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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에서 자주 관찰되는 문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 진단 데이터를 수집하여 Webex Calling 구축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
DS(Diagnostic Signatures)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CUBE는 Webex Calling 솔루션 내
에서 PSTN 액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LGW(Local Gateway)로 사용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show 명령은 Cisco IOS XE® 버전 16.9.4를 실행하는 Cisco ISR 4431
Series 라우터에서 캡처되었습니다.

DS 지원은 다음 표에 나열된 Cisco IOS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버전
ISR 1100 Cisco IOS XE 16.11 이상
ISR 4300, 4400 Series 라우터 Cisco IOS XE 16.9.4 이상
Cisco Cloud Services Router
1000V Series Cisco IOS XE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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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TAC 케이스로 파일을 전송하려면 SCP(Secure Copy
Protocol) 통신을 위해 포트 번호 22에서 CUBE에서 cxd.cisco.com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
다.전자 메일 알림 기능을 사용하려면 CUBE에서 SMTP 메일 서버로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
다.

배경 정보

DS는 문제 트리거 이벤트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할 작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XML 파일입니다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 생성되며 DS XML 파일을 디바이스에 로드하여 구
축할 수 있습니다.지정된 유형의 문제에 적합한 DS를 찾으려면 DSLT(Diagnostic Signature Lookup
Tool)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두 가지 구축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일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 이메일 및/또는 syslog 알림을 생성하
도록 진단 서명을 배포합니다.

2. TAC 케이스의 맥락에서 진단 서명을 구축하고 수집된 진단 데이터를 Cisco TAC 케이스에 자동
으로 전송합니다.

사전 대응적 시나리오

High CPU 및 SIP 등록 취소 이벤트를 사전에 탐지하는 두 개의 진단 서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
다.DS 64224는 디바이스의 CPU 사용률이 75% 이상이면 트리거됩니다.관련 show 명령을 수집하
고 모든 디버그를 비활성화하며 모든 진단 서명을 제거합니다.DS 64117은 1분마다 SIP 등록 상태
를 모니터링하고 등록 취소 상태가 감지되면 관련 show 명령을 수집합니다.두 진단 시그니처 모두
이메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사후 대응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일반적으로 Cisco TAC 케이스의 맥락에서 CX 엔지니어가 DS를 추천하며, 경
우에 따라 트러블슈팅되는 특정 문제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DS 64237을 예
로 사용하여 사후 대응적 진단 서명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구성 지침을 제공합니다.이
DS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데 필요한 제한된 디버그 집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syslog 메
시지 "%SIP-2-SILENT-DISCARD: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Silent Discard Request rejected and
consumed"가 생성되고, 디버그 출력을 수집하고, 명령을 표시하고, Cisco TAC 케이스에 첨부 파일
로 업로드합니다.

구축

이 섹션에서는 DS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성

참고:DS는 Cisco IOS XE의 call-home 기능에 속합니다.

DS를 구축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여 call-home 기능을 구성
하는 것입니다.Call-home 기능이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DS 지원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https://cway.cisco.com/tools/dslt/
https://cway.cisco.com/tools/dslt/


CiscoTAC-1 프로파일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mail-server 명령은 디바이스에서 알림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할 메일 서버의 IP 주소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CUBE#config t

CUBE(config)#call-home reporting anonymous

CUBE(config)#call-home

CUBE(cfg-call-home)#contact-email-addr anonymous@cisco.com

CUBE(cfg-call-home)#mail-server 192.0.2.33 priority 1

CUBE(cfg-call-home)#end

CUBE#

두 번째 단계는 진단 서명 환경 변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ds_email 변수는 알림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이메일 주소의 값을 포함합니다.ds_fsurl_prefix 변수는 파일을 고객 eXPerence 드라이브
(cxd.cisco.com)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SCP(Secure Copy Protocol) URL을 포함합니다. URL은
케이스 번호를 사용자 이름으로, 고유한 파일 업로드 토큰을 xxxxxxxxxxxxxx로 표시된 비밀번호로
가집니다.

참고:파일 업로드에 사용되는 고유 토큰은 케이스 생성 시 생성되며, 필요한 경우 Support
Case Manager에서 케이스 보기 페이지의 Attachments(첨부 파일) 탭에서 "Generate
Token(토큰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파일 업로드 토큰을 가져오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케이스에 할당된 CX 엔지니어에게 문의하십시오.

CUBE#config t

CUBE(config)#call-home

CUBE(cfg-call-hom)#diagnostic-signature

CUBE(cfg-call-home-diag-sign)#environment ds_email "user@example.com"

CUBE(cfg-call-home-diag-sign)#environment ds_fsurl_prefix

"scp://686442481:xxxxxxxxxxxxxxxx@cxd.cisco.com"

CUBE(cfg-call-home-diag-sign)#end

CUBE#

show run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ection call-home을 통해 모든 진단 시그니처 관련 컨피그
레이션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show call-home diagnostic-signature 명령을 통해 진단 시그니처 기
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CUBE#show run | section call-home

service call-home

call-home

 contact-email-addr anonymous@cisco.com

 mail-server 192.0.2.33 priority 1

 profile "CiscoTAC-1"

  active

  anonymous-reporting-only

  destination transport-method http

  no destination transport-method email

 diagnostic-signature

  environment ds_email "user@example.com"

  environment ds_fsurl_prefix "scp://686442481:xxxxxxxxxxxxxxxx@cxd.cisco.com"

CUBE#

CUBE#show call-home diagnostic-signature

Current diagnostic-signature settings:

 Diagnostic-signature: enabled

 Profile: CiscoTAC-1 (status: ACTIVE)

 Downloading  URL(s):  https://tools.cisco.com/its/service/oddce/services/DDCEService

 Environment variable:

           ds_email: user@example.com

           ds_fsurl_prefix: scp://686442481:xxxxxxxxxxxxxxxx@cxd.cisco.com

https://mycase.cloudapps.cisco.com/case
https://mycase.cloudapps.cisco.com/case


Downloaded DSes:

                                                             Last Update

DS ID    DS Name                         Revision Status     (GMT-04:00)

-------- ------------------------------- -------- ---------- -------------------

CUBE#

다운로드

세 번째 단계는 DS XML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려면 진단 서명 조회 도구에 표시
된 플랫폼, 제품, 문제 범위, 문제 유형 값 조합을 선택하고 제출 단추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 링크
를 클릭합니다.

플랫폼 제품 문제 범위 문제 유형 DS 파일 이름

Cisco 4300, 4400
ISR 시리즈

Webex Calling
Solution의 CUBE
Enterprise

성능 이메일 알림을 통한
높은 CPU 사용률 DS_64224.xml

Cisco 4300, 4400
ISR 시리즈

Webex Calling
Solution의 CUBE
Enterprise

SIP - SIP 이메일 알림으로 SIP
트렁크 등록 취소 DS_64117.xml

Cisco 4300, 4400
ISR 시리즈

Webex Calling
Solution의 CUBE
Enterprise

Syslog

Syslog - %SIP-2-
SILENT_DISCARD:
신뢰할 수 없는 호스
트의 무음 폐기 요청
이 거부되고 사용됨

 DS_64237.xml

네 번째 단계는 아래와 같이 FTP, TFTP, HTTP 등의 네트워크 전송 방법을 사용하여 DS XML 파일
을 CUBE 라우터의 플래시에 복사하고 로드하는 것입니다.

CUBE#copy ftp://192.0.2.10/DS_64224.xml flash:

Destination filename [DS_64224.xml]?

Accessing ftp://192.0.2.10/DS_64224.xml...!

[OK - 3804/4096 bytes]

3804 bytes copied in 0.476 secs (7992 bytes/sec)

CUBE#

CUHE#call-home diagnostic-signature load flash:DS_64224.xml

Load file flash:DS_64117.xml success

CUBE#

CUBE#call-home diagnostic-signature load flash:DS_64117.xml

Load file flash:DS_64117.xml success

CUBE#

CUBE#call-home diagnostic-signature load flash:DS_64237.xml

Load file flash:DS_64117.xml success

CUBE#

다음은 DS 파일 내의 개별 블록에 대한 개괄적인 보기입니다.

CUBE#show call-home diagnostic-signature 64117

ID              : 64117

Name            : DS_LGW_SIP_Trunk_UnReg

Functionality:

This DS periodically checks for unregistration of a Local Gateway SIP Trunk

with BroadCloud. Once unregistration event is detected, it sends an email

notification,  a syslog message and uninstalls itself.

https://cway.cisco.com/tools/dslt/


Prerequisite:

    Type            : CMD

    Element List    :

        CMD : config term

        CMD : voice iec syslog

        CMD : end

Event:

    Action Tag      : a1 a2 a3 a4 a5 a6 a7 a8

    Event Tag       : e1

    Type            : periodic

    Timer Type      : watchdog

    Timer Detail    : 60

    Event Qualifier:

        Command         : show sip-ua register status

        REGEXP          : .*\-1.*no\s.*

        Match Round     : 1

Includes action steps that may impact device state: No

Action:

    Action Tag      : a1

    Type            : CMD

    Element List    :

        CMD : show clock | append bootflash://DS-$ds_hostname-$ds_signature_id.log

    Action Tag      : a2

    Type            : CMD

    Element List    :

        CMD : show sip-ua register status | append bootflash://DS-$ds_hostname-

$ds_signature_id.log

    Action Tag      : a3

    Type            : CMD

    Element List    :

        CMD : show sip-ua connections tcp tls detail | append bootflash://DS-$ds_hostname-

$ds_signature_id.log

    Action Tag      : a4

    Type            : CMD

    Element List    :

        CMD : show ver | append bootflash://DS-$ds_hostname-$ds_signature_id.log

    Action Tag      : a5

    Type            : CMD

    Element List    :

        CMD : show running | append bootflash://DS-$ds_hostname-$ds_signature_id.log

    Action Tag      : a6

    Type            : CMD

    Element List    :

        CMD : show log | append bootflash://DS-$ds_hostname-$ds_signature_id.log

    Action Tag      : a7

    Type            : MSG

    Element List    :

        MSG : Warning - SIP Trunk unregistration detected by DS. Logs available at

bootflash://DS-$ds_hostname-$ds_signature_id.log

    Action Tag      : a8

    Type            : EMAILTO

    Email To        : $ds_email

    Subject         : DS:$ds_signature_id.log $ds_hostname - SIP Trunk Unregistered!!



    Element List    :

        DATA: show clock

        DATA: show sip-ua register status

        DATA: show sip-ua connections tcp tls detail

        DATA: show version

        DATA: show running

Variable List:

    Name: ds_email                         Value: user@example.com

CUBE#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DS가 설치되어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리거 이벤트

Cisco에서는 DS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문제 트리거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명령 send log를 사용하여 syslog 메시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CUBE#send log 3 %SIP-2-SILENT_DISCARD:  Silent Discard Request from untrusted host rejected and

consumed,Statistics are shown

  

show log 명령의 출력입니다.

CUBE#show log | b %SIP-2-SILENT_DISCARD

35773249: *Dec 12 16:18:18.951 EDT: %SYS-3-USERLOG_ERR: Message from tty866(user id: rtpavvid):

%SIP-2-SILENT_DISCARD:  Silent Discard Request from untrusted host rejected and

consumed,Statistics are shown

...

...

...

35773270: *Dec 12 16:18:24.238 EDT: %CALL_HOME-5-DS_ACTION_MSG: Notification message from

diagnostic-signature file 64237: Warning - Issue *** detected by DS. Logs available at DS_64237-

16-18-8-960.log and has been uploaded to Cisco TAC Case.

show call-home diagnostic-signature statistics 명령을 사용하여 DS에서 문제 이벤트 트리거가 탐
지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CUBE#show call-home diagnostic-signature statistics

                                           Triggered/     Average Run  Max Run

DS ID     DS Name                          Max/Deinstall  Time(sec)    Time(sec)

--------  -------------------------------  -------------  -----------  ---------

64117     DS_LGW_SIP_Trunk_UnReg           0/2/Y          0.000        0.000

64224     DS_LGW_CPU_MON75                 0/0/N          0.000        0.000

64237     DS_LGW_SIP-2-SILENT_DISCARD      0/20/Y         5.271        5.271

CUBE#

CUBE#show call-home diagnostic-signature statistics

                                           Triggered/     Average Run  Max Run

DS ID     DS Name                          Max/Deinstall  Time(sec)    Time(sec)



--------  -------------------------------  -------------  -----------  ---------

64117     DS_LGW_SIP_Trunk_UnReg           0/2/Y          0.000        0.000

64224     DS_LGW_CPU_MON75                 0/0/N          0.000        0.000

64237     DS_LGW_SIP-2-SILENT_DISCARD      1/20/Y         5.271        5.271

CUBE#

작업 확인

DS 구축을 확인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명령 실행●

스크립트 실행●

이메일 알림●

진단 데이터 수집 및 Cisco TAC 케이스로 전송●

이 예에서는 show 명령 및 디버그 출력이 DS_64237-16-18-8-960.log라는 로컬 파일에서 수집되고
SCP를 통해 cxd.cisco.com으로 전송됩니다.이 파일은 몇 분 이내에 케이스 첨부 파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CX 엔지니어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CUBE#dir | i 64237

   66  -rw-             6875  Oct 25 2019 14:46:34 -04:00  DS_64237.xml

   74  -rw-          5030306  Dec 12 2019 16:18:20 -04:00  DS_64237-16-18-8-960.log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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