전달됩니다.H.225 라우팅 모드의 이점 외에도 게이트키퍼는 통화에서 사용 중인 비디오 및 오디
오 코덱을 제어하고 흐름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TANDBERG VCS 및 TANDBERG 게이트키퍼는 이를 라우티드 모드로 참조합니다.

전체 프록시 모드

전체 프록시 모드의 게이트키퍼는 모든 설정, 제어 및 미디어 패킷을 라우팅합니다.이는 엔드포인
트가 서로 다른 사용자의 ID를 검색할 수 없으며 방화벽 통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이
점을 제공합니다.많은 게이트키퍼가 이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
다.

TANDBERG VCS의 인터워킹 모드에서는 H.323 디바이스와 SIP 참가자 간에 통화를 할 수 있습니
다.이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프록시 모드에서 작동합니다.마찬가지로, TANDBERG VCS 또는
TANDBERG 게이트키퍼가 H.460 방화벽 통과를 수행하면 전체 프록시 모드를 사용합니다.어느 경
우든 통화에는 통과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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