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aboration Management
Suite(CMGS)
조직의 ClickShare 및 wePresent 유닛에 대한 중앙 관리

b 건강 및 상태 모니터링

b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약
b 사용자 관리
b 구성 복제

b 원격 배경화면 설치

b 회사 네트워크에
ClickShare 및 wePresent
장치를 원활하게 통합

CMGS가 2019년 말 수명을 다하게 되므로 ClickShare 및 wePresent
설비의 중앙 관리 부분은 eXperience Management Suite(XMS) 솔루션
업그레이드 버전을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신 프로모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XMS Cloud Management
Platform에 문의하세요. Collaboration Management Suite(CMGS)는
XMS Virtual Edge의 전신이었습니다.
XMS Cloud Management Platform은 수많은 건물과 지역에 분산
배치된 기기들의 유지보수/관리/모니터링 문제를 쉽고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XMS Cloud Management Platform에 접속하려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회사의 IT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두
가지 게이트웨이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무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OVA 파일)인 XMS Virtual Edge, 그리고 Cloud의 단일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기기 XMS Edge입니다. 두 게이트웨이
모두 동일한 기능과 고도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b 건강 및 상태 모니터링(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네트워크 연결 해제)
b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약(중심 지역을 비롯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가능)

b 사용자 관리(사용자 역할에 따라 사용 권한 할당. 예를 들어, 시설
관리자는 시설 내의 모든 장비를 볼 수 있고 해당 관리자는 전반적인
개요 정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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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네트워크에 ClickShare CSE-200 및 CSE-800 장치를 쉽게 통합

b 구성 복제: 미리 선택한 설정을 Base Unit에 적용하여 구성 단계를 용이하게 진행
b 이메일을 통한 알림 제공: 새 펌웨어 사용 가능 / Base Unit 경고 및 시스템 경고
b 배경화면 설치: 모든 Base Unit에 새 배경화면 적용
b 로그 파일 다운로드

b Base Unit 원격 리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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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d
d
d
d
d

운영체제

Linux

AMD64 또는 Intel 64 프로세서(AMD64 프로세서 아키텍처)
2GB RAM
32GB 여유 하드 디스크 공간
비디오 메모리 >= 4 MB (하나의 비디오 출력만 필요)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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