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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자동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RMS(원격 관리 서비스)에 새 IMEI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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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전에 고객 권한, 사용자 및 원격 관리 서비스(RMS) 탄력적 서버(루트 사용
자)로 전달하십시오.



절차의 시작과 끝에서 ID 풀 사용 보고서를 확인하여 남은 셀 수를 확인합니다.

풀에 셀링이 충분하지 않으면 네트워크에서 중복 셀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등록 절차 실행: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다음 형식에 따라 csv 파일을 생성합니다. 

2단계.사용자/전달을 사용하여 RMS 탄력적 1 서버에 csv 파일 FTP 

            위치 라이브러리:/intucell/scripts

3단계. elastic1에 putty/명령줄을 엽니다.

4단계. 명령 실행:cd /intucell/scripts.

5단계. 명령 실행: python sc_eid_registration_prod.py csvfile.csv

python sc_eid_registration_prod_py

import re

import subprocess

import sys

import csv

import datetime

import time

import os

def run(file_name):

    #import pdb;pdb.set_trace()

    print "Starting.............................."

    eids = readFromCSV(file_name)

    csvFilename="sc_eid_registration.csv"

    f = open('regEid.txt','w')

    for row in eids:

        header='Content-Type: application/xml'

        myURL="http://192.168.166.129:8083/pmg"

        #print "EID=%s"%eid

        myXml="<?xml version='1.0' encoding='UTF-8'?><Register

xmlns='http://www.cisco.com/ca/sse/PMGMessages-v2_0_0'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xsi:schemaLocation='http://www.cisco.com/ca/sse/PMGMessages-v2_0_0 pmg-messages-

v2_0_0.xsd'><TxnID>Register-TxnID-

0</TxnID><EID>%s</EID><Activated>true</Activated><GroupMemberships><Group><Name>Israel</Name><Ty

pe>Area</Type></Group><Group><Name>%s</Name><Type>RFProfile</Type></Group></GroupMemberships></R

egister>"%(row['eid'],row['profile'])

        cmd='curl -X POST %s -vv -u "pmguser:pmguser" --digest -H "%s" -d

"%s"'%(myURL,header,myXml)



        cmd_ = subprocess.Popen(cmd, shell=True, stdout=subprocess.PIPE)

        ok=False

        for line in cmd_.stdout:

            x = line.find("Success")

            if x!=-1:

                f.write("%s --- Register OK\n"%row['eid'])

                ok=True

                break

        if not ok:

            f.write("%s --- Register Fail\n"%row['eid'])

    f.close() # you

def readFromCSV(csvFilename):

    eid_list=[]

    with open(csvFilename, "U") as f:

        reader = csv.DictReader(f)

        for line in reader:

            try:

                eid=str(line["EID"]).strip()

                profile=str(line["RFProfile_New"]).strip()

                if len(eid)>0 and len(profile)>0:

                    eid_list.append({'eid':eid,'profile':profile})

            except Exception as e:

                print "readFromCSV Error: %s"%e

                f.close()

                sys.exit()

        f.close()

        return eid_list

if __name__ == '__main__':

   try:

        usage="usage: python sc_eid_registration_prod.py <file name>"

        l=len(sys.argv)

        if l==2:

            run(sys.argv[1])

        else:

            print usage

   except Exception as e:

        print "ERROR:%"%e

        print usage

   finally:

        sys.exit()

스크립트가 완료되면 보고서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보고서 예:

 regEid.txt 

001B67-352639055637721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7242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7218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7036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6947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6897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6830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6780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6764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6228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6137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5741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5295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5220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4959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33985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80304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80221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80130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80056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79785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79611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79546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79405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71162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70214 --- Register OK

001B67-352639055469539 --- Register OK

001B67-352639053871033 --- Register OK

001B67-352639053870704 --- Register OK

001B67-352639053863915 --- Register OK

001B67-352639053592746 --- Register OK

001B67-352639055781081 --- Register OK

001B67-352639055781073 --- Register OK

001B67-352639055781065 --- Register OK

001B67-352639055780877 --- Register OK

001B67-352639055780869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51912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51839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51789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51706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51672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51664 --- Register OK

001B67-352639055651656 --- Register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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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