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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Teams(MS Teams) 통합을 통해 Cisco CVI(Video Integration)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Webex Control Hub 일반 컨피그레이션입니다.●

Office 365(O365) 일반 구성●

엔드포인트 웹 관리 컨피그레이션입니다.●

Windows Power Shell 구성.●

Webex Edge for Devices 컨피그레이션●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O365 관리 사이트.●

Cisco WebEx Control Hub with A-MST-WX-CVI-ROOMS 라이센스.●

Windows Power Shell 버전 5.1.●

장치용 Webex Edge가 포함된 DX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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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필수 포트

신호화에 필요한 포트:

미디어에 필요한 포트:

OBTP(One Button to Push)에 대해 지원되는 디바이스 유형

Webex Board, Room 및 Desk 장치●

Webex Room Kit 및 Room Phone.●

Cisco MX, SX 및 DX 시리즈●

구성

제어 허브에서 비디오 통합 설정

1단계. 로그인 https://admin.webex.com.

https://admin.webex.com/


2단계.하위 도메인이 SIP(Webex Session Initiation Protocol) 주소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
려면 Organization Settings(조직 설정) > Cisco Webex Calling(Cisco Webex Calling용 SIP 주소)으
로 이동합니다.

참고:설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문서 Change Your Cisco Webex SIP Address를 검토합니다.

3단계. Services(서비스) > Hybrid로 이동합니다.Microsoft Teams용 비디오 통합 카드를 찾아 설정
을 선택합니다.(추가 라이센스 필요)

경고:이 시점에서는 추가를 진행하려면 A-MST-WX-CVI-ROOMS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4단계. Video Integration Setup(비디오 통합 설정) 화면에서 Authorize(권한 부여)를 선택합니다.

https://help.webex.com/en-us/2mlmjv/Change-Your-Cisco-Webex-SIP-Address


5단계. Microsoft Tenant Global Administrator 권한이 있는 계정을 선택하고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
다.

참고:Microsoft 사용자는 적어도 두 번 별도로 인증해야 합니다.Control Hub에 대한 전체 관리
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계정을 가진 Microsoft 관리자가 이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단계.요청한 사용 권한을 선택하고 수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Webex Video Integration 응용 프로
그램이 Microsoft 테넌트에 액세스합니다. 제어 허브 비디오 통합 설치 화면으로 리디렉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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