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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표준 SLRG(Local Route Group)를 사용하는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에 대한 통화 라우팅에 대해 설명합니다. EMCC를 통한 긴급 통화는 이 문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익스텐션 모빌리티(EM)●

EMCC●

다중 클러스터 환경●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통화 라우팅●

파티션(PT)●

발신 검색 공간(CSS)●

전화 등록●

참고:이 문서에서는 EMCC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클러스터 간 사용자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
로 가정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UCM 8.0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 정보

이 문서에서 사용할 일반 EMCC 용어(홈 클러스터, 방문 클러스터 등)는 아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홈 클러스터:최종 사용자, 사용자 디바이스 프로필, 다이얼 플랜 및 등록 정보를 포함하는 클러
스터. 

●

방문 클러스터:물리적 전화 및 VG(Voice Gateway)와 같은 로컬 리소스의 컨피그레이션을 포함
하는 클러스터입니다.

●

로밍 장치 풀:로밍에 민감한 특성을 찾기 위해 홈 클러스터에 생성되었습니다.  홈 클러스터에
는 방문 클러스터마다 로밍 장치 풀이 있습니다. EMCC 통화 라우팅 구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려면 적절한 로밍 장치 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오로케이션 필터:지오로케이션 필터는 서로 다른 디바이스의 지리적 위치를 비교할 때 어떤
지오로케이션 객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전화기 그룹에는 동일한 지리적 위치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기 그룹이 있는 공간과 층을 제외합니다.각 전화기의 실제 지리적
위치가 다르지만 필터링된 지리적 위치는 동일합니다.지오로케이션은 디바이스의 위치를 식별
하는 데 사용되며 지오로케이션 필터는 지오로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

위치 정보:지리적 위치 정보 또는 지리적 위치는 세계의 물리적 위치를 나타냅니다.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dministration에서 지리화를 수동으로 구성합니다.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dministration에서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지오로케이션
(geolocatio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방문 중인 모든 클러스터는 EMCC 로그인 중에 지오로케
이션 정보를 홈 클러스터로 전송합니다.홈 클러스터가 방문 클러스터에서 지오로케이션 정보
를 가져오면 로밍 디바이스 풀이 적용됩니다.

●

로밍 디바이스 풀: EMCC 지오로케이션 필터를 적용한 후 CUCM은 전화기의 지오로케이션 정
보에 가장 일치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디바이스 풀을 선택합니다.EMCC에 대해 논의할 때 선택
한 디바이스 풀을 로밍 디바이스 풀이라고도 합니다. 각 로밍 디바이스 풀은 지오로케이션에 할
당됩니다.

●

참고:EMCC에 대한 로밍 디바이스 풀 개념은 Device Mobility의 로밍 디바이스 풀과 다릅니다.

참고:위치를 지리학과 혼동하지 마십시오.System > Location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위치를 사용하면 중앙 집중식 통화 처리 시스템에서 CAC(Call Admission Control)를 제공하
는 데 사용하는 엔티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System(시스템) > Geolocation
Configuration(지오로케이션 컨피그레이션)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지오로케이션을
사용하면 논리적 파티셔닝과 같은 기능에 대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디바
이스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지리적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MCC 통화 처리

홈 클러스터에서 통화 라우팅을 수행합니다.사무실 전화기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로컬 게이트웨이



에 연결하려면 방문 클러스터로 긴급 통화를 보내야 합니다.EMCC 환경에서는 긴급 통화에만
SLRG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EMCC의 SLRG를 사용하여 EMCC SIP 트렁크를 통해 통화
를 다시 표시 클러스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SLRG를 사용하는 통화 라우팅은 EMCC를 구현하기 전에 환경에서 SLRG를 광범위하게 구성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통화는 관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CSCul5870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설명된 시나리오는 그러한 문제를 표시합니다.

EU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사용자가 미국 EM 프로필에 로그인합니다.●

사용자는 미국 PSTN 번호로 아웃바운드 통화를 시도하며 미국 클러스터는 로컬 PSTN 번호에
대해 일치하는 패턴을 가집니다.

●

일치하는 패턴이 SLRG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화가 EMCC SIP 트렁크를 통해 방문 클러스터로 전송됩니다.●

EU 클러스터가 NANP(North American Numbering Plan)의 패턴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지 않으므로
EU 클러스터에서 호출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자는 SLRG 대신 통화 라우팅에 부가
CSS를 사용하는 경로 패턴을 생성하여 위의 시나리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EMCC의 통화 라우팅용 CSS는 세 CSS(Adjun CSS, 라인 CSS, 디바이스 프로파일 CSS)의 연결입
니다. 고급 CSS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고, 그 뒤에 행 CSS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프로필
CSS의 우선 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부가 CSS는 홈 클러스터의 로밍 디바이스 풀에 구성되며 EMCC에서 긴급 통화를 방문 클러스터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됩니다.또한 부가 CSS에는 9.911 및 911과 같은 긴급 경로 패턴에 대한 파티션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가 CSS와 연관된 경로 패턴 및 파티션은 통화를 방문 클러스터로 전달하
도록 SLRG를 참조해야 합니다.  

구성

이 문서는 세 개의 CUCM 클러스터가 있는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하며, 각각 단일 전화기가 등록되

https://bst.cloudapps.cisco.com/bugsearch/bug/CSCul58705


어 있습니다.미국의 Cluster with US phone, EU cluster with EU phone, 아시아 클러스터는 Asia
phone입니다.각 클러스터는 구성된 EMCC SIP 트렁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참고:클러스터당 하나의 EMCC SIP 트렁크만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지오로케이션 정보 구성

지오로케이션 정보는 EMCC에 참여하는 각 클러스터에 구성해야 합니다.지오로케이션 정보를 구
성하려면 Unified CM Administration(Unified CM 관리) > System(시스템) > Geolocation
Configuration(지오로케이션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참고:홈 클러스터는 올바른 로밍 디바이스 풀을 선택하려면 방문 클러스터마다 지오로케이션
정보를 수신해야 합니다.또한 홈 클러스터에는 자체 지오로케이션 정보도 필요합니다.



참고:US 클러스터는 이 랩 컨피그레이션의 홈 클러스터이며 EU 및 아시아 클러스터는 방문
클러스터입니다.

US 클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지오로케이션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EMCC를 사용하여 전화기에 위치 정보 할당

지리적 위치 정보는 엔터프라이즈 레벨, 디바이스 풀 레벨 또는 개별 전화기 레벨에서 전화기에 할
당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지오로케이션 정보를 할당하려면 Unified CM Administration(Unified CM 관
리) > System(시스템) > Enterprise Parameters(엔터프라이즈 매개변수)로 이동합니다.

디바이스 풀 레벨에서 지오로케이션 정보를 할당하려면 Unified CM Administration(Unified CM 관
리) > System(시스템) > Device Pool(디바이스 풀)으로 이동합니다.

전화기 레벨에서 지오로케이션 정보를 할당하려면 Unified CM Administration(Unified CM 관리) >
Device(디바이스) > Phone(전화기)으로 이동합니다.



지오로케이션 필터 구성

지오로케이션 필터는 국가, 상태 및 도시 값과 일치하는 디바이스 위치 기준을 지정합니다.지오로
케이션 필터를 구성하려면 Unified CM Administration(Unified CM 관리) > System(시스템) >
Geolocation Filter(지오로케이션 필터)로 이동합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위치 필터에 국가 및 도시만 선택됩니다.



참고:미국 클러스터, 아시아 클러스터 및 EU 클러스터는 지오로케이션 필터에서 동일한 컨피
그레이션을 사용하므로 홈 클러스터에는 하나의 필터만 필요합니다.홈 클러스터에서 지오로
케이션 필터가 방문 클러스터와 다른 경우 홈 클러스터는 방문 클러스터당 하나의 지오로케이
션 필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EMCC 구성에 지오로케이션 필터 할당

  

지오로케이션 필터를 EMCC 기능 컨피그레이션에 할당하려면 Unified CM Administration(Unified
CM 관리) > Advanced Features(고급 기능) > EMCC(EMCC) > EMCC Feature
Configuration(EMCC 기능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필터는 EMCC 구성에 할당됩니다.EMCC에 참여하는 모든 클러스터
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 클러스터의 부가 CSS를 사용하여 로밍 디바이스 풀 생성

로밍 디바이스 풀을 생성하려면 Unified CM Administration(Unified CM 관리) > System(시스템) >
Device Pool(디바이스 풀)으로 이동합니다.

참고:각 클러스터에는 반대 클러스터에 대해 생성된 로밍 디바이스 풀이 필요합니다.  

참고:EMCC에 대한 로밍 디바이스 풀 개념은 Device Mobility의 로밍 디바이스 풀과 다릅니다.

이 문서의 토폴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클러스터에는 EU 및 아시아 로밍 디바이스 풀이 있습니다.●

EU 클러스터에는 미국 및 아시아 로밍 디바이스 풀이 있습니다.●

아시아 클러스터에는 EU 및 미국 로밍 디바이스 풀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풀의 Geolocation Configuration 섹션은 올바른 방문 클러스터에 대한 로밍 디바이스 풀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 클러스터에 대한 로밍 디바이스 풀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풀 생성●

디바이스 풀에 지오로케이션 할당 지오로케이션에는 RTP라는 도시 레이블과 함께 미국 국가
약어가 있어야 합니다(컨피그레이션을 보려면 이 문서의 Configure geolocation information 섹
션 참조).

●

여기서 핵심은 EMCC 로그인마다 홈 클러스터에서 로밍 디바이스 풀이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즉



방문 전화기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장치 풀을 결정합니다.

문제 해결

EMCC 통화 라우팅 문제를 해결하려면 홈 클러스터와 방문 클러스터에서 Cisco CallManager 추적
을 수집해야 합니다.홈 클러스터는 통화 라우팅을 수행하지만 SLRG를 사용하는 통화를 위해 방문
클러스터로 통화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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