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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설치안내서
• 시스템에서 VMware vSphere사용하기, 3 페이지

• 시스템의네트워킹검사목록, 11 페이지

• 자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설치하기, 13 페이지

• 수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설치하기, 41 페이지

• 메일서버,시간대및위치구성하기, 6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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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시스템에서 VMware vSphere 사용하기

• VMware vSphere사용하기, 3 페이지

• NTP서버를사용하기위해 ESXi호스트구성하기, 4 페이지

•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 페이지

•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스냅샷찍기, 5 페이지

• 새로운가상머신에기존 VMDK파일을첨부하기, 6 페이지

VMware vSphere 사용하기
시스템용가상머신은 VMware vSphere로재배포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반드시
VMware가상머신에설치되어있어야하며다음사항에제한될수있습니다.다음:

• VMware vSphere 5.0, 5.0업데이트 1또는 5.1을사용하십시오.

vSphere이전릴리즈는지원되지않습니다.

• VMware ESXi 5.0, 5.0업데이트 1또는 5.1을사용하십시오.

이전 ESXi릴리즈를사용하면문제점이정확하게나열되지않으며지원되지않는하드웨어에
대한혼란한오류메시지를수신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 ESXi호스트에구성된 DNS서버가해당 ESXi호스트에배포된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을확인
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이배포된위치에서 ESXi호스트를관리하려면 VMware
vCenter를사용해야합니다.

• 가상머신의전원을끌때,항상각가상머신의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종료옵션을
사용하지마십시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3



지원되는 VMware구성에대한자세한내용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요구사항을참
조하십시오.

참고

NTP 서버를사용하기위해 ESXi 호스트구성하기
시스템은 ESXi호스트를사용하여시간을설정합니다.네트워크시간프로토콜(NTP)을사용하여시
계를동기화하도록 ESXi호스트를구성합니다.

이는고급절차입니다.자세한지시사항은 VMware ESXi문서를참조하십시오.참고

ESXi에서 NTP구성을설정하십시오.중요

절차

단계 1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인벤토리패널에서 ESXi호스트를선택합니다.

단계 2 구성탭을선택하고 [소프트웨어]섹션에서시간구성을선택합니다.

단계 3 패널상단우측에서등록정보를선택합니다.

단계 4 NTP클라이언트활성화됨을선택합니다.

단계 5 옵션을선택하여 NTP서버설정을구성합니다.
Cisco는호스트로시작및중지를선택하여 ESXi호스트시간이부정확하게되는가능성을줄일것을
권장합니다.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백업은 VMware기술및 SAN기반데이터전송을활용하는전통적인파일시스템입니다. VMware®
데이터복구(Data Recovery)는가상머신사용또는제공되는데이터및서비스에아무런방해없이가
상머신의백업을생성합니다.데이터복구는가상머신기기및클라이언트플러그인을사용하여백
업을관리하고복원합니다.백업기기는 OVF(open virtualization format)로제공됩니다. Data Recovery
플러그인은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요구합니다.

데이터복구는기존백업을관리하고,오래된백업은제거합니다.또한이는중복되는데이터를제거
하기위해중복제거(de-duplication)도지원합니다.시스템재정비과정을실행하기전에VMware Data
Recovery (VMware vSphere릴리즈 5.0에서사용가능)또는 vSphere Data Protection (vSphere릴리즈
5.1에서사용가능)을사용하여각가상머신의백업을생성할것을권장합니다. (VMware Data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4

NTP 서버를사용하기위해 ESXi 호스트구성하기



Recovery/vSphere Data Protection은 vSphere Essentials키트를제외한 VMware vSphere에포함됩니다.
자세한정보는 http://www.vmware.com/pdf/vdr_11_admin.pdf를참조하십시오.)

또한백업은스토리지서버를사용하여생성될수도있습니다.자세한정보는스토리지서버구성하
기를참조하십시오.

가상머신스냅샷은특정시간점에서찍은시스템의사진으로,백업과동일하지는않습니다.성능상
의이유를위해백업을사용하고,가상머신이포함된실제드라이브와다른스토리지위치에가상
머신백업을보관할것을권장합니다.스냅샷에대한자세한정보및알려진성능문제는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스냅샷찍기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하십시오.자세한내용은유지관리모드정보, 123페이지을(를)참조
하십시오

선택한시간중사용자에게미미한영향을미칠수있는활동중인미팅이없는지확인하십시오.

단계 2 VMware vSphere문서의지시사항을따르고VMwareData Recovery(vSphere릴리즈 5.1부터는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으로칭함)를사용하여시스템및각가상머신의백업을만듭니다.
이백업에대한완전한세부내용은 VMware Data Recovery관리안내서또는 vSphere Data Protection
관리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Cisco는시스템재정비절차가완료된후,시스템을테스트하고결과에만족한경우에백업
을삭제할것을권장합니다.

참고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스냅샷찍기
시스템재정비절차이후가상머신스냅샷을사용하여가상머신을빠르게복구합니다.스냅샷은특
정시간점에서찍은시스템의사진으로,백업과동일하지는않습니다.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
백업만들기참조)스냅샷찍기에서나아가,시스템을백업할것을권장합니다.

원본가상머신디스크파일이유실된경우,스냅샷으로가상머신을복구할수없습니다.참고

스냅샷은가상머신이포함된실제드라이브에저장됩니다.적합한때에해당스냅샷을삭제하지않
는경우,가상머신성능에영향을주는알려진문제로인해최종사용자가오디오및비디오관련된
문제를겪게될수있습니다.따라서성능적인이유로,가상머신이포함된실제드라이브와다른스
토리지위치에가상머신백업을보관하거나백업을사용할것을권장합니다.또한스냅샷은업데이
트용으로사용될수있으나,시스템업그레이드에는모든스냅샷을삭제하고원본시스템을백업할
것을권장합니다. (VMware스냅샷에대한이알려진문제에대한자세한내용은 VMware웹사이트
로이동하여네트워크연결스토리지에서 VMware vSphere실행을위한모범사례백서를참조하십시
오.추가정보는VMware KnowledgeBase에서스냅샷이성능에미치는영향을검색할수도있습니다.)

시스템재정비절차를실행하기전, Cisco는시스템을백업하거나 (특히,업그레이드실행시)각가상
머신의스냅샷을찍을것을 (특히,업데이트실행시)권장합니다. VMware Data Recovery(vSphere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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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5.1부터는 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를사용하여시스템을백업하거나각가상머신의스
냅샷을찍을수있습니다. (VMware Data Recovery/vSphere Data Protection은 vSphere Essentials키트를
제외한 VMware vSphere에포함됩니다.)

성능적인이유로,가상머신이포함된실제드라이브와다른스토리지위치에가상머신스냅샷을보
관하십시오.

특정작업용준비섹션을숙지하십시오. Cisco는각작업에서특별히고려해야할사항을나열합니다.

시스템이다수의가상머신으로구성된경우,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하고시스템에서각가상
머신의스냅샷을찍습니다.예를들어,동일한접두어로각가상머신의스냅샷에레이블을추가
하여(예: 8월 20일)해당스냅샷이동시에실행되었음을표시합니다.

기억

Cisco는스냅샷을 24시간이상보관하지말것을권장합니다.그이상보관하려면백업을생성하
십시오. VMware Data Recovery(vSphere릴리즈 5.1부터는 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으로칭
함)에대한자세한정보는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
오.

참고

절차

단계 1 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하십시오.자세한내용은유지관리모드정보, 123페이지을(를)참조
하십시오.
선택한시간중사용자에게미미한영향을미칠수있는활동중인미팅이없는지확인하십시오.

단계 2 VMware vCenter에서각가상머신에전원 >종료게스트를선택합니다.

단계 3 각가상머신에스냅샷 >스냅샷찍기를선택합니다.

단계 4 스냅샷의이름을입력하고확인을선택합니다.

다음에할작업

• 절차를완료하고시스템을테스트하여성공여부를확인합니다.

• 스냅샷복원은각가상머신의스냅샷이동시에생성된경우에만가능합니다.일치하지않는스
냅샷으로시스템을켜면데이터베이스가손상될수있습니다.

새로운가상머신에기존 VMDK 파일을첨부하기
이섹션에서는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기존관리가상머신에서새로운관리가상머신으로
VMDK파일을첨부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가상디스크 VMDK파일을이동하는여러가지이유가있지만,이섹션에서는데이터를하나의관리
가상머신에서다른관리가상머신으로이동하는절차만설명합니다.시스템을확장하거나업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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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할때이절차를사용하게됩니다. (관리가상머신의하드디스크 4에저장된시스템데이터를
재사용합니다.)

하드디스크 4 VMDK파일을복사하여업그레이드되거나확장된시스템에있는관리가상머신
의가상머신폴더에복사합니다.하드디스크 4를연결하기만하면데이터는이전관리가상머
신의가상머신폴더에계속저장됩니다.실수로 vCenter인벤토리에있는기존관리가상머신을
삭제한경우,현재시스템은하드디스크 4에액세스할수없게됩니다.

주의

직접연결스토리지(DAS)를사용하는경우에는가상머신 VMDK파일을새관리가상머신이액
세스할수있는 LUN으로마이그레이션해야합니다.

참고

시스템재정비절차전의관리가상머신을 "기존"관리가상머신이라고칭합니다.확장또는업
그레이드후의관리가상머신은 "새"관리가상머신이라고칭합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VMware vCenter의인벤토리를네비게이트하여시스템용기존관리가상머신을검색합니다.

단계 2 가상머신명을오른쪽클릭하고설정편집...을선택합니다.
가상머신등록정보창이나타납니다.

단계 3 하드웨어탭을선택한후하드디스크 4를선택합니다.

단계 4 향후참고를위해디스크파일위치에다른문서로복사하여붙여넣으십시오.
이는 VMware vCenter에서해당 VMDK파일의위치를표시합니다.

이문자열은[EMC-LUN10-RAID5] webex-sysA-admin/webex-sysA-admin_3-000001.vmdk
와유사합니다.이전에시스템을업그레이드한경우,파일명은기존가상머신의이름규칙을따르지
않습니다.

단계 5 하드디스크 4및가상머신폴더명의스토리지위치를메모하고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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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폴더명문자열은 [EMC-LUN8-RAID5] webex-sysB-admin과유사합니다.

단계 6 아무내용도변경하지말고설정편집...창을닫습니다.

단계 7 vCenter보기를데이터스토어및데이터스토어클러스터보기로변경합니다.보기 > 인벤토리 > 데
이터스토어및데이터스토어클러스터를선택합니다.

단계 8 기존관리가상머신이위치한스토리지위치를선택하고(단계 5참고)이데이터스토어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단계 9 (확장또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용)새롭게배포된관리가상머신이위치한스토리지위치를선택하
고이데이터스토어찾아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10 (기존및새관리가상머신용)두개의데이터스토어브라우저창을나란히배열하여두관리가상머
신폴더를볼수있도록합니다.

단계 11 두가상머신폴더를모두열고기존관리가상머신폴더에서새관리가상머신폴더로 VMDK파일
을복사합니다.
a) 기존관리가상머신폴더에서하드디스크 4와연계된 VMDK파일을찾습니다.보다정확히확
인하려면단계 4에서적어둔파일위치를참조하십시오.

b) 파일을오른쪽클릭하고복사를선택합니다.
c) 새관리가상머신폴더내부를오른쪽클릭하고붙여넣기를선택합니다.
붙여넣기작업이완료되면두데이터스토어창을모두닫습니다.

d) 보기 >인벤토리 >호스트및클러스터를선택하여 vCenter보기에서호스트및클러스터목록으
로돌아갑니다.

단계 12 VMware vCenter의인벤토리를네비게이트하여시스템용새로운 (확장된또는업그레이드된)관리
가상머신을검색합니다.

단계 13 새로배포된가상머신명을오른쪽클릭하고설정편집...을선택합니다.
가상머신등록정보창이나타납니다.

단계 14 하드웨어탭을선택한후하드디스크 4를선택합니다.

단계 15 제거를선택하십시오.
이작업은즉시가상디스크를제거하지않습니다.단,기존가상디스크는제거되도록예약됩니다.

단계 16 추가를선택합니다.
하드웨어추가마법사가표시됩니다.

단계 17 하드디스크를선택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

단계 18 기존가상디스크사용을선택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

단계 19 찾아보기를선택하고새확장또는업그레이드된관리가상머신이위치한데이터스토어를탐색합
니다.새관리가상머신폴더를탐색합니다.이폴더를더블클릭한후단계 11에서복사한가상디스
크를선택합니다.확인을선택합니다.

단계 20 가상장치노드드롭다운목록에서 SCSI (0:3)을선택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

단계 21 변경내용을재검토하고모두정확하면마침을선택합니다.정보가틀린경우뒤로를선택하여오류
를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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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가완료되면하드웨어탭에추가로마크된새디스크를확인할수있게됩니다.

단계 22 확인을선택하여 [추가]및 [제거]작업모두를확인합니다.

단계 23 VMware vCenter최근작업영역에서이가상머신재구성작업을확인하여오류가없음을체크합니
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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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시스템의네트워킹검사목록

• 공개액세스및비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1 페이지

• 공개액세스및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2 페이지

• 공개액세스를포함하지않는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2 페이지

공개액세스및비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시스템배포중네트워킹검사목록으로의링크를포함하는페이지를표시합니다.해당검사목록은
성공적인배포에필요한 DNS서버,방화벽및기타네트워킹변경사항의요약을제공합니다.배포
시작전에필요한변경사항을적용하십시오.배포과정마지막에네트워크연결을체크합니다.

비분할-수평 DNS는기업용으로가장일반적인 DNS구성입니다.비분할-수평 DNS에대한자세
한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대규모시스템배포를실행하는경우,수동배포를선택해야합니다.참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에서올바른검사목록을선택합니다.

• 자동배포: "자동배포,공개액세스및비분할-수평 DNS로설치또는확장된네트워킹검사목
록"을참조하십시오

•수동배포: "수동배포,공개액세스및비분할-수평 DNS로설치또는확장된네트워킹검사목
록"을참조하십시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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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액세스및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시스템배포중네트워킹검사목록으로의링크를포함하는페이지를표시합니다.해당검사목록은
성공적인배포에필요한 DNS서버,방화벽및기타네트워킹변경사항의요약을제공합니다.배포
시작전에필요한변경사항을적용하십시오.배포과정마지막에네트워크연결을체크합니다.

대규모시스템배포를실행하는경우,수동배포를선택해야합니다.참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에서올바른검사목록을선택합니다.

• 자동배포: "자동배포,공개액세스및분할-수평DNS로설치또는확장된네트워킹검사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수동배포: "수동배포,공개액세스및분할-수평DNS로설치또는확장된네트워킹검사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공개액세스를포함하지않는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시스템배포중네트워킹검사목록으로의링크를포함하는페이지를표시합니다.해당검사목록은
성공적인배포에필요한 DNS서버,방화벽및기타네트워킹변경사항의요약을제공합니다.배포
시작전에필요한변경사항을적용하십시오.배포과정마지막에네트워크연결을체크합니다.

대규모시스템배포를실행하는경우,수동배포를선택해야합니다.참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에서올바른검사목록을선택합니다.

• 자동배포: "자동배포및비공개액세스로설치또는확장된네트워킹검사목록"을참조하십시
오

•수동배포: "수동배포및비공개액세스로설치또는확장된네트워킹검사목록"을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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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자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설치하기

• 시스템배포에대한일반적인개념, 14 페이지

• 설치검사목록, 15 페이지

• 자동배포용필수정보, 16 페이지

•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서 OVA파일배포하기, 18 페이지

• 설치용언어선택하기, 30 페이지

• 배포확인하기, 31 페이지

• 시스템크기확인하기, 31 페이지

•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31 페이지

•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32 페이지

• VMware vCenter자격증명제공하기, 32 페이지

• 미디어가상머신용 vCenter설정선택하기, 33 페이지

• 미디어가상머신용네트워킹정보입력하기, 33 페이지

• 공개액세스추가하기, 34 페이지

•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 vCenter설정선택하기, 34 페이지

•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네트워킹정보입력하기, 35 페이지

• 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 페이지

• 비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 페이지

• WebEx사이트및WebEx관리 URL, 37 페이지

• WebEx사이트및관리 URL입력하기, 38 페이지

•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는지확인하기, 38 페이지

• 가상머신배포하기, 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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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시스템점검하기, 39 페이지

시스템배포에대한일반적인개념

시스템크기

• 50동시사용자시스템

◦전형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하나의관리가상머신과하나의선택적인인터넷리버
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 250동시사용자시스템

◦전형적으로 2500명에서 5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관리가상머신,미디어가상머신및선택적인인터넷
리버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 800동시사용자시스템

◦전형적으로 8000명에서 16,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관리가상머신,미디어가상머신및선택적인인터넷
리버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 2000동시사용자시스템

◦전형적으로 20,000명에서 40,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하나의관리가상머신, 3개의미디어가상머신, 2개의
웹머신및하나의선택적인인터넷리버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배포중사용되는용어

설명필드명

미팅호스트및참석을위한사용자용보안 http URL.WebEx사이트 URL

시스템구성,모니터및관리를위한관리자용보안 http URL.WebEx관리 URL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공개 VIP

• 관리사이트 URL용 IP주소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 (분할-수평 DNS를갖고있는경
우내부사용자전용).

비공개 VIP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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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목록

CiscoWebExMeetings Server시스템이배포된위치에서ESXi호스트를관리하려면VMware vCenter
를사용해야합니다.

제한

네트워킹변경

귀하의배포용으로적합한네트워킹검사목록을참조하십시오.두가지고려할부분이있습니다.다
음:

• 공개액세스:사용자가방화벽의외부에위치했어도인터넷또는모바일장치에서미팅에액세
스하고호스트할수있음.

Cisco는모바일작업에보다적합한공개액세스를권장합니다.

• 귀사의 DNS설정유형:분할-수평 DNS또는비분할-수평 DNS (가장일반적인 DNS구성).

해당 DNS설정유형에대한자세한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를참조하
십시오.

• 관리자의데스크탑에서관리가상머신으로 10200번포트를엽니다.

10200번포트는배포되는동안웹브라우저에의해사용됩니다.

배포용적합한검사목록을선택:

• 공개액세스및비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1페이지

•공개액세스를포함하지않는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2페이지

•공개액세스및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2페이지

필수정보

(50명의동시사용자, 250명의동시사용자및 800명의동시사용자지원)자동배포시스템또는
(모든시스템크기지원)수동배포을실행하는경우필수정보는다양합니다. Cisco는수동배포
가필요한 2000사용자시스템을배포하는경우를제외하고자동배포를선택할것을권장합니다.
아래에서적합한링크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배포유형에필수적인정보의검사목록선택:

• 자동배포용필수정보, 16페이지

•수동배포용필수정보,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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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배포용필수정보

다음은귀하의시스템용필수정보를순차적으로나열한것입니다.

시스템배포를시작하기전에 DNS서버에가상머신 FQDN, IP주소, WebEx및관리사이트 URL
및 VIP주소를추가했는지확인하십시오.배포중이정보를사용하여 IP주소를조회합니다.

DNS문제를예방하려면 OVA배포를시작하기전에해당 URL및 IP주소를테스트하십시오.이
작업이선행되지않으면해당오류를수정할때까지시스템배포에실패하게됩니다.

참고

시스템용값설명필드명

시스템에서가상머신용 vCenter서버의보안 http
주소.

vCenter URL

시스템에가상머신배포를위한사용자이름.이
사용자가다음을수행하려면관리자권한을갖고

있어야합니다.다음:가상머신을배포,구성,시
동또는종료,삭제하기위해.

vCenter사용자이름

vCenter사용자의비밀번호.vCenter비밀번호

미디어가상머신용 ESXi호스트.
이 ESXi호스트는위의 vCenter URL과
동일한 vCenter에있어야합니다.

참고

(250명및 800명동
시사용자시스템전

용)
ESXi호스트

미디어가상머신용데이터스토어.(250명및 800명동
시사용자시스템전

용)
데이터스토어

미디어가상머신용포트그룹.
Cisco는관리가상머신용으로선택한것
과동일한포트그룹을선택할것을권장

합니다.

참고

(250명및 800명동
시사용자시스템전

용)가상머신포트
그룹

미디어가상머신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 (모두
소문자).

(250명및 800명동
시사용자시스템전

용)
미디어가상머신의
FQ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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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용값설명필드명

미디어가상머신의 IPv4주소.이미디어가상머
신의해당 IPv4주소는자동으로조회됩니다.

(250명및 800명동
시사용자시스템전

용)미디어가상머
신의 IPv4주소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 ESXi호스트.
Cisco는관리및다른내부가상머신용
으로선택한것과다른ESXi호스트를선
택할것을권장합니다.

인터넷리버스프록시로트래픽을활성

화하려면해당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

사용하는 IP주소의 VLAN을라우트할
수있는포트그룹으로ESXi호스트가구
성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참고

(공개액세스전용)
ESXi호스트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데이터스토

어.
(공개액세스전용)
데이터스토어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포트그룹.
보안상의이유로, Cisco는관리가상머
신용으로선택한것과다른포트그룹을

선택할것을권장합니다.

참고

(공개액세스전용)
가상머신포트그룹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의정규화된도

메인이름 (모두소문자).
(공개액세스전용)
인터넷리버스프록

시용 FQDN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 IPv4주소.이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의해당 IPv4주
소는자동으로조회됩니다.

(공개액세스전용)
인터넷리버스프록

시 IPv4주소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 IPv4게이트
웨이.

(공개액세스전용)
IPv4게이트웨이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서브넷마스

크.
(공개액세스전용)
IPv4서브넷마스크

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 DNS서버.(공개액세스전용)
기본DNS서버 IPv4
주소

(선택사항)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
추가 DNS서버.

(공개액세스전용)
보조DNS서버 IPv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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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용값설명필드명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 (사이트사용자가
미팅호스트및참석하기위해액세스)

공개 VIP

• 관리사이트 URL용 IP주소 (관리자가시스
템을구성,모니터및관리하기위해액세스)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 (분할-수평
DNS를갖고있는경우내부사용자전용).

비공개 VIP

미팅호스트및참석을위한사용자용보안 http
URL (모두소문자).

WebEx사이트 URL

시스템구성,모니터및관리를위한관리자용보
안 http URL (모두소문자).

WebEx관리 URL

다음에수행할작업

이정보로브라우저창에배포 URL을입력하여시스템배포를시작합니다. (배포 URL은관리가상
머신용콘솔창에표시됩니다.)

구성이완료되기전에시스템이다시부팅되면새암호가생성되며,새암호로배포 URL을사용
해야합니다.

참고

VMware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OVA 파일배포하기
시스템을배포하기전에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시스템용관리가상머신을배포해
야합니다.

다음절차는일반안내서로제공됩니다. OVA배포중보게되는정확한화면은 vCenter,스토리
지,네트워크구성등에따라이절차와약간다를수도있습니다. OVA마법사에대한완전한정
보는 VMware vSphere문서를참조하십시오.

참고

시작하기전에

시스템용 Cisco WebEx Meetings Server OVA파일을확보하고 VMware vSphere에서액세스할수있는
장소에위치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이배포된위치에서 ESXi호스트를관리하려면 VMware vCenter
를사용해야합니다.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 vCenter에사인인하고관리가상머신용 OVA
파일을배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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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사인인합니다.
다음작업을실행하려면관리자권한이있는사용자로사인인하십시오.다음:가상머신을배포,구
성,시동또는종료,삭제하기위해.

단계 2 파일 > OVF템플릿배포...를선택합니다

단계 3 찾아보기를선택하여 OVA파일의위치를탐색합니다.다음을선택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링크를선택하여이시스템에대한자세한정보가포함된웹페이지로
이동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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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최종사용자라이센스동의를읽고수락을선택한후다음을클릭하십시오.

단계 5 vCenter인벤토리에서관리가상머신이배치될위치를탐색하고선택합니다.

단계 6 귀하의시스템크기용가상머신의이름을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귀사용으로적합한크기선
택에대한자세한정보는시스템크기을참조하십시오.

다른가상머신을배포하기전에관리가상머신을배포해야합니다.자동배포(권장함)를선
택한경우,귀하를위해다른가상머신도배포합니다.수동배포를선택하고 (2000동시사용
자시스템에필요함)관리가상머신을배포한경우,이동일한마법사를사용하여다른가상
머신을배포해야합니다.

참고

Cisco는가상머신이름에유형을포함하도록권장합니다.예를들어,관리가상머신이름에는
"Admin"을포함하여 vCenter인벤토리에서쉽게구별할수있도록합니다.

시스템의모든내부가상머신은관리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선택
한시스템크기에따라하나이상의미디어및웹내부가상머신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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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드롭다운목록에서시스템크기의가상머신을선택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에다른가상머신을배포하기전에먼저관리가상머신을배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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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 vCenter인벤토리를탐색하여시스템의가상머신을배포할클러스터또는 ESXi호스트를선택합니
다.다음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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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클러스터에리소스풀이포함된경우, OVA템플릿을배포할리소스풀을선택하고다음을선택합니
다.
리소스풀은 CPU및메모리리소스를공유하거나 DRS또는 vMotion등의 VMware기능과작동합니
다.리소스풀은하나의 ESXi호스트전용이어야합니다. VMware리소스풀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와의사용에권장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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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 가상머신용데이터스토어및가상머신의구축종류를선택합니다.
씩프로비저닝(Thick Provisioning)을선택하고시스템이요구하는최대가상디스크공간을생성해
야합니다.씬프로비저닝(Thin Provisioning)을사용하면 VMware는필요에따라파일시스템공간을
할당하기때문에성능저하로이어질수있습니다. lazy zero는충분하고 eager zero는괜찮으나, eager
zero는완료하는데더많은시간이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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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1 네트워크매핑을설정합니다.각리소스네트워크용으로대상네트워크열의드롭다운목록에서대
상네트워크를선택합니다.다음을선택합니다.

VM네트워크와VIP네트워크는모두대상네트워크열에동일한값으로매핑되어야합니다.
다수의소스네트워크가동일한호스트네트워크에매핑되었다는경고메시지는무시하십

시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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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2 가상머신의다음정보를입력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다음:

• 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 (여기에도메인은포함하지마십시오)

• 가상머신의도메인

•가상머신의 IPv4주소 (Eth0)

• 가상머신의서브넷마스크

•게이트웨이 IP주소

•이가상머신의 IP주소및호스트이름용입력값을포함하는기본 DNS서버

•이가상머신의 IP주소및호스트이름용입력값을포함하는보조 DNS서버

•이가상머신시동이후설치프로세스중표시될언어

DNS문제를예방하기위해 OVA배포를시작하기전에해당 URL및 IP주소를테스트할수
있습니다.오류가있는경우배포에실패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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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3 입력한정보를확인합니다.잘못된정보가있는경우,뒤로를선택하고해당값을변경하십시오.

단계 14 배포이후시동을체크한후마침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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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5 관리가상머신을배포하는경우, vCenter로이동하고가상머신용콘솔창을엽니다.시동되면 OVA
배포중입력한네트워킹정보를체크하게됩니다.

• 연결이확인되면녹색체크마크가표시됩니다.

• 문제가있으면빨간색 X가표시됩니다.오류를수정한후 OVA배포를다시시도하십시오.

단계 16 모든정보가확인되면콘솔창에표시되는대소문자구분된 URL을적어두십시오.
소프트웨어관리자는이 URL을웹브라우저에입력하고시스템배포를계속합니다.

구성이완료되기전에시스템이다시부팅되면,새암호가생성되며새암호로 URL을사용
해야합니다.

참고

다음에할작업

수동배포를실행하는경우, Cisco는이때시스템의모든나머지가상머신을배포할것을권장합니
다.이는가상머신시동시시간초과등의문제를방지합니다.

배포에성공한후브라우저창에서시스템배포를계속합니다.

배포에실패하면 OVA배포에실패한후네트워킹구성검사하기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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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 배포에실패한후네트워킹구성검사하기
가상머신용네트워킹입력값을확인합니다.

배포실패의경우를제외하고시스템의어떠한가상머신에도설정편집...을사용하지마십시오.
시스템이시동되고실행되면WebEx관리사이트를사용하여가상머신의설정을수정해야합니
다.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는경우,시스템은이러한변경내용을수용하지않습니다.

중요

자세한단계는 VMware vSphere문서를확인하십시오.참고

절차

단계 1 vSphere클라이언트의가상머신에서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단계 2 인벤토리에서가상머신을찾아설정편집...을오른쪽클릭합니다.

단계 3 옵션탭을선택합니다.

단계 4 등록정보를선택하고모든네트워킹정보가정확하게입력되었는지확인합니다.변경이필요하면
올바른설정으로 OVA를다시배포하십시오.
네트워킹문제가발생하는가능한원인중하나는 VLAN라우팅이 ESXi호스트용으로올바르게설
정되지않았기때문일수있습니다.가상머신이이 VLAN에있기때문에가상머신은네트워크에연
결할수없게됩니다. ESXi호스트가상주하는네트워크에서시스템에서가상머신용으로사용하게
될 VLAN의기본게이트웨이 IP주소를핑(ping)할수있어야합니다.

설치용언어선택하기

시스템설치에선호하는언어를결정합니다.

시스템배포가완료될때까지이브라우저창을닫지마십시오.미리브라우저를닫는경우,배포
를다시시작해야할수도있습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VMware vCenter에서관리가상머신을배포했는지확인하십시오.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서
OVA파일배포하기, 18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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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드롭다운메뉴에서언어를선택합니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배포확인하기

절차

단계 1 새시스템을배포하고있거나기존시스템을확장하는경우에확인합니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크기확인하기

OVA파일을사용하여관리가상머신을배포할때시스템의크기를선택했습니다.

• OVA배포중선택한시스템크기가정확한지확인합니다.

◦ 선택한시스템크기가올바르면다음을선택합니다.

◦ 선택한시스템크기가틀리면시스템크기변경을선택합니다.

a)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잘못된시스템크기의관리가상머신의전원 >게
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b) 가상머신을오른쪽클릭하고디스크에서삭제를선택합니다.
c) OVA파일을재배포하고올바른시스템크기의관리가상머신을선택합니다.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절차

단계 1 설치유형을결정합니다.

• 처음으로이시스템을설치하는경우,기본시스템설치를선택합니다.

• 기본시스템을이미설치하였고예비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하려는경우,고가용성 (HA)예비
시스템만들기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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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스템이설치되어있지않으면 HA시스템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기본시스템
을설치하기전에 HA시스템을설치해서는안됩니다.

참고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시스템이요구하는다른가상머신을배포할방법을결정합니다. 2000사용자시스템을선택한경우,
수동배포를선택해야합니다.

절차

단계 1 가상머신을직접배포할것인지,저희측에서배포하길원하는지선택합니다.

• 자동:이는가장빠른설치방법입니다.시스템이요구하는모든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Cisco는수동배포가필요한 2000사용자시스템을배포하는경우를제외하고자동을선택할것
을권장합니다.

배포후에도 Cisco WebEx관리를사용하여시스템을변경할수있습니
다.

참고

• 수동: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각가상머신을직접수동으로배포해야합니다.시스템에관
한몇가지질문에응답하면귀하의스템이요구하는가상머신의목록을제공합니다.

자동또는수동배포에대한귀하의선택은다음에따라결정될수있습니다.다음:

• 시간이제한된경우,자동배포는수동배포보다빠릅니다.

• 단계별안내를원하시면자동배포를선택하십시오.

• Vmware vCenter에익숙하고 vCenter자격증명입력을원치않을경우에는수동배포를선택하
십시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VMware vCenter 자격증명제공하기
자동배포를선택한경우,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귀하의 vCenter자격증명을요구하여가상
머신을배포합니다.

시작하기전에

시스템의모든 ESXi호스트는동일한 VMware vCenter에속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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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시스템이배포될 vCenter의안전한 https URL을입력합니다.

단계 2 가상머신배포에사용할사용자이름을입력합니다. vCenter사용자는관리자에게가상머신배포,구
성,시동및종료,삭제등의작업을허용하는관리자권한을포함해야합니다.

단계 3 이사용자이름의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단계 4 다음을선택합니다.

미디어가상머신용 vCenter 설정선택하기
250사용자및 800사용자시스템배포에미디어가상머신이요구됩니다.

절차

단계 1 드롭다운목록에서미디어가상머신용 ESXi호스트를선택합니다.

단계 2 미디어가상머신의데이터스토어를선택합니다.

단계 3 미디어가상머신의가상머신포트그룹을선택합니다.
Cisco는관리가상머신용으로선택한것과동일한포트그룹을선택할것을권장합니다.

단계 4 다음을선택합니다.

미디어가상머신용네트워킹정보입력하기

미디어가상머신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입력하면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네트
워킹정보를생성하도록시도합니다.

미디어가상머신은관리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미디어가상머신용도
메인, IPv4게이트웨이,서브넷마스크및 DNS서버는편집하지마십시오.

참고

절차

단계 1 미디어가상머신의 FQDN을입력합니다.
DNS서버에이미미디어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및 IP주소가입력되어있어야합니다. CiscoWebEx
Meetings Server는 IPv4주소를조회하고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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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공개액세스추가하기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사용자는인터넷또는모바일장치에서미팅호스트또는참석할수있습

니다.귀사용이정보설정에대한추가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를참조하십
시오.

WebEx관리사이트를통해서이옵션은항상변경할수있습니다.참고

절차

단계 1 외부사용자가미팅을호스트하거나참석할수있는지선택합니다.

• 공개액세스를추가하려면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만들기체크박스가체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내부사용자(회사의방화벽뒤에위치)만미팅을호스트또는참석하도록하려면인터넷리버스
프록시가상머신만들기체크박스를체크해제합니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다음에할작업

• 공개액세스포함: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 vCenter설정선택하기, 34페이지

•공개액세스포함하지않음:비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페이지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 vCenter 설정선택하기
공개액세스에는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이요구됩니다.설치검사목록에서기록한값을입
력합니다.

강제는아니지만보안상의이유로 Cisco는인터넷리버스프록시를관리가상머신과다른서브넷에
위치하도록권장합니다.이는인터넷리버스프록시와내부(관리및미디어포함)가상머신간네트
워크등급격리를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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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가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을배포할수있도록 VMware vCenter가요구하는방화
벽포트가열려있는지확인하십시오.필수방화벽포트에대한자세한정보는CiscoWebEx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참고

절차

단계 1 드롭다운목록에서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 ESXi호스트를선택합니다.

단계 2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데이터스토어를선택합니다.

단계 3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가상머신포트그룹을선택합니다.

단계 4 다음을선택합니다.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네트워킹정보입력하기

인터넷리버스프록시는사용자가인터넷또는모바일장치에서미팅을호스트하거나미팅에참석

할수있도록합니다.

시작하기전에

• 보안상의이유로, Cisco는인터넷리버스프록시를관리가상머신과다른서브넷에위치하도록
권장합니다.

• 외부네트워크로부터의조회를허용하려면 DNS서버에인터넷리버스프록시의 IP주소및호
스트이름을입력합니다.

내부네트워크에서조회가능한 DNS서버를갖고있는경우,해당 DNS서버에도인터넷리버스
프록시의 IP주소및호스트이름을입력합니다.이를통해내부가상머신(관리및미디어포함)과
인터넷리버스프록시를안전하게연결할수있습니다.

참고

• 인터넷리버스프록시에다음을입력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다음:

◦ 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
DNS서버에이미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및 IP주소가입력되어있
어야합니다.시스템은이를조회하여 Ipv4주소필드에채워넣게됩니다.

◦ IPv4게이트웨이

◦ IPv4서브넷마스크

◦기본 DNS서버 IPv4주소

◦ (선택사항)보조 DNS서버 IPv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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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VIP 주소입력하기
• 이공개 VIP주소는인터넷과내부네트워크(분할-수평 DNS에만해당)에서볼수있어야합니
다.

• 이공개 VIP주소는인터넷리버스프록시와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 분할-수평 DNS가없는경우공개 VIP주소를사용하여미팅을호스트하고참석합니다.

• 분할-수평DNS가있고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외부사용자는공개VIP주소를사용하여미
팅을호스트하고참석합니다.

비분할-수평및분할-수평 DNS및공개액세스에대한자세한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
획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고가용성 (HA)시스템을만드는경우,이정보를다시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본시스템용으
로입력한정보를사용하게됩니다.

참고

• 공개 VIP IPv4주소를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비공개 VIP 주소입력하기
비공개 VIP주소로매핑된관리사이트 URL에서관리자는시스템을구성,모니터및유지관리할수
있습니다.

분할-수평DNS가있는경우,내부사용자도비공개VIP주소를사용하여미팅을호스트하고참석
합니다.

참고

고가용성 (HA)시스템을추가하는경우,이정보를다시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본시스템용
으로입력한정보를사용하게됩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비공개가상 IP (VIP)주소는내부 (관리및미디어포함)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
다.

• IPv4비공개 VIP주소를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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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 사이트및 WebEx 관리 URL

WebEx 사이트 URL

최종사용자는WebEx사이트 URL에액세스하여미팅을호스트하거나참석합니다.이 URL은분할-
수평 DNS사용여부에따라비공개 VIP주소또는공개 VIP주소를확인합니다.

• "분할-수평" DNS가없으면모든사용자에대해공개 VIP주소를확인합니다.

• 분할-수평 DNS가있으면외부사용자에대해공개 VIP주소가확인됩니다.

• 분할-수평 DNS가있으면내부사용자에대해비공개 VIP주소가확인됩니다.

WebEx 관리 URL

관리자가WebEx관리 URL에액세스하여시스템을구성,관리하고모니터합니다.이 URL은비공개
VIP주소로확인됩니다.

WebEx 사이트및 WebEx 관리 URL 이름

해당 URL(모두소문자로구성됨)에는거의모든이름을선택할수있습니다.단,사이트 URL에서다
음은호스트이름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다음:

• 시스템을구성하는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과동일한이름

• authentication

• client

• companylogo

• dispatcher

• docs

• elm-admin

• elm-client-services

• emails

• maintenance

• manager

• orion

• oriondata

• oriontemp

• nbr

• npp

• probe

• rem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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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 solr

• TomcatROOT

• upgradeserver

• url0107ld

• version

•WBXService

• webex

WebEx 사이트및관리 URL 입력하기
• 시스템에서관리또는WebEx사이트 URL의호스트이름부분에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을다
시사용할수없습니다.

•WebEx사이트 URL은WebEx관리 URL과달라야합니다.

고가용성 (HA)시스템을추가하는경우,이정보를다시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본시스템용
으로입력한정보를사용하게됩니다.

참고

• 다음보안 (https) URL을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WebEx사이트 URL:사용자미팅호스트및참석용

◦WebEx관리 URL:시스템관리자시스템관리용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는지확인하기

이화면은시스템이요구하는네트워킹변경사항의온라인도움말로의링크를제공합니다.온라인
도움말은 DNS서버변경및방화벽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을제공합니다.

필요한 DNS서버및방화벽변경사항을적용해야합니다.다음단계에서네트워크연결을테스
트합니다.

참고

• 아직완료하지않은경우네트워킹구성을완료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다음을선택한후:

• 자동배포:시스템이요구하는가상머신의배포를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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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배포:다음화면에서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을입력하고배포하게됩니다(아직배
포하지않은경우).이미배포한경우에는전원을켜고모든가상머신이성공적으로시동
되는지확인합니다.

가상머신배포하기

이전에입력한정보에기반하여시스템이요구하는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배포를완료할때까지몇분이걸릴수있습니다.모든가상머신이성공적으로배포되고시동될
때까지이페이지를떠나지마십시오.떠나는경우문제를가리키는오류메시지가나타나며배
포에실패합니다.

참고

• 다음중하나를완료합니다.

◦ 오류가없는경우,상태가모두녹색체크를표시하면다음을선택합니다.

◦ 오류가있는경우,해당오류를수정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로그파일다운로드를선택하여이배포의로그파일을가져올수도있습니다.이를통해배포에
대한기록을보관할수있으며실패한배포의문제해결에사용할수도있습니다.

참고

배포를다시실행하기전에문제가있는가상머신의전원을모두끄고삭제했는지확인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시스템배포를다시시도할때기존가상머신에대한오류메시지를수신하게될

수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점검하기

이전에입력한정보에기반하여시스템의구성을점검하고있습니다.가상머신이최소구성요구사
항에부합하는지를확인하고WebEx사이트및WebEx관리 URL의유효성을점검합니다.

시스템검사를완료할때까지몇분이걸릴수있습니다.모든점검이성공적으로완료될때까지
이페이지를떠나지마십시오.떠나는경우문제를가리키는오류메시지가나타나며시스템점
검에실패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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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이완료되기전에페이지를다시로드하는경우,이시스템배포의첫페이지로돌아가게됩
니다.단,점검이완료된경우에는기본구성의첫페이지(메일서버및관리자를설정한위치)로
돌아가게됩니다.

참고

배포프로세스중사용된관리사이트 URL은관리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입니다.단,기본구성
중호스트이름은실제관리사이트 URL로대체됩니다.결과적으로,처음관리사이트에사인인
하면시스템이해당인증서제외를수락하도록안내할수도있습니다.

참고

• 다음중하나를완료합니다.다음:

◦ 오류가없는경우,상태가모두녹색체크를표시하면다음을선택합니다.시스템의메일
서버설정하기, 67페이지을(를)계속합니다.

◦ 네트워크연결에문제가있는경우WebEx사이트및관리 URL, IP주소가정확하게입력
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해당사이트가올바른서브넷에위치했는지, DNS서버에정확히
입력되었는지확인합니다.

◦ 시스템이최소시스템용량에부합하지못하는경우엔두가지옵션이있습니다.

◦ VMware vCenter에서모든가상머신의전원을끄고수동으로삭제할것을권장합니
다.그후최소요구사항을충족하거나초과하는리소스의시스템에서시스템배포를
다시시도합니다.

◦ 현재설치로진행하도록선택할수도있습니다.계속진행하면 Cisco로부터기술지원
요청권리를포기하는것임을숙지하고있어야합니다.오류메시지체크박스를체크
하여확인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 하나이상의가상머신에다른문제가있는경우 VMware vCenter에서해당가상머신의전
원을끈후수동으로삭제합니다.그후문제를해결하고다시시스템배포를시도합니다.

배포를다시실행하기전에문제가있는가상머신의전원을모두끄고삭제했는지확인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시스템배포를다시시도할때기존가상머신에대한오류메시지를수신하게될

수있습니다.

참고

◦ 매우드문경우이지만선택되지않음이표시될수있습니다.
이것은가상머신에문제가있다는것을의미하지않습니다.일시적인네트워크연결끊김
과같은이유로인해시스템검사를완료하지못했음을나타낼뿐입니다.배포가완료되면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하여리소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 계속을선택하여기본구성의첫번째페이지(메일서버및관리자를설정한위치)로이동합니
다.다른관리자가기본구성을실행하려는경우,이 URL을적어두고소프트웨어관리자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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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수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설치하기

• 시스템배포에대한일반적인개념, 41 페이지

• 설치검사목록, 42 페이지

• 수동배포용필수정보, 43 페이지

•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서 OVA파일배포하기, 45 페이지

• 설치용언어선택하기, 57 페이지

• 배포확인하기, 58 페이지

• 시스템크기확인하기, 58 페이지

•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58 페이지

•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59 페이지

• 공개액세스추가하기, 59 페이지

• 공개 VIP주소입력하기, 60 페이지

• 비공개 VIP주소입력하기, 61 페이지

• WebEx사이트및WebEx관리 URL, 61 페이지

• WebEx사이트및관리 URL입력하기, 62 페이지

•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는지확인하기, 63 페이지

• 가상머신배포하기, 63 페이지

• 시스템점검하기, 64 페이지

시스템배포에대한일반적인개념

시스템크기

• 50동시사용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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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하나의관리가상머신과하나의선택적인인터넷리버
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 250동시사용자시스템

◦전형적으로 2500명에서 5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관리가상머신,미디어가상머신및선택적인인터넷
리버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 800동시사용자시스템

◦전형적으로 8000명에서 16,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관리가상머신,미디어가상머신및선택적인인터넷
리버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 2000동시사용자시스템

◦전형적으로 20,000명에서 40,000명사이의직원을둔회사지원

◦기본시스템(HA포함하지않음)은하나의관리가상머신, 3개의미디어가상머신, 2개의
웹머신및하나의선택적인인터넷리버스프록시(공개액세스용)로구성

배포중사용되는용어

설명필드명

미팅호스트및참석을위한사용자용보안 http URL.WebEx사이트 URL

시스템구성,모니터및관리를위한관리자용보안 http URL.WebEx관리 URL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공개 VIP

• 관리사이트 URL용 IP주소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 (분할-수평 DNS를갖고있는경
우내부사용자전용).

비공개 VIP

설치검사목록

CiscoWebExMeetings Server시스템이배포된위치에서ESXi호스트를관리하려면VMware vCenter
를사용해야합니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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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변경

귀하의배포용으로적합한네트워킹검사목록을참조하십시오.두가지고려할부분이있습니다.다
음:

• 공개액세스:사용자가방화벽의외부에위치했어도인터넷또는모바일장치에서미팅에액세
스하고호스트할수있음.

Cisco는모바일작업에보다적합한공개액세스를권장합니다.

• 귀사의 DNS설정유형:분할-수평 DNS또는비분할-수평 DNS (가장일반적인 DNS구성).

해당 DNS설정유형에대한자세한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를참조하
십시오.

• 관리자의데스크탑에서관리가상머신으로 10200번포트를엽니다.

10200번포트는배포되는동안웹브라우저에의해사용됩니다.

배포용적합한검사목록을선택:

• 공개액세스및비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1페이지

•공개액세스를포함하지않는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2페이지

•공개액세스및분할-수평 DNS를포함한시스템용네트워킹검사목록, 12페이지

필수정보

(50명의동시사용자, 250명의동시사용자및 800명의동시사용자지원)자동배포시스템또는
(모든시스템크기지원)수동배포을실행하는경우필수정보는다양합니다. Cisco는수동배포
가필요한 2000사용자시스템을배포하는경우를제외하고자동배포를선택할것을권장합니다.
아래에서적합한링크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배포유형에필수적인정보의검사목록선택:

• 자동배포용필수정보, 16페이지

•수동배포용필수정보, 43페이지

수동배포용필수정보

수동배포에서는 vSphere클라이언트에서 OVA마법사를사용하여귀하가시스템용모든가상머신
을만듭니다.그후수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을설치합니다.

2000사용자시스템을배포하는경우수동배포를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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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배포를시작하기전에 DNS서버에가상머신 FQDN, IP주소, WebEx및관리사이트 URL
및 VIP주소를추가했는지확인하십시오.배포마지막에이정보를사용하여네트워크연결을확
인하게됩니다.

DNS문제를예방하려면 OVA배포를시작하기전에해당 URL및 IP주소를테스트하십시오.이
작업이선행되지않으면해당오류를수정할때까지시스템배포에실패하게됩니다.

참고

다음은귀하의시스템용필수정보를순차적으로나열한것입니다.

시스템용값설명필드명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 (사이트사용자가
미팅호스트및참석하기위해액세스)

공개 VIP

• 관리사이트 URL용 IP주소 (관리자가시스
템을구성,모니터및관리하기위해액세스)

•WebEx사이트 URL용 IP주소 (분할-수평
DNS를갖고있는경우내부사용자전용).

비공개 VIP

미팅호스트및참석을위한사용자용보안 http
URL (모두소문자).

WebEx사이트 URL

시스템구성,모니터및관리를위한관리자용보
안 http URL (모두소문자).

WebEx관리 URL

선택한시스템크기에따른미디어및웹가상머

신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모두소문자).
내부가상머신의
FQDN

공개액세스를추가하려면인터넷리버스프록시

가상머신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모두소문자)
을입력해야함.

(공개액세스전용)
인터넷리버스프록

시의 FQDN

다음에수행할작업

이정보로브라우저창에배포 URL을입력하여시스템배포를시작합니다. (배포 URL은관리가상
머신용콘솔창에적혀있습니다.)

구성이완료되기전에시스템이다시부팅되면새암호가생성되며,새암호로배포 URL을사용
해야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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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OVA 파일배포하기
시스템을배포하기전에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시스템용관리가상머신을배포해
야합니다.

다음절차는일반안내서로제공됩니다. OVA배포중보게되는정확한화면은 vCenter,스토리
지,네트워크구성등에따라이절차와약간다를수도있습니다. OVA마법사에대한완전한정
보는 VMware vSphere문서를참조하십시오.

참고

시작하기전에

시스템용 Cisco WebEx Meetings Server OVA파일을확보하고 VMware vSphere에서액세스할수있는
장소에위치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이배포된위치에서 ESXi호스트를관리하려면 VMware vCenter
를사용해야합니다.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 vCenter에사인인하고관리가상머신용 OVA
파일을배포하십시오.

절차

단계 1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사인인합니다.
다음작업을실행하려면관리자권한이있는사용자로사인인하십시오.다음:가상머신을배포,구
성,시동또는종료,삭제하기위해.

단계 2 파일 > OVF템플릿배포...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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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찾아보기를선택하여 OVA파일의위치를탐색합니다.다음을선택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링크를선택하여이시스템에대한자세한정보가포함된웹페이지로
이동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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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최종사용자라이센스동의를읽고수락을선택한후다음을클릭하십시오.

단계 5 vCenter인벤토리에서관리가상머신이배치될위치를탐색하고선택합니다.

단계 6 귀하의시스템크기용가상머신의이름을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귀사용으로적합한크기선
택에대한자세한정보는시스템크기을참조하십시오.

다른가상머신을배포하기전에관리가상머신을배포해야합니다.자동배포(권장함)를선
택한경우,귀하를위해다른가상머신도배포합니다.수동배포를선택하고 (2000동시사용
자시스템에필요함)관리가상머신을배포한경우,이동일한마법사를사용하여다른가상
머신을배포해야합니다.

참고

Cisco는가상머신이름에유형을포함하도록권장합니다.예를들어,관리가상머신이름에는
"Admin"을포함하여 vCenter인벤토리에서쉽게구별할수있도록합니다.

시스템의모든내부가상머신은관리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선택
한시스템크기에따라하나이상의미디어및웹내부가상머신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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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드롭다운목록에서시스템크기의가상머신을선택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에다른가상머신을배포하기전에먼저관리가상머신을배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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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8 vCenter인벤토리를탐색하여시스템의가상머신을배포할클러스터또는 ESXi호스트를선택합니
다.다음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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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 클러스터에리소스풀이포함된경우, OVA템플릿을배포할리소스풀을선택하고다음을선택합니
다.
리소스풀은 CPU및메모리리소스를공유하거나 DRS또는 vMotion등의 VMware기능과작동합니
다.리소스풀은하나의 ESXi호스트전용이어야합니다. VMware리소스풀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와의사용에권장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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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0 가상머신용데이터스토어및가상머신의구축종류를선택합니다.
씩프로비저닝(Thick Provisioning)을선택하고시스템이요구하는최대가상디스크공간을생성해
야합니다.씬프로비저닝(Thin Provisioning)을사용하면 VMware는필요에따라파일시스템공간을
할당하기때문에성능저하로이어질수있습니다. lazy zero는충분하고 eager zero는괜찮으나, eager
zero는완료하는데더많은시간이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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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1 네트워크매핑을설정합니다.각리소스네트워크용으로대상네트워크열의드롭다운목록에서대
상네트워크를선택합니다.다음을선택합니다.

VM네트워크와VIP네트워크는모두대상네트워크열에동일한값으로매핑되어야합니다.
다수의소스네트워크가동일한호스트네트워크에매핑되었다는경고메시지는무시하십

시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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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2 가상머신의다음정보를입력한후다음을선택합니다.다음:

• 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 (여기에도메인은포함하지마십시오)

• 가상머신의도메인

•가상머신의 IPv4주소 (Eth0)

• 가상머신의서브넷마스크

•게이트웨이 IP주소

•이가상머신의 IP주소및호스트이름용입력값을포함하는기본 DNS서버

•이가상머신의 IP주소및호스트이름용입력값을포함하는보조 DNS서버

•이가상머신시동이후설치프로세스중표시될언어

DNS문제를예방하기위해 OVA배포를시작하기전에해당 URL및 IP주소를테스트할수
있습니다.오류가있는경우배포에실패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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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3 입력한정보를확인합니다.잘못된정보가있는경우,뒤로를선택하고해당값을변경하십시오.

단계 14 배포이후시동을체크한후마침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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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5 관리가상머신을배포하는경우, vCenter로이동하고가상머신용콘솔창을엽니다.시동되면 OVA
배포중입력한네트워킹정보를체크하게됩니다.

• 연결이확인되면녹색체크마크가표시됩니다.

• 문제가있으면빨간색 X가표시됩니다.오류를수정한후 OVA배포를다시시도하십시오.

단계 16 모든정보가확인되면콘솔창에표시되는대소문자구분된 URL을적어두십시오.
소프트웨어관리자는이 URL을웹브라우저에입력하고시스템배포를계속합니다.

구성이완료되기전에시스템이다시부팅되면,새암호가생성되며새암호로 URL을사용
해야합니다.

참고

다음에할작업

수동배포를실행하는경우, Cisco는이때시스템의모든나머지가상머신을배포할것을권장합니
다.이는가상머신시동시시간초과등의문제를방지합니다.

배포에성공한후브라우저창에서시스템배포를계속합니다.

배포에실패하면 OVA배포에실패한후네트워킹구성검사하기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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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 배포에실패한후네트워킹구성검사하기
가상머신용네트워킹입력값을확인합니다.

배포실패의경우를제외하고시스템의어떠한가상머신에도설정편집...을사용하지마십시오.
시스템이시동되고실행되면WebEx관리사이트를사용하여가상머신의설정을수정해야합니
다.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는경우,시스템은이러한변경내용을수용하지않습니다.

중요

자세한단계는 VMware vSphere문서를확인하십시오.참고

절차

단계 1 vSphere클라이언트의가상머신에서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단계 2 인벤토리에서가상머신을찾아설정편집...을오른쪽클릭합니다.

단계 3 옵션탭을선택합니다.

단계 4 등록정보를선택하고모든네트워킹정보가정확하게입력되었는지확인합니다.변경이필요하면
올바른설정으로 OVA를다시배포하십시오.
네트워킹문제가발생하는가능한원인중하나는 VLAN라우팅이 ESXi호스트용으로올바르게설
정되지않았기때문일수있습니다.가상머신이이 VLAN에있기때문에가상머신은네트워크에연
결할수없게됩니다. ESXi호스트가상주하는네트워크에서시스템에서가상머신용으로사용하게
될 VLAN의기본게이트웨이 IP주소를핑(ping)할수있어야합니다.

설치용언어선택하기

시스템설치에선호하는언어를결정합니다.

시스템배포가완료될때까지이브라우저창을닫지마십시오.미리브라우저를닫는경우,배포
를다시시작해야할수도있습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VMware vCenter에서관리가상머신을배포했는지확인하십시오.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서
OVA파일배포하기, 18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57

설치용언어선택하기



절차

단계 1 드롭다운메뉴에서언어를선택합니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배포확인하기

절차

단계 1 새시스템을배포하고있거나기존시스템을확장하는경우에확인합니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크기확인하기

OVA파일을사용하여관리가상머신을배포할때시스템의크기를선택했습니다.

• OVA배포중선택한시스템크기가정확한지확인합니다.

◦ 선택한시스템크기가올바르면다음을선택합니다.

◦ 선택한시스템크기가틀리면시스템크기변경을선택합니다.

a)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잘못된시스템크기의관리가상머신의전원 >게
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b) 가상머신을오른쪽클릭하고디스크에서삭제를선택합니다.
c) OVA파일을재배포하고올바른시스템크기의관리가상머신을선택합니다.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절차

단계 1 설치유형을결정합니다.

• 처음으로이시스템을설치하는경우,기본시스템설치를선택합니다.

• 기본시스템을이미설치하였고예비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하려는경우,고가용성 (HA)예비
시스템만들기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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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스템이설치되어있지않으면 HA시스템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기본시스템
을설치하기전에 HA시스템을설치해서는안됩니다.

참고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시스템이요구하는다른가상머신을배포할방법을결정합니다. 2000사용자시스템을선택한경우,
수동배포를선택해야합니다.

절차

단계 1 가상머신을직접배포할것인지,저희측에서배포하길원하는지선택합니다.

• 자동:이는가장빠른설치방법입니다.시스템이요구하는모든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Cisco는수동배포가필요한 2000사용자시스템을배포하는경우를제외하고자동을선택할것
을권장합니다.

배포후에도 Cisco WebEx관리를사용하여시스템을변경할수있습니
다.

참고

• 수동: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각가상머신을직접수동으로배포해야합니다.시스템에관
한몇가지질문에응답하면귀하의스템이요구하는가상머신의목록을제공합니다.

자동또는수동배포에대한귀하의선택은다음에따라결정될수있습니다.다음:

• 시간이제한된경우,자동배포는수동배포보다빠릅니다.

• 단계별안내를원하시면자동배포를선택하십시오.

• Vmware vCenter에익숙하고 vCenter자격증명입력을원치않을경우에는수동배포를선택하
십시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공개액세스추가하기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사용자는인터넷또는모바일장치에서미팅호스트또는참석할수있습

니다.귀사용이정보설정에대한추가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를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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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x관리사이트를통해서이옵션은항상변경할수있습니다.참고

절차

단계 1 외부사용자가미팅을호스트하거나참석할수있는지선택합니다.

• 공개액세스를추가하려면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만들기체크박스가체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내부사용자(회사의방화벽뒤에위치)만미팅을호스트또는참석하도록하려면인터넷리버스
프록시가상머신만들기체크박스를체크해제합니다.

단계 2 다음을선택합니다.

다음에할작업

• 공개액세스포함: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 vCenter설정선택하기, 34페이지

•공개액세스포함하지않음:비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페이지

공개 VIP 주소입력하기
• 이공개 VIP주소는인터넷과내부네트워크(분할-수평 DNS에만해당)에서볼수있어야합니
다.

• 이공개 VIP주소는인터넷리버스프록시와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 분할-수평 DNS가없는경우공개 VIP주소를사용하여미팅을호스트하고참석합니다.

• 분할-수평DNS가있고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외부사용자는공개VIP주소를사용하여미
팅을호스트하고참석합니다.

비분할-수평및분할-수평 DNS및공개액세스에대한자세한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
획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고가용성 (HA)시스템을만드는경우,이정보를다시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본시스템용으
로입력한정보를사용하게됩니다.

참고

• 공개 VIP IPv4주소를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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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VIP 주소입력하기
비공개 VIP주소로매핑된관리사이트 URL에서관리자는시스템을구성,모니터및유지관리할수
있습니다.

분할-수평DNS가있는경우,내부사용자도비공개VIP주소를사용하여미팅을호스트하고참석
합니다.

참고

고가용성 (HA)시스템을추가하는경우,이정보를다시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본시스템용
으로입력한정보를사용하게됩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비공개가상 IP (VIP)주소는내부 (관리및미디어포함)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
다.

• IPv4비공개 VIP주소를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WebEx 사이트및 WebEx 관리 URL

WebEx 사이트 URL

최종사용자는WebEx사이트 URL에액세스하여미팅을호스트하거나참석합니다.이 URL은분할-
수평 DNS사용여부에따라비공개 VIP주소또는공개 VIP주소를확인합니다.

• "분할-수평" DNS가없으면모든사용자에대해공개 VIP주소를확인합니다.

• 분할-수평 DNS가있으면외부사용자에대해공개 VIP주소가확인됩니다.

• 분할-수평 DNS가있으면내부사용자에대해비공개 VIP주소가확인됩니다.

WebEx 관리 URL

관리자가WebEx관리 URL에액세스하여시스템을구성,관리하고모니터합니다.이 URL은비공개
VIP주소로확인됩니다.

WebEx 사이트및 WebEx 관리 URL 이름

해당 URL(모두소문자로구성됨)에는거의모든이름을선택할수있습니다.단,사이트 URL에서다
음은호스트이름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다음:

• 시스템을구성하는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과동일한이름

•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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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 companylogo

• dispatcher

• docs

• elm-admin

• elm-client-services

• emails

• maintenance

• manager

• orion

• oriondata

• oriontemp

• nbr

• npp

• probe

• reminder

• ROOT

• solr

• TomcatROOT

• upgradeserver

• url0107ld

• version

•WBXService

• webex

WebEx 사이트및관리 URL 입력하기
• 시스템에서관리또는WebEx사이트 URL의호스트이름부분에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을다
시사용할수없습니다.

•WebEx사이트 URL은WebEx관리 URL과달라야합니다.

고가용성 (HA)시스템을추가하는경우,이정보를다시입력하지않아도됩니다.기본시스템용
으로입력한정보를사용하게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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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보안 (https) URL을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WebEx사이트 URL:사용자미팅호스트및참석용

◦WebEx관리 URL:시스템관리자시스템관리용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는지확인하기

이화면은시스템이요구하는네트워킹변경사항의온라인도움말로의링크를제공합니다.온라인
도움말은 DNS서버변경및방화벽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을제공합니다.

필요한 DNS서버및방화벽변경사항을적용해야합니다.다음단계에서네트워크연결을테스
트합니다.

참고

• 아직완료하지않은경우네트워킹구성을완료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다음을선택한후:

• 자동배포:시스템이요구하는가상머신의배포를시작합니다.

• 수동배포:다음화면에서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을입력하고배포하게됩니다(아직배
포하지않은경우).이미배포한경우에는전원을켜고모든가상머신이성공적으로시동
되는지확인합니다.

가상머신배포하기

시스템에가상머신에대한정보를제공한후시스템에배포된각가상머신의연결을시도하게됩니

다.

시스템이모든가상머신에연결될때까지이페이지에서떠나지마십시오.떠나는경우문제를
가리키는오류메시지가나타나며연결이실패됩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시스템에필요한추가적인가상머신에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입력합니다. (OVA파일에서
배포할때이미관리가상머신 FQDN을입력했습니다.)

단계 2 이미수행하지않은경우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시스템이요구하는모든추가가상머신을배
포합니다.

단계 3 모든가상머신의전원을켜고성공적으로시동되는지확인합니다.그런다음가상머신검색을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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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해당가상머신의연결을시도하게됩니다.이작업은몇분정도소요됩니다.

단계 4 모든가상머신에대한연결됨상태가표시될때까지대기하고다음중한작업을완료하십시오.

• 오류가없으면상태에모두녹색체크표시가나타납니다.만족스러우면다음을선택합니다.그
렇지않으면가상머신의 FQDN을변경하고가상머신검색을다시선택합니다.

• 오류가있는경우,해당오류를수정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로그파일다운로드를선택하여이배포의로그파일을가져올수도있습니다.이를통
해배포에대한기록을보관할수있으며실패한배포의문제해결에사용할수도있습

니다.

참고

• 하나이상의가상머신에다른문제가있는경우 VMware vCenter에서해당가상머신의전원을
끈후수동으로삭제합니다.문제를수정한후 OVA파일에서가상머신을다시배포하고가상
머신탐색을선택합니다.

배포를다시실행하기전에문제가있는가상머신의전원을모두끄고삭제했는지확

인하십시오.그렇지않으면기존가상머신에대한오류메시지를수신하게될수있습
니다.

참고

시스템점검하기

이전에입력한정보에기반하여시스템의구성을점검하고있습니다.가상머신이최소구성요구사
항에부합하는지를확인하고WebEx사이트및WebEx관리 URL의유효성을점검합니다.

시스템검사를완료할때까지몇분이걸릴수있습니다.모든점검이성공적으로완료될때까지
이페이지를떠나지마십시오.떠나는경우문제를가리키는오류메시지가나타나며시스템점
검에실패합니다.

참고

점검이완료되기전에페이지를다시로드하는경우,이시스템배포의첫페이지로돌아가게됩
니다.단,점검이완료된경우에는기본구성의첫페이지(메일서버및관리자를설정한위치)로
돌아가게됩니다.

참고

배포프로세스중사용된관리사이트 URL은관리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입니다.단,기본구성
중호스트이름은실제관리사이트 URL로대체됩니다.결과적으로,처음관리사이트에사인인
하면시스템이해당인증서제외를수락하도록안내할수도있습니다.

참고

• 다음중하나를완료합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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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가없는경우,상태가모두녹색체크를표시하면다음을선택합니다.시스템의메일
서버설정하기, 67페이지을(를)계속합니다.

◦ 네트워크연결에문제가있는경우WebEx사이트및관리 URL, IP주소가정확하게입력
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해당사이트가올바른서브넷에위치했는지, DNS서버에정확히
입력되었는지확인합니다.

◦ 시스템이최소시스템용량에부합하지못하는경우엔두가지옵션이있습니다.

◦ VMware vCenter에서모든가상머신의전원을끄고수동으로삭제할것을권장합니
다.그후최소요구사항을충족하거나초과하는리소스의시스템에서시스템배포를
다시시도합니다.

◦ 현재설치로진행하도록선택할수도있습니다.계속진행하면 Cisco로부터기술지원
요청권리를포기하는것임을숙지하고있어야합니다.오류메시지체크박스를체크
하여확인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 하나이상의가상머신에다른문제가있는경우 VMware vCenter에서해당가상머신의전
원을끈후수동으로삭제합니다.그후문제를해결하고다시시스템배포를시도합니다.

배포를다시실행하기전에문제가있는가상머신의전원을모두끄고삭제했는지확인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시스템배포를다시시도할때기존가상머신에대한오류메시지를수신하게될

수있습니다.

참고

◦ 매우드문경우이지만선택되지않음이표시될수있습니다.
이것은가상머신에문제가있다는것을의미하지않습니다.일시적인네트워크연결끊김
과같은이유로인해시스템검사를완료하지못했음을나타낼뿐입니다.배포가완료되면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하여리소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 계속을선택하여기본구성의첫번째페이지(메일서버및관리자를설정한위치)로이동합니
다.다른관리자가기본구성을실행하려는경우,이 URL을적어두고소프트웨어관리자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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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서버, 시간대및위치구성하기

• 시스템의메일서버설정하기, 67 페이지

• 시스템용시간대및위치설정하기, 68 페이지

• 메일서버,시간대,위치설정확인하기, 68 페이지

• 시스템용첫관리자계정설정하기, 68 페이지

• 시스템테스트하기, 69 페이지

시스템의메일서버설정하기

이메일서버를설정하면시스템은기업메일서버를사용하여관리자(경고,알람,보고서등)및사용
자(미팅초대,비밀번호재설정등)에게이메일을보낼수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시스템에요구되는가상머신의배포를성공적으로완료했습니다.

절차

단계 1 시스템이이메일발송에사용할메일서버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입력합니다.

단계 2 TLS활성화됨을원하는경우이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단계 3 기본값을사용하지않으려면포트필드를편집해도됩니다.
기본값으로 SMTP포트번호는 25또는 465(보안 SMTP포트번호)입니다.

웹노드및관리노드는구성된메일서버에 SMTP요청을보냅니다.내부웹/관리가상머신
과메일서버사이에방화벽이있으면 SMTP트래픽은차단될수도있습니다.메일서버구성
및메일통지가올바르게작동하도록하려면메일서버와웹및관리가상머신사이의포트

25또는 465(보안 SMTP포트번호)가열려있는지확인하십시오.

참고

단계 4 메일서버인증을활성화하려면서버인증활성화됨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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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인증을활성화하면사용자이름및비밀번호필드가표시됩니다.

단계 5 표시가되면사용자이름및비밀번호자격증명을입력하여시스템이기업메일서버에액세스하도

록합니다.
시스템이메일은 admin@<WebEx-site-URL>로부터발송됩니다.메일서버가이사용자를인식하도
록설정하십시오.

단계 6 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용시간대및위치설정하기

시작하기전에

Windows 7을실행하고있으며 Internet Explorer 10브라우저에 Cisco WebEx사이트가열려있는경우,
문서 Internet Explorer 10표준을선택하여응용프로그램의모든버튼이올바르게작동하는지확인할
수도있습니다.

• 도구 >개발자도구를선택합니다.

• 개발자도구창의상단에서문서모드: IE7표준 > Internet Explorer 10표준을선택합니다.

절차

단계 1 드롭다운목록에서시스템의로컬시간대를선택합니다.

단계 2 드롭다운목록에서시스템의국가위치를선택합니다.

단계 3 다음을선택합니다.

메일서버, 시간대, 위치설정확인하기
이전화면에해당설정을입력했습니다.

• 이전에입력한정보를다시확인합니다.오류가있는경우뒤로를선택합니다.그렇지않으면
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용첫관리자계정설정하기

시스템은배포프로세스의일부로하나의관리자계정을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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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리자는시스템으로사인인하여비밀번호를생성하고추가관리자및사용자를추가해야합

니다.이작업이선행되지않으면다른사용자는시스템에액세스할수없게됩니다.
주의

시작하기전에

시스템이관리자및사용자에게이메일을발송하도록하려면정확하게시스템용메일서버를설정

해야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자의이름및성을입력합니다.

단계 2 관리자의전체이메일주소를입력한후다시입력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비밀번호를생성하려면다음을선택합니다.

단계 4 비밀번호를입력한후다시입력하여확인합니다.

단계 5 WebEx관리사이트로사인인하려면제출을선택합니다.

단계 6 시스템으로사인인하여추가사용자를추가해야합니다.새로운사용자를생성하면시스템은각사
용자에게이메일을발송하여사용자가사인인하고비밀번호를만들도록요청합니다.
처음으로사인인하면각관리자는시스템의지침서를볼수있게됩니다.관리자는즉시지침서를보
거나나중에확인할수있습니다.

시스템테스트하기

시스템에서실행할일부권장테스트는이섹션에나열됩니다.해당테스트를완료하고이제품의지
원페이지에제공된두개의진단도구를사용하여시스템의유효성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다
음:미팅테스트및시스템리소스테스트.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테스트할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를마칠때까지원본시스템을

유지할수있습니다. (단,동시에두시스템을모두시동할수는없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
결과에만족하면원본시스템을 (영구적으로)제거할수있습니다.기존시스템을제거또는삭제할
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실행중인지확인하십시오.이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
있는기본가상머신디스크 (VMDK)파일의우발적인제거를방지합니다.

• 사용자추가,편집,활성화및비활성화.

• 미팅예약및시작.

• 기존미팅재예약.

• 예정된미팅또는미팅시리즈삭제.

• 미팅첨부파일열기.

• 미팅녹화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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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설치후시스템재정비하기

이장에서는초기시스템배포이후상이한시스템재정비과정을나열합니다.

• 시스템에 HA추가,업데이트,업그레이드또는확장하기, 71 페이지

• 시스템재정비절차준비하기, 72 페이지

시스템에 HA 추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또는확장하기
다음절차는 "시스템재정비"로간주되며관리자의사전준비가요구됩니다.다음:

• 고가용성(HA)시스템제거또는추가하기

• ISO업데이트파일을사용하여시스템을다음버전으로업데이트하기

•업그레이드버전용 OVA파일에서시스템을재배포하여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현재크기에서더큰크기로시스템확장하기

해당절차를수행할때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하게됩니다.이런이유로,일부해당작업을
함께예약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습니다.예:동일한유지관리기간동안시스템업데이트및시스
템확장하기.

다음제한사항에유의하십시오.다음:

• 시스템에이미 HA를추가했으며시스템을확장하거나업그레이드하려는경우,업그레이드이
후다시 HA시스템을재배포해야합니다.

시스템확장또는업그레이드에는확장또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으로의시스템데이터베이스

전송과함께새시스템의배포가요구됩니다.새시스템을배포할때기본시스템또는 HA시스
템중선택하도록요청받게됩니다.한번에두시스템모두를배포할수는없습니다.따라서먼
저 OVA파일로기본시스템을배포한후기본시스템에사용된동일한 OVA파일로 HA시스템
을배포해야합니다.

• (ISO업데이트파일로) HA시스템의추가및업데이트를원하는경우, HA시스템을먼저추가
한후병합된 (기본및 HA)시스템을업데이트하도록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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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절차는HA시스템의포함여부와관계없이모든시스템을업데이트합니다.먼저시스
템을업데이트한후 HA를추가하는경우, HA시스템배치가선행된후 HA시스템을업데이트
해야합니다. (그러면기본및 HA시스템모두동일한버전으로유지됩니다.) HA를먼저추가한
경우,업데이트절차는병합된기본및 HA시스템을동시에업데이트합니다.

• 업데이트절차는인터넷리버스프록시의포함여부와관계없이전체시스템을업데이트합니

다.

시스템재정비절차준비하기

이섹션에서는주요시스템재정비과정을준비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예:시스템의백업을생성하
여시스템확장,고가용성시스템추가,공개액세스활성화,시스템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등.

이작업을수행하도록선택한경우에도백업은시스템확장또는업그레이드에필수로요구되지는

않습니다.확장또는업그레이드중새시스템을배포하고기존시스템에서새시스템으로데이터를
전송합니다.확장또는업그레이드에문제가있는경우,새시스템의전원을끄고기존시스템을사
용할수있습니다.

이절차는시스템으로의전적인액세스를필요로하기때문에사용자가시스템으로액세스하여

미팅할수없습니다.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동안이작업이실행되도록예약하십시오.
주의

이프로시저중다른시스템관리자가해당시스템에액세스해서는안됩니다.그렇게한경우,변경
사항은저장되지않으며결과는예측할수없을수도있습니다.절차가완료될때까지대기한후Cisco
WebEx관리에사인인하여작업을완료해야합니다.

시스템재정비절차를시작하기전에다른시스템관리자와상의하십시오.참고

가상머신의백업을만들필요가없으면이절차를완료하지않아도됩니다.그러나 Cisco는만약
에대비해백업을만들것을권장합니다.백업은절차에실패했을때시스템을원래대로복원할
수있도록합니다.

주의

절차

단계 1 Cisco WebEx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VMware Data Recovery(vSphere릴리즈 5.1부터는 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으로칭함)를사용
하여각가상머신의백업을만듭니다.
백업은가상머신을시스템재정비절차전상태로복원하도록지원하게됩니다.자세한내용은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이백업에대한완전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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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용은 VMware Data Recovery관리안내서또는 vSphere Data Protection관리안내서를참조하십
시오.

확장또는업그레이드작업을준비하고있는경우,기존시스템에서모든 VMware스냅샷을
제거하십시오.이는확장또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있는하드디스크 4의
기본 VMDK파일의우연한제거를방지합니다.

참고

단계 4 Cisco WebEx관리사이트로다시사인인합니다.단,유지관리모드는끄지마십시오.

단계 5 시스템재정비진행을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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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기

• 자동배포를사용하여 HA시스템추가하기, 75 페이지

• 수동배포를사용하여 HA시스템추가하기, 77 페이지

• 기본시스템및 HA시스템이동일한버전인지확인하기, 79 페이지

• 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기, 80 페이지

• 시스템테스트하기, 82 페이지

자동배포를사용하여 HA 시스템추가하기

시작하기전에

•기본시스템을성공적으로배포했을줄압니다.

• 기본시스템은유지관리모드입니다.

• 기본및 HA시스템모두의백업을만듭니다.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
지를참조하십시오.

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하기전에고려할부분

고가용성시스템은추가된후시스템의일부가되는예비시스템입니다.이는가상머신을사용할수
없는경우고가용성을제공합니다.

고가용성(HA)시스템은다음제한사항이있습니다.

• HA시스템은기본시스템과반드시동일한릴리즈이어야합니다.

기본시스템을업데이트한경우, HA시스템에도동일한작업을수행해야합니다.

• 적합한서비스계약의자격을부여받은경우 Cisco는 (패치전의)기본시스템과동일한기준버
전인 OVA파일을사용하여 HA시스템을배포할것을권장합니다.

• HA시스템크기는기본시스템과반드시동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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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시스템에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 HA시스템에도공개액세스를추가해야합니다.

• HA시스템의내부가상머신은반드시기본시스템의내부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
해야합니다.

•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 HA시스템의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도기본시스템의인
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 이프로세스는시스템에가상머신을추가하기때문에현재보안인증서가무효화되어업데이

트가필요할수도있습니다. (셀프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지않는경우)

• 이전에 HA시스템이있었고제거한후새 HA시스템을재배포하려는경우,이전 HA시스템의
가상머신을다시사용할수없게될수도있습니다.새가상머신을포함한새 HA시스템을다
시배포해야합니다.

자동배포를사용한고가용성시스템추가작업의요약

다음작업을순서대로따르십시오.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서 OVA
파일배포하기, 18페이지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HA시스
템의관리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1

HA시스템의관리가상머신을시동시키고배포
URL을적어둡니다.

2

웹브라우저에 URL을입력하고 HA시스템의배
포를계속합니다.

3

설치용언어선택하기, 30페이지HA시스템의배포용으로선호하는언어를선택합
니다.

4

시스템크기확인하기, 31페이지HA시스템의시스템사이즈를확인합니다. (이시
스템크기는기본시스템과일치해야합니다.)

5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31페이지고가용성(HA)예비시스템만들기를선택합니다.6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32페이지자동배포를선택합니다. (Cisco는기본시스템에
도동일한선택을적용할것을권장합니다.)

7

VMware vCenter자격증명제공하기,
32페이지

vCenter자격증명을입력하십시오.귀하를위해
HA시스템의가상머신을배포할수도있습니다.

8

미디어가상머신용 vCenter설정선택
하기, 33페이지

해당되는경우, HA시스템의미디어가상머신용
ESXi호스트,데이터스토어및가상머신포트그
룹을선택합니다.

기본시스템에사용된동일한가상머신

포트그룹을선택합니다.
참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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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미디어가상머신용네트워킹정보입

력하기, 33페이지
해당되는경우, HA시스템미디어가상머신의정
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입력합니다. (HA시
스템용입력값으로이미 DNS서버를업데이트한
경우,해당 IP주소를검색하게됩니다.)

10

공개액세스추가하기, 34페이지기본시스템에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인터
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만들기체크박스가

체크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반대의경우,이
체크박스를체크해제합니다.

공개액세스를활성화하지않았으면작업

14로건너뛰기하십시오.
참고

11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 vCenter설정
선택하기, 34페이지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 HA시스템의인터넷
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용으로 ESXi호스트,데
이터스토어및가상머신포트그룹을선택하십시

오.
기본시스템에사용된동일한가상머신

포트그룹을선택합니다.
참고

12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네트워킹정보

입력하기, 35페이지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호스트이름및네트워킹

정보를입력합니다.
13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는지확

인하기, 38페이지
HA시스템에요구되는모든네트워킹, DNS서버
및방화벽구성변경등을적용했는지확인하십시

오.

14

가상머신배포하기, 39페이지HA시스템의가상머신이성공적으로배포되면
다음을선택하여 HA시스템검사를계속합니다.

15

시스템점검하기, 39페이지HA시스템검사를성공적으로완료한후다음을
선택합니다.

16

기본시스템및HA시스템이동일한버
전인지확인하기, 79페이지

기본시스템과 HA시스템이동일한버전인지확
인하십시오.그렇지않으면 HA시스템을업데이
트합니다.

17

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기, 80페이지이고가용성시스템을 Cisco WebEx관리의기본
시스템에추가합니다.

18

수동배포를사용하여 HA 시스템추가하기

시작하기전에

•기본시스템을성공적으로배포했을줄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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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시스템은유지관리모드입니다.

• 기본및 HA시스템모두의백업을만듭니다.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
지를참조하십시오.

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하기전에고려할부분

고가용성시스템은추가된후시스템의일부가되는예비시스템입니다.이는가상머신을사용할수
없는경우고가용성을제공합니다.

고가용성(HA)시스템은다음제한사항이있습니다.

• HA시스템은기본시스템과반드시동일한릴리즈이어야합니다.

기본시스템을업데이트한경우, HA시스템에도동일한작업을수행해야합니다.

• 적합한서비스계약의자격을부여받은경우 Cisco는 (패치전의)기본시스템과동일한기준버
전인 OVA파일을사용하여 HA시스템을배포할것을권장합니다.

• HA시스템크기는기본시스템과반드시동일해야합니다.

• 기본시스템에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 HA시스템에도공개액세스를추가해야합니다.

• HA시스템의내부가상머신은반드시기본시스템의내부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
해야합니다.

•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 HA시스템의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도기본시스템의인
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과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 이프로세스는시스템에가상머신을추가하기때문에현재보안인증서가무효화되어업데이

트가필요할수도있습니다. (셀프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지않는경우)

• 이전에 HA시스템이있었고제거한후새 HA시스템을재배포하려는경우,이전 HA시스템의
가상머신을다시사용할수없게될수도있습니다.새가상머신을포함한새 HA시스템을다
시배포해야합니다.

수동배포를사용한고가용성시스템추가작업의요약

다음작업을순서대로따르십시오.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
서 OVA파일배포하기, 18페이
지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HA시스템의
관리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1

HA시스템의관리가상머신을시동시키고배포 URL
을적어둡니다.

2

웹브라우저에 URL을입력하고 HA시스템의배포를
계속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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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설치용언어선택하기, 30페이
지

HA시스템의배포용으로선호하는언어를선택합니
다.

4

시스템크기확인하기, 31페이
지

HA시스템의시스템사이즈를확인합니다. (이시스템
크기는기본시스템과일치해야합니다.)

5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31페
이지

고가용성(HA)예비시스템만들기를선택합니다.6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32
페이지

수동배포를선택합니다. (Cisco는기본시스템에도동
일한선택을적용할것을권장합니다.)

7

공개액세스추가하기, 34페이
지

기본시스템에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인터넷리
버스프록시가상머신만들기체크박스가체크되어

있는지확인하십시오.반대의경우,이체크박스를체
크해제합니다.

8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

는지확인하기, 38페이지
HA시스템에요구되는모든네트워킹, DNS서버및
방화벽구성변경등을적용했는지확인하십시오.

9

가상머신배포하기, 63페이지HA시스템의가상머신이성공적으로배포되면다음
을선택하여 HA시스템검사를계속합니다.

10

시스템점검하기, 39페이지HA시스템검사를성공적으로완료한후다음을선택
합니다.

11

기본시스템및 HA시스템이동
일한버전인지확인하기, 79페
이지

기본시스템과 HA시스템이동일한버전인지확인하
십시오.그렇지않으면 HA시스템을업데이트합니다.

12

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기, 80
페이지

이고가용성시스템을 Cisco WebEx관리의기본시스
템에추가합니다.

13

기본시스템및 HA 시스템이동일한버전인지확인하기
고가용성(HA)시스템은기본시스템과반드시동일한릴리즈이어야합니다. HA시스템의버전은브
라우저페이지에나열되어있습니다.기본시스템의버전을체크하려면기본시스템에서다음단계
를완료하십시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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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개별브라우저창에서기본시스템의WebEx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대시보드탭의시스템영역에서기본시스템버전번호를확인합니다.

단계 3 기본시스템이 HA시스템보다이후버전이면 (해당소프트웨어의이후버전용)새로운 OVA파일을
사용하여 HA시스템을다시배포하거나 HA시스템을업데이트해야합니다.

HA시스템을업데이트하려면먼저가상머신을백업합니다.자세한내용은 VMware vCenter
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단계 4 HA업데이트가필요하면 HA시스템을배포한후 HA시스템에연결된브라우저에서업데이트를선
택합니다.

단계 5 Cisco에서적합한업데이트파일을다운로드하십시오.다음:
소프트웨어다운로드

HA시스템이사용가능한로컬디스크또는데이터스토어에해당업데이트파일을위치합니다.

단계 6 HA시스템에연결된브라우저에서계속을선택합니다.

단계 7 HA시스템의관리가상머신에서 CD/DVD드라이브를 ISO업데이트파일에연결합니다.
CD/DVD드라이브에서 ISO이미지에연결하기를참조하십시오.

단계 8 ISO파일에연결하였고진행할준비가되었습니다를체크하고계속을선택합니다.
계속을선택하면업데이트진행을중지할수없게됩니다.업데이트진행중문제가발생하
여성공적으로완료하지못한경우,백업파일을사용하여시스템을복원해야합니다.

주의

해당업데이트절차는 1시간까지소요될수있습니다.이브라우저창을닫지마십시오.이페이지로
돌아갈수없게됩니다.

업데이트가완료되면새로운대화상자가표시되며업데이트성공을확인합니다.

단계 9 재시작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이다시시작하면 HA가생성한시스템페이지가나타나며업데이트성공을표시합니다.

다음에할작업

이고가용성시스템을기본시스템의 Cisco WebEx관리에서기본시스템에추가합니다.

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기

고가용성시스템의대부분의기능은금지됩니다.예를들어고가용성시스템에서업그레이드,
SNMP구성,스토리지액세스및이메일서버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시스템속성을볼수는있
지만수정할수는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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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스템에서다음절차를완료합니다.참고

시작하기전에

• OVA파일에서보조가상머신에 Cisco WebEx을설치하여고가용성시스템으로사용되도록하
십시오.

고가용성시스템은기본시스템과반드시동일한크기이어야합니다.참고

• 고가용성시스템은동일한 OVA로구성된후기본시스템으로패치해야합니다.기본및고가용
성시스템의버전이일치하지않는경우,상위버전으로업그레이드하도록안내를받게됩니다.

• 고가용성가상머신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복사하십시오.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
하려면 FQDN을알고있어야합니다.

• 모든가상머신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하십시오.대시보드정보, 113페이지에서설명하
는대로시스템모니터를확인하여가상머신상태를결정하십시오.

• 이절차를실행하기전에고가용성가상머신에서스냅샷을찍을것을권장합니다.오류가발생
하는경우에는스냅샷으로절차를다시실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시스템섹션의기본시스템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고가용성시스템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5 이 HA시스템을추가하려면시스템등록정보페이지의지시사항을따르십시오.

단계 6 고가용성시스템의관리사이트가상머신 FQDN을입력하고계속을선택합니다.
이 HA추가절차를위해기본시스템과 HA시스템의준비상태를검증합니다.

• 두시스템이모두준비되면녹색추가버튼이표시됩니다.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전환하기
전까지이것을선택하지마십시오.

• 둘중하나의시스템이준비되어있지않으면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오류를수정하고고가
용성추가절차를다시시도합니다.

단계 7 추가를선택합니다.
오류 "오류코드:데이터베이스-64"가표시되면고가용성가상머신의스냅샷을사용하여이
절차를반복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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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스템을사용할수없을경우고가용성시스템이추가되고자동으로구성되어백업으로작동

합니다.

단계 8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재부팅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
할수있습니다.

시스템테스트하기

시스템에서실행할일부권장테스트는이섹션에나열됩니다.해당테스트를완료하고이제품의지
원페이지에제공된두개의진단도구를사용하여시스템의유효성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다
음:미팅테스트및시스템리소스테스트.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테스트할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를마칠때까지원본시스템을

유지할수있습니다. (단,동시에두시스템을모두시동할수는없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
결과에만족하면원본시스템을 (영구적으로)제거할수있습니다.기존시스템을제거또는삭제할
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실행중인지확인하십시오.이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
있는기본가상머신디스크 (VMDK)파일의우발적인제거를방지합니다.

• 사용자추가,편집,활성화및비활성화.

• 미팅예약및시작.

• 기존미팅재예약.

• 예정된미팅또는미팅시리즈삭제.

• 미팅첨부파일열기.

• 미팅녹화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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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시스템을보다큰시스템크기로확장하기

• 시스템확장준비하기, 83 페이지

• 시스템재정비절차준비하기, 84 페이지

• 자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확장하기, 85 페이지

• 수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확장하기, 89 페이지

• 시스템테스트하기, 93 페이지

시스템확장준비하기

이섹션은시스템확장의필수전제작업을설명합니다.

시스템확장에는확장된시스템에서기존시스템라이센스가리호스트되어야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참조)

새시스템의크기결정하기

다음을고려하십시오.다음:

• 추가하드웨어용예산

•다음몇달동안예상되는동시미팅수및평균크기

시스템확장용필수정보얻기

•기존시스템버전을설치하는데사용한 OVA파일을가져옵니다.

• 확장체크리스트를완성합니다.

귀하의시스템용현재값필드명

WebEx사이트 URL

관리사이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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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시스템용현재값필드명

비공개 VIP주소

공개 VIP주소

시스템재정비절차준비하기

이섹션에서는주요시스템재정비과정을준비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예:시스템의백업을생성하
여시스템확장,고가용성시스템추가,공개액세스활성화,시스템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등.

이작업을수행하도록선택한경우에도백업은시스템확장또는업그레이드에필수로요구되지는

않습니다.확장또는업그레이드중새시스템을배포하고기존시스템에서새시스템으로데이터를
전송합니다.확장또는업그레이드에문제가있는경우,새시스템의전원을끄고기존시스템을사
용할수있습니다.

이절차는시스템으로의전적인액세스를필요로하기때문에사용자가시스템으로액세스하여

미팅할수없습니다.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동안이작업이실행되도록예약하십시오.
주의

이프로시저중다른시스템관리자가해당시스템에액세스해서는안됩니다.그렇게한경우,변경
사항은저장되지않으며결과는예측할수없을수도있습니다.절차가완료될때까지대기한후Cisco
WebEx관리에사인인하여작업을완료해야합니다.

시스템재정비절차를시작하기전에다른시스템관리자와상의하십시오.참고

가상머신의백업을만들필요가없으면이절차를완료하지않아도됩니다.그러나 Cisco는만약
에대비해백업을만들것을권장합니다.백업은절차에실패했을때시스템을원래대로복원할
수있도록합니다.

주의

절차

단계 1 Cisco WebEx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VMware Data Recovery(vSphere릴리즈 5.1부터는 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으로칭함)를사용
하여각가상머신의백업을만듭니다.
백업은가상머신을시스템재정비절차전상태로복원하도록지원하게됩니다.자세한내용은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이백업에대한완전한세
부내용은 VMware Data Recovery관리안내서또는 vSphere Data Protection관리안내서를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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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또는업그레이드작업을준비하고있는경우,기존시스템에서모든 VMware스냅샷을
제거하십시오.이는확장또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있는하드디스크 4의
기본 VMDK파일의우연한제거를방지합니다.

참고

단계 4 Cisco WebEx관리사이트로다시사인인합니다.단,유지관리모드는끄지마십시오.

단계 5 시스템재정비진행을계속합니다.

자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확장하기

시작하기전에

확장전의시스템은원본시스템이라고칭합니다.확장한후의시스템은확장된시스템이라고합
니다.

참고

시스템확장을실행하려면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을예약합니다.

시스템확장을시작하기전에기본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합니다.

이절차는시스템으로의전적인액세스를필요로하기때문에사용자가시스템으로액세스하여

미팅할수없습니다.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동안이작업이실행되도록예약하십시오.
주의

시스템재정비절차를시작하기전에다른시스템관리자와상의하십시오.이프로시저중다른시스
템관리자가해당시스템에액세스해서는안됩니다.그렇게한경우,변경사항은저장되지않으며
결과는예측할수없습니다.

시스템확장전고려할부분

•확장절차를시작하기전에원본시스템의모든 VMware스냅샷을제거하십시오.

• 확장된시스템에서원본가상머신의동일한호스트이름및 IP주소를재사용할수있습니다.
단,원본시스템또는확장된시스템중하나만시동될수있습니다.두시스템모두동시에시동
되고실행할수없습니다.

• 원본시스템에 HA가포함된경우,확장된시스템을배포한후에확장된시스템에 HA를추가해
야합니다.확장후 HA시스템은유지되지않으므로다시사용할수없습니다.

• 확장된시스템의테스트를마칠때까지원본시스템을유지할수있습니다.테스트가완료된후
확장된시스템에만족하면원본 (확장전)시스템을제거할수있습니다.

• 원본시스템및확장된시스템의내부가상머신은반드시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원본시스템및확장된시스템용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
은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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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새가상머신을추가하면현재보안인증서,공개및비공개키가무효화되므로업데
이트가필요하게됩니다. (셀프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지않는경우)

인증서는호스트이름및 URL을포함합니다.새가상머신을포함하지않았기때문에인증서및
키가무효화됩니다.인증서및키에대한정보는인증서관리하기를참조하십시오.

• 확장된시스템이원본시스템관리가상머신용디스크에액세스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하
드디스크 4를확장된시스템으로복사하게됩니다.

• 원본시스템을제거또는삭제하는동안확장된시스템이실행중인지확인하십시오.이는확장
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있는하드디스크 4기본 VMDK파일의우연한제거를방지합니다.

시스템확장하기

시스템확장의전반적인작업은다음과같습니다.다음:

1 원본시스템의백업을만듭니다.

2 원본시스템배포에사용한것과동일한 OVA파일을사용하여새시스템크기용관리가상머신
을배포합니다.

3 원본시스템에서확장된시스템용관리가상머신으로데이터를복사합니다.

4 새시스템크기용추가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5 확장된시스템을테스트합니다.

6 라이센스를리호스트합니다.

자동배포를사용한시스템확장작업요약

이표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관리안내서의다른섹션으로연결되는링크를포함합니다.
해당각섹션은특정작업에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합니다.각작업을완료한후이표로돌아와
다음작업을완료하십시오. (Adobe Acrobat에서이전보기및다음보기를사용하여이표와개별
작업절차사이를쉽게이동하십시오.)

참고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이작업은이장의초반에완료

했습니다.이는완결성을위해
이표에포함됩니다.

확장할원본시스템을준비합니다.1

이작업은이장의초반에완료

했습니다.이는완결성을위해
이표에포함됩니다.

시스템재정비절차를준비합니다.2

시스템크기확장하기원본시스템의관리사이트에서확장절차를시작합니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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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원본시스템
의가상머신에서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4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
서 OVA파일배포하기, 18페이
지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새시스템크기의관리
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5

새로운가상머신에기존VMDK
파일을첨부하기, 6페이지

원본시스템의관리가상머신에서확장된시스템의관

리가상머신으로하드디스크 4를첨부합니다.
6

확장된시스템용관리가상머신을시동시키고배포

URL을적어둡니다.
7

웹브라우저에배포 URL을입력하고확장된시스템의
배포를계속합니다.

9

설치용언어선택하기, 30페이
지

확장된시스템의배포용으로선호하는언어를선택합

니다.
10

시스템크기확인하기, 31페이
지

시스템크기를확인합니다. (이시스템크기는원본시
스템과동일하거나커야합니다.)

11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31페
이지

기본시스템설치를선택합니다.13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32
페이지

자동배포를선택합니다.14

VMware vCenter자격증명제공
하기, 32페이지

vCenter자격증명을입력하십시오.귀하를위해가상
머신을배포할수도있습니다.

15

미디어가상머신용 vCenter설정
선택하기, 33페이지

미디어가상머신용 ESXi호스트,데이터스토어및가
상머신포트그룹을선택합니다.

16

미디어가상머신용네트워킹정

보입력하기, 33페이지
미디어가상머신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
입력합니다. (확장된시스템용항목으로이미 DNS서
버를업데이트한경우,해당 IP주소를검색하게됩니
다.)

17

공개액세스추가하기, 34페이
지

확장된시스템에공개액세스를추가하려면인터넷리

버스프록시가상머신생성체크박스가체크되어있

는지확인하십시오.반대의경우,이체크박스를체크
해제합니다.

공개액세스를활성화하지않았으면작업 19로
건너뛰기하십시오.

참고

18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 vCenter
설정선택하기, 34페이지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
상머신용 ESXi호스트,데이터스토어및가상머신포
트그룹을선택하십시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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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네트워

킹정보입력하기, 35페이지
인터넷리버스프록시용호스트이름및네트워킹정보

를입력합니다.
20

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페
이지

WebEx사이트 URL용공개 VIP주소를입력합니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공개 VIP주소를
입력하거나새 IP주소로변경할수도있습니
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에필요한업데이
트를적용하십시오.

참고

21

비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
페이지

WebEx관리 URL용비공개 VIP주소를입력합니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비공개VIP주소를
입력하거나새 IP주소로변경할수도있습니
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에필요한업데이
트를적용하십시오.

참고

22

WebEx사이트및관리 URL입
력하기, 38페이지

WebEx사이트URL을입력합니다.참가자는이URL에
액세스하여미팅을호스트하고참석합니다. (이 URL
은분할-수평 DNS사용여부에따라비공개 VIP주소
또는공개 VIP주소를확인합니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WebEx사이트URL
을입력하거나새 URL로변경할수도있습니
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에필요한업데이
트를적용하십시오.

DNS서버에원본사이트 URL을유지하십시
오.원본사이트 URL을새로운사이트 URL로
리디렉트합니다.사용자가원본URL을사용하
고자할때해당 URL이아직새 URL로리디렉
트되지않은경우,사용자는미팅을호스트하
거나참여할수없게됩니다.

참고

23

WebEx사이트및관리 URL입
력하기, 38페이지

WebEx관리URL을입력합니다.관리자는CiscoWebEx
관리에액세스하고내부참가자는미팅을호스트하거

나참석합니다. (분할-수평 DNS로만) (이 URL은비공
개 VIP주소로확인됩니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WebEx관리 URL
을입력하거나새 URL로변경할수도있습니
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에필요한업데이
트를적용하십시오.

참고

24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

는지확인하기, 38페이지
시스템에요구되는모든네트워킹, DNS서버및방화
벽구성변경등을적용했는지확인하십시오.

25

가상머신배포하기가상머신이성공적으로배포되면다음을선택하여시

스템검사를계속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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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시스템점검하기시스템검사와더불어,확장전에원본시스템의소프
트웨어버전과일치하도록하기위해필요한모든업데

이트로확장된시스템을업데이트합니다. (해당업데
이트는최대 1시간까지소요될수있습니다.)완료된
후시스템이다시시작합니다.

27

Cisco WebEx관리에사인인합니다.28

시스템테스트하기확장된시스템을테스트합니다.확장에실패한경우,
확장된시스템의전원을끄고원본시스템을켭니다.
Cisco TAC에게문의하여지원을받으십시오.

29

라이센스정보소프트웨어업그

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

라이센스리호스팅

확장된시스템에적합한라이센스를리호스트합니다.30

수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확장하기

시작하기전에

확장전의시스템은원본시스템이라고칭합니다.확장한후의시스템은확장된시스템이라고합
니다.

참고

시스템확장을실행하려면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을예약합니다.

시스템확장을시작하기전에기본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합니다.

이절차는시스템으로의전적인액세스를필요로하기때문에사용자가시스템으로액세스하여

미팅할수없습니다.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동안이작업이실행되도록예약하십시오.
주의

시스템재정비절차를시작하기전에다른시스템관리자와상의하십시오.이프로시저중다른시스
템관리자가해당시스템에액세스해서는안됩니다.그렇게한경우,변경사항은저장되지않으며
결과는예측할수없습니다.

시스템확장전고려할부분

•확장절차를시작하기전에원본시스템의모든 VMware스냅샷을제거하십시오.

• 확장된시스템에서원본가상머신의동일한호스트이름및 IP주소를재사용할수있습니다.
단,원본시스템또는확장된시스템중하나만시동될수있습니다.두시스템모두동시에시동
하고실행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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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시스템에이미 HA시스템을추가한후확장된시스템을배포한경우,새 HA시스템을추
가해야합니다.확장후원본 HA시스템은유지되지않으므로다시사용할수없습니다.

• 확장된시스템의테스트를마칠때까지원본시스템을보관하십시오.테스트가완료된후확장
된시스템에만족하면원본 (확장전)시스템을제거할수있습니다.

• 원본시스템및확장된시스템의내부가상머신은반드시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 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원본시스템및확장된시스템용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
은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야합니다.

• 시스템에새가상머신을추가하면현재보안인증서,공개및비공개키가무효화되므로업데
이트가필요하게됩니다. (셀프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지않는경우)

인증서는호스트이름및 URL을포함합니다.새가상머신을포함하지않았기때문에인증서및
키가무효화됩니다.인증서및키에대한정보는인증서관리하기, 227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
오.

• 확장된시스템이원본시스템의관리가상머신용디스크에액세스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
하드디스크 4를확장된시스템으로복사하게됩니다.

• 원본시스템을제거또는삭제하는동안확장된시스템이실행중인지확인하십시오.이는확장
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있는하드디스크 4의기본 VMDK파일의우연한제거를방지합니
다.

시스템확장하기

시스템확장의전반적인작업은다음과같습니다.다음:

1 원본시스템의백업을만듭니다.

2 원본시스템배포에사용한것과동일한 OVA파일을사용하여새시스템크기용관리가상머신
을배포합니다.

3 원본시스템에서확장된시스템용관리가상머신으로데이터를복사합니다.

4 OVA를사용하여새시스템크기용추가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5 확장된시스템을테스트합니다.

6 라이센스를리호스트합니다.

자동배포를사용한시스템확장작업요약

이표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관리안내서의다른섹션으로연결되는링크를포함합니다.
해당각섹션은특정작업에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합니다.각작업을완료한후이표로돌아와
다음작업을완료하십시오. (Adobe Acrobat에서이전보기및다음보기를사용하여이표와개별
작업절차사이를쉽게이동하십시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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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이작업은이장의초반에완료

했습니다.이는완결성을위해
이표에포함됩니다.

확장할원본시스템을준비합니다.1

이작업은이장의초반에완료

했습니다.이는완결성을위해
이표에포함됩니다.

시스템재정비절차를준비합니다.2

시스템크기확장하기원본시스템의관리사이트에서확장절차를시작

합니다.
3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원본시
스템의가상머신에서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
합니다.

4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
서 OVA파일배포하기, 18페이
지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새시스템크기의
관리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이때시스템의다른가상머신을생성할

수도있습니다.
참고

5

새로운가상머신에기존VMDK
파일을첨부하기, 6페이지

원본시스템의관리가상머신에서확장된시스템

의관리가상머신으로하드디스크 4를첨부합니
다.

6

확장된시스템용관리가상머신을시동시키고배

포 URL을적어둡니다.
이때시스템에서다른가상머신을시동

할수도있습니다.모든가상머신의전원
이성공적으로켜졌는지확인하십시오.

참고

7

웹브라우저에배포URL을입력하고확장된시스
템의배포를계속합니다.

9

설치용언어선택하기, 30페이
지

확장된시스템의배포용으로선호하는언어를선

택합니다.
10

시스템크기확인하기, 31페이
지

시스템크기를확인합니다. (이시스템크기는원
본시스템과동일하거나커야합니다.)

11

설치할시스템선택하기, 31페
이지

기본시스템설치를선택합니다.12

시스템배포유형선택하기, 32
페이지

수동배포를선택합니다.13

공개액세스추가하기, 34페이
지

확장된시스템에공개액세스를추가하려면인터

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생성체크박스가체

크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반대의경우,이체
크박스를체크해제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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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페
이지

WebEx사이트 URL용공개 VIP주소를입력합니
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공개 VIP주
소를입력하거나새 IP주소로변경할수
도있습니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에
필요한업데이트를적용하십시오.

참고

15

비공개 VIP주소입력하기, 36
페이지

WebEx관리 URL용비공개 VIP주소를입력합니
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비공개 VIP
주소를입력하거나새 IP주소로변경할
수도있습니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
에필요한업데이트를적용하십시오.

참고

16

WebEx사이트및관리 URL입
력하기, 38페이지

WebEx사이트 URL을입력합니다.참가자는이
URL에액세스하여미팅을호스트하고참석합니
다. (이 URL은분할-수평 DNS사용여부에따라
비공개 VIP주소또는공개 VIP주소를확인합니
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WebEx사이
트 URL을입력하거나새 URL로변경할
수도있습니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
에필요한업데이트를적용하십시오.

DNS서버에원본사이트 URL을유지하
십시오.원본사이트 URL을새로운사이
트 URL로리디렉트합니다.사용자가원
본 URL을사용하고자할때해당 URL이
아직새 URL로리디렉트되지않은경우,
사용자는미팅을호스트하거나참여할수

없게됩니다.

참고

17

WebEx사이트및관리 URL입
력하기, 38페이지

WebEx관리 URL을입력합니다.관리자는 Cisco
WebEx관리에액세스하고내부참가자는미팅을
호스트하거나참석합니다. (분할-수평 DNS로만)
(이 URL은비공개 VIP주소로확인됩니다.)

원본시스템에사용한동일WebEx관리
URL을입력하거나새 URL로변경할수
도있습니다.변경하는경우, DNS서버에
필요한업데이트를적용하십시오.

참고

18

네트워크가올바르게구성되었

는지확인하기, 38페이지
시스템에요구되는모든네트워킹, DNS서버및
방화벽구성변경등을적용했는지확인하십시오.

19

가상머신배포하기가상머신이성공적으로배포되면다음을선택하

여시스템검사를계속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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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시스템점검하기시스템검사와더불어,확장전에원본시스템의
소프트웨어버전과일치하도록하기위해필요한

모든업데이트로확장된시스템을업데이트합니

다. (해당업데이트는최대 1시간까지소요될수
있습니다.)완료된후시스템이다시시작합니다.

21

Cisco WebEx관리에사인인합니다.22

시스템테스트하기확장된시스템을테스트합니다.확장에실패한경
우,확장된시스템의전원을끄고원본시스템을
켭니다. Cisco TAC에게문의하여지원을받으십
시오.

23

라이센스정보소프트웨어업그

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

라이센스리호스팅

확장된시스템에적합한라이센스를리호스트합

니다.
24

시스템테스트하기

시스템에서실행할일부권장테스트는이섹션에나열됩니다.해당테스트를완료하고이제품의지
원페이지에제공된두개의진단도구를사용하여시스템의유효성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다
음:미팅테스트및시스템리소스테스트.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테스트할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를마칠때까지원본시스템을

유지할수있습니다. (단,동시에두시스템을모두시동할수는없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
결과에만족하면원본시스템을 (영구적으로)제거할수있습니다.기존시스템을제거또는삭제할
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실행중인지확인하십시오.이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
있는기본가상머신디스크 (VMDK)파일의우발적인제거를방지합니다.

• 사용자추가,편집,활성화및비활성화.

• 미팅예약및시작.

• 기존미팅재예약.

• 예정된미팅또는미팅시리즈삭제.

• 미팅첨부파일열기.

• 미팅녹화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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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업데이트하기

• 시스템업데이트하기, 95 페이지

• CD/DVD드라이브에서 ISO이미지에연결하기, 96 페이지

• 업데이트과정계속하기, 97 페이지

• 업데이트완료하기, 98 페이지

시스템업데이트하기

해당업데이트절차는시스템으로의전적인액세스를필요로하기때문에사용자가시스템으로액세

스하여미팅할수없습니다.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동안업데이트가실행되도록예약하
십시오.

이프로시저중다른시스템관리자가해당시스템에액세스해서는안됩니다.이러한경우,변경사
항은저장되지않으며결과는예측할수없습니다.다른시스템관리자는 Cisco WebEx관리사이트
에사인인하기전에이절차가완료될때까지기다려야합니다.

시스템크기및데이터베이스크기에따라가상머신백업을포함하여업데이트절차를완료하는데

까지한시간이상소요될수도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Cisco에서최신업데이트파일을확보하십시오.다음:

Cisco소프트웨어다운로드 (외부)

시스템의업데이트패키지에는 ISO이미지를포함합니다.일부소프트웨어버전은건너뛰기할수없
습니다.예를들어, 1.5 MR2를적용하기전에 Cisco WebEx Meetings Server버전 1.1 (빌드 1.1.1.9.A)
또는버전 1.5 (빌드 1.5.1.6.A)를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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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Cisco WebEx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시스템탭을선택한후업그레이드를선택합니다.

단계 4 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단계 5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의시스템에서각가상머신의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vSphere사용에대한완전한세부내용은 VMware ESXi및 vCenter서버문서를참조하십시오.

단계 6 가상머신의전원이꺼지면VMware Data Recovery(또는 vSphere릴리즈 5.1에서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사용가능)를사용하여각가상머신의백업을만듭니다.
백업은필요한경우가상머신을업데이트전의상태로되돌립니다.자세한내용은 VMware vCenter
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이백업에대한완전한세부내용은 VMware
Data Recovery관리안내서또는 vSphere Data Protection관리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

스냅샷을찍을수도있습니다.단,약 24시간내에모든스냅샷을삭제해야합니다.그렇지않
으면데이터성능문제를경험하게될수도있습니다.자세한정보는 VMware vCenter를사용
하여스냅샷찍기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모든가상머신의백업을만드십시오.업데이트절차는기존가상머신에변경사항을적용
하고,업데이트절차가시작되면업데이트를취소할수없기때문입니다.

주의

단계 7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서시스템의각가상머신의전원을켭니다.

단계 8 Cisco WebEx관리사이트에로그인합니다.단,유지관리모드는끄지마십시오.

단계 9 시스템탭을선택한후업그레이드를선택합니다.

단계 10 업데이트를선택하여시스템업데이트페이지로돌아갑니다.

다음에할작업

CD/DVD드라이브에서 ISO이미지에연결하기로이동하십시오.

CD/DVD 드라이브에서 ISO 이미지에연결하기
빠른업데이트를위해 Cisco는 ISO이미지를 vCenter데이터스토어에마운트할것을권장합니다.그
러나 vSphere클라이언트의로컬디스크에저장한경우에는 vSphere클라이언트가귀사의인트라넷
(VPN통하지않음)에하드와이어로연결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

ISO이미지를 vCenter데이터스토어에위치하고 CD/DVD에연결하려면다음단계를완료하십시오.
다음:

시작하기전에

Cisco에서필요한 ISO이미지를찾으십시오.다음:

소프트웨어다운로드

귀하에게적합한권한이있는지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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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관리가상머신용 ESXi호스트를선택합니다.요약탭을선택하고스토리지아래의데이터스토어1을
더블클릭합니다.

단계 2 데이터스토어및데이터스토어클러스터창에서이데이터스토어찾아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녹색위방향아이콘(파일업로드)을선택하고업데이트 ISO파일을업로드합니다.

단계 4 VMware vCenter인벤토리에서관리가상머신을선택합니다.

단계 5 관리가상머신용 CD/DVD아이콘을선택합니다.

단계 6 로컬디스크또는데이터스토어에서 CD/DVD드라이브 1 > ISO이미지에연결을선택합니다.

단계 7 CD/DVD드라이브가연결되었는지확인합니다.
a) vCenter인벤토리에서관리가상머신을오른쪽클릭하고설정편집...을선택합니다.
b) 하드웨어탭에서 CD/DVD드라이브 1를선택합니다.
c) 체크되지않았으면연결됨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d) 확인을선택합니다.

업데이트과정계속하기

시작하기전에

완료함:

• 시스템업데이트하기, 95페이지

• CD/DVD드라이브에서 ISO이미지에연결하기, 96페이지

절차

단계 1 업데이트 ISO이미지로연결한후 Cisco WebEx관리사이트의시스템업데이트페이지에서계속을
선택합니다.

단계 2 ISO파일에연결하여진행할준비가되었습니다체크박스를체크합니다.

단계 3 계속을선택합니다.
계속을선택하면업데이트진행을중지할수없게됩니다.업데이트진행중문제가발생하
여성공적으로완료하지못한경우,백업을사용하여시스템을복원해야합니다.

주의

해당업데이트절차는 1시간까지소요될수있습니다.브라우저창을닫지마십시오.이페이지로돌
아갈수없게됩니다.

업데이트가완료되면새로운페이지가표시되며업데이트성공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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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를성공적으로완료한위치에서간혹적으로문제가발생합니다.그러나시스템업
데이트됨및재시작으로표시된버튼이나타나지않습니다.업데이트가완료되지않고한시
간이상진행되는경우,유지관리모드를끌수도있습니다.유지관리모드를끌수없는경우,
업데이트가여전히진행중일수있습니다.업데이트가완료되면 vCenter에서모든가상머
신을재부팅하십시오.해당가상머신이온라인상태가될때까지대기한후대시보드에서
시스템버전을확인합니다.

참고

단계 4 시스템을다시시작하려면재시작을선택합니다.
이페이지의기본시간초과값은 90분입니다.이시간내에시스템을다시시작하거나기본시간초
과값을더길게변경하십시오.

다음에할작업

업데이트완료하기, 98페이지을(를)계속합니다.

업데이트완료하기

시작하기전에

이는업데이트과정계속하기, 97페이지에이어지는내용입니다.

절차

단계 1 업데이트가성공적으로완료되면재시작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이다시시작하면 Cisco WebEx관리사이트사인인페이지가표시됩니다.

단계 2 Cisco WebEx관리에사인인합니다.업데이트된버전이대시보드에표시됩니다.

단계 3 이업데이트의릴리즈노트를점검하고업데이트이후의작업이필요한지확인합니다.추가작업이
요구되는경우시스템의유지관리모드를해제하기전에실행하십시오.

단계 4 업데이트이후구성을완료한후유지관리모드끄기를선택합니다.

단계 5 시스템을테스트하고점검합니다.해당테스트를완료하고이제품의지원페이지에제공된두개의
진단도구를사용하여시스템의유효성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다음:미팅테스트및시스템리
소스테스트.

• 사용자추가,편집,활성화및비활성화.

• 미팅예약및시작.

• 기존미팅재예약.

• 예정된미팅또는미팅시리즈삭제.

• 미팅첨부파일열기.

• 미팅녹화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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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할작업

• 문제를발견하면 VMware Data Recovery(vSphere Data Protection)또는시스템스냅샷을사용하
여이전버전으로복원하십시오. ISO네트워크연결을확인하여문제가없는지확인하십시오.

• 업데이트에성공하면당분간업데이트된시스템을사용하십시오.내용에만족하면업데이트
전에생성한스냅샷또는가상머신백업을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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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 업그레이드준비하기, 101 페이지

• 자동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102 페이지

• 수동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105 페이지

• 시스템테스트하기, 107 페이지

• 라이센스리호스트및업그레이드, 108 페이지

업그레이드준비하기

귀하의시스템은업그레이드된 OVA(Virtual Server Template)파일로다시배포하여업그레이드할수
있습니다.업그레이드는시스템에적용한주요수정사항을배포하기위해해당시스템을대체함을
의미합니다.현재버전 1.0을실행하고있는시스템을새로운운영체제지원을포함하는버전 2.0으
로대체함을예로들수있습니다.유지관리 (MR)릴리즈또는패치로업데이트하고있는경우,항상
시스템업데이트하기절차를사용합니다.올바른사용절차에대해서는릴리즈노트를확인하십시
오.이두경우모두,원본시스템의모든데이터는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으로전송됩
니다.

시스템은자동또는수동으로업그레이드될수있습니다.자동프로세스를사용하여시스템을업그
레이드할것을권장합니다.

업그레이드할때:

• 다음완전한버전의응용프로그램으로업그레이드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시스템을 1.5에서
2.0으로업그레이드합니다. 1.1에서 1.5로는시스템을업데이트합니다.추가된릴리즈에대해
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지마십시오.

• Cisco WebEx Meeting Server를업그레이드할때원본시스템에저장된로그캡처는업그레이드
된 Cisco WebEx Meeting Server시스템으로전송되지않습니다.따라서업그레이드를시작하기
전에원본시스템으로부터필요한로그및로그캡처를캡처하고다운로드해야합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릴리즈 2.0의새로운설치를위해관리가상머신이포함된 ESXi
호스트(Cisco UCS server)는디스크공간 1.5 TB를필요로합니다.관리가상머신이포함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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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SXi호스트(Cisco UCS server)는디스크공간 1 TB를필요로합니다.기존 Cisco UCS서버를
사용하여 Cisco WebEx Meetings Server릴리즈 1.x에서릴리즈 2.0으로업그레이드할때 UCS서
버에관리가상머신(기본또는 HA시스템)만있는경우해당 ESXi호스트에 1118 GB의빈디스
크공간이필요하고, UCS서버에하나의관리및하나의미디어가상머신(관리또는 HA시스
템)이있는경우 990 GB의빈디스크공간이필요합니다.디스크공간은로컬 (DAS)또는외부
(SAN또는NAS)일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시스템요구사항의 "CiscoWebExMeetings Server
및 ESXi호스트가사용하는리소스"섹션을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를시작하기전의시스템을원본시스템이라고칭합니다.업그레이드한후의시스템
은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라고합니다.

참고

자동또는수동업그레이드를시작하기전에

시스템을자동또는수동으로업그레이드하기전에다음문제를확인해야합니다.다음:

• 업그레이드에필요한 OVA파일을가져옵니다.

• 원본 (기존)시스템에서각가상머신용백업을만듭니다.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
들기를참조하십시오.)

• 유지관리중단을계획합니다.업그레이드진행중원본시스템은유지관리모드로지정되며,시
스템으로의전적인액세스를필요로합니다.따라서사용자는이시간동안시스템으로액세스
하여미팅할수없습니다.사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는시간으로업그레이드의이부분을예약
합니다.

• 데이터스토어의증가된크기를고려하십시오.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가완료되고원
본시스템을제거할때까지원본시스템과업그레이드된시스템은데이터스토어를공유합니

다.

• 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서원본시스템호스트이름및 IP주소는다시사용될수있습니다.또한
두시스템의내부가상머신은동일한서브넷에위치합니다.공개액세스를추가한경우,원본
시스템및업그레이드된시스템용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은동일한서브넷에위치해

야합니다.

자동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자동업그레이드를시작하기전에

자동업그레이드프로세스를사용하여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기전에다음문제를확인해야합니다.
다음:

• 다른시스템관리자에게업그레이드기간에는원본시스템을변경하거나액세스하지말것을

통지합니다.변경내용은예측할수없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기때문입니다.

• 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임시로사용될하나의추가 IP주소를제공하고구성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102

자동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http://www.cisco.com/en/US/products/ps12732/prod_installation_guides_list.html


• 시스템중하나를수동으로시동하거나종료하지마십시오.

•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원본시스템관리가상머신용디스크에액세스할수있는지확인하십

시오.

자동업그레이드사용하기

이표는자동업그레이드를완료하기위해필요한수준높은작업을나열합니다.이는각작업완료
에필요한세부단계를제공하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관리안내서섹션으로의링크를포함합
니다. (Adobe Acrobat에서이표와개별작업절차사이를쉽게이동하려면이전보기및다음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라이센스관리자를사용하여라

이센스추가하기

원본시스템에서라이센스관리자로이동하고시스템

>자세히보기 >라이센스관리를선택하여라이센스
요청을생성합니다.새탭에서라이센스관리자가열립
니다.
라이센스요청생성을선택합니다.라이센스요청텍스
트를포함한팝업이나타납니다.텍스트를복사하고라
이센스요청을편리한위치에저장하십시오.라이센스
를다시찾아오기위한수동리호스트절차에사용하려

면필요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또한이정보는 Cisco
가귀하의라이센스를찾는데도움을줄수도있습니

다.

1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자동업그레이드서픽
스가포함된구성을선택하여업그레이드된시스템용

관리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예: 250사용자관리자
동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된시스템용관리가상머신을시동시키고

가상머신콘솔에표시된배포 URL을적어둡니다.
3

웹브라우저 URL필드에배포 URL을입력합니다.4

VMware vCenter자격증명제공
하기

관리및 vCenter URL과자격증명을입력하십시오.귀
하를위해가상머신을배포할수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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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배포

URL및기본시스템관리가상
머신에연결된 VMware콘솔에
업그레이드의진행상황이표시

됩니다.

VMware콘솔은업그레이드과
정중브라우저창이우발적으로

닫히는경우에사용할배포URL
을제공합니다.

추가가상머신을배포하려면계속을선택합니다. (업
그레이드된시스템의설치를시작하고원본시스템이

유지관리모드로지정될때까지사용자는미팅을주최

할수있습니다.단,관리자는원본시스템가상머신을
수정하면안됩니다.)

6

자동으로생성된가상머신의이름은 vCenter에나열됩
니다.가상머신이름의형식:

CWMS_hostname_MMDDHHmm

where mm=minute

업그레이드가완료되면해당가상머신은표시되지않

습니다. CWMS업그레이드의일부로생성된가상머
신을찾으려면이형식을참조하여검색할수있습니

다.

7

시스템을자동으로유지관리모드로지정하고업그레

이드된시스템의설치를시작하려면계속을선택합니

다.유지관리모드가활성화되면메시지가표시되며,
최대 30분까지소요될수도있습니다.

8

업그레이드된 Cisco WebEx관리사이트를실행하려면
관리사이트에사인인을선택합니다.

9

미팅서비스를사용할수있을

때까지몇분정도소요될수도

있습니다.시스템등록정보페이
지에나열된모든가상머신이

양호(녹색)한상태를표시하면
시스템은사용자가미팅을시작

할준비가됩니다.자세한정보
는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

기를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서유지관리모드를끕니다.시
스템이재부팅됩니다.

10

시스템테스트하기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테스트합니다.업그레이드에
실패한경우,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종료하고원본시
스템을시동한후 Cisco TAC에게문의합니다.

11

라이센스정보소프트웨어업그

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

라이센스리호스팅

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적합한라이센스버전을리호

스트하고업데이트합니다. 180일이내에라이센스무
료유예기간은만료됩니다.원본시스템에유효한라
이센스가있는경우,해당라이센스는 180일이내에리
호스트되어야합니다.무료라이센스유예기간동안
원본시스템이작동되고있는경우,남아있는유효기
간수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으로전송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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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수동업그레이드를시작하기전에

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기전에다음문제를확인해야합니다.다음:

• 원본 (기존)시스템의모든 VMware스냅샷을제거합니다.

• 두시스템을동시에시동하고실행하지마십시오.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서원본시스템으로
부터의호스트이름및 IP주소가다시사용될수있기때문입니다.

•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원본시스템관리가상머신용디스크에액세스할수있는지확인하십

시오. (하드디스크 4는원본시스템에서업그레이드된시스템으로복사됩니다.)

수동으로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기위한작업

이표의일부작업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관리안내서의다른섹션으로연결되는링크를포
함합니다.다음섹션은해당작업에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합니다. (Adobe Acrobat에서이표와개
별작업절차사이를쉽게이동하려면이전보기및다음보기를선택하십시오.)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라이센스정보원본시스템에서라이센스관리자로이동하고시스템

>자세히보기 >라이센스관리를선택하여라이센스
요청을생성합니다.새탭에서라이센스관리자가열립
니다.
라이센스요청생성을선택합니다.라이센스요청텍스
트를포함한팝업이나타납니다.텍스트를복사하고라
이센스요청을편리한위치에저장하십시오.라이센스
를다시찾아오기위한수동리호스트절차에사용하려

면필요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또한이정보는 Cisco
가귀하의라이센스를찾는데도움을줄수도있습니

다.

1

원본시스템의관리사이트에로그인합니다.2

시스템탭으로이동하고업그레이드를선택합니다.3

주요업그레이드를선택합니다.4

계속을선택하여원본시스템데이터를저장하고시스

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합니다.
5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를사용하여원본시스템
의가상머신에서전원 >게스트종료를선택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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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VMware vSphere클라이언트에
서 OVA파일배포하기

HA및 IRP가상머신을포함하여모든업그레이드된
시스템가상머신을배포합니다.

7

새로운가상머신에기존VMDK
파일을첨부하기

원본시스템에서업그레이드된시스템용관리가상머

신으로데이터를복사합니다.
8

업그레이드된관리가상머신을시동시키고가상머신

콘솔에표시된배포 URL을적어둡니다.시스템에고
가용성(HA)이포함된경우, HA관리배포로부터 HA
가상머신을설치하지마십시오.업그레이드스크립트
가HA가상머신을발견하도록하십시오. (고가용성시
스템구성하기참조)

9

다른업그레이드된가상머신을시동합니다.10

웹브라우저에배포 URL을입력합니다.11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배포

URL및기본시스템관리가상
머신에연결된 VMware콘솔에
업그레이드의진행상황이표시

됩니다.

VMware콘솔은업그레이드과
정중브라우저창이우발적으로

닫히는경우에사용할배포URL
을제공합니다.

시스템설치를실행하려면계속을선택합니다.12

미팅서비스를사용할수있을

때까지몇분정도소요될수도

있습니다.시스템등록정보페이
지에나열된모든가상머신이

양호(녹색)한상태를표시하면
시스템은사용자가미팅을시작

할준비가됩니다.자세한정보
는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

기를참조하십시오.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13

시스템설치가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사인인을선택

합니다.
14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106

수동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



자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설명작업

시스템테스트하기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테스트합니다.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만족스럽게실행되는경우,원
본시스템을삭제하여원본시스템리소스공간을확보

할수있습니다.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
있는하드디스크 4기본 VMDK파일의우연한제거를
방지하기위해원본시스템을삭제하는동안업그레이

드된시스템을계속실행하십시오.

업그레이드에실패하는경우, Cisco TAC에게문의하여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종료하고원본시스템을시동

합니다.

15

라이센스정보소프트웨어업그

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

라이센스리호스팅

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적합한라이센스버전을리호

스트하고업데이트합니다. 180일이내에라이센스무
료유예기간은만료됩니다.원본시스템에유효한라
이센스가있는경우,해당라이센스는 180일이내에리
호스트되어야합니다.무료라이센스유예기간동안
원본시스템이작동되고있는경우,남아있는유효기
간수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으로전송됩니다.

16

시스템테스트하기

시스템에서실행할일부권장테스트는이섹션에나열됩니다.해당테스트를완료하고이제품의지
원페이지에제공된두개의진단도구를사용하여시스템의유효성여부를확인할수있습니다.다
음:미팅테스트및시스템리소스테스트.

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테스트할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를마칠때까지원본시스템을

유지할수있습니다. (단,동시에두시스템을모두시동할수는없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테스트
결과에만족하면원본시스템을 (영구적으로)제거할수있습니다.기존시스템을제거또는삭제할
때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실행중인지확인하십시오.이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이액세스할수도
있는기본가상머신디스크 (VMDK)파일의우발적인제거를방지합니다.

• 사용자추가,편집,활성화및비활성화.

• 미팅예약및시작.

• 기존미팅재예약.

• 예정된미팅또는미팅시리즈삭제.

• 미팅첨부파일열기.

• 미팅녹화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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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리호스트및업그레이드

리호스팅은제한된기간동안원본시스템라이센스가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서사용되는것을허

용합니다.라이센스가리호스트되지않으면완전히업그레이드될수없습니다. 180일이내에라이센
스유예기간은만료됩니다.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이후:

• 무료라이센스유예기간동안라이센스없이원본시스템이작동되고있는경우,남아있는무
료라이센스기간수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으로전송됩니다.

• 원본시스템에유효한라이센스가있는경우,해당라이센스는리호스트되고업데이트되기까
지최대 180일동안유효합니다.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
스팅참조)

GLO 요청양식에액세스하기
GLO(Global Licensing Operations)요청양식을표시하려면제품라이센스등록페이지에서연락처를
선택합니다. (https://tools.cisco.com/SWIFT/LicensingUI/Quickstart). GLO지원문의정보페이지에서
요청을선택합니다.

시작하기전에

다음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준비하십시오.다음:

• 연락처정보

•문제점설명

•제품이름및라이센스활동 (라이센스정보다시보내기또는라이센스업그레이드등)

• 부여된정보 (제품시리얼번호등)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

CWMS소프트웨어가업그레이드또는확장된후테스팅을완료하면,다음단계는라이센스를리호
스트하는것입니다.다시호스트된라이센스는원본시스템에서자동으로무효화됩니다.라이센스
를다시호스트해야하는경우에대비하여,리호스트를시작하기전에원본시스템으로부터의라이
센스요청을보관하십시오.

라이센스를리호스팅할때다시호스트할수있는라이센스의수는원본시스템의라이센스수로제

한됩니다.라이센스리호스팅의보편적인방법은제품라이센스등록포탈을사용하는것입니다.

원본시스템에라이센스가있는경우,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라이센스가필요하기전 180일의유예
기간이부여되며,귀하가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서원본라이센스를리호스트하기전에업그레이드
된시스템을테스트할시간을줍니다.리호스팅은제품라이센스등록포탈을사용하여실행될수있
습니다.다음: http://cisco.com/go/license (GLO요청양식에액세스하기참조)유예기간동안원본시
스템이이미작업하고있는경우,업그레이드된시스템유예기간은업데이트될때원본시스템의유
예기간과동일합니다.부족한라이센스로인해원본시스템이잠긴경우,업그레이드된시스템도잠
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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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요청저장

원본시스템용라이센스요청을얻으려면:

절차

단계 1 원본시스템관리창에서시스템창을선택합니다.

단계 2 (라이센스아래에서)자세히보기 >라이센스관리를선택합니다.

단계 3 라이센스요청생성을선택합니다.

단계 4 PC의로컬폴더에요청을저장합니다.

리호스트될라이센스등록

제품라이센스등록포탈을사용하려면:

절차

단계 1 제품라이센스등록포탈에로그인합니다.다음: https://tools.cisco.com/SWIFT/LicensingUI/Quickstart.

단계 2 원본시스템의라이센스를추가하기위해사용된 cisco.com계정에로그인합니다.
이계정을사용할수없거나로그인한후에도이계정과관련된라이센스를찾을수없는경우, Cisco
에게요청을보내십시오. (GLO요청양식에액세스하기참조)

단계 3 전송메뉴에서전송할라이센스 -시작을선택합니다.라이센스소스지정창이나타납니다.

단계 4 라이센스를리호스트할위치에서시스템의 UUID옆에있는체크박스를선택합니다.예: 1.x시스템
의 UUID.다수의시스템이있고리호스트할 UUID를모르는경우,원본시스템으로돌아가서라이센
스관리자를실행합니다.라이센스창에서라이센스스트링의파일명열을찾습니다.예:
c8be79aeecaba5922955b53679527463_201311182150051080.해당문자열의첫번째문자부터밑줄 (_)
구분자까지가 UUID입니다.

단계 5 제품라이센스등록포탈로돌아갑니다.

단계 6 리호스트할라이센스를선택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대상및옵션지정창이나타납니다.

단계 7 대상시스템라이센스요청필드에라이센스요청을붙여넣고다음을선택합니다.대상시스템은라
이센스를이동하는시스템입니다.이작업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인경우,대상은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이작업이시스템확장인경우,대상은보다큰시스템입니다.이작업이장애복구인
경우,대상은복구이후의시스템입니다.
재확인창이나타납니다.

단계 8 본인은라이센스동의의약관에동의합니다체크박스를선택하고제출을클릭합니다.
리호스트된라이센스가포함된이메일을수신하게됩니다.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의일부로리호스
트를수행하는경우, 2.0시스템에서 1.0라이센스를리호스트하고업데이트해야합니다. (소프트웨
어업그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참조)업그레이드된시스템의관리사이트
에오류메시지(현재배포에유효하지않은라이센스파일을사용하고있습니다등)가표시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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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이는예상된부분입니다.시스템이비활성화되는때를가리키는만료날짜가메시지에포
함됩니다.만료날짜전에라이센스를업그레이드하지않으면시스템이비활성화됩니다.

다음에할작업

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설치된리호스트된라이센스는원본시스템의라이센스와동일한버전입니

다.예를들어, 1.X에서 2.0으로업그레이드할때 2.0시스템에서인식될 1.X라이센스를받게됩니다.
라이센스가설치되면오류가표시됩니다.다음:현재배포에유효하지않은라이센스파일을사용하
고있습니다.이상태가지속되면시스템은mm/dd/yy에비활성화됩니다.이는예상된부분입니다. (이
메시지는시스템관리자에게이메일로발송될수도있습니다.)

라이센스를리호스트한후,표시된날짜전에라이센스업그레이드를완료하여시스템을원활하게
사용하십시오. (라이센스관리자를사용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참조)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이후라이센스업그레이드하기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이후,라이센스는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서원본시스템으로부터리호스트
됩니다. (자세한정보는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을참조하
십시오.)라이센스가리호스트되면업그레이드된시스템에서업그레이드되어사용할수있습니다.

eFulfilment를사용하여라이센스를업그레이드하려면:

1 벤터로부터 PAK(Product Authorization Key)코드를확보합니다.
2 시스템창에서 (라이센스아래에위치한)자세히보기>라이센스관리>라이센스> PAK로라이센
스실행을선택합니다. PAK로라이센스실행창이나타납니다.

3 PAK코드를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4 cisco.com계정자격증명을사용하여로그인합니다. PAK로라이센스실행창이나타납니다.
5 설치할라이센스의수를선택하려면 [설치]열을클릭합니다.
6 설치할라이센스수를지정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PAK로부터 eFulfillment의일부로시스템에
라이센스가설치됩니다.

설치할수있는라이센스수는업그레이드 PAK에서사용할수있는라이센스의수로제한되며,
원본시스템으로부터리호스트된라이센스의수를초과할수없습니다.

참고

라이센스파일에서라이센스를업그레이드하려면:

1 Cisco에서라이센스파일을확보합니다.다음: cisco.com/go/license
2 시스템창에서 (라이센스아래에위치한)자세히보기>라이센스관리>라이센스>파일에서라이
센스실행을선택합니다.라이센스파일설치창이나타납니다.

3 라이센스파일에서찾아보기합니다.라이센스창에해당파일이나타납니다.

라이센스가자동으로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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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구성안내서
• 대시보드사용하기, 113 페이지

• 사용자관리하기, 129 페이지

• 시스템구성하기, 151 페이지

• 설정구성하기, 185 페이지

• 보고서관리하기, 247 페이지

• 지원기능사용하기, 255 페이지





11 장

대시보드사용하기

이모듈은 Cisco WebEx서버대시보드의기능및사용방법을설명합니다.

• 대시보드정보, 113 페이지

• 알람보기및편집하기, 115 페이지

• 리소스히스토리보기, 117 페이지

• 미팅트렌드보기, 119 페이지

• 미팅목록보기, 120 페이지

• 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121 페이지

• 예약된유지관리기간변경하기, 122 페이지

• 유지관리모드정보, 123 페이지

• 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기, 126 페이지

대시보드정보

이섹션은대시보드의기능및사용방법을설명합니다.대시보드는관리사이트의홈페이지이며,
주요모니터기능의다양한그래프및파라미터를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다음섹션을포함합니다.다음:

• 시스템모니터—시스템상태및타임스탬프를표시하며,다음하부섹션을포함합니다.다음:

◦ 미팅및사용자—진행중인미팅의상태및사용량.현재진행중인미팅의수및미팅에참
가한사용자의수(사용량)를표시합니다.상태 LED는미팅이진행중인지,사용량이구성
된알람임계값이하또는이상인지를나타냅니다.녹색의상태 LED는구성된임계값이하
임을나타내며,빨간색은구성된임계값이상임을가리킵니다.알람구성에대한자세한정
보는알람보기및편집하기, 115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알람아이콘—알람아이콘을선택하여구성한알람임계값설정을확인하고편집합니다.
알람임계값이알람페이지에숫자로표시됩니다.기본값으로알람임계값은백분율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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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됩니다.알람구성에대한자세한정보는알람보기및편집하기, 115페이지을(를)참조
하십시오.

알람은다음과같이구성할수있습니다.다음:

◦ 진행중인미팅—현재미팅에문제가있음을나타냄.

◦ 사용—현재시스템을사용하는총사용자수.

◦ CPU—이시스템의모든가상머신중가장많은 CPU를사용하는가상머신의 CPU
사용량.

◦ 메모리—최대메모리를로드하는한가상머신이사용하는대략적인메모리양.

LED가잠시빨간색인것은시스템이심각한상태이거나즉각적인조치가필요
함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높은메모리사용은기타시스템성능문제가있음을
가리키는것일수도있습니다.장기간동안메모리사용이 90퍼센트를초과하는
경우, vCenter메모리사용량및 CPU통계를리뷰할것을권장합니다.해당통계
가범위를초과하는경우,로드를줄이도록시스템을수정할것을고려하십시오.

참고

◦ 네트워크—사용된총시스템대역폭.

◦ 스토리지—사용된녹화및데이터베이스백업스토리지공간.

스토리지서버를구성한경우스토리지알람이나타납니다.자세한정보는스토
리지서버구성하기, 163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스토리지사용량이임계값을초과하면미팅녹화가비활성화됩니다.참고

◦ CPU,메모리,네트워크,스토리지—사용되는리소스의실제양및백분율,각리소스에대
한상태 LED를표시함.녹색의상태 LED는구성된임계값이하임을나타내며,빨간색은
구성된임계값이상임을가리킵니다.알람구성에대한자세한정보는알람보기및편집하
기, 115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CPU,메모리,네트워크또는스토리지링크를선택하여리소스히스토리또는스토리지히
스토리페이지에액세스합니다.

• 미팅트렌드그래프및미팅목록—특정기간에걸쳐시스템에서주최된미팅수의그래프.시
작날짜및종료날짜필드를사용하여미팅트렌드정보및미팅목록에표시되는미팅에대한

기간을설정합니다.미팅트렌드그래프에서한시점을선택하여,그래프에지정된타임슬롯
동안발생한미팅을미팅목록에나열할수있습니다.하루중특정시간에발생한미팅을확인
하려면마우스를그래프위로이동하고원하는시간을선택합니다.미팅목록은선택한기간동
안발생한총미팅수,미팅주제,호스트,참가자수,미팅의상태등을표시합니다.미팅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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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각정보의열을정렬하고,미팅이상태별로표시되도록할수있습니다.다음:진행중,종료됨,
시작되지않음.

• 유지관리—시스템구성또는설정변경을위해유지관리기간을예약할수있도록하며,유지관
리모드를켜거나끔.자세한정보는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121페이지및유지관리모드정
보, 123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마지막시스템백업—마지막백업이수행된시간및날짜,파일이름,크기,백업의위치,다음
백업의날짜및시간.또한백업이실패한경우및아직생성되지않은백업의첫번째백업시도
날짜등을알립니다.

스토리지서버를구성한경우에만나타납니다.참고

• 시스템—미팅에동시에참가할수있는최대사용자수,버전번호,제품 URL,공개액세스허용
여부,고가용성시스템여부,사용자라이센스수를표시함. Cisco WebEx Server의무료체험판
을사용하고있으며체험기간이 30일이하로남아있는경우,이섹션은무료체험이만료되기
전까지남아있는날짜도표시합니다.자세히보기를선택하여이동하십시오.다음:시스템구
성하기, 151페이지

•사용자—총활동중인사용자수,디렉토리통합의구성여부,다음동기화발생일 (구성된경우)
및선택된인증유형을표시함.자세히보기를선택하여이동하십시오.다음:사용자편집, 136
페이지

•설정—각미팅에허용된최대참가자수,오디오유형, WebEx HQ비디오활성화여부를표시함.
자세히보기를선택하여이동하십시오.다음:설정구성하기, 185페이지

관련항목

리소스히스토리보기, 117페이지

진행중인미팅차트를사용하여미팅문제확인하기, 118페이지

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121페이지
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기, 126페이지

알람보기및편집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대시보드 >알람을선택합니다.
알람페이지가나타나며현재알람임계값을표시합니다.

단계 3 편집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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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편집페이지가나타납니다.알람임계값을백분율로보려면백분율%을선택하고알람임계값
을숫자로보려면번호 #를선택합니다.기본설정은백분율%입니다.

단계 4 활성화할알람의체크박스를선택하고사용가능한각알람의시간간격을선택합니다.

설명옵션

진행중인미팅임계값을표시합니다.

• 백분율%로설정된경우,선택기바를이동하여 2 - 99퍼센트로설정합니다.

• 번호 #로설정된경우, 2 - 99퍼센트의숫자를입력합니다.

기본값: 1시간간격선택.

진행중인미

팅

현재시스템임계값을표시합니다.

• 백분율%로설정된경우,선택기바를이동하여 2 - 99퍼센트로설정합니다.

• 번호 #로설정된경우,사용자의수를입력합니다.

기본값: 12시간간격선택.

사용

현재 CPU임계값을MHz로표시합니다.

• 백분율%로설정된경우,선택기바를이동하여 2 - 99퍼센트로설정합니다.

• 번호 #로설정된경우, MHz의숫자를입력합니다.

기본값:선택되지않음.간격은 1시간입니다.

CPU

현재메모리임계값을 GB로표시합니다.

• 백분율%로설정된경우,선택기바를이동하여 2 - 99퍼센트로설정합니다.

• 번호 #로설정된경우, GB의숫자를입력합니다.

기본값:선택되지않음.간격은 1시간입니다.

메모리게이지는최대메모리를로드하는한가상머신이사용하는대략적인

메모리를표시합니다.잠시게이지가적색의상태에머무르는것은시스템이
심각한상태이거나즉각적인조치가필요함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높은메
모리사용은숙지해야할기타시스템성능문제가있음을가리키는것일수

도있습니다.장기간동안메모리사용이 90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vCenter
메모리사용량및 CPU통계를리뷰할것을권장합니다.해당통계가범위를
초과하는경우,로드를줄이도록시스템을수정할것을고려하십시오.

참고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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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현재네트워크대역폭임계값을Mbps로표시합니다.

• 백분율%로설정된경우,선택기바를이동하여 2 - 99퍼센트로설정합니다.

• 번호 #로설정된경우, Mbps의숫자를입력합니다.

기본값:선택되지않음.간격은 1시간입니다.

네트워크

현재스토리지임계값을 GB로표시합니다.최대스토리지임계값은녹화버퍼링크
기 1GB(초소형), 5GB(소형), 16GB(중형), 40GB(대형)로계산됩니다.

• 백분율%로설정된경우,선택기바를이동하여 2 - 99퍼센트로설정합니다.

• 번호 #로설정된경우, GB의숫자를입력합니다.

기본값:선택되지않음.간격은 1시간입니다.

이섹션은스토리지서버를구성한경우에만나타납니다.자세한정보는스
토리지서버구성하기, 163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스토리지

알람이임계값을초과하면관리자에게이메일이발송됩니다.간격은동일한문제와관련해너무많
은알람이메일이발송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지정된시간안에다수의알람을보내지않기위해

사용됩니다.각알람의간격은다음과같습니다.다음:

• 1시간

• 6시간

• 12시간

• 24시간

단계 5 저장을선택합니다.
알람설정이저장되고변경내용으로알람페이지가업데이트됩니다.

리소스히스토리보기

리소스히스토리는시스템에구성된각알람용자세한그래프를포함합니다.오른쪽분할창에시스
템상태,미팅,참가자및스토리지에대한현재값이표시됩니다.구성할수있는알람에대한자세한
정보는알람보기및편집하기를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창에서알람 CPU,메모리또는네트워크링크를선택하여리소스히스토리를확인할수있
습니다.예를들어, CPU링크를선택하면리소스히스토리창이나타납니다.

스토리지서버를구성한경우,대시보드창에서스토리지링크를선택하여스토리지히스토리를확
인할수있습니다.스토리지히스토리페이지는스토리지서버에서사용된공간의양및지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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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걸쳐사용된스토리지공간을나타내는그래프를표시합니다. 6개월의기간동안특정날짜및시
간에사용된공간의백분율을확인하려면파란색사용량그래프에마우스를올립니다.

진행중인미팅차트를사용하여미팅문제확인하기

미팅에문제가있음을알리는이메일을수신하면다음단계를수행하여원인을찾으십시오.

절차

단계 1 수신한미팅문제이메일에서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2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3 대시보드에서 CPU,메모리또는네트워크링크를선택합니다.
리소스히스토리가나타납니다.

단계 4 리소스그래프의우측에표시되는사이드패널에서진행중인미팅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5 (선택사항)특정시간의미팅을표시하려면보기옵션또는달력아이콘을선택합니다.

단계 6 (선택사항)미팅목록에향후예약된미팅을포함하려면예정된미팅보이기체크박스를선택합니
다.

단계 7 미팅정보를표시하려면참가자또는미팅그래프에서데이터포인트를클릭합니다.
표에나타난세부정보를사용하여수신한이메일에설명된문제의원인을확인할수있습니다.미팅
목록에선택한데이터포인트와관련된미팅의세부사항이표시됩니다.성능에문제가있는미팅은
상태열에빨간색또는노란색으로표시됩니다.

표상단의필드에검색단어를입력하여미팅목록을필터링합니다.미팅목록은키칼럼의헤더를
선택하여정렬될수있습니다.

단계 8 현재시스템상태는페이지의우측칼럼에표시됩니다.대시보드로돌아가려면이줄을선택합니다.
시스템상태는다음과같습니다.다음:

• 양호-시스템에서모든서비스가작동하고있음

•다운 -시스템에서모든서비스가실행되지않고있음.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TAC)에
문의하여지원을받으십시오.자세한정보는지원기능사용하기를참조하십시오.

단계 9 우측칼럼에서알람상태박스를선택하여알람의리소스히스토리를확인합니다.자세한정보는리
소스히스토리보기를참조하십시오.

단계 10 스토리지서버가구성된경우,페이지의우측칼럼에스토리지공간의양이표시됩니다.자세한내용
은알람보기및편집하기, 115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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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트렌드보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대시보드를선택합니다.

단계 3 상단미팅트렌드그래프에서시작날짜및종료날짜날짜및시간을선택하여트렌드기간을설정

합니다.

• 자정전에예약되었으나다음날까지연장된미팅은미팅시작날짜에따라그래프에표시됩니

다.

• 시스템문제로인해미팅의연결이끊어진후다시연결된경우미팅트렌드그래프에서는두

개의미팅으로계산됩니다.

• 한달및 6개월보기용미팅트렌드데이터는그리니치표준시간(GMT)에기반하기때문에 24
시간을바탕으로정확하게표시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지정된날짜에시스템이 200개의미
팅을호스트하는경우,데이터베이스는해당미팅의발생을로컬시간이아닌 GMT를기준으로
기록합니다.하루및한주보기용미팅트렌드데이터는사용자의시간대에기반합니다.

• 녹색트랙은진행중이거나종료된미팅을가리킵니다.예정된미팅은노란색으로표시됩니다.

• 선택한시간범위가 24시간인경우,경과되었거나진행중인미팅의데이터포인트는 5분간격
이며,예정된미팅은한시간간격입니다.

• 선택한시간범위가하루이상,한주이하인경우,경과되었거나진행중,또는예정된미팅의
데이터포인트는한시간간격으로표시됩니다.

• 선택한시간범위가한주이상인경우,경과되었거나진행중,또는예정된미팅의데이터포인
트는하루간격으로표시됩니다.

미팅트렌드그래프는선택한기간동안발생한미팅의총수를표시합니다.그래프아래의미팅목
록은선택한기간동안의모든미팅을나열합니다.

일부미팅트렌드항목은중복으로나타날수도있습니다.동일한이름을갖고있기때문입
니다.미팅이시작될때마다항목이생성됩니다.따라서미팅이시작되고중지된후다시시
작되는경우,동일한미팅이름의다수의항목이표시됩니다.

참고

단계 4 특정시간에발생한미팅의목록을확인하려면:
a) 그래프아래의미팅목록에선택한시간의 5분내에발생한미팅을나열하려면미팅트렌드그래
프에서특정위치를클릭합니다.자세한정보는미팅목록보기, 120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b) 시작날짜와종료날짜기간동안발생된미팅의날짜및시간의목록을표시하려면시작날짜및
종료날짜필드아래에서그래프기호를선택합니다.그후드롭다운목록에서날짜를선택합니
다.

드롭다운메뉴에표시된데이터포인트는그래프에나타나는내용과동일합니다.이는
키보드및화면리더에의지하는사용자의편의를위해우선적으로액세스할수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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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발생한미팅의총수를확인하려면그래프위로마우스를이동합니

다.
참고

미팅목록보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대시보드를선택합니다.

단계 3 상단미팅트렌드그래프에서시작날짜및종료날짜의날짜및시간을선택하여트렌드기간을설

정합니다.자세한정보는미팅트렌드보기, 119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 기본값으로미팅목록은현재 24시간동안의미팅을표시합니다.

• 예약된시간까지시작되지않은예약된미팅은미팅트렌드그래프또는미팅목록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미팅목록은선택한트렌드기간동안예약또는진행중이거나종료된모든미팅을나열하고총미

팅의수를표시합니다.미팅은상태의순서에따라표시됩니다.다음:진행중,종료됨,시작되지않음.
미팅목록에정보가표시됨:

• 트렌드차트에선택된시간범위

•미팅주제

•호스트

•참가자수

•미팅의상태:진행중,종료됨,시작되지않음

진행중또는종료됨상태의미팅은첫번째열에녹색,노란색또는빨간색 LED를표시하여
양호,보통,불량으로미팅의상태를나타냅니다.보통(노란색)은오디오/비디오지연또는
미팅중에발생하는지터가마이너(minor)임계값에도달했음을가리키며,원인을알아내기
위해모니터되고조사해야함을의미합니다.불량(빨간색)은오디오/비디오지연또는미팅
중에발생하는지터가메이저(major)임계값에도달했음을가리키며,관리자는 Cisco기술지
원그룹(TAC)에게문의하여지원을받아야함을의미합니다.

참고

단계 4 (선택사항)열헤딩을선택하여미팅을정렬합니다.

단계 5 다음또는이전페이지를보려면페이지매기기기능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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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각페이지에최대 10개의미팅이표시됩니다.

• 표시할총미팅의최대수는트렌드기간과관계없이 125개입니다.특정기간에다수의
미팅이있는경우,트렌드기간을더짧은시간으로세분화하십시오.

• 미팅목록에서중복미팅항목을확인할수도있습니다.미팅이시작될때마다미팅항
목이생성됩니다.따라서미팅이시작되고중지된후다시시작되는경우,목록에동일
한이름의다수의미팅값이표시됩니다.

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시스템유지관리를실행하기전에유지관리기간을예약해야합니다.유지관리기간이진행중일때
의유일한제한점은사용자가유지관리기간이내또는유지관리기간과겹치는미팅을예약할수없

는점입니다.예를들어,관리자가유지관리를위해시스템을한시간정도(오전 5시부터 6시까지등)
다운시켜야하는경우,미팅이발생하지않는시간으로예약합니다.미팅이예약된경우,관리자는
각미팅호스트에게연락하여해당미팅시간동안유지관리기간이예약되었음을알려야합니다.유
지관리기간이설정되면사용자는해당시간동안미팅을예약할수없습니다.단,사용자는지금미
팅기능을사용하여즉석미팅을시작할수있습니다.

유지관리모드가켜지면현재진행중인모든미팅은종료되고지금미팅기능은더이상사용할수

없게됩니다.필요한시스템변경사항을적용하려면약두시간정도소요된다고가정하십시오.실
행해야할작업중하나는새로운인증기관 (CA)인증서를업로드하는것입니다.이는유지관리모
드를끈후에시스템을재부팅해야할수도있습니다.약 4:00 a.m에시스템유지관리를시작할계획
입니다.시작시간은 2014/04/15 3:30 a.m,지속시간은 3시간 30분으로지정하여유지관리기간을예
약합니다.이는오전 3:30부터오전 7시까지유지관리기간이진행됨을의미합니다. (모든미팅이종
료되고관리자가시스템유지관리를시작할때까지 30분동안미팅이예약되지못하도록함)이기간
은유지관리모드가켜진후발생할수도있는재부팅작업이후에시스템이작동하도록할추가시

간을부여하고,사용자가미팅을예약하고호스트하기전에관리자가하나이상의즉석미팅을시작
하여수정된설정을테스트할수있도록합니다.

일부시스템유지관리작업은유지관리모드를켜지않아도되지만,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
하도록요구하는작업에는유지관리모드를끈후재시작또는재부팅을완료하는데까지추가시간

이필요할수도있습니다.시스템재시작에는몇분정도(약 3-5분)가소요되나,재부팅은약 30분정
도소요됩니다.유지관리기간을예약할때시스템이완전히작동하도록하기위해필요한이추가
시간을고려하십시오.자세한내용은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기, 126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예약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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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예약창이표시됩니다.

단계 3 달력도구및시간드롭다운메뉴를사용하여유지관리기간의날짜및시작시간을선택합니다.

단계 4 시간및분을지정하여유지관리기간의지속시간을입력합니다.

단계 5 예약을선택합니다.
예약된유지관리기간날짜,시작시간및지속시간이유지관리분할창에표시됩니다.

유지관리기간이시작될때사용자가예약된유지관리기간과겹치는미팅을예약하려고하

면오류메시지를수신합니다.
참고

다음에할작업

• 유지관리모드켜기에대한정보는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기를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유지관리에대해사용자에게통지하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용자에게이메일보내

기를참조하십시오.

예약된유지관리기간변경하기

유지관리기간을예약한후,날짜및시간을다시예약하거나삭제할수있습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대시보드를선택합니다.

단계 3 표시된시스템유지관리날짜및시간을선택합니다.

단계 4 유지관리기간예약에서수행할수있는작업:

• 다른시작날짜및시간을입력합니다.

• 지속기간시간및분을수정합니다.

• 유지관리기간을제거하려면삭제를선택합니다.

시스템유지관리를일찍마친경우,지속시간을줄이거나유지관리기간예약에서삭제를
선택할수있습니다.

참고

다음에할작업

시스템등록정보를수정하기전에유지관리모드를켜십시오.어느시스템등록정보에서유지관리
모드를켜야하는지에대한정보는유지관리모드정보, 123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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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모드정보

다수의구성변경은귀하의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하도록요구합니다.유지관리모드는회
의활동을중지하므로사용자의다운타임을최소화할수있도록유지관리기간을예약해야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켜기전에유지관리기간을예약할것을권장하는바이나,필수사항은아닙니다.
유지관리모드는언제든지켤수있습니다.대시보드페이지에유지관리모드켜기버튼이나타납니
다.

시스템유지관리를실행할때를결정한후유지관리기간을예약하려면대시보드페이지에서유지

관리예약기능을사용합니다.자세한내용은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121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
오.그후사용자에게이메일보내기기능을선택하여사용자에게유지관리기간동안미팅을호스트
하거나참여할수없음을미리알립니다.자세한정보는사용자에게이메일보내기, 149페이지을(를)
참조하십시오.

유지관리모드가켜지면다음이발생합니다.다음:

• 현재진행중인미팅은종료됩니다.

• 사용자는새로운미팅을예약하거나호스트할수없습니다.

• 사용자는웹페이지, Microsoft Outlook플러그인또는모바일응용프로그램에서WebEx사이트
에사인인할수없습니다.

• 시스템은사용자및관리자에게자동통지이메일을계속발송하게됩니다.

유지관리모드를켜도록요구하는작업및유지관리모드를끈후에시스템이실행하는작업에대해

서는다음표를참조하십시오.먼저유지관리모드를켜지않고해당작업을실행하려고하면시스템
은알림메시지를보냅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끈후

시스템재부팅또는재

시작

유지관리모드

요구됨

참조작업

재부팅Y고가용성시스템구성하기,
152페이지

고가용성시스템제거및추

가하기

재시작Y시스템에공개액세스추가

하기, 157페이지및공개액
세스제거하기, 158페이지

인터넷리버스프록시를제

거또는배포하여공개액세

스제거및추가하기

재시작Y회사정보구성하기, 186페
이지

시스템기본언어변경

재시작Y사이트설정변경하기, 160
페이지

호스트또는관리자계정

URL변경하기

해당사항없음N메일서버구성하기, 162페
이지

메일서버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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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모드를끈후

시스템재부팅또는재

시작

유지관리모드

요구됨

참조작업

재부팅Y가상 IP주소변경하기, 156
페이지

가상 IP주소변경하기

해당사항없음N브랜딩설정구성하기, 187
페이지

브랜딩설정변경및구성하

기

재시작Y오디오설정구성하기정보,
190페이지

다수의오디오설정구성및

변경하기

해당사항없음N오디오설정구성하기, 193
페이지

발신액세스번호,표시명및
발신자 ID오디오설정구성
및변경하기.

해당사항없음N서비스품질(QoS)구성하기,
196페이지

서비스품질설정변경및구

성하기

재시작YSNMP설정구성하기, 168페
이지

SNMP설정변경및구성하
기

재시작또는재부팅 (시
스템에의해결정됨)

Y인증서관리하기, 227페이지인증서구성하기

재시작Y장애복구기능사용하기,
165페이지

장애복구설정구성하기

재시작YFIPS준수암호화활성화하
기, 244페이지

FIPS-호환암호화구성하기

재시작Y스토리지서버구성하기, 163
페이지

스토리지서버구성하기

재부팅Y가상머신보안구성하기,
242페이지

가상머신보안구성하기

재시작Y시스템크기확장하기, 159
페이지

시스템크기확장하기

재시작Y시스템업데이트하기, 95페
이지

보조업데이트,주요업그레
이드및시스템확장실행하

기

재시작Y인증서관리하기, 227페이지공유키업데이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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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모드를끈후

시스템재부팅또는재

시작

유지관리모드

요구됨

참조작업

재시작Y시스템리소스테스트사용

하기, 258페이지
시스템리소스테스트사용

하기

각가상머신에유지관리모드시간을가리키는콘솔창이나타납니다. vCenter인벤토리바(네비게
이션용)에서콘솔창을열수있습니다.콘솔창은시스템의 URL,시스템유형(기본,고가용성또는
공개액세스),배포유형(50사용자, 250사용자, 800사용자또는 2000사용자시스템)및현재시스템
상태(유지관리모드의활성화여부,상태변경시간및날짜포함)를제공합니다.표시되는시간은회
사정보설정에서구성됩니다.자세한정보는회사정보구성하기, 186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시스템유지관리작업완료하기

시스템구성수정을마치면유지관리모드를끌수있습니다.실행한작업에따라시스템은:

• 보다빠르게작업합니다.업데이트에유지관리모드가필요하지않기때문입니다.

• 변경한작업에는시스템재시작이필요하며몇분정도소요됨을안내하는메시지를표시합니

다.

• 변경한작업에는시스템재부팅이필요하며시스템크기에따라약 30분정도소요됨을안내하
는메시지를표시합니다.

시스템재시작에는몇분정도가걸리지만,시스템재부팅은최대 30분정도소요됩니다.이기간동
안,회의활동을사용할수없습니다.시스템은어느작업이필요한지결정하고유지관리모드를끌
때적합한메시지를표시합니다.

유지관리모드가꺼지면대시보드페이지가새로고침됩니다.시스템등록정보페이지에나열된모
든가상머신이양호(녹색)한상태를표시하면시스템은사용자가미팅을시작할준비가됩니다.자
세한정보는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기, 126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유지관리모드가꺼졌으나,예약된유지관리기간이아직시행중인경우,사용자는이전에예약한
미팅을호스트하고참석할수있게됩니다.단,유지관리기간이종료될때까지새로운미팅을예약
할수는없습니다.

시스템업그레이드를위해유지관리모드켜기및끄기

시스템을 Cisco WebEx Meetings Server릴리즈 1.x에서릴리즈 2.0으로수동으로업그레이드하는경
우,업그레이드된시스템용가상머신이배포된후유지관리모드를켤때가되면메시지가표시됩니
다.유지관리모드는수동으로켜야합니다.

자동업그레이드프로세스를선택한경우,적합한때에유지관리모드가자동으로켜지며,메시지가
표시되어이작업이발생하는때를알립니다.

수동또는자동업그레이드프로세스가완료되면업그레이드된 Cisco WebEx Meetings Server릴리즈
2.0시스템에서수동으로유지관리모드를끕니다.미팅서비스를사용할수있을때까지몇분정도
소요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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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121페이지
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기, 126페이지

유지관리모드켜기또는끄기

시스템구성을수정하기전에유지관리기간을예약하고,사용자에게예약된시스템유지관리시간
에대해통지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121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유지관리모드가켜지면사용자는미팅을예약,호스트,참석할수없습니다.현재진행중인미팅
은종료됩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유지관리모드를켜면회의활동을종료하고,사용자가WebEx사이트에사인인,미팅예약또는참
여,미팅녹화재생을할수없도록합니다.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은재시작 (약 3 - 5분소요)
또는재부팅(약 30분소요)작업의필요여부를결정하고적합한메시지를표시합니다.어느시스템
작업에서유지관리모드를켜야하는지에대한정보는유지관리모드정보을(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를선택합니다.
유지관리모드켜기대화상자가표시됩니다.유지관리모드가켜져있는동안시스템의조건에대해
서읽으십시오.

단계 3 시스템유지관리를시작할준비가되면계속을선택합니다.
메시지가표시되며시스템이유지관리모드임을나타냅니다.유지관리모드끄기버튼이표시됩니
다.

단계 4 (선택사항)가상머신을백업합니다.

단계 5 시스템구성을마치면유지관리모드끄기를선택합니다.
수정한시스템등록정보에따라,사용자가사인인하고회의활동을재개할때까지몇분내지는약
30분정도소요될수있습니다.

단계 6 (선택사항)시스템이완전히작동하는지확인하려면대시보드 >시스템 >자세히보기(시스템섹션
에서)를선택합니다.
나열된모든가상머신의상태가양호(녹색)로나타나면회의활동을다시시작할수있습니다.

다음에할작업

유지관리모드를끈후에도예약된유지관리기간이여전히시행중이고시스템이재시작또는재부

팅을마친경우,사용자는미팅페이지에서지금미팅을선택하여즉석미팅을시작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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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안내서에서 "즉석미팅시작하기"를참조하십시오.다음: http://www.cisco.com/en/US/products/
ps12732/tsd_products_support_maintain_and_oper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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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

사용자관리하기

이섹션에서는시스템에서사용자를관리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 사용자관리정보, 129 페이지

• 콤마-및탭-구분파일정보, 130 페이지

• 사용자추가, 136 페이지

• 사용자편집, 136 페이지

• 사용자활성화하기, 137 페이지

• 사용자비활성화하기, 137 페이지

• 가져오기를사용하여사용자비활성화하기, 138 페이지

• 사용자가져오기, 139 페이지

• 사용자내보내기, 139 페이지

• 내보낸파일을사용하여새시스템으로사용자가져오기, 140 페이지

• 추적코드구성하기, 140 페이지

• 디렉토리통합구성하기, 142 페이지

• 사용자그룹동기화하기, 147 페이지

• AXL웹서비스및디렉토리동기화구성에 CUCM사용하기, 148 페이지

• LDAP통합및인증구성에 CUCM사용하기, 148 페이지

• 사용자에게이메일보내기, 149 페이지

사용자관리정보

개별적으로사용자를추가하거나콤마-또는탭-구분파일로저장된사용자목록을가져오기할수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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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계정을추가하고비활성화할수있으나삭제할수는없습니다.비활성화는사용자를비활동
상태로지정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단,나중에필요한경우사용자를재활성화할수있는옵션을
제공합니다.재활성화된사용자계정은미팅,녹화및비활성화되기전에가졌던모든기타데이터로
의액세스를다시얻게됩니다.

시스템은장기간최대 400,000개사용자계정을지원합니다.이숫자는활동중및비활동중인사용자
계정모두를나타냅니다.이장기간최대숫자는사용자데이터베이스의예측되는증가분을충분히
수용할수있습니다.

시스템으로의승인되지않은사인인을차단하려면회사를떠난사용자를비활성화했는지확인하십

시오.다음방법으로사용자를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다음:

• 시스템이통합된 SSO를사용하지않는경우,개별적으로또는비활성화하고자하는각사용자
의 [ACTIVE]필드를 [N]으로설정한콤마-또는탭-구분파일을가져오기하여사용자를비활성
화할수있습니다.자세한정보는사용자비활성화하기, 137페이지및콤마-및탭-구분파일정
보, 130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시스템이통합 SSO를사용하는경우, SAML 2.0 iDP의기업디렉토리에서해당사용자를제거
해야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이과정은이제품에서수행되지않습니다.

• 일정기간이지난후사용자를비활성화하려면비밀번호구성기능을사용하십시오.자세한정
보는일반비밀번호설정구성하기, 198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콤마- 및탭-구분파일정보
사용자데이터를정리하기위해Microsoft Excel등스프레드시트응용프로그램을사용하려면스프
레드시트를콤마-또는탭-구분(CSV)파일로저장또는내보내기하십시오.귀하의시스템은UTF-8(UCS
Transformation Format—8 bit)을지원합니다.귀하의파일에입력한문자는지정된 UTF-8로제한됩니
다.파일에 non-ASCII문자가포함된경우,해당문자가유니코드콤마또는탭구분을사용하는지확
인하십시오.

콤마-또는탭-구분파일을성공적으로가져오기하려면표에나열된모든필드는필수로입력해야합
니다.필드값은공백일수있습니다.필드가비어있는경우,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예: "올바르
지않은파일형식. Custom10은필수입니다."

최대 10개의추적코드그룹을정의할수있습니다.추적코드그룹이름은고유한것으로,미리정의
된필드이름을사용하면안됩니다. (USERID, ACTIVE, FIRSTNAME, LASTNAME, EMAIL,
LANGUAGE, HOSTPRIVILEGE, TIMEZONE)

값유형및크기설명필드명

1 - 19영숫자사용자 ID.

이필드는시스템에의

해자동으로생성되며

CSV파일을가져오기할
때공백으로비워둬야

합니다.

참고

USERID

예또는아니오이사용자의활동여부.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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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유형및크기설명필드명

1 - 32문자사용자의이름.FIRSTNAME

1 - 32문자사용자의성.LASTNAME

1 - 192영숫자문자사용자의이메일주소.EMAIL

1 - 64문자사용자의언어.자세한정보는
CSV파일필드값를참조하십시
오.

LANGUAGE

ADMN또는 HOST호스트권한.HOSTPRIVILEGE

시간대이름사용자가위치하는곳의시간대.
자세한정보는 CSV파일필드
값를참조하십시오.

TIMEZONE

1 - 128문자사용자의지구.추적코드그룹
1.이필드는추적코드페이지에
서구성할수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추적코드구성하기를참

조하십시오.

DIVISION

1 - 128문자사용자의부서.추적코드그룹
2.이필드는추적코드페이지에
서구성할수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추적코드구성하기를참

조하십시오.

DEPARTMENT

1 - 128문자사용자의프로젝트.추적코드
그룹 3.이필드는추적코드페
이지에서구성할수있습니다.
자세한정보는추적코드구성하

기를참조하십시오.

PROJECT

1 - 128문자기타정보.추적코드그룹 4.이
필드는추적코드페이지에서구

성할수있습니다.자세한정보
는추적코드구성하기를참조하

십시오.

OTHER

1 - 128문자고객필드 5.CUSTOM5

1 - 128문자고객필드 6.CUSTOM6

1 - 128문자고객필드 7.CUSTOM7

1 - 128문자고객필드 8.CUST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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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유형및크기설명필드명

1 - 128문자고객필드 9.CUSTOM9

1 - 128문자고객필드 10.CUSTOM10

CSV 파일필드값

언어필드값

다음은 CSV파일에서사용할수있는국가코드값의예입니다.

언어필드값

미국영어en-us

중국어(간체자)zh-cn

중국어(번체자)zh-tw

일본어jp

한국어ko

프랑스어fr

독일어de

이탈리아어it

카스티아스페인어es-me

라틴아메리카스페인어es

네덜란드어nl

포르투갈어pt-br

러시아어ru

시간대필드값

다음은 CSV파일에설정할수있는시간대(TIMEZONE)필드값입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132

콤마- 및탭-구분파일정보



GMT필드값

-12시간마셜제도

-11시간사모아

-10시간호노룰루

-9시간앵커리지

-8시간샌프란시스코

-8시간티화나

-7시간애리조나

-7시간덴버

-7시간치와와

-6시간시카고

-6시간멕시코시티

-6시간서스캐처원

-6시간테구시갈파

-5시간보고타

-5시간파나마

-5시간뉴욕

-5시간인디애나

-4.5시간카라카스

-4시간산티아고

-4시간핼리팩스

-3.5시간뉴펀들랜드

-3시간브라질

-3시간부에노스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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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필드값

-3시간레시페

-3시간누크

-2시간중부대서양

-1시간아조레스제도

0시간레이캬비크

0시간런던

0시간카사블랑카

1시간서아프리카

1시간암스테르담

1시간베를린

1시간마드리드

1시간파리

1시간로마

1시간스톡홀름

2시간아테네

2시간카리오

2시간프레토리아

2시간헬싱키

2시간텔아비브

2시간암만

2시간이스탄불

3시간리야드

3시간나이로비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134

콤마- 및탭-구분파일정보



GMT필드값

3.5시간테헤란

4시간모스크바

4시간아부다비

4시간바쿠

4.5시간카불

5시간이슬라마바드

5.5시간뭄바이

5.5시간콜롬보

6시간예카테린부르크

6시간알마티

6.75시간카트만두

7시간방콕

8시간베이징

8시간퍼스

8시간싱가포르

8시간타이베이

8시간콸라룸푸르

9시간도쿄

9시간서울

9.5시간애들레이드

9.5시간다윈

10시간야쿠츠크

10시간브리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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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필드값

10시간시드니

10시간괌

10시간호바트

11시간블라디보스톡

11시간솔로몬제도

12시간웰링턴

12시간피지

사용자추가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사용자추가하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계정유형(호스트또는관리자)을선택합니다.

단계 4 해당필드에사용자정보를입력합니다.별표(*)가표시된필드는필수입니다.

단계 5 저장을선택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사용자에게비밀번호만들기링크가포함된이메일을보냅니다.사용
자는WebEx사이트에사인인하기전에비밀번호를생성해야합니다.

비밀번호만들기링크는 72시간이후에만료됩니
다.

참고

사용자편집

사용자편집기능으로사용자정보를변경하고사용자계정을활성화또는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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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목록이나타납니다.각페이지에표시되는기본사용자수는 50입니다.페이지당사용자드롭
다운메뉴를선택하여설정을 50또는 100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단계 3 편집할사용자를선택합니다.

단계 4 편집가능한필드에변경사항을적용합니다.별표(*)가표시된필드는필수입니다.

단계 5 (선택사항)이사용자에게다음로그인시,비밀번호를변경하도록강제요청체크박스를선택합니
다.

시스템에 SSO가활성화된경우,이기능은호스트계정에적용되지않습니
다.

참고

단계 6 선택적으로계정활성화또는비활성화:

• 비활성계정을다시활성화하려면활성화를선택합니다.

• 계정을비활성화하려면비활성화를선택합니다.

계정활성화또는비활성화는계정에대한변경내용을저장하지않습니다.변경내용을저
장하려면저장을선택해야합니다.

참고

단계 7 저장을선택합니다.이는계정의상태를수정하지않고변경내용을저장합니다.

사용자활성화하기

호스트및관리자계정을추가또는가져오기하면해당계정은기본값으로활성화됩니다.비활동중
인사용자를재활성화하려면이기능을사용합니다.

또한사용자편집페이지에서계정을활성화할수도있습니다.자세한정보는사용자편집, 136페이
지을(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를선택합니다.

단계 3 활성화할비활동중인사용자의체크박스를선택합니다.

단계 4 작업 >활성화를선택합니다.
선택한계정은활성화되고이제각계정의상태는 "활동중"으로나타납니다.

사용자비활성화하기

호스트및관리자계정을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계정비활성화는해당계정의소유자가다음작업
을할수없도록합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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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 Outlook플러그인,모바일응용프로그램에서사인인하기

•미팅호스트또는참석하기

•시스템관리하기 (사용자가관리자인경우)

또한사용자편집페이지에서계정을비활성화할수도있습니다.자세한정보는사용자편집, 136페
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관리자는자신의계정을비활성화할수없습니다.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를선택합니다.

단계 3 비활성화할활동중인사용자의체크박스를선택하십시오.

단계 4 작업 >비활성화를선택한후확인을선택하여확인하십시오.
선택한계정은비활성화되고이제각계정의상태는 "비활동중"으로나타납니다.

가져오기를사용하여사용자비활성화하기

가져오기기능을사용하여사용자계정을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 >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내보낸 csv파일다운로드링크가나타날때까지잠시기다립니다.

단계 3 내보낸 csv파일다운로드를선택하고하드드라이브에 CSV파일을저장합니다.

단계 4 CSV파일을엽니다. ACTIVE열에다음변경사항을적용합니다.다음:
a) 비활성화할각사용자의해당란에 N을입력합니다.
b) 변경하지않을사용자의기록은모두삭제합니다.

단계 5 사용자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 >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단계 6 찾아보기를클릭하여업데이트된 CSV파일을선택하고콤마,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업데이트된사용자기록은덮어쓰기되고선택한사용자계정은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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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져오기

시작하기전에

사용자의정보를포함하는콤마-또는탭-구분파일을준비합니다.자세한정보는콤마-및탭-구분
파일정보, 130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3 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사용자가져오기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4 찾아보기를선택한다음가져오려는쉼표또는탭으로구분된파일을선택합니다.

단계 5 탭또는콤마라디오버튼을선택하여가져오기하려는파일유형을지정합니다.

단계 6 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파일이가져오기되었습니다.가져오기를완료하면시스템은성공적으로가져오기한녹화수및실
패한수를안내하는이메일을발송합니다.

다음에할작업

사용자를선택하여시스템에서사용자를확인합니다.사용자가정확하게가져오기되었는지확인하
십시오.

사용자내보내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사용자데이터는 CSV파일로내보내기됩니다.시스템은내보낸파일을다운로드할수있는링크가
포함된이메일을관리자에게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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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낸파일을사용하여새시스템으로사용자가져오기

다음단계를수행하여,내보낸파일을사용하여새시스템으로사용자를가져오십시오.

절차

단계 1 사용자를내보내기할시스템의관리사이트로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사용자데이터는콤마-또는탭-구분파일로내보내기됩니다.

단계 4 내보내기한파일을열고해당파일에서모든 USERID를삭제한후파일을다시저장합니다.

단계 5 사용자를가져오기할시스템의관리사이트로사인인합니다.

단계 6 사용자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사용자가져오기/내보내기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7 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사용자가져오기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8 찾아보기를선택한후상위단계에서내보내기한파일을선택합니다.

단계 9 탭또는콤마라디오버튼을선택하여가져오기하려는파일유형을지정합니다.

단계 10 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파일이가져오기되었습니다.가져오기를완료하면시스템은성공적으로가져오기한녹화수및실
패한수를안내하는이메일을발송합니다.

다음에할작업

사용자를선택하여시스템에서사용자를확인합니다.사용자가정확하게가져오기되었는지확인하
십시오.

추적코드구성하기

추적코드를구성하여특정그룹의호스트사용을트랙킹할수있습니다.예를들면,프로젝트또는
부서에추적코드를구성할수있습니다.구성한추적코드는사용자를추가또는편집할때옵션으
로나타납니다.

각추적코드에다음을구성해야합니다.다음:

• 추적코드그룹–추적코드그룹을구성하십시오.추적코드그룹은사용자를추가하거나편집
할때사용됩니다.기본값은부문,부서,프로젝트,기타,고객5부터고객1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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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코드그룹이름은고유한것으로,미리정의된필드이름을사용하면안됩
니다. (USERID, ACTIVE, FIRSTNAME, LASTNAME, EMAIL, LANGUAGE,
HOSTPRIVILEGE, TIMEZONE)

참고

• 모드입력–텍스트필드또는드롭다운메뉴를선택합니다.

• 사용–사용하지않음,선택또는필수를선택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추적코드를선택합니다.

단계 3 (선택사항)또한추적코드그룹열에구성할각추적그룹의이름을입력할수도있습니다.기본값을
사용하고자하는경우필드를변경하지않아도됩니다.

단계 4 각추적코드의입력모드열에서텍스트입력또는드롭다운메뉴를선택합니다.
텍스트입력을선택하면텍스트필드에추적코드명을입력합니다.드롭다운메뉴를선택하면입력
모드필드옆에목록편집링크가나타납니다.값을구성하려면추적코드용드롭다운메뉴에서목록
편집링크를선택합니다.자세한정보는추적코드편집하기, 141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추적코드그룹용드롭다운메뉴를선택한경우,목록편집을선택하고관련드롭다운메뉴
용으로하나이상의옵션을입력합니다.

참고

단계 5 각추적코드의사용열에서사용하지않음,선택또는필수를선택합니다.
드롭다운메뉴목록을구성하면필수또는선택으로만 [사용]을변경해야합니다.먼저추적
코드그룹및입력모드를구성하지않은상태에서사용설정을사용하지않음이외의옵션

으로구성하려는경우,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

참고

단계 6 저장을선택합니다.
추적코드설정이저장됩니다.

추적코드편집하기

기본값으로추적코드는텍스트상자로표시됩니다.드롭다운메뉴에서추적코드옵션을표시하려
면옵션의목록을구성해야합니다.입력모드드롭다운메뉴에서드롭다운메뉴를선택하면목록편
집링크가나타납니다.

시작하기전에

추적코드를편집하려면사용자 >추적코드를선택하고입력모드용드롭다운메뉴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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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목록편집링크를선택합니다.
추적코드목록편집대화상자가나타납니다.

단계 2 추적코드목록편집대화상자에서필드를구성하십시오.
a) 이대화상자를열때활성화된추적코드만표시하도록하려면활성화된코드만보여주기를선택
합니다.모든추적코드를표시하려면이옵션을선택해제하십시오.각입력모드의추적코드를
처음으로구성하는경우에는이옵션을선택할수없습니다.

b) 공백의코드필드가있는첫페이지로이동하려면첫번째빈추적코드로이동을선택하십시오.
c) 기본값으로활성화가선택됩니다.추적코드를비활동으로지정하려면활성화를체크해제할수
있습니다.비활동중인추적코드는이추적코드그룹의드롭다운메뉴에나타나지않습니다.비
활동중인추적코드를활성화하려면활성화를체크하십시오.

d) 코드텍스트상자에메뉴항목이름을입력하십시오.제한: 128자.
e) 이메뉴항목을드롭다운메뉴의기본선택으로지정하려면기본값라디오버튼을선택합니다.
f) 20개이상의구성가능한추적코드라인을추가하려면 20줄추가를선택합니다.표시할 20개이
상의라인이있는경우,네비게이션링크(다음,이전및페이지번호)가추가됩니다.제한: 500줄
(25페이지).

g) 추적코드용정렬방법(정렬안함,오름차순정렬,내림차순정렬)을설정하려면정렬라디오버튼
을선택합니다.정렬은현재페이지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단계 3 업데이트를선택하여설정을저장합니다.
설정이저장되고추적코드목록편집페이지가닫힙니다.

디렉토리통합구성하기

디렉토리통합은시스템이 LDAP디렉토리에통합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UCM)
사용자데이터베이스로 Cisco WebEx Meetings Server사용자데이터베이스를만들고동기화할수있
도록합니다.

디렉토리통합은다음방법으로사용자프로파일관리를간편화합니다.다음:

• CUCM에서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사용자프로파일을가져오기합니다.

• 정기적으로 CUCM데이터베이스에있는새로운/수정된사용자속성(각사용자의이름,성및
이메일주소포함)으로 Cisco WebEx Meetings Server데이터베이스를업데이트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이메일주소로사용자를구별합니다.사용자가동일한이름및성을
갖고있어도이메일주소가다르면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다른사용자로인식합니다.

• 정기적으로비활동중인사용자항목의 CUCM데이터베이스를체크하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데이터베이스에서해당사용자프로파일을비활성화합니다.

• 시스템이 LDAP인증을사용하여외부디렉토리에대한 Cisco WebEx Meetings Server디렉토리
통합사용자를인증할수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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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CM및 LDAP서버에보안 LDAP(SLDAP)가활성화되어있으면완전히암호화된 LDAP통합
을지원합니다.

• CUCM에구성된모든사용자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동기화되며해당계정은활성화
됩니다.동기화작업이완료되면선택적으로계정을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CUCM의모든활
동중인사용자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동기화됩니다.비활동중인사용자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가져오기되지않습니다.

시작하기전에

디렉토리통합을실행하기전에다음필수조건을충족하는지확인하십시오.다음:

• 사용자에게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업무량이적은시간또는주말로동기화를예약할것

을권장합니다.

• 지원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UCM)버전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자세한
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요구사항을참조하십시오.

• CUCM관리자자격증명(디렉토리통합용 CUCM서버를추가하기위해필요함)을확보하십시
오.

• 디렉토리통합기능을사용하기전에 CUCM에 AXL및 LDAP디렉토리서비스를구성해야합
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으로사용자를가져오기하려면 CUCM이필요합니다.
CUCM을사용하여다음작업실행:

◦ Cisco AXL웹서비스활성화

◦ Cisco디렉토리동기화활성화

◦ LDAP통합구성

◦ LDAP인증구성

AXL웹서비스및디렉토리동기화구성에CUCM사용하기및LDAP통합및인증구성에CUCM
사용하기를참조하십시오.추가정보는 CUCM문서를참조하십시오.

• 호스트권한이필요한모든사용자를 CUCM에서사용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 CUCM에위
치하지않은사용자는사인인하고미팅을호스트할수없게됩니다. (모든사용자는손님으로
참여할수있음)필요한경우, CUCM에서가져오기할사용자로만구성된 CUCM그룹또는필터
를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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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M그룹을사용하지않으면모든활동중인 CUCM사용자는첫번째디렉토
리동기화작업중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가져오기됩니다.비활동중인
CUCM사용자는가져오지않습니다.다음동기화중에도활동중인새로운/수정
된사용자만가져오기됩니다.호스트액세스를부여하지않을사용자계정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에서비활성화해야합니다.호스트라이센스는사용
자가실제로미팅을호스트할때만CiscoWebExMeetings Server에서소비됩니다.
미팅을호스트하지않는계정은라이센스를소비하지않습니다.라이센스소비
에대한자세한정보는시스템구성하기에서 "라이센스관리하기"를참조하십시
오.

참고

• 이메일주소가없는사용자는가져오기되지않습니다.

• 사용자가동일한이름및성을사용하는다수의계정을갖고있으나 CUCM에서다른이메일주
소를지정한경우,해당사용자가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가져오기될때해당주소는다
른사용자로인식됩니다. CUCM사용자는사용자이름에따라고유하며,관리자는동일한이메
일주소로다수의사용자계정을만들수있습니다.단, Cisco WebEx Meeting Server에서계정은
이메일주소에따라고유합니다.따라서다수의 CUCM사용자계정에동일한이메일주소가있
는경우, CUCM의관리자는해당계정을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가져오기전에수동으
로사용자를편집하여이메일주소가고유하도록해야합니다.

• LDAP인증이활성화되면,지금동기화를선택하거나다음동기화옵션을체크하고날짜및시
간을입력할때,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포트 8443을사용하여 CUCM에연결합니다.

절차

단계 1 Cisco WebEx Meetings Server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선택사항)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디렉토리통합을실행하기위한유지관리모드는필수사항이아니지만,대규모동기화는시
스템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동기화중사용자가시스템을사용할수없도록시스
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할수있습니다.

참고

단계 3 사용자 >디렉토리통합을선택합니다.

단계 4 아직지정하지않은경우 CUCM서버정보를입력하십시오.다음:

• IP주소또는정규화된도메인이름 (FQDN)

• 사용자이름

•비밀번호

사용자이름및비밀번호는 CUCM관리자또는 AXL사용자이름및비밀번호일수있습니다. CUCM
정보를구성하면 CUCM아이콘아래에 CUCM서버의 IP주소또는 FQDN이나타납니다.

이미CUCM설정을구성한경우,이단계는건너뛰고다음단계로진행할수있습니다. CUCM
정보를구성한후변경하는작업은사용자동기화문제를야기할수있는복잡한절차를거

쳐야하므로권장하지않는바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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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CUCM사용자그룹 (필터용)을선택하여선택한 CUCM사용자그룹의해당사용자만 Cisco WebEx
Meeting Server에추가합니다.

단계 6 LDAP디렉토리서비스로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을동기화합니다.다음방법으로동기
화를실행할수있습니다.다음:

• 즉시동기화를실행하려면지금동기화를선택합니다.
동기화가시작되면취소할수없습니

다.
참고

• 다음동기화체크박스를선택하고날짜및시간을입력한후메카니즘을반복하여다음동기화

를예약합니다.

지금동기화를선택한경우,시스템은즉시동기화를실행합니다.이작업에소요되는시간은동기화
되는사용자수에따라다양합니다.동기화가완료되면이메일을수신합니다.지금동기화이후시스
템의다른관리자는통지를받지않습니다.동기화를예약한경우,특정날짜및시간에실행됩니다.
모든관리자는예약된동기화가완료된후이메일을수신합니다.다음동기화를방지하려면다음동
기화를선택해제할수있습니다.

다음속성은동기화프로세스중매핑됩니다.다음: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속성CUCM 속성

First NameFirst Name

Last NameLast Name

Email AddressMail ID

Cisco WebEx Meetings Server의이름및성은사용자에게표시되는전체이름입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에서매핑된속성은최종사용자가업데이트할수없습니
다.

참고

동기화가실패한경우,해당페이지에오류메시지가나타나고오류에대한자세한정보가포함된이
메일이관리자에게발송됩니다.해당오류에대한자세한설명을확인하려면로그보기를선택하십
시오.제공된로그는비활성화된사용자보고서,실패한사용자보고서및요약을포함합니다.

최소한하나의동기화를실행하면마지막동기화의요약이나타나며,완료여부,완료된날짜/시간(회
사정보설정에구성된날짜및시간사용)및다음을포함한사용자변경사항목록을표시합니다.다
음:

• 추가됨—추가된새로운사용자의수.

• 비활성화됨—비활성화된사용자의수.

단계 7 동기화일정또는관리자통지설정을구성하거나변경한경우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8 사용자탭을선택하고올바른사용자가동기화되었는지확인합니다.
a) 드롭다운메뉴에서원격사용자를선택하여사용자목록을필터합니다.해당목록에동기화하고
자하는사용자가있는지확인하십시오.디렉토리동기화를통해 Cisco WebEx Meetings Serv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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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사용자가가져오기됩니다.사용자가먼저로컬에생성되고디렉토리동기화로덮어쓰기된
경우,이사용자는로컬사용자가아닌원격사용자가됩니다.

b) 로컬사용자를선택하여어느사용자가동기화에포함되지않았는지확인합니다.로컬사용자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관리자가로컬에생성합니다.로컬사용자는 CSV파일을사용하여
가져오기하거나수동으로추가될수있습니다.

단계 9 CUCM과 Cisco WebEx Meetings Server동기화일정이순차적인지확인하십시오.먼저 CUCM동기화
가실행된후에 Cisco WebEx Meetings Server동기화가실행되어야합니다.

단계 10 (선택사항)동기화가완료되면관리자에게통지를선택또는선택해제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이
옵션은기본값으로선택되며예약된동기화이후관리자에게만알립니다.

단계 11 LDAP인증활성화를선택합니다.
시스템이 SSO를사용하도록구성된경우,먼저 SSO를비활성화해야합니다.자세한정보는
SSO비활성화하기를참조하십시오.시스템이 SSO를사용하도록구성되지않은경우, LDAP
인증을활성화할때까지기본인증을사용합니다.

LDAP를활성화한후관리자는사용자추가,비활성화및수정등을포함한사용자관리작업
에Active Directory서버를사용할것을권장합니다. LDAP인증을활성화하면모든참가자는
LDAP자격증명을사용하여WebEx사이트에사인인해야합니다.단,관리자는여전히 Cisco
WebEx Meetings Server자격증명을사용하여관리사이트에사인인할수있습니다.

참고

단계 12 사용자가 AD도메인자격증명으로시스템에사인인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

단계 13 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지정한경우유지관리모드끄기를선택합니다.

단계 14 (선택사항)동기화를실행한경우,지금통지를선택하여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에계
정이생성되었거나계정이변경된시간을이메일로사용자에게알릴수있습니다.선택적으로자동
으로통지보내기를선택할수있으며,이는각동기화이후새롭게추가된사용자에게자동으로이
메일을보냅니다.인증설정에변경사항을적용하면(예: LDAP활성화)영향을받는사용자에게사
용자–비밀번호변경됨이메일이발송됩니다.
지금통지를선택하면

•모든사용자는하나의통지만수신합니다.다음동기화이후에도추가이메일이발송되지않습
니다.

• "통지해야하는사용자"는활동중이며아직통지를받지않은모든사용자를표시합니다.

• 비활동중인사용자또는로컬사용자에게는통지가발송되지않습니다.

• Cisco WebEx Meetings Server에로컬사용자를추가하면이사용자에게이메일을발송합니다.
단,이사용자는WebEx사이트에사인인하기전에 CUCM Active Directory서버에추가되어있
어야합니다.

• 동기화기능을사용하여추가된사용자에게만통지를발송할수있습니다.

• 사용자에게이메일통지가발송될때까지몇분정도소요될수도있습니다.이지연은이메일
서버,네트워크연결문제및개별이메일계정의스팸탐지등을포함하여CiscoWebExMeetings
Server시스템외부의다양한요소가원인이됩니다.

시스템은다음이메일을발송합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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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화에서처음으로사용자를시스템으로가져오기하면 AD활성화이메일이각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다음동기화에서사용자는이이메일을수신하지않습니다.

• 시스템에로컬로생성된사용자에게사용자비밀번호–변경됨이메일이발송됩니다.

해당이메일템플릿사용자정의에대한정보는이메일템플릿정보를참조하십시오.

LDAP인증으로디렉토리통합을사용하고있는경우, CUCM에구성된사용자는호스트로
서 Cisco WebEx Meeting Server에동기화되고 LDAP자격증명을사용하여WebEx사이트에
사인인합니다.단,가져오기한사용자의계정유형을호스트에서관리자로변경하는경우,
해당사용자는비밀번호만들기링크가포함된이메일을수신합니다.사용자는이링크를선
택하고 Cisco WebEx Meetings Server용새로운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사용자는이새롭게
생성된비밀번호를사용하여관리사이트에사인인할수있지만, WebEx사이트에는 LDAP
자격증명을계속사용하여사인인합니다.

참고

사용자그룹동기화하기

관리자는 CUCM에서사용자그룹을생성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관리자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를사용할수있도록할사용자로구성된사용자그룹을생성할수도있습니다. CWMS에서관
리자는특정사용자그룹을선택하여특정사용자를필터하고가져오기할수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CUCM을사용하여사용자그룹을만듭니다.자세한정보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관
리안내서http://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_maintenance_guides_list.html의
"사용자관리구성"섹션을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WebEx Meetings Server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디렉토리통합을선택합니다.

단계 3 CUCM그룹 (필터용)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사용자그룹이동기화되었는지확인합니다.
선택된그룹이없으면디렉토리통합이모든사용자그룹을동기화합니

다.
참고

단계 5 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6 동기화를실행하려면지금동기화를선택합니다.이작업에소요되는시간은동기화되는사용자수
에따라다양합니다.

시스템은이전에어느사용자그룹이동기화되었는지기억합니다.이전에동기화된사용자
그룹을선택하지않는경우,선택되지않은사용자그룹의사용자는동기화진행중비활성
화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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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를마치면시스템은추가및비활성화된사용자의수를표시합니다.

단계 7 동기화진행중가져오기또는비활성화된사용자에대한요약정보에대해서는로그보기를선택하

십시오.

AXL 웹서비스및디렉토리동기화구성에 CUCM 사용하기
CUCM을사용하여 AXL웹서비스및디렉토리동기화를구성합니다.

시작하기전에

디렉토리통합기능을사용하기전에이절차를실행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디렉토리통합구성하
기, 142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목적명령또는동작

CUCM계정에사인인합니다.단계 1

오른쪽상단드롭다운메뉴에서 Cisco Unified Serviceability를선택
한후이동을선택합니다.

단계 2

도구 >서비스활성화를선택합니다.단계 3

Cisco AXL웹서비스및 Cisco DirSync를선택한후저장을선택합
니다.

단계 4

다음에할작업

아직구성하지않은경우, CUCM을사용하여 LDAP통합및인증을구성합니다.자세한정보는 LDAP
통합및인증구성에 CUCM사용하기, 148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LDAP 통합및인증구성에 CUCM 사용하기
CUCM을사용하여 LDAP통합및인증을구성합니다.

디렉토리통합용으로 CUCM이구성된경우, SSO, LDAP또는로컬인증을사용하도록선택할수
있습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디렉토리통합기능을사용하기전에이절차를실행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디렉토리통합구성하
기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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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목적명령또는동작

CUCM계정에사인인합니다.단계 1

오른쪽상단드롭다운메뉴에서Cisco Unified CM관리를선택한후이동
을선택합니다.

단계 2

파일 > LDAP > LDAP시스템을선택합니다.단계 3

LDAP서버에서동기화활성화를선택하고, LDAP서버유형용Microsoft
Active Directory,사용자 ID에 LDAP속성의 sAM계정이름을선택한후
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4

LDAP서버의체크박스를선택한후새로추가를선택합니다..단계 5

LDAP디렉토리페이지에서필드를입력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단계 6

LDAP인증페이지에서최종사용자용 LDAP인증사용체크박스를선
택하고해당페이지에서필드를완료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7

다음에할작업

아직구성하지않은경우 CUCM을사용하여 Cisco AXL웹서비스및 Cisco디렉토리동기화를구성
합니다.자세한정보는 AXL웹서비스및디렉토리동기화구성에 CUCM사용하기를참조하십시오.

사용자에게이메일보내기

이도구를사용하여사용자에게이메일을보냅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사용자 >이메일사용자를선택합니다.

단계 3 받는사람:필드에대상사용자이메일주소또는이메일별칭을입력합니다.

단계 4 (선택사항)숨은참조:필드에이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단계 5 제목필드에주제를입력합니다.

단계 6 메시지필드에메시지를입력합니다.

단계 7 보내기를선택합니다.
이메일이발송됩니다.

사용자가이메일을수신할때까지몇분정도소요될수도있습니다.이지연은이메일서버,
네트워크연결속도및개별이메일계정의스팸탐지등을포함하여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외부의다양한요소가원인이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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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

시스템구성하기

이모듈에서는관리자페이지를사용하여시스템을구성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 시스템등록정보구성하기, 151 페이지

• 일반설정구성하기, 160 페이지

• 서버구성하기, 162 페이지

• SNMP설정구성하기, 168 페이지

• 라이센스관리하기, 175 페이지

시스템등록정보구성하기

시스템섹션에서시스템및자세히보기를선택하여시스템등록정보를구성합니다.

가상머신설정변경하기

이기능을사용하여가상머신설정을변경하십시오.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가상머신설정을편집하지마십시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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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시스템섹션에서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4 가상머신의설정을수정하려면 [기본시스템]또는 [고가용성시스템]섹션에서가상머신이름링크
를선택합니다.

단계 5 다음가상머신설정을수정할수있습니다.다음:

• 정규화된도메인이름—시스템의 FQDN.

• 가상머신—가상머신 IP주소.

• 기본 DNS서버

•보조 DNS서버

•서브넷마스크/접두사

•게이트웨이

IPv4또는 IPv6가상머신설정으로시스템을구성할수있습니다.배포중에는 IPv4설정만
구성할수있지만이페이지에서 IPv6으로가상머신을업데이트합니다.

참고

단계 6 저장을선택합니다.
변경내용이저장되고가상머신이다시시작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다음에할작업

가상머신에변경사항을적용한경우,동일한도메인의시스템용와일드카드인증서를사용하지않
는한,시스템의각가상머신용새인증서를얻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인증서관리하기, 227페
이지를참조하십시오.

고가용성시스템구성하기

고가용성(HA)시스템은기본시스템에오류가발생할때백업을제공하는예비시스템입니다.

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또는제거하기전에유지관리모드를켜십시오.이작업을실행할유지
관리기간을예약할때,유지관리모드가꺼지면시스템이시스템재부팅을실행함을고려하십시
오.시스템재부팅은시스템크기에따라약 30분정도소요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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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기

고가용성시스템의대부분의기능은금지됩니다.예를들어고가용성시스템에서업그레이드,
SNMP구성,스토리지액세스및이메일서버에액세스할수없습니다.시스템속성을볼수는있
지만수정할수는없습니다.

참고

기본시스템에서다음절차를완료합니다.참고

시작하기전에

• OVA파일에서보조가상머신에 Cisco WebEx을설치하여고가용성시스템으로사용되도록하
십시오.

고가용성시스템은기본시스템과반드시동일한크기이어야합니다.참고

• 고가용성시스템은동일한 OVA로구성된후기본시스템으로패치해야합니다.기본및고가용
성시스템의버전이일치하지않는경우,상위버전으로업그레이드하도록안내를받게됩니다.

• 고가용성가상머신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복사하십시오.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
하려면 FQDN을알고있어야합니다.

• 모든가상머신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하십시오.대시보드정보, 113페이지에서설명하
는대로시스템모니터를확인하여가상머신상태를결정하십시오.

• 이절차를실행하기전에고가용성가상머신에서스냅샷을찍을것을권장합니다.오류가발생
하는경우에는스냅샷으로절차를다시실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시스템섹션의기본시스템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고가용성시스템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5 이 HA시스템을추가하려면시스템등록정보페이지의지시사항을따르십시오.

단계 6 고가용성시스템의관리사이트가상머신 FQDN을입력하고계속을선택합니다.
이 HA추가절차를위해기본시스템과 HA시스템의준비상태를검증합니다.

• 두시스템이모두준비되면녹색추가버튼이표시됩니다.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로전환하기
전까지이것을선택하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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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하나의시스템이준비되어있지않으면오류메시지가나타납니다.오류를수정하고고가
용성추가절차를다시시도합니다.

단계 7 추가를선택합니다.
오류 "오류코드:데이터베이스-64"가표시되면고가용성가상머신의스냅샷을사용하여이
절차를반복합니다.

참고

기본시스템을사용할수없을경우고가용성시스템이추가되고자동으로구성되어백업으로작동

합니다.

단계 8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재부팅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
할수있습니다.

고가용성시스템제거하기

시작하기전에

현재고가용성시스템으로구성된보조시스템이있어야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시스템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고가용성시스템제거를선택합니다.
고가용성시스템제거페이지가나타나며고가용성시스템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표시
합니다.

단계 5 계속을선택합니다.
고가용성시스템을제거하면사이트에다시동일한고가용성시스템을추가할수없습니다.
고가용성을다시구성하려면 OVA파일에서고가용성시스템을다시배포하여처음부터시
작해야합니다.자세한정보는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기, 75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고가용성시스템이제거됩니다.

단계 6 VMware vCenter를열고디스크에서삭제명령을사용하여고가용성시스템을제거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재부팅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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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실패이후시스템작동

가상머신에서실행되고있는특정미디어및플랫폼구성요소가다운되면해당구성요소는시스템

에의해자동으로재시작됩니다.영향을미친미팅은시스템에서동일하거나기타가상머신의사용
가능한다른리소스로장애조치됩니다. (독립형 50사용자시스템제외)

고가용성시스템

고가용성(HA)시스템에서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싱글구성요소실패시다음구성요소를
복원하게됩니다.다음:

• 한가상머신에서싱글서비스.

• 가상머신.

• 싱글실제서버또는블레이드.이는최대두개의가상머신을호스트함. (가상머신레이아웃이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요구사항및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내서에나
열된사양을만족하는경우)

• 싱글네트워크링크.네트워크가완전히중복되도록구축되었음으로간주함.

• 싱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UCM)노드. CUCM이중복되도록구축되었음으
로간주함.

싱글구성요소장애이후 Cisco WebEx Meetings Server시스템은다음에따라작동합니다.다음:

• 최대 3분동안응용프로그램공유,컴퓨터를사용한오디오음성연결및비디오에영향을미칠
수있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 3분간실패를탐지하고영향을미친모든미팅클
라이언트를자동으로다시연결합니다.사용자는미팅클라이언트를닫고미팅에다시참여할
필요가없습니다.

• 일부실패는다자간전화회의오디오연결을끊을수도있습니다.이러한상황이발생하면사용
자는수동으로다시연결해야합니다.재연결은 2분내로성공합니다.

• 일부실패는모든클라이언트및미팅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일반적으로미팅연결은다수
의가상머신및호스트전반에재분배됩니다.

2000 사용자시스템용추가정보

2000사용자시스템은 HA시스템을추가하지않고도일부고가용성기능을제공합니다.고가용성이
포함되지않은 2000사용자시스템:

• 웹또는미디어가상머신의유실후에도시스템은여전히기능을유지하지만제한된기능으로

작동합니다.

• 관리가상머신의유실은시스템을사용할수없는상태로만듭니다.

고가용성이포함된 2000사용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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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머신(관리,미디어또는웹)하나의유실은시스템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기본가상머
신 (관리및미디어또는웹및미디어)또는 HA가상머신 (관리및미디어또는웹)을호스트하
는하나의실제서버를유실한경우에도시스템은여전히완전한기능으로실행됩니다.

• 실패한가상머신이재시작하면이는시스템에다시참여하고해당시스템은정상적으로작동

하게됩니다.

• 미디어가상머신이실패하면해당서버에서호스트한미팅에잠시방해가되지만미팅은대체

미디어가상머신으로장애조치됩니다.사용자는수동으로데스크탑오디오및비디오세션에
다시참여해야합니다.

• 웹가상머신이실패하면해당가상머신에서호스트한기존웹세션도실패합니다.사용자는
Cisco WebEx사이트에다시사인인하고대체웹가상머신에서호스트될새브라우저세션을
시작해야합니다.

• 관리가상머신이실패하면기존관리자세션도실패합니다.관리자는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
인하고대체관리가상머신에서호스트될새브라우저세션을시작해야합니다.또한기존관
리자또는최종사용자미팅세션에잠시영향을미칠수도있습니다.

가상 IP 주소변경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을선택하고시스템섹션에서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4 가상 IP주소섹션의입력열에서링크를선택합니다.

예제:
비공개가상 IP주소용비공개를선택합니다.

단계 5 VIP IPv4주소대화상자에새로운가상 IP주소를입력합니다.

단계 6 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재부팅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
할수있습니다.

시스템이재부팅을완료하는데까지약 30분정도소요됩니다.이작업을포함하는시스템
유지관리용유리관리기간을예약할때,예약된유지관리기간의지속시간지정시시스템
재부팅시간도고려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유지관리기간예약하기, 121페이지을(를)참조
하십시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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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액세스구성하기

공용액세스를사용하면네트워크외부의사람도인터넷또는모바일장치를통해온라인미팅을호

스트하거나미팅에참여할수있습니다.공개액세스를제거하면WebEx사이트 URL의공개가상 IP
주소설정이제거되고사이트에대한외부액세스가종료됩니다.

시스템에공개액세스추가하기

시작하기전에

공개액세스를활성화하려면먼저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이공개액세스시스템으로서브

하도록구성해야합니다.

VMware vCenter를런칭하고다음을수행하십시오.다음:

• VMware Data Recovery (vSphere 5.0)또는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 (vSphere 5.1)을사용하
여가상머신을백업하십시오.이는필요한경우변경내용을원래대로되돌릴수있도록합니
다.자세한정보는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관리자가상머신을배포할때사용한동일한 OVA파일을사용하여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
머신을배포합니다.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은공개가상 IP주소와동일한서브넷에위
치해야합니다.자세한정보는공개액세스추가하기, 34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고가용성시스템을가지고있다면고가용성시스템에도인터넷리버스프록시

가상머신을배포해야합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을선택하고시스템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공개액세스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5 FQDN필드에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을입력합니다.
귀하의시스템이고가용성으로구성된경우두개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필드가나
타납니다.두번째필드에고가용성 FQDN을입력하십시오.

참고

단계 6 가상머신검색을선택합니다.

• 시스템이고가용성으로구성되어있지않으면,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을표시하는테
이블이나타납니다.

• 시스템이고가용성으로구성되어있으면기본시스템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과고가

용성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을표시하는테이블이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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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을만드는데사용한 OVA버전과호환되지않는업데이트
가있으면,오류메시지를수신하고기본시스템의업데이트와호환되는적합한 OVA파일을사용하
여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을다시배포하기전까지진행할수없습니다.

단계 7 계속을선택합니다.

단계 8 공개 (VIP)가상 IPv4주소필드에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구성에사용한동일한서브넷의
IP주소를입력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이업데이트되고공개액세스가구성됩니다.이모든과정에서브라우저창을열어두도록하
십시오.

기본시스템에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을만드는데사용한 OVA버전과호환되는마이너업
데이트가필요하면,이업데이트가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신에자동으로적용됩니다.

단계 9 시스템에마이너업데이트가필요하면업데이트가완료된후재시작선택창이나타납니다.업데이
트가필요하지않으면다음절차를진행합니다.
시스템이다시시작하면공개액세스를추가했음을가리키는확인메시지를수신합니다.

단계 10 구성을확인합니다.만족하는경우,이절차를수행하기전에구성한가상머신백업을삭제할수있
습니다.

단계 11 완료를선택합니다.

단계 12 보안인증서가아직도유효한지확인합니다.이과정은가상머신에변경사항을적용하기때문에인
증서에도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필요한경우시스템은셀프서명한인증서를제공하여귀하가인
증서를재구성할때까지시스템기능을유지합니다.자세한정보는인증서관리하기, 227페이지을
(를)참조하십시오.

단계 13 DNS서버에필요한변경내용을적용합니다.

단계 14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공개액세스제거하기

시작하기전에

VMware Data Recovery (vSphere 5.0)또는 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 (vSphere 5.1)을사용하여
가상머신을백업하십시오.이렇게하면필요한경우변경내용을원래대로되돌릴수있습니다.자
세한정보는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백업이완료
된후가상머신을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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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을선택하고시스템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원하는사이트를선택하고공개액세스제거,계속을선택합니다.
사이트에서공개액세스가제거됩니다.

사이트에서공개액세스를제거하면해당사이트에동일한인터넷프록시가상머신을추가

할수없습니다.공개액세스를재구성하려면 OVA파일에서인터넷리버스프록시가상머
신을다시배포하여처음부터시작해야합니다.자세한정보는시스템에공개액세스추가하
기, 157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단계 5 완료를선택합니다.

단계 6 VMware vCenter를열고전원을끈다음,시스템에서인터넷리버스프록시머신(및고가용성인터넷
리버스프록시머신)을삭제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시스템크기확장하기

시작하기전에

시스템확장을수행하기전에시스템을보다큰시스템크기로확장하기를참조하십시오.이는이기
능을사용하기전에수행해야하는모든필수단계및자동또는수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을확

장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을선택하고시스템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시스템크기확장을선택합니다.

단계 5 계속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이가상머신과의연결을확인합니다.하나이상가상머신과의연결에문제가있으면계속하
기전에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연결에문제가없으면시스템은자동백업을수행합니다.백업이
완료되면확장을진행할수있다는메시지가나타납니다.

단계 6 다음방법중하나를사용하여 OVA파일을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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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확장하기

•수동배포를사용하여시스템확장하기

확장이완료되면시스템이이사실을통지합니다.

단계 7 재시작을선택합니다.

단계 8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9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일반설정구성하기

일반설정에액세스하려면 [구성] > [일반]설정에서시스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일반설
정은다음기능을포함합니다.다음:

• 사이트설정—이기능을사용하여사이트 URL을변경하거나구성합니다.또한이기능은사이
트비공개가상 IP주소및사이트공개가상 IP주소를표시합니다.

• 관리설정—이기능을사용하여관리사이트 URL을변경하거나구성합니다.또한이기능은관
리사이트비공개가상 IP주소를표시합니다.

사이트설정변경하기

이기능을사용하여사이트 URL을변경합니다.원본사이트 URL설정은배포중에구성합니다.사
이트 URL구성및이름규칙에대한자세한정보는WebEx사이트및WebEx관리 URL, 37페이지을
(를)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DNS서버에원본사이트 URL을유지하십시오.원본사이트 URL을업데이트된사이트 URL로리디
렉트합니다.사용자가원본 URL을사용하고자할때해당 URL이아직새 URL로리디렉트되지않은
경우,사용자는웹페이지,생산도구및모바일앱에서미팅을호스트또는참여하거나로그인할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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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 >구성 >일반설정 >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4 사이트설정섹션에서편집을선택합니다.

단계 5 대화상자에새로운사이트 URL을입력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6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다음에할작업

안전한액세스를위해사이트인증서를업데이트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인증서관리하기, 227페
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관리설정변경하기

원본관리사이트 URL설정은배포중에구성합니다.관리사이트구성및이름규칙에대한자세한
정보는WebEx사이트및WebEx관리 URL, 37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DNS서버에원본관리사이트 URL을유지하십시오.원본관리사이트 URL을업데이트된관리사이
트 URL로리디렉트합니다.사용자가원본 URL을사용하고자할때해당 URL이아직새 URL로리
디렉트되지않은경우,사용자는웹페이지,생산도구및모바일앱에서미팅을호스트또는참여하
거나로그인할수없게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 >구성 >일반설정 >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일반설정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4 [관리설정]섹션에서편집을선택합니다.

단계 5 대화상자에새로운관리사이트 URL을입력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6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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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할작업

안전한액세스를위해사이트인증서를업데이트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인증서관리하기, 227페
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서버구성하기

다음기능을사용하여서버를구성하십시오.다음:

• SMTP서버—SMTP서버는 Cisco WebEx Meeting Server에서대상으로의이메일발송을처리합
니다.

• 스토리지서버—NFS서버는모든미팅녹화가저장되는스토리지서버입니다.

메일서버구성하기

메일서버를구성하여시스템이사용자에게미팅초대장및다른통신을발송하도록활성화합니다.

메일서버가항상작동하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이메일은녹화통지,미팅정보변경,
계정상태및다수의기타중요한알림등을포함하여사용자와통신하는최우선의방법입니다.

참고

해당등록정보를변경하기위해유지관리모드를켜지않아도됩니다.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 [서버]섹션에서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메일서버]섹션에서편집을선택합니다.

단계 4 메일서버호스트이름을입력하고선택적으로 TLS활성화됨체크박스를선택합니다.

단계 5 메일서버포트숫자를입력하고선택적으로서버인증활성화됨체크박스를선택합니다.

단계 6 계속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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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P 서버구성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합니다.

단계 3 [서버]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5 SMTP서버에서편집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6 SMTP서버필드완료:

• 호스트이름–SMTP서버의호스트이름.

• 포트–SMTP서버의포트번호.

• 사용자이름–이메일클라이언트용사용자이름.

• 비밀번호–사용자용비밀번호.

단계 7 (선택사항) TLS활성화됨및서버인증활성화됨체크박스를선택합니다.

단계 8 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9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스토리지서버구성하기

시스템을백업하고미팅녹화를저장하려면스토리지서버를사용합니다.장애복구동안 (장애복구
기능사용하기참조),시스템을복원하기위해해당백업이사용될수도있습니다. (현재지원되는스
토리지방법은 NFS(Network File System:네트워크파일시스템)입니다.)모든내부가상머신에서스
토리지서버에액세스할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 (또한가상머신을백업할 VMware-제공 VMware
Data Recovery기능도있습니다.자세한정보는 http://www.vmware.com/pdf/vdr_11_admin.pdf를참조
하십시오.)

귀하의스토리지서버를외부가상머신(외부인터넷리버스프록시 (IRP)서버등)에연결하지않
아도됩니다.

참고

스토리지서버는매일다음을백업합니다.다음:

• 특정시스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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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정보

•미팅정보

•시스템에업로드된 SSL인증서

•사이트 URL

백업은매일실행되며처음에는오전 4:20로컬시간으로설정됩니다.백업프로세스중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미팅,녹화또는다른기능에아무런장애없이실행됩니다.시스템은다음일별백
업이완료될때까지이전백업을제거하지않습니다.이는백업의사용가능여부를보장하기위함입
니다.

시스템은 500 MB를백업하는데약 5분정도소요됩니다.시스템을백업하는데소요되는시간은스
토리지속도, NFS속도및다른요소에의해결정됩니다. 70 GB데이터베이스를백업하는데는약 1
시간정도소요되며, NFS로전송하는데추가 10분이소요됩니다.다른네트워크통신을허용하고제
품이지속적으로작동하도록하기위한전송시간은 12 MB/초입니다.

시작하기전에

시스템이사용자가생성한컨텐츠및시스템백업을저장할수있도록 Unix액세스권한을구성하였
는지확인하십시오.

Linux기반스토리지시스템에서이는 NFS(Network File System)에사용되는특정디렉토리의익명
사용자에대한읽기/쓰기권한의구성에따라달라집니다.

Windows기반스토리지시스템에서이는네트워크액세스: Everyone사용권한을익명사용자에게
적용설정에따라달라집니다.또한 Everyone사용자그룹에게 NFS용읽기및쓰기권한을제공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을선택합니다.

단계 4 서버섹션에서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시스템에스토리지서버가있으면이페이지에표시됩니다.시스템에스토리지서버가없으면이를
구성할수있는옵션이제공됩니다.

단계 5 스토리지서버섹션에서지금스토리지서버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6 NFS탑재지점을입력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이 NFS탑재지점을확인합니다.

단계 7 계속을선택합니다.
스토리지서버가추가되었음을알리는확인메시지를수신합니다.

단계 8 완료를선택합니다.

단계 9 (선택사항)매일백업용기본시간을변경할수있습니다.스토리지서버섹션에서시스템백업예약
시간을클릭하고드롭다운메뉴에서다른시간을선택합니다.그후저장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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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설정된 4:20 a.m.(로컬시간)의시간대신선택한시간에매일백업이발생합니다.

단계 10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다음에할작업

다음작업을위해시스템이스토리지서버를사용하도록구성하십시오.다음:

• 미팅녹화.

• 장애복구.자세한정보는장애복구기능사용하기, 165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스토리지서버의적합한운영을위해다음을확인하십시오.다음:

• Cisco WebEx Meetings Server외부에서스토리지서버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 스토리지서버가시동되었습니다.

• 스토리지서버로네트워크가연결되어있습니다.

• non-Cisco WebEx Meetings Server머신에서마운트/액세스할수있습니다.

• 스토리지서버에공간이있습니다.

사용자가 Cisco WebEx미팅녹화페이지에서실수로녹화를삭제하였으나해당녹화가
NFS(Network File System)스토리지서버에저장되어있는경우,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TAC)에문의하여녹화복원에대한지원을받으십시오.

참고

장애복구기능사용하기

시스템실패또는기타장애후배포를복구하려면장애복구기능을사용합니다. '장애'에는네트워
크충돌,서버실패,데이터센터정지또는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하는기타문제등이있을수있
습니다.두가지유형의장애복구가있습니다.

• 한개의데이터센터장애복구—한개의데이터센터를가지고있고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

되면,동일한데이터센터에시스템을다시설치하여동일한상태로복원할수있습니다.

• 두개의데이터센터장애복구—두개의데이터센터를가지고있고첫번째데이터센터에서

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되면,두번째데이터센터에서시스템에액세스하여첫번째데이터
센터를동일한상태로복원할수있습니다.

스토리지서버를구성하면시스템은매일백업됩니다.대시보드에최신백업에대한정보를포함하
는시스템백업통지가나타납니다.한번에하나의백업시스템만스토리지에보관됩니다.업그레이
드또는업데이트를수행한후엔이전 Cisco WebEx Meetings Server버전으로부터의백업이유지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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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른 Cisco WebEx Meetings Server설치용으로동일한스토리지디렉토리를사용하지말것을권
장합니다.

장애복구는:

• 30분이상이소요됩니다.

• 귀하의설정을최신백업에있는설정으로덮어쓰기합니다.

• 사용자에게서비스를복원하려면추가적인단계를수행해야합니다. (자세한설명은이장에서
다음에수행할작업참조)

이절차는특정시스템설정,사용자정보,미팅정보,시스템에업로드된 SSL인증서및사이트 URL
을백업합니다.백업프로세스는개별가상머신용 VMware자격증명또는 IP주소정보를저장하지
않습니다. (또한가상머신을백업할 VMware-제공 VMware Data Recovery기능도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http://www.vmware.com/pdf/vdr_11_admin.pdf를참조하십시오.)장애복구를수행할때다음을
포함하는특정설정을수동으로다시적용해야합니다.다음:

• 특정외부구성요소로의연결 (예: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UCM))

• SSL인증서 (장애복구시스템의호스트이름이원본시스템의것과다른경우)

• 하나의데이터센터를포함한배포에서선택적으로동일한 IP주소또는호스트이름을사용할
수있습니다.두개의데이터센터를포함한배포에서는선택적으로기본시스템용동일한 IP주
소또는호스트이름을사용할수있습니다.

장애가발생하여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되면이절차를실행하십시오.

시작하기전에

장애복구절차를실행하려면:

• 스토리지서버는반드시구성되어있어야합니다.스토리지서버를구성하지않은경우,장애
복구옵션을사용할수없으며백업은생성되지않습니다.자세한정보는스토리지서버구성하
기를참조하십시오.

• 배포를복구할수있는시스템에대한액세스권한이있어야합니다.한개의데이터센터및두
개의데이터센터장애복구에대한내용은아래를참조하십시오.

• 복구시스템은배포크기및소프트웨어버전이원본시스템과동일해야합니다.

고가용성시스템에는먼저장애복구를구성한후해당시스템에서고가용성을구성해야합니

다.장애복구를요구하는고가용성시스템이있는경우,먼저시스템을복구한후복구된시스
템에서고가용성을구성해야합니다.고가용성에대한자세한정보는고가용성시스템추가하
기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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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배포를복구할수있는시스템에서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서버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4 NFS탑재지점필드에스토리지서버의이름을입력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예제:
192.168.10.10:/CWMS/backup.

단계 5 계속을선택하여장애복구를진행합니다.
복구시스템배포크기및소프트웨어버전이원본시스템과일치하면장애복구를진행할수있습니

다.시스템이다른배포크기또는소프트웨어버전을갖고있는경우,원본배포의배포크기및소프
트웨어버전과일치하도록복구시스템에서응용프로그램을다시배포할때까지진행할수없습니

다. IP주소또는호스트이름은초기배포와일치하지않아도됩니다.

단계 6 계속하려면다음작업중하나를선택합니다.다음:

• 취소—스토리지서버를추가하기전에기존시스템을백업하려는경우.시스템을백업한후이
페이지로돌아와계속을선택하여작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 계속—기존시스템을덮어쓰기하고장애복구를계속하려는경우.

장애복구프로세스가시작됩니다.브라우저를닫으면프로세스가완료될때까지시스템에사인인
할수없습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다음에할작업

사용자에게서비스를복원하려면다음절차를수행해야합니다.

• 다자간전화회의설정을다시구성합니다.자세한내용은계획안내서의 CUCM구성하기부분
을참조하십시오.

• SSO설정을다시구성합니다.자세한정보는페더레이션된싱글사인온 (SSO)설정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SNMP설정을다시구성합니다.자세한정보는 SNMP설정구성하기를참조하십시오.

• 인증서를재구성합니다.복구시스템에구성된 SSL인증서가일치하지않으면 SSL인증서를다
시로드해야할수있습니다.자세한정보는 SSL인증서복원하기를참조하십시오.

• 복구된시스템은초기에 180일후만료되는라이센스무료모드로구성됩니다.복구된시스템
에서이전시스템라이센스를다시호스트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또
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및라이센스정보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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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설정을구성하여귀하의사이트 URL이현재 VIP를가리키도록합니다.복구된시스템의
VIP는원본시스템에있었던것과다를수도있습니다.최종사용자가원본링크를사용하여복
구된시스템에서미팅에사인인또는참여하도록하려면 DNS구성을완료해야합니다.자세한
정보는가상 IP주소변경하기를참조하십시오.

• 디렉토리통합용으로시스템을구성하고 LDAP인증을활성화한경우, CUCM자격증명이작
동하는지확인하십시오.시스템을유지관리모드에서해제하고시스템리부팅이완료되면관
리사이트에사인인하여사용자 >디렉토리통합을선택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 CUCM자격
증명이올바르지않은경우,유효하지않은자격증명오류메시지를수신합니다.이오류메시
지를수신하는경우,올바른자격증명을입력하고다시저장을선택합니다.자세한정보는디
렉토리통합구성하기를참조하십시오.

SNMP 설정구성하기
다음 SNMP설정을구성할수있습니다.다음:

• 커뮤니티스트링—SNMP커뮤니티스트링은연계된비밀번호로서MIB객체및기능으로액세
스를인증합니다.

• USM사용자—사용자기반보안(USM)을구성하여추가메시지등급보안을제공합니다.기존
USM구성을선택하여편집하거나추가 USM구성을추가합니다. MIB정보로읽기및쓰기권
한을가진기본 USM사용자(serveradmin)외에귀하가구성한모든새로운 USM사용자는MIB
정보읽기전용권한만갖습니다.

• 통지대상—이기능을사용하여수신자트랩/알림을구성합니다.

커뮤니티스트링구성하기

커뮤니티스트링및커뮤니팅스트링액세스권한을추가및편집할수있습니다.

커뮤니티스트링추가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을선택하고 SNMP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커뮤니티스트링섹션에서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5 커뮤니티스트링추가페이지에서필드를완료합니다.

설명옵션

커뮤니티스트링명을입력하십시오.최대길이: 256자.커뮤니티스트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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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커뮤니티스트링용액세스권한을설정하십시오.옵션포함:

• 읽기전용

•읽기쓰기

•읽기쓰기통지

•통지전용

•없음

기본값:읽기전용

액세스권한

호스트 IP주소정보유형을선택하십시오. (기본값:모든호스트로부터
SNMP패킷수락)

해당호스트로부터 SNMP패킷수락을선택하면섹션아래에대화상자
가나타납니다.콤마로구분하여호스트이름및 IP주소를입력합니다.

호스트 IP주소정보

추가를선택합니다.

해당커뮤니티스트링이시스템에추가되었습니다.

단계 6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커뮤니티스트링편집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을선택하고 SNMP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커뮤니티스트링섹션에서커뮤니티스트링명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5 커뮤니티스트링편집페이지에서원하는필드를변경합니다.

설명옵션

커뮤니티스트링명을변경하십시오.최대길이: 256자.커뮤니티스트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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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커뮤니티스트링용액세스권한을설정하십시오.옵션포함:

• 읽기전용

•읽기쓰기

•읽기쓰기통지

•통지전용

•없음

기본값:읽기전용

액세스권한

호스트 IP주소정보유형을선택하십시오.

기본값:모든호스트로부터 SNMP패킷수락

해당호스트로부터 SNMP패킷수락을선택하면섹션아래에대화상자
가나타납니다.콤마로구분하여호스트이름및 IP주소를입력합니다.

호스트 IP주소정보

편집을선택합니다.

커뮤니티스트링정보가변경되었습니다.

단계 6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USM 사용자구성하기
USM사용자를추가및편집할수있습니다.

USM 사용자추가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 SNMP섹션에서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4 USM사용자섹션에서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5 USM사용자추가페이지에서필드를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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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구성할 USM사용자이름을입력합니다.최대 256자.USM사용자이름

보안등급을선택합니다.선택한보안수준은사용자에게적용할알고리즘
및비밀번호를결정합니다.옵션포함:

• noAuthNoPriv인증알고리즘및비밀번호없음,사용자용비프라이버
시알고리즘및비밀번호.

• authPriv인증알고리즘및비밀번호,사용자용프라이버시알고리즘
및비밀번호구성가능하게함.

• authNoPriv—사용자용인증알고리즘및비밀번호구성가능하게함.

기본값: noAuthNoPriv

보안수준

사용자용인증알고리즘을선택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또는 authNoPriv으로설정된경우
에만나타납니다.

참고

기본값: SHA

인증알고리즘

사용자용인증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또는 authNoPriv으로설정된경우
에만나타납니다.

참고

인증비밀번호

사용자용프라이버시알고리즘을선택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으로설정된경우에만나타납니
다.

참고

기본값: AES128

프라이버시알고리즘

사용자용비공개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으로설정된경우에만나타납니
다.

참고

비공개비밀번호

단계 6 추가를선택합니다.
USM사용자가시스템에추가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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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 사용자편집하기

기본 USM사용자인 serveradmin은내부적으로사용되고,사용자는비밀번호만변경할수있으며
보안수준,인증및개인정보보호알고리즘은변경할수없습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 SNMP섹션에서자세히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4 USM사용자섹션에서 USM사용자를선택합니다.

단계 5 USM사용자편집페이지에서원하는필드를변경합니다.

설명옵션

USM사용자이름을변경합니다.최대 256자.USM사용자이름

보안등급을선택합니다.선택한보안수준은사용자에게적용할알고리즘
및비밀번호를결정합니다.옵션포함:

• noAuthNoPriv인증알고리즘및비밀번호없음,사용자용비프라이버
시알고리즘및비밀번호.

• authPriv인증알고리즘및비밀번호,사용자용프라이버시알고리즘
및비밀번호구성가능하게함.

• authNoPriv—사용자용인증알고리즘및비밀번호구성가능하게함.

기본값: noAuthNoPriv

보안수준

사용자용인증알고리즘을선택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또는 authNoPriv으로설정된경우
에만나타납니다.

참고

기본값: SHA

인증알고리즘

사용자용인증비밀번호를변경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또는 authNoPriv으로설정된경우
에만나타납니다.

참고

인증비밀번호

사용자용프라이버시알고리즘을선택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으로설정된경우에만나타납니
다.

참고

기본값: AES128

프라이버시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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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사용자용비공개비밀번호를변경합니다.

이옵션은보안수준이 authPriv으로설정된경우에만나타납니
다.

참고

비공개비밀번호

단계 6 편집을선택합니다.
USM사용자정보가변경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통지대상구성하기

시스템의가상머신을구성하여다음 SNMP통지또는트랩을생성할수있습니다.다음:

• 가상머신시작 (콜드스타트트랩)

• 모든알람조건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 SNMP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3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4 통지대상아래에서새통지대상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5 통지대상용다음필드를구성하십시오.다음:

설명옵션

통지대상으로설정할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또는 IP
주소.

대상호스트이름 / IP주소

가상머신용포트번호.

기본값: 162

포트번호

SNMP버전.

기본값: V3

SNMP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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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알림또는트랩을선택합니다.

기본값:트랩

통지유형

USM사용자를선택합니다.자세한정보는 USM사용
자구성하기, 170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USM사용자

이옵션은 SNMP버전이V3으로설
정된경우에만나타납니다.

참고

커뮤니티스트링을선택합니다.자세한정보는커뮤니
티스트링구성하기, 168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커뮤니티문자열

이옵션은 SNMP버전이V3으로설
정되지않은경우에만나타납니다.

참고

단계 6 추가를선택합니다.
통지대상이추가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통지대상편집하기

통지대상구성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 SNMP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3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4 통지대상목록에서통지대상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5 통지대상용다음필드를편집할수있습니다.다음:

설명옵션

통지대상으로설정할가상머신의호스트이름또는 IP
주소.

대상호스트이름 / IP주소

가상머신용포트번호.

기본값: 162

포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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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SNMP버전.

기본값: V3

SNMP버전

알림또는트랩을선택합니다.

기본값:알림

통지유형

USM사용자를선택합니다.자세한정보는 USM사용
자구성하기, 170 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USM사용자

이옵션은 SNMP버전이 V3으
로설정된경우에만나타납니

다.

참고

커뮤니티스트링을선택합니다.자세한정보는커뮤니
티스트링구성하기, 168 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커뮤니티문자열

이옵션은 SNMP버전이 V3으
로설정되지않은경우에만나

타납니다.

참고

단계 6 저장을선택합니다.
통지대상변경이저장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라이센스관리하기

이제품을구입하면 6개월의무료체험기간이주어집니다.무료체험기간이만료되면사용자용라
이센스를구입해야합니다.

라이센스는연계된 Cisco기업라이센스관리자 (라이센스관리자를사용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참
조)또는 eFulfilment (eFulfilment를사용하여라이센스주문하기참조)를사용하거나 TAC에게문의
하여 (TAC에게문의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참조)확보할수있습니다.

라이센스정보

사용자기반라이센스정보

이제품은호스트기반라이센싱을포함합니다.미팅을호스트하려는각사용자의라이센스를구입
해야합니다.다음용어를이해하는것은중요합니다.다음:

• 참가자--미팅에참석하는개인.단,미팅을예약하거나호스트하지않음.호스트가참가자를발
표자로지정하지않은경우,컨텐츠발표등의호스트기능을제어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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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호스트--호스트로서미팅을예약하고참석함.발표자지정또는다른참가자음소거등선
택된기능을제어할수있음.

• 대체호스트--미팅이예약될때,미팅호스트부재시호스트역할을수행할수있는사람으로식
별됨.미팅을예약한미팅호스트가참석하지않는경우,대체호스트는미팅호스트와동일한
대부분의기능을제어할수있음.두개인이모두대체호스트로식별되는경우미팅호스트가
미팅에참석하면,라이센스소비와관련된대체호스트의상태는참가자임.

• 호스트전에참여 (JBH)--호스트또는대체호스트가도착하기전에참가자가미팅에참여하도
록허용.

• 겹치는미팅--동일한호스트가동일한시간에예약한두개이상의미팅.미팅호스트또는대체
호스트가겹치는미팅을시작하면추가라이센스가소비될수도있음.겹치는미팅을예약할수
는있으나,해당개인은한번에하나이상의미팅을호스트할수없음.한미팅의호스트가다른
미팅을시작하기위해해당미팅에서나가고호스트로서작업하는다른개인의진행하에첫번

째미팅이지속되는경우,겹치는미팅이발생함.

• 유예기간--15분의겹치는기간.유예기간은 JBH가활성화되어있고호스트가아닌참석자에
의해미팅이시작되는경우에만적용됨.

라이센스사용계산은매달한번실행됩니다. (예: 1월 1일부터 31일중한번, 2월 1일부터 28일중한
번등)라이센스계산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다음:

• 미팅을예약하는작업은라이센스를소비하지않습니다.미팅을예약할때미팅호스트는대체
호스트를지정할수있습니다.대체호스트를지정하거나다른상대방을위해미팅을예약하는
작업은라이센스를소비하지않습니다.미팅에참석할때미팅을예약한개인은기본값으로미
팅호스트로식별됩니다.

• 참가자는라이센스를소비하지않습니다.해당월에개인이항상참가자의자격으로미팅에참
석하고호스트로서작업하지않는경우,해당개인은 0개의라이센스를소비합니다.

• 해당월에처음으로미팅을시작하고해당미팅의호스트로식별되면한개의라이센스가소비

되고개인에게연결됩니다.해당월에개인이더이상겹치는미팅을시작하지않는경우,추가
라이센스가소비되지않습니다.다음달에동일한개인이호스트로서미팅에참석하지않는경
우,해당월의해당개인은 0개의라이센스를소비합니다.해당개인은라이센스를소비하지않
고참가자로서미팅에참석할수있습니다.

• 해당개인이호스트로서참석하는모든겹치는미팅에대해한개의추가라이센스가소비되고

개인에게연결됩니다.한개인이소비하는총라이센스수는해당개인이호스트한겹치는미팅
의가장많은수에따라결정됩니다.동일한기간에호스트로서두개의미팅에참석한개인은
해당월에두개의라이센스를소비하고연결됩니다.해당개인이동일한기간에겹치는세개
의미팅을시작하면세개의라이센스가소비됩니다.그이후의경우도동일합니다.동일한개
인이호스트로서미팅에참석하고,미팅이종료되기전에첫번째미팅에서나간후,호스트로
서다른미팅에참석하려면해당개인에게두개의라이센스가필요합니다.

• 해당월에아직라이센스를소비하지않은대체호스트로식별되고,미팅을시작한후미팅호
스트가미팅에참여하면추가라이센스가소비되지않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176

라이센스관리하기



• 해당월에아직라이센스를소비하지않은대체호스트가호스트로서미팅에참석하고해당미

팅을예약한미팅호스트가미팅에참여하지못하면한개의라이센스가소비되고,대체호스트
에게연결됩니다.

시스템에서주요업그레이드또는장애복구절차를실행하는경우,새가상머신을구성하고라이센
스를리호스트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또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참조)

시스템은매달마다각사용자의라이센스사용을계산합니다.예제시나리오는다음표를참조하십
시오.해당표의시나리오는각예제에서사용자가해당월에미팅을처음으로호스트한다고가정합
니다.

라이센스소모됨미팅시간미팅날짜시나리오

09:00 a.m. - 10:00 a.m.1월 1일사용자 A가미팅을예약하
였으나미팅이시작되지않

음.

19:00 a.m. - 10:00 a.m.1월 2일사용자 B가하나의미팅을
시작함.

19:00 a.m. - 10:00 a.m.
2:00 p.m. - 2:30 p.m.

10:00 a.m. - 11:00 a.m.

1월 3일
1월 3일

1월 4일

사용자 C가겹치지않는두
개이상의미팅을호스트함.

29:00 a.m. - 10:00 a.m.
9:30 a.m. - 10:00 a.m.

1월 6일
1월 6일

사용자 D가동일한날짜및
시간이겹치는두개의미팅

에참석함.

3
각미팅을시작한호스트

가하나의라이센스를소

비하고,대체호스트가하
나를소비함.

9:00 a.m. - 10:00 a.m.

9:30 a.m. - 10:00 a.m.
1월 6일

1월 6일

사용자 E가동일한날짜및
시간이겹치는두개의미팅

을시작함.해당호스트가두
개의미팅을모두시작하고

대체호스트가두번째미팅

을호스트함.

2
원래호스트가각하나를

소비하고,그중한미팅
을지속한대체호스트가

한개를소비함.

9:00 a.m. - 10:00 a.m.
9:00 a.m. - 10:00 a.m.

1월 7일
1월 7일

사용자 F가두개의미팅을
동일한날짜에시작하고두

미팅에서나감.각미팅은대
체호스트가호스트함.

2
원래호스트가각하나를

소비하고,그중한미팅
을지속한대체호스트가

한개를소비함.

9:00 a.m. - 10:00 a.m.

9:30 a.m. - 10:00 a.m.
1월 8일
1월 8일

사용자 G가미팅을시작하
고미팅중다른참가자에게

호스트권한을전달함.그후
첫번째미팅의호스트가첫

번째미팅과동시에실행되

는두번째미팅을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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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소모됨미팅시간미팅날짜시나리오

29:00 a.m. - 10:00 a.m.
9:00 a.m. - 10:00 a.m.

1월 11일
1월 11일

사용자 H가호스트전에참
여기능이활성화된미팅을

시작함.호스트가미팅에참
여함.그후첫번째사용자
가첫번째미팅과동시에실

행되는두번째미팅을예약

함.단,모든두번째미팅참
가자들은 (웹부분이아닌)
다자간전화회의에만참여

함.

19:00 a.m. - 10:00 a.m.1월 11일사용자 J가하나의미팅을
예약함.호스트전에참여가
활성화됨.참가자는참여하
나,미팅호스트또는대체
호스트는미팅에참석하지

않음.모든참가자는미팅에
서나감.

19:00 a.m. - 10:00 a.m.
9:10 a.m. - 10:00 a.m.

1월 12일
1월 12일

사용자 K가호스트전에참
여기능이활성화된미팅을

시작함. JBH참석자가호스
트를대신하여두번째미팅

을시작함.유예기간이만료
되기전에호스트가첫번째

미팅에서나가고종료함.

19:00 a.m. - 10:00 a.m.
10:00 a.m. - 11:00 a.m.

11:00 a.m. - 12:00 p.m.

1월 12일
1월 12일

1월 12일

사용자 L이동일한날짜,다
른시간에계정 1,계정 2,계
정 3으로 (웹부분제외)세
개의개인회의를시작함.

39:00 a.m. - 10:00 a.m.1월 14일사용자M이동일한날짜및
시간에계정 1,계정 2,계정
3으로 (웹부분제외)세개
의개인회의를시작함.

19:00 a.m. - 10:00 a.m.
11:00 a.m. - 12:00 p.m.

1월 14일
1월 14일

사용자N이동일한날짜,다
른시간에 (웹부분제외)개
인회의및호스트전에참여

가활성화된미팅을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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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소모됨미팅시간미팅날짜시나리오

29:00 a.m. - 10:00 a.m.
9:00 a.m. - 10:00 a.m.

1월 15일
1월 15일

사용자 P가동일한날짜및
시간에 (웹부분제외)개인
회의및호스트전에참여가

활성화된미팅을시작함.

19:00 a.m. - 10:00 a.m. (개
인회의)
9:15 a.m. - 10:00 a.m. (개
인회의와함께웹미팅

실행됨)

1월 16일
1월 16일

사용자 Q가 (웹부분제외)
개인회의를시작함.그후
겹치는웹부분을런칭함.

보고서페이지에서해당월에소비된총라이센스수를계산한보고서를요청할수있습니다.또한
월별라이센스소비트렌드를표시하는 PDF요약보고서를확인할것을권장합니다.전반적인라이
센스트렌드를확인하여귀사내에서이시스템의필요에부합하도록다음라이센스구입을보다효

율적으로계획할수있습니다.

시스템은실제시스템에설치된라이센스의수를초과하여라이센스를소비하는것을허용합니

다.관리자는라이센스초과됨이메일을수신하고대시보드는라이센스소비를줄이거나 6개월
이내에추가라이센스를구입하도록안내하는정보를통지합니다.이 6개월의기간동안사용자
의시스템은정상적으로작동합니다. 6개월이후에도추가라이센스를구입하지않거나라이센
스소비를줄이지않은경우,관리자가추가라이센스를설치할때까지모든사용자에대해시스
템이종료됩니다.

시스템이종료되면사용자는더이상미팅을예약,호스트,참석하거나미팅녹화에액세스할수
없습니다.사용자는WebEx사이트에서사이트유지관리중메시지를봅니다.관리사이트는정
상적으로작동하며,관리자는사인인하고라이센스초과상태를수정할수있는충분한라이센스
를추가할수있습니다.추가라이센스가설치되면사용자는WebEx사이트에액세스하고미팅
호스트,미팅종료및녹화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주의

6개월무료체험기간

이제품에처음으로사인인하여첫-시험마법사를완료한후부터 180일무료평가가시작됩니다.무
료체험기간동안관리자는시스템을구성할수있으며사용자는미팅을예약및호스트하고미팅에

참석할수있습니다.관리사이트의상단에배너가나타나고무료체험기간의남은일수가표시됩니
다.무료체험이종료되기한달전에라이센스를구입하여설치하지않으면시스템이비활성화됨을
알리는이메일을수신하게됩니다.

무료체험이종료되면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됩니다.시스템에사인인할수는있지만라이센스를
추가할때까지는어떠한기능도사용할수없습니다.라이센스관리에대한자세한정보는라이센스
관리하기의라이센스관리하기섹션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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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리호스팅

CWMS소프트웨어가업그레이드되거나기존시스템이확장된후,라이센스리호스팅은업그레이드
또는확장된시스템에서이전의유효한라이센스를사용하도록허용합니다.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또는시스템확장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에서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이후라이센스리호스팅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획득하기

Cisco세일즈담당자에게연락하여라이센스를주문하십시오.세일즈담당자에게연락할때몇개의
라이센스가필요한지알고있어야합니다.조직에서미팅을호스트할직원당 1개의라이센스가필요
합니다.

필요한라이센스수를결정할수있는몇가지방법이있습니다.대시보드에서사용현황,리소스히
스토리,미팅트렌드를활용하여귀하의시스템에서몇명의사용자가미팅을호스트하고미팅에참
석하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몇달간제품을사용한후월별요약보고서와사용자정의세부정보
보고서를통해필요한라이센스개수를결정할수있습니다.월별요약보고서는서비스사용및사
용자라이센스사용에대한통계를표시합니다.서비스사용통계는이전 3개월동안의사용비율을
표시하고향후 3개월간의증가비율을예측함으로써새사용자가귀하의시스템을사용하고있는
비율을보여줍니다.사용자라이센스통계는이전 3개월동안의라이센스사용현황과향후 3개월동
안의예상되는증가를표시합니다.

라이센스는연계된 Cisco기업라이센스관리자또는 eFulfilment를사용하거나 TAC에게문의하여확
보할수있습니다.라이센스관리에대한자세한정보는라이센스관리하기의라이센스관리하기섹
션을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초과

라이센스를구입하고시스템에라이센스를구성하면시스템에모든호스트가사용하기에충분한라

이센스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시스템은매달각활동중인호스트에대한충분한라이센스가있
는지확인합니다.라이센스는한달마다다시계산됩니다.시스템에서활동중인호스트수가라이센
스수를초과하면라이센스초과상태를통지하는이메일이관리자에게발송됩니다.시스템에서라
이센스수를증가하거나라이센스사용을줄여활동중인호스트수에부합또는초과할수있는 6개
월의유예기간이제공됩니다. 6개월의기간이종료되기전에사용에부합되는충분한라이센스를
구입하거나라이센스사용을줄이지않으면시스템은비활성화됩니다.이메일메시지가관리자에게
발생예정날짜를알립니다.

시스템은관리사이트에표시된라이센스수를체크하고조절합니다.감사관리자는매일한번실행
되어(오전 2:00에)필요에따라사용된라이센스개수를조정합니다.매달말에시스템은라이센스사
용현황을검사합니다.호스트수가라이센스수보다적어지면라이센스초과상태는종료됩니다.활
동중인호스트수가여전히라이센스수를초과하면라이센스초과상태가여전히존재하며시스템

이비활성화되는날짜를통지하는새이메일이매달관리자에게발송됩니다.

6개월후에도라이센스초과상태가지속되면,시스템은비활성화되고관리자는현재상황을알려주
는이메일을수신하게됩니다.시스템이비활성화되면사용자는시스템에서미팅예약,호스트,참석
또는녹화에액세스작업을할수없게됩니다.관리자가사인인하여라이센스를추가할수있도록
관리사이트는정상적으로작동합니다.관리자가시스템에라이센스를추가하면사용자는다시미
팅예약,호스트,참석및녹화에액세스할수있게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180

라이센스관리하기



임시라이센스

시스템에임시라이센스가구성되어있으면관리사이트의각페이지배너에임시라이센스상태가

나타납니다.이배너에는구성되어있는임시라이센스개수및임시라이센스의만료일이표시됩니
다.임시라이센스가만료되면시스템은이전라이센스상태로돌아갑니다.

만료된라이센스

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면라이센스도업데이트해야합니다.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면관리자에게
이메일이발송되어 6개월의유예기간동안라이센스를업데이트해야한다는사실을통지합니다.이
6개월의기간이종료되기전에라이센스를업데이트하지않으면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됩니다.
이메일메시지가관리자에게발생예정날짜를알립니다.

시스템은관리사이트에표시된라이센스수를체크하고조절합니다.감사관리자는매일한번 (오
전 2시에)실행되며필요에따라만료라이센스개수를조정합니다.매달말에시스템은라이센스가
이전기간으로부터업데이트되었는지확인합니다.라이센스가업데이트되면만료된라이센스상태
는종료됩니다.라이센스가아직업데이트되지않은경우,라이센스만료상태가여전히존재하며시
스템을사용할수없게되는날짜를알리는새이메일이매달관리자에게발송됩니다.

6개월후에도라이센스만료상태가지속되면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되고,관리자는현재상황을
통지하는이메일을수신하게됩니다.시스템이비활성화되면사용자는시스템에서미팅예약,호스
트,참석또는녹화에액세스작업을할수없게됩니다.관리자가사인인하여라이센스를업데이트
할수있도록관리사이트는정상적으로기능합니다.관리자가라이센스를업데이트하면사용자는
다시미팅예약,호스트,참석및녹화에액세스할수있게됩니다.

프라임라이센스관리자 (PLM) 연결끊김

라이센스를구입할때내장된 PLM도구를사용하여 PAK를입력하고라이센스를등록합니다. PLM
은 12시간마다동기화를수행하여라이센스상태및마지막규정준수시간을업데이트합니다.이틀
간 PLM에연결하지않으면 PLM이시스템과동기화할수없음을알리는이메일이관리자에게발송
됩니다. PLM에다시연결할수있는 6개월간의유예기간이제공됩니다. 6개월의기간이종료되기
전에 PLM에다시연결하지않으면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됩니다.이메일메시지가관리자에게발
생예정날짜를알립니다.

시스템이 PLM에연결할수없으며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되는날짜를알리는새이메일이매달
말관리자에게발송됩니다. 6개월의유예기간이지나기전에시스템이 PLM에다시연결되면이상
태는종료됩니다.

6개월후에도시스템이여전히 PLM에연결할수없으면시스템을사용할수없게되고,관리자는현
재상황을통지하는이메일을수신하게됩니다.시스템이비활성화되면사용자는시스템에서미팅
예약,호스트,참석또는녹화에액세스작업을할수없게됩니다.관리자가시스템에사인인할수있
도록관리사이트는정상적으로작동하지만,이상태를종료하고사용자가미팅을예약,호스트,참
석하고녹화에액세스할수있으려면시스템을 PLM에다시연결해야합니다.

새라이센스에요구되는작업

새라이센스를설치할때다음시스템재정비작업이필요합니다.다음:

• 확장—자세한정보는시스템을보다큰시스템크기로확장하기를참조하십시오.

• 업그레이드—자세한정보는시스템업그레이드하기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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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복구—자세한정보는장애복구기능사용하기를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관리자를사용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

연계된 Cisco기업라이센스관리자(ELM)를사용하여라이센스확보하십시오.다음:

시작하기전에

Cisco세일즈담당자에게연락하여라이센스를주문하십시오.세일즈담당자는제품인증키(PAK)가
포함된이메일을발송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라이센스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3 라이센스관리를선택합니다

브라우저는 Cisco Prime License Manager(PLM)를포함한새로운창또는탭을엽니다.
이버전의 PLM은 Cisco WebEx Meetings Server에연계되어있습니다. PLM은외부웹사이트
가아닙니다.

참고

단계 4 라이센스관리 >라이센스를선택합니다.

단계 5 라이센스요청생성을선택합니다.
라이센스요청및다음단계대화상자가나타납니다.

단계 6 해당필드에선택된텍스트를복사하고 Cisco라이센스등록을선택합니다.

단계 7 Cisco계정에로그인합니다.

단계 8 제품인증키필드에 Cisco세일즈담당자로부터받은 PAK을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PAK추가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9 위에서복사한라이센스요청내용을필드에붙여넣고구매할라이센스개수를입력한후다음을선

택합니다.

단계 10 페이지를검토하고라이센스계약에동의합니다를선택합니다.

단계 11 연락처이메일주소가올바른지확인하십시오.선택적으로보낼곳필드에서연락처이메일주소를
변경할수있습니다.

단계 12 라이센스얻기를선택합니다.
라이센스요청상태대화상자가나타납니다.

단계 13 다음방법중하나를사용하여라이센스파일을가져옵니다:

• 다운로드를선택하여라이센스파일(.bin)을다운로드합니다.

• 이메일로수신한 ZIP아카이브에서라이센스파일(.bin)의압축을해제합니다.

단계 14 관리사이트로돌아가시스템을선택한후라이센스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15 라이센스관리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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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는 Cisco Prime License Manager(PLM)를포함한새로운창또는탭을엽니다.

단계 16 라이센스파일설치를선택합니다.

단계 17 찾아보기를선택하고다운로드하거나이메일로받은 ZIP파일의압축을해제한라이센스파일(.bin)
을선택합니다.

단계 18 설치를선택합니다.
라이센스파일이설치됩니다.표시된라이센스정보를확인하여라이센스가올바른지확인하십시오.

단계 19 추가날짜열에서현재를선택합니다.
라이센스추가페이지가나타납니다.라이센스추가됨섹션에표시된정보가정확한지확인합니다.

eFulfilment를사용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
웹사이트를사용하지않고라이센스관리자에서 PAK(Product Authorization Key)를입력하여라이센
스주문을추가합니다.

시작하기전에

Cisco세일즈담당자에게연락하여라이센스를주문하십시오.세일즈담당자는제품인증키(PAK)가
포함된이메일을발송합니다.

eFulfillment는시스템과 Cisco Systems, Inc.사이에네트워크가연결되도록요구합니다.시스템이액
세스를허용하지않는방화벽으로보호되고있지않은지확인하십시오.액세스가허용되지않는경
우,파일기반추가(라이센스관리자를사용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참조)를사용하거나 TAC에게문
의하여 (TAC에게문의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참조)라이센스주문요청을보냅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시스템을선택하고라이센스섹션에서자세히보기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3 라이센스관리를선택합니다

브라우저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에연계된 Cisco Prime License Manager(PLM)를포함한새로
운창또는탭을엽니다. (PLM은사이트는외부웹사이트가아닙니다.)

단계 4 PAK로라이센스추가를선택합니다.
PAK로라이센스추가마법사가나타납니다.

단계 5 제품인증키필드에 Cisco세일즈담당자로부터받은 PAK을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PAK추가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6 새 PAK로라이센스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7 * PAK코드상자에 PAK코드를입력하고다음을선택합니다.

단계 8 cisco.com사용자 ID및비밀번호를사용하여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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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추가창이나타나며사용가능한라이센스의수를표시합니다.

단계 9 작업열에서추가를선택합니다.

단계 10 해당값을편집하려면설치열을클릭합니다.

단계 11 이시스템에추가할라이센스수를입력합니다. PAK가부분추가를지원하는경우,범위는 1부터해
당 PAK에남은라이센스수까지입니다.

단계 12 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13 확인을선택합니다.
라이센스추가창이나타납니다.설치열의값은추가하도록선택한라이센스의수를표시합니다.

단계 14 다음을선택합니다.
내용재확인창이나타납니다.현재값열은활동중인라이센스의수를표시합니다.추가후열은
eFulfillment가완료되면갖게될라이센스수를표시합니다.

단계 15 다음을선택합니다.

단계 16 이박스를체크하여최종사용자라이센스동의의약관및조항을읽고,이해했으며,해당구속력에
동의함을인정합니다를선택합니다.

단계 17 마침을선택합니다.
라이센스관리자가 Cisco에연결하여라이센스를추가하는동안라이센스서버에연결중진행표시
기가표시됩니다. eFulfillment가완료되면라이센스창에새로운줄이추가됩니다.추가날짜열은현
재날짜를표시합니다. (뒤에 -현재추가됨)이링크를선택하여라이센스의세부내용(이시스템에
설치된라이센스수및유형포함)을표시할수있습니다.

TAC에게문의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

시작하기전에

등록 ID번호를얻으십시오.기업라이센스관리도구를열고정보를선택하여등록 ID번호를검색
할수있습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지원을선택하고나열된번호의 TAC로전화합니다.

단계 3 원하는추가라이센스수를요청하는케이스를발송합니다.
Cisco는귀하의요청을처리하고시스템에서추가라이센스를활성화합니다.

단계 4 시스템을선택합니다.

단계 5 라이센스섹션을체크하여라이센스가추가되었는지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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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

설정구성하기

이모듈에서는설정을구성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 회사정보구성하기, 186 페이지

• 브랜딩설정구성하기, 187 페이지

• 미팅설정구성하기, 188 페이지

• 오디오설정구성하기정보, 190 페이지

• 비디오설정구성하기, 195 페이지

• 모바일설정구성하기, 196 페이지

• 서비스품질(QoS)구성하기, 196 페이지

• 비밀번호구성하기, 198 페이지

• 이메일설정구성하기, 202 페이지

• 다운로드설정구성하기, 225 페이지

• 인증서관리하기, 227 페이지

• SSL인증서생성하기, 227 페이지

• SSO IdP인증서가져오기, 235 페이지

• 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가져오기, 236 페이지

• 사용자세션보안구성하기, 237 페이지

• 페더레이션된싱글사인온 (SSO)설정구성하기, 237 페이지

• 구성하기클라우드기능, 242 페이지

• 가상머신보안구성하기, 2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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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언어설정을변경하려면유지관리모드켜기및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회사정보페이지에서다른설정을변경할때는유지관리모드를켜지않아도됩니

다.
참고

단계 3 설정을선택합니다.기타설정페이지를보고있는경우,설정섹션에서회사정보를선택할수있습
니다.

단계 4 페이지에서필드를입력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설명옵션

귀사또는조직이름회사명

주소라인 1.주소1

주소라인 2.주소2

귀하가거주하는도시.도시

귀하의주또는도이름.주/도

우편번호.우편번호

귀하의국가또는지역이름.국가/지역

국가번호가포함된드롭다운메뉴및지역번호

가포함된회사전화번호용필드.
회사전화번호

귀하의시간대.시간대

귀하의언어.언어설정은다음에영향을줍니다.

• 처음으로관리자계정을활성화했을때관

리자에게보이는사인인페이지.

• 발신다자간전화회의사용자에게재생되는

기본오디오프롬프트.

언어

귀하의위치.위치설정은시간,날짜,통화및숫
자표시에영향을미칩니다.

로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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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브랜딩설정구성하기

시작하기전에

브랜딩설정을구성하기전에다음을준비하십시오.다음:

• 회사로고를포함한 120x32 PNG, GIF또는 JPEG이미지

•귀사의개인정보보호정책 URL

• 귀사의서비스약관관련 URL

• 귀사의 URL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브랜딩을선택합니다.

단계 3 페이지에서필드를입력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설명옵션

로고파일을찾습니다.로고는 PNG, JPEG또는 GIF형식이어야합
니다.최대크기는 120x32픽셀이며최대파일크기는 5 MB입니다.

회사로고

귀사의개인정보보호정책 URL을입력합니다.개인정보보호정책

귀사의서비스약관 URL을입력합니다.서비스약관

입력하는텍스트는시스템이모든최종사용자및관리자이메일로

발송하는푸터에나타납니다.
푸터텍스트사용자정의

기본배경색상을끄려면이옵션을선택합니다.이는모든브라우
저표시줄및이메일에영향을미치게됨을숙지하십시오.

헤더배경색상

귀사의지원웹페이지 URL을입력합니다.지원연락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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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제거하기

시작하기전에

투명한 120x32 PNG또는 GIF파일을만듭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브랜딩을선택합니다.

단계 3 회사로고필드에서찾아보기를클릭하여투명한 120x32 PNG또는 GIF파일을선택합니다.

단계 4 저장을선택합니다.
이전회사로고는빈 PNG또는 GIF파일로대체됩니다.기존로고가제거되었는지확인합니다.

미팅설정구성하기

미팅설정을구성하여참가자가사용할수있는기능을제어합니다.다음기능을구성하십시오.다음:

• 미팅참여설정

•미팅당최대참가자 (미팅크기)

이설정은배포중구성된시스템크기로제한됩니다.자세한정보는시스템크
기확인하기, 31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 참가자권한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미팅을선택합니다.

단계 3 미팅참여설정섹션에서옵션을선택합니다.
기본설정은참가자에게호스트전에미팅참여허용,참가자에게호스트전에다자간전화회의참여
허용및참여하는첫참가자를발표자로지정입니다.참가자가호스트전에미팅참여허용및참가
자가호스트전에다자간전화회의참여허용이선택된경우,참가자는시작시간 15분전에미팅에
참여할수있습니다.누구든지미팅에서발표할수있음을선택할수도있습니다.

참가자에게호스트전에미팅참여허용을선택하지않은경우참여하는첫참가자를발표자

로지정기능은자동으로선택해제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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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슬라이더를드래그하여미팅당최대참가자를선택합니다.시스템용최대참가자수는배포중에구
성됩니다.다음은시스템크기설정및적합한최대미팅크기를나타냅니다.

최대미팅크기시스템크기

5050

100250

100 (HA없음), 250 (HA포함)800

100 (HA없음), 250 (HA포함)2,000

단계 5 참가자권한섹션에서옵션을선택합니다.기본값으로채팅,설문조사,문서검토및프리젠테이션,
공유및원격제어가선택됩니다.선택된참가자권한은사용자의제어판에나타납니다.
녹화는기본값으로비활성화됩니다.미팅을녹화하고스토리지서버에저장하려면녹화를선택합니
다.

녹화를활성화하려면스토리지서버를구성해야합니다.자세한정보는스토리지서버구성
하기, 163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단계 6 저장을선택합니다.

미팅보안정보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다음요소에따라다른미팅보안기능을활성화합니다.다음:

• 사용자유형:호스트,대체호스트,사용자(사인인됨)및손님

• 미팅에비밀번호가있음또는없음.

• 미팅초대장에서비밀번호가숨겨짐또는나타남.

• 이메일미팅초대장에서비밀번호가숨겨짐또는나타남.

• 미팅참여페이지에표시된작동. (다음표참조)

표 1: 미팅예약시비밀번호가제외됨

미팅세부사항페이지이메일초대장및알림에비밀

번호표시됨

사용자유형

예예호스트

예예대체호스트

아니요아니요초대된참석자

아니요아니요전달된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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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팅예약시비밀번호포함됨

미팅세부사항페이지이메일초대장및알림에비밀

번호표시됨

사용자유형

예예호스트

예예대체호스트

예예초대된참석자

예예전달된참석자

•호스트전에참여켜짐/꺼짐.

◦ 켜짐:참석자/손님/초대받은참석자는예약된시작시간 15분전,호스트가참여하기전에
미팅에참여할수있습니다.

◦ 꺼짐:참석자/손님/초대받은참석자는호스트전에미팅에참여할수없습니다.호스트또
는대체호스트가미팅을시작한후참석자가참여할수있습니다.

• 호스트전에다자간전화회의참여켜짐/꺼짐.

◦ 켜짐:호스트가미팅클라이언트에서다자간전화회의를시작하지않은경우에도참석자
는호스트전에다자간전화회의에참여할수있습니다.

◦ 꺼짐:호스트가미팅클라이언트에서다자간전화회의를시작하지않은경우,참석자는호
스트전에다자간전화회의에참여할수없습니다.

• 첫번째참석자가발표할수있음켜짐/꺼짐.

◦ 켜짐:호스트전에참여가구성되어있으면첫번째참석자가발표자가됩니다.

◦ 꺼짐:호스트가항상공을갖게됩니다.

오디오설정구성하기정보

처음으로오디오설정을구성하는경우 CUCM SIP구성및발신액세스번호를설정하도록지원하는
마법사의안내를받게됩니다.마법사를완료하고처음으로오디오설정을구성하면모든기타오디
오설정을구성할수있습니다.

처음으로오디오설정구성하기

처음으로오디오설정을구성하는경우원하는기능을지정하고 CUCM설정을구성해야합니다.마
법사는첫번째설치과정을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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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에

오디오구성을진행하기전에다자간전화회의를활성화하고 CUCM를구성해야합니다.다자간전
화회의고가용성을제공하려면두시스템에 CUCM을구성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계획안내서
를참조하십시오.진행하려면다음정보를갖고있어야합니다.다음:

• 참가자가미팅에전화할때사용할발신액세스번호목록을준비합니다.

• 귀하의 CUCM IP주소.

• (선택사항) TLS/SRTP다자간전화회의암호화를사용하려면유효한보안회의인증서를가져
옵니다.자세한정보는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가져오기를참조하십시오.

러시아와터키에서는이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오디오를선택합니다.
오디오페이지가나타나고현재오디오기능이표시됩니다.

단계 4 다음을선택합니다.
SIP구성페이지가나타납니다.이페이지는각서버유형의포트번호및 IP주소를포함하여 CUCM
를구성하기위해필요한 SIP구성정보를표시합니다.

단계 5 다음을선택합니다.
다자간전화회의활성화: CUCM설정페이지가나타나고현재설정을표시합니다.

단계 6 설정을변경하려면편집을선택합니다.
CUCM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대화상자가나타납니다.

단계 7 다음을따라 CUCM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대화상자의필드를완성하십시오.다
음:
a) CUCM 1 IP주소및 CUCM 2 IP주소(선택)용 IP주소를입력합니다.
해당 IP주소는 CUCM의응용프로그램포인트 SIP트렁크에구성된장치풀에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그룹의일부로설정된선택적인보조 CUCM노드및기본 CUCM노드와
일치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계획안내서에서 "응용프로그램포인트용 SIP트렁크구성하
기"를참조하십시오.

CUCM 2는필수요구사항은아니지만다자간전화회의의고가용성을위해권장합니
다.

참고

b) 시스템용포트번호를입력합니다.포트번호가 CUCM의설정과일치하는지확인하십시오. (기본
값: 5062)

c) 전송드롭다운메뉴를사용하여시스템의전송유형을선택합니다. (기본값: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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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를전송유형으로선택한경우,각 CUCM서버에유효한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
서가져오기, SSL인증서내보내기, CUCM에업로드및각 CUCM서버에서시스템의정
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 SIP도메인이름으로구성등의작업을실행해야합니다.
인증서가져오기에대한자세한정보는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가져오기, CUCM에
대한자세한정보는계획안내서의 CUCM구성하기를참조하십시오.

참고

d) 계속을선택합니다.

업데이트되었거나새로운 CUCM설정이나타납니다.위치:다자간전화회의활성화: CUCM설정페
이지.

단계 8 다음을선택합니다.
다자간전화회의활성화:액세스번호설정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9 편집을선택합니다.
발신액세스번호대화상자가나타납니다.

단계 10 발신액세스번호를추가하려면추가를선택합니다.
대화상자에전화레이블및번호입력용라인이추가됩니다.추가를선택할때마다대화상자에추
가라인이나타납니다.

단계 11 추가한각액세스번호의전화레이블및전화번호를입력하고번호추가를마친후엔계속을선택
합니다.

CUCM에구성한번호만추가했는지확인하십시오.추가한번호는이메일초대장및 Cisco
WebEx Meetings클라이언트에나타납니다.

참고

예제:
전화레이블에는 "본사",전화번호에는 "888-555-1212"를입력합니다.
입력한액세스번호가시스템에추가되고다음위치로돌아옵니다.다음:다자간전화회의활성화:
액세스번호설정페이지.이제페이지는구성된액세스번호수를가리킵니다.

단계 12 저장을선택합니다.
마법사가다자간전화회의기능을성공적으로구성했음을알립니다.

단계 13 (선택사항)표시명대화상자에표시할이름을입력합니다.

단계 14 (선택사항)발신자 ID대화상자에유효한발신자 ID를입력합니다.
발신자 ID는숫자와대시(-)및최대 32자길이로제한됩니
다.

참고

단계 15 (선택사항) WebEx나에게전화설정을구성합니다 (기본값:미팅에연결하려면 1을누르십시오). (선
택사항)미팅연결시 1을누르도록요구하는절차를생략하려면이옵션을선택합니다.

귀하의전화시스템이숫자 1을보낼수있는경우엔이옵션선택을권장하지않습니
다.

참고

단계 16 (선택사항)전화입장및나가기발신음을선택합니다.

• 경고음 (기본값)

• 소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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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말하기

단계 17 시스템에 IPv6이구성되어있으면, IPv6다자간전화회의설정을켜기또는끄기로설정합니다. (기
본값:꺼짐.꺼짐설정은 IPv4가설정임을가리킵니다.)

IPv6다자간전화회의옵션은 IPv6이구성되지않은시스템에서사용할수없습니
다.

참고

단계 18 사용자가 Cisco WebEx미팅의오디오부분으로전화하거나나에게전화서비스를사용할때듣는시
스템오디오언어를선택합니다.

단계 19 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20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오디오설정구성하기

시작하기전에

오디오설정을이미구성하지않은경우,처음으로오디오설정구성하기, 190페이지섹션을확인하
십시오.

발신액세스번호,표시명또는발신자 ID오디오설정을구성하거나변경할때는유지관리모드
를켜지않아도됩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오디오를선택합니다.

단계 4 오디오기능편집설정을구성합니다.

설명옵션

•사용자발신및나에게전화서비스–사용자가지정된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시스템으로부터 [나에게전화]전화를수신하여다자
간전화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

• 발신–사용자가지정된전화번호로전화하여다자간전화회의에

참석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

• OFF–모든전화기능을비활성화합니다.

WebEx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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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켜짐

•꺼짐

컴퓨터를사용하여음성연

결

단계 5 [다자간전화회의설정편집]섹션의 CUCM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에서편집링크를
선택하여설정을변경합니다.

설명옵션

CUCM 1시스템용호스트이름또는 IP주소를입력합니다.CUCM 1 IP주소

(선택사항) CUCM 2 (로드밸런싱서비스)시스템용호스트이름또는 IP주소를
입력합니다.

CUCM 2는필수요구사항은아니지만다자간전화회의의고가용성을
위해권장합니다.

참고

CUCM 2 IP주소

유효한포트번호를입력합니다.포트번호가 CUCM의설정과일치하는지확
인하십시오.

기본값: 5062

포트번호

전송유형을선택합니다.

TLS를전송유형으로선택한경우,각 CUCM서버에유효한보안다자
간전화회의인증서가져오기, SSL인증서내보내기, CUCM에업로드
및각 CUCM서버에서시스템의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을 SIP
도메인이름으로구성등의작업을실행해야합니다.인증서가져오기
에대한추가정보는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가져오기, 236페이
지, CUCM에대한자세한정보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획안
내서의 "CUCM구성하기"를참조하십시오.

참고

기본값: TCP

전송

CUCM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대화상자가나타납니다.필드를완료하고계속을
선택합니다.

단계 6 [다자간전화회의설정편집]섹션의 [발신액세스번호]에서편집링크를선택하여액세스번호를추
가,변경또는삭제하십시오.
a) 추가를선택하여추가하고자하는각새로운액세스번호의전화레이블및전화번호를입력합니
다.

b) 번호를삭제하려면라인마지막의삭제링크를선택합니다.
c) 변경할액세스번호의전화레이블및전화번호필드에업데이트된정보를입력합니다.
d) 작업을마치면계속을선택합니다.

CUCM에구성한번호만추가했는지확인하십시오.추가한번호는이메일초대장및 Cisco
WebEx Meetings클라이언트에나타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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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표시명대화상자에표시할이름을입력합니다.

단계 8 발신자 ID대화상자에유효한발신자 ID를입력합니다.
발신자 ID는숫자와대시(-)및최대 32자길이로제한됩니
다.

참고

단계 9 WebEx나에게전화설정을구성합니다 (기본값:미팅에연결하려면 1을누르십시오). (선택사항)미
팅연결시 1을누르도록요구하는절차를생략하려면이옵션을선택합니다.

Cisco는귀하의전화시스템이숫자 1을보낼수있는경우엔이옵션선택을권장하지않습
니다.

참고

단계 10 다자간전화회의입장및나가기발신음을선택합니다.

• 경고음 (기본값)

• 소리없음

•이름말하기

단계 11 시스템에 IPv6이구성되어있으면, IPv6다자간전화회의설정을켜기또는끄기로설정합니다. (기
본값:꺼짐.꺼짐설정은 IPv4가설정임을가리킵니다.)

IPv6다자간전화회의옵션은 IPv6이구성되지않은시스템에서사용할수없습니
다.

참고

단계 12 저장을선택합니다.

단계 13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비디오설정구성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비디오를선택합니다.

단계 3 켜짐또는꺼짐을선택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 (기본값: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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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설정구성하기

Android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2.0이상에서지원됩니다. iOS및 Android WebEx응용프
로그램모두기본값으로활성화됩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모바일설정을구성하려면배포되는동안시스템에공개액세스를추가해야합니다.자세한정보는
시스템에공개액세스추가하기를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하나이상의발신액세스번호를허용하도록구성한경우,시스템은첫번째번호를무료
액세스번호로간주하고모바일앱은먼저이번호로전화를시도합니다.모바일네트워크에서이번
호에연결할수없는경우해당앱은연결되지않습니다.모바일네트워크에서이번호에액세스할
수있는지확인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모바일을선택합니다.

단계 3 시스템이지원하는모바일플랫폼을선택하여모바일설정을구성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 (기본값:
iOS WebEx응용프로그램및 Android WebEx응용프로그램선택됨)
참고 • iOS또는Android모바일장치가미팅에액세스하도록하려면DMZ네트워크를갖고있

어야합니다. DMZ네트워크가없는경우, iOS WebEx응용프로그램및 Android WebEx
응용프로그램옵션은회색으로나타납니다.

• iOS및 Android WebEx응용프로그램은 Cisco WebEx데스크탑응용프로그램과동일하
게작동합니다. (내부인트라넷또는외부인터넷)

서비스품질(QoS) 구성하기
차별화서비스 (DiffServ)코드포인트 (DSCP)설정은 RFC 2475에서정의한대로오디오및비디오
미디어시그널링의 QoS를결정합니다. Cisco는기본값을유지하도록권장합니다.다른값은네트워
크가다른 DSCP설정을요구할때자주사용하지않는인스턴스용으로사용가능하게됩니다.자세
한정보는귀하의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버전에적용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SRND)의 "네트워크인프라"챕터를확인하십시오.위치: http://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556/products_implementation_design_guides_list.html.

다음은기본값입니다.다음:

•WebEx오디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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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v4 QoS마킹: EF DSCP 101110

◦ IPv6 QoS마킹: EF DSCP 101110

•WebEx오디오 (신호)

◦ IPv4 QoS마킹: CS3 (우선순위 3) DSCP 011000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서비스품질을선택합니다.

단계 3 적합한드롭다운메뉴를사용하여 QoS마킹설정을선택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

QoS 마킹정보
인터넷리버스프록시서버를통과하는트래픽배포및인터넷리버스프록시서버를통과하지않는

트래픽배포의 QoS마킹정보는아래표를참조하십시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시스템에 QoS 마킹 (인터넷리버스프록시서버를통해이동하는트래픽)

QoS 마킹트래픽

예SIP오디오—미디어—CWMS -종료점

예SIP오디오—시그널링—CWMS -종료점

아니요PC오디오—미디어—CWMS -클라이언트

아니요PC오디오—시그널링—CWMS -클라이언트

아니요PC오디오—미디어—클라이언트 - CWMS

아니요PC오디오—시그널링—클라이언트 - CWMS

아니요PC비디오—미디어—CWMS -클라이언트

아니요PC비디오—시그널링—CWMS -클라이언트

아니요PC비디오—미디어—클라이언트 - CWMS

아니요PC비디오—시그널링—클라이언트 - CW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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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WebEx Meetings Server 시스템에 QoS 마킹 (인터넷리버스프록시서버를통해이동하지않는
트래픽)

QoS 마킹트래픽

예SIP오디오—미디어—CWMS -종료점

예SIP오디오—시그널링—CWMS -종료점

예PC오디오—미디어—CWMS -클라이언트

예PC오디오—시그널링—CWMS -클라이언트

아니요PC오디오—미디어—클라이언트 - CWMS

아니요PC오디오—시그널링—클라이언트 - CWMS

예PC비디오—미디어—CWMS -클라이언트

예PC비디오—시그널링—CWMS -클라이언트

아니요PC비디오—미디어—클라이언트 - CWMS

아니요PC비디오—시그널링—클라이언트 - CWMS

비밀번호구성하기

다음비밀번호설정을구성할수있습니다.다음:

• 일반비밀번호—비밀번호만료기간을관리하고사용자가즉시또는특정기간내에비밀번호

를변경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 사용자비밀번호—대소문자혼합,길이,문자유형및사용,동적웹페이지텍스트제어및허용
되지않는비밀번호목록설정등을포함하여사용자계정의비밀번호강도를구성할수있습니

다.

• 미팅비밀번호—대소문자혼합,길이,문자유형및사용,동적웹페이지텍스트제어및허용되
지않는비밀번호목록설정등을포함하여미팅의비밀번호강도를구성하고비밀번호사용을

강요할수있습니다.

시스템에 SSO가활성화되어있는경우일반비밀번호,사용자비밀번호페이지의설정및사용자
편집페이지의비밀번호변경제어는더이상호스트계정에적용되지않습니다.

참고

일반비밀번호설정구성하기

일반비밀번호설정은귀하가계정비활성화및비밀번호지속제한을활성화하도록합니다.이페이
지의모든비밀번호설정은선택사항이며체크또는체크해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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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비밀번호관리 >일반비밀번호를선택합니다.

단계 3 (선택사항) number일동안비활동중이면호스트계정을비활성화체크박스를선택하고텍스트필
드에일(날)수를입력합니다. (기본값:선택됨, 90일로설정)
기본설정을사용하는경우,사용자가연이은 90일동안미팅을호스트하거나예약하지않으면비활
성화됩니다.

이기능은호스트계정에만적용됩니다.이기능을사용하여관리자계정을비활성화할수
없습니다.관리자계정을비활성화하려면사용자비활성화하기, 137페이지을(를)참조하십
시오.

참고

단계 4 (선택사항)매 number일마다모든사용자에게비밀번호변경요구체크박스를선택하고텍스트필
드에일(날)수를입력합니다. (기본값:체크되지않음)

단계 5 (선택사항)다음로그인시모든사용자에게비밀번호변경요구를선택합니다. (기본값:체크되지않
음)

단계 6 저장을선택합니다.

사용자비밀번호설정구성하기

사용자비밀번호요구및제한사항을구성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비밀번호관리 >사용자비밀번호를선택합니다.

단계 3 페이지의필드를구성하여사용자비밀번호설정을변경합니다.

설명옵션

유지옵션을활성화하려면이옵션을선택합니

다.

기본값:선택됨

사용자계정에보안성이높은비밀번호요구

최소문자가요구됩니다.

기본값:선택됨. 6문자

최소문자길이

(특수문자제외,숫자제외)최소한의알파벳숫
자.

기본값:선택됨. 1문자

최소알파벳문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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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알파벳제외,특수문자제외)최소한의숫자.

기본값:선택됨. 1숫자

최소숫자수

(알파벳제외,숫자제외)최소특수문자.

기본값:선택되지않음. 1문자

최소특수문자수

비밀번호는대문자및소문자의알파벳문자를

포함해야합니다.

기본값:선택됨

대소문자혼합반드시포함

(알파벳,숫자또는특수문자)한문자가세번이
상반복될수없습니다.

기본값:선택됨

3번이상반복되는문자는허용하지않음

관리자가지정한사용할수없는비밀번호목록

입니다.

기본값:선택되지않음

허용되지않는비밀번호목록

이러한특정이름은사용하지마십시오.

기본값:선택됨

회사명,사이트이름,사용자이메일주소및호스
트이름은항상허용되지않습니다

이전에사용된비밀번호는사용하지마십시오.
드롭다운메뉴에서숫자를선택하여사용할수

없는이전비밀번호의개수를지정하십시오.

기본값:선택됨

기본번호: 5

이전 n개비밀번호는포함하지않음

단계 4 저장을선택합니다.

미팅비밀번호구성하기

이기능을사용하여미팅비밀번호파라미터를구성하십시오.다음표는미팅에비밀번호가구성되
어있을때어떤사용자가비밀번호를입력해야하는지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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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사인인

되지않음

손님사인인

됨

초대받은사

람사인인됨

호스트사인

인됨

미팅작성자

사인인됨

이메일초대

장에서비밀

번호제외됨

비밀번호구

성됨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n/a아니요

비밀번호필

요함.
비밀번호필

요함.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예예

비밀번호필

요함.비밀번
호미리채워

질수있음.

비밀번호필

요함.비밀번
호미리채워

질수있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비밀번호필

요하지않음.
아니요예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비밀번호관리 >미팅비밀번호를선택합니다.

단계 3 페이지의필드를구성하여미팅비밀번호설정을변경합니다.
모든옵션이기본적으로선택되어있지않습니

다.
참고

설명옵션

모든미팅에비밀번호를요구합니다.모든미팅에는비밀번호가필요합니다

유지옵션을활성화하려면이옵션을선택합니

다.
미팅에보안성이높은비밀번호요구

최소문자가요구됩니다.

기본값: 6

최소문자길이

(특수문자제외,숫자제외)최소한의알파벳숫
자.

기본값: 1

최소알파벳문자수

(알파벳제외,특수문자제외)최소한의숫자.

기본값: 1

최소숫자수

(알파벳제외,숫자제외)최소특수문자.

기본값: 1

최소특수문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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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옵션

이문자들의사용을금지하려면이옵션을선택

합니다.
다음특수문자포함하지않음 (공백, \\, ', ", /, &,
<, >, =, [,])

비밀번호는대문자및소문자의알파벳문자를

포함해야합니다.
대소문자혼합반드시포함

관리자가지정한사용할수없는비밀번호목록

입니다.
허용되지않는비밀번호목록

이단어또는문자열의사용을금지하려면이옵

션을선택합니다.
회사명,사이트이름,사용자이메일주소,호스트
이름및미팅주제는항상허용되지않습니다

단계 4 저장을선택합니다.

이메일설정구성하기

이메일설정및템플릿을구성할수있습니다.이메일템플릿에는선택적으로변경할수있는기본
설정이있습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이메일을선택합니다.
변수페이지가열립니다.

단계 3 보내는사람이름,보내는사람이메일주소,회신이메일주소를입력한후저장을선택합니다.
변수페이지에서보내는사람이름에상대방의이름을입력하면미팅초대장은호스트의이

메일주소를반영합니다.
참고

단계 4 템플릿을선택합니다.각템플릿유형의설명에대해서는이메일템플릿정보, 203페이지을(를)참조
하십시오.
템플릿페이지가나타납니다.공통또는미팅탭을선택합니다.공통이기본값입니다.

단계 5 이메일템플릿을구성하려면공통및미팅탭에서원하는템플릿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6 선택한이메일템플릿에변경사항을적용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예제:
공통탭에서계정재활성화템플릿링크를선택합니다.계정재활성화대화상자의필드에변경사항
을적용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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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내는사람이름,보내는사람이메일주소및회신값은변수페이지에구성한설정에서가져
온것입니다.

변수페이지에서보내는사람이름에상대방의이름을입력하면시스템은모든미팅초대장

에대해WebEx사이트 URL로해당상대방의이름을자동대체합니다.
참고

이메일템플릿정보

이메일템플릿을사용하여중요한이벤트에대해서사용자와통신하십시오.각이메일템플릿은귀
하가구성해야하는변수를포함합니다.각템플릿변수의설명에대해서는아래표를참조하십시오.

이메일템플릿에는두가지유형이있습니다.다음:

• 공통–비밀번호분실,호스트및초대받는사람통지,녹화가능성및기타일반통지포함.

• 미팅–미팅초대장,취소,업데이트,알림및정보통지포함.

표 3: 공통이메일템플릿

변수설명제목

•%SiteURL%

•%DisplayName%

•%SSOSignINLink%

•%OrgLogo%

•%Participants%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AD계정이활성화된후사
용자에게발송됨.

AD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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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FullName%

•%Failure_Reason%

•%DownloadLogURL%

•%Sync_Start_Time%

•%Sync_Completion_Time%

•%Users_Added%

•%Users_Deactivated%

•%Users_Failed_to_Sync%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동기화실패후관리자에게

발송됨.
AD-동기화실패함

•%FullName%

•%DownloadLogURL%

•%Sync_Start_Time%

•%Sync_Completion_Time%

•%Users_Added%

•%Users_Deactivated%

•%Users_Failed_to_Sync%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동기화성공후관리자에게

발송됨.
AD-동기화성공

•%DisplayNam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관리자가사용자의계정을

다시활성화한후사용자에

게발송됨.

계정재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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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SiteURL%

•%DisplayName%

•%OrgLog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최종사용자사이트에서비

밀번호를재설정하면사용

자에게발송됨.

비밀번호분실–비밀번호변

경됨

•%SiteURL%

•%DisplayName%

•%OrgLog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최종사용자사이트에서비

밀번호를재설정하면사용

자에게발송됨.이이메일은
사용자에게새비밀번호를

생성하도록요구함.

비밀번호분실–비밀번호재

설정

•%HostName%

•%Topic%

•%TeleconferencingInfo%

•%Meeting Link%

•%Meeting Number%

•%Meeting Password%

•%Meeting Spac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PCN계정에서생산도구를
사용하여미팅이예약된후

미팅초대받은사람에게발

송됨.

PT PCN미팅초대장—초대
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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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Topic%

•%TeleconferencingInfo%

•%Meeting Link%

•%Meeting Number%

•%Meeting Password%

•%Meeting Spac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PCN계정에서생산도구를
사용하여미팅이예약된후

미팅호스트에게발송됨.

PT PCN미팅통지—호스트

•%Topic%

•%HostName%

•%Meeting Link%

•%Meeting Number%

•%Meeting Password%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생산도구를사용하여미팅

이예약된후미팅호스트에

게발송됨.

PT—호스트통지

•%Topic%

•%HostName%

•%Meeting Link%

•%Meeting Number%

•%Meeting Password%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생산도구를사용하여미팅

이예약된후미팅초대받은

사람에게발송됨.

PT—초대받은사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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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SiteURL%

•%OrgLogo%

•%DisplayName%

•%Topic Name%

•%Duration%

•%Recording Tim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호스트에게미팅녹화로의

링크를보냄.
호스트용녹화사용가능

•%SiteURL%

•%DisplayName%

•%OrgLog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싱글사인온(SSO)이활성화
된후발송됨.

SSO활성화이메일

•%SiteURL%

•%Subject%

•%OrgLogo%

•%AttendeeName%

•%Body%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시스템에서모든사용자에

게이메일을보냄.
모든사용자에게이메일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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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SiteURL%

•%Subject%

•%OrgLogo%

•%DisplayNam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사용자에게Android용Cisco
WebEx앱에대해서알리고
해당앱의다운로드링크를

제공함.

CiscoWebEx설치—Android

•%SiteURL%

•%Subject%

•%OrgLogo%

•%DisplayNam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사용자에게 iPhone/iPad용
Cisco WebEx앱에대해서
알리고해당앱의다운로드

링크를제공함.

Cisco WebEx설치
—iPhone/iPad

•%HostName%

•%HostEmail%

•%OrgLogo%

•%AttendeeName%

•%HostName%

•%Topic Name%

•%Duration%

•%Recording Time%

•%Personalized Messag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선택된미팅참석자에게미

팅녹화로의링크를보냄.
녹화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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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OrgLogo%

•%AttendeeName%

•%Topic Name%

•%Duration%

•%Recording Tim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선택된미팅참석자에게미

팅녹화로의링크를보냄.
미팅나가기를선택한후

Meeting Center에서호스트
가선택한참석자.

MC에서녹화공유

•%SiteURL%

•%OrgLogo%

•%DisplayName%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사용자의비밀번호가변경

되면사용자에게이메일을

보냄.

사용자—비밀번호변경됨

•%SiteURL%

•%DisplayName%

•%SiteURL%

•%Support%

•%participants%

•%CustomFooterText%

•%Year%

새관리자의계정이생성된

후해당관리자에게발송됨.
환영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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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팅이메일템플릿

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Attendee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미팅진행중호스트가사용

자를미팅으로초대하면발

송됨.

참석자용진행중인미팅초

대

•%SiteURL%

•%Topic%

•%HostName%

•%Topic_HTML%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호스트가지금미팅을선택

하면호스트및참석자에게

발송됨.

호스트용즉석미팅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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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AttendeeName%

•%HostName%

•%Topic_HTML%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Write%

•%SiteURL%

•%CustomFooterText%

•%Year%

사용자에게예약된미팅이

취소되었음을알림.
참석자용미팅취소됨

•%SiteURL%

•%Topic%

•%HostName%

•%Topic_HTML%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Write%

•%SiteURL%

•%CustomFooterText%

•%Year%

미팅의취소를확인하기위

해미팅호스트에게발송됨.
호스트용미팅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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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OrgLogo%

•%AlternateHostName%

•%MeetingTime%

•%HostName%

•%Duration%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미팅설정이변경되면대체

호스트에게미팅정보를제

공함.

대체호스트용미팅정보업

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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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AttendeeName%

•%Host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미팅설정이변경되면미팅

초대받은사람에게미팅정

보를제공함.

참석자용미팅정보업데이

트됨

•%SiteURL%

•%Topic%

•%Host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미팅설정이변경되면호스

트에게미팅정보를제공함.
호스트용미팅정보업데이

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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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OrgLogo%

•%AlternateHostName%

•%MeetingTime%

•%HostName%

•%Duration%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미팅의대체호스트에게미

팅알림을보냄.
대체호스트용미팅알림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14

이메일설정구성하기



변수설명제목

•%SiteURL%

•%Topic%

•%OrgLogo%

•%HostName%

•%MeetingTime%

•%HostName%

•%Duration%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미팅의호스트에게미팅알

림을보냄.
호스트용미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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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AlternateHostName%

•%Host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대체호스트에게업데이트

된미팅정보를보냄.
대체호스트용미팅재예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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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AttendeeName%

•%Host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참석자에게업데이트된미

팅정보를보냄.
참석자용미팅재예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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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AlternateHostName%

•%Host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대체호스트에게미팅확인

을보냄.
대체호스트용미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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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HostEmail%

•%Topic%

•%AttendeeName%

•%Host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참석자에게미팅초대장을

보냄.
참석자용미팅정보

•%SiteURL%

•%Topic%

•%HostName%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TeleconferencingInfo%

•%SiteURL%

•%Support%

•%CustomFooterText%

•%Year%

호스트에게미팅확인을보

냄.
호스트용미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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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SiteURL%

•%Support%

미팅의호스트에게자동으

로미팅알림을보냄. (PCN
계정전용)

PCN미팅자동알림—호스
트

•%AttendeeName%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SiteURL%

•%Support%

초대받은사람에게미팅초

대장을보냄. (PCN계정전
용)

PCN미팅초대장—초대받
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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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SiteURL%

•%Support%

미팅의호스트에게수동으

로미팅알림을보냄. (PCN
계정전용)

PCN미팅수동알림—호스
트

•%AttendeeName%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SiteURL%

•%Support%

초대받은사람에게수동으

로미팅알림을보냄. (PCN
계정전용)

PCN미팅수동알림—초대
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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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SiteURL%

•%Support%

호스트에게미팅통지를보

냄. (PCN계정전용)
PCN미팅통지—호스트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SiteURL%

•%Support%

호스트에게즉석미팅통지

를보냄. (PCN계정전용)
PCN미팅즉석초대장—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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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AttendeeName%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SiteURL%

•%Support%

초대받은사람에게즉석미

팅통지를보냄. (PCN계정
전용)

PCN진행중인미팅초대장
—초대받은사람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Hostnumber%

•%SiteURL%

•%Support%

호스트에게예약변경통지

를보냄. (PCN계정전용)
PCN미팅예약변경—호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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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제목

•%AttendeeName%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SiteURL%

•%Support%

초대받은사람에게일정변

경통지를보냄. (PCN계정
전용)

PCN미팅예약변경—초대
받은사람

•%AttendeeName%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TeleconferencingInfo%

•%MeetingInfoURL%

•%MeetingNumber%

•%MeetingPassword%

•%SiteURL%

•%Support%

초대받은사람에게미팅재

예약통지를보냄. (PCN계
정전용)

PCN미팅재예약됨—초대
받은사람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24

이메일설정구성하기



변수설명제목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Write%

•%SiteURL%

호스트에게미팅취소통지

를보냄. (PCN계정전용)
PCN미팅취소됨—호스트

•%AttendeeName%

•%HostName%

•%Topic%

•%MeetingDateOrRecurrence%

•%MeetingTime%

•%TimeZone%

•%Write%

•%SiteURL%

초대받은사람에게미팅취

소통지를보냄. (PCN계정
전용)

PCN미팅취소됨—초대받
은사람

다운로드설정구성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다운로드를선택합니다.

단계 3 자동업데이트기간을구성하려면WebEx생산도구자동업데이트체크박스를선택합니다. (기본
값:선택함.)

WebEx생산도구를사용자에게수동으로푸쉬할계획인경우,이옵션을체크해제할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단계 4 다운로드방법선택:

• 사용자에게WebEx데스크탑응용프로그램다운로드허용

•WebEx Meetings및생산도구를수동으로사용자데스크탑에푸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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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WebEx데스크탑응용프로그램다운로드허용을선택한경우,저장을선택하여다운로
드구성을마칠수있습니다.그외의추가작업은필요하지않습니다.WebEx Meetings및생산도구
를수동으로사용자데스크탑에푸쉬하기를선택한경우,다음단계를진행합니다.

WebExMeetings및생산도구를수동으로사용자데스크탑에푸쉬하기를선택하면페이지에WebEx
Meetings응용프로그램,생산도구및WebEx네트워크녹화재생기섹션이나타납니다.

단계 5 다운로드하고설치할각응용프로그램에서다운로드,저장을선택하여시스템에해당응용프로그램
용설치자가포함된 ZIP파일을저장합니다.
각 ZIP파일은지원되는모든언어및플랫폼용응용프로그램설치자를포함합니다.

단계 6 다운로드설정을저장하려면저장을선택합니다.

다운로드정보

이제품을Windows PC에서관리자권한이있는사용자와관리자권한이없는사용자가사용할수있
습니다.이섹션에서는다운로드에대한기본정보를제공합니다.다운로드구성에대한자세한정보
는계획안내서의다운로드정보부분을참조하십시오.

관리자권한이없는 PC에서:

• 최종사용자에게사용자계정이만들어졌음을알리기전에WebExMeetings응용프로그램과생
산도구를최종사용자의데스크탑에오프라인으로푸쉬할것을권장합니다.이작업으로,사용
자가처음으로사인인할때웹브라우저및Windows데스크탑에서미팅을시작하고참여할수
있습니다.

• 설정 >다운로드페이지의관리사이트에서 .MSI설치프로그램을가져올수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다운로드설정구성하기, 225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응용프로그램을사용자에게푸시하지않기로결정한경우,사용자는최종사용자다운로드페
이지에서이응용프로그램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그러나사용자의 PC가다운로드한응용프
로그램의설치를허용하지않는경우에는설치과정을완료할수없습니다.

• 사용자가웹브라우저를사용하여미팅에참여하면(WebEx Meetings응용프로그램은여전히주
문형으로다운로드할수있음)미팅에성공적으로참여할수있습니다.그밖에도WebExMeetings
응용프로그램은향후미팅의시작또는참여프로세스의속도를높이기위해설치를시도합니

다.이작업이실패하면 PC에관리자권한이없기때문입니다.

관리자권한이있는 PC에서:

• 사용자는최종사용자다운로드페이지에서WebExMeetings응용프로그램및생산도구를다운
로드하여설치할수있습니다.추가적인관리자작업이필요하지않습니다.

• 사용자는처음으로사인인할때생산도구를설치하도록요청받습니다.

• 사용자가처음으로미팅에참여할때WebEx Meetings응용프로그램이주문형으로다운로드되
고,사용자의 PC에자동으로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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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관리하기

인증서는시스템의구성요소간안전한통신을위해사용됩니다.시스템이처음으로배포될때자체
서명된인증서로구성됩니다.자체서명된인증서는최대 5년간유지될수있지만,인증기관을통해
유효성이검증되는인증서를구성할것을권장합니다.인증서기관은가상머신간의통신이인증되
었는지보증합니다.시스템에각가상머신용인증서를설치해야함을숙지하십시오.

다음인증서유형은지원됩니다.다음:

• SSL—모든시스템에필수

• SSO IdP—IdP(identity provider)를포함하는 SSO인증서용.

• 보안다자간전화회의—TLS다자간전화회의용필수.구성하려고선택한각 CUCM시스템에
하나씩최대두개의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를구성할수있습니다.

모든시스템은 SSL인증서를갖고있어야합니다.이제품은다음 SSL인증서를지원합니다.다음:

• 셀프서명함

•인증서기관-서명함

•외부인증서기관-서명함

인증서를업데이트할수없습니다.시스템에가상머신을추가하거나기존가상머신을변경한경우,
시스템의각가상머신용새로운인증서를생성해야합니다.

SSL인증서는다음의이유로무효화될수있습니다.

• 시스템크기가확장되었으며,그결과새가상머신이배포되었습니다.이러한새가상머신의
정규화된도메인이름(FQDN)은원래 SSL인증서에존재하지않습니다.

• 고가용성시스템이추가되었으며,그결과새가상머신이배포되었습니다.이러한새가상머
신의 FQDN은원래 SSL인증서에존재하지않습니다.

• Cisco WebEx사이트 URL이변경되었습니다.이 URL은원래 SSL인증서에존재하지않습니다.

• 관리사이트 URL이변경되었습니다.이 URL은원래 SSL인증서에존재하지않습니다.

• 관리가상머신의 FQDN이변경되었습니다.이 FQDN은원래 SSL인증서에존재하지않습니다.

• 현재 SSL인증서는만료되었습니다.

SSL인증서가어떤이유로든유효하지않게되면시스템에서자동으로새로운자체서명된인증서
가생성되며,관리사이트페이지의상단에SSL이무효화되었음을알리는글로벌경고메시지가나
타납니다.

SSL 인증서생성하기
시스템은구성된 SSL인증서를갖고있어야합니다.이제품은다음 SSL인증서유형을지원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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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서명함

•인증서기관-서명함

•외부인증서기관-서명함

인증서서명요청(CSR) 생성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인증서 > CSR생성을선택합니다.

단계 4 CSR생성 (인증서서명요청)페이지에서필드를완료합니다.

설명옵션

주체대체이름인증서또는와일드카드인증서를선택합니

다.
일반이름

관리사이트및가상머신이름.와일드카드공통이름을선
택한경우주체대체이름은필요하지않습니다.

주체대체이름

이옵션은일반이름유형에

주체대체이름을선택한경우

에만나타납니다.

참고

조직명을입력하십시오.조직

부서명을입력하십시오.부서

도시를입력하십시오.도시

주/도를입력하십시오.주/도

국가를입력하십시오.국가

다음옵션중에서키크기를선택합니다.

• 2048

기본값: 2048 (권장함)

키크기

단계 5 CSR생성을선택하십시오.
CSR다운로드대화상자가나타납니다.

단계 6 다운로드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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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및연결된비공개키가포함된 ZIP파일을수신합니다. CSR파일은 csr.pem이고비공개키파일
은 csr_private_key.pem입니다.

단계 7 VMware Data Recovery (vSphere 5.0)또는 VMware vSphere Data Protection (vSphere 5.1)을사용하여
시스템을백업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 VMware vCenter를사용하여백업만들기, 4페이지을(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을백업하면비공개키를복원해야하는경우에대비하여보존합니

다.
참고

단계 8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SSL 인증서가져오기
이기능을사용하여 SSL인증서를가져올수있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 PEM/DER인
코딩및 PKCS12보관과함께 X.509인증서를지원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인증서 >추가옵션 > SSL인증서/비공개키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인증서를이미설치한경우,시스템은새인증서가져오면덮어쓰게된다는경고를알립니다.

단계 4 계속을선택합니다.

단계 5 찾아보기를클릭하여인증서파일을선택합니다.
X.509-준수인증서또는인증서체인을선택해야합니다.유효한유형에포함:

• PEM/DER인코딩된인증서: .CER / .CRT / .PEM / .KEY

• PKCS12암호화된인증서: .P12 / .PFX

PKCS#12파일또는 PEM블록의싱글파일을사용하여인증서체인을가져오기할수있습니다. PEM
파일을사용하는경우,다음형식이어야합니다.다음:

• (선택사항)비공개키를업로드하려면해당비공개키는파일의첫번째블록이어야합니다.이
는암호화또는암호화해제될수있습니다.이는 PKCS#8형식이며, PEM인코딩됩니다.암호화
된경우,암호(패스프레이즈)필드에해독할비밀번호를입력해야합니다.

• 다음요소는 PEM인코딩된 X.509형식으로귀하의인증서를발행한중간인증서기관의인증
서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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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에서사용하는중간인증서를얼마든지포함할수있습니다.루트인증서기관의인증서
는포함되지않아야합니다.비공개인증서기관을사용하는경우,모든클라이언트에게루트
인증서가배포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모든인증서는하나의파일로함께업로드되어야합니다.한인증서를업로드하고나중에중간인증
서를추가할수는없습니다.중간인증서를사용하는인증서기관을사용하며해당중간인증서가클
라이언트에게배포되지않은경우에는중간인증서를업로드해야할수도있습니다.업로드하면인
증서경고를받지않게됩니다.

PKCS#12파일은반드시 .p12확장자이어야합니다.이는인증서및비공개키(선택사항)만포함해야
합니다.

단계 6 업로드를선택합니다.
업로드를선택하면시스템이인증서의유효성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인증서는다음이유로인해
유효하지않습니다.

• 인증서파일이유효한인증서파일이아닙니다.

• 선택한인증서파일은만료되었습니다.

• 공개키는최소 2048비트이어야합니다.

• 인증서의서버도메인이사이트 URL과일치하지않습니다.

• 시스템에의해자동으로생성된비공개키는인증서와호환되지않습니다.

인증서가유효하면다음단계를진행합니다.인증서가유효하지않으면업로드할수없습니다.계속
하기전에반드시유효한인증서를선택해야합니다.

단계 7 (선택사항)암호필드에암호(패스프레이즈)를입력합니다.
암호는 PKCS12보관또는암호화된비공개키의암호화(비공개키를포함한 .pem파일을업
로드한경우)를해제하는데필요합니다.

참고

단계 8 계속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은 SSL인증서를가져오기하여스크롤할수있는인증서파일대화상자에표시합니다.

단계 9 완료를선택합니다.

단계 10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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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인증서내보내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인증서 >추가옵션 > SSL인증서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3 인증서파일을저장합니다.

다음에할작업

관리자와최종사용자모두신뢰하지않는사이트브라우저경고없이관리또는웹페이지에사인인

할수있어야합니다.

모바일장치용 SSL 인증서내보내기
Apple iOS 5.0이상을실행하는 Apple iPhone또는 iPad에는내장된신뢰할수있는루트인증서가있
습니다.귀사가셀프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거나, Cisco WebEx Meetings Server에설치된루트인증
서가 Apple이신뢰하는인증기관목록에없는경우, SSL인증서를내보내기하고사용자에게이메일
로발송하여WebEx미팅에참여하기전에모바일장치에설치하도록해야합니다.

셀프-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는경우에만 SSL인증서내보내기가필요합니다.신뢰할수있는인
증기관이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는경우, SSL인증서내보내기작업은필요하지않습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사용자의 Apple iPhone또는 iPad에미리설치된신뢰할수있는루트인증서가 Apple의신뢰할수있
는인증기관목록에있는지확인하십시오.자세한내용은 http://support.apple.com/kb/ht5012을(를)참
조하십시오.

사용자는모바일장치용으로사용할수있는고속인터넷으로연결되어야합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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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인증서를선택합니다.

단계 3 SSL인증서섹션에서인증서이름을복사합니다.

단계 4 추가옵션 > SSL인증서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단계 5 로컬하드드라이브에인증서파일을저장합니다.

단계 6 저장된인증서파일을이메일에첨부하고각사용자의 iOS이메일계정으로발송합니다.

단계 7 사용자는모바일장치에서해당이메일을열고파일을저장합니다.

단계 8 사용자는모바일장치에인증서파일을설치합니다.다음:
a) 설치프로파일페이지에서설치를탭합니다.
b) 서명되지않은프로파일대화상자에서지금설치를탭합니다.
c) 사용자의 iOS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d) 다음을탭합니다.
e) 완료를탭합니다.

CSR 및비공개키다운로드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추가옵션 > CSR다운로드를선택합니다.
대화상자가나타나며파일(CSR.zip)을저장하도록요청합니다.이는 CSR및비공개키를포함합니
다.

단계 3 시스템에서파일을저장할위치를선택하고확인을선택합니다.

단계 4 나중에필요할경우에대비하여비공개키파일(csr-private-key.pem)을백업합니다.

셀프서명한인증서생성하기

셀프서명한인증서는시스템을배포하면자동으로생성됩니다.인증서기관이서명한인증서를설
치할것을권장합니다.이기능을사용하여언제든지새로운셀프서명인증서를생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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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셀프서명된인증서를사용하는경우사용자는미팅참여에어려움을겪을수도있습니

다. (클라이언트측의관리자가시스템이셀프서명된인증서를사용하도록구성한경우제외)
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인증서 >추가옵션 >셀프서명한인증서생성을선택합니다.

단계 4 셀프서명한인증서생성페이지에서필드를완료합니다.

설명옵션

셀프서명한인증서이름을입력하십시오. (필수)인증서명

시스템의호스트이름. (구성할수없음)X.509주체이름

조직명을입력하십시오.조직

부서명을입력하십시오.부서

도시명을입력하십시오.도시

주또는도의이름을입력하십시오.주/도

국가명을선택하십시오.국가

단계 5 인증서및비공개키생성을선택합니다.
주요업그레이드이후동일한 SSL인증서를사용하려면해당인증서를얻기위해사용된
CSR로생성된비공개키를업로드해야합니다.비공개키는인증서파일에서첫번째블록이
어야합니다.

참고

인증서파일이생성되고표시됩니다.

단계 6 완료를선택합니다.

단계 7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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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인증서복원하기
인증서가무효화되거나시스템에서장애복구를실행했을때이기능을사용하여 SSL인증서를복
원할수있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 PEM/DER인코딩및 PKCS12보관과함께 X.509인
증서를지원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인증서 >추가옵션 > SSL인증서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인증서를이미설치한경우,시스템은새인증서가져오면덮어쓰게된다는경고를알립니다.

단계 4 계속을선택합니다.

단계 5 찾아보기를클릭하여인증서파일을선택합니다.
X.509-준수인증서또는인증서체인을선택해야합니다.유효한유형에포함:

• PEM/DER인코딩된인증서: .CER / .CRT / .PEM / .KEY

• PKCS12암호화된인증서: .P12 / .PFX

PKCS#12파일또는 PEM블록의싱글파일을사용하여인증서체인을가져오기할수있습니다. PEM
파일을사용하는경우,다음형식이어야합니다.다음:

• (선택사항)장애복구에이전비공개/공개키쌍을다시적용하려면공개키파일
(csr_private_key.pem)및인증서기관(CA)에서수신한인증서를한파일로병합합니다.비공개
키는파일에서 (공개키이후)첫번째블록이어야합니다.이는암호화또는암호화해제될수
있습니다.이는 PKCS#8형식이며, PEM인코딩됩니다.암호화된경우,암호(패스프레이즈)필드
에해독할비밀번호를입력해야합니다.

• 다음요소는 PEM인코딩된 X.509형식으로귀하의인증서를발행한중간인증서기관의인증
서이어야합니다.

• 인프라에서사용하는중간인증서를얼마든지포함할수있습니다.루트인증서기관의인증서
는포함되지않아야합니다.비공개인증서기관을사용하는경우,모든클라이언트에게루트
인증서가배포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모든인증서는하나의파일로함께업로드되어야합니다.한인증서를업로드하고나중에중간인증
서를추가할수는없습니다.중간인증서를사용하는인증서기관을사용하며해당중간인증서가클
라이언트에게배포되지않은경우에는중간인증서를업로드해야할수도있습니다.업로드하면인
증서경고를받지않게됩니다.

PKCS#12파일은반드시 .p12확장자이어야합니다.이는인증서및비공개키(선택사항)만포함해야
합니다.

단계 6 업로드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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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를선택하면시스템이인증서의유효성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인증서는다음이유로인해
유효하지않습니다.

• 인증서파일이유효한인증서파일이아닙니다.

• 선택한인증서파일은만료되었습니다.

• 공개키는최소 2048비트이어야합니다.

• 인증서의서버도메인이사이트 URL과일치하지않습니다.

• 시스템에의해자동으로생성된비공개키는인증서와호환되지않습니다.

인증서가유효하면다음단계를진행합니다.인증서가유효하지않으면업로드할수없습니다.계속
하기전에반드시유효한인증서를선택해야합니다.

단계 7 (선택사항)암호필드에암호(패스프레이즈)를입력합니다.
암호는 PKCS12보관또는암호화된비공개키의암호화(비공개키를포함한 .pem파일을업
로드한경우)를해제하는데필요합니다.

참고

단계 8 계속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은 SSL인증서를가져오기하여스크롤할수있는인증서파일대화상자에표시합니다.

단계 9 SSL인증서페이지에서계속을선택하여가져오기를완료합니다.

단계 10 완료를선택합니다.

단계 11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SSO IdP 인증서가져오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 SSO IdP인증서를선택합니다.

단계 3 찾아보기를클릭하여 SSO IdP인증서를선택합니다.

단계 4 업로드를선택합니다.
인증서필드가표시됩니다.

단계 5 완료를선택하여인증서를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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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가져오기

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는 TLS회의가활성화되어있는경우에만필요합니다. TLS회의가활
성화되어있지않으면이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

시작하기전에

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는오디오설정에서전송유형이 TLS로선택되어있을때 CUCM서버
용으로필요합니다.자세한정보는오디오설정구성하기정보, 190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인증서를선택합니다.
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섹션에다음두메시지중하나가표시됩니다.다음:

• 이시스템은 TLS다자간전화회의가활성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
서가필요하지않습니다.

• 이시스템에활성화된 TLS다자간전화회의용으로 CUCM보안회의인증서가필요합니다.

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가필요하면구성해야하는각 CUCM서버에인증서가져오기버튼이
표시됩니다.

단계 4 CUCM 1의인증서가져오기를선택합니다.
보안다자간전화회의인증서페이지가나타납니다.

단계 5 인증서이름을입력합니다.

단계 6 찾아보기를클릭하여인증서파일을선택합니다.
CUCM이셀프-서명한인증서를사용하는경우, CallManager.pem파일을사용합니다. CUCM
이제3자인증서를사용하는경우,루트인증기관 (CA)인증서를사용합니다.로컬하드드
라이브에CUCM인증서를다운로드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계획안내서에서 "CUCM
인증서다운로드하기"를참조하십시오.

참고

단계 7 업로드를선택합니다.
업로드를선택하면시스템이인증서의유효성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인증서가유효하면다음단계를진행합니다.인증서가유효하지않으면업로드할수없습니다.계속
하기전에반드시유효한인증서를선택해야합니다.

단계 8 계속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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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SSL인증서를가져오기하여스크롤할수있는인증서파일대화상자에표시합니다. SSL
인증서를가져오기했음을통지받습니다.

단계 9 완료를선택합니다.

단계 10 4단계로돌아가 CUCM 2서버용절차를반복합니다.

단계 11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사용자세션보안구성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사용자세션을선택합니다.

단계 3 웹페이지만료시간을설정하려면사용자세션페이지의필드를입력합니다.

설명옵션

사용자가자동으로사인아웃되기전까지일,시간및분을구성합
니다.

기본값: 1시간 30분.

웹페이지만료

사용자가자동으로사인아웃되기전까지일,시간및분을구성합
니다.

기본값: 14일

이필드는 SSO가구성되어있는경우에만나타납니
다.

참고

모바일또는생산도구만료
(SSO)

단계 4 저장을선택합니다.

페더레이션된싱글사인온 (SSO) 설정구성하기
SSO를구성하면최종사용자는회사의자격증명을사용하여시스템에사인인할수있으며,이를통
해제품을회사디렉터리에통합할수있습니다.사용자가사인인을시도할때사용자계정을빠르게
만들고관리할수있도록 SSO를구성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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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구성은복잡한작업이될수있으므로,진행하기전에 Cisco채널파트너또는 Cisco고급서
비스에문의하실것을권장합니다.

참고

시작하기전에

• 페더레이션된싱글사인온기능을활성화하기전에공개/비공개키세트및공개키를포함한
X.509인증서를생성해야합니다.공개키또는인증서가생성되면인증서관리하기, 227페이지
섹션으로업로드해야합니다.

SSO를활성화하면사용자자격증명은기업인증시스템에의해관리됩니다.특
정비밀번호관리기능은사용자에게더이상적용되지않습니다.자세한정보는
비밀번호구성하기, 198페이지및사용자편집, 136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관리자도최종사용자이기는하지만관리자는 SSO를사용하여사인인하지않습
니다.관리자는이제품용관리자자격증명을사용하여사인인합니다.

참고

• 이기능을사용하려면 SSO IdP인증서를구성하십시오.자세한정보는 SSO IdP인증서가져오
기, 235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페더레이션된 SSO를선택합니다.

단계 3 필수구성요소에서설명하는대로공개/비공개키및 X.509인증서를생성한후계속을선택합니다.

단계 4 착수방법선택:

• SP(서비스제공자)가시작함사용자가서비스제공자로의링크를선택하면임시적으로 ID제공
자에게리디렉트되어인증을요청합니다.그후사용자는초기에요청한링크로돌아갑니다.

• IdP (ID공급자)시작함–사용자가 ID공급자를시작하고로그인하면서비스공급자의랜딩페이
지로재이동하게됩니다.

단계 5 필드를입력하고 SSO구성페이지에서옵션을선택합니다.다음:
IdP구성파일을참조하여 IdP필드를완료합니다. IdP인증서링크를선택합니
다.

참고

설명필드

서비스제공자가시작사인인을하도록하려면

이옵션을선택합니다.
SP (서비스제공자)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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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필드

인증요청메시지가반드시서비스제공자의비공

개키로서명되도록요구하려면이옵션을선택

하십시오.

내보내기한SAML메타데이터파일이사
이트의SSL인증서에포함되도록하려면
이옵션을선택해야합니다.

참고

AuthnRequest서명됨

처리할인증요청을수신하는 IdP의 SAML 2.0실
행 URL입니다.

이필드는 AuthnRequest서명됨이선택
된경우에만나타납니다.

참고

대상

ID제공자가초기사인인을하도록하려면이옵
션을선택합니다.

IdP (ID공급자)개시

SSO에성공하면시스템은이URL로리디렉트됩
니다.

기본값: TARGET

IdP가시작한시스템에서해당URL은반
드시다음형식으로혼합된 URL이어야
합니다.다음:서비스로그인URL, "?"또
는 "&,"대상페이지 URL파라미터, "="
(나타나지않는경우)및대상 URL.

참고

대상페이지 URL파라미터명

IdP용으로구성된동일한 SP ID를입력하십시오.
SAML2프로토콜참조.

SAML발급자 (SP ID)

IdP용으로구성된동일한 ID를입력하십시오.
SAML2프로토콜참조.

SAML(IdP ID)발급자

IdP에서 SAML2용어설션소모 URL.고객 SSO서비스로그인 URL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39

페더레이션된싱글사인온 (SSO) 설정구성하기



설명필드

IdP에설정된동일한이름ID형식을선택합니다.
이름ID는어설션에서사용자 ID및 Cisco WebEx
에서싱글로그아웃요청을발송하는형식입니

다.안내에대해서는 SAML프로토콜을참조하십
시오.

NameID로이메일주소를설정할것을권장합니
다.그렇게하면시스템에서이미이메일주소에
기반하여계정을설정한최종사용자의 SSO사용
프로세스를보다용이하게할수있습니다.

다른 NameID형식사용은지원되지만권장하지
는않습니다.이메일주소이외의형식을사용하
는경우, SSO가비활성화되어있으면사용자는
더이상WebEx사이트에사인인할수없습니다.

기본값:지정되지않음

NameID형식

IdP에구성된값을입력하십시오.
AuthnContextClassRef는 [인증요청]메시지에나
타나는값입니다.

기본값:
urn:oasis:names:tc:SAML:2.0:ac:classes:unspecified

AuthnContextClassRef

SSO에성공하면시스템은이URL로리디렉트됩
니다.기본페이지는보통로그인과동일한 Cisco
WebEx미팅페이지입니다.

기본WebEx대상페이지 URL

SSO에실패하면시스템은이URL로리디렉트됩
니다.기본값으로오류페이지는공통 Cisco
WebEx오류페이지입니다.

고객 SSO오류 URL

이옵션은 SAML2프로토콜로정의된싱글로그
아웃을활성화합니다.귀하가SSO옵션을선택하
고싱글로그아웃옵션을선택하지않은경우에

는최종사용자페이지에사인아웃옵션이나타

나지않습니다.

ADFS 2.0용이옵션을선택해제하십시오.

IdP-시작한 SLO는이버전에서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싱글로그아웃

IdP에서 SAML2용어설션소모 URL을입력합니
다.

고객 SSO서비스로그아웃 URL

이옵션은싱글로그아웃이선택된경우

에만나타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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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필드

Cisco WebEx계정을갖고있지않은사용자는사
인인할수없습니다.이옵션을선택하면새사용
자가사인인을시도할때계정이자동으로생성

됩니다.

자동계정생성

이옵션을선택하면 SAML2어설션에 "업데이트
시간시탬프"가있는경우사용자정보가 Cisco
WebEx의현재데이터보다최신사용자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자동계정업데이트

이옵션을선택하여도메인서픽스가없는사용

자를인증합니다. Active Directory UPN용 UID
도메인서픽스제거옵션은다음경우에작동합

니다.다음:

• 이름ID형식이이메일일때, UID형식이
X509주제명일때또는사용자본인이름
(UPN)일때.

• 이름ID형식은 X509주제명또는 UPN입니
다.

Active Directory UPN용 UID도메인주소제거

단계 6 SSO활성화를선택합니다.
SSO설정재확인페이지가나타납니다.설정을다시확인하고저장을선택합니다.

SSO 비활성화하기

시작하기전에

SSO를비활성화하면사용자들은회사의자격증명을사용하여사인인할수없게됩니다.사용자들
에게 SSO가비활성화되며사용자들은 Cisco WebEx자격증명을사용하여사인인할수있음을알려
주십시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페더레이션된 SSO를선택합니다.

단계 3 "SSO를비활성화하려면여기를클릭하십시오"문장을찾습니다.여기를클릭링크를선택합니다.

단계 4 SSO비활성화를선택하여확인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41

페더레이션된싱글사인온 (SSO) 설정구성하기



SSO가비활성화되었음을확인하는배너를포함한페더레이션된 SSO페이지가나타납니다.

구성하기클라우드기능

시스템을구성하여사용자가 Cisco WebEx Meetings Server및 SaaS WebEx계정모두와사용할수있
는 Cisco WebEx생산도구의싱글버전을사용하도록하거나 Cisco WebEx가호스트한교육비디오
를온라인으로확인하도록할수있습니다.

귀하의시스템은 Cisco WebEx SaaS릴리즈WBS27, WBS28및 Cisco WebEx Meetings 1.2를지원
합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설정 >보안 >클라우드기능을선택합니다.

단계 3 (선택사항)사용자에게WebEx생산도구에서 SaaS WebEx계정에사인인허용확인란을선택합니
다.

단계 4 저장을선택합니다.

가상머신보안구성하기

가상머신보안기능은암호화키업데이트및 FIPS호환암호화를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하는기능
을포함합니다.

암호화키업데이트하기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내부적으로생성된암호화키를사용하여시스템에서가상머신간모
든통신을안전하게합니다.이기능을사용하여정기적으로암호화키를업데이트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42

구성하기클라우드기능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가상머신을선택합니다.

단계 4 암호화키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단계 5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FIPS 정보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FIPS) 140은암호화모듈용보안요구사항을지정한미국및
캐나다정부표준입니다.암호화모듈은 "승인된보안기능(암호화알고리즘및키생성포함)을실행
하고암호화범주내에포함된하드웨어,소프트웨어및/또는펌웨어의세트"입니다.암호화모듈은
유효성검증을받은것입니다.

FIPS 140 요구사항

고급수준에서 FIPS 140요구사항은다음모듈특성에적용됩니다.다음:

• FIPS-승인된알고리즘실행

•주요라이프사이클의특정관리

•무작위숫자의생성승인됨

•암호화알고리즘,이미지보전및무작위숫자생성기(RNG)의셀프테스트

Cisco WebEx Meetings Server는 CiscoSSL 2.0을사용하여 FIPS 140-2레벨 2에준수합니다.

FIPS 활성화됨

FIPS를활성화하면대중적인웹브라우저및운영체제와의호환성을줄이는결과로이어질수있습
니다.증상에는시스템에사인인, 404오류,미팅시작및참여문제등이포함될수있으며그에한정
되지는않습니다.

Cisco는다음작업을실행할것을권장합니다.다음:

•Windows PC가Windows XP SP3이상을실행해야합니다.

• 모든Windows컴퓨터는사용자가선호하는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Mozilla Firefox또는
Google Chrome)에상관없이Microsoft Internet Explorer 8이상으로업데이트해야합니다.당사
의 FIPS사용클라이언트(Cisco WebEx Meetings,생산도구및WebEx녹화재생기)는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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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r 8이상에서만사용할수있는 FIPS기반시스템라이브러리를사용하기때문에사용자
는모든컴퓨터에 Internet Explorer 8을제공해야합니다.

• 모든사용자컴퓨터에서인터넷설정을 TLS암호화로구성합니다. PC데스크탑에서제어판 >
인터넷옵션 >고급 >보안 > TLS 1.0사용및 TLS 1.2사용을선택합니다.최대의호환성을보장
하기위해두개의옵션을모두선택할것을권장하며,최소한 TLS 1.0사용은선택해야합니다.

• 사용자가귀사의직원이아닌손님과의미팅을호스트하려는경우,손님사용자가귀하의미팅
에참여하기전에운영체제와브라우저를상기설명된방법으로수동으로업데이트하도록통

지해야합니다.상기절차를수행하지않으면호환성문제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상기업데
이트절차를미팅초대장에포함할것을권장합니다.이작업은관리사이트의설정 >이메일 >
템플릿에서적절한미팅초대장을편집하여수행할수있습니다.

FIPS 준수암호화활성화하기
이기능을사용하여귀하의미연방정보처리표준(FIPS)에따르는암호설정을활성화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가상머신을선택합니다.

단계 4 활성화를선택하여 FIPS준수암호화를활성화하고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시스템에 FIPS준수암호화가구성됩니다.

단계 5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FIPS 준수암호화비활성화하기
이기능을사용하여시스템에서미연방정보처리표준(FIPS)에따르는암호화를비활성화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설정 >보안 >가상머신을선택합니다.

단계 4 비활성화를선택하여 FIPS준수암호화를비활성화하고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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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FIPS준수암호화가비활성화됩니다.

단계 5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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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

보고서관리하기

월별보고서를확인하고특정날짜범위로보고서를사용자정의할수있습니다.귀하의보고서는
회사정보페이지에구성된언어,로케일및시간대설정을사용합니다.자세한정보는회사정보구
성하기, 186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이새롭게배포되거나최근업그레이드된경우,첫번째달종료까지사용자정의한세부
보고서를제외한모든보고서용데이터는사용불가능합니다.이러한경우,이섹션에서설명한
다운로드링크및기타모든보고서는첫번째달말까지사용할수없게됩니다.

참

고

• 월별보고서다운로드하기, 247 페이지

• 월별보고서정보, 248 페이지

• 사용자정의한세부사항보고서생성하기, 249 페이지

• 사용자정의한세부사항보고서정보, 250 페이지

월별보고서다운로드하기

이페이지에서월별요약보고서를확인하고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보고서는 PDF형식으로나타
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보고서를선택합니다.

단계 3 확인할월별보고서의다운로드링크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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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요약보고서는다음섹션을포함합니다.다음:

시스템요약보고서

시스템요약보고서는다음보고서를포함합니다.다음:

• 서비스채용—이보고서는지난 3달동안의고유한호스트및참석자수와다음 3달동안의예
상증가율을묘사하는그래프를표시합니다.

• 사용자라이센스—이보고서는사용중인구입한라이센스백분율및지난 3달동안사용된라
이센스수와다음 3달동안의예상증가율을묘사하는그래프를표시합니다.이숫자를사용하
여차후라이센스사용을예측하고그에따라라이센스구입을조절할수있습니다.자세한정
보는라이센스관리자를사용하여라이센스추가하기, 182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시스템크기—이보고서는미팅참가자피크및최대사용이소모한시스템크기의백분율을표

시합니다.그래프는지난 3달동안의미팅참가자피크및다음 3달동안의예상증가율을묘사
합니다.

• 스토리지—이보고서는데이터보관및녹화의스토리지사용을총스토리지공간의백분율및

총기가바이트(GB)로표시합니다.그래프는지난 3달동안의총스토리지및다음 3달동안의
예상증가율을묘사합니다.이보고서를사용하여스토리지사용을모니터합니다.추가스토리
지공간을추가하려면활성화하기전에반드시수동으로기존스토리지데이터보관및녹화를

새스토리지서버로복사해야합니다.

이보고서는스토리지서버를구성한경우에만나타납니다.자세한정보는스토
리지서버구성하기, 163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참고

• 네트워크—이보고서는다음을표시합니다.다음:

◦ 최고네트워크대역폭사용량 (Mbps).

◦ 지난 3달동안의최대네트워크대역폭소모(Mbps)및다음 3달동안의예상증가율을묘사
하는그래프 (빨간색바는최대네트워크대역폭을가리킴).

◦ 각시스템리소스가소모한대역폭의백분율을가리키는파이차트.

• 시스템계획된다운타임및계획되지않은정지—이보고서는다음을표시합니다.다음:

• 지난 3달동안평균시스템업타임.

• 지난 3달동안계획하지않은시스템정지의평균시간.

• 지난 3달동안정지로인해방해된평균미팅수.

• 지난 3달동안의계획된다운타임,계획되지않은정지및다음 3달동안의예상증가율을
묘사한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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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다운타임은때로증가된사용량을반영합니다.다른보고서에표시된사
용통계와귀하의다운타임통계를비교하십시오.

참고

미팅요약보고서

미팅요약보고서는다음보고서를포함합니다.다음:

• 미팅상태—이보고서는지난달미팅상태,문제가있었던미팅의백분율,해당월에주최된총
미팅수등을묘사하는그래프를표시합니다.실시간미팅상태는대시보드를참조하십시오.자
세한정보는대시보드정보, 113페이지을(를)참조하십시오.

• 미팅크기—이보고서는지난달시스템에서주최된미팅의크기,미팅크기의세부사항및해
당월동안주최된가장큰미팅에대한자세한정보를묘사하는그래프를표시합니다.

• 미팅기능사용—이보고서는다음을표시합니다.다음:

◦ 지난달가장많이사용된기능 (해당기능이사용한총시간(분)포함).

◦ 지난달시스템에서가장빠르게증가한기능 (증가율포함).

◦ 시스템에서각기능사용을묘사하는그래프 (분).

◦ 시스템에서가장빠르게증가한기능의증가율을묘사하는그래프.

• 상위활동적인참가자이메일도메인—이보고서는다음을표시합니다.다음:

◦ 상위활동적인참가자이메일도메인을묘사하는그래프.

◦ 참가자이메일도메인의세부사항.

◦ 시스템에서미팅참가자가사용한상위세개의이메일도메인의목록.

• 피크날및시간—이보고서는두개의그래프를표시합니다.첫번째그래프는지난달동안특
정주의가장바쁜날을묘사합니다.두번째보고서는지난달동안하루의가장바쁜시간을묘
사합니다.

사용자정의한세부사항보고서생성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보고서 >보고서사용자정의를선택합니다.

단계 3 확인할보고서의날짜범위를선택하고제출을선택합니다.
기본값은가장최근달입니다.날짜범위는최대 6개월전까지확장하여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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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한보고서요청제출함페이지가나타나며사용자정의한보고서날짜를표시합니다.
CSV형식의사용자정의한보고서로의링크를포함하는이메일이발송됩니다.

단계 4 완료를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한세부사항보고서정보

사용자정의된세부보고서를생성하면 CSV형식의다음보고서아카이브를포함하는이메일을수
신합니다.다음:

• 잘못된시도보고서—이보고서는개인회의미팅을시작또는참여하려고할때발신자가잘못

된호스트/참가자액세스코드또는호스트 PIN을세번이상입력하여실패한텔레포니액세스
시도를표시합니다.이보고서는다음필드를포함합니다.다음:

• 전화된액세스번호—개인회의미팅시작또는참여를위해걸린 Cisco WebEx발신번호.

• (발신)전화번호—전화를걸기위해사용된전화의전화번호.

• 통화의시작시간—통화의날짜및시간.

• 시도된첫번째액세스코드—발신자가입력한첫번째잘못된액세스코드.

• 첫번째액세스코드소유자의이메일 (사용가능한경우)—액세스코드가유효한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정과관련된경우,첫번째유효하지않은액세스코드와연관된
사용자의이메일주소.

• 시도된두번째액세스코드—발신자가입력한두번째잘못된액세스코드.

• 두번째액세스코드소유자의이메일 (사용가능한경우)—액세스코드가유효한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정과관련된경우,두번째유효하지않은액세스코드와연관된
사용자의이메일주소.

• 시도된세번째액세스코드—발신자가입력한세번째잘못된액세스코드.

• 세번째액세스코드소유자의이메일 (사용가능한경우)—액세스코드가유효한 Cisco
WebEx Meetings Server계정과관련된경우,세번째유효하지않은액세스코드와연관된
사용자의이메일주소.

• 미팅보고서—이보고서는특정기간동안발생한모든미팅의정보를포함합니다.다음필드
포함:

• 미팅ID—미팅이예약될때시스템이생성한고유의회의 ID.

• 미팅번호—Cisco WebEx미팅번호.

• 제목—호스트가구성한미팅의이름.

• 호스트이름—미팅호스트.

• 시작시간—미팅의시작날짜및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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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기간—미팅의지속시간(분).

• 참가자수—호스트를포함한참가자수.

• 상태

• 전화걸기오디오시간(분)수

•전화받기오디오시간(분)수

• VoIP시간(분)수

•비디오시간(분)수

•녹화시간(분)수

•녹화간격—미팅중에생성된각녹화에대해시작및중지시간을지정함.

• 웹공유시간(분)수—모든참가자가웹미팅에서보낸총시간(분)수. (예:세명의참가자
가 10분지속되는미팅의웹미팅부분에참석하는경우,총웹공유시간(분)수는 30입니
다.)

• 참가자—미팅참가자의목록.

• 호스트플랫폼/브라우저—호스트가 Cisco WebEx미팅을시작할때사용하는브라우저및
운영체제버전.

• 호스트 IP주소—호스트가 Cisco WebEx미팅을시작할때사용하는 IP주소.

• 추적코드—미팅예약시호스트가적용한추적코드.

• 네트워크대역폭이용보고서—이보고서는특정기간동안매일다음각기능의네트워크대역

폭소모목록을포함합니다.다음:

• 오디오용최대대역폭소모 (mbps)

• 오디오 VoIP용최대대역폭소모 (mbps)

• 비디오용최대대역폭소모 (mbps)

• 웹공유용최대대역폭소모 (mbps)

소모량 0 (영)은해당날짜에기능이사용되지않았음을가리킵니다.소모량 1보다작음은특정
날짜에 1 Mbps이하가소모된경우에표시됩니다.

비디오용네트워크대역폭소모는카메라로부터의비디오및웹미팅에서의비디오파일공유

를포함합니다.사이트용비디오가비활성화된경우,비디오용카메라를켤수는없으나여전히
비디오파일을공유할수는있습니다.이는보고서에포함되는비디오용네트워크대역폭소모
결과의일부로이어집니다.이는사이트용으로비디오가비활성화되어있을때네트워크대역
폭소모를유발하는유일한경우입니다.

• 스토리지용량이용보고서—이보고서는각날짜에발생한녹화된미팅수및나열된날짜에

사용된총디스크공간을표시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51

사용자정의한세부사항보고서정보



이보고서는스토리지서버를구성한경우에만포함됩니다.자세한정보는스토
리지서버구성하기를참조하십시오.

참고

• 참가자보고서—이보고서는미팅의히스토리,각미팅이시작된시간,각미팅에적용된추적
코드를표시합니다.

◦ 미팅 ID—미팅이예약될때시스템이생성한고유회의 ID.

◦ 회의이름—미팅예약시호스트가무엇필드에입력한미팅의이름.

◦ 사용자이름—호스트의사용자이름.

◦ 참여시간—사용자가 Cisco WebEx미팅에참여할때의날짜및시간.

◦ 나가는시간—사용자가 Cisco WebEx미팅을나갈때의날짜및시간.

◦ 지속시간—사용자가 Cisco WebEx미팅에참가한기간수(분).

◦ 플랫폼/브라우저—호스트가 Cisco WebEx미팅을시작할때사용하는브라우저및운영체
제버전.

◦ 클라이언트 IP주소—호스트또는참가자가 Cisco WebEx미팅을시작또는참석할때사용
하는WebEx클라이언트의 IP주소.

◦ 세션시작시간—세션이시작된시간.

◦ 세션종료시간—세션이종료된시간.

◦ 세션의유형—세션유형은비디오 (웹공유), VoIP (텔레포니연결),발신또는수신일수있
음.

◦ 세션지속시간—세션이지속된시간의길이.

◦ 전화번호—WebEx미팅에전화를걸기위해사용된전화의전화번호.

◦ 전화서버—전화서버.

• 시스템다운타임보고서—이보고서는특정기간동안의시스템다운타임정보를포함합니다.
다음필드포함:

◦ 카테고리—서비스중단또는유지관리. [서비스중단]은정지를가리킵니다. [유리관리]는
계획된유지관리창을가리킵니다.

◦ 서비스—영향을미치는기능을나열합니다.

◦ 다운타임시작—다운타임이시작된날짜및시간.

◦ 다운타임종료—다운타임이종료된날짜및시간.

◦ 중단된미팅수—방해받은미팅의수를나열합니다.유지관리다운타임에대한이필드는
공백입니다.해당작업은계획된부분이기때문입니다. [서비스중단]다운타임기간중예
약된미팅이없는경우,숫자는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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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라이센스이용보고서—이보고서에는두가지버전이있습니다.한버전은지난 30일
간라이센스사용을표시하고제목은지난달사용자라이센스이용보고서.csv로나타납니다.다
른버전은현재달(해당월의 1일부터현재날까지)의라이센스사용을표시하고제목은이번달
사용자라이센스이용.csv로나타납니다.해당각보고서는다음필드를포함합니다.다음:

◦ 사용자이름—미팅호스트의사용자이름.

◦ 이메일주소—미팅호스트의이메일주소.

◦ 미팅 ID—미팅이예약될때시스템이생성한고유의회의 ID.

◦ 미팅번호—Cisco WebEx미팅번호.

◦ 시작시간—미팅이시작된날짜및시간.

◦ 동시미팅—동일한사용자가예약한동시미팅의수를가리킴.녹화된각동시미팅은동시
미팅을예약한사용자를위해이보고서에추가라인을추가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53

사용자정의한세부사항보고서정보



   Cisco WebEx Meetings Server 관리안내서릴리즈 2.0
254

사용자정의한세부사항보고서정보



16 장

지원기능사용하기

• 로그사용자정의하기, 255 페이지

• 원격지원계정설정하기, 257 페이지

• 원격지원계정비활성화하기, 257 페이지

• 미팅테스트사용하기, 258 페이지

• 시스템리소스테스트사용하기, 258 페이지

로그사용자정의하기

전체시스템또는특정미팅에서의활동을보여주는로그파일을생성할수있습니다.로그파일을
사용하여문제를해결하거나지원이필요할때 Cisco기술지원센터(TAC)로도움을요청합니다.

로그파일을업무시간외의시간동안생성할것을권장합니다.큰크기의로그파일은시스템성
능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

참고

로그데이터는 30일동안유지됩니다.단, Cisco WebEx Meetings Server 1.x배포를릴리즈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경우,릴리즈 1.x으로부터의로그데이터는 Cisco WebEx Meetings Server 2.0시스
템으로전송되지않으며릴리즈 2.0으로의업그레이드가완료된후사용할수없습니다.

참고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지원 >로그를선택합니다.

단계 3 로그사용자정의페이지의필드를완료하고제출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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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필드

Cisco TAC케이스 ID를입력합니다.케이스 ID는
Cisco TAC가케이스를통해귀하를지원할때얻
게됩니다.이기능을사용하면케이스 ID로생성
한로그와귀하를연계되도록합니다.

(선택사항)케이스 ID

로그유형을선택합니다.전체시스템로그또는
특정미팅로그를선택할수있습니다.전체시스
템로그는시스템에대한모든지정된로그정보

를포함하고,특정미팅로그는MATS처리를위
해데이터베이스에서데이터와로그를수집합니

다.

기본값:전체시스템로그

유형

로그의범위를선택하십시오.로그의시작및종
료날짜와시간을지정해야합니다. 24시간으로
제한됩니다.로그데이터는마지막 30일동안에
만사용할수있습니다.

24시간이상의로그를생성하려면연속되
는날짜-시간범위를선택하여이작업을
반복해야합니다.각작업의결과물로개
별로그파일이생성됩니다.예를들면: 1
월 1일에서 1월 3일까지의로그를생성하
려면먼저 1월 1일에서 1월 2일까지의날
짜범위를선택하고제출을선택한다음

생성된로그파일을다운로드하십시오.
그런다음 1월 2일에서 1월 3일까지의날
짜범위를선택합니다.제출을선택하고
생성된로그파일을다운로드하십시오.

참고

범위

로그에포함할데이터를지정합니다.

기본값:모든활동

포함

로그가생성되고로그를다운로드할수있는링크가포함된이메일이귀하에게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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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계정설정하기

기술적인문제가있어 Cisco TAC에지원을요청한경우, TAC담당자가귀하의시스템에임시로액
세스할수있는 remote support계정을설정할수있습니다.이제품은관리자에대한 CLI액세스를제
공하지않으므로 TAC담당자가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지원 > Remote Support계정을선택합니다.

단계 3 Remote Support활성화를선택합니다.

단계 4 Remote Support계정페이지의필드를완료하고계정생성을선택합니다.

설명필드

원격지원계정용이름을입력합니다. (6-30자)Remote Support계정이름

계정지속기간을시간으로지정합니다.최대 720
시간(30일)입니다.

계정수명

2- Webex Meetings Server를선택합니다.
Cisco WebEx Meetings Server버전 1.5릴
리즈이전에활성화된원격지원계정이

있는경우,이설정을구성하지않아도됩
니다.

참고

디코더버전

원격지원계정생성대화상자가나타나며,암호코드를표시합니다. Cisco TAC에게문의하고원격
지원계정이름및패스프레이즈(암호)코드를제공하여 Cisco지원담당자가시스템에액세스할수
있도록합니다.

원격지원계정비활성화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지원 > Remote Support계정을선택합니다.

단계 3 "Remote Support가활성화되었습니다"상태메시지옆에있는비활성화하기링크를선택합니다.
Remote support계정이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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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테스트사용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지원 >미팅테스트를선택합니다.

단계 3 다음을선택합니다.
시스템이미팅테스트를실행하고미팅예약,시작및참여에대한기능을확인합니다.테스트의결
과는몇분이내에나타납니다.

시스템리소스테스트사용하기

절차

단계 1 관리사이트에사인인합니다.

단계 2 유지관리모드켜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단계 3 지원 >시스템리소스테스트를선택합니다.

단계 4 다음을선택합니다.
테스트결과에는다음내용표시됩니다.

• 시스템에있는각호스트의스토리지, CPU,메모리,네트워크

•내부및외부연결은사이트및관리 URL을검사합니다.

단계 5 유지관리모드끄기,계속을선택하여확인합니다.
유지관리모드를끄면시스템이다시시작됩니다.재시작이완료되면관리사이트에다시사인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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