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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Jabber가 MRA(Mobile Remote Access)를 통해 연결할 때 다른 조직의 다른 사용자
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호출할 수 있도록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Expressway C 및 E와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Expressway의 컨텍스트에서는 B2B 통화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시나리오

조직 1이 MRA를 배포하고 조직 2가 구축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가정해보겠습니다.조직 2의 경우,
경계는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로 끝납니다. 이 외에도 조직 2의 CUCM 클러스터와 통합
된 CUBE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Jabber A는 MRA를 통해 또는 내부적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조직 1의 경
우 CUCM, Expressway C 및 E에서 컨피그레이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가정

Jabber A 사용자 및 Jabber B 사용자는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페더
레이션을 통해 IM 및 프레전스를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IM 주소도 작업 SIP URI라고 가정할 수 있



습니다.

또한 Jabber A와 Jabber B는 해당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SIP URI를 통해 다이얼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나리오에서 조직 2에 통화 제어 서버로 CUCM이 있다고 가정합니다.그러나 다른 공급업체
의 통화 제어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

CUCM, Jabber, VCS for MRA를 통합하는 동안 버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Jabber A가 Jabber B를 호출할 때 조직 1의 구성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수신 대기 포트 5065가 있는 새 SIP 트렁크 보안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xpressWay-C를 가리키는 SIP 트렁크를 생성하고 SIP 트렁크 보안
프로필을 할당합니다.



참고:5065 포트에서 수신하는 새 트렁크 보안 프로파일이 생성됩니다.Expressway-C는
Jabber 사용자가 MRA를 통해 로그인할 때 5060에서 CUCM에 Jabber Unsecure 등록을 전송
하도록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Expressway-C를 가리키는 이 새 SIP 트렁크에 할당됩니다
.기본 트렁크 보안 프로필을 사용하는 경우 MRA를 통해 로그인한 Jabber가 CUCM의 포트
5060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3단계. 조직 2의 URI에 대한 SIP 경로 패턴을 생성하고 SIP 트렁크 포인트에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xpressway-C에 할당합니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UCM을 가리키는 Expressway-C에 인접 영역을 생성합니다.



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xpressway-C에 Traversal Client Zone(UC Traversal 아님)을 생성합
니다.



 6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xpressway-E에 Traversal Server Zone(UC Traversal 아님)을 생성
합니다.



7단계. Expressway-C에 DNS 영역을 생성합니다. 이 영역은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조직 2의 URI에
대한 DNS SRV 조회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영역이 만들어지면 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Expressway C 및 E에서 검색 규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8단계. Expressway-C의 검색 규칙은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URI starlabs.com에 대한 SIP Invite를
수행한 새 접근 영역에 Expressway-E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9단계. Expressway-E의 검색 규칙을 검색하여 URI starlabs.com에 대한 SIP Invite를 DNS 영역으



로 전달하려면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통화가 Expressway-Evia traversal 영역에 도달하면 됩니
다.

10단계. 통화가 DNS 영역에 도달하면 Expressway-C는 _sips.tcp.starlabs.com,
_sip.tcp.starlabs.com 및 _sip.udp.starlabs.com에 대해 DNS SRV 조회를 수행합니다.

Exp-E 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016-03-09T09:48:35+05:30 VCSECOL tvcs: UTCTime="2016-03-09 04:18:35,399" Module="network.dns"

Level="DEBUG":  Detail="Sending DNS query" Name="_sip._tcp.starlabs.com" Type="SRV (IPv4 and

IPv6)"

2016-03-09T09:48:35+05:30 VCSECOL tvcs: UTCTime="2016-03-09 04:18:35,400" Module="network.dns"

Level="DEBUG":  Detail="Resolved hostname to:  ['IPv4''TCP''14.160.103.10:5060'] (A/AAAA) Number

of relevant records retrieved: 1"

DNS SRV 조회에서 Exp-E는 조직 2에 연결하기 위한 다음 홉의 IP 및 포트를 가져옵니다. 이 시나
리오에서는 DNS SRV _sip._tcp.starlabs.com이 조직 2용 ASA의 공용 FQDN/IP 및 포트 5060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아웃바운드 통화 흐름은 

Jabber A는 userB@starlabs.com을 SIP URI로 다이얼합니다.1.
SIP Invite가 CUCM에 도달합니다(Exp-E —> Exp-C를 통해).2.
CUCM은 SIP Route Pattern과 일치하는 숫자 분석을 수행합니다.3.
CUCM은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를 Exp-C로 라우팅합니다.4.
Exp-C는 'CUCM Neighbor zone'에서 통화를 수신하고 'search rule'은 통화를 우리가 수행한5.



접근 영역으로 전달합니다.
이제 통화가 'traversal zone'을 통해 Exp-E에 도달하고 여기서 검색 규칙이 통화를 'DNS
Zone'으로 전달합니다.

6.

DNS 영역에 도달하면 공용 DNS 서버에 대해 _sip._tcp.starlabs.com에 대한 DNS SRV 조회
가 수행되며, 이는 조직 2에 도달하기 위한 다음 홉으로 확인됩니다.

7.

Jabber B가 Jabber A를 호출할 때 조직 1의 구성

이제 Jabber B가 Jabber A를 호출할 때 조직 2에 SIP URI 통화를 조직 1로 라우팅하도록 구성된 자
체 다이얼 플랜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조직 1의 CUCM으로 라우팅되는 수신 SIP INVITE를 가져오
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Expressway-E의 인바운드 검색 규칙 -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조직 2에서 Exp-C로 수신 SIP
초대를 fed.sollab1.com SIP URI 도메인에 보내기 위한 다음

2단계. Expressway-C의 인바운드 검색 규칙 -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xp-E에서 CUCM으로
Incoming SIP 초대(fed.sollab1.com SIP URI 도메인에 대해)을 전송합니다.



전체 인바운드 통화 흐름은 

userA@fed.sollab1.com용 Jabber B의 인바운드 SIP INVITE는 Exp-E를 적중합니다.1.
Exp-E의 검색 규칙은 'traversal zone'을 통해 통화를 Exp-C로 전달합니다.2.
Exp-C의 검색 규칙은 'CUCM 인접 영역'을 통해 통화를 CUCM 클러스터로 전달합니다.3.
CUCM은 MRA를 통해 등록된 Jabber A에 SIP Invite를 보냅니다(Exp-C —> Exp-E 사용).4.

참고:B2B 통화가 작동하려면 Expressway-C 및 Expressway-E에서 리치 미디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참고:고객이 방화벽에 올바른 포트를 열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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