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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G는 "Rolling Updates"라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수정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표합
니다.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은 이전보다 빠르게 버그 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링 업데이
트는 중요한 소프트웨어 결함 또는 자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픽스의 작은 배치로 구
성됩니다.  3주마다 제공되며, 유지 보수 릴리스 게시 사이에 제공되는 최신 유지 보수 릴리스에 대
한 업데이트입니다.  유지 보수 릴리스는 다음과 같이 Prime Infrastructure 릴리스 버전 번호의 세
번째 위치에 의해 알려집니다.2.2.x

첫 번째 롤링 업데이트는 Prime Infrastructure 2.2.2(유지 보수 릴리스)용 업데이트이며 파일 이름
pi222_Update_03-4.ubf로 제공됩니다.  이 롤링 업데이트는 예정된 2.2.3 릴리스(별도의 유지 보수
릴리스)와 혼동하지 않도록 다음 유지 관리 릴리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수정 사항을 제공하
며 특정 결함에 대한 개별 포인트 패치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과거에 필요한 포인트 패치가 있었
던 결함은 향후 롤링 업데이트에 포함되기 위한 좋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게시된 유지 보수 릴리스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i222_Update_03-
4.ubf는 2.2 또는 2.2.1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2.2.2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Prime Infrastructure 2.2.2의 다음 롤링 업데이트는 Update_04-x입니다.  누적되는 Update_04에는
Update_03-4의 수정 사항이 포함되며 이전 업데이트를 통해 백트랙으로 다시 추적하여 이러한 수
정 사항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롤링 업데이트의 가용성은 Prime Infrastructure GUI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빨간색 라운드
"Software Update is Available" 배지로 표시됩니다.Prime Infrastructure의 Software Update(소프트
웨어 업데이트) 페이지 및 Cisco.com에서 Critical Fixes(중요 수정) 섹션에도 롤링 업데이트가 표시
됩니다.  롤링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isco.com의 Prime Infrastructure Software
Download(Prime Infrastructure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Prime Infrastructure
Patches(Prime Infrastructure Patches)를 선택한 다음 파일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려 롤링 업데이트
의 Read-me 파일에 대한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롤링 업데이트는 특정 유지 보수 릴리스에 사용됩
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작성된 특정 유지 보수 릴리스와 다른 유지 보수 릴리스에 설치할 수 없습니
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lease.html?mdfid=286236028&flowid=72882&softwareid=284272933&release=2.2.2&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lease.html?mdfid=286236028&flowid=72882&softwareid=284272933&release=2.2.2&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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