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C 확장(3.1.1):CPTA 비밀번호 재정의 
  

목차

소개
시작하기 전에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관련 제품(선택 사항)
표기 규칙
IAC 확장(3.1.1):CPTA 비밀번호 재정의
용어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관련 정보

소개

이 확장은 고객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제공자 기술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템플릿 서비스에서 IAC 3.1.1 주문 가상 머신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공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 서비스 설계 지식●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이러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loud Portal 9.4.1 및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Solution 3.1.1●

"Order Virtual Machine from Template(템플릿에서 가상 머신 주문)"이라는 서비스가 환경에 구
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제품(선택 사항)

표기 규칙



문서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IAC 확장(3.1.1):CPTA 비밀번호 재정의

VM 관리자 비밀번호 선택기를 고객이 클라우드 제공자 기술 관리자로 변경할 목적으로 "템플릿에
서 가상 머신 주문" 서비스의 확장을 생성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용어

CPTA:클라우드 사업자 기술 관리자

AFC:활성 양식 구성 요소(서비스 디자이너 모듈에 있음)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을 완료하게 됩니다.

1단계 - CPTA에 양식 필드에 대한 적절한 액세스 제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확장 서비스에 사용할 조건부 규칙이 있는 AFC를 만듭니다.

3단계 - CPTA가 양식에 비밀번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사전 서비스 확장에 작업을 추가합니다.

1단계 - "Service Designer" module > "Active Form Components" 하위 섹션 > "Common" 양식 그룹
> "SimplePasswordVerification" AFC > "Access Control" 탭으로 이동합니다.왼쪽 가운데 창의
System Moments 아래에서 "Service Delivery"를 클릭합니다."Cloud Provider Technical
Administrator"의 역할이 "Participants" 창에 추가되었고 "Common:SimplePasswordVerification" 사
전.

2단계 - "Service Designer" module > "Active Form Components" 하위 섹션으로 이동합니다.사전
없이 새 AFC를 만듭니다.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단 생성되면 아래에 지정된 두 개의 조건

/content/en/us/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부 규칙을 생성합니다.

규칙 요약 - "주문:PW 필드 숨기기"

유형:조건부 규칙

규칙 이름:주문:PW 필드 숨기기

조건:순서와 동일한 시간

작업:

값 설정 - SimplePasswordVerification.FirstPassword를 리터럴 값 비밀번호로 설정

값 설정 - SimplePasswordVerification.SecondPassword를 리터럴 값으로 설정 기본 암호를 입력합
니다.

선택 사항 - SimplePasswordVerification.All 필드

필드 숨기기 - SimplePasswordVerification.All 필드

필드/양식 이벤트 트리거:

양식 - 로드 중

양식 - 온제출

규칙 요약 - "서비스 제공:CPTA 작업에 필수 항목 만들기"

규칙 이름:서비스 제공:CPTA 작업에 필수 항목 만들기

조건:Moment는 Service Delivery와 동일하며 Task Name은 작업 이름의 일부를 입력합니다.

작업:

필수 - SimplePasswordVerification.FirstPassword

필수 - SimplePasswordVerification.SecondPassword

필드 숨기기 - SIBDVirtualDataCenter.All 필드

필드 숨기기 - SIBDAapprovals.All 필드

필드 숨기기 - Datastore.All 필드

필드/양식 이벤트 트리거:

양식 - 로드 중

3단계 - "Service Designer" module > "Services" 하위 섹션 > "VM Request Extensions" 서비스 그
룹 > "Order a Virtual Machine From Template Pre-servicing" Service로 이동합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개인 또는 대기열에 할당하기 위해 CPTA에 대한 작업을 추가합니다



   

(예: 여기). 전자 메일 템플릿 "작업 처리 대기 중 알림"을 작업의 "작업 시작 시 알림:"에 연결합니다.

양식 탭에서 2단계에서 새로 만든 AFC를 연결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실행하여 테스트합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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