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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06년에 영연방 게임이 멜버른에 올 것이다.호주의 많은 주에서 일광 절약 시간제가 변경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일광 절약 시간이 네트워크 관리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호주에서는 일광 절약 시간의 종료가 3월 마지막 주에서 4월 첫 주로 옮겨졌다.이 변화의 의미는
2006년 3월 26일 일요일 오전 3시에 끝나는 대신, 일광 절약 시간이 2006년 4월 2일 일요일 오전
3시에 끝난다는 것입니다.이 변경 사항은 2006년도에만 적용됩니다.일광 절약 시간의 변화는 호주
의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호주 수도 구역(ACT)●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Network Analysis Module 3.4(NAM)●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 Solution Engine 3.2 및 4.0(ACS)●

Configuration Engine 1.5(CE)●

BSM(Broadband Services Manager)●

NFC(Netflow Collection Engine)●

CiscoWorks LMS(LAN 관리 솔루션)●

CiscoWorks Voice Manager(CWVM)●

Cisco WAN Manager(CWM)●

Cisco Transport Manager(C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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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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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주요 OS 벤더 중 상당수는 일광 절약 시간의 변화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패치를 출시
했습니다.Cisco에서는 이러한 패치로 OS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합니다.이 표에서는 몇 가
지 OS 패치 관련 링크를 제공합니다.

공
급
업
체

버전 패치를 다운로드할 URL

레
드
모
자

Red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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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
및 4

http://kbase.redhat.com/faq/docs/DOC-2695

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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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2.6
~
2.10

http://sunsolve.sun.com/search/document.do
?assetkey=urn:cds:docid:1-21-116545-01-1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kbase.redhat.com/faq/docs/DOC-2695
http://www.sun.com/
http://www.sun.com/


Mic
ros
oft

Win
dow
s
Serv
er
200
0 및
200
3

http://www.microsoft.com/australia/timezone/2
005.aspx

일광 절약 시간의 변화는 시스템 시간 리소스를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영향
을 미칩니다.따라서 Cisco에서는 이 이벤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이러한 OS 패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Components Used(사용된 구성 요소) 섹션의 모든 네트워크 관리 제품은 시스템 시간을 조정하여
현지 시간의 변경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시스템 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2006년 3월
26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올바른 시간보다 1시간 앞서 실행됩니다.여기에는 로그 파일의 잘못
된 타임스탬프, 보고서 및 표시 기능, 클라이언트-서버 동기화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솔루션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리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섹션을 사용합니다.

Network Analysis Module 3.4(NAM)

다음 위치에서 NAM 버전 3.4용 패치 3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NAM for Cat 6500(PROD)코드:WS-SVC-NAMx)(등록된 고객만 해당)●

소프트웨어 다운로드:Cisco 2600/3660/3700 Series NAM(등록된 고객만 해당)●

3.4 이전 버전의 NAM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NAM 3.4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이 패치를 적용해야 합
니다.

Cisco Secure Access Control Server Solution Engine 3.2 및 4.0(ACS)

ACS는 Windows 2000 Server를 기반으로 합니다.Microsoft에서 제공하는 패치는 적용할 수 없습니
다.그러나 어플라이언스의 시간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ACS SE 어플라이언스에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시간을 수동으로 변경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시간 및 날짜 수동 설정을 참조하십
시오.

Configuration Engine 1.5(CE)

CE용 제품 관련 패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동으로 또는 NTP 서버를 통
해 제품의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BSM(Broadband Services Manager)

http://support.microsoft.com/kb/909915
http://support.microsoft.com/kb/909915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ws-svc-nam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ws-svc-nam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ws-svc-nam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ws-svc-nam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nm-nam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nm-nam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products/sw/secursw/ps5338/products_installation_guide_chapter09186a0080203004.html#wp1053967


기본 OS에 관련 패치를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Bug ID CSCsd11211(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참조하십시오.

NFC(Netflow Collection Engine)

Cisco는 NFC 버전 5.0 이상용 패치를 개발했습니다.Cisco CNS NetFlow Collection Engine(등록된
고객만)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패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NFC 버전 4.0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패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든 버전의
NFC에서는 기본 OS에 관련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CiscoWorks LMS(LAN 관리 솔루션)

일광 절약 시간이 변경되어 CiscoWorks에서 예약된 특정 작업이 영향을 받는 일 동안 1시간 지연되
어 실행됩니다.직무 집행 지연은 3월 26일 오전 3시부터 2006년 4월 2일 오전 3시로 끝납니다.또한 이
기간 동안 로그 및 보고서의 타임스탬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원하는 실행 시간보다 1시간 앞서 실행되도록 작업을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그러
나 로그 및 보고서의 타임스탬프는 계속해서 부정확합니다.2006년 4월 2일 오전 3시 이후에 원래
작업 일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PSU 장치 다운로드●

DCR 가져오기/내보내기●

JOBCLI를 통한 샘플 작업●

CiscoWorks Voice Manager(CWVM)

일광 절약 시간이 변경되어 CiscoWorks에서 예약된 특정 작업이 영향을 받는 일 동안 1시간 지연되
어 실행됩니다.직무 집행 지연은 3월 26일 오전 3시부터 2006년 4월 2일 오전 3시로 끝납니다.또한 이
기간 동안 로그 및 보고서의 타임스탬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원하는 실행 시간보다 1시간 앞서 실행되도록 작업을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그러
나 로그 및 보고서의 타임스탬프는 계속해서 부정확합니다.2006년 4월 2일 오전 3시 이후에 원래
작업 일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번호 할당●

다이얼 플랜 동기화●

Cisco WAN Manager(CWM)

이전 버전의 CWM을 사용하는 경우 버전 15.0.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합니다.또한 기
본 OS에 관련된 모든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Cisco Transport Manager(CTM)

Cisco Bug ID CSCsd33485(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cgi-bin/Support/Bugtool/onebug.pl?bugid=CSCsd11211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nfcollector-3des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cgi-bin/Support/Bugtool/onebug.pl?bugid=CSCsd33485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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