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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경로 패턴과 함께 FAC(Forced Authorization Codes)를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 그룹의
장거리 통화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CallManager 컨피그레이션●

경로 패턴 컨피그레이션●

Cisco IP Phone 컨피그레이션●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CallManager 11.0 이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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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FAC 및 CMC(Client Matter Code)를 사용하면 통화 액세스 및 어카운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admin/4_1_3/ccmcfg/b03rtpat.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admin/4_1_3/ccmcfg/b06phone.html


.CMC는 청구 가능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화 계정 관리 및 청구를 지원하며, FAC는 사용자가 설정
할 수 있는 특정 통화 유형을 제어합니다.FAC 기능을 사용하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유효한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FAC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FAC 지원 경로 패턴으로 이동하는 번호를 다이얼합니다.1.
Cisco CallManager는 전화기에 특별한 신호음을 재생하도록 지시합니다.2.
그런 다음 인증 코드를 입력합니다.그런 다음 시스템은 FAC 타이머(T302/ 또는 숫자 타이머
)가 만료될 때까지(기본값 15초) 기다리거나 사용자가 # 키를 누릅니다.참고:FAC 타이머는
T302 타이머에 영향을 주므로 FAC 입력에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도록 이 타이머를 조정하면
일반 통화 시간도 연장됩니다.

3.

코드가 올바르면 통화가 기존 게이트웨이로 확장되고 Cisco CallManager에서 FAC 번호로 플
래그가 지정된 CDR(Call Detail Record)을 생성합니다.

4.

이 문서에서는 회사가 FAC를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 그룹에 대한 통화 라우팅을 제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IP 전화 사용자가 있는 조직을 고려해 보십시오.

직원●

관리자●

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신자가 적절한 액세스 레벨을 가진 FAC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직원 IP 전화기에 장거리 통화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조직 관리자는 코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IP 전화에서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Background Information 섹션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이 섹션의 구성 절차를 수행합니
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이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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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인증 코드 구성

경로 패턴을 통해 FAC를 활성화하기 전에 Cisco CallManager 관리에서 FAC를 정의해야 합니다.이
단계를 완료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CallManager Administration(Cisco CallManager 관리)에서 Call Routing(통화 라우팅) >
Forced Authorization Codes(강제 권한 부여 코드)로 이동합니다.

1.

열려 있는 창에서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2.
FAC Configuration(FAC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이러한 매개변수를 구성하고 Save(저장)를 클
릭합니다.

Authorization Code Name(인증 코드 이름) - 50자 이하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이 이름
은 인증 코드를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연결합니다.

Authorization Code(인증 코드) - 16자리 이하의 고유한 인증 코드를 입력합니다.이 예에서 이
코드는 12345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FAC 지원 경로 패턴을 통해 전화를 걸 때 이 코드를 입
력합니다.

Authorization Level(권한 부여 레벨) - 0~255 범위의 3자리 권한 부여 레벨을 입력합니다.기본
값은 0입니다. 권한 부여 코드에 할당하는 레벨은 사용자가 FAC 사용 경로 패턴을 통해 통화
를 라우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통화를 성공적으로 라우팅하려면 사용자 권한 부여
레벨이 통화의 경로 패턴에 지정된 권한 부여 레벨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3.

/content/dam/en/us/support/docs/voice-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81541-fac-config-ex-1.gif


경로 패턴 구성

장거리 경로 패턴에 대해 FAC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CallManager 관리 창에서 두 개의 다른 파티션을 만듭니다.예를 들어
LongDistanceEmployees와 LongDistanceManager가 있습니다.

참고:파티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티션 이해 및 사용 및 Cisco
CallManager와 함께 발신 검색 공간을 참조하십시오.

1.

Employees and Manager라는 두 개의 다른 CSS(Calling Search Spaces)를 생성합니다.파티
션 LongDistanceEmployees를 Employees CSS에, LongDistanceManager를 Manager CSS에
포함합니다.참고:CSS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ling Search Space Configuration을
참조하십시오
.

2.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53.shtml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53.shtml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53.shtml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admin/4_1_3/ccmcfg/b03csspc.html




LongDistanceEmployees 파티션을 사용하는 두 개의 별도 장거리 경로 패턴과 파티션
LongDistanceManager를 사용하는 또 다른 패턴을 생성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LongDistanceEmployees 파티션을 사용하여 FAC를 사용하는 경로 패턴을 구성합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allManager 관리 창에서 Call Routing(통화 라우팅) > Route/Hunt(경로/헌트) > Route
Pattern(경로 패턴)으로 이동하고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Route Pattern
Configuration(경로 패턴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장거리 경로 패턴을 입력하고 이 경로 패턴에
대한 LongDistanceEmployees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다른 컨피그레이션과 함께 올바른 게이트웨이 또는 경로 목록을 선택합니다.Require
Forced Authorization Code(강제 권한 부여 코드 필요)를 선택하고 Authorization Level(권한
부여 레벨)을 입력합니다.이 필드에 지정하는 숫자는 이 경로 패턴을 통해 통화를 성공적으로
라우팅하는 데 필요한 최소 권한 부여 레벨을 결정합니다.이제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3.



LongDistanceManager 파티션을 사용하는 장거리 경로 패턴을 추가하려면 Add New를 클릭
합니다.

Route Pattern Configuration(경로 패턴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동일한 장거리 경로 패턴(2단계
)을 입력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이 경로 패턴에 대한 LongDistanceManager 파티션을 선
택합니다.이 구성에 대해 올바른 게이트웨이 또는 경로 목록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또한
이 경로 패턴은 FA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IP Phone Configuration(IP 전화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LongDistanceEmployees 파티션 및
Employees CSS에 대한 Employee IP Phone Directory Number(직원 IP 전화 디렉토리 번호
)를 포함합니다.또한 Manager IP Phone Directory Number(관리자 IP 전화 디렉토리 번호)를
LongDistanceManager 파티션 및 관리자 CSS에 포함합니다.참고:직원 IP 전화기에서 사용하
는 CSS에는 LongDistanceManager 파티션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관리자 IP 전화기에서 사
용하는 CSS에는 LongDistanceEmployees 파티션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4.

FAC를 사용하도록 전화기 하나만 제한

FAC를 사용하여 장거리 전화를 걸도록 한 개의 전화기만 제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해당 Long Distance 패턴의 경로 패턴 컨피그레이션을 복사하여 해당 전화기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새 파티션에 넣습니다.

1.

해당 전화에 대해 별도의 발신 검색 공간을 생성합니다. 여기에는 LD 파티션도 포함됩니다.2.
해당 경로 패턴에 대해 FAC를 활성화하여 해당 코드를 입력하려면 해당 전화기만 필요합니다
.

3.

다음을 확인합니다.

구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mployee Extension 1000에서 장거리 전화 번호 4085551234로 전화합니다.인증 코드를 묻
는 신호음이 재생됩니다.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통화가 연결됩니다.참고:사용자가 코드를 입력
한 후 통화를 즉시 라우팅하려면 사용자는 전화에서 #을 누를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통화는 기본적으로 15초인 숫자 타이머가 만료된 후에 발생합니다.

1.

관리자의 내선 번호 1001에서 장거리 전화 번호 4085551234로 전화합니다.인증 코드를 묻지
않고 통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2.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제 인증 코드 임의 중지 작업

FAC가 구성된 경로 패턴과 일치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들리며 FAC를 입력합니다.그러
나 FAC를 입력하면 재주문음이 수신되고 통화가 해제됩니다.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면 FAC Configuration(FAC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로 이동하여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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