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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Microsoft Exchange 2000이 이미 설치된 경우 Cisco CallManager를 Microsoft Windows 2000
Active Directory(AD)와 통합할 때 알려진 문제가 있습니다.이 문제는 레이블이 URI인
lDAPDisplayName이 있는 레이블이 지정된 URI 스키마 개체가 AD에 이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XADM 읽기:/Forestprep 스위치와 함께 Exchange 2000 설치를 실행하면 오류 0XC1037AE6
이 발생합니다.

●

Windows 2000 InetOrgPerson 키트 패치를 다운로드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allManager●

Microsoft Windows 2000 AD●

Microsoft Exchange 2000●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328661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kb;en-us;328661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2C96869E-4CF3-40CC-97FE-7A68720F7D83&displaylang=en
http://www.microsoft.com/downloads/details.aspx?FamilyId=2C96869E-4CF3-40CC-97FE-7A68720F7D83&display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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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품

이 컨피그레이션은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nity with Exchange 2000●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주 작업

단계별 지침

다음 단계에 따라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참고: 이러한 단계는 Exchange 2000이 AD에 설치되기 전에 Cisco CallManager가 존재하며
Exchange 2000 설치가 실패하는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netdom query fsmo 명령을 실행하여 스키마 마스터가 있는 Windows 2000 도메인 컨트롤러
를 확인합니다.스키마 소유자에 대해 반환되는 값을 확인한 다음 명령 프롬프트를 닫습니다
.스키마 소유자에 대해 아래 설명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

1.

W2k_iop_kit.exe 파일을 확장한 다음 C:\Inetorg으로 파일을 추출합니다.C:\Inetorg folder폴더
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도메인 컨트롤러로 실행 중인 Windows 2000 Server 기반 컴퓨터에서 시작 > 실행을 선택한
다음 ldp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3.

LDP에서 연결을 클릭한 다음 연결을 클릭합니다.새 연결 창에서 서버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
력하고 포트를 389로 둡니다. 연결 없이 선택을 취소합니다.

4.

rootDomainNamingContext 값을 결정합니다
.

5.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메모장에서 C:\InetOrg\Exchange.ldf을 엽니다.DC=X가 있는 모든 행에서 X를 위의 정보로 교
체합니다.이 예에서는 DC=rcdnept,DC=com입니다.

6.

문서를 저장합니다
.

7.



수정된 Exchange.ldf 파일을 드라이브:\Winnt\System32 folder on the domain controller that is
running as the schema owner에 복사합니다. 여기서 드라이브는 Windows가 설치된 드라이브
입니다.Cisco ICS 7700 Series Integrated Communication Systems의 폴더는
c:\w2ks\system32입니다.

8.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하여 ldifde -i -f c:\winnt\system32\exchange.ldf 명령을 실행합니다.다음
은 출력의 예입니다
.

9.



각 AD 스키마는 다르게 구성됩니다.위의 예에서 CN=ms-Exch-Assistant-
Name,CN=Schema,CN=Configuration,DC=rcdnept,DC=com 이미 있으며 exchange.ldf의 행 5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행 5에서 시작되는 섹션이 삭제되었습니다.각 섹션은 dn으로 시작합
니다.

10.

아래 출력에는 ldifde -i -f c:\winnt\system32\exchange.ldf -v 명령이 비슷한 출력과 함께 다시
발행되고 있습니다.오류가 행 6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행 6부터 시작하는 섹션을 삭제하
십시오
.

11.



필요에 따라 9단계와 10단계를 반복합니다.12.
성공적인 가져오기의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

이제 Cisco CallManager를 AD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14.

다음을 확인합니다.

플러그인 설치에 실패한 경우 다음 두 파일과 해당 오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c:\DCDSrvr\log\at_schema_reject.txt
# Error: DSA is unwilling to perform

dn: cn=labeledURI,cn=Schema,cn=Configuration,dc=rcdnevt,dc=com

changetype: add

adminDisplayName: labeledURI

attributeID: 1.2.840.113548.3.1.4.113

attributeSyntax: 2.5.5.4

cn: labeledURI

isSingleValued: FALSE

lDAPDisplayName: labeledURI

distinguishedName: cn=labeledURI,cn=Schema,cn=Configuration,dc=rcdnevt,dc=com

objectCategory: cn=Attribute-Schema,cn=Schema,cn=Configuration,dc=rcdnevt,dc=com

objectClass: top

objectClass: attributeSchema

oMSyntax: 20

name: labeledURI

1.

c:\DCDSrvr\log\ad_cfg_error.log
ldap_add: DSA is unwilling to perform

ldap_add: additional info: 000020BE: SvcErr: DSID-0326027D, problem 5003

(WILL_NOT_PERFORM),

 data 8382

2.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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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Cisco CallManager용 Active Directory 2000 플러그인 설치●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warp/customer/788/AVVID/ad_plugin.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652/tsd_technology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tsd_products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002-9901024-1684829?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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