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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ANDBERG Codian 제품 간 구성, 주소록 및 컨퍼런스 데이터 복사

A. FTP 또는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TANDBERG Codian 제품의 구성을 다른 TANDBERG
Codian 제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odian 제품의 구성 설정●

주소록●

컨퍼런스 데이터●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FTP를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 복사 및 전송

원래 Codian 제품의 구성 파일을 저장하려면

FTP 서비스가 Network(네트워크) > Services(서비스) 페이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1.

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Codian 제품에 연결합니다.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제품 웹 인터페이스에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름을 입력합
니다.configuration.xml이라는 파일이 표시됩니다.여기에는 제품의 전체 구성이 포함됩니다.

2.

이 파일을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3.
구성을 다른 Codian 제품에 업로드하려면

복원할 configuration.xml 파일의 복사본을 찾습니다.1.
FTP 서비스가 Network(네트워크) > Services(서비스) 페이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2.



   

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MCU에 연결합니다.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
면 제품 웹 인터페이스에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3.

제품에 configuration.xml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품의 기존 파일을 덮어씁니다.4.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 복사 및 전송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에서는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을 백업 및 복원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MCU:4.0 이상●

ISDN GW:2.0 이상●

수퍼바이저:2.0 이상●

원래 Codian 제품의 구성 파일을 저장하려면

Settings(설정) > Upgrade(업그레이드)로 이동합니다.1.
Save backup file을 클릭합니다.2.
결과 "configuration.xml" 파일을 안전한 위치에 저장합니다.3.

구성을 다른 Codian 제품에 업로드하려면

Settings(설정) > Upgrade(업그레이드)로 이동합니다.1.
Overwrite(덮어쓰기) 설정의 경우 Network(네트워크) 또는 User(사용자) 설정을 덮어쓰려면
선택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 참조).

2.

백업 파일 복원을 클릭합니다.3.
참고: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섀시의 블레이드 간에 구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컨피그레이션을 교체할 블레이드의 원래 기능 키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 중복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예: 둘 이상의 MCU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원래
제품이 고정 주소로 구성된 경우 구성 파일을 사용한 다른 제품에 대해 IP 주소를 다시 구성해야 합
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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