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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 및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를 활용
하여 인터넷 기반 비디오 엔드포인트로의 비디오 통화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이 문서에서는 ASA와 CUBE를 활용하여 인터넷 기반 비디오 엔드포인트로의 비디오 통화를 지원
합니다.비디오 통화는 ASA의 DMZ 인터페이스에 CUBE가 구축될 때 CUBE를 벗어난 비디오 엔드
포인트에서 시작됩니다.

참고: CUBE가 DMZ에 구축될 때 ASA의 NAT와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검색 문제를 해결합니다.테스
트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ASA의 내부 인터페이스에 CUBE가 구축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 전체에서 참조해야 하는 일반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Inside 인터페이스 이외의 인터페이스에서 비디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비디오 세션 아웃바운드를
시작할 경우(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비디오 세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
러 컨피그레이션 경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ASA 8.0.4 및 8.2.1에서 h.323 엔진이 CS 설정 패킷 필드 "sourceCallSignalAddress"에서 구성된
"Global PAT" 주소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비디오 세션이 "DMZ" 인터페이스에서 시작
되며 Inside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DMZ 인터페이스로 겹치는 고정 NAT가 구성됩니다.이 조건은 호
스트 고정 NAT를 사용하여 Inside에서 Outside로 시작한 비디오 세션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
래 행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Static (inside,DMZ) 172.20.0.0 172.20.0.0 netmask 255.255.0.0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음 스크린샷은 "sourceCallSignalAddress" 필드에 포함된 IP 주
소가 발신자의 IP 주소(이 디바이스에 대해 구성된 Static NAT)와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대
신 IP 주소는 구성된 전역 PAT 주소에 속합니다.



비디오 세션이 끊어집니다.

구성된 디바이스의 고정 NAT 변환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tic (dmz,outside) 192.168.143.152 172.20.220.20 netmask 255.255.255.255

여기서 172.20.220.0/24은 DMZ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입니다.이 IP 공간은 다음과 겹칩
니다.

Static (inside,DMZ) 172.20.0.0 172.20.0.0 netmask 255.255.0.0

겹치는 고정 NAT는 비디오 세션 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스크린샷에서는 DMZ 인터페이스에서 시작된 이전 예에 사용된 동일한 Static NAT 변환을 활용
하는 비디오 세션이 표시됩니다.

static (dmz,outside) 192.168.143.152 172.20.15.20 netmask 255.255.255.255

위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것처럼 sourceCallSignalAddress는 발신자의 IP 주소와 일치하며 h.323
엔진에서 올바르게 변환됩니다.요약된 중복 고정 NAT 문은 Insid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시작
및 소싱된 비디오 세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DMZ 인터페이스에서 비디오 세션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IP 주소가 사용된 내부 네트워크 공간과 완
전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172.20.0.0/16 주소 공간의 일부가 아닙니다.또는
Inside에서 DMZ로의 고정 NAT 변환을 통해 제외됩니다.

예:

static (inside,dmz) 172.20.0.0 172.20.0.0 netmask 255.255.128.0

static (inside,dmz) 172.20.128.0 172.20.128.0 netmask 255.255.192.0

static (inside,dmz) 172.20.192.0 172.20.192.0 netmask 255.255.240.0

static (inside,dmz) 172.20.208.0 172.20.208.0 netmask 255.255.248.0

static (inside,dmz) 172.20.216.0 172.20.216.0 netmask 255.255.252.0

static (inside,dmz) 172.20.222.0 172.20.222.0 netmask 255.255.255.0

static (inside,dmz) 172.20.223.0 172.20.223.0 netmask 255.255.255.0

static (inside,dmz) 172.20.224.0 172.20.224.0 netmask 255.255.224.0

이러한 고정 NAT 문은 172.20.220.0/24 공간을 제외한 전체 172.20.0.0/16 공간을 구성합니다.

CUBE와 같은 비디오 프록시 장치가 DMZ 환경에 배치되는 설계의 일부로서 중복되는 기준을 고려
해야 합니다.

Cisco 개발 테스트에서는 이 컨피그레이션의 버그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이 아니며 설계에 의해 개



   

발됨을 알립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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