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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2.x를 실행하는 Cisco Meeting Server(CMS)를 Cisco Meeting Server 버전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고자: Andrea Sancho,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MS 일반 컨피그레이션●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 SFTP 클라이언트●

(Secure Shell) SSH 클라이언트●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MS 서버 2.x●

CMS 3.0 버전 OVA●

CMS의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SSH 클라이언트●

새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업로드할 SFTP 클라이언트●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

1단계. Cisco 다운로드에서 CMS 버전 3.0 OVA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

1.

다음 경로를 따라 CMS 소프트웨어 저장소로 이동합니다.Downloads Home(홈
)>Conferencing Video(회의 비디오)> Conferencing Multiparty(회의 다자간)> Conferencing
Meeting Server(회의 회의 서버)>Meeting Server 1000을 다운로드합니다.

2.

Cisco_Meeting_Server_3_0_vm-upgrade.zip을 찾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합니다. 3.

2단계.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업그레이드 이미지의 이름을 바꿉니다.

파일의 압축을 풀고 "upgrade.img"로 이름을 바꿉니다. 다음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1.

3단계.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CMS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Filezilla의 연결 설정 예를 볼 수 있는 기본 설정의 SFTP 클라이언트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


Cisco Meeting Server에 설정된 세션이 있으면 upgrade.img 파일을 CMS 서버에 업로드합니
다.

2.



4단계. 백업을 수행하고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기본 설정의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아래 명령을 실행하여 현재 실행 중인 버전을 확인합니다.2.

cmscore.cmspod01.mxc.lab> version

2.9.3

백업을 준비하고 다운로드합니다.3.

cmscore.cmspod01.mxc.lab> backup snapshot sep_2020

sep_2020.bak ready for download

cmscore.cmspod01.mxc.lab>

SF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안전한 곳에 저장합니다.4.
아래 명령을 실행하여 Cisco Meeting Server에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도록 지시합니다.5.

참고:명령이 실행된 후 CMS가 업그레이드되고 자체적으로 리부팅되며 이 노드의 모든 활성
통화가 삭제되며, 계속하려면 활성 통화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cmscore.cmspod01.mxc.lab> upgrade

낮은 출력이 필요합니다.6.

Upgrade image 3.0 is valid



Initiating a backup, please wait...

2_9_3.bak created

Rebooting...

Waiting for server to stop...

Upgrading from image /volatile/upgrade.img

Mounting /boot read/write

Mounting /persist read/write

Installing new images

Upgrade successful

5단계. CMS 서버를 재부팅합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CMS는 재부팅을 수행합니다.1.

다음을 확인합니다.

새 버전을 확증하려면 CMS 서버가 백업 및 실행되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cmscore.cmspod01.mxc.lab> version

3.0

cmscore.cmspod01.mxc.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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