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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MediaSense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
제 해결 정보를 제공합니다.MediaSense는 통화 녹음 플랫폼으로서, 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모
든 통신을 수신하고 기록합니다.음성 또는 데이터일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거나 수신되지
않을 경우 MediaSense에 원하는 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컨피그레이션 또는 네트
워크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디오 누락

첫 번째 통화 유형은 오디오가 없지만 데이터가 수신되는 위치입니다.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ACL(Access Control Lists),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또는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의 컨피그레이션 또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문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 제어 로그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고, Cisco
RTMT(Real-Time Monitoring Tool)를 통해 로그를 가져오고, 검색할 누락된 오디오 통화 로그의 세
션 ID를 갖는 것입니다.

통화 제어 로그를 수집한 후 해당 로그를 열고 세션 ID를 검색하고 diskusage의 크기가 0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로그에 size="0"이 표시되면 MediaSense가 오디오를 수신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며 따
라서 오디오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예에서 세션 ID는 78e146437088a93입니다.

0000049583: 10.201.227.136: May 28 2014 11:27:09.022 -0400: %CCBU_COMMON-6-VSMS

HTTP Info: {Thrd=Pool-capture-thread-2800} %[HTTP Response Body=<Session>

<diskusage>



<recording name="78e146437088a93-TRACK0" size="0" repository="/

recordedMedia" />

<recording name="78e146437088a93-TRACK1" size="0"repository="/

recordedMedia" />

</diskusage>

</Session>][HTTP Response Content Type=application/xml][HTTP Response Status

Code=200][logId=close-25668]: VSMS Received HTTP Response

검색할 때 특정 세션 ID에 대한 디스크 사용량을 설명하는 행을 검토합니다.이 영역에서는 녹음 속
성에 크기가 있습니다.이 예에서는 size="0"을 보여 줍니다. 즉, MediaSense가 CUCM 또는
CUBE에서 오디오를 수신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누락된 오디오에 대한 추가 문제 해결 정보는 CUCM MediaSense 통화 녹음 오류 문제 해결을 참조
하십시오.

통화 정보가 없거나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유형은 데이터가 없거나 변경되는 것입니다.이 시나리오에서는 CUBE 또는 CUCM의
컨피그레이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문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화 제어 로그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고 RTMT를
통해 해당 로그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검색할 누락된 오디오 통화 로그의 세션 ID가 있어야 합니
다.

MediaSense가 수신하는 모든 통화 정보를 포함하는 CCBU_CALL_CONTROL-6-
BORDER_MESSAGE에서 텍스트 블록을 검색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는 않습니다.

통화의 원래 위치●

통화의 DN(디렉터리 번호)●

코덱과 자세한 정보●

여기에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보가 변경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CUCM 또는 CUBE에서 통화 흐름을 분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는 통화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두 가지 문제를 보여 줍니다.

예 1 - 클립된 전화 번호

이 예에서 세션 ID 5148fb9543011에 대한 예상 값은 1972551234로 표시되지만, MediaSense는
197255512를 Search & Play로 표시합니다.

0000030499: 10.201.227.36: Oct 10 2014 15:42:16.512 -0400: %CCBU_CALL_CONTROL-6-

BORDER_MESSAGE: {Thrd=Pool-ams-thread-9} %[message_string=HttpPostClient-9:

executing POST http://10.201.227.36:8640/ora/SipAdaptorService/SipAdaptor/

addOrUpdateSession HTTP/1.1

{"sessionData": {

"callControllerIP": "10.201.227.33",

"callControllerType": "Cisco-CUCM",

"endPoints": [

{

/content/en/us/support/docs/customer-collaboration/mediasense/117788-technote-cucm-00.html
/content/en/us/support/docs/customer-collaboration/mediasense/117788-technote-cucm-00.html


"clusterid": "StandAloneCluster",

"conference": false,

"device": "SEP123456ABCDEF",

"displayName": "Agent 2102",

"dn": "2102",

"startDate": 1412970136508,

"tracks": [{

"codec": "PCMU",

"location": "/recordedMedia",

"mediaState": "ACTIVE",

"startDate": 1412970136508,

"track": 0,

"type": "AUDIO"

}],

"type": "NEAR_END",

"xRefci": "37328298"

},

{

"clusterid": "StandAloneCluster",

"conference": false,

"device": "S0/SU1/DS1-1@PAVAN-2811",

"dn": "197255512",

"startDate": 1412970136508,

"tracks": [{

"codec": "PCMU",

"location": "/recordedMedia",

"mediaState": "ACTIVE",

"startDate": 1412970136508,

"track": 1,

"type": "AUDIO"

}],

"type": "FAR_END",

"xRefci": "37328299"

}

],

"operationType": "ADD",

"recordingServer": "10.201.227.36",

"rtspUrl": "rtsp://10.201.227.36/5148fb9543011",

"sessionName": "5148fb9543011",

"sipServer": "10.201.227.36",

"startDate": 1412970136508,

"state": "ACTIVE",

"version": 7

이 경우 MediaSense에서 19725551234 번호를 수신했으며 마지막 두 자릿수는 제거됩니다.이 정
보는 CUCM에서 제공되므로, CUCM이 통화 흐름의 추가 부분에서 클립된 번호도 수신하는지 아니
면 CUCM 자체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가 트러블슈팅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CUCM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Cisco 버그
ID CSCuq2010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If the From header sent to a recording server exceeds 231 characters, the header

will get truncated if escaped characters are found. if the From header contains

escaped characters "@", (i.e. %40), the dynamic buffer allocation doesn't account

for this resulting in characters getting truncated.

예 2 - 전화 번호 없음

이 예에서 DN은 SIP_TRUNK_CVP라는 디바이스에 완전히 없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q20108


   

0014107576: 10.201.227.136: Sep 02 2014 16:50:30.484 -0500: %CCBU_CALL_CONTROL-6-

BORDER_MESSAGE: {Thrd=Pool-ams-thread-222081} %[message_string=HttpPostClient-222082:

executing POST http://10.201.227.136:8640/ora/SipAdaptorService/SipAdaptor/

addOrUpdateSession HTTP/1.1

{"sessionData": {

"callControllerIP": "10.201.227.133",

"callControllerType": "Cisco-CUCM",

"endPoints": [

{

"conference": false,

"device": "SEP12356ABCDEF",

"displayName": "Agent 3102",

"dn": "3102",

"startDate": 1409694630483,

"tracks": [{

"codec": "PCMU",

"location": "/recordedMedia",

"mediaState": "ACTIVE",

"startDate": 1409694630483,

"track": 0,

"type": "AUDIO"

}],

"type": "NEAR_END",

"xRefci": "65826764"

},

{

"conference": false,

"device": "SIP_TRUNK_CVP",

 "dn": "",

"startDate": 1409694630483,

"tracks": [{

"codec": "PCMU",

"location": "/recordedMedia",

"mediaState": "ACTIVE",

"startDate": 1409694630483,

"track": 1,

"type": "AUDIO"

}],

"type": "FAR_END",

"xRefci": "65826763"

}

],

이 시나리오에서 로그는 이전 예와 매우 유사한 MediaSense로 전송되는 DN 정보가 없음을 보여줍
니다.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CUCM에서 정보를 올바르게 수신하는지 확인한 다음 CUBE를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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