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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제어 및 미디어 바인딩이 동적 IP를 가져오는 다이얼
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경우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의 동작을 설명합니다.IP 주소
를 동적으로 가져오는 다이얼러 인터페이스가 CUBE에 구성된 경우, SIP 제어 및 미디어 바인딩이
해당 다이얼러 인터페이스로 전역으로 구성된 경우 SIP 바인딩은 라우팅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물리
적 인터페이스와 함께 발생합니다.SIP 제어 및 미디어 바인딩이 다이얼 피어에서 구성된 경우 바인
딩이 실패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IOS® Voice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

CUBE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

다이얼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법●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우터 플랫폼 CISCO2911/K9●

Cisco IOS® 15.1.2T●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품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ntegrated Services Routers Generation 1(ISR G1)●

ISR G2●

Cisco IOS® 15.1.2T 이상●

배경 정보

Cisco CME(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역할을 하는 CUBE에서 동적 IP로 다이얼
러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IP Phone은 CME에 등록되며 SIP를 사용하여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클러스터와 통합됩니다.

전화 걸기 설정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한 통화 흐름

CME와 CUBE는 동일한 라우터에 있습니다.또한 음성 게이트웨이는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PPPoE(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 서버 역할을 하며 CME/CUBE는 PPPoE 클라이언트
로 작동합니다.

참고:통화 흐름은 다이얼러 인터페이스 설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실제 통화 흐름이 이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구성

PPPoE 서버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10.252.102.49 255.255.255.240

ip rip advertise 4

load-interval 30

duplex auto

speed auto

pppoe enable group global

!

interface Virtual-Template1

mtu 1492

ip unnumbered FastEthernet0/0

peer default ip address pool pppoepool

peer default ipv6 pool pppoepool

ipv6 unnumbered FastEthernet0/0

ppp authentication pap chap

!

ip local pool pppoepool 10.10.10.1 10.10.10.200

PPPoE 클라이언트

interface GigabitEthernet0/2

no ip address

no ip redirects

no ip unreachables

no ip proxy-arp

ip tcp adjust-mss 1452

duplex auto

speed auto

pppoe enable group global

pppoe-client dial-pool-number 1

!

interface Dialer1

ip address negotiated

encapsulation ppp

dialer pool 1

dialer-group 1

ipv6 address autoconfig

ipv6 enable

ppp authentication pap chap callin

ppp chap hostname cisco

ppp chap password 0 sisco

ppp pap sent-username cisco password 0 sisco



참고:라우팅은 PPPoE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백 투 백(back-to-back) 연결로 구성되지 않습니
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및 로그 분석

테스트 시나리오 1. 전역적으로 다이얼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어 및 미디어 바인딩

sip

bind control source-interface Dialer1

bind media source-interface Dialer1

결과:바인딩은 표시된 대로 사용 가능한 물리적 인터페이스 IP에서 수행됩니다.

Mar 7 07:41:32.095: //10/BB96E2038018/SIP/Info/verbose/513/resolve_media_ip_address_to_bind:

peer_tag=3

Mar 7 07:41:32.095: //-1/xxxxxxxxxxxx/SIP/Info/info/8192/resolve_ip_address_to_bind:

ip_get_ifaddress IPv4 0.0.0.0 for SIP

Mar 7 07:41:32.095: //10/BB96E2038018/SIP/Error/resolve_media_ip_address_to_bind:

bind interface address not available

Mar 7 07:41:32.095: //-1/xxxxxxxxxxxx/SIP/Info/info/8192/resolve_media_ip_address_to_bind:

ip_best_local_address 10.106.124.61 for SIP

Mar 7 07:41:32.095: //-1/xxxxxxxxxxxx/SIP/Info/info/8192/resolve_media_ip_address_to_bind:

return addr 10.106.124.61

Mar 7 07:41:32.095: //10/BB96E2038018/SIP/Media/sipSPISetMediaSrcAddr: Media src addr for stream

1 = 10.106.124.61

테스트 시나리오 2. 다이얼 피어 수준에서 제어 및 미디어 바인딩

dial-peer voice 3 voip

voice-class sip bind control source-interface Dialer1

voice-class sip bind media source-interface Dialer1

 결과:바인딩이 실패하여 표시된 대로 호출 오류가 발생합니다.

Mar 7 10:28:46.406: //-1/xxxxxxxxxxxx/SIP/Info/info/8192/resolve_ip_address_to_bind:

ip_get_ifaddress IPv4 0.0.0.0 for SIP

Mar 7 10:28:46.406: //69/188C458A8068/SIP/Error/resolve_media_ip_address_to_bind:

bind interface address not available

Mar 7 10:28:46.406: //69/188C458A8068/SIP/Error/resolve_media_ip_address_to_bind:

Invalid dialpeer bind media config

Mar 7 10:28:46.406: //69/188C458A8068/SIP/Error/sipSPICreateOutboundStreams:

Failed to get source addres for IPv4 stream

Mar 7 10:28:46.406: //69/188C458A8068/SIP/Info/critical/1/sipSPIOutgoingCallSDP: Failure in

creating outbound streams



Mar 7 10:28:46.406: //69/188C458A8068/SIP/Error/sipSPICreateOutboundSDP:

Error in creating an SDP for the outbound call - Check for supported codecs

Mar 7 10:28:46.406: //69/188C458A8068/SIP/Error/preprocessSetup:

Error during outbound SDP creation

테스트 시나리오 3. 다이얼 피어 수준에서 제어만 바인딩

dial-peer voice 3 voip

voice-class sip bind control source-interface Dialer1

 결과:바인딩이 여전히 실패하지만 표시된 것처럼 다른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ar 7 10:14:08.874: //-1/xxxxxxxxxxxx/SIP/Info/info/8192/resolve_ip_address_to_bind:

ip_get_ifaddress IPv4 0.0.0.0 for SIP

Mar 7 10:14:08.874: //-1/xxxxxxxxxxxx/SIP/Error/resolve_sig_ip_address_to_bind:

Dialpeer bind configured, interface addr failure

Mar 7 10:14:08.874: //51/0D80BDA18043/SIP/Error/sipSPIOutgoingCallSDP:

resolve_sig_ip_address_to_bind failed

Mar 7 10:14:08.874: //-1/xxxxxxxxxxxx/SIP/Media/sipSPIReserveRtpPort: reserved port 16392 for

stream 1

Mar 7 10:14:08.874: //51/0D80BDA18043/SIP/Info/info/1/sipSPIDoBearerCapToCodecMapping: Bearer

capability to Codec Mapping: DISABLED

버그 세부사항

버그 번호 CSCun85947이 동작에 대해 보고되었으며 언급된 Cisco IOS® 버전에서 수정되었습니
다.

15.3(3)M2.4

15.3(3)M3

15.3(3)S2.9

15.3(3)S3

15.4(2.1.2)S

15.4(2.12.1)PIH25

15.4(2.15)S

15.4(2.9)T

15.4(3)S

참고:영향을 받는 Cisco IOS® 버전에 대한 작업은 고정 IP를 사용하여 다이얼러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팁:자세한 내용은 Cisco 버그 ID CSCun85947을 참조하십시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n85947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n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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