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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이전 CUCM 버전에서 CUCM 버전 10.x로 업그레이드한 후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라이센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CUCM 버전 10.x●

LCU(License Count Utility) 툴●

Prime License Manager(PLM)●



배경 정보

이전 버전의 CUCM에서 CUCM 버전 10.x로 마이그레이션한 후에는 CUCM 버전 10.x에 대한 라이
센스가 PLM에서 관리되므로 라이센스를 별도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CUCM은 버전 10.x로 업그레이드되며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이전 버전의 CUCM은 다른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며 새 버전(10.x)은 이전 버전에서 내보낸 데이
터를 사용하여 새로 설치합니다.

●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CUCM 버전 9.x 이전 버전은 VM(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며 CUCM 버전
10.x로 업그레이드됩니다.이 경우 마이그레이션 후 제품 인스턴스에는 라이센스 세부 정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PLM의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통해 해당하는 라
이센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또한 마이그레이션 보고서를 사용하여 라이센스 팀에서 새 라이센스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마이그레이션된 CUCM 인스턴스에 라이센스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MCS(Media Convergence Server)에서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로 마이그레이션하
는 것입니다.이 시나리오에서는 이전 CUCM 버전이 다른 서버(예: MCS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동
일한 CUCM 버전이 UCS의 VM에 설치되고, 수행된 백업이 VM에서 복원되고, CUCM 버전 10.x로
업그레이드됩니다.이 경우 업그레이드된 CUCM에는 이전 서버의 라이센스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
니다. 이는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CUCM 버전 10.x의 신규 설치와 유사합니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전 버전의 CUCM이 다른 하드웨어에서 실행되고 새 버전(10.x)이 이전 버전(두 번
째 시나리오 마이그레이션)에서 내보낸 데이터로 새로 설치되는 경우 라이센스를 마이그레이션하
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전 CUCM 버전에서 라이센스 세부사항 가져오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CUCM 버전에서 라이센스 세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라이센스
세부 정보를 수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Download Softwar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최신 버전의 LCU 툴(LCUZIP-Ver9.1.2.zip)을 다운로드합니다.2.

이전 CUCM 클러스터에서 라이센스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업그레이드 전에 툴을 실행합니다.3.

참고:이 라이센스 정보는 나중에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됩니다.

PLM에서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요청 생성

업그레이드 후에는 PLM에서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 요청을 생성해야 합니다.요청을 생성하려면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lease.html?mdfid=285963825&flowid=50402&softwareid=282204704&release=COP-Files&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lease.html?mdfid=285963825&flowid=50402&softwareid=282204704&release=COP-Files&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CUCM Version 10.x 관리 페이지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PLM에 로그인하고 Licenses 드롭다
운 메뉴에서 Fulfillment를 선택합니다.

1.

Other Fulfillment Options(기타 이행 옵션) 드롭다운 메뉴에서 Migrate licenses(라이센스 마이
그레이션)를 선택합니다.

2.

Product Type(제품 유형)에 Unified CM을 선택하고 New License Version(새 라이센스 버전
)에 10.X를 선택한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현재 업그레이드된 CUCM 인스턴스(10.x)를 보려면 Show additional Unified CM product
instance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버전 9.x 이전 CUCM 버전에서 버전 10.X(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로 동일한 상
자에 있는 VM을 업그레이드한 경우 유효한 라이센스가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한 제품 인스턴
스 목록에서 이전 CUCM 버전이 표시됩니다.그런 다음 이전 CUCM 버전을 선택하고 마이그
레이션할 제품 인스턴스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인스턴스가 Available Product Instances(사용 가능한 제품 인스턴스) 목록에 표시되면 해
당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그레이션할 제품 인스턴스 목록으로 이동합
니다.완료되면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면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6.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의 Public Space Phones(공용 공간 전화) 필드에 값을 입력합
니다.공용 공간 전화기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0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필수 필드).

이 페이지에서는 이전 CUCM 버전의 현재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옵션
이 있습니다.

옵션 1:이미 LCU 보고서를 생성하고 라이센싱 팀과 함께 서비스 요청(SR)을 연 경우 LCU 보
고서가 연결된 SR 번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옵션 2:Early CUCM Version(이전 CUCM 버전) 섹션에서 Obtain License Details(라이센스 세
부사항 가져오기)에서 생성한 LCU 보고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옵션 3:이 옵션은 라이센스가 MCS 구축의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에 바인딩되거나
VM 구축의 라이센스 MAC에 바인딩되는 버전 9.x 이전 버전의 CUCM에만 적용됩니다

7.



.DLU(Device License Unit)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라이센스가 바인딩되는 이후 CUCM 버전
의 MAC 주소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업그레이드 구매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유효한 계약을 사용하
는 경우 계약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다른 방법으로, 구매 판매 주문 번호를 제공하고 Cisco
Connection Online(CCO) ID를 제공합니다.필요한 경우 설명과 함께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한
다음 Finish & Generate Request(완료 및 요청 생성)를 클릭합니다.

8.

새 라이센스 파일 가져오기 및 설치

라이센스 팀에서 새 라이센스 파일을 가져와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라이센스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된 License Migration Request(zip 파
일)를 다운로드하고 라이센스 팀에 보내 새 라이센스 파일(.bin 파일)을 가져옵니다.

1.

라이센싱 팀이 새 라이센스 파일을 전송하면 Other Fulfillment Options 드롭다운 메뉴에서
Fulfill Licenses from File...을 선택합니다.

2.



PLM에 새 라이센스를 설치하기 위해 Install License File 팝업 창이 나타나면 새 라이센스 파
일(.bin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라이센스가 설치된 후 Product Instances(제품 인스턴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Synchronize
Now(지금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4.



   

다음을 확인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Licenses(라이센스) > Usage(사용)로 이동합니다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면 모든 라이센스 유형의 상태가 In Compliance(규정 준수 중)로 나타납니
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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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Cisco Prime License Manager 사용 설명서, 릴리스 10.5(1)●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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