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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VBrick DME(Distributed Media Engine)와의 Cisco CMS(Meeting Server) 통합을 구
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VBrick과의 CMS 통합이 버전 2.1 이상에서 추가
되었습니다.

기고자: Christian Ruiz 및 Andrea Sancho,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Recorder' 및/또는 'Streamer' 라이센스가 포함된 CMS 2.1 이상(하나의 레코더 라이센스로 하
나의 통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음)

●

VBrick DME●

VBrick Rev(선택 사항, 내부 네트워크 외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
요함)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

1. CMS 2.1
2. VBrick DME 3.15.0 Rhel7

팁:Cisco에서는 스트림 역할을 하는 CMS VM의 크기를 6개의 동시 스트림당 1개의 vCPU 및
1GB의 메모리로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 4개의 vCPU와 최대 32개의 v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디바이
스는 지워진(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
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정보

CMS 2.1 이상에서는 표준 RTMP를 사용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웹캐스트)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YouTube, Facebook, Wowza 등의 표준을 따르는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작동하지만,
Cisco TAC는 CMS 라이브 스트리밍(웹캐스트) 통합과 VBrick DME 서버와의 통합만 지원합니다.현
재 CMS는 RTMPS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Streamer와 외부 서버 간의 모든 트래픽은 암호화되지 않
습니다.

VBrick DME와의 라이브 스트리밍(웹캐스트) 통합을 통해 사용자는 VBrick Rev를 VBrick DME와
함께 사용할 경우, VBrick Rev를 통해 네트워크 내부의 어디에서든 스트리밍되는 모든 CMS 컨퍼런
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모든 VBrick Rev 인증 사용자의 내부 네트워크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성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CMS를 사용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구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여러 스트리밍 서
버가 포함된 단일 callbridge, 단일 스트리밍 서버가 있는 callbridge 클러스터, 여러 스트리밍 서버가
있는 callbridge 클러스터이 문서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모든 컨피그레이션 단계가 다른 시나리오에
도 적용되므로 단일 callbridge를 사용하여 단일 스트리밍 서버에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축을
사용했습니다.



서버 A:Callbridge 및 XMPP가 구성된 CMS 서버. 

서버 B:Streamer 서버 역할을 하는 CMS 서버

참고:callbridge를 호스팅하는 CMS 서버는 스트리밍 서버 역할을 하는 CMS 서버가 아니라 스
트리밍 라이센스를 설치해야 하는 서버입니다.

구성

이 구성을 시작하려면 통화 브리지 및 XMPP 서버가 작동하는 CMS 서버가 이미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는 스트리밍 서버가 XMPP 클라이언트로 작동하기 때문에 callbridge를 호스팅하는
CMS에서 XMPP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완전히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XMPP가 올바르
게 구성되지 않아 스트리밍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받은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를 찾으려면 이 문서의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XMPP 서버가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스트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XMPP를 활성
화하고 SRV 또는 DNS 리소스 레코드(RR)를 포함하여 완전히 구성해야 합니다. 

1. 인증서다른 모든 CMS 서버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서버에도 유효한 내부 CA 서명 인증서가 있
어야 합니다.

1a 'pki csr'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생성합니다.



streamer.chrruiz.lab> pki csr streamer CN:streamer.chrruiz.lab O:CHRRUIZLAB

subjectAltName:chrruiz.lab,acano.chrruiz.lab,acano1.chrruiz.lab

1b S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색합니다.

1c 서명 및 내부 로컬 인증 기관(이 예에서는 AD 서버)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1d SFTP를 사용하여 서명된 인증서 및 callbridge 트러스트 번들 인증서를 스트리밍 서버에 업
로드합니다.



2.- SSH 컨피그레이션 

2a 스트리밍이 수신할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인터페이스 'a'가 포트 8443에서만 수
신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streamer.chrruiz.lab> streamer listen a:8443

2b 스트리밍 서버에 대한 인증서를 정의합니다.

streamer.chrruiz.lab> streamer certs streamer.key streamer.crt

2c CallBridge 인증서 번들을 신뢰합니다.

streamer.chrruiz.lab> streamer trust callbridge.crt



2d 위 단계에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streamer' 명령을 사용합니다.

streamer.chrruiz.lab> streamer

Enabled                 : false

Interface whitelist     : a:8443

Key file                : streamer.key

Certificate file        : streamer.crt

Trust bundle            : callbridge.crt

 2e 모든 것이 올바르게 표시되면 'streamer enable' 명령을 사용하여 스트림을 계속 진행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treamer.chrruiz.lab> streamer enable

3. DNS A 레코드.

3a 스트림용 DNS A 레코드는 2a에 구성된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4. API 컨피그레이션, 이 컨피그레이션은 CallBridge를 호스팅하는 CMS에서 수행됩니다.원하는
RES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예: POSTMan).이 문서에서는
Infinsurance REST 클라이언트를 활용했습니다.(https://insomnia.rest/)

4a 스트림 서버의 HTTPS 'URL'을 사용하여 스트림을 /streamers에 추가합니다.



4b /streamers에서 GET을 사용하여 스트림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c 스트리밍에 사용할 공간에 VBrick 'streamURL'을 추가합니다.

이 예에서는 CMS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astream'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간 ID(89d76835-40d6-4d1b-86f5-1b9a2d89041f)는 'streamURL'을 다음 형식으로
PUT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rtmp://<VBrickBroadcastUsername>:<VBrickBroadcastPassword>@<VBrick IP 또는
FQDN>/live/NameOfStream.

참고:VBrick DME 브로드캐스트의 기본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브로드
캐스트/브로드캐스트.이 streamURL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문서의 '문제 해결' 섹
션으로 이동하십시오.

 4d /coSpaces/<coSpaceID>에서 GET을 사용하여 streamURL이 올바르게 추가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4e callProfile에서 'streamingMode'를 구성합니다.옵션은 자동, 수동 또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
다.이 예에서는 callProfile ID(4e5f957c-752d-4456-849c-e594ed792769)의 PUT를 사용하여
'Automatic'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f /callProfiles/<callProfileID>에서 GET을 사용하여 'streamingMode'가 올바르게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g /system/profiles에도 이 callProfile id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되지 않으면 스트리밍
이 작동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PUT를 사용하여 추가합니다.

4h /callLegProfiles/<callLegProfileid>의 'streamingControlAllowed' 매개 변수는 스트리밍할 사
용자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true' 또는 'false'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기본적으로
는 true로 설정됩니다.



 4i 4e단계에서 'streamingMode'에 대해 'manual' 옵션을 선택한 경우 dtmfProfiles를 구성하여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중지해야 합니다./dtmfProfiles로 이동하여 'startStreaming' 및
'stopStreaming'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스트리밍을 시작하고 중지할 DTMF 신호음을 정의합니
다.이 예에서는 DTMF 프로필 ID(fd03e044-3079-4e93-8c8a-2fc482623608)를 사용하여 매개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4j GET /dtmfProfiles/<dtmfProfileID>를 사용하여 DTMF 프로필 설정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 CMS 이벤트 로그;callbridge 웹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하는 CMS에서 스트리밍이 사용 가능하
고 스트리밍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예에서는 스트리밍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가 '업스트림' 공간에 조인한 후 바로 스트리밍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05-16  19:11:06.422  Info     participant "chrruiz@acano.chrruiz.lab" joined space

89d76835-40d6-4d1b-86f5-1b9a2d89041f (astream's Space)

2017-05-16  19:11:12.434  Info     streaming device 2: available (1 streamings)

2. CMA 클라이언트 또는 WebBridge를 사용하는 경우 전화회의에 '스트리밍'이라는 추가 '참가
자'가 표시됩니다.CMA 클라이언트 또는 WebBridge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a단계로 진행하여
AP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a./calls/<called>에 대한 GET은 통화가 스트리밍되는 경우 streaming=true를 표시하고 통화에
참여한 사람 수에 한 명의 추가 참가자도 표시합니다.이 예에서는 통화에 'Christian Ruiz' 및
'streaming' 사용자만 있으므로 두 개의 참가자를 보여 줍니다.

팁:스트리밍이 'true'로 표시되지만 추가 참가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가 XMPP 서버와 통신하는 데 문제가 있는 XMPP 문제일 수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인 XMPP
구성 문제를 확인하려면 이 문서의 Troubleshoot(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 VBrick DME 웹 인터페이스:Monitor and Logs(모니터링 및 로그) > Multi-Protocol
Connections(다중 프로토콜 연결)로 이동하여 해당 스트림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4. 스트림 탐지DME 웹 인터페이스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VLC 미디어 플레이어
(http://www.videolan.org/vlc/)와 같은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가 올바
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Syslog 팔로우'

스트림 서버에서 항상 'syslog follow' 명령을 실행하면 문제 해결을 시작할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 및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 메시지가 표
시되지 않고 성공적인 스트림의 예입니다.

http://www.videolan.org/vlc/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Connecting to '10.88.246.108', app 'live', stream 'CMSAutomaticStream', port '1935', scheme

'rtmp'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Set

sending chunk size to 4096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Server

window size now set to 16777216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Set peer

bandwidth received (size=2500000, type=2)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Acknowledged window size 2500000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Stream

begin 0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authmod=adobe successful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Ignored

command message 'onBWDone' (['onBWDone', 0.0, None, 8192.0])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Ignored

unexpected command message (['_result', 2.0, None, None])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Ignored

unexpected command message (['_result', 3.0, None, None])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Ignored

command message 'onFCPublish' (['onFCPublish', 0.0, None, {'description': 'CMSAutomaticStream',

'code': 'NetStream.Publish.Start'}])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Successfully created stream with stream id 1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new

status: streaming

May  8 23:31:51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Successfully published stream to RTMP server

May  8 23:31:52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Client

connected

May  8 23:31:52 user.info streamer streamer.1d1a2dda-29a8-47e4-bca1-7cc2c604fdf3[10]:  Call

found

패킷 캡처:

Callbridge, Streamer 및 DME를 호스팅하는 CMS의 패킷 캡처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대부
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RTMP 서버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시간 제한)"

- "RTMP 프로토콜 시작 실패(먼 끝까지 연결이 닫힘)"

패킷 캡처를 가져오려면

CMS:'pcap' 명령을 사용합니다.

DME:Diagnostics(진단) > Trace Capture(추적 캡처)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Start
capture(캡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추적을 중지하려면 '캡처 중지' 단추를 누릅니다.패킷 캡처
를 다운로드하려면 '추적 파일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streamURL 구성 문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Stream Input Authentication 사용자 이름 및/또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VBrick DME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구성 —> 스트림 입력 인증으로 이동하고
올바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VBrick Stream Input Authentication 사용자 이름 및/또는 비밀번호(브로드캐스트 사용자)에 대한 인
증 문제

1. 사용자 또는 암호가 없는 불완전한 형식을 사용할 경우(예:
rtmp://broadcast@10.88.246.108/live/CMSAutomaticStream):

May 26 02:08:43 user.info streamer streamer.bd052ae2-6501-4ae4-ab78-5b94c9a21717[305]:

Connecting to '10.88.246.108', app 'live', stream 'CMSAutomaticStream', port '1935', scheme

'rtmp'

May 26 02:08:43 user.info streamer streamer.bd052ae2-6501-4ae4-ab78-5b94c9a21717[305]:  Set

sending chunk size to 4096

May 26 02:08:43 user.info streamer streamer.bd052ae2-6501-4ae4-ab78-5b94c9a21717[305]:  Starting

authmod=adobe

May 26 02:08:43 user.err streamer streamer.bd052ae2-6501-4ae4-ab78-5b94c9a21717[305]:  No

username or password defined for RTMP authentication

2. 사용자/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예:
rtmp://broadcast:wrongpassword@10.88.246.108/live/CMSAutomaticStream) 다음 항목이 표시됩
니다.

May 26 02:05:16 user.info streamer streamer.5fff36f0-e56d-4d02-9e5e-431b0fba130c[284]:

Connecting to '10.88.246.108', app 'live', stream 'CMSAutomaticStream', port '1935', scheme

'rtmp'

May 26 02:05:16 user.info streamer streamer.5fff36f0-e56d-4d02-9e5e-431b0fba130c[284]:  Set

sending chunk size to 4096

May 26 02:05:16 user.err streamer streamer.5fff36f0-e56d-4d02-9e5e-431b0fba130c[284]:  RTMP

authentication failed (['_error', 1.0, None, {'description': '[ AccessManager.Reject ] : [

authmod=adobe ] : ?reason=authfailed&opaque=vgoAAA==', 'level': 'error', 'code':

'NetConnection.Connect.Rejected'}])

추가 streamURL 관련 오류 메시지:

- "RTMP 스트림 url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 "RTMP 서버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Errno -2] 이름 또는 서비스를 알 수 없음)." 

솔루션:

두 오류 메시지의 경우 streamURL이 정확히 이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tmp://<VBrickBroadcastUsername>:<VBrickBroadcastPassword>@<VBrick IP 또는
FQDN>/live/NameOfStream/

1.



스트리밍 서버에서 VBrick IP 또는 호스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2.
XMPP 관련 문제:

스트리밍이 작동하려면 XMPP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올바르게 작동하고, 완전히 구성해야 합니
다.여기에는 올바른 SRV 레코드 또는 RR이 포함됩니다.'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구성되지 않은 경
우 스트림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ay 23 16:20:19 user.err streamer streamer.af28cb0c-08d3-4692-b9e6  Client connect failed

May 23 16:20:19 user.info streamer streamer.af28cb0c-08d3-4692-b9e6  new status: disconnecting

May 23 16:20:19 user.err streamer streamer[1]:  Bot af28cb0c-08d3-4692-b9e6-36d7b5b7e149 failed:

CLIENT_CONNECT_FAILED

해결책:SRV 레코드 또는 RR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기타 오류 메시지:

1."streamerUnavailable"

오류 메시지:"Streamer 'YourStreamerIP'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원인:잘못된 포트가 설정됨, 포트 복제, 포트가 차단됨Streamer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

해결책:다른 서비스에서 '녹음'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서버 간에 차단되지 않은 올바른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callbridge를 호스팅하는 CMS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스크린샷 및 로그:웹 인터페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ateTimeFault condition

2017-05-1618:32:12.391Streamer "https://127.0.0.1:8445" unavailable (connect failure)



/system/alarms에 대한 GET을 실행할 때 동일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xml version="1.0"?>

<alarms total="1">

<alarm id="08dd26d9-6c6f-4da2-befb-8ea7d642bd6d">

<type>streamerUnavailable</type>

<activeTimeSeconds>5846</activeTimeSeconds>

</alarm>

</alarms>

2 ."스트리밍 제한 도달"

오류 메시지:"스트리밍 시작 실패:스트리밍 제한 도달"

원인:스트리밍할 라이센스가 부족합니다.

해결책:'스트리밍' 라이센스가 CMS 스트림에서가 아니라 callbridge를 호스팅하는 CMS에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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