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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Meeting Center와 WebEx Meetings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Meeting Center와 WebEx Meetings의 차이점

회의 센터의 회의 URL:<company name>.WebEx.com(예: cisco.webex.com)

Cisco WebEx 회의를 위한 미팅 URL:meetings.webex.com(기본 어카운트)



회의 및 웹 응용 프로그램(페이지 쪽)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참고

고급 일정 관리기
나에게 초대 전자
메일의 복사본을
보내기 플래그 

예 아니요 호스트 및 초대자가 상황 초대를 받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급 스케줄러: 완
료 시 내 모임 삭제 예 아니요 회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논리는 서로 다릅니다.

고급 스케줄러: 스
케줄러에서 시간대
를 변경하는 기능

예 로드맵

고급 스케줄러: 회
의 시간대 계획  예 아니요

고급 스케줄러: 참
석자는 시작 시간
전에 참가할 수 있
습니다.발표자가
될 첫 번째 참석자
참석자가 오디오에
참가

예 예 모든 설정은 사이트 관리자로만 이동되며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
다.

고급 스케줄러: 이
메일 미리 알림 예 예 사용자 모임 기본 설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급 스케줄러: 연
간 되풀이 예 아니요

고급 스케줄러: 무
료 통화 번호 및/또
는 전역 전화 걸기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기능

예 로드맵

고급 스케줄러: 항
목 종료 신호음 예 예 모임 기본 설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급 스케줄러: 참
석자가 회의에 참
가하기 전에 리치
미디어 플레이어를

예 아니요



확인하도록 요청합
니다.
고급 스케줄러: 참
석자가 모임에 참
가하려면 웹 사이
트에 계정을 가지
고 있어야 합니다.

예 로드맵

고급 스케줄러: 등
록 예 로드맵

고급 스케줄러:정
보 탭 템플릿 예 아니요

고급 스케줄러: 참
가자가 모임에 참
가하면 프레젠테이
션 또는 문서를 자
동으로 공유합니다
.

예 아니요

고급 스케줄러:모
임 옵션(채팅, 비디
오, 메모 등)

예 아니요

고급 스케줄러:참
석자 권한 예 아니요

스케줄러:모임 플
래그 기록 아니요 예

스케줄러: 모임에
파일 첨부 아니요 예

스케줄러: 대체 위
치 지정 아니요 예

모임 템플릿 예 아니요

원클릭 회의 예 예 Cisco WebEx Meetings를 사용하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제,
초대 대상자 목록 및 미팅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모임 일정 예 아니요
개인 회의실(PMR) 예 아니요 VMR(Virtual Meeting Room)/PMR 개념 형태로 수행됩니다.
되풀이 모임에 대
한 예외 지원 아니요 예

어디서나 액세스 예 아니요 EOL(단종 결정).
사용자 지정 세션
유형 예 아니요 향상된 정책으로 처리됩니다.

기본 세션 유형 예 아니요
사용자 지정 시작
페이지 예 아니요 새로운 Cisco WebEx Meetings 대시보드를 준비합니다.

내 WebEx 예 아니요
대시보드 아니요 예 Feed 및 Comments의 소셜 기능
통합 인스턴트 메
시징(IM) 아니요 예

통합 상태 아니요 예
회의 공간 아니요 예

파일 예 예 파일 라이브러리, 버전 관리, 공유 및 권한, Webdocs, 폴더, 파일
잠금

연락처 예 예

Cisco WebEx Meetings에는 기업 디렉터리(특정 사용자만 해당),
My WebEx 연락처(실제 IM/Jabber 연락처), 가져온 연락처(실제
가져오기 작업을 통해 또는 회의/파일 공유에 초대될 때 이메일 주
소를 통해 추가된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eeting Center의 연결 스키마는 현재 WebEx 회의보다 훨씬 풍부
합니다.WebEx 모임의 연락처 스키마에는 firstName, lastName 및
emailAddress만 있습니다.Meeting Center Contacts를 WebEx
Meetings Contact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WebEx 회의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연락처 정보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보낸
CSV(Comma Separated Values) 파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Common Contacts가 WebEx 회의 1.5에서 제공하는 스키마
는 Meeting Center 스키마의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ommon Contacts와의 통합 후 Meeting Center 사용자를 W11로
마이그레이션하면 연락처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센터 예 예 Cisco WebEx Meetings에 대한 센터는 오래된 룩앤필을 가지고 있
으며 기존 코드 기반에서 작동합니다.

검색 예 예 Cisco WebEx Meetings는 회의, 파일 및 연락처 전반에 걸쳐 훨씬
더 강력한 검색을 제공합니다.

즉시 검색 아니요 예
사용자 예측 검색 아니요 예
비디오를 사용한
첫 번째 경험 아니요 예

최근에 본 파일 아니요 예
최근에 본 연락처 아니요 예
알림 환경 설정 아니요 예
프로필 가시성 기
본 설정 아니요 예

사용자 아바타 아니요 예
CI(Common
Identity) 아니요 예 CI 통합은 1.4 릴리스의 일부로 완료됩니다.

통합 회의 목록 아니요 예
보고서 예 예 열차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교육 예 아니요
WebEx University에 대한 링크가 없습니다.그들은 "How To" 비디
오로 대체됩니다.또한 Help(도움말) 섹션에서 원하는 경우 추가 링
크를 추가하도록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가입
확인(호스트, 참석
자)

예 아니요

풍부한 텍스트
/HTML 이메일 아니요 예

대체 호스트 예 예

Cisco WebEx Meetings Free, Free Trial 또는 Premium 계정이 있
는 경우 대체 호스트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 Enterprise 계정이 있고 사이트에 Cisco
WebEx Meetings 호스트 계정이 있는 동료가 있는 경우 대체 호스
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예약 예 예

Cisco WebEx Meetings Free, Free Trial 또는 Premium 계정이 있
는 경우 대체 호스트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Cisco WebEx Meetings Enterprise 계정이 있고 사이트에 Cisco
WebEx Meetings 호스트 계정이 있는 동료가 있는 경우 대체 호스
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회의 클라이언트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참고

회의 공간 통합 아니요 예 모임 클라이언트에서 공유된 파일은 모임 공간에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호스트는 이 옵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아니요 예 사용자 아바타는 회의 중에 표시됩니다.
웹 콘텐츠 공유 예 아니요
원격 컴퓨터 공유 예 아니요
성적 증명서 보내기 예 아니요
캡션 패널 닫기 예 아니요
메모 패널 예 아니요
맞춤형 빠른 시작 예 아니요
사용자를 초대할 때 연락처
및 서체에 액세스 아니요 예

자동 녹음 회의 설정 아니요 예
로컬 녹음/.wrf 예 아니요

녹음/네트워크 기반 녹음(NBR)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참고

표준 형식 예 로드맵
1.4 릴리스의 Meetings에 통합
WebEx Enabled Telepresence(WeTP)용
Meeting Center에서만 지원됩니다.

녹음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녹화를 편집하는 중입
니다.
녹음/녹화의 리드 인/리드 아웃 자르기
기록 제목 및 설명 편집
녹음에 표시되는 패널 편집

예 아니요

로컬 녹음 예 예 엔터프라이즈용입니다.
기타 화상 회의 오디오 녹음 예 예 무료 사용자용이 아닙니다.

녹음/녹화를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 예 아니요 매우 긴 목록에서 WebEx 회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예 예
새 표준 형식 NBR에는 전체 목차가 없습니
다.그러나 축소판 섹션에 화면 공유 시간이
반영됩니다.

녹음 비활성화 예 아니요
녹음/녹화에 액세스할 암호 설정 예 아니요
스트리밍 링크,
링크 다운로드 및
이메일을 통해 공유 링크 보내기

예 예

교차 플랫폼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운영 체제/브라우저
/시스템 요구 사항

링크를 참조하십시오.시스템 요구 사
항 및 기능 지원은 운영 체제 및 브라
우저 지원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시스템 요구 사항 릴
리스 정보, 교차 플랫폼 지원 아래의 표를 참
조하십시오.

생산성 도구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CWMS

/content/en/us/td/docs/collaboration/meeting_center/wbs2913/Meeting-Center-Release-Notes/Meeting-Center-Release-Notes_chapter_010.html#reference_D9B64C287DA6490784F958C7B88BBC8F
/content/en/us/td/docs/collaboration/meeting_center/wbs2913/Meeting-Center-Release-Notes/Meeting-Center-Release-Notes_chapter_010.html#reference_D9B64C287DA6490784F958C7B88BBC8F
https://support.webex.com/webex/v1.1/support/en_US/rn/system_rn.htm
https://support.webex.com/webex/v1.1/support/en_US/rn/system_rn.htm


Mac PT 아니요 예 아니요

Lotus
Notes 통
합

Lotus Notes 8.5.3 Windows OS 플
랫폼을 지원합니다.Win7/Win
Vista/XP

로드맵 로드맵

TP 통합 예 로드맵 아니요

소보 예 Win PT - 예
Mac PT - 지원되지 않음

예, WebEx 오디오에만 해당됩니다
.PCN(개인 컨퍼런스 번호)에 대한 지
원 없음 오디오

대체 호스
트 예 예 예

단일 발생 아니요 예 예
달력 보기 아니요 예 아니요
자동 녹음
지원 아니요 예 아니요

Outlook
지원

링크를 참조하십시오.Cisco WebEx
Meetings용 생산성 툴과 통합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Outlook
Integration Matrix Cisco WebEx
Meetings 1.3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Productivity Tools가 어
떤 프로그램과 통합됩니
까? Windows용 Outlook
통합 아래의 표를 참조하
십시오.

CWMS( Cisco WebEx Meeting
Server )
지원됨:Outlook 2007/Exchange
2007, Outlook 2010(32비트
)/Exchange 2007, Outlook
2010(32비트)/Exchange 2010,
Outlook(64비트)/Exchange 2007,
Outlook(64비트)/Exchange 2010
지원되지 않음:Outlook
2013/Exchange 2010(CMWS 2.0 이
상), Outlook 2010/Exchange 365
Hosted(CMWS 2.0 이상), Outlook
2013/Exchange 2013(CMWS 2.0 이
상), Outlook 2013/Exchange 365
Hosted(CMWS 2.0 이상)

현지화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러시아어 아니요 예
스웨덴어 예 로드맵

오디오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참고

커버리지 전체
공간}

diff가 없습니다.HT
diff입니다.제안:미국 및 캐나다 제품유로10

개인 회의 예 HT만
내부 또는 온넷 콜백 예 <확인>

VoIP 전용 지원 예 예 세션 유형/권한 관리가 다소
다른 경우

콜백 예 예 서비스 종속

전화로 초대 예 HT만 (LT 오퍼에서 부정 행위 제어
해제)

하이브리드 오디오 예 예 동일한 미팅에서 음성 및 전
화 통신}

https://support.webex.com/MyAccountWeb/knowledgeBase.do?articleId=WBX77268
https://support.webex.com/MyAccountWeb/knowledgeBase.do?articleId=WBX77268
https://support.webex.com/MyAccountWeb/knowledgeBase.do?articleId=WBX77268
https://support.webex.com/MyAccountWeb/knowledgeBase.do?articleId=WBX56088
https://support.webex.com/MyAccountWeb/knowledgeBase.do?articleId=WBX56088
https://support.webex.com/MyAccountWeb/knowledgeBase.do?articleId=WBX56088


TSP 통합 오디오 예 예
TSP 하이브리드 오디오 예 예 (TSP에서 voip 제공)
Meeting Place 통합 오디
오 예 <확인>

CCA(클라우드 연결 오디
오) 예 예

오디오 프롬프트 언어 동일 동일 <목록>
전화 접속 예 예
음소거/진입 종료/확장/활
성 스피커 동일 동일

모바일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참고
iOS - 단일 로그인 예 아니요 로드맵
교육 센터 - iOS 예 아니요 로드맵
교육 센터 - Android 예 아니요 로드맵
iOS - 회의 핸드오프 예 아니요 아직 계획 없음

IM

기능/모듈 회의 센터 WebEx 회의 참고
IM 아니요 예 WebEx Meetings 사전 및 사후 회의 페이지에 내장된 IM 클라이언트

관리/엔터프라이즈 기능

기능/모듈 회의 센
터

WebEx
회의 참고

관리자 구성 가능한 브
랜딩 아니요 예 Remedy 티켓을 생성하는 대신 관리 도구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텍스트/HTML
이메일 아니요 예 일부 EC 템플릿 제외

로그인 시 PT 강제 설
치 예 로드맵

네트워크 및 ID 기반
정책 아니요 예

단일 로그인 예 예 엔터프라이즈 부분 및 iOS 지원 곧 제공
잠금 예 로드맵

다중 URL 지원 예 로드맵 여전히 여러 URL에 대한 활용 사례를 지원하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Telepresence 통합(살
인자) 예 로드맵

사용자 지정 세션 유형 예 예 향후 세션 유형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정책으로 제공하는지 계속 살펴
보십시오.

ASR 노드 지원 예 아니요 EOL이 되는 기차
관리자 감사 로그 예 예 관리 감사 추적 보고서
파일 업로드 제어(내부
/외부) 아니요 예

세션 시간 제한 아니요 예
사용자 프로필 권한 아니요 예
연락처 사용 권한 아니요 예



미팅 플레이스 통합 예 아니요

API

기능/모듈 회의 센
터

WebEx
회의 참고

관리자 및 사용자:사
용자 관리 API(검색
API 포함)

예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 - SCIM(Cross-Domain Identity
Management) API를 위한 공통 ID 시스템

회의 관리 API 예 로드맵 Cisco WebEx 회의 1.4
모임 초대 API 예 로드맵 Cisco WebEx 회의 1.4
관리자 및 사용자:사
용자의 회의 기본 설
정 API

예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1.4(OneClick 설정, PCN(Personal
Conference Number), TSP(Telephony Service Provider)
오디오 설정, 기타 환경 설정)

회의 첨부 파일 API 해당 없
음 아니요 현재 DMS(Data Management System) 솔루션에 파일 서

비스를 추가하거나 기타 장기적인 옵션 필요

녹음 API 예 예
현재 네이버(NBR) 웹 서비스 서버(WSS)가 작동합니다
.REST(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로 교체해야 합
니다.

소셜 API 해당 없
음 로드맵 스크럼 팀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 Cisco WebEx Meetings

1.4를 미정으로 제공합니다.

관리자:기록 API 예 아니요 사용에 대한 추가 분석 및 향후 릴리스를 위한 로드맵에 통
합 필요

관리자:조직 관리
API 예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에서 계획되는 API의 부분 집
합. 나머지 집합은 SCOM(Common Identity System
Center Operations Manager) API와 Meetings Admin
API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센터 API 예 아니요
사용자를 포함한 Cisco WebEx 회의에 센터를 통합하기 위
해 보류 중입니다.이전 XML API는 이전 센터에서 작동합
니다.

지원 센터 API 예 아니요
사용자를 포함한 Cisco WebEx 회의에 센터를 통합하기 위
해 보류 중입니다.이전 XML API는 이전 센터에서 작동합
니다.

지원 센터용
WebACD API 예 아니요 사용자를 포함하여 WebEx11에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보

류 중입니다.이전 XML API는 이전 센터에서 작동합니다.

이벤트 센터 API 예 아니요 사용자를 포함하여 WebEx11에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보
류 중입니다.이전 XML API는 이전 센터에서 작동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흐름 예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 - CI/Oauth 흐름
익명 로그인 흐름 예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 - CI/Oauth 흐름

관리자:B2B API 통
화 흐름 예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에서 기본 지원이 계획됩니다.
파트너 관리자 지원은 파트너 관리자 역할/게이트웨이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자 앱 키 관리 해당 없
음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developer.cisco.com을 통해)

관리자:액세스 토큰
관리

해당 없
음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Org Admin 툴 사용)

사용자:액세스 토큰
관리

해당 없
음 아니요 백로그 시 어떤 UI로 이동해야 하는지 보류 중인 UI(모임

기본 설정 UI?)
관리자:사용자 지정
세션 유형 API 예 아니요 조직 관리에서 사용자 지정 세션 유형 지원 보류 중

연락처 API(검색 API
포함)

해당 없
음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가 Common Contacts와 통합되는
Cisco WebEx Meetings 1.5(미정으로 Cisco WebEx
Meetings 1.5)



파일 API 해당 없
음 아니요 공용 파일 서비스 보류 중(아직 구현되지 않음)

API의 다중 URL 지
원 예 아니요 다중 URL 지원의 최종 솔루션을 보류 중입니다.아직 구현

되지 않음 )
API에서 엔터프라이
즈/파트너 공유 사이
트 지원

해당 없
음 아니요 공유 사이트에 대한 최종 솔루션을 보류 중입니다.로우 터

치 사이트가 지원됨

API 버전 제어 예 로드맵 Cisco WebEx 회의 1.4
API 탐색기 예(기본) 로드맵 Cisco WebEx Meetings 1.4(developer.cisco.com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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