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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비디오 링크를 사용하는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TMS),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for Microsoft Exchange(TMSXE) 및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Provisioning Extension(TMSPE)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합
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13.x, 14.x 및 15.x●

Microsoft Exchange(TMSXE) 2.x, 3.x, 4.x 및 5.x용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Extension

●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Provisioning Extension(TMSPE) 1.x●

TMS 로그 수집 유틸리티●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Management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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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는 https://video.cisco.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이 비디오에서는 TMS 웹 인터페이스 및 TMS 로그 수집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TMS 및 TMSXE에
대한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영어 버전: TMS 및 TMSXE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

https://video.cisco.com/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973150572001/tms-and-tmsxe-log-collection-from-the-web-ui-and-tms-log-collection-utility?autoStart=true


2. 이 비디오에서는 SQL Management Studio를 사용하여 Cisco TMS 및 TMSPE용 데이터베이스
를 백업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영어 버전: TMS/TMSPE 데이터베이스 백업●

스페인어 버전: TMS/TMSPE Copia de Seguridad●

3. 이 비디오에서는 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 생성 프로세스 및 Cisco TMS 서버에 대해 새
로 서명된 인증서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영어 버전: TMS 웹 인증서를 갱신하는 방법●

스페인어 버전:TMS를 리노베이션합니다.●

4. 이 비디오에서는 TMS에서 컨퍼런스 이벤트 로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영어 버전:TMS에서 컨퍼런스 이벤트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

5. 이 비디오에서는 TMS에 라이센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영어 버전: TMS 라이센스 설치●

6. 이 비디오에서는 Windows 서버에 TMSPE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영어 버전:Windows 서버에 TMSPE 설치●

7. 이 비디오는 클러스터링된 TMSXE 환경에서 로그 파일을 수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영어 버전:클러스터링된 환경에서 TMSXE 디버그 로그 수집●

8. 이 비디오에서는 TMS 버전 15.8 이상에서 TMS 로그 수집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로그를 설치하
고 수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영어 버전:TMS 로그 수집 유틸리티 설치(TMS 버전 15.8 이상)●

9. 이 비디오에서는 TMS 버전 15.0에서 15.7까지의 TMS 로그 수집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로그를 설
치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영어 버전:TMS 로그 수집 유틸리티 설치(TMS 버전 15.0-15.7)●

관련 정보

Cisco TMS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이드●

Cisco TMS 유지 관리 및 운영 가이드●

Cisco TMS Extension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collaboration/video/5810206387001/how-to-take-a-backup-of-tms-tmspe-databases?autoStart=true
http://players.brightcove.net/1715776774001/V1EsexPix_default/index.html?videoId=5855825317001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828827151001/renewing-a-tms-web-certificate?autoStart=true
https://video-es.cisco.com/detail/videos/tac-vid%C3%A9os/video/6004960045001/renovar-certificado-de-tms?autoStart=true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843469327001/how-to-download-conference-event-log-from-tms?autoStart=true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843478096001/installing-tms-licenses?autoStart=true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849001447001/installing-tmspe-on-a-windows-server?autoStart=true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5848970585001/collecting-tmsxe-debug-logs-in-a-clustered-environment?autoStart=true
Installing%20the TMS Log Collection Utility (TMS Version 15.8 and later)
https://video.cisco.com/detail/videos/tac-videos/video/6005269637001/installing-tms-log-collecting-utility-tms-version-15.0-15.7?autoStart=true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tms/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tms/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management-suite-extensions/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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