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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특정 고객 환경에서는 Cisco IAC(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가 기업 LDAP 서버와 직접 통신
해야 합니다.LDAP 서버에 연결하려면 고객이 다른 로그인 자격 증명 집합을 입력해야 합니다.

Process Orchestrator에서 IAC 로그인 사용자 정의

다음 컨피그레이션 단계는 IAC에서 "nsapiuser" 로그인을 사용자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변경 사
항을 완전히 적용하려면 Cisco Process Orchestrator의 세 가지 개별 영역에서 "nsapiuser" 로그인
을 변경해야 합니다.

Process Orchestrator 변경

IAC가 LDAP 서버와 통신하려면 다음 영역에서 Cisco Process Orchestrator에서 로그인 설정을 변
경해야 합니다.

Cisco Cloud Portal Integration API 로그인 변경

1단계:Cisco Process Orchestrator를 엽니다.

2단계:Definitions 아래에서 왼쪽 메뉴에서 Targets를 찾습니다.

3단계:Targets(대상)에서 Cloud Portal Integration API 대상을 찾고 항목을 두 번 클릭합니다.아래와
같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단계:대화 상자 창에서 클라우드 탭을 선택합니다.

5단계:Cloud(클라우드) 탭의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섹션에서 CloudPortal.API.User에서 다
음을 수행합니다.user 필드를 원하는 "new user" 로그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6단계: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Cisco Cloud Portal Request Center API 로그인 변경

1단계:Cisco Process Orchestrator를 엽니다.

2단계:Definitions 아래에서 왼쪽 메뉴에서 Targets를 찾습니다.

3단계:Targets(대상)에서 Cloud Portal Request Center API 대상을 찾아 항목을 두 번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단계:대화 상자 창에서 클라우드 탭을 선택합니다.

5단계:Cloud(클라우드) 탭의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섹션에서 CloudPortal.API.User에서 다
음을 수행합니다.user 필드를 원하는 "new user" 로그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6단계: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포털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런타임 사용자 변경

1단계:Cisco Process Orchestrator를 엽니다.

2단계:정의에서 왼쪽 메뉴에서 런타임 사용자를 찾습니다.

3단계:Runtime Users(런타임 사용자)에서 Cisco Cloud Portal User Target(Cisco 클라우드 포털 사
용자 대상)을 찾고 해당 항목을 두 번 클릭합니다.아래와 같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4단계:대화 상자 창에서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5단계:General(일반) 탭의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섹션의 CloudPortal.API.User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user 필드를 원하는 "new user" 로그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6단계: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단계를 완료한 후 다음 단계에 설명된 대로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업데이트

1단계: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설정으로 이동하여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2단계:Set Agent Configuration(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 설정) 옵션을 선택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
고 submit(제출)을 누릅니다.새 정보가 제출되면 상담원이 업데이트됩니다.

3단계:모든 에이전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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