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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전화기
를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는 셀프 프로비저닝 기
능에 대해 설명합니다.전화기를 추가하려면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몇 가지 프롬프트에 따라 사용자
를 확인합니다.

XPS는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지금까지 셀프 프로비저닝은 유일한 XPS 리소스입니다
.XPS 셀프 프로비저닝의 목적은 관리자가 전화기 구성을 최대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셀프 프로비저닝은 인증된 사용자의 기본 내선 번호로 전화기를 프로비저닝합니다.구성
이 완료되면 전화기에 UserID 및 PIN을 입력하고 프로비저닝할 내선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 셀프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일부 컨피그레이션 단계가
CallManager(CM) 설치에 추가되었지만 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단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환경

이 기능을 사용하면 최종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지 않고도 직접 사무실 전화나 소프트 클라이
언트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기본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전화기가 CM을 가리키면 자동 등
록되고 유휴 URL이 구성됩니다.사용자가 사용자 ID와 PIN을 입력하면 CM으로 인증되고 기본 내선
번호가 결정됩니다.그러면 기본 내선 번호로 전화기를 프로비저닝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확인되면 전화기가 프로비저닝되고 재설정됩니다.

구성 요구 사항

범용 디바이스 템플릿 확인

자동 등록을 위해 할당된 UDT(Universal Device Template)는 "Auto-registration Template"이라는



이름의 UDT여야 합니다. 이 UDT는 설치 후 특별히 셀프 프로비저닝을 위해 만들어지며 XPS 셀프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가리키는 유휴 URL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유휴 URL은 네트워크에 활성
DNS가 없는 경우 호스트 이름을 포함합니다.호스트 이름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범용 회선 템플릿

이 스크린샷은 Route Partition(경로 파티션) 및 Calling Search Space(CSS) 형식으로 통화 권한을
구성하는 방법과 Universal Line Template(범용 회선 템플릿)의 기타 회선 설정을 보여줍니다.



자동 등록

최종 사용자가 전화기를 연결하기 위해 셀프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전화기를 자동 등록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CM의 자동 등록 기능은 꺼져 있습니다.

"Cisco Unified CM 구성" 페이지에서 자동 등록 구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관리자는 범용 디바이스
템플릿, 범용 회선 템플릿 및 유효한 디렉토리 번호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이 구성이 완료되면 사
용자/관리자가 TFTP를 이 CM으로 설정한 상태로 전화기에 연결할 때마다 전화기가 자동으로 등록
되고 지정된 범위에서 디렉토리 번호를 가져옵니다.



인증 모드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를 위해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두 가지 유형의 모드가 제공됩니다.

인증 필요

이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사용자 프로필의 권한에 따라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비밀번호 또는 P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리자는 최종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증하기 위해 아
래 인증 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만 인증 허용(비밀번호/PIN을 통해) - 이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또는 PIN의
프로비저닝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비밀번호/PIN을 통해) 및 관리자(인증 코드를 통해)의 인증 허용 - 이 모드에서는 관리자
가 인증 코드를 설정할 때 최종 사용자를 대신하여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
니다.

●

인증 필요 없음

이 모드에서는 디바이스가 셀프 프로비저닝될 때 인증이 비활성화됩니다.관리자 또는 최종 사용자
는 엔드포인트에 사용자 ID 또는 셀프 프로비저닝 ID를 입력할 수 있으며 엔드포인트는 사용자 계
정에 연결됩니다.이 모드는 일상적인 작업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프로필



관리자는 사용자와 연결된 사용자 프로필에서 사용자의 셀프 프로비저닝 동작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여기서는 범용 디바이스 템플릿과 범용 회선 템플릿이 지정됩니다.또한 최종 사용자에 대한 기
능을 활성화하려면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기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허용" 확인란이 선택
되었는지 확인합니다.여기서 사용자 프로필을 기본 시스템 사용자 프로필로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사용자는 기본 내선 번호 및 사용자 프로필(셀프 프로비저닝 허용)이 있는 표준 CCM(Cisco
CallManager) 최종 사용자여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빠른 사용자/전화 추가를 통해 최종 사용자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phone add(사용자/폰 추가) > Quick user/phone add(빠른 사용
자/폰 추가)를 선택합니다.여기서 사용자 프로파일은 기능 그룹 템플릿을 통해 최종 사용자와 연결
됩니다.

기능 그룹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phone add(사용자/폰 추가
) > Feature Group Template(기능 그룹 템플릿)을 선택합니다.여기에는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설정이 있지만, 셀프 프로비저닝 기능에 중요한 것은 사용자 프로필입니다.



기능 그룹 템플릿이 구성되면 빠른/사용자 전화 추가를 통해 새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성, 사용자 ID, 그룹 멤버십, 내선 번호 및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또한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User settings(사용자 설정) > Credential policy default(자격 증명 정책 기본값)에서 구성된
세부 정보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의 최종 사용자 경험

전화기가 자동 등록되면 전화기에 구성된 유휴 URL이 이 로그인 프롬프트를 호출합니다.



사용자는 UserID 및 PIN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셀프 프로비저닝을 위해 구성된 경우 전화기는 최종 사용자 페이지의 셀프 서비스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하거나 빠른 사용자/전화 추가 페이지에 구성된 내선 번호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합니다.



계속을 누릅니다.디바이스가 성공적으로 프로비저닝되고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

다음은 전화 클라이언트에서 반환되는 일반적인 오류 메시지입니다.

SELFPROV_NOT_ALLOWED 사용자의 User Profile(사용자 프로필)에서 Self-Provisioning(셀
프 프로비저닝)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ELFPROV_DEVICE_LIMIT 사용자의 소유 장치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잘못된 장치 모델 제공된 장치 모델이 잘못되었습니다.●

MODEL_PHONETEMPELATE_NOT_FOUND 필수 UDT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실패!DB-239 새 행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UNIQUE INDEX 열에 값이 중복되었습니다
(고유 인덱스:할당) 전화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중복 항목이 있습니다.데이터베이스에서 루트를
통해 제거합니다.전화기에서 다른 메시지가 관찰된 경우에도 문제 해결 시 도움이 되므로 항상
기록해 두십시오.UDS(User Data Service) 문제를 더 자세히 해결하기 위해 Cisco의
RTMT(Stored Procedure Traces)를 RTMT(Real-Time Monitoring Too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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