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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녹음 서버에서 녹음 클라이언트로 작동하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CUBE를 구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고자: Hector Luna Ponce,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IOS Voice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CUBE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녹음 서버●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SIP 통화 흐름●

사용되는 구성 요소

ISR(Integrated Service Router)G2/ISR4K - CUBE로 구성된 적절한 UC 기술 패키지 탑재
Cisco IOS/IOS-XE 릴리스 15.2를 통해 플로우 스루 모드 및

●

녹음 서버●

CUCM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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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 Session(통신 세션)은 녹음 중인 세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통신 세션은 지점 간
또는 다중 지점 전화회의 통화일 수 있습니다.

통신 세션에 속하는 미디어 스트림을 복사하여 녹음 서버로 보내는 경우 미디어 전달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클라이언트를 녹음하여 수행됩니다.

SRC(세션 녹음 클라이언트)는 미디어 녹음 스트림을 시작하는 SIP 디바이스입니다.

SRS(세션 녹음 서버)는 미디어 녹음 스트림을 수신하고 저장하는 SIP 장치입니다.

녹음 세션:녹음 세션은 녹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설정된 SIP 세션입니다.예를 들어 SBC와 미디
어 레코더 간의 SIP 세션입니다.

녹음 메타데이터:  녹음 메타데이터에는 기록된 통신 세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예: 모든 참가자의 디
렉토리 번호 또는 URI, 통신 세션 내의 각 개별 미디어 스트림의 미디어 방향(전송, 수신, 비활성) 및
콘텐츠 유형이 포함됩니다.

구성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CUB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1단계. 미디어 프로파일 레코더 태그는 녹음 서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다이얼 피어 태그를 저장
합니다.이 예에서는 dial-peer 20이 녹음 서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CUBE (config)# media profile recorder 10000

CUBE (config-profile)# media-recording 20

CUBE (config-profile)# media-type audio

2단계. 미디어 클래스 태그는 위에서 만든 레코더 프로필 태그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CUBE (config)# media class 3

CUBE (config-media)# recorder profile 10000 siprec

3단계. 이 다이얼 피어는 녹음 서버와의 SIP 대화 상자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세션 대상으로 사
용되는 IP 주소는 녹음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CUBE (config)#dial-peer voice 20 voip

CUBE (config-dial-peer)#description Dial-peer that points to the recording server

4단계. 임의의 더미 대상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이 다이얼 피어와 일치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
다.

CUBE (config-dial-peer)#destination-pattern 99999

CUBE (config-dial-peer)#session protocol sipv2



CUBE (config-dial-peer)#session target ipv4:10.0.0.10

CUBE (config-dial-peer)#session transport tcp

5단계. 미디어 클래스 태그가 녹음해야 하는 통화에 사용된 다이얼 피어 아래에 적용됩니다.

CUBE (config)#dial-peer voice 1 voip

CUBE (config-dial-peer)#description Dial-peer for the call that needs to be recorded

CUBE (config-dial-peer)#media-class 3

또는 방법 2를 사용하여 미디어 포킹을 위한 CUB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1단계. 레코더 매개변수 CLI에서 녹음 서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다이얼 피어 태그를 저장하는
미디어 클래스 태그를 구성합니다.

CUBE (config)# media class 3

CUBE (config-media)# recorder parameter siprec

CUBE (config-media-recorder)# media-recording 20

2단계. 녹음 서버에 대한 다이얼 피어를 구성합니다.

CUBE (config-dial-peer)#description Dial-peer to the recording server

CUBE (config-dial-peer)#destination-pattern 99999

CUBE (config-dial-peer)#session protocol sipv2

CUBE (config-dial-peer)#session target ipv4:10.0.0.10

3단계. 미디어 클래스 태그는 녹음해야 하는 통화에 사용된 다이얼 피어 아래에 적용됩니다.

CUBE (config)#dial-peer voice 1 voip

CUBE (config-dial-peer)#description Dial-peer for the call that needs to be recorded

CUBE (config-dial-peer)#media-class 3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구성에 대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다음은 CUBE Method 1에서 SIPREC의 예입니다.

media profile recorder 10000 siprec

 media-recording 20

media-type audio

!

media class 3 recorder profile 10000 !

dial-peer voice 1 voip description Outbound Dial-peer for the call that needs to be recorded

destination-pattern 200.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10.0.0.20 media-class 3

codec g711ulaw no vad !

dial-peer voice 20 voip description Dial-peer to recording server destination-pattern 99999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10.0.0.10

다음은 CUBE Method 2에서 SIPREC의 예입니다.

media class 3

 recorder parameter siprec

  media-recording 20

!

dial-peer voice 1 voip description Dial-peer for the call that needs to be recorded media-class

3

dial-peer voice 20 voip

description Dial-peer to recording server

destination-pattern 99999

session protocol sipv2

sipv2 session target ipv4:10.0.0.10

다음을 확인합니다.

show voip rtp connections 명령을 사용하여 미디어 포킹 컨피그레이션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CUBE#show voip rtp connections

VoIP RTP active connections :

No. CallId     dstCallId               LocalRTP   RmtRTP     LocalIP            RemoteIP

1     36               37               18358      19362        209.165.201.5

209.165.201.10

2     37               36               17294      17690        10.0.0.5         10.0.0.20

3     39               38               19812      42196    172.16.0.10    10.0.0.10

4     40               38               24230      60234    172.16.0.10    10.0.0.10

Found 4 active RTP connections

이 예에서는 2개의 전화기 간의 통화가 2개의 RTP 스트림(1과 2)으로 이어졌습니다. 2개의 RTP 스
트림(3 및 4)은 녹음 서버(이 예에서는 10.0.0.10)으로 전송된 녹음 스트림입니다. 통화 녹음 서버가
녹음된 통화를 나타내는 중복된 RTP 스트림을 수신합니다.show voip recmsp session 명령을 사용
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CUBE#sh voip recmsp session

RECMSP active sessions:

MSP Call-ID              AnchorLeg Call-ID        ForkedLeg Call-ID

143                                        141                              145

Found 1 active sessions



스트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show voip recmsp session detail call-id <위 op>에 지정된 값
을 실행합니다.

CUBE#show voip recmsp session detail call-id  <the value specified in the above o/p>

CUBE#show voip recmsp session detail call-id 143

RECMSP active sessions:

Detailed Information

=========================

Recording MSP Leg Details:

Call ID: 143

GUID : 7C5946D38ECD

AnchorLeg Details:

Call ID: 141

Forking Stream type: voice-nearend

Participant: 2001

Non-anchor Leg Details:

Call ID: 140

Forking Stream type: voice-farend

Participant: 1001

Forked Leg Details:

Call ID: 145

Near End Stream CallID 145

Stream State ACTIVE

Far End stream CallID 146

Stream State ACTIVE

Found 1 active sessions

위치:

스트림 상태:통화 상태를 표시합니다. 활성 또는 보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앵커 레그 통화 ID:시스템 내부에도 있는 앵커 레그의 통화 ID(포킹을 사용하는 경우 다이얼 피
어)입니다.brief의 출력에서는 참가자 번호 및 스트림 유형을 파티 사이드라고 하는 voice-near
end로 설명합니다.

●

비앵커 통화 ID:앵커 레그가 아닌 레그의 통화 ID입니다(포킹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이얼 피
어).

●

포킹된 통화 ID:이 포킹 레그 통화 ID는 스트림의 상태와 함께 near-end 및 far-end 스트림 통화
ID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인접 레그와 페이드 레그에 대한 원격 IP 및 포트를 확인하려면 show voip rtp forking 명령을 사용합
니다.

CUBE#show voip rtp forking

VoIP RTP active forks:

 Fork 1

   stream type voice-only (0): count 0

   stream type voice+dtmf (1): count 0

   stream type dtmf-only (2): count 0

   stream type voice-nearend (3): count 1

     remote ip 10.0.0.10, remote port 38526,  local port 18648

       codec g711ulaw,  logical ssrc 0x53

       packets sent 29687,  packets received 0



   stream type voice+dtmf-nearend (4): count 0

   stream type voice-farend (5): count 1

     remote ip 10.0.0.10, remote port 50482,  local port 17780

       codec g711ulaw,  logical ssrc 0x55

       packets sent 29686,  packets received 0

   stream type voice+dtmf-farend (6): count 0

   stream type video (7): count

원격 IP/포트는 녹음 서버 IP 및 포트 주소입니다.코덱은 통화 레그를 녹음하기 위해 협상되는 코덱
을 나타냅니다.전송된 패킷은 각 스트림에서 녹음 서버로 전송된 패킷 수를 나타냅니다.

문제 해결

다음 컨피그레이션은 IOS/IOS-XE 음성 라우터에서 SIPREC 작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media class 777

 recorder parameter siprec

  media-recording 777

!

dial-peer voice 11 voip

 description CUCM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10.0.0.15

 destination e164-pattern-map 164

 media-class 777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777 voip

 destination-pattern AAAA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10.0.0.10

 codec g711ulaw

작업 시나리오

통화가 연결되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ccsip 정보 레그는 녹음 통화가 시작되었음을 이해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여기서 아웃바운드 통화 레그 4536은 시작 표시를 위한 미디어를 피어 인바운드 레
그 4535에 게시합니다. 이 이벤트는 앵커 레그가 아니므로 무시됩니다(이 예에서 media-class 명령
은 발신 다이얼 피어에 구성됩니다.피어 ID 4536).

017895: May 13 15:32:45.273:

//4536/2FD863BAA01F/SIP/Info/info/32768/ccsip_trigger_media_forking: MF: EO leg. set the pending

flag. wait for peer leg to indicate start

017896: May 13 15:32:45.273:

//4536/2FD863BAA01F/SIP/Info/info/32768/ccsip_trigger_media_forking: MF: posting

CC_EV_H245_MEDIA_FORKING_START_IND.

017901: May 13 15:32:45.273: //4535/2FD863BAA01F/SIP/Info/notify/32768/ccsip_event_handler:

CC_EV_H245_MEDIA_FORKING_START_IND: peer ID 4536, event = 217 type = 1

017902: May 13 15:32:45.273: //4535/2FD863BAA01F/SIP/Info/verbose/32768/ccsip_event_handler:

Ignoring the event on non-anchor leg

마찬가지로 아웃바운드 통화 레그 4536은 인바운드 통화 레그 5435에 시작 표시를 위한 미디어를
게시합니다.



018221: May 13 15:32:45.290: //4536/2FD863BAA01F/SIP/Info/notify/32768/ccsip_event_handler:

CC_EV_H245_MEDIA_FORKING_START_IND: peer ID 4535, event = 217 type = 1

아웃바운드 레그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녹음 세션을 트리거합니다.

018222: May 13 15:32:45.290: //4536/2FD863BAA01F/SIP/Info/verbose/32768/ccsip_event_handler:

Peer leg has indicated start. Trigger Media Forking.

018229: May 13 15:32:45.290: //-1/xxxxxxxxxxxx/Event/recmsp_api_create_session: Event:

E_REC_CREATE_SESSION anchor call ID:4536, msp call ID:4537

018230: May 13 15:32:45.290: //-1/xxxxxxxxxxxx/Inout/recmsp_api_create_session:  Exit with

Success

다이얼 피어 조회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018320: May 13 15:32:45.293: //4537/2FD863BAA01F/RECMSP/Inout/recmsp_get_dp_tag_list: REC DP: =

777

018390: May 13 15:32:45.296: //-

1/xxxxxxxxxxxx/SIP/Info/verbose/5120/sipSPIGetOutboundHostAndDestHostPrivate: CCSIP: target_host

: 10.0.0.10 target_port : 5060

XML 메타데이터를 만듭니다.

018513: May 13 15:32:45.301:

//4538/2FD863BAA01F/SIP/Info/info/32768/ccsip_ipip_mf_create_xml_metadata: MF: XML metadata Len:

[1763]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cording xmlns="urn:ietf:params:xml:ns:recording:1">

    <datamode>complete</datamode>

    <session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sipSessionID>a0b9b2a1e4db51f082e777c0df9015e5;remote=6bea155500105000a0002c31246a214b</sipSessi

onID>

        <start-time>2019-05-13T15:32:45.293Z</start-time>

    </session>

    <participant participant_id="MIhBMXTLEemWFqQi1vyb4Q==">

        <nameID aor="sip:1234@10.0.0.15">

        </nameID>

    </participant>

    <participantses**MSG 00003 TRUNCATED**

**MSG 00003 CONTINUATION #01**sion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qQi1vyb4Q=="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associate-time>2019-05-13T15:32:45.293Z</associate-time>

    </participantsessionassoc>

    <stream stream_id="MIlSKnTLEemWG6Qi1vyb4Q=="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label>1</label>

    </stream>

    <participant participant_id="MIhBMXTLEemWF6Qi1vyb4Q==">

        <nameID aor="sip:911@209.165.201.1">

            <name xml:lang="en">Emergency</name>

        </nameID>

    </participant>

    <participantsession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6Qi1vyb4Q=="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asso**MSG 00003 TRUNCATED**

**MSG 00003 CONTINUATION #02**ciate-time>2019-05-13T15:32:45.293Z</associate-time>

    </participantsessionassoc>

    <stream stream_id="MIlSKnTLEemWHKQi1vyb4Q=="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label>2</label>



    </stream>

    <participantstream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qQi1vyb4Q==">

        <send>MIlSKnTLEemWG6Qi1vyb4Q==</send>

        <recv>MIlSKnTLEemWHKQi1vyb4Q==</recv>

    </participantstreamassoc>

    <participantstream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6Qi1vyb4Q==">

        <send>MIlSKnTLEemWHKQi1vyb4Q==</send>

        <recv>MIlSKnTLEemWG6Qi1vyb4Q==</recv>

    </participantstreamassoc>

</recording>

XML 형식의 메타데이터가 있는 레코더에 INVITE가 전송되는 위치:

nameID 특성은 각 참가자의 이름과 SIP/SIPS/tel URI(레코드 주소라고도 함)를 나타냅니다.●

participant_id 속성은 녹음 세션의 각 참가자에게 할당된 고유 ID를 나타냅니다.●

stream_id 속성은 녹음 세션의 각 미디어 스트림에 할당된 고유 ID를 나타냅니다.●

session_id 속성은 지정된 미디어 스트림이 속한 통신 세션을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label metadata 특성은 SIP 요청의 SDP에서 이 미디어 스트림에 할당된 a=label 특성의 값과
녹음 세션의 응답을 제공합니다.미디어 스트림을 메타데이터 정보와 연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
할을 합니다.

●

018628: May 13 15:32:45.306: //4538/2FD863BAA01F/SIP/Msg/ccsipDisplayMsg:

Sent:

INVITE sip:AAAA@10.0.0.10:5060 SIP/2.0

Via: SIP/2.0/UDP y.y.y.y:5060;branch=z9hG4bK11BD2CA

From: <sip:y.y.y.y>;tag=F75AD7F-2065

To: <sip:AAAA@10.0.0.10>

Date: Mon, 13 May 2019 15:32:45 GMT

Call-ID: 3089C795-74CB11E9-961DA422-D6FC9BE1@y.y.y.y

Supported: 100rel,timer,resource-priority,replaces,sdp-anat

Require: siprec

Min-SE:  1800

Cisco-Guid: 0802710458-1959465449-2686421522-1015028268

User-Agent: Cisco-SIPGateway/IOS-16.10.2

Allow: INVITE, OPTIONS, BYE, CANCEL, ACK, PRACK, UPDATE, REFER, SUBSCRIBE, NOTIFY, INFO,

REGISTER

CSeq: 101 INVITE

Max-Forwards: 70

Timestamp: 1557761565

Contact: <sip:y.y.y.y:5060>;+sip.src

Expires: 180

Allow-Events: telephone-event

Session-ID: a62dd6d8be0059c38d142bae9b46880b;remote=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Session-Expires:  1800

Content-Type: multipart/mixed;boundary=uniqueBoundary

Mime-Version: 1.0

Content-Length: 2470

--uniqueBoundary

Content-Type: application/sdp

Content-Disposition: session;handling=required

v=0

o=CiscoSystemsSIP-GW-UserAgent 5511 2889 IN IP4 y.y.y.y

s=SIP Call

c=IN IP4 y.y.y.y

t=0 0

m=audio 8086 RTP/AVP 0 101 19

c=IN IP4 y.y.y.y

a=rtpmap:0 PCMU/8000

a=rtpmap:101 telephone-event/8000



a=fmtp:101 0-16

a=rtpmap:19 CN/8000

a=ptime:20

a=sendonly

a=label:1

m=audio 8088 RTP/AVP 0 101 19

c=IN IP4 y.y.y.y

a=rtpmap:0 PCMU/8000

a=rtpmap:101 telephone-event/8000

a=fmtp:101 0-16

a=rtpmap:19 CN/8000

a=ptime:20

a=sendonly

a=label:2

--uniqueBoundary

Content-Type: application/rs-metadata+xml

Content-Disposition: recording-session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cording xmlns="urn:ietf:params:xml:ns:recording:1">

    <datamode>complete</datamode>

    <session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sipSessionID>a0b9b2a1e4db51f082e777c0df9015e5;remote=6bea155500105000a0002c31246a214b</sipSessi

onID>

        <start-time>2019-05-13T15:32:45.293Z</start-time>

    </session>

    <participant participant_id="MIhBMXTLEemWFqQi1vyb4Q==">

        <nameID aor="sip:1234@10.0.0.15">

        </nameID>

    </participant>

    <participantsession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qQi1vyb4Q=="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associate-time>2019-05-13T15:32:45.293Z</associate-time>

    </participantsessionassoc>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1 </stream> <participant participant_id="MIhBMXTLEemWF6Qi1vyb4Q=="> <

   nameID aor="sip:911@209.165.201.1"> <name xml:lang="en">Emergency</name> </nameID>

</participant> <participantsession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6Qi1vyb4Q=="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associate-

time>2019-05-13T15:32:45.293Z</associate-time> </participantsessionassoc>

         session_id="MIgZ2nTLEemWFaQi1vyb4Q==">

      2 </stream> <participantstream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qQi1vyb4Q==">

<send>MIlSKnTLEemWG6Qi1vyb4Q==</send> <recv>MIlSKnTLEemWHKQi1vyb4Q==</recv>



</participantstreamassoc> <participantstreamassoc participant_id="MIhBMXTLEemWF6Qi1vyb4Q==">

<send>MIlSKnTLEemWHKQi1vyb4Q==</send> <recv>MIlSKnTLEemWG6Qi1vyb4Q==</recv>

</participantstreamassoc> </recording> --uniqueBoundary--

200 OK 레코더에서 미디어 a=recvonly 및 미디어 포킹이 시작됩니다.
018638: May 13 15:32:45.307: //4538/2FD863BAA01F/SIP/Msg/ccsipDisplayMsg:

Received:

SIP/2.0 200 OK

Via: SIP/2.0/UDP y.y.y.y:5060;branch=z9hG4bK11BD2CA

From: <sip:y.y.y.y>;tag=F75AD7F-2065

To: <sip:AAAA@10.0.0.10>;tag=7

Call-ID: 3089C795-74CB11E9-961DA422-D6FC9BE1@y.y.y.y

CSeq: 101 INVITE

Contact: <sip:10.0.0.10:5060;transport=UDP>

Content-Type: application/sdp

Content-Length:   207

v=0

o=user1 53655765 2353687637 IN IP4 10.0.0.10

s=-

c=IN IP4 10.0.0.10

t=0 0

m=audio 6000 RTP/AVP 0

a=rtpmap:0 PCMU/8000

a=recvonly

m=audio 8002 RTP/AVP 0

a=rtpmap:0 PCMU/8000

a=recvonly

018809: May 13 15:32:45.313: //4537/2FD863BAA01F/RECMSP/Event/recmsp_api_connect: Event:

E_REC_CC_CONNECTmsp call ID:4537 in recmsp_api_connect

비작동 시나리오CUBE에서 시작하지 않는 녹음 문제는 일반적으로 새 배포에서 보고되며 기본
근본 원인은 잘못된 구성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인바운드 다이얼 피어 일치(즉, 선택한 인바운드 다이얼 피어에 연결된 미디어 클래스가
없음)가 있습니다.

●

녹음 다이얼 피어의 대상 패턴은 단순 디렉터리 번호(1234 대신 1...)가 아닌 정규식 패턴입니다
.

●

녹음 서버 IP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 IP 주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로덕션 후 구축의 오류는 녹음 서버를 사용할 수 없거나 네트워크 연결 문제로 인해 연결할 수 없
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녹음 서버에서 INVITE에 대한 응답으로 503 Service Unavailable 및
500 Server Internal Error와 같은 SIP 응답이 수신됩니다.이러한 경우 디버그 ip tcp 트랜잭션을 디
버그 명령 목록에 추가하여 TCP 연결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른 경우
에는 기록 파일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녹음 파일 누락은 녹음 서버의 책임이므로 통화가 기록되는
동안 CUBE가 녹음 서버로 RTP 패킷을 전송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show voice rtp
connections를 사용하고 패킷이 카운터 증분을 전송하도록 하려면 행에 show voip rtp forking을 3-
5번 입력합니다.CUBE의 SIPREC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디버그가 있습니다.
debug voip ccapi inout

debug ccsip message

debug ccsip events

debug ccsip error

debug ccsip info

debug voip recmsp event

debug voip recmsp error debug voip recmsp 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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