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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Nokia CA-42 USB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Cisco TelePresence EX90 콘솔 케이
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EX90으로 통합하면 하드웨어와 무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EX90용 콘솔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어셈블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Nokia CA-42 USB 데이터 케이블 또는 호환 케이블
참고: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케이블에
PL2303 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RJ-45 크림프 도구●

RJ-45 끝●

솔더링(선택 사항)●

솔루션(선택 사항)●

와이어 스트리퍼(옵션)●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품

이 문서는 다음 Cisco TelePresence 모델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90●

EX60●

E20●

MX200●

MX300●

EX90 콘솔 케이블 생성

이 섹션에서는 CA-42 USB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EX90 콘솔 케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케이블 핀아웃 확인

케이블을 생성하기 전에 TX, RX 및 GRD를 찾습니다.

다음은 Nokia OEM 케이블의 핀아웃입니다.

다음은 이 예에 사용된 호환 비 OEM 케이블의 핀아웃(pinout)입니다.



참고:호환되는 케이블에는 이 문서에 표시된 것과 같은 색상이 있는 와이어가 없을 수 있습니
다.

케이블 준비

사용하는 케이블의 핀아웃이 확실하지 않으면 커넥터를 잘라내지만 케이블을 몇 인치 남겨 두십시
오.

TX,RX 및 GND를 찾으려면 멀티미터를 사용합니다.1.

TX, RX 및 GND에서 외장을 분리합니다.

팁:전선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을 단단하게 묶는 것이 좋습니다.

2.



케이블 만들기

케이블의 USB 끝에 RJ-45를 끼웁니다.크림핑하기 전에 TX, RX 및 GND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케이블 드라이버 설치

OEM 케이블 드라이버

CA-42 OEM 케이블용 드라이버를 Firdic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사용자 이름/비밀번호에
게스트/게스트를 사용합니다.PL2303 USB-Serial Drivers(직렬 드라이버) 링크를 클릭합니다.

Microsoft(MS) Windows의 경우 다음 파일을 찾습니다
.PL2303_Prooccw_DriverInstaller_v1.7.0.zip.이 파일에는 모든 MS Windows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

http://www.prolific.com.tw/US/CustomerLogin.aspx


   

Macintosh의 경우 운영 체제(OS) 레벨에 따라 적절한 드라이버를 찾습니다.●

호환 가능한 케이블 드라이버

MS Windows의 경우 usbserialdrivers.com에서 직렬 PS2303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Macintosh의 경우 다음을 위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usbserialdrivers.com의 OS X 10.5 이하 OS X 10.6(osx-
pl2303.sourceforge.net) noelflash.com의 OS X 10.7 

●

http://usbserialdrivers.com/
http://usbserialdrivers.com/
http://usbserialdrivers.com/
http://osx-pl2303.sourceforge.net/
http://osx-pl2303.sourceforge.net/
http://noelflash.com/blog/wp-content/uploads/2012/09/PL2303_Serial-USB_on_OSX_Lion.pkg_.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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