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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ESA 교체 
  
 
소개
 
이 문서에서는 ESA(Email Security Appliance)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독립형 RMA Email Security Appliance를 구성하는 방법
 
사전 요구 사항
 

이전 어플라이언스와 새 어플라이언스는 동일한 AsyncOS 버전 및 빌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클러스터에 있는 어플라이언스가 아닌 독립형 어플라이언스에만 적용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웹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클러스터에서 어플라이언스를 교체하는 방법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클러스터에 있는
ESA 교체
  

솔루션
 

기존 어플라이언스의 컨피그레이션을 로컬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GUI -> System
Administration(시스템 관리) -> Configuration File(컨피그레이션 파일) -> Download file to
local computer(로컬 컴퓨터에 파일 다운로드)."Mask passwords in the Configuration Files(컨
피그레이션 파일에서 비밀번호 마스크)" 확인란을 선택 취소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새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하여 실행합니다.이더넷으로 액세스하려면 관리 네트워
크 포트에 연결합니다.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기본 IP 주소 192.168.42.42(사용자 이름:admin,
비밀번호:ironport). 동일한 IP 주소의 SSH 또는 터미널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넷마스크는 /24입니다.)  직렬 액세스의 경우 직렬 포
트에 연결합니다.9600비트, 8비트, 패리티 없음, 1정지 비트(9600, 8, N, 1), flowcontrol = 하드
웨어를 사용하여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 명령줄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합니다.시스템 설정 마
법사(SSW)를 실행합니다.  이전 어플라이언스가 중단되었거나 이미 네트워크에서 나간 경우
동일한 IP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어플라이언스가 아직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새 어
플라이언스에 임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새 어플라이언스가 동일한 버전 및 AsyncOS 빌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GUI -> Monitor(모니
터) -> System Status(시스템 상태)에서  동일한 경우 5단계로 넘어갑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4단계로 진행합니다.
어플라이언스가 동일한 빌드에 있지 않으면 새 어플라이언스를 이전 어플라이언스의 버전과
일치하도록 업그레이드하십시오.  GUI -> System Administration(시스템 관리) -> System
Upgrade(시스템 업그레이드) -> Available Upgrades(사용 가능한 업그레이드)에서  목록에 표
시되는 경우 선택하십시오.  목록에 없는 경우 Cisco Support에서 특정 버전을 프로비저닝해
야 할 수 있습니다.계속하기 전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기존 어플라이언스가 교체 어플라이언스보다 오래된 버전인 경우 새 어플라이언스
와 일치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가능한 경우).
 

어플라이언스가 동일한 버전인지 확인되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새 어플라이언스에 로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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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UI -> System Administration(시스템 관리) -> Configuration File(컨피그레이션 파일) ->
Load a configuration file from the local computer(로컬 컴퓨터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 로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오류 없이 로드되면 기존 어플라이언스를 해제하고 새 어플라이언스의
IP 설정을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GUI -> Network(네트워크) -> IP Interfaces(IP 인터
페이스)에서  라우팅 정보도 편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 라우팅).
새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로드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XML 편집기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편집
하고 오류가 참조하는 섹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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