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ize® UVC Transit™

HD 비디오 협업을 위한 안전한
방화벽/NAT 트래버설
LifeSize® UVC Transit™은 네트워크에서 풀 HD(1080p30)
화상 통화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벽한
방화벽 및 NAT 트래버설 솔루션이므로 원격 사무실,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UVC Transit은 표준 기반 H.460과 SIP 방화벽/NAT
트래버설을 사용하여 조직 내외에서 안정적인 비디오
환경을 보장합니다.
LifeSize UVC Transit 솔루션은 LifeSize® UVC Platform™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UVC Transit Server와 Transit Client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IP 비디오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 확장성을 강화해 주며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해 줍니다.*
LifeSize® UVC Transit™ Server
LifeSize UVC Transit Server는 LifeSize 및 타사 장치의 방화벽 및 NAT
트래버설을 제공합니다. 본사에 하나의 Transit Server를 두고 지역
사무실에 있는 여러 LifeSize Transit Client를 연결하여 안전한 회사 간
통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UVC Transit™ Client
LifeSize UVC Transit Client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유지하여 모든
단말 및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를 개인 네트워크 내에 수용합니다.
LifeSize UVC Transit Server에 대한 프록시로 작동하고 LAN 내에
존재하며, 기존 단말 및 서버, LifeSize 및 타사 제품을 포함한 모든
화상 회의 장치에 방화벽/NAT 트래버설 서비스를 렌더링합니다.
탁월한 제어 및 유연성
LifeSize UVC Transit은 유연한 라이센스를 제공하므로 현재 필요한
용량을 구입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리소스 활용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UVC Platform
LifeSize UVC Transit은 LifeSize UVC Platform의 일부입니다. LifeSize UVC
Platform은 단일 목적의 비디오 인프라 제품 여러 대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통 인터페이스에서 즉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UVC Platform
을 활용하여 UVC Transit Server 또는 UVC Transit Client를 구매 전 체험
옵션으로 즉시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LifeSize UVC Transit을 동일한 하드웨어나 가상 시스템에 다른 UVC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고객,
공급업체, 파트너 그리고 동료 직원과 연결하는 작업에는 LifeSize UVC
Transit을 활용하는 것만큼 손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 LifeSize UVC Transit은 VMware® 가상화 기술에서 실행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LifeSize UVC Transit
주요 특징
보안

안전한 회사 간 통화 가능

더 적은 포트,
더 적은 위험

SIP 및 H.323 트래버설에 필요한
개방형 방화벽 포트의 최소 세트

지연 시간 감소

가능한 경우 비디오 시스템 간에
직접 미디어 지원

멀티프로토콜
지원

H.323: H.460.18, H.460.19, H.235;
SIP: STUN, TURN, ICE, UDP, TCP,
HTTPS, TLS

신속한 배포

몇 분 내에 LifeSize UVC Platform
에서 배포

개방성 및 상호
운용성

LifeSize 및 타사 비디오 시스템과
호환

투자 보호

기존 게이트키퍼 및 SIP PBX
솔루션과 통합

LifeSize® UVC Transit™

제품 사양
시스템 구성 요소

진단

사용 가능한 용도
- LifeSize UVC Platform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 랙 탑재 가능 LifeSize® UVC 1100 하드웨어
LifeSize UVC Platform을 통해 제공
표준 기반 H.460 및 STUN, TURN, ICE 서버
보안이 강화된 Linux OS 기반

이벤트 및 통화 로깅(Syslog 지원)
UVC Transit Server 및 UVC Transit Client의 SNMP 트랩 및
이메일 경고
웹 기반 방화벽 포트 확인 도구
서버 모니터링을 위한 고급 대시보드

LifeSize UVC 1100 하드웨어 구성
유용성 및 관리

호환성

상호 운용성 및 유연성

다국어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10개 언어)
진단을 위한 SSH 액세스
편리한 구성 메뉴
펌웨어 업데이트 도구
구성 및 사용자 계정의 백업과 복원 지원
LifeSize® Control™과 같은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리
고급 통화 제어

게이트키퍼 솔루션과 상호 운용 가능—LifeSize UVC
Access 및 타사 공급업체*
독립형 SIP PBX 솔루션과 상호 운용 가능
여러 LifeSize UVC Transit Client 기기 또는 가상
시스템을 단일 UVC Transit Server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

VMware ESXi 4.0 이상에서 지원됨
vCPU: 4, vRAM: 6GB, 디스크 공간: 100GB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1000 이더넷 어댑터
관리자별 구성 가능

모든 LifeSize 비디오 시스템에 포함된 SIP 방화벽/NAT
트래버설 및 H.460 소프트웨어
타사 표준 기반 H.460 클라이언트
여러 공급업체의 독립형 게이트키퍼 및 SIP
레지스트라 지원

랙 탑재 가능(1U)
크기: 17.2”W x 1.7”H x 19.8”D
이중 GigE 네트워크 어댑터, 2 X RJ-45
중복 하드 드라이브, MD RAID 10
전원: AC 전압: 100–240V, 50–60Hz, 5A(최대)

LifeSize UVC 1100 환경 데이터
작동 온도: 10°C(50°F) ~ 35°C(95°F)
작동 습도: 20% ~ 95%, 비응축
보관 온도: -40°C(-40°F) ~ 70°C(158°F)
보관 습도: 5% ~ 95%, 비응축
무게: 17.2kg(38lbs)
지속 하중 = 249와트(850BTU/시간)
유휴 = 135와트(461BTU/시간)

LifeSize UVC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UVC Transit Server 및 UVC Transit Client에 대
한 유연한 라이센스**
필요에 따라 트래버설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
최대 50개의 풀 HD 트래버설 지원
필요에 따라 추가 트래버설 라이센스 로드
동일한 가상 시스템이나 하드웨어에서 다른 LifeSize
UVC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배포
UVC 하드웨어나 가상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설치 가능***
평가판 모드: 5개의 풀 HD(1.7Mbps) 트래버설

LifeSize® UVC Transit™ NAT/방화벽 트래버설 솔루션

Deploy via LifeSize® UVC Platform™ 을 통해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기기로 배포

개방형 인터넷

프로토콜
H.323, H.460.18, H.460.19, SIP, UDP, TCP, HTTPS, STUN,
TURN, ICE, H.235, SIP TLS

LGExecutive,
LifeSize® 제공

타사 비디오
시스템 및 인프라

LifeSize® Team 220™

LifeSize® Passport™

방화벽/NAT 트래버설
단일 솔루션의 SIP 및 H.460 방화벽/NAT 트래버설
가능한 경우 장치 간의 직접 미디어 지원
LifeSize 장치에서 H.323 및 SIP용 STUN/TURN/ICE 지원
H.323 및 SIP 터널링 지원

방화벽

DMZ
LifeSize® UVC Transit™ Server

보안
H.235 및 SIP 다이제스트 인증, SIP TLS 지원
UVC Transit Server용 고정 NAT 배포 지원
HTTPS를 통해 구성에 안전하게 액세스
LifeSize Transit을 통해 암호화된 통화 지원
안전한 단일 포트 방화벽/NAT 트래버설 솔루션 지원
향상된 통화 속도를 위한 H.323 터널링 지원
Active Directory/LDAP 기반 사용자 관리 지원
허용/거부 목록
안전한 Linux 기반 솔루션(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사용 가능)

— 또는 —
UVC 하드웨어 기기에서

UVC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방화벽/NAT

개인 네트워크 NET WORK
LifeSize® UVC Transit™ Client

LifeSize®
Express 220™

타사 비디오
시스템 및 인프라

— 또는 —
UVC 하드웨어 기기에서

LifeSize®
Passport Connect™

UVC 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LifeSize®
Room 220™

LifeSize®UVC Access™
또는 타사 게이트키퍼*
타사 비디오
시스템 및 인프라

LifeSize®
Bridge™

* H.460 방화벽/NAT트래버설을 지원하려면 게이트키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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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ze UVC Access 또는 타사 게이트키퍼가 있어야 H.460 방화벽/NAT 트래버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량 업데이트에 관해서는 LifeSize 웹 사이트의 지원 페이지에 있는 UVC Platform 배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UVC Transit Server 및 UVC Transit Client를 동일 인스턴스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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