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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자동화 규칙을 사용하여 Cisco CPAM(Physical Access Manager) 게이트웨이를 모
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게이트웨이의 상태가 Down 또는 Unknown으로 변경되면 이메
일을 통해 알림을 받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PAM 1.4.x 또는 CPAM 1.5.x●

SMTP 서버 및 포트●

이메일 주소●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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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M 서버에서 SMTP 구성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PAM 관리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Setup(설정) > Email(이메일)로 이동하여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구성합니다.

3단계.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4단계. 테스트를 클릭합니다.(CPAM 서버는 테스트 이메일을 이메일 주소로 전송합니다.)

5단계. CPAM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합니다.



CPAM 클라이언트에서 자동화 규칙 구성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Doors>Hardware로 이동합니다.

2단계. 자동화 드라이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3단계. SMTP 서버 설정으로 이동하여 모든 SMTP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호스트 - SMTP 서버 주소●



인증 사용 확인●

사용자 이름 - 사용자 ID●

비밀번호●

포트 - 25●

Sender Email Address - 위의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vents & Alarms(이벤트 및 경보)>Global IO로 이동합니다.

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6단계. 이름을 입력하고 위치 트리를 선택합니다.

7단계. 트리거, EDIT, Event 순으로 선택합니다.



8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Edit Filter를 클릭합니다.

General(일반) > Log Code(로그 코드)로 이동합니다.  다음 로그 코드 선택

장치:알 수 없음●

게이트웨이 컨트롤러:아래로●

게이트웨이 컨트롤러:알 수 없음●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아래로●

모듈 다운●

우선 순위에서 이벤트 선택●



Device(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다음 유형 선택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 모듈●

Device(디바이스)로 이동하여 모든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9단계. 확인을 클릭합니다.

10단계. Add(추가), Select Sanity Report Action(Sanity 보고서 작업)>Gateways that is offline(오프
라인의 게이트웨이 선택)을 클릭합니다.



11단계. Save and Close를 클릭합니다.

1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알림으로 이동하고 신규를 누릅니다.



13단계. 전자 메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1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추가를 클릭하고 특정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고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 입력(CC 및 BCC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도 있음):



15단계.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16단계. 확인을 클릭합니다.

CPAM 클라이언트에서 자동화 규칙 구성

자동화 규칙 수동 호출

Doors(도어) > Hardware(하드웨어)로 이동합니다.1.
자동화 드라이버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2.
Invoke Automation Rule을 클릭하고 Rule Gateway_Offline을 선택합니다.확인을 클릭합니다.3.



구성된 이메일 주소는 오프라인 게이트웨이 목록에 첨부 파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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