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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를 통해 CUCM(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P Phone과 Office 365/Outlook Voicemail 솔루션을 통합하기 위한 엔
드 투 엔드 솔루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를 읽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필수 조건은 없지만이는 독자가 이미 전화 통화를 설정하고 연
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성 신호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작성되었습
니다.이러한 프로토콜은 문서 전체에서 여러 번 참조됩니다.

요구 사항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트워킹 프로토콜:UDP(User Datagram Protocol),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및
TLS(Transport Layer Security)

●

신호 프로토콜: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및 SCCP(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

미디어 프로토콜:SRTP(Secure Real Time Protocol) 및 RTP(Real Time Protocol)●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및 IOS-XE 게이트웨이:2900/3900/4300/4400/CSR1000v/ASR100X 버전:15.4 이상●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버전:10.5 이상●

Microsoft Office 365 클라우드 배포●

서드파티 CSR(Certificate Signing Authority) 역할●

네트워크 토폴로지

Office 365 Cloud <> Firewall <> CUBE <> CUCM <> IP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Pubic Internet <nat> Local Area Network (LAN)

신호 토폴로지

Office 365 Cloud <SIP/TLS> CUBE <SIP/(UDP/TCP)> CUCM <(SIP/SCCP)/(UDP/TCP)> IP Phone

미디어 및 오디오 토폴로지

Office 365 Cloud <SRTP> CUBE <RTP> IP Phone

이러한 토폴로지는 CUCM에 등록된 IP Phone용 것이며 CUBE를 통해 Office 365에 테스트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Office 365는 음성 메일 서버로 사용되므로 인그레스 VoIP 또는
아날로그 게이트웨이가 IP 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단, Office 365가 CUBE로 통화를 보낸 다음 특정 IP 전화를 걸고 음성 메일을 재생하는
Phone Outlook의 [음성 메일] 재생 옵션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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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Office 365를 사용하려면 로컬 SBC(Session Border Controller)가 TLS 및 SRTP를 통해 클라우드와
통신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핸드셰이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적절한 인증서로
CUBE를 구성해야 합니다.



1단계. CSR(Certificate Sign Request) 생성

2048비트 키를 내보낼 수 있는 형식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

crypto key generate rsa general-keys label  <key-name> exportable

!

! How many bits in the modulus [512]: 2048

!

그런 다음 CSR을 생성하는 CUBE에 대한 신뢰 지점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CUBE를 Device Trustpoint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 subject-name 필드는 Office365 UM IP 컨피그레이션의 필드와 일치해야 하며 대/소문
자를 구분합니다.

추가 정보:

http://help.outlook.com/en-AU/140/gg702672.aspx

https://www.microsoft.com/pki/mscorp/cps/default.htm

!

crypto pki trustpoint device-trustpoint

 enrollment terminal pem

 subject-name cn=mydevice.domain.com

 fqdn mydevice.cisco.com

 rsakeypair <key-name-from-above>

!

마지막으로 구성된 신뢰 지점에 대해 CSR을 생성합니다.

!

crypto pki enroll device-trustpoint

!

! % Include the router serial number in the subject  name? [yes/no]: no

! % Include an IP address in the subject name? [no]:  no

! Display Certificate Request to terminal? [yes/no]:  yes

!

  

2단계. CSR에서 서명된 인증서를 요청합니다.

Office 365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CSR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Microsoft에서 지정한 조직 이외의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보안 핸드셰이크가 실패하여 결국 작동하
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모든 타사 인증서 서명 기관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예에서는 Godaddy 서명 SSL 인증서가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의 프로세스가 정확

http://help.outlook.com/en-AU/140/gg702672.aspx
https://www.microsoft.com/pki/mscorp/cps/default.htm
http://help.outlook.com/en-AU/140/gg702672.aspx
http://help.outlook.com/en-AU/140/gg702672.aspx


하게 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BEGIN에서 END로 복사하고 Godaddy를 통해 서명 요청

와일드카드, SAN 또는 조직 검증 SSL 인증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 SSL 인증서만 충분합니다.

-----BEGIN CERTIFICATE REQUEST-----

…snip…

-----END CERTIFICATE REQUEST-----

서명된 인증서를 다른 형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경우 windows에서 열 수 .crt 형식이 있어야 합
니다.
두 개의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gd_bundle" 파일이 아닌 디바이스 인증서를 엽니다.
루트, 중간 및 장치를 Base-64 인코딩 X.509로 내보내고 파일 이름을 .pem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
다.
디바이스 인증서가 이미 열려 있으므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Root(루트) 및 Intermediate(중간)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세부사항 탭으로 이동한 다음 특정 라인을
선택한 다음 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린 팝업 창에서 인증서를 내보냅니다.

인증서 계층

  |- Root

  |-- Intermediate

  |--- Device

BEGIN 및 END 행을 보려면 내보낸 3개의 파일을 메모장으로 각각 엽니다.

3단계. IOS 게이트웨이에 인증서 업로드

루트 인증서

루트 인증서를 별도의 신뢰 지점으로 가져오기 

!

crypto pki trustpoint root

 enrollment terminal pem

 revocation-check none

!

crypto pki auth root

!

! Paste in ROOT.pem output then hit enter

!

중간 및 장치 인증서

그런 다음 CUBE에 대해 이전에 생성한 device-trustpoint를 사용하여 중간 인증서를 인증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스 인증서를 동일한 신뢰 지점으로 가져옵니다.



!

crypto pki authenticate device-trustpoint

!

! Paste in INTER.pem output and hit enter

! crypto pki import device-trustpoint certificate ! ! Paste in DEVICE.pem output and hit enter

!

GeoTrust/CyberTrust 인증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인증서가 하나 있으며 이는 타사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Cybertrust/Geotrust 인증서입니다.

이 웹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Baltimore CyberTrust 루트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파일로 복사하고 Base-64 인코딩 X.509를 선택하고 .pem으로 종료할 파일의 이름을 확인
합니다.

메모장에서 새 파일을 열고 모든 내용을 복사하고 BEGIN 및 END를 포함합니다.

!

crypto pki trustpoint cybertrust

 enrollment terminal pem

 revocation-check none

!

crypto pki auth cybertrust

!

! Paste in cybertrust cert and hit enter

!

참고:4/18/2018 TAC에서 Microsoft 인증서의 변경으로 인해 CUBE <> Office 365 통합 실패에
대한 많은 사례를 수신한 경우가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가져올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인터페이스에서 PCAP를 수집하고 TLS 핸드셰이크에서 인증서 패킷을 찾으면 됩니다.이 패
킷에서 issuer 필드가 표시될 때까지 확장합니다.구성된 신뢰 지점의 유효성을 검사하려는 인
증서입니다.신뢰 지점에서 이 인증서를 인증하지 않으면 TLS 핸드셰이크가 실패합니다.

이 예에서는 PKI 저장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Microsoft IT TLS CA 5라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
니다.

예:

Frame 20: 354 bytes on wire (2832 bits), 354 bytes captured (2832 bits)

Raw packet data

Internet Protocol Version 4, Src: 192.168.0.1, Dst: 10.10.10.10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Src Port: 5061, Dst Port: 56250, Seq: 1573, Ack: 164, Len: 314

[4 Reassembled TCP Segments (1809 bytes): #7(465), #8(524), #19(524), #20(296)]

Secure Sockets Layer

    TLSv1 Record Layer: Handshake Protocol: Certificate

        Content Type: Handshake (22)

        Version: TLS 1.0 (0x0301)

        Length: 1804

        Handshake Protocol: Certificate

            Handshake Type: Certificate (11)

            Length: 1800

            Certificates Length: 1797

            Certificates (1797 bytes)

                Certificate Length: 1794

https://www.digicert.com/digicert-root-certificates.htm
https://www.digicert.com/digicert-root-certificates.htm
https://www.microsoft.com/pki/mscorp/cps/default.htm
https://www.microsoft.com/pki/mscorp/cps/default.htm


                Certificate: 308206fe308204e6a00302010202132d00025dfdaf5ada6b... (id-at-

commonName=*.um.outlook.com,id-at-organizationName=Microsoft Corporation,id-at-

localityName=Redmond,id-at-stateOrProvinceName=WA,id-at-countryName=US)

                    signedCertificate

                        version: v3 (2)

                        serialNumber: 0x2d00025dfdaf5ada6b00bb4219000000025dfd

                        signature (sha256WithRSAEncryption)

                        issuer: rdnSequence (0)

                            rdnSequence: 6 items (id-at-commonName=Microsoft IT TLS CA 5,id-at-

organizationalUnitName=Microsoft IT,id-at-organizationName=Microsoft Corporation,id-at-

localityName=Redmond,id-at-stateOrProvinceName=Washington,id-at-countryName=US)

                                RDNSequence item: 1 item (id-at-countryName=US)

                                RDNSequence item: 1 item (id-at-stateOrProvinceName=Washington)

                                RDNSequence item: 1 item (id-at-localityName=Redmond)

                                RDNSequence item: 1 item (id-at-organizationName=Microsoft

Corporation)

                                RDNSequence item: 1 item (id-at-organizationalUnitName=Microsoft

IT)

                                RDNSequence item: 1 item (id-at-commonName=Microsoft IT TLS CA

5)

                        validity

                        subject: rdnSequence (0)

                        subjectPublicKeyInfo

                        extensions: 10 items

                    algorithmIdentifier (sha256WithRSAEncryption)

                    Padding: 0

                    encrypted: 1e5282451f854bcaf6dce02ecf6454e1cf626dec3778da53...

이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CRT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1.
인증서를 열고 세부사항 탭으로 이동합니다.2.
파일에 복사를 선택합니다.3.
Base-64 인코딩 x-509(.CER)를 선택합니다.4.
데스크톱 또는 다른 위치에 저장5.
그런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6.
이제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인증서를 엽니다.7.
—BEGIN CERTIFICATE— 일부 데이터 및 —END CERTIFICATE— PEM 인증서 형식입니다
.

8.

인증서에 대한 신뢰 지점을 생성합니다.

!

crypto pki trustpoint cybertrust

 enrollment terminal pem

 revocation-check none

!

crypto pki auth cybertrust

!

! Paste in the entire cert with BEGIN and END cert and hit enter

!

9.

10. DNS 쿼리가 반환하는 IP에 따라 다른 인증서를 알릴 수 있으므로 웹 페이지의 모든 인증서에
대해 반복합니다.

4단계. 기본 신뢰 지점을 설정하고 TLS를 활성화합니다.

CUBE가 인증서를 올바르게 표시하려면 기본 신뢰 지점을 설정하고 TLS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sip-ua

 crypto signaling default trustpoint device-trustpoint

!

voice service voip

 sip

  session transport tcp tls

!

인증서 확인

이제 4개의 인증서 및 3개의 신뢰 지점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려면 show crypto pki certificate 및 show crypto pki trustpoints를 확인합니다.

인증서 문제 해결

PCAP(Packet Captures)는 TLS 핸드셰이크 오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디버깅

!

debug ip tcp transactions

debug ip tcp packet

!

debug crypto pki messages

debug crypto pki transactions

debug crypto pki validation

debug crypto pki api

debug crypto pki callback

!

debug ssl openssl error

debug ssl openssl msg

debug ssl openssl states

debug ssl openssl ext

!

debug ccsip error

debug ccsip message

debug ccsip transport

!

debug voip ccapi inout

!

명령 표시

!

show crypto key mypubkey rsa

! show crypto pki certificate verbose show crypto pki trustpoints ! show sip-ua connection tcp

tls detail show tcp brief !

Office 365/Outlook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Office 365 구성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백서는 타사 제품이므로 Cisco는 구성 측면에서
변경, 오류 또는 명령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ntent/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unified-access/cube-asr-release-10-0.pdf


CUBE 구성

이 문서에서 언급된 인증서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한 일반 CUBE로 구성합니다.

전역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Office 365 클라우드에 제대로 연결하려면 LAN과 공용 인터페이스에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NAT가 있는 방화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두 개의 개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ffice 365의 DNS 항목을 확인하려면 도메인 이름과 DNS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IP 경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이 문서에서는 고정 경로를 사용합니다.

!

ip domain name cisco.com

ip name-server 8.8.8.8

!

interface GigabitEthernet0/0/0

 description LAN IP

 ip address 10.10.10.10 255.255.255.0

 no shutdown

!

interface GigabitEthernet0/0/1

 description Public IP to O365

 ip address 192.XX.79.XXX 255.255.255.128

no shutdown ! ip route 0.0.0.0 0.0.0.0 192.65.79.129 ip route 10.0.0.0 255.0.0.0

GigabitEthernet0/0/0 !

전역 CUBE 구성

음성 서비스 voip에서 관리자는 신뢰할 수 있는 IP 주소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이 예에서는 SIP 메
시지를 보내는 모든 IP를 신뢰합니다.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실제 범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
다.

또한 다이얼 피어에서 사용할 음성 클래스 코덱을 구성합니다.

!

voice service voip

 ip address trusted list

  ipv4 0.0.0.0 0.0.0.0

 no notify redirect ip2ip

 allow-connections sip to sip

 no supplementary-service sip moved-temporarily

 no supplementary-service sip refer

 supplementary-service media-renegotiate

 sip

  rel1xx disable

  min-se 90 session-expires 90

  early-offer forced

  midcall-signaling passthru

  pass-thru headers unsupp

!



voice class codec 4

 codec preference 1 g711ulaw

 codec preference 2 g711alaw

 codec preference 3 g729r8

!

voice rtp send-recv

!

CUCM에서 Office 365로 전화 

사용하는 음성 메일 번호가 2401이면 이러한 통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다이
얼 피어를 구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정합니다.세션 대상 dns를 구성해야 합니다.Office 365에서 정
의하는 특정 DNS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ial-peer voice 100 voip

 description INCOMING - CUCM to O365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ransport tcp

 incoming called-number 2401

 voice-class codec 4

 dtmf-relay rtp-nte

 no srtp

 no vad

!

dial-peer voice 200 voip

 description OUTGIONG - CUCM to O365

 destination-pattern 2401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dns:your-value-here.um.outlook.com

 session transport tcp tls

 voice-class codec 4

 voice-class sip call-route url

 dtmf-relay rtp-nte

 srtp fallback

 no vad

!

Office 365 - CUCM

Office 365에서 CUCM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 가지 구체적인 의도는 사용자
가 Outlook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Play on Phone 기능입니다.그런 다음 Office 365에서 특정 사용
자의 전화를 건 다음 연결 후 메시지를 재생합니다.이 예에서 내부 확장은 26XX 범위로 끝납니다.

!

dial-peer voice 300 voip

 description INCOMING - O365 to CUCM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ransport tcp tls

 incoming called-number .T

 voice-class codec 4

 voice-class sip pass-thru subscribe-notify-events all

 dtmf-relay rtp-nte

 srtp fallback

 no vad

!

dial-peer voice 301 voip

 description OUTGOING - O365 to CUCM

 destination-pattern 26..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10.10.10.10



 voice-class codec 4

 dtmf-relay rtp-nte

 no srtp

 no vad

!

CUCM 컨피그레이션

구성의 CUCM 측에서 CUBE/Office365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CUBE/Voicemail 컨
피그레이션을 원하는 대로 진행합니다.

주의 사항

타사 SBC 지원 중지

이 문서에 따라 Microsoft는 2018년 7월까지 타사 SBC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Oracle SBC

Office 365는 헤드엔드 SIP 연결에 Oracle SBC를 사용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러 링백 옵션에는 180 및 183이 포함되지만 링백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습니다.1.
미디어 래치.즉, Oracle SBC는 RTP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RTP 패킷을 수신해야 합니다.또한
Oracle SBC를 사용하는 공급자의 경우 Office 365 음성 메일로 전달된 통화가 RTP 교착 상태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ITSP와 Office 365 SBC는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패킷을 대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화 흐름이 ITSP > SIP > CUBE > SIP > CUCM > SIP > SIP > SBC > SIP >
SIP > Office 365와 유사한 경우에 관찰되었습니다

2.

SRTP-RTP 인터워킹

비혼합 모드(비보안) CUCM 클러스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CUBE에서 RTP에 대한 SRTP 인터페
이스가 필요합니다.대부분 이 공용 문서 백서가 제공되며 혼합 모드 CUCM 클러스터와 함께 작동
한다는 것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따라서 CUBE가 CUCM에 SRTP를 전송하고 CUCM이 통화
를 중단 없이 시작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비보안 CUCM이 있는 경우 CUBE를 통해 SRTP <>
RTP 상호 작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ASR/4k/CSR 디바이스는 이러한 작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G2(2900/3900)에
는 로컬에서 안전하게 등록된 LTI(Local Transcoding Interface) 트랜스코더가 필요합니다.

!

dspfarm profile 1 transcode security

 codec g729abr8

 codec g729ar8

 codec g711alaw

 codec g711ulaw

 maximum sessions 10

 associate application CUBE

 no shutdown

!

https://blogs.technet.microsoft.com/exchange/2018/04/24/new-date-for-discontinuation-of-support-for-session-border-controllers-in-exchange-online-unified-messaging/
/content/dam/en/us/solutions/collateral/enterprise-networks/unified-access/cube-asr-release-10-0.pdf


요청되지 않은 알림 MWI 통과

요청되지 않은 MWI(메시지 대기 표시기)에 대한 SIP NOTIFY는 CUBE out of the box에서 작동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EVENT SIP 헤더를 기반으로 한 비독화 알림이 포함된 통과 SIP 알림 이벤트의 Nano-
CUBE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서: Nano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Cisco IOS 릴리스 15M&T.

샘플 구성:

! Passthrough of MWI Message

!

voice class sip-event 1

event message-summary

!

voice service voip

sip

pass-thru subscribe-notify-events 1

!

MWI 트랜잭션, 인바운드 SIP 프로필 및 성공적인 패스스루를 표시하는 디버깅입니다.

외부 CUBE 인터페이스의 Office 365에서 MWI에 대한 원치 않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Jul 21 13:39:32.688: //-1/xxxxxxxxxxxx/SIP/Msg/ccsipDisplayMsg:

Received:

NOTIFY sip:2592@mydomain.example.com:5061;user=phone SIP/2.0

Via: SIP/2.0/TLS 192.168.1.1:5061;branch=z9hG4bKohh7s620c08v0vn2vpi0.1

FROM: <sip:2592@10.10.10.10:5061;user=phone>;epid=F4BD30772C;tag=1b7b207c53

TO: <sip:2592@10.10.10.10:5061;user=phone>

CSEQ: 16 NOTIFY

CALL-ID: 606ae157f04b42e493ef18af1a15ccab

MAX-FORWARDS: 69

CONTACT: <sip:2592@10.10.10.10:5061;user=phone;transport=tls>

CONTENT-LENGTH: 103

EVENT: message-summary

SUBSCRIPTION-STATE: terminated

USER-AGENT: RTCC/5.0.0.0 MSExchangeUM/15.01.1304.010

CONTENT-TYPE: application/simple-message-summary

Messages-Waiting: yes

Message-Account: sip:2592@10.10.10.10:5061;user=phone

Voice-Message: 6/29

이제 디버그 CCSIP 모두의 출력에서 CUBE는 이 메시지가 대화 상자가 아닌 구독 메시지임을 알립
니다(Unsolicited NOTIFY).

*Jul 21 13:39:32.688: //0/000000000000/SIP/Info/info/4096/sipSPIHandleIncomingRequest: Ouf-Of-

Call-Context Subscription

ASNL(Application Subscribe Notify Layer) 레이어에서 이 메시지에 대한 경로를 찾습니다

*Jul 21 13:39:32.688: //-

/content/en/us/td/docs/ios-xml/ios/voice/cube_nano/configuration/15-mt/nanocube-config-15-mt-book/voi-nanocube-subscribe-notif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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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sip_asnl_find_peer_from_route_params:req_url sip:2592@192.168.10.10:5061;user=phone

NOTIFY에 대해 유효한 통과 이벤트를 찾은 CCSIP 디버그

*Jul 21 13:39:32.688: //-

1/xxxxxxxxxxxx/SIP/Info/info/128/is_sip_pass_through_configured_for_sn_event:

 Trying to find the event list for tag 1

*Jul 21 13:39:32.688: //-

1/xxxxxxxxxxxx/SIP/Info/info/128/is_sip_pass_through_configured_for_sn_event:

 Found it!!

CCSIP 모두 디버그 NOTIFY를 ASNL에 전달함

*Jul 21 13:39:32.688: //0/000000000000/SIP/Info/notify/32768/ccsip_spi_asnl_unsolicited_notify:

Unsolicited NOTIFY passed to Application via ASNL, pending ACK

*Jul 21 13:39:32.692:

//0/000000000000/SIP/Info/notify/18432/sipgw_incoming_notify_match_dial_peer: Notify dial peer

found 300

CUBE에서 보낸 요청되지 않은 알림 성공

*Jul 21 13:39:32.692: //0/000000000000/SIP/Msg/ccsipDisplayMsg:

Sent:

NOTIFY sip:2592@192.168.10.10:5060 SIP/2.0

Via: SIP/2.0/UDP 192.168.10.224:5060;branch=z9hG4bKE4C11FD

From: <sip:2592@192.168.10.224>;tag=E1DBDC98-26E0

To: <sip:2592@192.168.10.10>

Call-ID: DCC6F057-6D5011E7-90A8D38C-5758BD80@192.168.10.224

CSeq: 101 NOTIFY

Max-Forwards: 70

Date: Fri, 21 Jul 2017 13:39:32 GMT

User-Agent: Cisco-SIPGateway/IOS-15.6.3.M2

Event: message-summary

Subscription-State: terminated

Contact: <sip:2592@192.168.10.224:5060>

SUBSCRIPTION-STATE: terminated

Content-Type: application/simple-message-summary

Content-Length: 105

Messages-Waiting: yes

Message-Account: sip:2592@10.10.10.10:5061;user=phone

Voice-Message: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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