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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MS(Cisco Meeting Server)에서 사용되는 GET, POST, PUT, DELETE의 4가지 기
본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CMS 2.9부터 웹 관리 GUI에는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 메뉴가 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새로운
메뉴를 검토하고 두 가지 다른 API 툴을 설명합니다.포스터 및 Postman과 이를 CMS 구성에 사용
하는 방법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CMS 2.9 이상 또는 Postman 또는 Poster와 같은 다른 API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타사 툴은 문서의 API 클라이언트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정보

CMS용 API는 여러 기능을 구성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방법입니다.여기에는 너무 많은 API 기능을
기억하거나 커버할 수 있으므로 현재 API 참조 설명서를 참조해야 합니다.이 작성 시점부터 여기에
서 현재 API 참조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요청 및 응답

API 통신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요청-응답 관계입니다.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요청합니다.요청
을 처리한 후(작업 완료 또는 거부) 응답이 반환됩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한 네 가지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GET - 기존 정보 검색1.
POST - 새 정보 생성2.
PUT - 기존 정보를 수정합니다.3.
DELETE - 기존 정보를 삭제합니다.4.

CMS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API 요청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응답은 200입니다.다른 응답은 4xx 및 5xx이며 오류 응답입니다.

구성

CMS 2.9 이상

CMS 2.9는 관리자가 CMS의 설정을 훨씬 쉽게 수정하고 설정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API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메뉴를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모든 매개변수가 표시되므로 설정을 쉽고
빠르게 변경하고 새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programming-reference-guides-list.html


API 개체 구성

API 메뉴에서 API 객체를 수정/생성하려는 항목으로 필터링한 다음 객체 옆에 있는 검은색 화살표
를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음 예에서는 callLegProfiles를 조회하고 새 callLegProfile을 만드
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CallLegProfiles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매개변수를 표시하는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특정 매개 변수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각 옵션의 용도를 표시하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이미 생성된 API 객체 수정

개체의 설정을 변경하면 아래쪽에 수정 단추가 표시됩니다.이는 타사 툴의 PUT와 동일합니다.

API 메뉴에서 API 개체 삭제

객체를 삭제하려면 기본 객체 목록 페이지에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다음 예와 같이 삭제할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Allow delete를 클릭합니다.



설명 된 API 요청 (타사 툴 사용)

4개의 기본 요청은 컨피그레이션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HTTP POST

1단계. POST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예에서는 이 요청을 사용하여 CMS 공간을 생성합니다.API를 통해 공간을 생성하려면 API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이 예에서는 CMS 2.4 API 가이드를 사용했지만 여기에 있는 최신 API 가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섹션 6.2에는 공백을 만들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스페이스를 만들려면 /coSpaces에 게시물을 보내야 합니다.그런 다음 스페이스
의 ID가 200 OK의 Location 헤더에 있다고 표시됩니다.좋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POST를 https://<WebAdminIP>/api/v1/coSpaces로 보내면 됩니다.

POST의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설명서의 섹션 6.2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매개변수를 나열하는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programming-reference-guides-list.html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APITest라는 이름과 APITestURI의 URI 사용자 부분으로 스페이스 만
들기

콘텐츠 형식은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이며 콘텐츠는 name=APITest&uri=APITestURI

이 매개변수를 추가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요청이 완료됩니다.

POST https://<WebAdminIP>/api/v1/coSpaces HTTP/1.1

Host: <WebAdminIP>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Content-Length: 27

Authorization: Basic YWRtaW46QzFzYzBDMXNjMA==

Connection: keep-alive

name=APITest&uri=APITestURI

이 그림에서는 이전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HTTP/1.1 200 OK

Server: Apache

X-Frame-Options: DENY

Strict-Transport-Security: max-age=31536000; includeSubDomains

Location: /api/v1/coSpaces/70ca0ed7-4e50-428c-b9ab-4e68faeb86ae

Vary: Accept-Encoding

Content-Encoding: gzip

Keep-Alive: timeout=5, max=100

Connection: Keep-Alive

Transfer-Encoding: chunked

응답의 Location 헤더를 확인합니다.

Location: /api/v1/coSpaces/70ca0ed7-4e50-428c-b9ab-4e68faeb86ae

70ca0ed7-4e50-428c-b9ab-4e68faeb86ae는 새로 생성된 공간의 ID입니다.ID는 동일한 스페이스
를 대상으로 하는 향후 API 요청을 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스페이스는 CMS의 WebAdmin에서 볼 수 있습니다.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paces(스페이
스)로 이동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요청 POST를 요약합니다.



HTTP GET

2단계. 스페이스가 생성된 후 해당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옵니다.

이 용도로 HTTP GE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Location 헤더에서 생성한 스페이스의 ID를 사용합니다.URL은
https://<WebAdminIP>/api/v1/coSpaces/70ca0ed7-4e50-428c-b9ab-4e68faeb86ae입니다.  이 페
이지에서 GET을 수행합니다.

GET 요청 예:

GET https://<WebAdminIP>/api/v1/coSpaces/70ca0ed7-4e50-428c-b9ab-4e68faeb86ae HTTP/1.1

Host: <WebAdminIP>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6.1; WOW64; rv:45.0) Gecko/20100101 Firefox/45.0

Accept: text/html,application/xhtml+xml,application/xml;q=0.9,*/*;q=0.8

Accept-Language: en-US,en;q=0.5

Accept-Encoding: gzip, deflate, br

Cookie: session=logout

Authorization: Basic YWRtaW46QzFzYzBDMXNjMA==

Connection: keep-alive

GET 요청에 대한 응답:

HTTP/1.1 200 OK

Server: Apache

X-Frame-Options: DENY

Strict-Transport-Security: max-age=31536000; includeSubDomains

Content-Type: text/xml

Vary: Accept-Encoding

Content-Length: 159

Keep-Alive: timeout=5, max=100

Connection: Keep-Alive

<?xml version="1.0"?><coSpace id="70ca0ed7-4e50-428c-b9ab-

4e68faeb86ae"><name>APITest</name><autoGenerated>false</autoGenerated><uri>apitesturi</uri></coS



pace>

참고:응답은 스페이스의 XML로 인코딩된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요청 GET을 요약합니다.

HTTP 입력

3단계. 필요한 경우 공간을 변경합니다.

이 예에서는 생성된 공간을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스페이스에 보조 사용자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API 문서를 참조하십시오.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secondaryUri.

asdf의 URI를 추가합니다.POST를 위해 생성된 요청과 유사한 요청을 작성합니다.

PUT 요청 예:

PUT https://172.18.105.244/api/v1/coSpaces/70ca0ed7-4e50-428c-b9ab-4e68faeb86ae HTTP/1.1

Host: 172.18.105.244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6.1; WOW64; rv:45.0) Gecko/20100101 Firefox/45.0

Accept: text/html,application/xhtml+xml,application/xml;q=0.9,*/*;q=0.8

Accept-Language: en-US,en;q=0.5

Accept-Encoding: gzip, deflate, br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Content-Length: 17

Cookie: session=b810c447daaeab6cdc6e019c

Authorization: Basic YWRtaW46QzFzYzBDMXNjMA==

Connection: keep-alive

secondaryUri=asdf

PUT 요청에 대한 응답:



HTTP/1.1 200 OK

Date: Tue, 12 Apr 2016 19:11:02 GMT

Server: Apache

X-Frame-Options: DENY

Strict-Transport-Security: max-age=31536000; includeSubDomains

Vary: Accept-Encoding

Keep-Alive: timeout=5, max=100

Connection: Keep-Alive

Content-Length: 0

변경 사항은 CMS의 WebAdm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paces(스
페이스)로 이동합니다.

GET을 통해:

<?xml version="1.0"?><coSpace id="70ca0ed7-4e50-428c-b9ab-

4e68faeb86ae"><name>APITest</name><autoGenerated>false</autoGenerated><uri>apitesturi</uri><seco

ndaryUri>asdf</secondaryUri></coSpace>

이 그림에서는 요청 PUT를 요약합니다.

HTTP 삭제

4단계. 필요한 경우 공간을 삭제합니다.

DELETE 메서드는 GET 메서드와 유사합니다.

DELETE 요청 예:

DELETE https://172.18.105.244/api/v1/coSpaces/70ca0ed7-4e50-428c-b9ab-4e68faeb86ae HTTP/1.1

Host: 172.18.105.244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6.1; WOW64; rv:45.0) Gecko/20100101 Firefox/45.0



Accept: text/html,application/xhtml+xml,application/xml;q=0.9,*/*;q=0.8

Accept-Language: en-US,en;q=0.5

Accept-Encoding: gzip, deflate, br

Cookie: session=4d13c7ebe739b662dc6e019c

Authorization: Basic YWRtaW46QzFzYzBDMXNjMA==

Connection: keep-alive

DELETErequest에 대한 응답:

HTTP/1.1 200 OK

Date: Tue, 12 Apr 2016 19:16:37 GMT

Server: Apache

X-Frame-Options: DENY

Strict-Transport-Security: max-age=31536000; includeSubDomains

Vary: Accept-Encoding

Keep-Alive: timeout=5, max=100

Connection: Keep-Alive

Content-Length: 0

변경 사항은 CMS의 WebAdm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Spaces(스
페이스)로 이동합니다.

GET을 통해:

<?xml version="1.0"?><failureDetails><coSpaceDoesNotExist /></failureDetails>

이 그림에서는 요청 DELETE를 요약합니다.

API 클라이언트

포스터

포스터의 맨 위 상자는 요청에 대한 URL을 입력합니다.

User Auth(사용자 인증) 필드는 해당 순서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그런 다음 GET
또는 DELETE를 수행할 경우 해당 버튼을 선택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GET을 클릭하면
응답이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DELETE(삭제)의 경우 DELETE(삭제)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녹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POST 및 PUT의 경우 콘텐츠를 추가해야 합니다.매개변수 탭을 선택하고 매개변수의 이름과 값을
추가합니다.그런 다음 Content to send(전송할 콘텐츠) 단추로 돌아가 Parameters(매개변수)에서
Body(본문)를 선택합니다.

POST 및/또는 PUT를 보냅니다.

포스트맨

Postman의 왼쪽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 상자에서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고 요청 URL을 입력합니다.

Authorization(권한 부여)에서 Basic-Auth(기본 인증)를 선택하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
니다.그런 다음 Update Request를 선택합니다.Headers(헤더) 탭에 Authorization Header(권한 부
여 헤더)가 표시됩니다.

요청이 POST/PUT인 경우 Body(본문) 탭으로 이동하여 x-www-form-urlencoded를 선택하고 매개
변수 및 값을 입력합니다.완료되면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각 요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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