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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Bridge 2200 구성 요소
LifeSize Bridge 2200은 2U(8.89 cm, 3.5인치) 랙 장착형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함께 제공됩
니다.
•

LifeSize Bridge 2200

•

전원 코드

•

직렬 케이블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6 이더넷 케이블(별매)을 사용하여 LifeSize Bridge 2200을 네트워
크에 연결하십시오. 최소 케이블 사양은 카테고리 5e입니다.

참고: 최신 제품 정보는 lifesize.com/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배포 시 고려 사항
통풍이 잘 되는 깨끗하고 먼지 없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열, 전기 노이즈 및 자기장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
해야 합니다. 접지된 전원 콘센트 가까이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랙 또는 기존 랙에 시스템을 장착
하려면6페이지의“랙에 LifeSize Bridge 2200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LifeSize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에 LifeSize Bridge 2200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LifeSize Bridge 2200 설치
LifeSize Bridge 2200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 및 규정 정보에 나온 중요 안전 정보를 읽으십시오. 이 문서는
문서 CD-ROM에 들어 있으며 lifesize.com/support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Bridge 2200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제품 포장에서 구성 요소를 모두 꺼냅니다.
2. 설치할 섀시를 준비합니다. 다음 하드웨어 구성 중 하나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구성에 랙 장착 브래킷 사용. 3단계로 진행합니다.

-

랙 장착 브래킷을 제거한 경우. 7페이지의“랙 장착 브래킷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위치로 랙 장착 브래킷을 이동한 경우. 7페이지의“다른 위치로 랙 장착 브래킷 이동”을 참조하
십시오.

3. 원하는 위치에 시스템을 놓습니다. 랙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6페이지의“랙에
LifeSize Bridge 2200 설치”을 참조하십시오.
4. 4개의 네트워크 포트(전면에 2개, 후면에 2개)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네트워크 케이블의 반대
쪽은 활성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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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후면에 전원 코드를 꽂고,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 전원 코드의 반대쪽을 꽂습니다.

그림 진행 중

6. 시스템 전면의 직렬 포트에 직렬 케이블을 연결하고, 컴퓨터의 직렬 포트에 직렬 케이블의 반대쪽을 연
결합니다.

그림 진행 중

참고: 컴퓨터에 직렬 포트가 없으면 USB 대 직렬 어댑터를 사용해서 직렬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
에 연결하십시오. 후면의 USB 포트는 향후 사용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7. 시스템 후면의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합니다. 9페이지의“전원 및 재부팅” 을 참조하십시
오.

8. 직렬 포트를 사용하여 브리지를 구성하는 방법은10페이지의“구성 LifeSize Bridge 2200”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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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LifeSize Bridge 2200 설치
포함된 랙 장착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랙에 LifeSize Bridge 2200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랙 종류가 다르기 때
문에 랙 장착 절차는 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설명된 지침 외에 랙과 함께 제공된 설치 지침
도 꼭 참조해 주십시오.
랙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랙 안정성

전체 랙 중량을 지탱하는 바닥까지 랙 하단에 있는 수평 조절 잭을 완전히 늘립니다 . 단일 랙 설
치 시에는 랙에 스태빌라이저를 부착하고 , 다중 랙 설치 시에는 랙을 서로 연결해서 안정되게
설치되도록 하십시오 .

공기 흐름 및
접근

랙 전면으로 63.5 cm(25 인치 ) 정도 공간을 두고 랙 후면으로는 76 cm
(30 인치 ) 정도 공간을 두어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

실내 작동 온도

폐쇄된 랙 어셈블리 또는 여러 유닛으로 된 랙 어셈블리에 LifeSize Bridge 2200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랙 환경의 작동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최대 작동 온도는 섭씨 40 도
입니다 .

회로 과부하

전원 공급 장치 회로에 대한 장비 연결과 회로 과부하 시 과전류 보호 및 전원 공급 장치 배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 장비 명판에 적힌 등급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접지

안정적인 접지를 항상 유지해야 하므로 랙 자체를 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기 회로에 직접
연결 ( 예 : 전원 스트립 사용 ) 하는 것 외에 전원 공급 장치 연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랙 장착 하드웨어 배치
LifeSize Bridge 2200에는 다음과 같은 랙 장착 하드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

4개의 플랫 헤드 나사가 섀시의 각 측면 앞에 끼워진 랙 장착 브래킷 1개.

•

섀시의 각 측면 가운데에 끼워진 팬 헤드 나사 4개와 워셔 4개.

•

섀시의 각 측면 뒤쪽에 끼워진 팬 헤드 나사 4개와 워셔 4개.

랙 장착 브래킷은 기본 위치에 놓아두거나 완전히 제거하거나 섀시의 각 측면에서 가운데 또는 뒤쪽으로 브
래킷을 옮길 수 있습니다.
랙 장착 브래킷 제거
1. 섀시의 오른쪽 면(플라스틱 베젤과 LifeSize 로고가 있는 전면을 향함)에서 시작하여 플랫 헤드 나사 4
개와 랙 장착 브래킷을 섀시에서 제거합니다.

그림 진행 중

참고: 섀시의 다른 위치로 브래킷을 옮기려면 이 절차의 나머지 부분을 건너뛰고7페이지의“다른 위치
로 랙 장착 브래킷 이동”의 2단계로 진행하십시오.
2. 섀시 측면의 가운데 위치부터 위쪽 팬 헤드 나사 2개와 워셔 그리고 섀시 전면 가까이 있는 아래쪽 팬 헤
드 나사와 워셔를 제거합니다.
3. 섀시 측면의 전면 위치에서 하단의 두 구멍에 팬 헤드 나사 2개와 워셔를 끼우고 섀시 전면 가까이 있는
위쪽 구멍에 팬 헤드 나사 1개와 워셔를 끼웁니다.
4. 모든 나사를 1.13 뉴턴 미터 의 토크로 조입니다.
5. 이 단계를 반복하여 왼쪽 랙 장착 브래킷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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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치로 랙 장착 브래킷 이동
1. 섀시의 오른쪽 면(플라스틱 베젤과 LifeSize 로고가 있는 전면을 향함)에서 시작하여 플랫 헤드 나사 4
개와 랙 장착 브래킷을 섀시에서 제거합니다.
2. 브래킷을 이동하려는 위치(섀시 가운데 또는 뒤쪽 중 하나)에서 팬 헤드 나사 4개와 워셔를 제거합니다.
3.

2단계에서 나사와 워셔를 제거한 위치에 플랫 헤드 나사 4개를 사용해서 브래킷을 섀시에 부착합니다.

4. 팬 헤드 나사 4개와 워셔를 섀시 전면 위치에 장착합니다.
5. 모든 나사를 1.13 뉴턴 미터 의 토크로 조입니다.
6.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여 왼쪽 랙 장착 브래킷을 섀시 왼쪽 면의 동일 위치로 옮깁니다.
랙에 시스템 설치
정확한 위치에 랙 장착 브래킷을 배치한 후 시스템을 랙에 설치합니다.
1. 랙의 원하는 위치에 시스템을 정렬해 놓습니다.
참고: 셋업 연결 및 서비스 시 직렬 포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십시오.
2. 적절한 랙용 하드웨어(미포함)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랙 장착 브래킷을 랙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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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재부팅
시스템 후면의 전원 스위치는 주 시스템 전원을 제어합니다. AC 전원 코드가 꽂혀 있고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시스템에서 대기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끄면 대기 전원도 꺼집니다.
시스템 재부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시스템 전면의 재설정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LED 표시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나타냅니다.
LED

표시

시스템 상태 /
재설정

재설정 버튼이 눌려져 있지 않은 경우:
•
파란색으로 켜짐 - 시스템이 유휴 상태입니다(현재 또는 예약된 통화
없음).
•

파란색으로 빠르게 깜박임 - 시스템이 사용 중입니다(통화 진행 중).

•

파란색으로 느리게 깜박임 - 예약된 통화가 보류 중입니다.

•

자주색으로 켜짐 -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

빨간색으로 켜짐 -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다음과 같이 교대로 바뀝니다.
•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대로 표시됨 - 손을 떼면 구성 변경 없이 시스템을 재부팅합니
다.

네트워크 활동 /
속도

•

녹색으로 켜짐 - 손을 떼면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모든 기본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설
정됩니다.

•

녹색으로 깜박임 - 손을 떼면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모든 기본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
설정되며 대체 파티션으로 전환됩니다.

•

파란색으로 켜짐 - 손을 떼도 재부팅되거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포트가 노란색으로 켜지면 유효한 링크임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으로 깜박이면
유효한 링크이며 포트에서 네트워크 활동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활성 포트에서 속도는 다
음과 같이 두 번째 표시등으로 나타냅니다.
없음/꺼짐 - 10 Mb/s.
녹색 - 100 Mb/s.
주황색 - 1000 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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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LifeSize Bridge 2200
시스템을 부팅한 후 컴퓨터와 시스템 사이에 직접 연결된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한 후
LifeSize 유틸리티를 사용하거나 직렬 케이블과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된 이더넷 케이블 사용
1. 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이더넷 케이블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컴퓨터와 시스템 간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DHCP 주소 가져오기가 시간 종료될 때까지 약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169.254.x.x의 IP 주소로 컴퓨터가 구성됩니다.
4. LifeSiz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기본 IP 주소 169.254.1.1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유틸리티 설치 및 사
용 방법은 LifeSize Bridge 2200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5. 유틸리티에 연결되고 나면 주 네트워크 케이블을 시스템의 다른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렬 연결 사용
1. 컴퓨터에서 HyperTerminal, Tera Term, Cygwin, PuTTY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직렬 포트
에 대한 연결을 엽니다. COM1, COM2 또는 COM3 중에서 시스템에 맞는 포트를 사용하십시오.
2. 다음과 같이 직렬 연결을 구성합니다.
-

보오율 - 9600

-

데이터 비트 - 8비트

-

패리티 - 없음

-

정지 비트 - 1비트

-

흐름 제어 - 없음

3.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기본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모두 admin입니다.
4. set password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자 암호를 변경합니다. 암호는 길이가 5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LifeSize에서는 대소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5. IP 주소 또는 DHCP를 사용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참고: 고정 IP 주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먼저 set gateway <gateway-address> 명령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를 구성해야 합니다. 포트 구성 전에 게이트웨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소가
바뀌고 라우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et gateway 10.10.10.1을 실행합니다.
set ethN <dhcp>|<IP 주소>/<마스크 크기> [브로드캐스트]|<IP 주소>
<넷마스크> [브로드캐스트]
예를 들어 네트워크 포트 0을 IP 주소 10.10.10.5로 설정하고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과 브로
드캐스트 주소 10.10.10.255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set eth0 10.10.10.5 255.255.255.0 10.10.10.255
비표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이 명령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선택적입니
다.

참고: VLAN 트렁크를 브리지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해 VLAN 태그를 설정해야 합
니다:
set ethN <vlan {0..4094}>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et eth0 10.10.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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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리지 네트워크 포트는 기본적으로 속도 및 이중성 설정을 자동 협상하도록 구성됩니
다. 설치 시 고정 속도 및 이중성이 필요하면 set ethN 명령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속도(10, 100
또는 1000 Mb/s)와 포트의 전이중 또는 반이중을 구성하십시오.
set ethN <auto>|<{10|100|1000} {full|half}>
7. 현재 구성을 표시하려면 show all 명령을 실행합니다. 직렬 포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 목록은12
페이지의“직렬 포트에서 추가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8. exit를 입력하여 직렬 연결을 종료합니다.
9. 시스템 및 컴퓨터에서 직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10. LifeSize Utility를 열어서 시스템을 추가로 구성합니다.

8

LifeSize Bridge 2200 설치 안내서

직렬 포트에서 추가 구성
시스템의 추가 구성을 위해, 선택적인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명령 목록을 보려면 help를 입력합니다.
명령 사용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help 명령을 입력합니다.
NTP 서버 명령
시스템에 맞게 NTP 서버를 구성하려면 set ntp <ntp-server> 명령을 사용합니다. NTP 서버의 IP 주
소 또는 DNS 이름을 지정합니다. 명령당 하나의 NTP 서버 주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정한 주소
가 이전 항목을 덮어씁니다.
시스템 시간 명령
시스템 시간을 보려면 show time 명령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시간을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set time 명령을 사용합니다.
set time [MM/DD/YYYY] hh:mm[:ss]
시간대 명령
시스템의 현재 시간대를 보려면 show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시간대를 구성하려면 set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zone은 도시 이름이고 그 앞에 대
륙명이 오며 시간대 식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set timezone <zone>

예:
set timezone Chicago
가능한 값 목록을 보려면 help zones 명령을 사용합니다.
SSH 설정 명령
SSH 설정을 보려면 show ssh 명령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재설정 명령
시스템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reset <defaults [swap]>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전 설치를 사용
하여 시스템을 재설정하려면 swap 인수를 사용하십시오.
LifeSize Utility를 설치하고 이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브라우저에서 추가 구성을 하는 방법은 LifeSize Bridge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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