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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y VDC 팝업에서 새 단추를 추가하고 새 서비스와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이러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4.0(모든 버전) 및 서비스 디자이너●

내 VDC에 새 단추 추가

이 섹션에서는 My VDC(내 VDC) 팝오버에 새 작업 버튼을 추가하는 단계가 표시됩니다.새 서비스
를 만들거나 기존 서비스를 수정하는 것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IAC 및 서비스 디자이너

내 VDC에서 새 단추를 만드는 절차는 서비스 디자이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 단추 추가

다음 예는 "Release Floating IP Address"에 새 버튼을 추가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1단계:다이어그램 1에 표시된 대로 서비스 디자이너로 이동합니다.

2단계:서비스를 생성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을 저장합니다.

아래 그림 2에서 "Release Floating IP Address"라는 이름이 새 단추에 할당되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3단계:IAC 구축 디렉토리를 찾고 "my-vdcs.html" 파일을 열어 편집합니다.



\RequestCenterServer\deployments\RequestCenter.war\custom\IAC\portlets\my-vdcs.html●

4단계:다이어그램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ServiceIds 섹션의 끝에 새 행을 추가하고, 아래의 다이어
그램과 같이 서로 다른 사용자 역할에서 서비스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적절한 조건부 블록 내에 새
행을 추가합니다.

참고:서비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두 번째 인수로 "serviceId"를 사용합니다.

5단계:다음 위치에 있는 "IACServersPopover.js" 파일을 열어 편집합니다.

"\src\widget\iac\IACVDCPopover.js"●

"generateActionButtons" 코드(행 번호 앞에 있음)를 호출하기 전에, 다이어그램 4에 표시된 다
음 코드를 각 특정 역할 및 PE 유형에 대한 Action을 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과 함께 삽입합
니다.(198).

●

serviceNames에서 서비스 이름을 누릅니다(이 예에서는 "Release Floating IP Address").●

serviceIds에서 serviceIds 배열의 올바른 인덱스 값을 푸시합니다. 이 예에서는 index13입니다.
my-vdcs.html의 "getServiceProperties"에서 마지막 서비스를 가져옵니다.

●

CPTA, OTA 및 TTA 역할의 "generalCheck" 값은 "true"입니다.●

위의 샘플에서는 "OpenStack POD"(PE 유형)의 VDC에 대해 새로운 "Release Floating IP
Address(부동 IP 주소 릴리스)" 작업이 표시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검사를 수정할 수 있습니
다.

●



   

6단계:빌드, 실행 및 배포를 통해 새 단추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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