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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Telepresence Codec(TC) 엔드포인트를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에서
CUCM(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의 구성 변경 사항 및 요구
사항과 엔드포인트의 프로비저닝을 TMS(Telepresence Management Suite)에서 CUCM으로 변경
하는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마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디렉토리 및 등록을
게시하면 CUCM을 통해 작동됩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프로비저닝이 TMS에서 CUCM으로 변경될 때 알려진 몇 가지 제한 사항에 대
해서도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엔드포인트는 TMS로 프로비저닝되며 TMS를 사용하여 다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
다.

●

            - 전화번호부 서비스

            - TMS에서 백업 및 복원 수행

            - TMS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영구 템플릿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TC 7.3.x, TMS 14.6.x 및 CUCM 10.x를 실행하는 Cisco Telepresence
Endpoint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컨피그
레이션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TMS에서 CUCM으로 프로비저닝을 변경하려면 TMS 및 CUCM에서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해
야 합니다.

1단계. CUCM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디바이스 구성

CUCM에서 디바이스를 구성하려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CUCM을 통한 엔드포인트 관리

2단계. CUCM에서 전화번호부 또는 디렉토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CUCM은 디렉토리 통합을 위해 UDS(User Data Service) 및 TMS를 모두 지원합니다.

디렉토리 통합에 TMS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치의 Product Specific Configuration Layout(제품별 컨피그레이션 레이아웃)에서 대체 전화
번호부 서버 유형 필드를 TMS로 선택해야 합니다.

●

TMS의 정확한 URL을 갖도록 대체 전화 번호부 서버 주소 구성(예:
https://IP_ADDR._OF_TMS./tms/public/external/phonebook/phonebookservice.asmx)

●

Device(디바이스) > Phone(전화기)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전화기를 찾아 클릭합
니다.

3단계. 엔드포인트에서 TMS에서 CUCM으로 프로비저닝 변경

엔드포인트 프로비저닝은 TMS에서 CUCM으로 변경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엔드포인트는
CUCM에서 등록, 전화번호부 및 기타 구성 요구 사항에 대한 모든 추가 정보를 엔드포인트에 구성
된 전화기 프로필에 따라 가져옵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의 프로비저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 사용●

엔드포인트에서 Configuration > System Configuration > Provisioning으로 이동합니다.1.

ExternalManager 섹션으로 이동하여 Address(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주소는 IP 주소, DNS
이름 또는 CUCM 클러스터 TFTP 서버 주소인 External Manager의 경로일 수 있습니다.저장
을 클릭합니다.

2.

Mode(모드)로 이동하고 프로비저닝 모드를 CUCM으로 설정합니다.저장을 클릭합니다.3.

/content/dam/en/us/td/docs/telepresence/endpoint/codec-c-series/tc7/administration-guide/administering-endpoints-running-tc70-on-ucm912.pdf


 엔드포인트 CLI 사용●

 xConfiguration Provisioning Mode: [must be CUCM]

xConfiguration Provisioning ExternalManager Address: [the CUCM cluster TFTP server address]

xConfiguration Provisioning ExternalManager Protocol: [must be HTTP for UCM mode]

xConfiguration Provisioning HttpMethod: [both GET and POST work in UCM mode]

xCommand Provisioning CUCM CTL Delete

4단계. TMS에서 엔드포인트 추가 또는 다시 추가

엔드포인트는 이전에 VCS로 프로비저닝된 경우 TMS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할 수 있으며, 엔드
포인트가 TMS에 새 엔드포인트로 추가되는 경우 새로운 구축일 수 있습니다.

TMS에서 처음으로 엔드포인트를 추가합니다(엔드포인트가 프로비저닝되고 CUCM에 등록됨).

디바이스가 CUCM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TMS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CUCM도 TMS에 추가해야 합니다.

- CUCM 관리 시스템에서 엔드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

Systems(시스템) > Navigator(네비게이터)로 이동하여 TMS에서 CUCM을 찾습니다.

TMS에 추가되지 않은 모든 엔드포인트는 TMS에 없는 시스템으로 표시됩니다.



- CUCM으로 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트를 추가합니다.

TMS의 시스템 탐색기에서 시스템 추가를 클릭하고 Unified CM 또는 TMS에서 추가를 찾습니다.

참고:CUCM의 전화기 컨피그레이션에서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구성된 사용자 이
름/비밀번호는 엔드포인트의 관리자 사용자 이름/비밀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TMS에서 동일
한 사용자 이름/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TMS에서 잘못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오류를 보고합니다.

CUCM에 프로비저닝할 TMS의 엔드포인트를 다시 추가합니다.

CUCM에 프로비저닝할 TMS의 엔드포인트를 다시 추가하려면 위의 Add from Unified CM or TMS
단계를 따릅니다.

5단계. 이전 단계에서 추가된 엔드포인트에 전화번호부 할당

TMS의 엔드포인트에 전화번호부를 할당해야 합니다.

TMS의 엔드포인트로 이동한 다음 전화번호부 탭으로 이동합니다.

TMS에 전화번호부를 저장한 후 엔드포인트에 전화번호부가 나타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프로비저닝 상태 확인

 웹 인터페이스 사용●

.1.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합니다.



.2. Configuration > System Status(시스템 상태)로 이동하여 상태가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Provisioned(프로비저닝됨)로 표시됩니다.

 엔드포인트 CLI 사용●

1. 엔드포인트에 대한 SSH/텔넷

2.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3. xstatus // 프로비전을 실행합니다.

전화번호부 상태 확인

엔드포인트 CLI 사용●

1. 엔드포인트에 대한 SSH/텔넷

2.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

3. xstatus // 전화번호부 실행

TMS의 URL을 표시해야 합니다.

TMS에서 엔드포인트 상태를 확인합니다.

 엔드포인트의 상태는 Connectivity(연결)를 표시해야 합니다.TMS의 LAN에서 연결 가능



엔드포인트는 CUCM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TMS Endpoint(TMS 엔드포인트) 상태에 잘못된 프로비저닝 모드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엔드포인트가 TMS에 추가된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엔드포인트가 CUCM 엔드포인트
로 프로비저닝된 경우 TMS에서 IP 주소를 사용하여 직접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Add from
Unified CM or TMS on TMS(Unified CM에서 추가) 를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CUCM으로 프로비저닝된 엔드포인트를 추가하려면 위의 컨피그레이션 단계 4단계를 사용해야 합
니다.

"자동 응답이 해제됨"과 관련된 TMS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엔드포인트가 CUCM에 추가될 때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 응답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응답과 관련된 변경을 수행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

1. CUCM에서 Device(디바이스) > Phone(전화기)에서 엔드포인트를 찾습니다.

2. 자동 응답을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응답이 DN 설정에서 해제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
성합니다.

TMS 오류 잘못된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CUCM 및 엔드포인트 자체의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에 다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가 구성된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엔드포인트에서 구성을 확인하려면●

1. 엔드포인트의 웹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2. 구성 > 사용자 관리로 이동합니다.



3.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만들거나 변경합니다.

CUCM 전화 컨피그레이션에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올바른 자격 증명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
행합니다.

●

1. CUCM의 Device(디바이스) > Phone(전화기)으로 이동하여 프로비저닝하려는 전화기를 선택합
니다.

2.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다음 구성을 저장하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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