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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MS(Cisco Meeting Server)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경우 maxPeerVideoStreams 매
개 변수의 예상 동작을 설명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관리자 빠른 참조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Meeting Server Call Bridge 구성 요소(및 클러스터링)●

Cisco Meeting Server API 구성●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MS 2.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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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PeerVideoStreams 매개 변수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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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PeerVideoStreams 매개 변수는 CMS 버전 2.3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CMS
서버가 분산 통화를 통해 다른 CMS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참가자 비디오 스트림 수를 제어합니다
.각 CMS 서버에서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maxPeerVideoStreams 매개 변수는 각 CallBridge에
4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대규모 분산 컨퍼런스에 효과적입니다.

참고:maxPeerVideoStreams는 두 개 이상의 서버로 구성된 CMS 클러스터에서만 관련되며
단일 CMS 서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maxPeerVideoStreams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CMS의 기본 동작은 다른 CMS 서버로 분산형 통화
를 통해 최대 4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CMS 2.3 이전의 동작입니다. CMS
2.3 이상을 사용하면 이제 해당 동작을 변경하고 CMS를 구성하여 분산된 통화를 4개 대신 최대
9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의 중요성은 큰 회의, 많은 수의 참가자를 호스팅하고 AllEqual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더
욱 명확해지고 단일 참가자 화면에 최대 25개의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컨퍼런스가 두 개
의 CMS 서버(예: CMS1 및 CMS2)에 배포되고 이 컨퍼런스를 위해 각 CMS 서버에 4명 이상의 참
가자가 호스팅되는 경우(5 이상), CMS1에서 호스팅되는 참가자는 로컬 CMS(CMS1 호스트)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모든 로컬 참가자의 비디오 외에 CMS2에서 호스팅되는 원격 참가자의 최대 4명
의 비디오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8명의 활성 참가자가 있습니다.CMS2에서 호스팅되는 참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CMS1에 10명의 활성 참가자가 있는 경우에도 CMS1에서 호스팅되는 원격 참가
자의 최대 4명의 비디오 및 동일한 CMS2에서 호스팅되는 다른 참가자의 비디오만 볼 수 있습니다.

참고:maxPeerVideoStreams는 여전히 베타(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구축 및 시나리오 예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구축 예를 기반으로 합니다.

두 서버, CMS1 및 CMS2의 CMS 클러스터●

해당 서버에 구성된 로드 제한은 해당 통화 분배가 시작된 후 17건의 통화를 허용합니다.●

CMS 서버에 대한 CUCM Route Group이 순환 배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llEqual 레이아웃이 사용됨 또는 5x5는 최대 참가자 창(25개)을 허용합니다.●

30명의 참가자가 space1에 참여하며, 이는 CMS1에서 우선 순위(로드 밸런싱)를 가집니다.●

1.maxPeerVideoStreams가 로드 밸런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4로 설정

로드 밸런싱이 활성화되고 space1의 우선순위가 CMS1에 있으므로, 처음 17명의 참가자는 전
체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CMS1에 참여합니다.예정된 참가자 18명이 CMS2에 가입하고 분산
형 통화가 생성됨

●

최대PeerVideoStreams가 로드 밸런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4로 설정



CMS1(1 - 17), CMS2(18 - 30)에 17명의 참가자 및 13명의 참가자  ●

참가자 1 - 17은 CMS 2의 참가자 4명 외에 CMS 1의 다른 16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으며,
참가자 1 - 17명의 화면에 총 20명의 참가자가 표시됩니다.

●

참가자 18 - 30명은 CMS2의 다른 12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으며, CMS1의 참가자는 4명
에 불과하며, 총 16명의 참가자가 18 - 30명의 참가자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요약:CMS1 호스팅 참가자는 20명의 참가자를 볼 수 있으며, CMS2 호스팅 참가자는 화면에서
16명의 참가자를 볼 수 있습니다.

●

2 .maxPeerVideoStreams가 로드 밸런싱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4로 설정

부하 균형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두 번째 통화에서 시작하는 두 CMS 서버 모두에서
회의에 참가합니다.이는 CUCM Route Group이 순환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가
두 CMS 서버로 순차적으로 전송됩니다.1번 통화가 CMS1로 전송되고, 2번 통화가 CMS2로 전
송되고, 3번 통화가 CMS1로 전송되고, 4번 통화가 CMS2로 전송됩니다.

●

즉, 각 CallBridge에서 호스팅되는 15명의 참가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CMS1에 15명의 참
가자와 CMS2에 15명의 참가자가 참가합니다.

●

maxPeerVideoStreams가 로드 밸런싱이 비활성화되어 4로 설정되었습니다.

CMS1 참가자는 CMS2의 참가자 4명 외에 CMS1의 다른 14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으며,
총 18명의 참가자가 CMS1 참가자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CMS2의 참가자는 CMS1의 4명의 참가자와 CMS2의 다른 14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으며,
총 18명의 참가자가 CMS2 참가자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요약:CMS1 참가자 및 CMS2 참가자 모두 화면에서 18명의 참가자를 볼 수 있습니다.●

3 .loadBalancing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maxPeerVideoStreams를 9로 설정

부하 균형이 활성화되고 space1의 우선 순위는 CMS1에 있으므로 참가자는 CMS1에서 전체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참가합니다.예정된 참가자 18명이 CMS2에 가입하고 분산형 통화가 생
성됨

●

loadBalancing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maxPeerVideoStreams를 9로 설정

CMS1(1 - 17), CMS2(18 - 30)에 17명의 참가자 및 13명의 참가자  ●

참가자 1 - 17은 CMS 2의 참가자 9명 외에 CMS 1의 다른 16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으며,
총 25명의 참가자가 참가자 1 - 17명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참가자 18 - 30명은 CMS1의 참가자 9명 외에 CMS2의 다른 12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으
며, 총 21명이 참가자 18 - 30명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요약:CMS1 참가자는 25명의 참가자를 볼 수 있으며, CMS2 참가자는 화면에서 21명의 참가자
를 볼 수 있습니다.

●

4.maxPeerVideoStreams가 로드 밸런싱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9로 설정

부하 균형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두 번째 통화에서 시작하는 두 CMS 서버 모두에서
회의에 참가합니다.이는 CUCM Route Group이 순환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통화가
두 CMS 서버로 순차적으로 전송됩니다.1번 통화가 CMS1로 전송되고, 2번 통화가 CMS2로 전
송되고, 3번 통화가 CMS1로 전송되고, 4번 통화가 CMS2로 전송됩니다.

●

즉, 각 CallBridge에서 호스팅되는 15명의 참가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명의 참가자가
CMS1에 있고 15명의 참가자가 CMS2에 있습니다.

●

maxPeerVideoStreams가 로드 밸런싱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9로 설정되었습니다.

CMS1 참가자는 CMS2의 9명의 참가자와 함께 CMS1의 다른 14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으
며, 총 23명의 참가자가 CMS1 참가자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CMS2의 참가자는 CMS1의 9명의 참가자와 함께 CMS2의 다른 14명의 로컬 참가자를 볼 수 있
으며, 총 23명의 참가자가 CMS2 참가자의 화면에 표시됩니다.

●

요약:CMS1 참가자 및 CMS2 참가자 모두 화면에서 23명의 참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로그 분석에 Collaboration Solutions Analysis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Cisco Meeting Server의 로드 밸런싱 로직●

CMS 구성 설명서●

CMS API 및 MMP 프로그래밍 가이드●

https://cway.cisco.com/docs/tools/CollaborationSolutionsAnalyzer/supercharge/
/content/en/us/support/docs/interfaces-modules/services-modules/214339-load-balancing-logic-on-cisco-meeting-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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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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