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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최종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은
PCP(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의 엔드포인트를 할당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PCP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PCP 버전 12.3●

Mozilla Firefox 55.0●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장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장치는 지워진
(기본) 구성으로 시작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1단계. PCP에 로그인하여 Administration(관리) > Advanced Provisioning(고급 프로비저닝) >
Manage Endpoints(엔드포인트 관리)로 이동합니다.

2단계. 통화 프로세서를 선택하고 연결된 사용자 없이 엔드포인트 검색을 클릭합니다.



3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특정 사용자와 연결된 필수 엔드포인트를 선택합니다.

4단계. Assign Selected Endpoints to User를 클릭합니다.

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선택한 엔드포인트의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6단계.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엔드포인트가 사용자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에서

User Provisioning(사용자 프로비저닝)에서 Add(추가)를 클릭하고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사용
자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

Actions(작업)에서 Synchronize User(사용자 동기화)를 클릭합니다.2.



엔드포인트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allManager에서

1단계. CallManager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User Management > End User로 이동합니다.1.

최종 사용자를 검색하고 사용자 ID를 클릭합니다.2.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하고 엔드포인트가 제어된 디바이스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3.

2단계. Device(디바이스) > Phone(전화기)으로 이동합니다.



엔드포인트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1.

Device Information(디바이스 정보)에서 소유자 사용자 ID를 확인합니다.2.

문제 해결

PCP 12.X에서는 루트로 CLI/SSH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하십시오.

관련 정보

Cisco Prime Collaboration 프로비저닝●

Prime Collaboration Provisioning의 GUI에서 ShowTech 로그 수집●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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