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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는 Cisco CMS(Meeting Server) 서비스의 컨피그레이션 예를 설명하는 문서 모음이 포함
되어 있으며, 핵심 서비스, 구성 및 팁을 다룹니다.

관리/관리

CMS 서버를 2.x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2.x를 실행하는 Cisco Meeting Server(CMS)를 Cisco Meeting Server 버전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11-
how-to-upgrade-cms-server-from-2-x-to-3.html

CMS 3.0에서 로컬 라이센스를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방법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11-how-to-upgrade-cms-server-from-2-x-to-3.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11-how-to-upgrade-cms-server-from-2-x-to-3.html


이 문서에서는 Cisco CMS(Meeting Server) 버전 3.0에서 로컬 라이센스 파일을 설치하고 활성화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93-
how-to-install-and-activate-a-local-lice.html

코어 구성

CMS 3.0에서 Webadmin Service를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Cisco CMS(Meeting Server)에서 웹 관리자 서비스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Webadmin 인터페이스는 관리를 위한 CMS에 대한 브라우저 기반 인터페이스입
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115-
how-to-configure-webadmin-service-on-cms.html

CMS 버전 3.0에서 Callbridge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CMS(Cisco Meeting Server)에서 통화 브리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화 브리지 서비스는 참가자가 서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 및 비디오 스
트림을 교환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20-
how-to-configure-callbridge-service-on-c.html

CMS에서 Webbridge 3을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CMS(Cisco Meeting Server) 버전 3.0에서 웹 브리지 서비스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웹 브리지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웹 브리지 3 서비스를 구성하고, 호출 브
리지/웹 브리지(c2w로 표시됨) 간의 링크를 구성하고, 통화 브리지 구성에서 웹 브리지 위치를 정의
해야 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28-
how-to-configure-webbridge-3-on-cms.html

API를 통해 CMS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Cisco CMS(Meeting Server)에 구성
된 공간으로 통화를 라우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는 API 객체의 상위 레벨 보기를 확
인하기 위해 버전 3.0에 새로운 대화형 API 참조 툴을 도입했습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122-
how-to-configure-inbound-and-outbound-ru.html

웹을 통해 CMS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

이 설명서에서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 및 발신 통화를 허용하는 기본 라우팅 규칙을 구성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내부 스페이스로 통화를 라우팅하는 규칙을 추가해야 하며, 콜아웃을 라우팅
하려면 이 가이드에서 이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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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링크: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
1000/216274-how-to-configure-inbound-and-outbound-ru.html

레코더 2.X를 3.0으로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녹음 서비스의 2.X에서 3 사이의 차이점과 구성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CMS 버전
3.0에는 SIP 기반의 새로운 내부 레코더와 스트림기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184-
how-to-configure-recorder-service-in-cis.html

클러스터링된 구성

CMS 버전 3.0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단계별로 Cisco CMS(Meeting Server) 데이터베이스(DB)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14-
how-to-configure-a-database-cluster-of-c.html

CMS 버전 2.X에서 XMPP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단계별로 Cisco CMS(Meeting Server)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134-
how-to-configure-xmpp-cluster-on-cms-ver.html

Meeting Server Call Bridge Cluster 3.0을 구성하는 방법

이 문서에서는 Cisco CMS(Meeting Server) CB(Call Bridge)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단계별로 설
명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172-
how-to-configure-a-cluster-of-call-bridg.html

배포 유형

CMS를 위한 단일 통합 구축의 정의 및 범위

Cisco Meeting Server 소프트웨어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erver)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
나 사양 기반 VM 서버에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이 구축 및 해당 특성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175-
definition-and-scope-of-single-combin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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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를 위한 단일 분할 구축의 정의 및 범위

이 문서에서는 Cisco CMS(Meeting Server)의 단일 분할 구축, 단일 통합 구축의 범위와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서는 이 구축과 관련된 정보 및 해당 특성을 제공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094-
definition-and-scope-of-single-split-dep.html

확장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서버 구축의 정의 및 범위

Meeting Server 아키텍처의 유연성을 통해 비디오 회의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구축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는 이 구축과 관련된 정보 및 해당 특성을 제공합니다.

공용 링크: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
1000/216270-definition-and-scope-of-a-resilient-cms.html

기타

CMS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간의 차이점

이 문서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CMS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CMS 환경과의 상호 작용 간의 차이점
을 설명합니다.

공용 링크: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1000/216183-
differences-between-cms-database-connect.html

CMS 버전 3.0의 LDAP 통합

이 문서에서는 CMS 3.0을 사용하여 LDAP 서버를 인그레이트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 및 컨피그
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LDAP 디렉토리에서 사용자를 가져오면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Cisco 웹 앱에 로그인하여 스페이스를 관리하고 미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참가자
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게스트' 사용자로 미팅에 참가할 수 있지만, 게스트 사용자는 회의를 관리하
거나 공간을 생성/관리할 수 없습니다.

공용 링크: https://www.cisco.com/c/en/us/support/docs/conferencing/meeting-server-
1000/216271-how-to-configure-ldap-import-on-cms-v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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