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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디버그 레벨에서 실행할 IM(인스턴트 메시징) 및 Presence Server 로그를 구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브라우저를 통해 Cisco IM and Presence Server 탐색에 대한 지식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IM and Presence Server Release 9.x 이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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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IP 주소 또는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 IM and
Presence Server에 액세스합니다.

1.

Navigation(탐색) 표시줄에서 Cisco Unified IM and Presence Service Ability(Cisco Unified IM2.



and Presence 서비스 가능성)를 선택하고 Go(이동)를 클릭합니다
.

Servicability(서비스) 페이지에서 IM and Presence Server에 로그인합니다.3.

화면 상단의 Trace 메뉴 드롭다운 목록에서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

4.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화면에서 구성할 IM and Presence Server(IM and Presence 서
버)를 선택하고 Go(이동)를 클릭합니다.적절한 서비스 그룹을 선택하고 Go(이동)를 클릭합니
다.참고:대부분의 로그 설정은 IM and Presence Services Service Group에 대한 것입니다
.

5.

디버그 레벨에서 실행할 로그를 구성할 서비스(예: Cisco SIP Proxy)를 선택하고 Go를 클릭합
니다
.

6.



Debug Trace Level 드롭다운 목록에서 Debug를 선택하고 Trace On 확인란을 선택합니다.둘
이상의 IM and Presence Server가 있는 경우 Apply to All Nodes(모든 노드에 적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한 후 화면 하단의 Save를 클릭합니다
.

7.



참고: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추적 필터 설정 디버그 선택 사항은 로그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
어 클라이언트 프로파일 에이전트 로그는 모든 추적 디버그 활성화 설정만 제공합니다
.



참고:로그를 원래 설정으로 설정하려면 화면 하단에서 Set Default(기본값 설정)를 클릭합니다
.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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