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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TP(Media Termination Point) 및 해당 컨피그레이션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또한
더 나은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 예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코벤테이션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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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미디어 종료 지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Media Termination Point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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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SIP 또는 H.323 엔드포인트 또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된 통화를 릴레이할 수 있습니다
.DTMF 또는 RSVP 요구 사항으로 인해 미디어 종료 지점 장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RSVP를 위해
미디어 종료 지점이 할당되면 SIP 또는 H.323 디바이스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엔드포인트 디바이
스 사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Cisco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미디어 종료 지점은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세스 중에 서버에 설치
됩니다.미디어 종료 지점 장치를 구성하는 서버에서 Cisco IP Voice Media Streaming App 서비스
를 활성화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각 미디어 종료 지점 장치는 MRM(Media Resource Manager)에 등록합니
다. MRM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총 미디어 종료 지점 장치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있는 장치
를 추적합니다.

리소스 예약 중에 MRM은 리소스 수를 결정하고 미디어 리소스 유형(이 경우 미디어 종료 지점)과
등록된 미디어 종료 지점 장치의 위치를 식별합니다.MRM은 등록 정보로 공유 리소스 테이블을 업
데이트하고 등록된 정보를 클러스터 내의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전파합
니다.

미디어 종료 지점 및 트랜스코더는 동일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등록할 수 있
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트랜스코더 구성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각 미디어 종료 지점은 등록을 시도해야 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목록을 우선
순위에 따라 수신합니다.각 미디어 종료 지점은 한 번에 하나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이 섹션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ommand Lookup Tool(등록된 고
객만 해당)을 사용합니다.

구성 설정

표 1. 미디어 종료 지점 구성 설정

필드 설명
장치 정보
IP 주소 서버 <IP 주소 MoH-Server>
이름 MTP_X
설명 MTP_<IP 주소 MoH 서버>
장치 풀 기본값
신뢰할 수 있는 릴레이 포인트 선택 취소

표 2. Cisco IOS Media Termination Point 컨피그레이션 설정

필드 설명
IOS 트랜스코더 정보
트랜스코더 유형 Cisco IOS Enhanced Software Media Termination Point
설명 <위치> <가로명>
장치 이름 MTP_<IOS 라우터 호스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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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풀 기본값
신뢰할 수 있는 릴레이 포인트 선택 취소

Cisco IOS 컨피그레이션 MTP

다음은 트랜스코더 및 회의 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샘플 라우터 IOS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미디어 리소스 구성

!

voice-card 0 dspfarm dsp services dspfarm codec complexity flex

!

ip cef

no ipv6 cef

!

!To enable Cisco Express Forwarding for IPv6, use the ipv6 cef command in global configuration

mode. To disable Cisco Express Forwarding for IPv6, use the no form of this command.

! !Set of Conferencing/Transcoding commands when used with PVDM2-XX DSPs: sccp local gig 0/0

sccp ccm <primary CUCM IP for this Cluster> identifier 1 version <latest CCM version> sccp ccm

<secondary CUCM IP for this Cluster> identifier 2 version <latest CCM version> sccp ! dspfarm

profile 11 transcode description ***** Transcoder <Cluster Name> ***** maximum sessions <max.

Number of Sessions> associate application SCCP no shut dspfarm profile 22 conference description

***** Conferencing <Cluster Name> ***** maximum sessions <max. Number of Sessions> associate

application SCCP no shut dspfarm profile 33 mtp description ***** Media Termination Point

<Cluster Name> ***** no codec g711ulaw codec g729br8 codec pass-through maximum sessions

software 500 associate application SCCP no shut sccp ccm group 999 bind interface gig 0/0

associate ccm 1 priority 1 associate ccm 2 priority 2 associate profile 33 register MTP_<IOS

Router hostname> associate profile 22 register CFB_<IOS Router hostname> associate profile 11

register XCD_<IOS Router hostname> exit

다음을 확인합니다.

Cisco CLI Analyzer(등록된 고객만 해당)는 특정 show 명령을 지원합니다.show 명령 출력의 분석
을 보려면 Cisco CLI Analyzer를 사용합니다.

sccp 표시●

dspfarm all 표시●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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