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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업 내에서 IP 기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오늘날의 경제 환
경에서 고객은 비디오를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며 이러한 도입의 주요
이점은 직원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 모두에서 향상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IP 기반 비디오 통신 네트워크는 이전의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기술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된 다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네트워크입니다.ISDN은 다른 비즈니스와의 모든 외부 엔터프라이즈 또는 추가 캠퍼스 통신에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기업 자체 내에 원격 지사가 있더라도 사용됩니다.IP 기반 비디
오 커뮤니케이션의 광범위한 이점은 조직 내 또는 조직 간 엔드 투 엔드 IP 연결을 통해 실현되어
B2B(Business-to-Business)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ISDN에서 PSTN
대신 인터넷을 통과하는 IP 기반 솔루션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회사 내 및 B2B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더 저렴한 통합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ISDN 회로에서 IP 연결로의 도매 전환은 사소한 작업이 아닙니다.ISDN 회선 및
ISDN을 IP 기반 비디오 통신 세계로 연결하는 비디오 게이트웨이는 널리 구축된, 오랜 시간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차세대 비디오 통신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ISDN은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청구, 경계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솔루션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여전히 정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솔루션은 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간주
하도록 유사한 서비스 수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업은 ISDN과 관련된 모든 혜택을 유
지하는 동시에 IP 기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기업 외부로 확장하는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예에서는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의 기능을 강조하고, 특히 CUBE가
인터넷에 있는 엔드포인트에서 IP 주소를 통해 기업 방화벽 뒤에 있는 MCU(Multipoint Control Unit)



또는 엔드포인트로 전화를 거는 기능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이 기능은 CUBE 1.3의
12.4(22)YB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null의 번호 재정의 기능 및 Cisco CUVC(Unified
Videoconferencing) MCU 5.6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IVR 기능을 보여줍니다.이 문서에는 이러
한 진화를 시작한 기업의 구성 권장 사항 및 시작 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isco IOS 음성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예: 다이얼 피어)●

CUBE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방화벽 작동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2800 라우터에서 실행되고 Cisco IOS 릴리스 12.4.22(YB) 또는 Cisco IOS 릴리스
15.0.1M을 사용하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및 Cisco IOS Gatekeeper

●

소프트웨어 버전 5.6 이상을 실행하는 Cisco IP Video Conferencing 3545 Solution●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다이어그램은 CUBE 외부 엔드포인트가 내부 엔드포인트 IP 주소를 통해 고객 네트워크에 안전
하게 전화를 거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다이어그램 통화 흐름

인터넷의 외부 엔드포인트는 내부 Cisco MCU(Multipoint Control Unit)에 상주하는 비디오 회
의에 참가하기 위해 CUBE(192.168.1.2)의 공용 IP 주소에 전화를 겁니다. H.323 통화 설정 메
시지는 네트워크의 보안 경계를 제공하는 방화벽인 Cisco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에 구성된 TCP 포트 1720의 초기 핀홀을 통해 CUBE에 도착합니다.이 예에서
CUBE에는 전용 IP 주소가 있으므로 외부 엔드포인트의 대상이 된 공개 라우팅 가능 주소는
ASA에서 수행한 고정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의 결과입니다.참고: Cisco는 설명서
에서 전용 IP 주소 공간만 사용합니다.

1.

수신 SETUP 메시지에는 CUBE가 일반적으로 통화의 다음 레그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
화 건 숫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CUBE는 null을 호출한 번호 재정의 구성 명령으로 구성된 숫
자(1234567890)를 사용합니다.이 주소를 사용하여 통화 설정 메시지가 내부 고객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2.

ASA에는 이 통화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두 개의 핀홀이 있습니다.하나는 CUBE가 CUVC-M
내부 게이트키퍼 기능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CUBE의 결
과 SETUP 메시지가 CUVC-M에 도달하여 CUBE의 다이얼 피어에 구성된 E.164 주소를 기반
으로 MCU에 대한 통화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ASA에서 H.323 검사 기능을 사용
하면 통화 설정 신호 표시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나머지 신호 및 미디어 흐름 TCP 및 UDP 연
결이 동적으로 열립니다.

3.

CUVC-M 내부 게이트키퍼는 외부 사용자에게 그래픽 옵션 메뉴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디오
IVR 기능이 포함된 IPVC-MCU로 통화를 라우팅합니다.이 메뉴는 발신 엔드포인트의 다이얼
패드 또는 원격 제어를 통해 DTMF 신호음을 입력하여 탐색합니다.최종 사용자는 회의 참가
메뉴 옵션에서 전화회의 ID를 선택한 다음 구성된 경우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내부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외부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컨퍼런스 ID를 다이얼하여 전화회의에
참가합니다.

5.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CUBE 구성 예●

ASA 컨피그레이션 예●

CUBE 구성

!

version 12.4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localtime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service password-encryption

service sequence-numbers

!

hostname cube1

!

boot-start-marker

boot system flash:c2800nm-adventerprisek9_ivs-mz.124-

22.YB.bin

boot-end-marker

!

ip source-route

!

!

multilink bundle-name authenticated

!

!

!

voice service voip

  allow-connections h323 to h323

  h323

  emptycapability

  null-called-number override 1234567890

  h225 start-h245 on-connect

  call start slow

  h245 passthru all

!

!

!

voice class h323 10

!

!

voice-card 0

!

!

!

!

interface GigabitEthernet0/0

 ip address 172.16.1.100 255.255.255.0

 ip route-cache same-interface

 duplex auto

 speed auto

 h323-gateway voip interface

 h323-gateway voip id vgk1 ipaddr 172.16.1.100 1719

priority 1

!--- vgk1 defines zone the cube to register with the

local Gatekeeper service h323-gateway voip h323-id cube1

!--- Defines the ID of CUBE h323-gateway voip tech-

prefix 1# h323-gateway voip bind srcaddr 172.16.1.100 !

! ip forward-protocol nd ip route 0.0.0.0 0.0.0.0

172.16.1.1 ip http server no ip http secure-server ! ! !



! dial-peer voice 1 voip destination-pattern .T !--- To

match outbound call leg to send to GK process session

target ras incoming called-number . !--- For inbound

call leg codec transparent ! ! gateway timer receive-rtp

1200 ! ! ! gatekeeper zone local vgk1 cisco.com zone

remote CUVCM cisco.com 10.1.1.26 invia vgk1 outvia vgk1

enable-intrazone zone prefix CUVCM 1234567890 gw-type-

prefix 1#* default-technology no use-proxy GK1 default

inbound-to terminal no use-proxy GK1 default outbound-

from terminal bandwidth interzone default 1000000 no

shutdown ! end

ASA 컨피그레이션

ASA Version 8.2(1)

!

!--- This is only a portion of the ASA config. !--- In a

typical production scenario, these commands would !---

be in addition to the current security policies

configured. ! interface Ethernet0/0 no nameif no

security-level no ip address ! interface Ethernet0/0.2

vlan 2 nameif inside security-level 100 ip address

10.1.1.1 255.255.255.0 ! interface Ethernet0/0.12 vlan

12 nameif dmz security-level 50 ip address 172.16.1.1

255.255.255.0 ! interface Ethernet0/0.500 vlan 500

nameif outside security-level 0 ip address 192.168.1.2

255.255.255.0 ! boot system disk0:/asa821-k8.bin ftp

mode passive clock timezone CDT -6 access-list dmz-in

extended permit icmp any any access-list dmz-in extended

permit udp host 172.16.1.100any eq 1719 access-list dmz-

in extended permit tcp host 172.16.1.100any eq h323 !---

The access list allows CUBE address lookups and call !--

- signaling respectively to get to the interior of the

network. ! access-list outside_access_in extended permit

icmp any any access-list outside_access_in extended

permit tcp any host 192.168.1.2 eq h323 access-list

outside_access_in extended permit udp any host

192.168.1.2 eq 1719 !--- The access list allows exterior

call setups and address !--- look ups respectively to

get to the CUBE. ! ! access-list inside-to-DMZ-exemption

extended permit ip 10.0.0.0 255.0.0.0 10.150 .150.0

255.255.255.0 !--- This access list prevents the global

NAT translation intended !--- for the outside interface

from being used on the conversations !--- between

internal endpoints and CUBE. ! mtu inside 1500 mtu dmz

1500 mtu outside 1500 nat-control global (outside) 1

192.168.1.5-192.168.1.100 netmask 255.255.255.0 !---

Note that the general NAT pool should not overlap the !-

-- ASA interface nor the static NAT used for CUBE. ! nat

(inside) 0 access-list inside-to-DMZ-exemption nat

(inside) 1 0.0.0.0 0.0.0.0 nat (dmz) 1 172.168.1.0

255.255.255.0 static (dmz,outside) 192.168.1.2

172.16.1.100 netmask 255.255.255.255 !--- The previous

statement is what establishes the publicly !--- routed

address for CUBE on the outside interface. ! access-

group dmz-in in interface dmz access-group

outside_access_in in interface outside route inside

10.0.0.0 255.255.255.0 10.1.1.2 1 route outside 0.0.0.0

0.0.0.0 192.168.1.254 1 !--- These two static route

statements assume the existence of !--- a next hop

router on both inside and outside interfaces. ! timeout

xlate 3:00:00 timeout conn 1:00:00 half-closed 0:10:00

udp 0:10:00 icmp 0:00:02 timeout sunrpc 0:10:00 h323



0:10:00 h225 1:00:00 mgcp 0:10:00 mgcp-pat 0:10:00 !---

Note: It is a good idea to increase the H.225 timeout.

Not all endpoints !--- send enough traffic on this

connection to keep it alive. The H.225 command !---

includes the H.245 attributes.

!

policy-map global_policy

 class inspection_default

  inspect h323 h225

  inspect h323 ras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Cisco Unified Videoconferencing Manager에 추가되는 Cisco IOS 게이트키퍼를 보
여 줍니다.Cisco IOS 게이트키퍼 모델이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됩니다.

이 이미지는 Cisco Unified Video Conferencing Manager의 리소스 관리 섹션에서 Cisco IOS 게이
트키퍼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IP 주소가 172.16.1.100인 Cisco
IOS H.323 게이트키퍼가 나열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CUBE에 구성된 Null 호출 번호에 해당하는 e.164 주소(1234567890)를 표시하는
Cisco Unified Video Conferencing의 자동 전화 교환 컨피그레이션을 보여 줍니다.

이 이미지는 Cisco IPVC Video IVR이 발신 비디오 엔드포인트로 다시 전송할 항목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비디오 엔드포인트의 원격 제어 또는 키패드 제어를 사용하여 CUVC MCU에서 호스팅되
는 DTMF(대역 내)를 통해 비디오 회의를 선택하고 적절한 비디오 미팅에 참여합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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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tech&level0=26843601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prod&level0=278875240&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3569222-3545713?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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