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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12월 9일부터 새로운 시간대, GMT-4:30을 발표할 예정이다.베네수엘라
의 영향을 받는 표준 시간대는 남아메리카 서부 표준시(GMT-4)이며, 카라카스/라파즈라고도 합니
다(볼리비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 베네수엘라 볼리배리안 공화국에서 사용하게 될 새로운 표준
시간대는 GMT-4:30이다.

이 문서에서는 현재 새 표준 시간대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새 표준 시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 결함이 나열됩니다.이 문서에 나열된 명령은 새 표준
시간대가 적용되는 시점이나 그 시점에 실행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 나열된 제품은 베네수엘라 볼리배리안 공화국의 Cisco 어카운트 팀 구성원이 우선 순위
를 높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제품 요약 표와 영향 받는 제품이라는 섹션이 새 표준 시간
대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의 포괄적인 목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Cisco Systems에서 개발하지 않은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제품은 운영 체제 공급업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공급업체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Cisco 제품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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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요약 테이블

이 섹션의 표에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운영 체제 기본값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생성된
Cisco 개선 ID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범주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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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킹 서비스●

CatOS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및 모듈●

IOS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리●

보안 및 VPN●

스토리지 네트워킹●

범용 게이트웨이 및 액세스 서버●

비디오, 케이블 및 콘텐츠 전달●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무선●

각 개선 사항 및 통합 버전을 보려면 해당 Cisco 추적 ID를 클릭하거나 버그 툴(등록된 고객만 해당
)을 사용합니다. 이 정보를 보려면 Cisco.com에 등록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킹 서비스

이 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킹 서비스

제품 결
함 참고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글로벌 사이트
선택기

해
당
없
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clock user-
timezone timezone 이름
hour_offset minute_offset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모듈

해
당
없
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시계 시간대
{zone_name {+ | -} 시간}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XML 게이트웨이

해
당
없
음

이 장치는 UTC(Universal
Coordinated Time)만 사용하도록
하드코딩됩니다.

CSM(Content
Switching
Module)

해
당
없
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DCOS(Data
Center
Operation
System)

해
당
없
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DCOS(Data Center Operation
System)를 참조하십시오.

CatOS

이 표에서는 CatOS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atOS 소프트웨어

제품 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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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Catalyst 6500 Series
IDSM-2(Intrusion
Detection System)
Services Module

해
당
없
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설
정

Catalyst 6K

해
당
없
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
션에서 Catalyst 6K를 참조
하십시오.

Catalyst OS

해
당
없
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set
timezone [zona] [horas
[minutos]

인터페이스 및 모듈

이 표에서는 인터페이스 및 모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 및 모듈

제품 결
함 참고

CIP(Channel
Interface
Processor)

지
원
종
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이 제품이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P(CHANNEL INTERFACE
PROCESSOR)에 대한 EOS/EOL 발표
를 참조하십시오.

채널 포트 어
댑터

판
매
종
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이 제품이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7200
Series High-Performance Channel
Port Adapter 및 PA-1C-E 및 PA-1C-P
Channel Port Adapters End of Sale
Announcement Update에 대한
EoS/EoL 발표를 참조하십시오.

Communicati
ons Media
Module(Catal
yst 6500 및
Cisco 7600용
)

해
당
없
음

CatOS의 경우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
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set
timezone [zona] [horas [minutos]
IOS의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여 이 제
품을 업데이트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참고: CMM이 설치된 섀시를 구성합니
다.

FireWall
Service
Module(FWS
M)(Catalyst
6500 및 Cisco

해
당
없
음

CatOS의 경우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
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set
timezone [zona] [horas [minutos]
IOS의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제품을 업데이트하십시오.clock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modules/ps2643/prod_end-of-life_notice0900aecd8052f5e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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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용)
timezone zone hours [minutes]
참고: CMM이 설치된 섀시를 구성합니
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 표에서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OS 소프트웨어

제품 결
함 참고

10008 Series
라우터

해
당
없
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10008 Series 라우터를 참조하십시
오.

Cisco IOS—라
우터 및
Catalyst 스위
치

해
당
없
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Cisco IOS XR

해
당
없
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 | -}시간 [분]

SCP(Secure
Copy Protocol)

해
당
없
음

변경할 필요 없음;이 기능을 사용하
면 구성 가능한 표준 시간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이 표에서는 네트워크 관리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제품 결함 참고
액세스
제어 서
버 솔루
션 엔진

CSCsl
26045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Access Control Server Solution
Engine을 참조하십시오.

대역폭
품질 관
리자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대
역폭 품질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라이센
스 관리
자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라이센
스 관리자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
크 분석
모듈
(NAM)

CSCs
k8601
8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NAM(Network Analysis Module)을 참조
하십시오.

전송 관 해당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l2604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l2604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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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없음 Transport Manager를 참조하십시오.

범용 게
이트웨
이 통화
분석기

판매
종료

이 제품이 새 표준 시간대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Sun Microsystems의 Solaris 8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그러나 Solaris
8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UGM(U
niversal
Gatewa
y
Manage
r)

소프트
웨어
유지
보수
종료

이 제품이 새 표준 시간대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Sun Microsystems의 Solaris 8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그러나 Solaris
8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WAN 관
리자
(CWM)

CSCsl
78832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션에서
WAN Manager(CWM)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및 VPN

이 표에서는 보안 및 vpn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안 및 VPN
제품 결함 참고
ASA
CSC(Co
ntent
Security
and
Control)
Security
Services
Module

해당 없음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션에
서 ASA CSC(Content Security and
Control) Security Services
Module을 참조하십시오.

ASA 방
화벽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ASA
Salus 해당 없음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션에

서 ASA Salus를 참조하십시오.
CiscoW
orks
SIMS(S
ecurity
Informati
on
Manage
ment
Solution)

해당 없음 이 제품은 구성 가능한 표준 시간대
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IPS
4200
Series
센서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령을 사용합니다.표준 시간대 설정

PIX 방화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l7883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l78832


벽 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MARS(S
ecurity
Monitori
ng,
Analysis
and
Respons
e
System)

해당 없음

이 제품은 구성 가능한 표준 시간대
를 허용하지 않습니다.IronPort의 경
우 업데이트된 기능은 릴리스
5.1.2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
MARS의 경우 업데이트된 기능은 릴
리스 6.0(2008년 중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VPN
3000
Series
Concent
rator

VPN
3000
Series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에 대한
단종 및
판매 종료
알림

VPN 3000 Series Concentrator는 소
프트웨어 버전 4.7.2.O 이상에서 새
표준 시간대를 지원합니다.자세한
내용은 VPN3000-4.7.2.O-
readme.txt(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Cisco VPN 3000 Concentrator 소프
트웨어 다운로드 웹 페이지에서 참
조하십시오.

VPN
3002 하
드웨어
클라이
언트
(Easy
VPN)

VPN
3000
Series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에 대한
단종 및
판매 종료
알림

VPN 3002 하드웨어 클라이언트는
소프트웨어 버전 4.7.2.O 이상에서
새 표준 시간대를 지원합니다.자세
한 내용은 VPN3000-4.7.2.O-
readme.txt(등록된 고객만 해당)를
Cisco VPN 3000 Concentrator 소프
트웨어 다운로드 웹 페이지에서 참
조하십시오.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 표에서는 스토리지 네트워킹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킹
제품 결함 참고
MDS
9000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MDS 9000을 참조하십시오.

MDS 시리
즈 SanOS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을 받는 제품 섹션에서
MDS 시리즈 SanOS를 참조하십시오.

범용 게이트웨이 및 액세스 서버

이 표에서는 범용 게이트웨이 및 액세스 서버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용 게이트웨이 및 액세스 서버

제품 결
함 참고

AS5350XM 해 IOS clock set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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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Gateway
AS5400XM
Universal
Gateway
AS5850
Universal
Gateway

당
없
음

한 제품을 업데이트합니다.자세한 내
용은 Cisco IOS Configuration
Fundamentals and Network
Management Command Reference,
Release 12.3의 시계 세트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비디오, 케이블 및 콘텐츠 전달

이 표에서는 비디오, 케이블 및 콘텐츠 전달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디오, 케이블 및 콘텐츠 전달

제품 결
함 참고

IP
Videoconferencing(
IP/VC) 3500 Series

판
매
종
료

IP Videoconferencing 3500
Series는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
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NTP
서버에 동기화되어야 합니다.이러
한 디바이스는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

SCE1000 및
SCE2000 Series
Service Control
Engine with Cisco
SOS(Service
Control Operating
System)

해
당
없
음

JR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
서 SCE1000 & SCE2000 Series
Service Control Engine with
Cisco SOS(Service Control
Operating System)를 참조하십시
오.

CSA(Security
Agent)

해
당
없
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
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
에서 CSA(Security Agent)를 참조
하십시오.

광대역 서비스 제어
애플리케이션(SCA
BB)

해
당
없
음

JR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
션에서 SCA BB(Service Control
Application for Broadband)를 참
조하십시오.

CM(Service
Control Collection
Manager)
SM(Service
Control Subscriber
Manager)

해
당
없
음

JR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
서 CM(Service Control Collection
Manager) 및 SM(Service Control
Subscriber Manager)을 참조하십
시오.

Unified Video
Advantage(Cisco
VT Advantage)

해
당
없
음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션
에서 Unified Video
Advantage(Cisco VT
Advantage)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비디오 컨퍼런
싱 시리즈

해
당

이 문서의 영향을 받는 제품 섹션
에서 Unified Video Conferencing

//www.cisco.com/en/US/docs/ios/12_3/configfun/command/reference/fun_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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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Series를 참조하십시오.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이 표에서는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결함 참고

Agent
Desktop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Agent
Desktop을 참조하십시오.

BTS 10200 CSCsk700
58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CSCsk70058:POP 선택
에 베네수엘라 표준 시간
대 추가

●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BTS 10200

●

CER(Emerge
ncy
Responder)

해당 없음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션에서 Emergency
Responder(CER)를 참조하십
시오.

IAD2400
Series 통합
액세스 디바
이스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
음 명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IAD2400
Series 라우터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
음 명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ICS 7700
Series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소프트웨
어 유지 보
수 종료

이 제품은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ICS(Integrated
Communications System)
7750의 End-of-Sale을 참조하
십시오.

ICS 7750
소프트웨
어 유지 보
수 종료

이 제품은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ICS(Integrated
Communications System)
7750의 End-of-Sale을 참조하
십시오.

IP
Communicato
r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
션에서 IP Communicator를
참조하십시오.

IP 상호 운용
성 및 협업 소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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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IPICS)

제품 섹션에서 IP 상호 운용성
및 협업 소프트웨어(IPICS)를
참조하십시오.

IP 소프트폰 지원 종료

이 제품은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을 참조하십시오.

Cisco IP SoftPhone의
End-of-Sale 및 End-of-
Life 공지

●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IP SoftPhone

●

MGC(Media
Gateway
Controller) 노
드 관리자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
션에서 MGC(Media Gateway
Controller) 노드 관리자를 참
조하십시오.

개인 보조자
소프트웨
어 유지 보
수 종료

이 제품은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Personal Assistant의
End-of-Sale 및 End-of-Life 공
지를 참조하십시오.

Unified
Communicati
ons 500 시리
즈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
음 명령을 사용합니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Unified
Communicati
ons
Manager(Call
manager)

CSCsk297
02
CSCsk814
33
CSCsk850
73
CSCsk850
86
CSCsk851
4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CSCsk29702: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Communications
Manager 업데이트

●

CSCsk81433: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MCS
OS 업데이트

●

CSCsk85073: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Communications
Manager JRE 업데이트

●

CSCsk85086:Communic
ations Manager RTMT 업
데이트가 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함

●

CSCsk85145: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Cisco
Unified OS 업데이트

●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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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
ons
Manager(Call
Manager) 버
전 3.2

소프트웨
어 유지 보
수 종료

이 제품은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CallManager 3.2의
End-of-Sale 공지를 참조하십
시오.

Unified
Communicati
ons Manager
Attendant
Console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
션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ttendant Console을 참조하
십시오.

Unified
Communicati
ons Manager
Express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을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를 참조하십시오.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IP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IP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을 참조하십
시오.

Unified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IP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IP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을 참조하십시
오.

Unified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IP
Contact
Center
Enterprise
Edition)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IP Contact
Center Enterprise Edition)을
참조하십시오.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을 참조하십시오.

Unified
Intelligent
Contact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Unified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voicesw/ps6788/vcallcon/ps556/prod_end-of-life_notice0900aecd802e9b4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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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Hosted
Edition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Hosted
Edition을 참조하십시오.

Unified IP
Phone

CSCsk833
8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CSCsk83382: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TNP
전화 업데이트

●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Unified IP Phone

●

참고: CUCM 및 Cisco
Windows OS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Unified
MeetingPlace

CSCsk752
0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CSCsk75200:"브라질 및
베네수엘라 DST 변경사
항에 대한 시간대 업데이
트(Cisco Unified
MeetingPlace Server)

●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 있는 Unified
MeetingPlace

●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을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MeetingPlace Express를 참
조하십시오.

Unified
Operations
Manager(UO
M)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Operations Manager(UOM)를
참조하십시오.

Unified
Personal
Communicato
r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
션에서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참조하십시
오.

Unified
Presence

CSCsk997
11
CSCsk997
25
CSCsk997
35
CSCsk997
42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
션에서 Unified Presence를
참조하십시오.

CUPM(Unifie
d
Provisioning
Manager)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CUPM(Unified
Provisioning Manager)을 참
조하십시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338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338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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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1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2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2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3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3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42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42


Unified
Service 통계
관리자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을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Service 통계 관리자를 참조
하십시오.

SRST(Unifi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해당 없음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
션에서 SRST(Unifi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를 참조하십시오.

유니티 CSCsk794
6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CSCsk79469:DST:베네
수엘라

●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통합

●

참고: Cisco Unity에는 Cisco,
Microsoft 및 Sun
Microsystems의 패치가 필요
합니다 .

Unity 3.1 지원 종료

이 제품은 EOS/EOL에 도달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Unity 3.1의 End-of-
Sale 및 End-of-Life 공지를 참
조하십시오.

Unity
Connection
1.X

CSCsk827
5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CSCsk82755:DST:베네
수엘라가 새로운 표준 시
간대 구현(GMT - 4.5시간
)

●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의 Unity Connection
1.X

●

참고: Windows 버전도 업데
이트해야 합니다.

Unity
Express(CUE
)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CUE(Unity
Express)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이 표에서는 무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선
제품 결함 참고
Aironet 1000 Series
Lightweight Access
Point(3.2.183.0 및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
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
다.config time timezone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9469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9469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9469
//www.cisco.com/
http://www.microsoft.com/en/us/default.aspx
http://www.sun.com/
http://www.sun.com/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2237/prod_eol_notice09186a008032d506.html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2237/prod_eol_notice09186a008032d506.html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ps2237/prod_eol_notice09186a008032d506.html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275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275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2755


4.0.199.0 이전 WLC
릴리스)

{enable | disable}
delta_hours [delta_mins]

Aironet 1000 Series
Lightweight 액세스 포
인트(WLC 릴리스
3.2.183.0 및 4.0.199.0
이상)

CSCs
f9992
4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
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
다.config time timezone
delta_hours [delta_mins]

Aironet 1130AG and
Aironet 1240 AG
Series Access Point

해당
없음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
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
다.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IP Transfer Point(SG
모드)

해당
없음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션에서 IP
Transfer Point(SG 모드
)를 참조하십시오.

영향을 받는 제품

10008 Series 라우터

변경할 필요 없음;Cisco IOS는 구성 가능한 표준 시간대 및 오프셋 컨피그레이션을 허용합니다.

액세스 제어 서버 솔루션 엔진

Access Control Server Solution Engine 버전 4.10은 새 표준 시간대를 지원합니다.

Agent Desktop

Cisco Agent Desktop(CAD) 애플리케이션에는 새 표준 시간대를 지원하려면 Sun과
Microsoft(KB938977 )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Aironet 1000 Series Lightweight 액세스 포인트

Aironet 1000 Series LDS(Lightweight Access Point)의 경우 릴리스 3.2에서 사용할 수 있는 config
time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은 있습니다.CSCsf99924 결함{enable |
disable} 매개 변수는 WLC 코드 3.2.183.0 및 4.0.199.0 릴리스에서 일광 절약 시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Daylight Saving Time 매개변수는 WLC 5의 이후 릴리스에서 도입됩니다.) WLC 소프
트웨어 릴리스에 따라 표준 시간대를 구성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fig time timezone {enable | disable} delta_hours [delta_mins]

(3.2.183.0 및 4.0.199.0 이전 WLC 릴리스) 베네수엘라용:config time timezone disable -4 30

config time timezone delta_hours [delta_mins]

(WLC 릴리스 3.2.183.0 및 4.0.199.0 이상) 베네수엘라 사용:config time timezone -4 30

참고: {enable|disable} 옵션은 위 릴리스에서 제거됩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f99924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f99924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f99924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en-us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f99924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3.2/command/reference/clic1.html

참고:  Wireless LAN Controller 명령 참조는 구성 시간 시간대 {enable만 다룹니다. | disable}
delta_hours [delta_mins] 명령 인스턴스

Aironet 1130 AG and Aironet 1240 AG Series Access Point

Aironet 1130AG Series 액세스 포인트 및 Aironet 1240 AG Series 액세스 포인트의 경우 clock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다.이 구문은 IOS - 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의 구문과 동일하며 Aironet
1130AG Series Access Point의 12.3(2)JA5부터 Aironet 1240 AG Series Access Point의 12.3(7)
JA로 시작하여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버전의 IO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관리 가 정의되고 구성된 표준 시간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시간은 GMT-0에 대한 시간 차이를
나타내고 분은 GMT-0에서 분 단위로 추가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새 표준 시간대의 경우 사용할 값
은 -4 30입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글로벌 사이트 선택기

Cisco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Global Site Selector의 경우, 이 기능은 버전 2.0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ck user-timezone 시간대 이름 hour_offset minute_offset

user-timezone 매개 변수는 사용자 정의입니다.베네수엘라 볼리배리안 공화국의 새 표준 시간대의
경우 명령 구문은 "clock user-timezone Ven -4 30"이 되며 새 표준 시간대가 적용되는 시점에 실행
됩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app_ntwk_services/
data_center_app_services/gss4400series/v2.0/command/reference/GlblCfg.html#wp1060259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모듈

Cisco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모듈의 경우 이 기능은 버전 3.0(0)A1(2)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 시간대 {zone_name {+ | -} 시간}

"zone_name" 매개변수는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베네수엘라 볼리배리안 공화국의 새 표준 시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3.2/command/reference/clic1.html
//www.cisco.com/en/US/docs/wireless/controller/3.2/command/reference/clic1.html
//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www.cisco.com/en/US/docs/app_ntwk_services/data_center_app_services/gss4400series/v2.0/command/reference/GlblCfg.html#wp1060259
//www.cisco.com/en/US/docs/app_ntwk_services/data_center_app_services/gss4400series/v2.0/command/reference/GlblCfg.html#wp1060259


간대의 경우 명령 구문은 "clock timezone Ven -4 30"이며 새 표준 시간대가 적용되는 시점에 실행
해야 합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configfun/command/reference/cfr_1g01.html#wp10334
94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XML 게이트웨이

ACE XML 게이트웨이에 시간대 구성이 없습니다.표준 시간대는 항상 GMT(Greenwich Mean
Time)로 설정되며 이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application/pdf/en/us/guest/products/
ps7314/c1067/ccmigration_09186a0080857d5f.pdf

ASA CSC(Content Security and Control) Security Services Module

변경할 필요 없음;이 제품은 ASA 섀시에서 시간대 정보를 수신합니다.

ASA 방화벽

Cisco ASA 방화벽의 경우 이 기능은 버전 7.0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이 명령의 구문은 IOS - 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security/asa/asa80/command/reference/c4.html#wp2090801

ASA Salus

변경할 필요 없음;이 제품은 ASA 섀시에서 시간대 정보를 수신합니다.

대역폭 품질 관리자

변경할 필요 없음;이 제품은 구성 가능한 표준 시간대를 지원합니다.

BTS 10200

Cisco BTS 10200의 경우 새 표준 시간대 변경을 추적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표준 시간대 추가"를
연 CSCsk70058 결함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결함을 확인합니다.

//www.cisco.com/en/US/docs/ios/12_3/configfun/command/reference/cfr_1g01.html#wp1033494
//www.cisco.com/en/US/docs/ios/12_3/configfun/command/reference/cfr_1g01.html#wp1033494
//www.cisco.com/application/pdf/en/us/guest/products/ps7314/c1067/ccmigration_09186a0080857d5f.pdf
//www.cisco.com/application/pdf/en/us/guest/products/ps7314/c1067/ccmigration_09186a0080857d5f.pdf
//www.cisco.com/en/US/docs/security/asa/asa80/command/reference/c4.html#wp209080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0058

Catalyst 6500 Series IDSM-2(Intrusion Detection System) Services Module

IDSM-2는 Catalyst 6500 또는 Cisco 7600에 설치되지만 자체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setup
명령은 이 모듈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준 시간대 설정

time-zone-settings 명령은 IDSM-2 시간대를 구성하고 GMT에서 몇 분 정도 오프셋하여 새 시간대
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이 명령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hw/vpndevc/ps4077/
products_configuration_guide_chapter09186a008075183e.html#wp1035946

Catalyst 6K

구성 가능한 표준 시간대를 허용합니다.고유한 표준 시간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atalyst OS

CatOS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Catalyst 6500 제품군의 경우, 5.5에서는 시간 및 분 차트로 시간대 변
경에 대한 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OS를 사용하는 Catalyst 5500 제품군의 경우 버전 4.5에
서 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set timezone [zona] [horas [minutos]]

이 명령의 구문은 IOS - 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catos/
8.x/command/reference/setsy_tr.html#wp1028393

CIP(Channel Interface Processor) 및 채널 포트 어댑터

이러한 디바이스는 IOS만 실행하는 라우터에 설치됩니다.이러한 구성 요소는 표준 시간대에서 구
성할 수 없습니다.Cisco 7000 Series 라우터 시간대를 구성하려면 clock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
다.

clock timezone zone 시간 [분]

관리 가 정의되고 구성된 표준 시간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시간은 GMT-0에 대한 시간 차이를
나타내고 분은 GMT-0에서 분 단위로 추가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새 표준 시간대의 경우 사용할 값
은 -4 30입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0058
//www.cisco.com/en/US/docs/security/ips/6.0/configuration/guide/cli/cliTasks.html#wp1035946
//www.cisco.com/en/US/docs/security/ips/6.0/configuration/guide/cli/cliTasks.html#wp1035946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catos/8.x/command/reference/setsy_tr.html#wp1028393
//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catos/8.x/command/reference/setsy_tr.html#wp1028393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Communications Media Module(Catalyst 6500 및 Cisco 7600용)

이 모듈은 시스템에 따라 CatOS 또는 IOS에 의해 제어됩니다.이 문서에서 IOS - 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 및 Catalyst OS에 대한 명령을 참조하십시오.CatOS 릴리스 7.3(1)과 IOS 12.2(13)ZC는 이
모듈을 지원합니다.

CSM(Content Switching Module)

Content Switching Module with SSL 이 모듈은 IOS clock timezone 명령을 통해 구성됩니다
.CSM을 지원하는 모든 릴리스에는 clock timezone 명령이 있습니다.이 제품은 베네수엘라의 새로
운 표준 시간대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DCOS(Data Center Operation System)

표준 시간대 이름과 시간 및 분 오프셋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여름철 컨피그레이션이 설정되면 클
럭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사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인코더

DME 표준 시간대 및 시간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DME 1000 또는 2000에 액세스하려면 Windows 원격 데스크톱 연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합

니다.

1.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DME 1000:사용자 이름 = gostream비밀번호 = 비밀번호
DME 2000:사용자 이름 = 나이아가라비밀번호 = 비밀번호

2.

Windows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을 선택합니다3.

//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
날짜 및 시간을 두 번 클릭합니다.4.
표준 시간대 탭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카라카스를 선택합니다
.

5.



확인을 클릭합니다.6.
날짜 및 시간 탭을 클릭하고 시간을 새 일광 절약 시간으로 조정합니다7.



.
확인을 클릭합니다.8.

[맨 위로 돌아가기]

Digital Media Manager 및 비디오 포털

DMM 및 비디오 포털 표준 시간대 및 시간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DMM/비디오 포털 서버에 연결된 KVM 또는 Secure Shell 클라이언트를 통해 DMM 또는 비디
오 포털의 AAI(Application Administration Interface)에 로그인합니다.

1.

DATE_TIME_SETTINGS를 선택합니다
.

2.



확인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3.
TIME_ZONE을 선택합니다

.

4.

확인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5.
America/Caracas를 선택합니다
.

6.



확인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7.
예를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
.

8.

TIME(시간)을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

9.



확인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10.
시간을 새 일광 절약 시간으로 조정합니다

.

11.

확인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릅니다.12.
참고: DMM 및 비디오 포털에 대해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맨 위로 돌아가기]

CER(Emergency Responder)

Cisco Emergency Responder는 새 시간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이 제품은 베네수엘
라 볼리배리안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CER는 미국과 캐나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ireWall Service Module(FWSM)(Catalyst 6500 및 Cisco 7600용)



FireWall Service Module은 설치된 섀시에서 시간대 정보를 가져옵니다.이 디바이스는 IOS 및
Catalyst 6500(CatOS를 사용)을 사용하는 Cisco 7600 라우터에 설치되므로 새 표준 시간대에 대해
FWSM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IAD2400 Series 라우터

IAD2400 시리즈 라우터는 IOS를 사용합니다.새 표준 시간대 매개 변수를 설정하려면 clock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IAD2400 Series 통합 액세스 디바이스

Cisco IAD2400 Series 라우터는 IOS를 실행하므로 즉시 새 표준 시간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lock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Cisco IOS—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

현재 IOS 운영 체제(모든 라우터용)를 기반으로 하는 Cisco 디바이스는 1993년에 도입된 IOS 버전
10.0 이후 이 새로운 표준 시간대 구성을 지원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관리 가 정의되고 구성된 표준 시간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시간은 GMT-0에 대한 시간 차이를
나타내고 분은 GMT-0에서 분 단위로 추가 오프셋을 나타냅니다. 새 표준 시간대의 경우 사용할 값
은 -4 30입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Cisco IOS XR

IOS XR 기반 디바이스의 경우 버전 2.0에서 다음 명령을 통해 이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lock timezone zone {+ | -}시간 [분]

이 명령의 구문은 IOS - 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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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http://www.cisco.com/en/US/docs/ios_xr_sw/iosxr_r2.0/
system_management/command/reference/3yr_clck.html#wp1417417

IP Communicator

Cisco IP Communicator는 Windows 기반 PC에서 실행됩니다.이 응용 프로그램은 PC가
Microsoft당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작동합니다(KB938977 ). IP Phone에 표시되는 시간
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 Cisco IP Communicator(CIPC)를 사용하는 고객은 CIPC 버전 2.0(2)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
니다.

IP 소프트폰

Cisco IP SoftPhone 애플리케이션은 Windows 기반 PC에서 실행되며 업데이트 없이 작동하지만
표시된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Microsoft당 Windows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KB938977 ).

IP Transfer Point(SG 모드)

ITP(IP Transfer Point)는 표준 시간대 정보를 위해 IOS 인프라를 활용합니다.IOS 인프라 내의 표준
시간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Affected Products 섹션에서 IOS—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IP 상호 운용성 및 협업 소프트웨어(IPICS)

Cisco IP Interoperability and Collaboration Software(IPICS)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로 구성됩니다.Cisco IPICS는 새 표준 시간대를 활성화하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 대
해 운영 체제 및 IPIC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PS 4200 Series 센서

IPS 4200 Series Sensor는 새 표준 시간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표준 시간대 설정을 사용하여
UTC - 4.5를 설정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security/ips/5.0/configuration/guide/cli/clitasks.html#wp1035946

라이센스 관리자

Cisco License Manager는 릴리스 1.0에서 작동합니다. 새 표준 시간대를 지원하려면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MDS 9000

이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clock summer-time <timezone-name> <start-week> <start-day> <start-month> HH:MM <end-
week> <end-day> <end-month> HH:MM <minutes-offset>

//www.cisco.com/en/US/docs/ios_xr_sw/iosxr_r2.0/system_management/command/reference/3yr_clck.html#wp14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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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witch (config)#clock summer-time NZDT 1 sunday september 01:59 3 sunday march 02:00 1

참고: 스위치에서 clock summer-time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로컬 값을 확인하십시오.

시계를 설정하려면 clock set EXEC 명령을 사용합니다.예:

switch#clock set 10:00:00 1 January 2009

MDS 시리즈 SanOS

표준 시간대 이름과 시간 및 분 오프셋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여름철 컨피그레이션이 설정되면 클
럭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사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MGC(Media Gateway Controller) 노드 관리자

Cisco MGC Node Manager에는 다음 Solaris 패치가 필요합니다.

SPARC 플랫폼Solaris 10:125378-03 (릴리스 11/26/2007)Solaris 8, 2007년 11월 26일에 릴리
스된 109809-08

●

X86 플랫폼Solaris 10:125379-03Solaris 8:109810-08●

네트워크 분석 모듈(NAM)

베네수엘라 표준 시간대 변경을 지원하는 NAM 3.6(1a) 패치 2는 고객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
되었습니다.

참고: 패치 2는 3.6이 아닌 3.6(1a) 이미지만 설치해야 합니다.

NAM-1, NAM-2●

NM-NAM●

이름●

PIX 방화벽

Cisco PIX 방화벽의 경우 이 기능은 버전 6.2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ock timezone zone hours [minutes]

이 명령의 구문은 IOS - 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security/pix/pix62/command/reference/c.html#wp1026160

SCE1000 및 SCE2000 Series Service Control Engine with Cisco SOS(Service
Control Operating System)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ws-svc-nam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nm-nam
//www.cisco.com/cgi-bin/tablebuild.pl/nme-nam
//www.cisco.com/en/US/docs/security/pix/pix62/command/reference/c.html#wp1026160


새 표준 시간대를 구현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JRE(Java Runtime Environment)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lock summer-time CLI 명령은 SCE에서 DST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SCE를 새 DST 날짜로 조정합니다.

SCE(config)#clock summer-time DST recurring 2 Sunday March 02:00 1 Sunday November 02:00

CSA(Security Agent)

Cisco Security Agent는 Windows PC에서 실행되며 운영 체제에서 표준 시간대 정보를 수신합니다
.CSA에는 Microsoft당 Windows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KB938977 ).

광대역 서비스 제어 애플리케이션(SCA BB)

새 표준 시간대를 구현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JRE(Java Runtime Environment)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Sun에서 제공하는 tzupdater 도구를 사용하여 표준 시간대를 조정합니다.이 프로세스를 수
행하려면 SCA BB 콘솔 GUI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JRE(Java Runtime Environment)의 Timezone, Daylight Savings 및 Sun TZupdater
를 참조하십시오.

CM(Service Control Collection Manager) 및 SM(Service Control Subscriber
Manager)

새 표준 시간대를 구현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JRE(Java Runtime Environment)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Sun에서 제공하는 tzupdater 도구를 사용하여 표준 시간대를 조정합니다.이 프로세스는 시
스템의 모든 SM 및 CM에 대해 별도로 수행되어야 하며 SM 및 CM을 중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JRE(Java Runtime Environment)의 Timezone, Daylight Savings 및 Sun
TZupdater를 참조하십시오 .

전송 관리자

Cisco Transport Manager는 표준 시간대 정의를 지원하지 않으며 Solaris, Windows 및 Java
Runtime Environment에 포함된 정의를 사용합니다.이러한 시스템에 필요한 패치는 다음과 같습니
다.

Microsoft Windows XP: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top●

Sun Solaris OS:http://java.sun.com/javase/timezones/tzdata_versions.html●

Java 런타임 환경:http://java.sun.com/javase/timezones/tzdata_versions.html●

Unified Communications 500 시리즈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500 Series는 IOS를 사용합니다.새 표준 시간대 매개 변수를 설정
하려면 clock timezone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 및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명령 참조를 참조하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en-us
http://java.sun.com/javase/timezones/
http://java.sun.com/javase/timezones/
http://java.sun.com/javase/timezones/
http://java.sun.com/javase/timezones/
http://java.sun.com/javase/timezones/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top
http://java.sun.com/javase/timezones/tzdata_versions.html
http://java.sun.com/javase/timezones/tzdata_versions.html


십시오.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3t/fun/command/reference/cfrgt_01.html#wp1099863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의 경우 이러한 결함이 열려 새로운 표준 시
간대 변경 사항을 추적했습니다.

CSCsk29702: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Communications Manager 업데이트●

CSCsk81433: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MCS OS 업데이트●

CSCsk85073: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Communications Manager JRE 업데이트●

CSCsk85086:Communications Manager RTMT 업데이트가 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함●

CSCsk85145: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Cisco Unified OS 업데이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ttendant Console

이 애플리케이션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에서 실행됩니다.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를 업데이트할 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ttendant Console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는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IOS를 실행하는
시스템의 표준 시간대 매개변수는 단일 컨피그레이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명령은 언제
든지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실행하여 지정된 디바이스의 현재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lock summer-time zone recurring [week day day month hh:mm week day month hh:mm [offset]]

다음 전화기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CCME 라우터의 Cisco IOS에서 표준 시간대를 설정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7905●

7912●

7920●

7921●

7935●

7936●

7940●

7960●

참고: 이러한 전화기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전화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Cisco Unified IP Phone 모델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전화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7906●

7911●

7931●

7941●

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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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7971-GE●

CCME 3.X, 4.0 및 4.0(x) 고객은 전화 로드를 8.0(4)SR2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CCME 4.1 및 7931 고객은 전화 로드를 8.2(2)SR1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및 SRST Software Download(등록된 고객만) 페
이지에서 전화 로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IP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

이 소프트웨어는 새 표준 시간대를 구현하려면 운영 체제에 대한 업데이트와 Sun Microsystems의
Java 코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또한 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에는 새로운 표준 시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데이트해야 하는 추가 애드
온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추가 애드온 소프트웨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isco Agent Desktop(CAD)●

Cisco CSD(Supervisor Desktop)●

Cisco Agent/Supervisor Desktop(CAD)/CSD(Cisco Agent/Supervisor Desktop) 애플리케이션에는
새 표준 시간대를 지원하기 위해 Sun과 Microsoft(KB938977 )의 업데이트도 필요합니다.

Unified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IP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새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려면 Sun Microsystems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업데이트 및 Java 코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Unified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IP Contact Center Enterprise
Edition)

새 표준 시간대를 구현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Microsoft 운영 체제 및 Java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에는 새로운 표준 시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데이트해야 하는 추가 애드온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추가 애드온 소프트웨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옵션●

전자 메일 관리자 옵션●

엔터프라이즈 보고●

아웃바운드 옵션:결함 CSCsk80940이 이 추가 기능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

웹 협업 옵션●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

새 표준 시간대를 구현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Microsoft 운영 체제 및 Java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에는 새로운 표준 시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데이트해야 하는 추가 애드온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추가 애드온 소프트웨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옵션●

//www.cisco.com/cgi-bin/apps/tblbld/tablebuild.pl/ip-iostsp?psrtdcat20e2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0940


전자 메일 관리자 옵션●

엔터프라이즈 보고●

아웃바운드 옵션:결함 CSCsk80940이 이 추가 기능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

웹 협업 옵션●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Hosted Edition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새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려면 Sun Microsystems의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 업데이트 및 Java 코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Unified IP Phone

Cisco Unified IP Phone의 경우, "베네수엘라 TZ 변경에 필요한 TNP 전화 업데이트"가 새 표준 시간
대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와 서버 운영 체제도 새로운 베네수엘라 표준 시간대에 패
치를 적용해야 합니다.Cisco Unified IP Phone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또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정보를 가져옵니다.Cisco Unified IP Phone의 일부 모
델에는 새 표준 시간대와 연동하려면 새로운 펌웨어 릴리스가 있어야 합니다.

새 표준 시간대를 구현하려면 이러한 모델(일반적으로 "TNP" 전화기라고 함)에 대해서만 펌웨어를
버전 8.3.3 SR2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CP-7906G●

CP-7911G●

CP-7931G●

CP-7941G●

CP-7941G-GE●

CP-7942G●

CP-7945G●

CP-7961G●

CP-7961G-GE●

CP-7962G●

CP-7965G●

CP-7970G●

CP-7971G-GE●

CP-7975-G●

새 표준 시간대를 추가하는 펌웨어의 릴리스를 확인하려면 이 결함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결함을 확인합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3382

Unified MeetingPlace

Cisco Unified MeetingPlace의 경우 CSCsk75200,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 DST 변경 시간대 업데이
트"가 열려 새 시간대 변경 사항을 추적했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0940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3382


이 링크를 사용하여 결함을 확인합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5200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Cisco Unified MeetingPlace Express를 사용하려면 새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합
니다.

Unified Operations Manager(UOM)

CUOM에는 패치가 릴리스되기 전에 Sun Microsystems의 패치가 필요합니다.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는 업데이트 없이 작동하지만 잘못된 시간을 표시합니다.올
바른 시간을 표시하려면 Microsoft에서 KB938977 을 적용합니다.

Unified Presence

Cisco Unified Presence를 사용하면 CLI를 사용하여 표준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CUP에서는 새 시간대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표준 시간대를 추가하는 기능은 릴리스
6.0.3(2008년 5월)에 적용됩니다. 현재 CUP는 사용 가능한 표준 시간대 목록을 유지 관리하는
VOS에서 표준 시간대 기능을 상속합니다.

이러한 결함은 새로운 표준 시간대 변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CSCsk99711:CSCsk29702를 epas(베네수엘라 DST TZ, DB)로 이식●

CSCsk99725:CSCsk85073을 epas(베네수엘라 DST TZ, JRE)로 이식●

CSCsk99735:CSCsk85086을 epas(베네수엘라 DST TZ, RTMT)로 이식)●

CSCsk99742:CSCsk85145를 epas(베네수엘라 DST TZ, OS)로 이식●

CUPM(Unified Provisioning Manager)

패치된 버전의 CUPM을 릴리스하려면 Sun Microsystems의 패치가 필요합니다.또한 Windows용
Microsoft 패치는 Microsoft당 적용해야 합니다(KB938977 ). 이 두 패치 모두 새 표준 시간대를 지원
하는 데 필요합니다.

Unified Service 통계 관리자

Cisco Unified Service Statistic Manager 애플리케이션은 새 표준 시간대를 활성화하는 패치를 릴리
스하기 전에 Sun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SRST(Unifi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변경할 필요 없음;표준 시간대 구성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전화기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영향 받는 제품 섹션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를
참조하십시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5200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en-us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en-us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en-us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1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2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3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99742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en-us


Unified Video Advantage(Cisco VT Advantage)

Cisco Unified Video Advantage는 업데이트 없이 제대로 작동합니다.그러나 Microsoft당 Windows
운영 체제(KB938977 )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 비디오 컨퍼런싱 시리즈

Cisco Unified Video Conferencing Series 제품은 일반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중
지점 회의 장치 및 게이트웨이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시간이 필요한 고객은 NTP
서버와 동기화해야 합니다.Cisco Unified Video Conferencing Manager에는 Microsoft 및 애플리케
이션/통합 Java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유니티

Cisco Unity의 경우 CSCsk79469를 "DST: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시간대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개방
됐다.

이 링크를 사용하여 결함을 확인합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9469

유니티 연결

Cisco Unity Connection 1.X의 경우 CSCsk82755, "DST:베네수엘라는 새로운 표준 시간대(GMT -
4.5시간)를 구현하고, CSCsk82774, "DST:브라질은 2007년 10월에 새로운 DST 날짜를 구현하기
로," 새로운 표준 시간대 변경을 추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결함을 보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275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2774

Unity Express(CUE)

Cisco Unity Express를 사용하려면 Linux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해야 새 표준 시간대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새 표준 시간대를 활성화할 CUE 소프트웨어의 릴리스는 결정되지만 릴리스 3.2가 될 것입
니다.

WAN 관리자(CWM)

베네수엘라 표준 시간대를 지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WM 코어를 중지합니다.1.
베네수엘라 시간대 변경을 위해 다음 Solaris 패치를 설치합니다.5.10 Sparc용 IDR136734-
015.9 Sparc용 IDR136736-01참고: 이러한 패치는 Sun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
다 .

2.

"coldstart"를 실행합니다.3.
CWM 서버를 재부팅합니다.4.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en-us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79469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275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k82755
http://developers.sun.com/downloads/


   

새 표준 시간대 변경이 CWM 서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CWM 코어를 시작합니다.5.

추가 정보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Cisco 장치에 대한 지원은 다음 현지 번호로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하십시오.

액세스 번호:0 800 2255 288;시스템에 접속하면 다음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888 443 2447

다음 링크를 통해 TAC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cisco.com/web/LA/soporte/index.html

Crear una Nueva Seuitud de Servicio del TAC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TAC를 통한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계약 번호가 필요합니다.

문서 ID:99708

관련 정보

WorldTimeZone.com●

세계 시계 - 시간대●

아젠시아 볼리바리아나 데 노티시아스●

Sun y el Nuevo Huso Horario Para 베네수엘라.FAQ●

표준 시간대 및 일광 절약 시간 데이터 소스●

Windows 모바일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Microsoft 패치●

Microsoft 베네수엘라 콤플레메티도 콘 엘 캄비오 가로●

Windows XP, Windows Vista 및 Server 2003에 사용 가능한 Microsoft 핫픽스●

JRE(Java Runtime Environment)용 시간대, 일광 절약 시간 및 Sun TZupdater●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web/LA/soporte/index.html
http://www.worldtimezone.com/?referring_site=bodynav
http://www.timeanddate.com/worldclock/?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bn.info.ve/?referring_site=bodynav
http://blogs.sun.com/venezuela/entry/sun_y_el_nuevo_huso?referring_site=bodynav
http://www.twinsun.com/tz/tz-link.htm?referring_site=bodynav
http://support.microsoft.com/kb/944326?referring_site=bodynav
http://www.microsoft.com/venezuela/cambiohorario/?referring_site=bodynav
http://support.microsoft.com/kb/938977?referring_site=bodynav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timezones-137583.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베네수엘라 Bolivarian Republic Implements a New Time Zone (UTC -4.30)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제품 요약 테이블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킹 서비스
	CatOS
	인터페이스 및 모듈
	Cisco IOS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리
	보안 및 VPN
	스토리지 네트워킹
	범용 게이트웨이 및 액세스 서버
	비디오, 케이블 및 콘텐츠 전달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무선

	영향을 받는 제품
	10008 Series 라우터
	액세스 제어 서버 솔루션 엔진
	Agent Desktop
	Aironet 1000 Series Lightweight 액세스 포인트
	Aironet 1130 AG and Aironet 1240 AG Series Access Point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글로벌 사이트 선택기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모듈
	ACE(Application Control Engine) XML 게이트웨이
	ASA CSC(Content Security and Control) Security Services Module
	ASA 방화벽
	ASA Salus
	대역폭 품질 관리자
	BTS 10200
	Catalyst 6500 Series IDSM-2(Intrusion Detection System) Services Module
	Catalyst 6K
	Catalyst OS
	CIP(Channel Interface Processor) 및 채널 포트 어댑터
	Communications Media Module(Catalyst 6500 및 Cisco 7600용)
	CSM(Content Switching Module)
	DCOS(Data Center Operation System)
	디지털 미디어 인코더
	Digital Media Manager 및 비디오 포털
	CER(Emergency Responder)
	FireWall Service Module(FWSM)(Catalyst 6500 및 Cisco 7600용)
	IAD2400 Series 라우터
	IAD2400 Series 통합 액세스 디바이스
	Cisco IOS—라우터 및 Catalyst 스위치
	Cisco IOS XR
	IP Communicator
	IP 소프트폰
	IP Transfer Point(SG 모드)
	IP 상호 운용성 및 협업 소프트웨어(IPICS)
	IPS 4200 Series 센서
	라이센스 관리자
	MDS 9000
	MDS 시리즈 SanOS
	MGC(Media Gateway Controller) 노드 관리자
	네트워크 분석 모듈(NAM)
	PIX 방화벽
	SCE1000 및 SCE2000 Series Service Control Engine with Cisco SOS(Service Control Operating System)
	CSA(Security Agent)
	광대역 서비스 제어 애플리케이션(SCA BB)
	CM(Service Control Collection Manager) 및 SM(Service Control Subscriber Manager)
	전송 관리자
	Unified Communications 500 시리즈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ttendant Console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IP Contact Center Express Edition)
	Unified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IP Contact Center Hosted Edition)
	Unified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IP Contact Center Enterprise Edition)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Edition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Hosted Edition
	Unified IP Phone
	Unified MeetingPlace
	Unified MeetingPlace Express
	Unified Operations Manager(UOM)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Unified Presence
	CUPM(Unified Provisioning Manager)
	Unified Service 통계 관리자
	SRST(Unified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Unified Video Advantage(Cisco VT Advantage)
	통합 비디오 컨퍼런싱 시리즈
	유니티
	유니티 연결
	Unity Express(CUE)
	WAN 관리자(CWM)

	추가 정보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