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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통화에 사용된 호스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확
인하기 위해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에서 DNS(Domain Name System) 조회가 수행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고자: Priya Kesari,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DNS(Domain Name System)●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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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DNS는 DNS 서버의 DNS 프로토콜을 통해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에 매핑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
이스입니다.각 고유 IP 주소에는 연결된 호스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CUBE의 다이얼 피어 아래에 호스트 이름을 대상 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호스트 이름에서 IP 주소
로 변환해야 합니다.

DNS 레코드 유형 

CUBE에 표시되는 3개의 DNS 레코드:

 1. srv:서비스 레코드(SRV 레코드)는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서버의 호스트 이름 및 포트 번호와 같
은 위치를 정의하는 DNS의 데이터 사양입니다.  관리자는 SRV RR(Resource Record)을 사용하여
단일 도메인에 여러 서버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이동하고 일부 호스트를 서비
스의 기본 서버로 지정하고 다른 호스트는 백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기록물도메인 이름을 각 IP 주소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32비트 IPv4 주소를 반환합니다.
   
 3. AAAA 레코드:레코드 AAAA(쿼드-A 레코드 포함)는 지정된 호스트의 IPv6 주소를 지정합니다.이
는 A 레코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다른 유형의 IP 주소에 적용되는 차이입니다.

레코드 형식 

SRV 레코드에는 폼이 있고 SRV RR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_Service._Proto.Name TTL Class SRV Priority Weight Port Target

   - 서비스:원하는 서비스의 심볼 이름입니다.
   - 프로모션:원하는 서비스의 전송 프로토콜일반적으로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또는
UDP(User Datagram Protocol)입니다.
   -이름:이 레코드가 유효한 도메인 이름이며 마침표로 끝납니다.
   - TTL:표준 DNS TTL(Time to Live) 필드
   - 클래스:표준 DNS 클래스 필드(항상 IN임)
   - 우선 순위:대상 호스트의 우선 순위, 값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무게:우선 순위가 동일하고 값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은 레코드의 상대적 가중치
   - 포트:서비스를 찾을 TCP 또는 UDP 포트
   - 대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정식 호스트 이름이며 점으로 끝납니다.

텍스트 형식의 SRV 레코드 예:_sip._tcp.example.com86400 IN SRV 0 5 5060



sipserver.example.com

이 SRV 레코드는 SIP 서비스용 TCP 포트 5060에서 수신 대기하는 sipserver.example.com이라는
서버를 가리킵니다.여기서 우선 순위는 0이고 가중치는 5입니다.

SRV 레코드의 대상은 주소 레코드(A 또는 AAAA 레코드)가 있는 호스트 이름을 가리켜야 하며, 올
바른 구성이 아닌 정식 이름(CNAME) 레코드가 있는 호스트 이름을 가리켜야 합니다.

구성

CUBE의 SRV 레코드 

CUBE의 SIP는 DNS SRV 쿼리를 사용하여 사용자 엔드포인트의 IP 주소를 결정합니다.SRV 쿼리
문자열에는 protocol.transport 형식의 접두사가 있으며 다음 hop SIP 서버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에 연결됩니다.이 접두사 스타일은 RFC 2052에서 시작됩니다.

Cisco IOS XE Release 2.5 이후, RFC 2782를 준수하여 두 번째 스타일은 DNS SRV 프로토콜 레이
블 스타일을 변경합니다.그러면 프로토콜 레이블이 "_"(으)로 변경됩니다.예:
_protocol._transport.밑줄을 추가하면 같은 이름을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RFC 2052 또는 RFC 2782를 준수하도록 DNS SRV 쿼리 형식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구성해야 합니
다.

활성화
터미널 구성
인터페이스 유형 번호
sip-ua
srv 버전 {1|2}
종료

1 - 쿼리가 protocol.transport의 도메인 이름 접두사로 설정됩니다.(RFC 2052 스타일).

2 - 쿼리가 _protocol._transport의 도메인 이름 접두사로 설정됩니다.(RFC 2782 스타일) 이것이 기
본값입니다.

로컬에서 CUBE에 SRV 레코드를 구성합니다.

ip host _sip._udp.cmgroup1.lab.local srv 1 50 5060 cucm1.lab.local

ip host _sip._udp.cmgroup1.lab.local srv 1 50 5060 cucm2.lab.local

ip host _sip._udp.cmgroup1.lab.local srv 1 50 5060 cucm3.lab.local

또한 동일한 문서의 뒷부분에서 설명한 각 SRV 레코드의 가리킬 호스트 이름에 대한 레코드를 구
성해야 합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호스트 이름-주소 매핑 캐시를 유지 관리합니다.이 캐시는 이름을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입니다.



show hosts 명령의 도움말을 사용하여 로컬 캐시에서 이러한 SRV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R4321#show hosts

Default domain is lab.cisco.com

Name servers are 10.106.108.170

NAME                             TTL     CLASS        TYPE    Priority  Weight  Port

DATA/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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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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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ip._udp.cmgroup1.lab.local    10       IN           SRV        1      50     5060

cucm3.lab.local

 _sip._udp.cmgroup1.lab.local    10       IN           SRV        1      50     5060

cucm2.lab.local

 _sip._udp.cmgroup1.lab.local    10       IN           SRV        1      50     5060

cucm1.lab.local

SRV 레코드 간 로드 밸런싱 

이 섹션에서는 동일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여러 SRV 항목 간의 레코드 우선 순위가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 _sip._tcp.example.com에 대해 여기에 나열된 테이블에서 4개의 레코드가
있고 각 레코드는 다른 서버 호스트 이름과 연결됩니다.

_service._proto.name TTL 클래스 유형 우선 순위 무게 포트 대상 주소
_sip._tcp.example.com 86400 수신 SRV 10 60 5060 bigbox.example.com
_sip._tcp.example.com 86400 수신 SRV 10 20 5060 smallbox1.example.com
_sip._tcp.example.com 86400 수신 SRV 10 20 5060 smallbox2.example.com
_sip._tcp.example.com 86400 수신 SRV 20 0 5060 backupbox.example.com

여기서 우선순위 필드는 레코드 데이터의 사용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클라이언트는 우선 순위 값
이 가장 낮은 SRV 레코드를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결이 실패하면 더 높은 값의 레코드로 폴백해야
합니다.서비스에 동일한 우선순위 값을 가진 여러 SRV 레코드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가중치
필드의 값에 따라 로드 밸런싱을 수행해야 합니다.

처음 세 개의 레코드는 우선 순위 10을 공유하므로 클라이언트가 가중치 필드의 값을 사용하여 연
결할 서버(호스트 및 포트 조합)를 결정합니다.세 값의 합계는 100이므로 bigbox.example.com은 시
간의 60%를 사용합니다.두 호스트(smallbox1 및 smallbox2)는 총 요청의 40%에 사용되며, 그중 절
반은 smallbox1로, 나머지 절반은 smallbox2로 전송됩니다. bigbox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두 시스
템은 시간의 50%가 선택되므로 로드를 균등하게 공유합니다.

우선 순위 10을 가진 세 개의 서버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 낮은 우선 순위 값을 가진
레코드가 선택됩니다(backupbox.example.com).

CUBE의 A 및 AAAA 레코드

ip host <domain_name> <IPv4/IPv6 Address of the corresponding domain name>

예:

ip 호스트 cucm1.lab.local 10.0.0.1
ip 호스트 cucm2.lab.local 10.0.0.2



ip host cucm3.lab.local 10.0.0.3

NAME                                TTL     CLASS             TYPE              DATA/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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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iness.mnet-voip.de              10       IN               AAAA                 ::1

 cucm1.lab.local                    10       IN                A                 10.0.0.1

 cucm2.lab.local                    10       IN                A                 10.0.0.2

 cucm3.lab.local                    10       IN                A                 10.0.0.3

CUBE의 DNS 서버 

ip name-server <IP of DNS server>      

     

이 명령은 DNS의 이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름 서버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최대
6개)를 지정합니다.

CUBE 동작 

아웃바운드 다이얼 피어 아래의 세션 대상에서 도메인 이름을 대상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 CUBE의
SIP 통화는 통화를 설정하기 위해 INVITE를 대상 엔드포인트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메인 이름에 해
당하는 IP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상,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SRV 레코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SRV 레코드는 서로 다른 두 곳에서 확인됩니다.

CUBE의 로컬 캐시 - DNS 조회가 수행되는 CUBE의 도메인 이름에 대해 구성된 SRV 레코드
가 있는 경우 로컬 캐시가 쿼리를 DNS 서버로 보내는 것보다 우선하므로 SRV 쿼리가 로컬로
확인됩니다.

1.

DNS Server(DNS 서버) - 게이트웨이에 SRV 레코드 항목이 없으면 SRV 쿼리가 구성된 DNS
서버로 전송됩니다.

2.

DNS 서버의 SRV 쿼리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A/AAAA 레코드를 확인하는 오류를 반환합니다(IP
주소 유형에 따라 다름).IPv4/IPv6).

A 쿼리 유형에서도 CUBE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로컬 캐시를 확인하는 것을 선호합
니다.

항목이 발견되면 A 쿼리가 로컬에서 해결되고 A 레코드가 없으면 A 쿼리를 입력합니다.

참고: 구성된 DNS 서버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응답이 수신될 때까지 DNS 쿼리가 각 DNS 서버
로 하나씩 전송됩니다. 



DNS 조회 동작을 이해하기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1:SRV 쿼리가 로컬로 확인됨

이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려면 여기에 사용된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도메인 이름(testlab1.cisco.com)에 대한 레코드가 라우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SRV 레코드가 DNS 서버에 있습니다.

CUBE는 항상 로컬 캐시에서 먼저 SRV 레코드 항목을 확인하며, 호스트 테이블에서 SRV 항목이
발견되면 로컬에서 도메인을 확인합니다.
SRV 쿼리에 응답하여 유형 A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 IP 주소에 해당하는 다른 호스트 이름(A/AAAA
레코드를 가리킴)이 반환됩니다.

다이얼 피어 음성 100 voip
 설명 테스트1
 destination-pattern 1111
 세션 프로토콜 sipv2
 세션 대상 dns:testlab1.cisco.com
 dtmf-relay rtp-nte
 codec g711ulaw
 vad 없음

ip 호스트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10 5060 lab2.cisco.com

ip host lab2.cisco.com 10.127.238.31
ip host testlab1.cisco.com 10.106.108.170

020277: Oct 29 20:44:58.474: //338/3B1382888181/CCAPI/cc_api_call_proceeding:

   Interface=0x7F273CADF360, Progress Indication=NULL(0)

020278: Oct 29 20:44:58.475: UDP: rcvd src=10.106.115.198(5060), dst=10.106.115.197(5060),

length=438

020279: Oct 29 20:44:58.475: UDP: rcvd src=10.106.115.198(5060), dst=10.106.115.197(5060),

length=1073

020280: Oct 29 20:44:58.475: //-1/xxxxxxxxxxxx/SIP/Info/notify/8192/sip_dns_type_srv_query: TYPE

SRV query for _sip._udp.testlab1.cisco.com and type:1

020281: Oct 29 20:44:58.475: DNS: detail: cdns_get_rr_type: converting name kind 20000 to type

33

020282: Oct 29 20:44:58.475: DNS: detail: read_forwards: Forward zone server list:

020283: Oct 29 20:44:58.475: DNS: info: delegpt_log: DelegationPoint<.>: 0 names (0 missing), 1

addrs (0 result, 1 avail) parentNS

020284: Oct 29 20:44:58.475: DNS: detail: log_addr_tid:    ip4 10.106.108.170 port 53 (len 16)

tableid 0

020285: Oct 29 20:44:58.475: DNS: detail: comm_base_create: event mini-event-1.4.22 uses

not_obtainable method.

020286: Oct 29 20:44:58.476: DNS: detail: cdns_new_nametype: new nametype 0x80007F274F6329C8

020287: Oct 29 20:44:58.477: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Server

Name lab2.cisco.com

Priority 1 Weight 10 Port 5060

020288: Oct 29 20:44:58.477: //-1/xxxxxxxxxxxx/SIP/Info/verbose/4096/sip_dns_type_srv_query:

Calculating Random Number : 4721 factor 6554 value 0



020289: Oct 29 20:44:58.477: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Selected Server is lab2.cisco.com

020297: Oct 29 20:44:58.478: //-1/xxxxxxxxxxxx/SIP/Info/notify/8192/sip_dns_type_a_query: TYPE A

query successful for lab2.cisco.com 020298: Oct 29 20:44:58.478: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query: ttl for A records = 10 seconds 020299:

Oct 29 20:44:58.478: DNS: detail: cdns_nametype_free: deleting nametype 0x80007F274F6329C8

020300: Oct 29 20:44:58.479: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IP

Address of lab2.cisco.com is: 020301: Oct 29 20:44:58.479: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10.127.238.31 020302: Oct 29

20:44:58.479: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ttl for SRV records =

2147483seconds 020311: Oct 29 20:44:58.480: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ccsip_process_sipspi_queue_event: ccsip_spi_get_msg_type

returned: 2 for event 43 020312: Oct 29 20:44:58.480:

//338/3B1382888181/SIP/State/sipSPIChangeState: 0x7F27445D3D20 : State change from (STATE_IDLE,

SUBSTATE_SENT_DNS) to (STATE_IDLE, SUBSTATE_NONE) 020313: Oct 29 20:44:58.480: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sipSPICacheHostToCCB

dnsResponse.num_hosts = 1 020314: Oct 29 20:44:58.480: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IP Address No. 1, IP address

10.127.238.31

테스트 2:도메인 이름 확인을 위해 DNS 서버에 연결됨

CUBE의 도메인에 대한 SRV 레코드가 제거되었지만 SRV 항목이 DNS 서버에 남아 있고 CUBE에
DNS 서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항목이 동일한 도메인에 대한 로컬 캐시에 있지만 DNS SRV 쿼리는 A 쿼리 유형보다 SRV
검사가 우선하므로 DNS 서버로 전송됩니다.

연결된 로그 조각은 SRV를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을 확인하고 A 쿼리를 입력하는 CUBE와 DNS 서
버 간의 상호 작용을 보여 줍니다.

012665: Oct 29 20:04:23.246: //207/8FAE32F480E6/CCAPI/cc_api_call_proceeding:

   Interface=0x7F273CADF360, Progress Indication=NULL(0)

012666: Oct 29 20:04:23.246: //-1/xxxxxxxxxxxx/SIP/Info/notify/8192/sip_dns_type_srv_query: TYPE

SRV query for _sip._udp.testlab1.cisco.com and type:1

012674: Oct 29 20:04:23.247: DNS: info: log_nametypeclass: validator operate: query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678: Oct 29 20:04:23.248: DNS: detail: process_request: process_request: new external request

event 012679: Oct 29 20:04:23.248: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INIT REQUEST STATE 012680: Oct 29 20:04:23.248: DNS: info: log_nametypeclass: resolving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681: Oct 29 20:04:23.248: DNS: detail:

processInitRequest: request has dependency depth of 0 012682: Oct 29 20:04:23.248: DNS: detail:

forward_request: forwarding request 012683: Oct 29 20:04:23.248: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QUERY TARGETS STATE 012684: Oct 29 20:04:23.248: DNS: info:

log_nametypeclass: processQueryTargets: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685: Oct 29

20:04:23.248: DNS: detail: processQueryTargets: processQueryTargets: targetqueries 0,

currentqueries 0 sentcount 0 012686: Oct 29 20:04:23.248: DNS: info: delegpt_log:

DelegationPoint<.>: 0 names (0 missing), 1 addrs (0 result, 1 avail) parentNS 012687: Oct 29

20:04:23.248: DNS: detail: log_addr_tid: ip4 10.106.108.170 port 53 (len 16) tableid 0 012688:

Oct 29 20:04:23.248: DNS: detail: processQueryTargets: attempt to get extra 3 targets 012689:

Oct 29 20:04:23.248: DNS: detail: iter_server_selection: selrtt 376 012690: Oct 29 20:04:23.248:

DNS: info: log_nametypeclass: sending query: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691: Oct 29

20:04:23.248: DNS: detail: log_name_addr: sending to target: <.> 10.106.108.170#53

012798: Oct 29 20:04:23.257: DNS: info: log_nametypeclass: iterator operate: query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799: Oct 29 20:04:23.257: DNS: detail: process_response:



process_response: new external response event 012801: Oct 29 20:04:23.257: DNS: info:

log_nametypeclass: response for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802: Oct 29

20:04:23.257: DNS: info: log_name_addr: reply from <.> 10.106.108.170#53 012803: Oct 29

20:04:23.257: DNS: info: log_dns_msg: incoming scrubbed packet: ;; ->>HEADER<<- opcode: QUERY,

rcode: NOERROR, id: 0 ;; flags: qr rd ra ; QUERY: 1, ANSWER: 1, AUTHORITY: 0, ADDITIONAL: 1 ;;

QUESTION SECTION: _sip._udp.testlab1.cisco.com IN SRV ;; ANSWER SECTION:

_sip._udp.testlab1.cisco.com 10 IN SRV 1 10 5060 lab1.cisco.com ;; AUTHORITY SECTION: ;;

ADDITIONAL SECTION: lab1.cisco.com 10 IN A 10.127.238.31 ;; MSG SIZE rcvd: 101 012804: Oct 29

20:04:23.258: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QUERY RESPONSE STATE

012805: Oct 29 20:04:23.258: DNS: info: processQueryResponse: query response was ANSWER 012806:

Oct 29 20:04:23.258: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FINISHED

RESPONSE STATE 012807: Oct 29 20:04:23.258: DNS: info: log_nametypeclass: finishing processing

for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808: Oct 29 20:04:23.258: DNS: detail: mesh_run:

mesh_run: iterator module exit state is module_finished 012809: Oct 29 20:04:23.258: DNS:

detail: val_operate: validator[module 0] operate: extstate:module_wait_module

event:module_event_moddone 012810: Oct 29 20:04:23.258: DNS: info: log_nametypeclass: validator

operate: query _sip._udp.testlab1.cisco.com. SRV IN 012822: Oct 29 20:04:23.259: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Server Name lab1.cisco.com Priority 1

Weight 10 Port 5060 012823: Oct 29 20:04:23.259: //-

1/xxxxxxxxxxxx/SIP/Info/verbose/4096/sip_dns_type_srv_query: Calculating Random Number : 9210

factor 6554 value 1 012824: Oct 29 20:04:23.259: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Selected Server is lab1.cisco.com

012833: Oct 29 20:04:23.260: DNS: info: log_nametypeclass: validator operate: query

lab1.cisco.com. A IN 012834: Oct 29 20:04:23.260: DNS: detail: val_operate: validator: pass to

next module 012835: Oct 29 20:04:23.261: DNS: detail: mesh_run: mesh_run: validator module exit

state is module_wait_module 012836: Oct 29 20:04:23.261: DNS: detail: iter_operate:

iterator[module 1] operate: extstate:module_state_initial event:module_event_pass 012837: Oct 29

20:04:23.261: DNS: detail: process_request: process_request: new external request event 012838:

Oct 29 20:04:23.261: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INIT REQUEST

STATE 012839: Oct 29 20:04:23.261: DNS: info: log_nametypeclass: resolving lab1.cisco.com. A IN

012840: Oct 29 20:04:23.261: DNS: detail: processInitRequest: request has dependency depth of 0

012841: Oct 29 20:04:23.261: DNS: detail: forward_request: forwarding request 012842: Oct 29

20:04:23.261: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QUERY TARGETS STATE

012843: Oct 29 20:04:23.261: DNS: info: log_nametypeclass: processQueryTargets: lab1.cisco.com.

A IN

012851: Oct 29 20:04:23.262: DNS: info: log_nametypeclass: sending query: lab1.cisco.com. A IN

012852: Oct 29 20:04:23.262: DNS: detail: log_name_addr: sending to target: <.>

10.106.108.170#53 012873: Oct 29 20:04:23.265: DNS: info: log_nametypeclass: iterator operate:

query lab1.cisco.com. A IN 012874: Oct 29 20:04:23.266: DNS: detail: process_response:

process_response: new external response event 012875: Oct 29 20:04:23.266: DNS: info:

log_nametypeclass: scrub for . NS IN 012876: Oct 29 20:04:23.266: DNS: info: log_nametypeclass:

response for lab1.cisco.com. A IN 012877: Oct 29 20:04:23.266: DNS: info: log_name_addr: reply

from <.> 10.106.108.170#53 012878: Oct 29 20:04:23.266: DNS: info: log_dns_msg: incoming

scrubbed packet: ;; ->>HEADER<<- opcode: QUERY, rcode: NOERROR, id: 0 ;; flags: qr rd ra ;

QUERY: 1, ANSWER: 1, AUTHORITY: 0, ADDITIONAL: 0 ;; QUESTION SECTION: lab1.cisco.com IN A ;;

ANSWER SECTION: lab1.cisco.com 10 IN A 10.127.238.31 ;; AUTHORITY SECTION: ;; ADDITIONAL

SECTION: ;; MSG SIZE rcvd: 48 012879: Oct 29 20:04:23.266: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QUERY RESPONSE STATE 012880: Oct 29 20:04:23.266: DNS: info:

processQueryResponse: query response was ANSWER 012881: Oct 29 20:04:23.266: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FINISHED RESPONSE STATE 012882: Oct 29

20:04:23.266: DNS: info: log_nametypeclass: finishing processing for lab1.cisco.com. A IN

012883: Oct 29 20:04:23.266: DNS: detail: mesh_run: mesh_run: iterator module exit state is

module_finished 012884: Oct 29 20:04:23.266: DNS: detail: val_operate: validator[module 0]

operate: extstate:module_wait_module event:module_event_moddone 012885: Oct 29 20:04:23.266:

DNS: info: log_nametypeclass: validator operate: query lab1.cisco.com. A IN

012897: Oct 29 20:04:23.267: //-1/xxxxxxxxxxxx/SIP/Info/notify/8192/sip_dns_type_a_query: TYPE A

query successful for lab1.cisco.com 012898: Oct 29 20:04:23.267: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query: ttl for A records = 10 seconds 012899:

Oct 29 20:04:23.267: DNS: detail: cdns_nametype_free: deleting nametype 0x80007F274F6255F8

012900: Oct 29 20:04:23.268: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IP

Address of lab1.cisco.com is: 012901: Oct 29 20:04:23.268: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10.127.238.31 012902: Oct 29

20:04:23.268: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srv_query: ttl for SRV records =

2147483seconds 012903: Oct 29 20:04:23.268: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ccsip_process_sipspi_queue_event: ccsip_spi_get_msg_type

returned: 2 for event 43 012904: Oct 29 20:04:23.268:

//207/8FAE32F480E6/SIP/State/sipSPIChangeState: 0x7F27445CC798 : State change from (STATE_IDLE,

SUBSTATE_SENT_DNS) to (STATE_IDLE, SUBSTATE_NONE) 012905: Oct 29 20:04:23.268: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sipSPICacheHostToCCB

dnsResponse.num_hosts = 1 012906: Oct 29 20:04:23.268: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IP Address No. 1, IP address

10.127.238.31

테스트 3:SRV 항목을 찾을 수 없을 때 A 레코드 유형으로 대체

CUBE가 로컬 호스트 테이블에서 SRV 항목을 찾을 수 없거나 보낸 DNS SRV 쿼리에 대해 DNS 서
버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DNS 조회가 A/AAAA 레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폴백됩니다.

동작은 A 쿼리 유형과 비슷하며, 로컬 캐시가 기존 A 레코드에 대해 먼저 확인됩니다. 항목을 찾을
수 없으면 type A 쿼리가 구성된 DNS 서버로 전송됩니다.

다이얼 피어 음성 101 voip
 설명 테스트2
 대상 패턴 2020
 세션 프로토콜 sipv2
 세션 대상 dns:testlab2.cisco.com
 dtmf-relay rtp-nte
 codec g711ulaw
 vad 없음

ip host testlab2.cisco.com 10.127.238.30

007425: Oct 29 13:55:15.175: //67/FE4F6B718049/CCAPI/cc_api_call_proceeding:

   Interface=0x7F124061D948, Progress Indication=NULL(0)

007428: Oct 29 13:55:15.176: //-1/xxxxxxxxxxxx/SIP/Info/notify/8192/sip_dns_type_srv_query: TYPE

SRV query for _sip._udp.testlab2.cisco.com and type:1

007436: Oct 29 13:55:15.177: DNS: info: log_nametypeclass: validator operate: query

_sip._udp.testlab2.cisco.com. SRV IN

007437: Oct 29 13:55:15.177: DNS: detail: val_operate: validator: pass to next module

007438: Oct 29 13:55:15.177: DNS: detail: mesh_run: mesh_run: validator module exit state is

module_wait_module

007439: Oct 29 13:55:15.177: DNS: detail: iter_operate: iterator[module 1] operate:

extstate:module_state_initial event:module_event_pass

007440: Oct 29 13:55:15.177: DNS: detail: process_request: process_request: new external request

event

007441: Oct 29 13:55:15.177: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INIT

REQUEST STATE

007442: Oct 29 13:55:15.177: DNS: info: log_nametypeclass: resolving

_sip._udp.testlab2.cisco.com. SRV IN

007443: Oct 29 13:55:15.177: DNS: detail: processInitRequest: request has dependency depth of 0

007444: Oct 29 13:55:15.177: DNS: detail: forward_request: forwarding request

007445: Oct 29 13:55:15.177: DNS: detail: iter_handle: iter_handle processing q with state QUERY

TARGETS STATE

007446: Oct 29 13:55:15.177: DNS: info: log_nametypeclass: processQueryTargets:

_sip._udp.testlab2.cisco.com. SRV IN

007447: Oct 29 13:55:15.178: DNS: detail: processQueryTargets: processQueryTargets:

targetqueries 0, currentqueries 0 sentcount 0

007448: Oct 29 13:55:15.178: DNS: info: delegpt_log: DelegationPoint<.>: 0 names (0 missing), 1

addrs (0 result, 1 avail) parentNS

007449: Oct 29 13:55:15.178: DNS: detail: log_addr_tid:    ip4 10.106.108.170 port 53 (len 16)

tableid 0



007450: Oct 29 13:55:15.178: DNS: detail: processQueryTargets: attempt to get extra 3 targets

007451: Oct 29 13:55:15.178: DNS: detail: log_addr: servselect ip4 10.106.108.170 port 53 (len

16)

007452: Oct 29 13:55:15.178: DNS: detail: iter_filter_unsuitable:    rtt=120000

007453: Oct 29 13:55:15.178: DNS: detail: processLastResort: No more query targets, attempting

last resort

007454: Oct 29 13:55:15.178: DNS: detail: can_have_last_resort: configured forward servers

failed -- returning SERVFAIL

007455: Oct 29 13:55:15.178: DNS: detail: error_response_cache: store error response in message

cache

007456: Oct 29 13:55:15.178: DNS: detail: error_response: return error response SERVFAIL

007457: Oct 29 13:55:15.178: DNS: detail: mesh_run: mesh_run: iterator module exit state is

module_finished

007458: Oct 29 13:55:15.178: DNS: detail: val_operate: validator[module 0] operate:

extstate:module_wait_module event:module_event_moddone

007459: Oct 29 13:55:15.178: DNS: info: log_nametypeclass: validator operate: query

_sip._udp.testlab2.cisco.com. SRV IN

007460: Oct 29 13:55:15.178: DNS: detail: val_operate: validator: nextmodule returned

007461: Oct 29 13:55:15.178: DNS: detail: needs_validation: cannot validate non-answer, rcode

SERVFAIL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aaaa_query: DNS query for

testlab2.cisco.com and type:1

007505: Oct 29 13:55:15.183: //-1/xxxxxxxxxxxx/SIP/Info/notify/8192/sip_dns_type_a_query: TYPE A

query successful for testlab2.cisco.com 007506: Oct 29 13:55:15.183: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query: ttl for A records = 10 seconds 007507:

Oct 29 13:55:15.183: DNS: detail: cdns_nametype_free: deleting nametype 0x80007F1253608758

007508: Oct 29 13:55:15.183: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aaaa_query: IP

Address of testlab2.cisco.com is: 007509: Oct 29 13:55:15.183: //-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aaaa_query: 10.127.238.30 007518: Oct 29

13:55:15.184: //-1/xxxxxxxxxxxx/SIP/Info/info/4096/ccsip_process_sipspi_queue_event:

ccsip_spi_get_msg_type returned: 2 for event 43 007519: Oct 29 13:55:15.184:

//67/FE4F6B718049/SIP/State/sipSPIChangeState: 0x7F1248132700 : State change from (STATE_IDLE,

SUBSTATE_SENT_DNS) to (STATE_IDLE, SUBSTATE_NONE) 007520: Oct 29 13:55:15.184: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sipSPICacheHostToCCB

dnsResponse.num_hosts = 1 007521: Oct 29 13:55:15.185: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IP Address No. 1, IP address

10.127.238.30

테스트 4:SRV 검사를 건너뛰고 직접 이동하여 유형 A 쿼리를 수행하려면 포트를 추
가합니다.

지금까지 DNS SRV 검사가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CUBE에서 선호되는
3가지 테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동하여 A 쿼리 유형을 수행하고 SRV 검사를 건너
뛰려면 다이얼 피어의 대상 호스트 이름과 함께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트가 추가되면 CUBE는 SRV 검사(CUBE에 로컬로 SRV 레코드가 구성된 경우에도)를 재정의하
고 로컬 캐시에서 A 레코드 항목을 직접 찾거나 DNS 서버에 연결합니다.

다이얼 피어 음성 101 voip
 설명 테스트2
 대상 패턴 2020
 세션 프로토콜 sipv2
 세션 대상 dns:testlab2.cisco.com:5060
 dtmf-relay rtp-nte
 codec g711ulaw
 vad 없음



ip host testlab2.cisco.com 10.127.238.30

SRV 레코드가 구성된 ip 호스트 _sip._udp.testlab2.cisco.com srv 10 5060 10.127.238.30과 함께
또는 없는 경우.

010095: Oct 29 13:58:13.744: //79/68DFFDCE805B/CCAPI/cc_api_call_proceeding:

   Interface=0x7F124061D948, Progress Indication=NULL(0)

010098: Oct 29 13:58:13.745: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aaaa_query: DNS

query for testlab2.cisco.com and type:1

010105: Oct 29 13:58:13.747: //-1/xxxxxxxxxxxx/SIP/Info/notify/8192/sip_dns_type_a_query: TYPE A

query successful for testlab2.cisco.com

010106: Oct 29 13:58:13.747: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query: ttl for

A records = 10 seconds

010107: Oct 29 13:58:13.747: DNS: detail: cdns_nametype_free: deleting nametype

0x80007F1253596BC0

010108: Oct 29 13:58:13.747: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aaaa_query: IP

Address of testlab2.cisco.com is:

010109: Oct 29 13:58:13.747: //-1/xxxxxxxxxxxx/SIP/Info/info/8192/sip_dns_type_a_aaaa_query:

10.127.238.30

010118: Oct 29 13:58:13.748: //-

1/xxxxxxxxxxxx/SIP/Info/info/4096/ccsip_process_sipspi_queue_event: ccsip_spi_get_msg_type

returned: 2 for event 43

010119: Oct 29 13:58:13.748: //79/68DFFDCE805B/SIP/State/sipSPIChangeState: 0x7F1248132700 :

State change from (STATE_IDLE, SUBSTATE_SENT_DNS)  to (STATE_IDLE, SUBSTATE_NONE)

010120: Oct 29 13:58:13.748: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sipSPICacheHostToCCB dnsResponse.num_hosts = 1

010121: Oct 29 13:58:13.749: //-1/xxxxxxxxxxxx/SIP/Info/info/4096/sipSPICacheHostToCCB: IP

Address No. 1, IP address 10.127.238.30

  

참고:RFC 3263에 따라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SRV 검사를 건너뜁니다.TARGET이 숫자 IP 주
소가 아니지만 포트가 URI에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도메인 이름의 A 또는 AAAA 레코드 조
회를 수행합니다.그 결과 IP 주소 목록이 나타나며, 각 주소는 이전에 확인된 URI 및 전송 프
로토콜에서 특정 포트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이는 RFC 2543의 변경 사항이며, 이전에 포트
가 명시적이었지만 값이 5060인 경우 SRV 레코드가 사용되었지만 이제 A 또는 AAAA 레코드
가 사용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CUBE에서 DNS 구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show 명령의 일부입니다.

show hosts - 기본 도메인 이름, 이름 조회 서비스 스타일, 이름 서버 호스트 목록 및 특정 DNS 보기
또는 구성된 모든 DNS 보기에 특정한 호스트 이름 및 주소의 캐시된 목록을 표시합니다.

ISR4321#show hosts



Default domain is lab.cisco.com

Name servers are 10.106.108.170

NAME                             TTL     CLASS        TYPE    Priority  Weight  Port

DATA/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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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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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ip._udp.cmgroup1.lab.local    10       IN           SRV        1      50     5060

cucm3.lab.local

 _sip._udp.cmgroup1.lab.local    10       IN           SRV        1      50     5060

cucm2.lab.local

 _sip._udp.cmgroup1.lab.local    10       IN           SRV        1      50     5060

cucm1.lab.local

show ip dns servers - CUBE에 구성된 DNS 서버 목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ISR4321#show ip dns servers

   IP            VRF      TTL(s)   RTT(ms)  RTO(ms)  EDNS  DNSSEC  RECU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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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6.108.170            791      1000     64000     Yes    Yes     Yes

show ip dns view - 특정 DNS 보기에 대한 정보 또는 구성된 모든 DNS 보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
니다. 여기에는 기본 도메인 이름, 이름 서버 호스트 목록 등의 세부 정보와 함께 DNS 보기가 사용
된 횟수가 포함됩니다.

ISR4321#show ip dns view

DNS View default parameters:

DNS Resolver settings:

  Domain lookup is enabled

  Default domain name: lab.cisco.com

  Domain search list:

  Domain name-servers:

    10.106.108.170

DNS Server settings:

  Forwarding of queries is enabled

  Forwarder addresses:

문제 해결

문서에서 앞서 설명한 테스트 시나리오에는 로그 조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RV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 호출되는 sip_dns_type_srv_query 함수(쿼리 유형 A에 대해 sip_dns_type_a_query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디버그입니다. 

ccsip 정보 디버그

디버그 ip 도메인 세부 정보 모두
디버그 ip dns 보기
debug ip dns view-list
디버그 ip dns 이름 목록



디버그 ip 도메인 세부 정보 모두
디버그 ip udp

각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복사된 로그 조각의 강조 표시된 문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https://www.ietf.org/rfc/rfc2782.txt
https://www.ietf.org/rfc/rfc3263.txt
https://www.ietf.org/rfc/rfc2543.txt
https://www.cisco.com/c/en/us/td/docs/ios/voice/cube/configuration/guide/vb_book/vb_book/vb_11
96.html
https://www.cisco.com/c/en/us/td/docs/ios-xml/ios/ipaddr_dns/configuration/15-mt/dns-15-mt-
book/dns-config-dns.html

https://www.ietf.org/rfc/rfc2782.txt
https://www.ietf.org/rfc/rfc3263.txt
https://www.ietf.org/rfc/rfc2543.txt
/content/en/us/td/docs/ios/voice/cube/configuration/guide/vb_book/vb_book/vb_1196.html
/content/en/us/td/docs/ios/voice/cube/configuration/guide/vb_book/vb_book/vb_1196.html
/content/en/us/td/docs/ios-xml/ios/ipaddr_dns/configuration/15-mt/dns-15-mt-book/dns-config-dns.html
/content/en/us/td/docs/ios-xml/ios/ipaddr_dns/configuration/15-mt/dns-15-mt-book/dns-config-d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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