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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를 사용하여 SIP-SIP 통화
를 지원합니다.TLS는 통신하는 두 애플리케이션 간에 SIP 신호 메시지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무결
성을 제공합니다.TLS는 TCP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송 프로토콜 위에 레이어됩니다.

TLS에서 비 TLS SIP로의 통화를 허용하려면 레그마다 TL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CUBE는 H.323에서 H.323 레그로 SIP로의 신호 처리 및 지원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IPSec을 사용
하는 반면, SIP 레그는 TLS를 사용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isco IOS 음성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예: 다이얼 피어)●

CUBE 구성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암호화, 인증, 인증, 인증 기관, PKI(키), 인증 등의 기본 보안 개념에 대해 숙지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릴리스 12.4T를 사용하는 ISR의 CUBE 릴리스●

CA(Certificate Authority)로 구성된 Cisco IOS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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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명령 조회 도구(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그림은 SIP TLS 연결을 사용하는 CUBE의 예를 보여줍니다.

원래 게이트웨이(OGW), 종료 게이트웨이(TGW) 및 CUBE 디바이스는 CA 서버를 인증하고 등
록합니다.인증서는 CA 서버에서 서명됩니다.

●

통화가 이루어지면 디바이스(예: OGW 및 CUBE) 간에 TLS 핸드셰이크가 시작되고 IOS PKI
인프라는 핸드셰이크 중에 일반 신뢰 CA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교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

TLS 핸드셰이크 중에 동적으로 생성된 대칭 키와 암호 알고리즘이 디바이스 간에 협상됩니다.●

TLS 핸드셰이크가 성공하면 디바이스에서 SIP 세션을 설정합니다.TLS 핸드셰이크 프로세스
중에 교환되는 키는 모든 SIP 신호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해독하는 데 사용됩니다.URI 체계
"sips:"는 SIP TLS 메시지에 사용됩니다.

●

CUBE의 TLS에 대한 RFC 지원

SIP RFC 3261에 따라 TLS에 필요한 암호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tools.cisco.com/Support/CLILookup/cltSearchAction.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TLS_RSA_WITH_AES_128_CBC_SHA(필수)●

TLS_RSA_WITH_3DES_EDE_CBC_SHA(선택 사항) - 네트워크 서버(예: 이전 버전과의 호환
성을 위해 프록시 및 리디렉션 서버)에 필요합니다.

●

TLS_RSA_WITH_AES_128_CBC_SHA 제품군만 CUBE에 적용되며 지원됩니다.마찬가지로
CUBE의 TLS 구현은 RFC 2246의 필수 암호 그룹만 지원합니다.

SIP 프로토콜은 피어 투 피어 모델을 사용합니다.따라서 CUBE는 TLS 연결의 서버 또는 클라이언
트일 수 있으며 양쪽을 구현합니다.CUBE는 항상 서버 사이일 때 상호 인증을 수행합니다.

구성 단계

CA 서버 구성

암호화 이미지로 로드된 Cisco IOS 라우터를 구성하려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outer(config)#crypto pki server <ca-server-name>

router(cs-server)#no shutdown

참고:

HTTP 서버가 CA 서버로 구성된 라우터에서 실행되도록 하려면 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ip http server 명령을 사용합니다.클라이언트 신뢰 지점(CUBE/OGW/TGW)이 CA 서버로부터
인증서를 받기 위해 HT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

CA 서버 및 클라이언트 신뢰 지점(CUBE/OGW/TGW)의 클럭은 동기화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CA 서버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show clock 및 clock
set 명령을 사용하여 Cisco IOS 라우터의 시계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또는 시계를 동기화하
기 위해 NTP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CUBE의 기본 구성

CUBE의 IP-IP 게이트웨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이렇게 하면 수신 VoIP 통
화를 종료하고 아웃바운드 VoIP 다이얼 피어로 통화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voice service voip

  allow-connections h323 to sip

  allow-connections sip to h323

  allow-connections sip to sip

  allow-connections h323 to h323

TLS 컨피그레이션

CUBE에서 TLS(및 OGW 및 TGW 같은 기타 디바이스)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RSA 키 쌍 생성RSA 키 쌍을 생성하려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이 명령을 사용합니
다.
router(config)#crypto key generate rsa general-keys label <label> modulus 1024

1.

PKI 신뢰 지점(CUBE) 생성PKI 신뢰 지점(CUBE)을 생성하려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서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router(config)#crypto pki trustpoint <ca-server-name>

router(ca-trustpoint)#enrollment url <http://ca-server-ip>

2.



router(ca-trustpoint)#rsakeypair <rsa keypair label>

CA 서버로 PKI 신뢰 지점(CUBE) 인증CA 서버에서 PKI 신뢰 지점(CUBE)을 인증하려면 글로
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router(config)#crypto pki authenticate <ca-server-name>

이 단계에서는 CA 서버가 인증서를 CUBE(trustpoint)로 전송하도록 트리거하며, 이 인증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3.

CA 서버에 PKI 신뢰 지점(CUBE) 등록전역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router(config)#crypto pki enroll <ca-server-name>

이 단계에서는 챌린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CA 서버는 신뢰 지점(CUBE)에 두 개의 인
증서를 발급합니다.하나는 CA 서버를 인증하고 다른 하나는 CUBE(trustpoint)를 인증하는 것
입니다. show run 명령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TLS를 세션 전송으로 구성세션 전송은 session transport tcp tls 명령을 "voice service voip"의
전역 레벨 또는 적절한 VOIP 다이얼 피어에서 TLS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세션 전송이 VOIP
다이얼 피어(수신 또는 발신 또는 둘 다)에 대해 구성된 경우 구성된 레그에만 TLS 전송이 사
용됩니다.TLS 전송은 레그 투 레그 기반으로 지원됩니다.

5.

SIP UA에 대한 기본 신뢰 지점 구성SIP UA에 대한 기본 신뢰 지점을 구성하려면 "sip-ua" 모
드에서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router(config-sip-ua)#[no] crypto signaling [(remote-addr subnet mask) | default]

trustpoint <label> [strict-cipher]

신뢰 지점 레이블은 등록 프로세스의 일부로 Cisco IOS PKI 명령으로 생성된 CUBE의 인증서
를 참조합니다. strict-cipher는 SIP TLS 프로세스가 SIP RFC에서 위임하는 암호 그룹만 사용
함을 의미합니다.현재 RFC 3261은 TLS_RSA_WITH_AES_128_CBC_SHA 및
TLS_RSA_WITH_3DES_EDE_CBC_SHA 제품군을 지정합니다.SIP에서 strict-cipher 명령 인
수를 사용하면 SIP에서 최신 암호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방지할 수 있습
니다.Cisco IOS의 SSL 레이어는 TLS_RSA_WITH_3DES_EDE_CBC_SHA를 지원하지 않습
니다.따라서 CUBE는 엄격 모드에서 TLS_RSA_WITH_AES_128_CBC_SHA 제품군만 능동적
으로 사용합니다.strict-cipher를 지정하지 않으면 SIP TLS 프로세스는 SSL 레이어의 지원에
따라 더 큰 암호 집합을 사용합니다.예 1아래 명령은 CUBE가 1.2.3.0 서브넷 내에서 원격 디
바이스와의 TLS 연결을 설정하거나 허용할 때 신뢰 지점 레이블 mylabel을 사용하도록
CUBE를 구성합니다.이 경우 암호 그룹은 CUBE의 SSL 레이어에서 지원하는 전체 집합입니
다.

crypto signaling remote-addr 1.2.3.0 255.255.255.0 trustpoint mylabel

예: 2:아래 명령은 개별 서브넷 레이블 컨피그레이션이 일치되지 않는 한 원격 디바이스와의
TLS 연결을 설정하거나 수락할 때 CUBE가 신뢰 지점 레이블 셰프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crypto signaling default trustpoint chef

예: 3:아래 명령은 CUBE가 1.2.3.0 서브넷 내에서 원격 디바이스와의 TLS 연결을 설정하거나
허용할 때 신뢰 지점 레이블 mylabel을 사용하도록 CUBE를 구성합니다.TLS 핸드셰이크 중에
사용되는 암호 그룹은 TLS_RSA_WITH_AES_128_CBC_SHA 그룹으로 제한됩니다.

crypto signaling remote-addr 1.2.3.0 255.255.255.0 trustpoint mylabel

                 strict-cipher

6.

TLS 리스너 포트 활성화TCP 5061에서 TLS 포트가 수신 대기하도록 하려면 "sip-ua" 모드에7.



서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transport tcp tls

SIPS URL 체계 구성"sips:" URL 구성표는 VOIP 다이얼 피어 레벨 또는 전역 레벨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 명령은 VOIP 다이얼 피어에서 "sips:"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voice-class sip url sips

글로벌 레벨에서 "sips:" URL 체계를 구성하려면 "voice service voip" "sip" 모드에서 다음 명령
을 사용합니다.

voice service voip

 sip

   url sips

SIPS URL을 사용하려면 신호 경로의 모든 홉이 TLS 및 SIPS를 사용해야 합니다.키가 SDP에
있으므로 SRTP에서 이 기능은 중요하며 보안 연결을 위해 일반 텍스트로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프록시에서 SIPS가 있는 INVITE를 수신하는 경우(예: INVITE sips:123@proxy SIP
/2.0) 프록시는 다음 홉에 SIPS를 사용해야 합니다.TLS를 일반 SIP URL과 함께 사용하는 경
우 모든 홉이 TLS를 사용하여 통화의 엔드 투 엔드 보안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
다."sips" URL이 구성된 경우 전송은 자동으로 TLS가 됩니다.

8.

TLS 구현 메모

현재 CUBE 작업을 수행하려면 SRTP(Secure Media)가 구성된 경우 TLS를 전송으로 사용해야
합니다.향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SRTP가 미디어 연결을 보안하도록 구성된 경우 SIP 신호 메시지를 보호하도록 TLS 또는
IPSec을 구성해야 합니다.SRTP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신호 메시지를 통해 교환됩니다. 즉,
일반 텍스트로 교환되는 SRTP 키에 신호 채널 결과를 보호하지 않으며 미디어 연결을 위해
SRTP의 보안을 부정합니다.

●

현재 CUBE 작업을 수행하려면 TLS 호출에 "sips:" URI 체계를 사용해야 합니다.향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CUBE 작업은 단일 CA 서버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샘플 구성

큐브

ipgw

ipipgw#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5096 bytes

!

version 12.4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ipipgw



!

boot-start-marker

boot system flash c3845-adventerprisek9_ivs-mz.124-

3.9.PI3a

boot-end-marker

!

logging buffered 10000000 debugging

no logging console

!

no aaa new-model

!

resource policy

!

ip subnet-zero

ip cef

!

no ip domain lookup

!

voice-card 0

 no dspfarm

!

voice service voip

 allow-connections sip to sip

 sip

 url sips

!

crypto pki trustpoint ca-server

 enrollment url http://9.13.46.14:80

 serial-number

 revocation-check crl

 rsakeypair kkp

!

crypto pki certificate chain ca-server

 certificate 04

  3082020D 30820176 A0030201 02020104 300D0609 2A864886

F70D0101 04050030

  14311230 10060355 04031309 63612D73 65727665 72301E17

0D303530 39323231

  37333435 315A170D 30363039 32323137 33343531 5A303431

32300F06 03550405

  13084337 33323231 3333301F 06092A86 4886F70D 01090216

1270696E 612D3338

  34352D69 70697067 77312E30 819F300D 06092A86 4886F70D

01010105 0003818D

  00308189 02818100 BBCC2977 637E8E42 17EB7C26 FB2BA0A3

6E1ECECB E01A64F8

  8F18200F 9837E4FA 7D908B3C 1297A4DE A403D315 C7BB96C6

50D95291 0433FA7B

  CB8FFFFD 8FC1C211 CCC7BCA9 140FF942 C3ACF4BC 3EDCE2DC

28FCEA87 AA83629F

  D217F833 A727940A 0BBB8624 3EA9D1EC 1F69228F E1DFC113

243246B7 BF57696C

  2278F5C3 674EE0E1 02030100 01A34F30 4D300B06 03551D0F

04040302 05A0301F

  0603551D 23041830 16801486 7414D5D6 9B8299C1 787211AB

1B265B06 D2B62D30

  1D060355 1D0E0416 0414FED1 97051946 D2F870D8 0DE819C3

AA1F3830 AD35300D

  06092A86 4886F70D 01010405 00038181 00845AB8 F6589AED

17D0BB10 2AEA48AA

  9299C130 4B358EA1 96632C84 0387D2DE 4774C776 6A14F25B

5D062E12 45EF730D

  27D45795 62C17F55 A0428259 B13669BC 022201C7 EB6B7ACF

4C7143FA 8A038301



  CEA17A0B D0662887 26BA8F0E C44410BB 4F982706 11F0D248

77D8A0E5 4417F0F4

  3F993CE3 F62F6BDE BA2DD6BB B843391D 6D

  quit

 certificate ca 01

  30820201 3082016A A0030201 02020101 300D0609 2A864886

F70D0101 04050030

  14311230 10060355 04031309 63612D73 65727665 72301E17

0D303530 39323031

  37303335 375A170D 30383039 31393137 30333537 5A301431

12301006 03550403

  13096361 2D736572 76657230 819F300D 06092A86 4886F70D

01010105 0003818D

  00308189 02818100 BE7F0760 70D3B5C3 923D59FB C10AED17

71C6F477 7580851A

  282FFAEB 43B918A1 2D867C1B 63963B36 F779FE18 D5DFFDB6

5E436276 459FC5EA

  A729C386 CDDD922B 2A0439AE 68A5F4C4 3B05F168 5BB93EF2

DF737F11 0BA3F5EB

  3E62F423 CB5364D3 C39CCA09 8ADECBFF 4C0515A6 0750A283

ABA39ED2 F5866B98

  D3361C1A B88AA62B 02030100 01A36330 61300F06 03551D13

0101FF04 05300301

  01FF300E 0603551D 0F0101FF 04040302 0186301F 0603551D

23041830 16801486

  7414D5D6 9B8299C1 787211AB 1B265B06 D2B62D30 1D060355

1D0E0416 04148674

  14D5D69B 8299C178 7211AB1B 265B06D2 B62D300D 06092A86

4886F70D 01010405

  00038181 00AC7DAF 0DF589CA C6175EC0 8F976C5F E08C3C91

85282FFA 94EE6F30

  02EEE5B9 E60198ED 643151E0 CCE192FA A352BA3D 8BC5C006

EF89CFCF 59DA9B12

  D729102C 3D6ADC3C 09931B96 3F1FB48C C0A85FDB 4F9A7C16

028673C3 91786D57

  9D7C1016 62F9D4E9 78FED276 0C404815 B1FE3A11 4D215FCF

573536B4 477ECDB7

  7060E221 31

  quit

!

interface GigabitEthernet0/0

 ip address 9.13.46.12 255.255.255.0

 duplex auto

 speed auto

 media-type rj45

 negotiation auto

!

interface GigabitEthernet0/1

 no ip address

 shutdown

 duplex auto

 speed auto

 media-type rj45

 negotiation auto

!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9.13.46.1

!

ip http server

no ip http secure-server

!

no cdp log mismatch duplex

!

control-plane



!

call treatment on

!

dial-peer voice 1 voip

 session protocol sipv2

 incoming called-number 9000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2 voip

 destination-pattern 9000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46.200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3 voip

 session protocol sipv2

 incoming called-number 4000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4 voip

 destination-pattern 4000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32.75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5 voip

 destination-pattern 5000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0.10

 codec g711alaw

!

dial-peer voice 7 voip

 destination-pattern 9999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2.36

 codec g711alaw

!

dial-peer voice 12 pots

 destination-pattern 8400

!

dial-peer voice 10 voip

 destination-pattern 50000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2.150

 codec g711alaw

!

dial-peer voice 11 voip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ransport tcp tls

 incoming called-number 8004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13 voip

 destination-pattern 8004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9.13.2.70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20 voip

 destination-pattern 4444

 session target ipv4:9.13.46.111

 codec g711ulaw

!

dial-peer voice 21 voip



 incoming called-number 4444

 codec g711ulaw

!

sip-ua

 retry invite 10

 crypto signaling default trustpoint ca-server

!

gatekeeper

 shutdown

!

line con 0

 stopbits 1

line aux 0

 stopbits 1

line vty 0 4

 login

!

scheduler allocate 20000 1000

!

end

IOS CA-서버

ca-server

ca-server#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2688 bytes

!

! Last configuration change at 17:11:41 UTC Tue Sep 20

2005

! NVRAM config last updated at 16:57:43 UTC Tue Sep 20

2005

!

version 12.4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no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ca-server

!

boot-start-marker

boot system flash c2800nm-adventerprisek9_ivs-mz.124-

3.9.PI3a

boot-end-marker

!

no aaa new-model

!

resource policy

!

ip subnet-zero

!

ip cef

!

voice-card 0

 no dspfarm

!

crypto pki server ca-server

 grant auto

!

crypto pki trustpoint ca-server



 revocation-check crl

 rsakeypair ca-server

!

crypto pki certificate chain ca-server

 certificate ca 01

  30820201 3082016A A0030201 02020101 300D0609 2A864886

F70D0101 04050030

  14311230 10060355 04031309 63612D73 65727665 72301E17

0D303530 39323031

  37303335 375A170D 30383039 31393137 30333537 5A301431

12301006 03550403

  13096361 2D736572 76657230 819F300D 06092A86 4886F70D

01010105 0003818D

  00308189 02818100 BE7F0760 70D3B5C3 923D59FB C10AED17

71C6F477 7580851A

  282FFAEB 43B918A1 2D867C1B 63963B36 F779FE18 D5DFFDB6

5E436276 459FC5EA

  A729C386 CDDD922B 2A0439AE 68A5F4C4 3B05F168 5BB93EF2

DF737F11 0BA3F5EB

  3E62F423 CB5364D3 C39CCA09 8ADECBFF 4C0515A6 0750A283

ABA39ED2 F5866B98

  D3361C1A B88AA62B 02030100 01A36330 61300F06 03551D13

0101FF04 05300301

  01FF300E 0603551D 0F0101FF 04040302 0186301F 0603551D

23041830 16801486

  7414D5D6 9B8299C1 787211AB 1B265B06 D2B62D30 1D060355

1D0E0416 04148674

  14D5D69B 8299C178 7211AB1B 265B06D2 B62D300D 06092A86

4886F70D 01010405

  00038181 00AC7DAF 0DF589CA C6175EC0 8F976C5F E08C3C91

85282FFA 94EE6F30

  02EEE5B9 E60198ED 643151E0 CCE192FA A352BA3D 8BC5C006

EF89CFCF 59DA9B12

  D729102C 3D6ADC3C 09931B96 3F1FB48C C0A85FDB 4F9A7C16

028673C3 91786D57

  9D7C1016 62F9D4E9 78FED276 0C404815 B1FE3A11 4D215FCF

573536B4 477ECDB7

  7060E221 31

  quit

!

interface FastEthernet0/0

 ip address 9.13.46.14 255.255.255.0

 duplex auto

 speed auto

!

interface FastEthernet0/1

 no ip address

 shutdown

 duplex auto

 speed auto

!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9.13.46.1

!

ip http server

no ip http secure-server

!

no cdp log mismatch duplex

!

control-plane

!

gatekeeper

 shutdown

!



line con 0

line aux 0

line vty 0 4

 login

!

scheduler allocate 20000 1000

!

end

다음을 확인합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후 이 show 명령을 사용하여 통화에 사용된 전송이 TLS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uter#show sip-ua connections tcp tls ?

   brief Show summary of connections

   detail Show detail connection information

이 명령의 샘플 출력은 다음 예에 나와 있습니다.

예 1:세부 정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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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r#show sip-ua connections tcp tls detail

Total active connections      : 1

No. of send failures          : 0

No. of remote closures        : 3

No. of conn. failures         : 0

No. of inactive conn. ageouts : 0

Max. tls send msg queue size of 0, recorded for 0.0.0.0:0

TLS client handshake failures : 0

TLS server handshake failures : 0

---------Printing Detailed Connection Report---------

Note:

 ** Tuples with no matching socket entry

    - Do 'clear sip <tcp[tls]/udp> conn t ipv4:<addr>:<port>'

      to overcome this error condition

 ++ Tuples with mismatched address/port entry

    - Do 'clear sip <tcp[tls]/udp> conn t ipv4:<addr>:<port> id <connid>'

      to overcome this error condition

Remote-Agent:9.13.46.12, Connections-Count:1

  Remote-Port Conn-Id Conn-State  WriteQ-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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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1       1 Establish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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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Brief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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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r#show sip-ua connections tcp tls brief

Total active connections      : 2

No. of send failures          : 0

No. of remote closures        : 0

No. of conn. failures         : 0

No. of inactive conn. ageouts : 0

Max. tls send msg queue size of 0, recorded for 0.0.0.0:0



TLS client handshake failures : 0

TLS server handshake failure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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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debug ccsip messages 명령을 사용하여 TLS의 "Via:" 헤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이 출력은 SIP TLS 및 "sips:" URI 체계를 사용하는 통화의 샘플 INVITE 요청입니다.

INVITE sips:777@172.18.203.181 SIP/2.0

Via: SIP/2.0/TLS 172.18.201.173:5060;branch=z9hG4bK2C419

From: <sips:333@172.18.201.173>;tag=581BB98-1663

To: <sips:5555555@172.18.197.154>

Date: Wed, 28 Dec 2005 18:31:38 GMT

Call-ID: EB5B1948-770611DA-804F9736-BFA4AC35@172.18.201.173

Remote-Party-ID: "Bob" <sips:+14085559999@1.2.3.4>

Contact: <sips:123@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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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Forwards: 70

Cseq: 104 INVITE

Expires: 60

Timestamp: 730947404

Content-Length: 298

Content-Type: application/sdp

v=0

o=CiscoSystemsSIP-GW-UserAgent 8437 1929 IN IP4 172.18.201.173

s=SIP Call

c=IN IP4 1.1.1.1

t=0 0

m=audio 18378 RTP/AVP 0 19

c=IN IP4 1.1.1.1

a=rtpmap:0 PCMU/8000

a=rtpmap:19 CN/8000

a=ptime:20

문제 해결

TLS 통화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해결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CA 서버가 신뢰 지점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려면 CA 서버로 구성된 IOS 라우터에
HTTP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명령 ip http 서버).

●

CA 서버 및 신뢰 지점의 클록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두 디바이스(예: OGW 및 CUBE) 간에 TLS 핸드셰이크가 실패하면 디바이스에서 인증서의 유
효성을 확인합니다.debug crypto pki 명령은 TLS 핸드셰이크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예: OGW 및 CUBE)가 서로 다른 서브넷에 있는 경우 TCP 창 크기 협상이 발생하여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I/O 전송 오류 및 I/O 읽기 오류입니다.이 문제는 두 디바이
스에서 ip tcp path-mtu-discovery 명령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문제는 TLS 핸드셰
이크가 성공한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ip-ua 모드의 "clear sip-ua connections" 명령을 사용하여 TLS 연결을 지울 수 있습니다.
Router#clear sip-ua tcp [tls] connections

        ipv4:ip address:port

tls 옵션은 TCP 상위에서 TLS를 사용하기 때문에 tcp 후에 나타납니다.이 명령은 TCP 및

●



   

UDP에 대한 기존 clear 명령과 같이 작동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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