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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TelePresence Server(TS)를 4.3(1.13)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업그레
이드 절차 및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Virtual Machine 4.2 이하의 TelePresence Server●

배경 정보 

버전 4.3에 도입된 플랫폼 운영 체제 변경으로 인해 OR에서 4.3 이상에서 4.2 및 이전 버전으로 직
접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4.3을 업그레이드하려면 가상 머신의 Cisco TelePresence Server를 .ova 파일을 사용하여 다시 구
축해야 합니다.업그레이드 재구축 툴을 사용하면 일련 번호가 보존되므로 모든 키(활성화, 암호화,
화면 라이센스)가 새 구축으로 전달됩니다.

가상 머신에 4.3 Cisco TelePresence Server를 구축한 후에는 4.2 이하로 다운그레이드할 수 없습
니다.가상 머신 VM에 이전 4.2 Cisco TelePresence Server를 유지한 경우 언제든지 전원을 켜고(가



상 머신 VM에서 4.3 Cisco TelePresence Server의 전원을 끈 것으로 가정)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주의:업그레이드 재구축 툴을 사용하지 않고 재구축하는 경우 새 활성화 및 라이센스 키를 가
져와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작업

태스크 1.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2. vts-replicate-n.n.tar.gz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태스크 3. 필요에 따라 구성 및/또는 배치 파일을 준비합니다.

작업 4. redeploy_vts 명령을 실행합니다.

작업 5. 가상 머신의 새 Cisco TelePresence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작업 1. 업그레이드 사전 요구 사항

파이선●

VMware OVF 툴●

가상 머신 OVA의 Cisco TelePresence 서버●

재배포 도구 python 패키지 업그레이드(.tar.gz 파일)●

컨피그레이션 백업●

Python 설치 단계

재배포 도구는 python 패키지(.tar.gz 파일)로 배포되며 pip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https://www.python.org/downloads/으로 이동합니다.필요한 버전은 버전 2.7.9 이상, 버전 3 미만이
어야 합니다.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Python 2.7.11을 선택합니다.

컴퓨터 창을 기반으로 32비트 또는 64비트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https://www.python.org/downloads/.


설치 프로그램 실행

경로에 Python.exe 추가 선택



설치 완료



Python 2 >=2.7.9 또는 Python 3 >=3.4를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한 경우 pip가 이미 설치됨

VMware OVF 툴 설치 단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 위치로 이동합니다.https://www.vmware.com/support/developer/ovf/필요
한 버전은 버전 4.1.0 이상이어야 합니다.

https://www.vmware.com/support/developer/ovf/.


다운로드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면 VMware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무료 등록).

운영 체제에 따라 OVF 툴 다운로드

VMware OVF 툴 설치





가상 머신 OVA에서 Cisco TelePresence Server 다운로드

다음에서 OVA를 다운로드합니다
.http://www.cisco.com/c/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server-onvirtual-

machine/model.html#~탭 다운로드

필요한 버전은 버전 4.3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재구축 툴과 함께 사용되므로 툴이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만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참고:이 툴은 Linux, Windows 및 Mac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재배포 도구 python 패키지 업그레이드(.tar.gz 파일)

다운로드 위치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lease.html?mdfid=284962668&flowid=50304&softwareid=2
80886 992&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컨피그레이션 백업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server-onvirtua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lease.html?mdfid=284962668&flowid=50304&softwareid=280886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release.html?mdfid=284962668&flowid=50304&softwareid=280886


웹 브라우저에서 디바이스의 웹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2.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Upgrade(업그레이드)로 이동합니다.3.
백업 및 복원 섹션에서 백업 파일 저장을 클릭합니다.4.
결과 configuration.xml 파일을 보안 위치에 복사합니다.5.

작업 2. vts-redeploy- 설치n.tar.gz 패키지.

Pip install 명령을 실행하여 vTS-redeploy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pip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Windows 실행 시:

C:\Python27\Scripts> python -m pip install -U pip

설치가 완료되면 이 이미지와 같이 성공적으로 설치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ip list 명령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3. 구성 파일 준비



다음 세부 정보가 포함된 노트 패드를 준비합니다.이를 configuration.txt로 저장하고
C:\Python27\Scripts folder에 저장합니다.

—ova-path=OVA 파일의 위치

—vsphere-host=VM이 있는 독립형 ESXi 호스트 또는 vCenter 서버의 IP 주소

—vSphere 서버에 연결할 때 사용할 vsphere-user=사용자 이름

—vsphere-pwd=vSphere 사용자의 비밀번호(입력하지 않은 경우 프롬프트가 표시됨)

—vm-name-old=기존 가상 TS의 이름

—vm-name-new=새 가상 TS의 이름

—vts-host=기존 가상 TS의 IP 주소

—vts-user=가상 TS 사용자 이름

—vts-pwd=가상 TS 비밀번호

작업 4. redeploy_vts 명령 실행

restriction_vts.exe @configuration.txt



스크립트는 기존 VM을 백업합니다.●

기존 VM 전원 끄기●

새 VM 생성●

기존 VM에서 새 VM으로 컨피그레이션 복사●





작업 5. 가상 머신의 새 Cisco TelePresence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스크립트가 작업을 완료했으면 가상 머신의 새 Cisco TelePresence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
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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