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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Cisco Telepresence Server에 제품 활성화 키 또는 기능 키를
설치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Telepresence Server 설치.●

Telepresence 서버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유효한 IP 주
소를 적용했습니다.

●

Telepresence Server 일련 번호에 유효한 제품 활성화 키 또는 기능 키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Firefox, Internet Explorer 또는 Chrome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모든 TelePresence Server 플랫폼의 설치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server/products-
installation-guides-list.html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Telepresence Server 버전 4.2(4.23)●

Telepresence Server 모든 릴리스●

제품 액티베이션 키 또는 기능 키를 사용한 라이센싱 이메일●

Firefox, Internet Explorer 또는 Chrome과 같은 웹 브라우저입니다.모든 것이 똑같이 잘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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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server/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server/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이 웹 인터페이스 예제 비디오는 다음 문서를 보완합니다.

1단계. TelePresence Server가 설치되고 PAK(Product Authorization Key) 및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키를 신청하면 Cisco Licensing 팀으로부터 전자 메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요청한 항목에 따라
액티베이션 키 및 기타 옵션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은 활성화 및 기능 키를 보여 주는 이메일
예입니다.

참고:PAK의 예는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MCU용 키를 보여 주고, Telepresence Server용 이메일은 동일하게 보입니
다.

이메일 예

참고:Product Activation Key를 먼저 추가하면 Telepresence 서버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2단계. Telepresence Server의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여 "Product Not Activated(제품이 활성화
되지 않음)"라는 배너를 확인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활성화 키가 필요합니다.



3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onfiguration > Upgrade로 이동합니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기능 관리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5단계. 받은 라이센싱 이메일에서 활성화 키를 복사하여 Add key 필드에 입력합니다.이미지에 표시
된 대로 Add key를 클릭합니다.



6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키가 기능 관리 섹션에서 기능 키로 즉시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키를 적용하려면 재부팅이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적용됩니다.

참고: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기능 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Feature keys 목록에 표시된 각 키가 추가되면 해당 키가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성공적으로 추가되
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배너와 이미지에 표시된 오류 메시지 "error:invalid key"를 확인
합니다.



1단계. 라이센스 이메일에서 키를 올바르게 복사했는지 확인합니다.영숫자 문자열을 변경하면
"error:잘못된 key" 오류 메시지.

2단계. 올바른 Telepresence Server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키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Cisco TAC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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