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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MS(Cisco Meeting Server) 버전 3.0에서 수신 및 발신 통화를 허용하는 기본 라우
팅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고자: Jefferson Madriz 및 Octavio Miralrio,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MS 코어 서비스●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반●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MS 버전 3.0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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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통화 설정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Webadmin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1.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Call settings(통화 설정)로 이동합니다.2.
적절한 SIP 미디어 암호화 설정(허용, 필수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3.
동일한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이름이 비디오 이미지에 오버레이된
항목을 표시하려면 SIP 통화 참가자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선택합니다.다른 통화 유형에 사용
할 통화당 최대 대역폭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4.

제출을 선택합니다.5.

수신 통화 규칙

Incoming calls(수신 통화) 페이지는 모임 서버가 수신 SIP 호출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모
임 서버로 라우팅된 모든 호출에는 통화 일치 테이블의 규칙에 대해 검사된 호출이라는 별칭이 포
함되어 Meeting Server가 잠재적인 일치를 찾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참고:우선 순위가 더 높은 규칙이 먼저 적용됩니다.여러 규칙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일치
는 도메인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발생합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Webadmin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1.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Incoming calls(수신 통화)로 이동합니다.2.
스페이스에 사용하는 SIP 도메인이 되도록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수신 규칙을 구성합니다.3.
다음 값이 있는 규칙을 추가하려면 빈 행을 사용합니다.
도메인 이름:<회의 서버의 SIP 도메인>(예: mxc.lab)
우선 순위:100
대상 공간, 사용자, IVR:yes로 설정
Add New(새로 추가)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4.

 다른 트렁크 구성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려면 회의 서버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에 대
한 규칙을 추가하십시오. 
도메인 이름:(예: meetingserver.mxc.lab)
우선 순위:90
대상 공간, 사용자, IVR:yes로 설정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5.

다른 트렁크 구성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려면 회의 서버의 IP 주소에 대한 규칙을 추가합니다. 
도메인 이름:<통화 브리지가 수신 대기 중인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우선 순위:90
대상 공간, 사용자, IVR:yes로 설정

6.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발신 통화 규칙

회의 서버에서 통화를 발신하려면 아웃바운드 통화 규칙을 통해 UCM(Unified Call Manager) 또는
Expressway와 같은 대상에 통화를 전달해야 합니다. 규칙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순
위로 처리되며 일치하는 경우 회의 서버는 정의된 SIP 프록시로 통화를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모든 아웃바운드 통화를 단일 통화 제어(Unified CM 또는 Expressway)로 라우팅하려면 다음 단계
를 수행합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Webadmin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1.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Outbound calls(아웃바운드 통화)로 이동합니다.2.
다음 값으로 새 아웃바운드 규칙을 생성합니다.
도메인 이름:[비워 둡니다.이는 모든 도메인과 일치시킬 수 있는 특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사용할 SIP 프록시:Unified CM 또는 Expressway 통화 제어 노드의 FQDN을 입력합니다(IP 주
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FQDN은 권장됨).
로컬 연락처 도메인:[공백으로 두십시오.]
도메인의 로컬:회의 서버의 SIP 도메인을 입력합니다(예:meet.mxc.lab
트렁크 유형:표준 SIP
동작:계속
우선 순위:1
암호화:자동

3.

Add New(새로 추가)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4.

이 시점에서는 Expressway에 이미 Zone이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CMS의 Space에 통화를 라우팅
하려면 적절한 검색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Expressway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의 아
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서버로 라우팅하도록 통화 제어 구성

다음을 확인합니다.

테스트 공간을 만듭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1.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paces(스페이스)로 이동합니다.2.
빈 행을 사용하여 새 공간을 만듭니다.3.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이름:테스트 회의

4.

/content/dam/en/us/td/docs/conferencing/ciscoMeetingServer/Deployment_Guide/Version-3-0/Cisco-Meeting-Server-Single-Server-Simplified-Setup-Guide-3-0.pdf


URI 사용자 파트:테스트
통화 ID:5001
Add New를 선택하여 새 값을 저장합니다.5.

CMS로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는 SIP 서버에 등록된 엔드포인트에서 통화를 시작합니다.6.
통화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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