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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프로토콜 변환 및 복구는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 기능의 핵심입니다.CUBE는 동일한
SIP(VoIP 프로토콜)를 지원하는 두 디바이스 간에 구축될 수 있지만, 프로토콜 구현 또는 해석 방법
의 차이로 인해 상호 운용되지 않습니다.CUBE는 네트워크 경계에서 SIP 메시징을 표준화하거나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 운용이 불가능한 두 디바이스 간에 SIP 메시징을 구성하여 네트워크의 해당
세그먼트에 있는 디바이스가 기대하는 대로 SIP 메시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SIP 호출이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전에 SIP 메시징 필드가 있어야 하는 정책(또는
헤더 필드에 유효한 값을 구성하는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기업 및 소기업은 서비스
공급자 SIP 트렁크에서 정책 또는 보안 이유로 네트워크에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정



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SIP 메시징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네트워크 경계에 SIP 정규
화 구성을 사용하여 CUBE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CUBE SIP 표준화 기능은 네트워크 정책 준수 외에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의 SIP 디바이스
간 비호환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비호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디바이스는 알 수 없는 헤더(값 또는 매개변수)를 무시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디바이스는 SIP 메시지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디바이스가 프로토콜 절차를 구현하지 않거나 잘못 구현합니다.●

디바이스에는 선택적 헤더 값 또는 매개 변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택적
프로토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디바이스는 네트워크를 나가거나 들어가기 전에 변경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값 또는 매개 변수
를 전송합니다

●

특정 기능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SIP 표준의 변형●

CUBE의 SIP 프로필 기능은 이러한 SIP 정규화 및 사용자 지정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isco IOS 음성 기능(예: 다이얼 피어)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Cisco CUBE(Unified Border Element)를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SIP 프로토콜과 해당 메시지, 필드 및 매개변수에 대한 중간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SR, Cisco AS5400XM Access Gateway, Cisco AS5350XM Access Gateway, Cisco
7200 라우터 또는 Cisco IOS 릴리스 12.4.15XZ 이상을 실행하는 Cisco 7300 라우터의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릴리스

●

Cisco ISR Cisco AS5400XM Access Gateway의 Cisco TDM-to-SIP 게이트웨이 또는 Cisco
IOS 릴리스 12.4.15XZ 이상을 실행하는 Cisco AS5350XM Access Gate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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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프로필 기능을 구성하면 CUBE의 발신 SIP 메시지에서 SIP 또는 SDP 헤더 값을 추가, 수정 또
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지원되는 정확한 메시지 및 헤더 목록은 이 문서의 Supported SIP
Messages 섹션에서 제공됩니다.SIP 프로필은 다이얼 피어 레벨 또는 전역 레벨에서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메시지 수정 구문은 정규식 표기법을 사용하여 메시지의 필드를 일치시키고 바꿉니다.일치하는 하
위 문자열을 대체 패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method/response]:header 조합에 여러 정규
식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의 결과 문자열에 적용됩니다.

SIP 프로필에서는 필수 SIP 헤더를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수정 옵션만 필수 헤더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필수 SIP 헤더에는 To, From, Via, CSeq, Call-Id 및 Max-Forwards가 포함됩니다.필
수 SDP 헤더에는 v, o, s, t ,c, m이 포함됩니다.

ANY 특수 키워드는 지정된 카테고리 내의 메시지에 규칙을 적용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CLI에 제
공됩니다.INVITE 메시지에 대해 구성된 규칙은 통화에 대한 프로토콜 시퀀스의 첫 번째 INVITE에
만 적용됩니다.특수 REINVITE 키워드는 통화에 대한 프로토콜 시퀀스의 후속 INVITE에 필요한 작
업을 정의하는 데 지원됩니다.

SIP 프로필을 사용하여 긴 양식에서 압축 양식으로 헤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From에서 f로이는 SIP 메시지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Cisco
IOS SIP는 긴 형식 또는 짧은 형식을 수신하지만 SIP 메시지의 압축 형식을 보내지 않습니다.

SIP 프로필 기능은 발신 SIP 메시지만 영향을 줍니다.규칙은 메시지가 CUBE 라우터를 나가기 전
에 마지막 단계로 적용됩니다.즉, 대상 다이얼 피어 매칭이 수행된 후SIP 메시지에 대한 변경 내용
은 CUBE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억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Content-length 필드는 SIP Profiles 규칙이 발신 메시지에 적용된 후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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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구성 명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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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메서드/응답에 필드를 추가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하는 일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request/response> <message code> <sip-header/sdp-header> <header-name> add <add-value>

SIP 메서드/응답에 대한 필드를 제거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일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request/response> <message code> <sip-header/sdp-header> <header-name> 

필드를 SIP 메서드/응답으로 수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하는 일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request/response> <message code> <sip-header/sdp-header> <header-name> <match-pattern>

<replace-pattern>

구성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규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규칙을 정의하려면 이전 단원에 제공된 일반 명령 구조
를 사용합니다.예: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INVITE sip-header…

  response 100 sip-header…

  request INVITE sdp-header…

두 번째 단계는 CUBE 구성의 전역 또는 다이얼 피어 레벨에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CUBE를 통
과하는 모든 통화에 규칙을 전역적으로 적용하려면 다음 명령 구조를 사용합니다.

voice service voip

   sip

     sip-profiles 100

특정 발신 다이얼 피어를 통과하는 통화에 선택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려면 다음 명령 구조를 사용합
니다.

dial-peer voice 555 voip

   voice-class sip-profiles 100

전역 및 다이얼 피어 레벨 모두에서 규칙이 구성된 경우 다이얼 피어 컨피그레이션이 전역 레벨 컨
피그레이션보다 우선합니다.

이 메모는 일반 표현식(SIP 프로파일 포함)을 사용하는 모든 Cisco IOS 기능에 일반적으로 적용됩
니다.

add-value, match-pattern 또는 replace-pattern에 공백 문자가 포함된 경우 전체 값을 큰따옴표
사이에 포함해야 합니다.예:응답 100 sip-header add "User-Agent:CISCO 큐브"

●

add-value, match-pattern 또는 replace-pattern에 큰따옴표( " ) 및 공백 문자가 포함된 경우 백
슬래시( \ )가 내부 따옴표 앞에 와야 합니다.예를 들어, "CISCO" CUBE를 추가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응답 100 sip-header add "User-Agent:\"CISCO\" 큐브"

●

구성 주의 사항

가장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해 규칙이 적용된 후 SIP 메시지에 대해 구문 검사가 수행되지 않습
니다.프로필 규칙에서 지정한 변경 사항이 유효한 SIP 프로토콜 교환을 발생하는지 적절한 테
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SIP 프로필을 사용하여 SIP 메시지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즉, 180 벨소리 울림 응답을
183 세션 진행 응답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필수 헤더는 수정할 수만 있습니다.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필수 SIP 헤더에는 To,
From, Via, CSeq, Call-Id 및 Max-Forwards가 포함됩니다.필수 SDP 헤더에는 v, o, s, t ,c, m이
포함됩니다.

●

정규식 변수를 일치 및 바꾸기 하위 문자열에서 사용하여 값을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지만 한
메시지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다른 메시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호출 번호를
INVITE에서 추출하여 후속 REFER 메시지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지정된 규칙은 한 번에 단일
메시지에 적용됩니다.해당 메시지의 정보만 조작됩니다.

●

구성 예

이 섹션에서는 SIP 메시지에 대한 특정 변경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SIP 프로필 규칙의 예를 제공합
니다.

추가

이 섹션에서는 메시지에 SIP 및 SDP 헤더를 추가하는 방법의 예를 제공합니다.

예 1

메시지:초대

작업:비디오 미디어 라인에 b=AS:4000 SDP 헤더를 추가합니다.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INVITE sdp-header Video-Bandwidth-Info add "b=AS:4000"

예: 2:

메시지:480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작업:Retry-After SIP 헤더 추가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sponse 480 sip-header Retry-After add “Retry-After: 60”

예: 3:

메시지:초대 및 재초대

작업:SIP URI 헤더에 "user=phone" 태그 추가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INVITE sip-header SIP-Req-URI modify "; SIP/2.0" ";user=phone SIP/2.0"

  request REINVITE sip-header SIP-Req-URI modify "; SIP/2.0" ";user=phone SIP/2.0"

예 4

메시지:200 응답

작업:User-Agent SIP 헤더 추가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sponse 200 sip-header User-Agent add "User-Agent: CiscoSystems-SIP-GW-UA"

제거

이 섹션에서는 메시지에 SIP 및 SDP 헤더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예 5

메시지:모든 요청 및 응답

작업:Cisco-Guid SIP 헤더 제거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ANY sip-header Cisco-Guid remove

  response ANY sip-header Cisco-Guid remove

예 6

메시지:안녕, 취소

작업:Reason SIP 헤더 제거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BYE sip-header Reason remove

  request CANCEL sip-header Reason remove

예 7

메시지:100 및 180 응답

작업:서버 SIP 헤더 제거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sponse 100 sip-header Server remove

 response 180 sip-header Server remove

수정



이 섹션에서는 메시지에서 SIP 및 SDP 헤더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예 8

메시지:초대

작업:다음 위치에서 수정:헤더를 "gateway@gw-ip-address" 형식으로 변경합니다(예:
2222000020@9.13.24.7을 gateway@9.13.24.7으로 변경).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INVITE sip-header From modify "(<.*:)(.*@)" "\1gateway@"

예 9

메시지:초대

작업:SDP 헤더의 o= 행에서 "CiscoSystems-SIP-GW-UserAgent"를 "-"로 바꿉니다.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INVITE sdp-header Session-Owner modify "CiscoSystems-SIP-GW-UserAgent“ "-"

예 10

메시지:초대

작업:Req-URI, From 및 To 헤더의 "sip url"을 "tel url"로 변환(예:
"sip:2222000020@9.13.24.6:5060"에서 "tel:2222000020")

규칙: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INVITE sip-header SIP-Req-URI modify "sip:(.*)@[^ ]+" "tel:\1"

  request INVITE sip-header From modify "<sip:(.*)@.*>" "<tel:\1>"

  request INVITE sip-header To modify "<sip:(.*)@.*>" "<tel:\1>"

SIP 프로파일을 사용한 전체 샘플 컨피그레이션

이 섹션에서는 SIP 프로필로 구성된 CUBE 라우터에 대한 전체 컨피그레이션 예를 제공합니다.

큐브

CUBE#show run

Building configuration...

Current configuration : 5888 bytes

!

! Last configuration change at 13:16:50 CDT Mon Feb 11

2008

! NVRAM config last updated at 13:24:35 CDT Mon Feb 11

2008

!

version 12.4



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localtime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localtime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CUBE

!

boot-start-marker

boot system flash:c2800nm-ipvoice_ivs-mz.124-

18.2.2.PIA1p.bin

boot-end-marker

!

logging message-counter syslog

logging buffered 2000000

no logging console

no logging monitor

enable lab 0

!

no aaa new-model

memory-size iomem 10

clock timezone CDT -6

clock summer-time CDT recurring

no network-clock-participate slot 1

!

voice-card 0

 no dspfarm

!

ip cef

!

voice service voip

 media flow-around

 allow-connections sip to sip

 sip

  sip-profiles 100

!

voice class sip-profiles 100

 request INVITE sip-header SIP-Req-URI modify ";

SIP/2.0" ";user=phone SIP/2.0"

 request REINVITE sip-header SIP-Req-URI modify ";

SIP/2.0" ";user=phone SIP/2.0"

!

interface GigabitEthernet0/0

 ip address x.x.x.x 255.255.255.0

 duplex full

 speed 100

!

ip http server

!

control-plane

!

dial-peer voice 100 voip

 destination-pattern .T

 session protocol sipv2

 session target ipv4:x.x.x.x

 dtmf-relay rtp-nte

 codec g711ulaw

 no vad

!

sip-ua

!

line con 0

line aux 0

line vty 0 4

 exec-timeout 90 0

!



scheduler allocate 20000 1000

end

추가 구성 참고 사항

SIP 프로필을 수정한 후 헤더 길이(헤더 이름 포함)는 3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추가 값의
최대 헤더 길이는 약 220자입니다.최대 SDP 헤더 길이는 2048자입니다.규칙이 적용된 후 헤더
길이가 최대값을 초과하면 해당 규칙이 무시되고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정 후 총
SDP 길이가 2048자를 초과하면 SDP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이 무시되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

SIP 프로필 기능은 전체 SIP 메시지를 삭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메시지의 내용을 조작
(추가, 수정 또는 제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규식 변수는 기존 헤더에서 매개 변수를 추출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규
칙에 있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동일한 규칙의 replace-pattern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른
규칙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한 규칙에서 추출된 값을 다른 규칙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일
치 패턴에서 여는 괄호( ) 및 닫힌 괄호( ) 사이에 지정된 컨텐트는 1, 2, 3, ... 9로 표시된 변수에
저장된 순서대로 저장됩니다.그런 다음 \1, \2, ... 변수를 참조하여 이러한 변수의 저장된 값을
replace-pattern에 다시 삽입할 수 있습니다.\9입니다.예를 들어, 다음을 변경할 경우
Remote-Party-ID: “CUBE”

  <sip:2001@123.123.123.123>;privacy=off;screen=no to P-Asserted-Identity:

  “CUBE” <sip:2001@123.123.123.123>

이 작업은 다음 SIP Profile(SIP 프로필) 규칙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quest INVITE sip-header Remote-Party-ID modify

"Remote-Party-ID:(.*>).*" "P-Asserted-Identity:\1"

이 예에서 시퀀스(.*>)는 "CUBE" <sip:2001@123.123.123.123>과 일치합니다.이 값은
replace-pattern에서 \1로 참조되는 변수 1에 저장됩니다.

●

지원되는 SIP 메시지

이 섹션에서는 CUBE SIP 프로필 기능으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SIP 메시지의 CLI 옵션을 제공합
니다.

SIP 요청

다음 SIP 요청이 지원됩니다.

router(config-class)#request ?

  ACKsip ack

  ANYany sip request

  BYEsip bye

  CANCELsip cancel

  COMETsip comet

  INFOsip info

  INVITEsip invite

  NOTIFYsip notify

  OPTIONSsip options

  PRACKsip prack

  PUBLISHsip publish

  REFERsip refer

  REGISTERsip register

  REINVITEsip reinvite

  SUBSCRIBEsip subscribe

  UPDATEsip info



SIP 응답

다음 SIP 응답이 지원됩니다.

router(config-class)#response ?

  100  Response code 100

  180  Response code 180

  181  Response code 181

  182  Response code 182

  183  Response code 183

  200  Response code 200

  202  Response code 202

  300  Response code 300

  301  Response code 301

  302  Response code 302

  305  Response code 305

  380  Response code 380

  400  Response code 400

  401  Response code 401

  402  Response code 402

  403  Response code 403

  404  Response code 404

  405  Response code 405

  406  Response code 406

  407  Response code 407

  408  Response code 408

  409  Response code 409

  410  Response code 410

  412  Response code 412

  413  Response code 413

  414  Response code 414

  415  Response code 415

  416  Response code 416

  417  Response code 417

  420  Response code 420

  421  Response code 421

  422  Response code 422

  423  Response code 423

  480  Response code 480

  481  Response code 481

  482  Response code 482

  483  Response code 483

  484  Response code 484

  485  Response code 485

  486  Response code 486

  487  Response code 487

  488  Response code 488

  489  Response code 489

  491  Response code 491

  493  Response code 493

  500  Response code 500

  501  Response code 501

  502  Response code 502

  503  Response code 503

  504  Response code 504

  505  Response code 505

  513  Response code 513

  580  Response code 580

  600  Response code 600

  603  Response code 603

  604  Response code 604



  606  Response code 606

  ANY  Any Response

SIP 헤더

다음 SIP 헤더가 지원됩니다.

rtr(config-class)#request INVITE sip-header ?

  Accept-Contact

  Accept-Encoding

  Accept-Header

  Accept-Language

  Accept-Resource-Priority

  Alert-Info

  Allow-Events

  Allow-Header

  Also

  Authorization

  CC-Diversion

  CC-Redirect

  CSeq

  Call-ID

  Call-Info

  Cisco-Gcid

  Cisco-Guid

  Contact

  Content-Disposition

  Content-Encoding

  Content-Id

  Content-Length

  Content-Type

  Date

  Diversion

  Event

  Expires

  From

  History-Info

  Location

  MIME-Version

  Max-Forwards

  Min-Expires

  Min-SE

  Orig-dial-plan

  P-Asserted-Identity

  P-Preferred-Identity

  Privacy

  Proxy-Authenticate

  Proxy-Authorization

  Proxy-Require

  Rack

  Reason

  Record-Route

  Refer-To

  Referred-By

  Reject-Contact

  Remote-Party-ID

  Replaces

  Request-Disposition

  Requested-By

  Require

  Resource-Priority

  Retry-After



  Route

  Rseq

  SIP-ETag

  SIP-If-Match

  SIP-Req-URI

  Server

  Session-Expires

  Session-Header

  Subscription-State

  Supported

  Term-dial-plan

  Timestamp

  To

  Unsupported

  User-Agent

  Via

  WWW-Authenticate

  Warning

SDP 헤더

다음 SDP 헤더가 지원됩니다.

rtr(config-class)#response 200 sdp-header ?

  Attributea=

  Audio-Attributea=

  Audio-Bandwidth-Infob=

  Audio-Connection-Infoc=

  Audio-Encryption-Keyk=

  Audio-Mediam=audio

  Audio-Session-Infoi=

  Bandwidth-Keyb=

  Connection-Infoc=

  Email-Addresse=

  Encrypt-Keyk=

  Phone-Numberp=

  Repeat-Timesr=

  Session-Infoi=

  Session-Names=

  Session-Ownero=

  Time-Adjust-Keyz=

  Time-Headert=

  Url-Descriptoru=

  Versionv=

  Video-Attributea=

  Video-Bandwidth-Infob=

  Video-Connection-Infoc=

  Video-Encryption-Keyk=

  Video-Mediam=video

  Video-Session-Infoi=

다음을 확인합니다.

SIP 프로파일 컨피그레이션이 적용된 INVITE 메시지(및 없는)가 이 섹션에 표시됩니다.이 방법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의 SIP 프로필 규칙이 SIP 메시지의 올바르고 원하는 변경 사항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샘플 컨피그레이션을 보여 줍니다.



voice class sip-profiles 1

  request INVITE sdp-header Audio-Bandwidth-Info add "b=AS:1600“

  request ANY sip-header Cisco-Guid remove

  request INVITE sdp-header Session-Owner modify "CiscoSystems-SIP-GW-UserAgent" "-“

다음 예에서는 SIP 프로필 컨피그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샘플 SIP INVITE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살리트 필드는 굵게 강조 표시됨).

INVITE sip:2222000020@9.13.40.250:5060 SIP/2.0

Via: SIP/2.0/UDP 9.13.40.249:5060;branch=z9hG4bK1A203F

From: "sipp " <sip:1111000010@9.13.40.249>;tag=F11AE0-1D8D

To: <sip:2222000020@9.13.40.250>

Date: Mon, 29 Oct 2007 19:02:04 GMT

Call-ID: 4561B116-858811DC-804DEF2E-4CF2D71B@9.13.40.249

Cisco-Guid: 1163870326-2240287196-2152197934-1290983195

Content-Length: 290

v=0

o=CiscoSystemsSIP-GW-UserAgent 6906 8069 IN IP4 9.13.40.249

s=SIP Call

c=IN IP4 9.13.40.249

t=0 0

m=audio 17070 RTP/AVP 0

c=IN IP4 9.13.40.249

a=rtpmap:0 PCMU/8000

a=ptime:20

다음 예에서는 SIP 프로필 컨피그레이션이 적용된 동일한 샘플 SIP INVITE 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변경된 필드는 굵게 강조 표시됨).

INVITE sip:2222000020@9.13.40.250:5060 SIP/2.0

Via: SIP/2.0/UDP 9.13.40.249:5060;branch=z9hG4bK1A203F

From: "sipp " <sip:1111000010@9.13.40.249>;tag=F11AE0-1D8D

To: <sip:2222000020@9.13.40.250>

Date: Mon, 29 Oct 2007 19:02:04 GMT

Call-ID: 4561B116-858811DC-804DEF2E-4CF2D71B@9.13.40.249

Content-Length: 279

v=0

o=- 6906 8069 IN IP4 9.13.40.249

s=SIP Call

c=IN IP4 9.13.40.249

t=0 0

m=audio 17070 RTP/AVP 0

c=IN IP4 9.13.40.249

a=rtpmap:0 PCMU/8000

a=ptime:20

b=AS:1600

문제 해결

debug ccsip all은 SIP 프로필에 대한 유용한 문제 해결 명령입니다.

이 예에서는 "voice class SIP Profiles(음성 클래스 SIP 프로필)" 텍스트가 적용되는 SIP 프로필을
표시합니다.다음은 명령 출력의 예입니다.

router#debug ccsip all

…



   

Oct 12 06:51:53.619: //-1/735085DC8F3D/SIP/Info/sipSPIGetShrlPeer:

                     Try match incoming dialpeer for Calling number:

                     : sippOct 12 06:51:53.619:

                     //-1/735085DC8F3D/SIP/Info/sipSPIGetCallConfig:

                     Peer tag 2 matched for incoming call

Oct 12 06:51:53.619: //-1/xxxxxxxxxxxx/SIP/Info/sipSPIGetCallConfig:

                     voice class SIP Profiles tag is set : 1

Oct 12 06:51:53.619: //-1/735085DC8F3D/SIP/Info/sipSPIGetCallConfig:

                     Not using Voice Class Codec

Oct 12 06:51:53.619: //-1/735085DC8F3D/SIP/Info/sipSPIGetCallConfig:

                     xcoder high-density disabled

Oct 12 06:51:53.619: //-1/735085DC8F3D/SIP/Info/sipSPIGetCallConfig:

                     Flow Mode set to FLOW_THROUGH

…

이 예에서는 "sip_profiles" 텍스트가 SIP 프로필 컨피그레이션에서 수행한 수정 사항을 강조 표시합
니다.다음은 명령 출력의 예입니다.

router#debug ccsip all

…

Oct 12 06:51:53.647: //-1/xxxxxxxxxxxx/SIP/Info/

                     sip_profiles_application_change_sdp_line:

                     New SDP header is added : b=AS: 1600

Oct 12 06:51:53.647: //-1/xxxxxxxxxxxx/SIP/Info/

                     sip_profiles_update_content_length:

                     Content length header before modification :

                     Content-Length: 290

Oct 12 06:51:53.647: //-1/xxxxxxxxxxxx/SIP/Info/

                     sip_profiles_update_content_length:

                     Content length header after modification :

                     Content-Length: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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