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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MS(Cisco Meeting Server) 공간에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Cisco
CMM(Meeting Management) 버전 3.2의 블래스트 다이얼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MS 컨피그레이션●

CMM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MS 3.2●

CMM 3.2●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1단계. CMM 웹 관리자를 열고 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

2단계. 원하는 공간을 검색합니다.



3단계. Blast dial 컨피그레이션을 켜고 재시도 매개변수를 원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4단계. Add contact(연락처 추가)를 선택하여 통화가 시작될 때 호출할 연락처를 추가합니다.

5단계. CSV(Comma Separated Values) 옵션을 사용하여 여러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 텍스트 파일을 열고 매개 변수 이름과 주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추가합니다.1.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SV 형식으로 파일에 연락처 정보를 추가합니다.2.



.csv 확장자로 파일을 저장합니다.3.
CMM > Spaces > Select a space > Blast Dial Configuration > Dial-out contacts > CSV로 이동
하고 Upload CSV를 선택합니다.

4.

이전에 생성한 파일을 선택합니다.5.



Upload(업로드)를 선택합니다.6.

다음을 확인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CMM 로그 번들을 가져온 다음 CMM > Logs > Log bundle로
이동하고 Download log bundle(로그 번들 다운로드)을 선택합니다.



1단계. Blast Dial이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검증하고 cmm_log.txt는 Set blast dial 컨피그레이션
을 성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enable=True입니다.

Jun 11 03:57:26 cmm01 2021-06-11 03:57:26,095 - local:admin/HTTP/IPv4:10.15.10.5:tcp:54380 - Set

blast dial configuration successful: enable=True

2단계. CMM에서 연락처 정보를 성공적으로 추가했는지 확인합니다. cmm_log.txt에서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Jun 11 04:05:05 cmm01 2021-06-11 04:05:05,057 - local:admin/HTTP/IPv4:10.15.10.5:tcp:54380 - Set

blast dial participants via JSON successful: cluster_id=1, cluster_name=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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