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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비디오 링크를 사용하는 Cisco CMS(Meeting Server) 및 Cisco CMA(Meeting
Application)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MS(Meeting Server) 2.x●

Cisco CMA(Meeting Application) 1.1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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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링크

각 절차를 설명하는 공용 비디오가 있으며 athttps://video.cisc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 비디오에서는 CMS에 라이센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어 버전: Cisco Meeting Server 라이센스 설치●

스페인어 버전: CMS Instalando 라이센스●

2. 이 비디오에서는 CMS 컨피그레이션을 백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이 프로세스는 업그레이드
전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 Cisco Meeting Server 백업●

스페인어 버전:CMS 코피아 데 세구라다드●

https://video.cisco.com/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collaboration/video/5811871386001/installing-license-to-cms?autoStart=true
http://players.brightcove.net/1715776774001/V1EsexPix_default/index.html?videoId=5856346785001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collaboration/video/5820051825001/how-to-backup-the-configuration-of-a-cms-cisco-meeting-server?autoStart=true
http://players.brightcove.net/1715776774001/V1EsexPix_default/index.html?videoId=5856343985001


3. 이 비디오에서는 CMS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영어 버전:Cisco Meeting Server 업그레이드●

스페인어 버전:CMS Actualizacion de Software●

4. 비디오는 Postman을 사용하여 CMS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영어 버전: Cisco Meeting Server API 사용 방법●

5. 이 비디오는 CMA에서 진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영어 버전: Cisco Meeting App 진단 로그 수집●

스페인어 버전:Cisco Meeting App의 진단 로그 삭제●

6.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 CMS 서비스에 대해 단일 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을 생성하는
방법과 CMS 서버에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영어 버전: Cisco Meeting Server용 인증서를 생성하고 설치하는 방법●

7. 이 비디오에서는 자세한 추적을 시작하고 CMS에서 로그 번들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영어 버전:CMS 로그 번들 다운로드 방법●

스페인어 버전:CMS Obtener Paquete de Logs●

관련 정보

Cisco Meeting Server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Cisco Meeting Server 프로그래밍 가이드●

Cisco Meeting App 최종 사용자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collaboration/video/5820051263001/upgrading-a-cms-cisco-meeting-server?autoStart=true
http://players.brightcove.net/1715776774001/V1EsexPix_default/index.html?videoId=5856352797001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6005266150001/how-to-use-the-cisco-meeting-server-api?autoStart=true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843478359001/collecting-diagnostic-information-from-cma-cisco-meeting-application?autoStart=true
https://video-es.cisco.com/detail/videos/tac-vid%C3%A9os/video/6013037327001/obtener-logs-de-diagnostico-de-cisco-meeting-app?autoStart=true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999282475001/how-to-generate-and-install-a-certificate-for-the-cisco-meeting-server?autoStart=true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collaboration/video/5810206388001/downloading-the-cms-log-bundle?autoStart=true
http://players.brightcove.net/1715776774001/V1EsexPix_default/index.html?videoId=5855829340001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meeting-server/products-programming-reference-guides-list.html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cisco-meeting-app/products-user-guide-list.html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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