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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SCE(Service Control Engine) SSCOS(Service Control Operating System) 소
프트웨어, SCE PQI(Application Software)(또는 참여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함) 및 프로토콜 팩
(SPQI라고도 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SOS(Service Control Operating System)●

Cisco SCE(Service Control Engine) CLI(Command-Line Interface)●

Cisco SCE GUI●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릴리스 3.7.0용 SOS●

릴리스 3.7.0용 프로토콜 팩 #25●

Cisco Service Control Application for Broadband (SCA-BB) Agents (PQI) Files for Release●

//www.cisco.com/cisco/software/release.html?mdfid=279538652&flowid=7153&softwareid=282767639&release=3.8.0&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www.cisco.com/cisco/software/release.html?mdfid=282774877&flowid=7157&softwareid=282767637&release=PP28&relind=AVAILABLE&rellifecycle=&reltype=latest
//www.cisco.com/cisco/software/release.html?mdfid=279538665&release=3.7.2&relind=AVAILABLE&flowid=7156&softwareid=282767640&rellifecycle=&reltype=latest


3.7.0

현재 SCE 컨피그레이션 백업

이 절차에서는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기 전에 현재 SCE 컨피그레이션을 백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CA BB 콘솔을 엽니다.

No Service Configuration Is Open(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이 열려 있지 않음) 창에서 No(아니요
)를 클릭합니다.Network Navigator(네트워크 탐색) 탭에서 SCE IP 주소를 추가합니다.주소가
이미 추가된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사이트 관리자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Site(사이트) >
New(새로 만들기) > SCE로 이동합니다.Create New SCE(새 SCE 생성) 창에서 IP 주소 및 이
름을 입력합니다.

업그레이드할 SCE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trieve Service Configuration(서비
스 컨피그레이션 검색)을 선택합니다.Password Management 대화 상자에 User/Password를
입력합니다.컨피그레이션을 검색한 후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그러면 SCA BB 구성(PQB) 파일의 복사본이 랩탑에 저장
됩니다.

1.

SCE CLI에 로그인합니다.

터미널 세션의 출력을 기록합니다.enable 프롬프트에서 show running-config 명령을 입력합니
다.

2.

모든 SCE를 업데이트하려면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합니다.3.

SOS 및 PQI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www.cisco.com/cisco/software/release.html?mdfid=279538665&release=3.7.2&relind=AVAILABLE&flowid=7156&softwareid=282767640&rellifecycle=&reltype=latest


SCE SSCOS 및 PQI(참여) 애플리케이션은 CLI 또는 GUI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새 SOS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항상 현재 SCA BB 구성(PQB) 파일을 백업합니다.

PQB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업그레이드 직전에 이전 SCA BB 버전으로 서
비스 구성 파일을 푸시하고 SCE가 업그레이드되는 즉시 새 SCA BB 버전에서 구성을 검색하는 것
입니다.이렇게 하면 새 SCA BB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습니다.

GUI로 SOS 및 PQI 업그레이드

이 절차에서는 GUI를 사용하여 SOS 및 PQI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CA BB 콘솔에서 Network Navigator(네트워크 탐색기)로 이동하여 업그레이드할 SCE 플랫
폼을 선택합니다.이 예에서 SCE-01 14.2.3.81을 선택합니다.

1.

SCE 디바이스 [14.2.3.81]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CE Software Installation
Wizard를 선택합니다.

2.

SCE 소프트웨어 설치 마법사가 나타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3.



SCE IP Addresses(SCE IP 주소) 창에서 업그레이드할 모든 SCE 플랫폼의 IP 주소가 나타나
는지 확인합니다.필요한 경우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4.



SCE 플랫폼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Next(다음)를 클릭
합니다.

5.



SCE 펌웨어(PKG) 설치 창에서 SCE 펌웨어의 위치를 선택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6.



SCE Application Software (PQI) Installation(SCE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Installation(PQI
설치) 창에서 Install SCE Application Software from a Local File(로컬 파일에서 SCE 애플리케
이션 소프트웨어 설치)을 선택하고 이전에 다운로드한 PQI 파일을 찾은 다음 Next(다음)를 클
릭합니다.

7.



SPQI(Protocol Pack) Update(프로토콜 팩 업데이트) 창에서 Skip Protocol Pack Update(프로
토콜 팩 업데이트 건너뛰기)를 클릭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8.



Service Configuration (PQB) Update(서비스 컨피그레이션(PQB) 업데이트) 창에서 Apply the
Current Service Configuration(현재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적용)을 클릭하고 Next(다음)를 클릭
합니다.

9.



연결 테스트 창이 나타납니다.연결 테스트는 정의된 디바이스에 대한 연결을 확인합니다.10.



요약 페이지 창에는 입력한 정보가 요약됩니다.모든 IP 주소 및 파일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합
니다.

Back(뒤로)을 클릭하여 정보를 편집합니다.Finish(마침)를 클릭하여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11.



시작합니다.

마침을 클릭합니다.12.

CLI로 SOS 업그레이드

이 예에서는 시스템 SOS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SCE> enable 10

Password: cisco

SCE#config

SCE(config)# boot system ftp://mm:mm@x.x.x.x/name.pkg

Verifying package file...

Package file verified OK.

SCE(config)# do copy running-config startup-config

script return val is 0

Extracted OK.

enable 10 명령을 사용하여 SCE 플랫폼 임베디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펌웨어 패키지(pkg)
파일이 시스템에 대해 확인되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실제 업그레이드는 copy running-
config startup-config 명령을 입력하고 SCE 디바이스를 재부팅한 후에 발생합니다.

pkg 파일을 디바이스에 수동으로 전송하는 경우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기 전에 pkg 파일
이 /apps/data/sos 디렉토리(기본 SOS 디렉토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SCE 디바이스는 pkg 파일
이 해당 디렉토리에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실패합니다.

CLI로 PQI 업그레이드

이 예에서는 PQI(engage)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SCE> enable 10

Password: cisco

SCE#config

SCE(config)#interface linecard 0

SCE(config if)#pqi uninstall file filename

SCE(config if)#pqi install file ftp://mm:mm@x.x.x.x/name.pqi

  SCE(config if)#

새 PQI 파일을 설치하기 전에 항상 pqi uninstall file 명령을 실행하여 디스크에 이전 파일이 누적되
지 않도록 합니다.show pqi last-installed 명령을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설치된 PQI 파일의 파일 이름
을 찾습니다.

추가 CLI 명령을 입력하기 전에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약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안정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완료 시기를 확인하려면 show version 명령을 입력하고
'Management agent interface'로 시작하는 줄을 찾습니다. show version 명령을 다시 입력하고 이
행이 변경되어 관리 에이전트가 종료되고 시작됨을 나타냅니다.관리 에이전트 버전 번호가 표시되
면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으며 디바이스를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콜 팩 버전 확인

각 SCE SOS 버전은 기본 프로토콜 팩 버전과 함께 제공됩니다.현재 버전을 확인하고 컨피그레이
션을 표시하려면 SCE CLI에 로그인하고 show version 명령을 입력합니다.

SCE#show version

System version: Version 3.7.0

Build time: Jun 10 2011, 21:01:04 (Change-list 680641)

Software version is: Version 3.7.0 Build 222

Cryptography class: K9

Hardware information is:



[output omitted]

SML Application information is:

Application file: /tffs0/app/en370521.sli

Application name: Engage SML Version 3.7.0 build 26

 Using Lib - PL_V3.7.0_B26 (Compatible with 3.6.5 Protocol Pack 24 build 18)

 Using Lib - Classifier_V3.7.0_B26

Application help: Entry point of Engage

Original source file: /auto/srbu-proj1-bgl/apps/users/aninatar/autoBuild/App/SML/

Engage/V3.7.0/src/com/pcube/AppTemplate/Main/template_app_main.san

Compilation date: Sat, May 26, 2012 at 02:04:03

Compiler version: SANc v3.20 Build 14 built on: Tue 08/04/2009 06:58:22.;SME

plugin v1.1

Capacity option used: 'EngageDefaultSCE8000'.

Logger status: Enabled

Platform: SCE8000

Management agent interface version: SCE Agent 3.7.0 Build 206

Software package file: ftp://ftpserver/scos-v370-b222-sce8000-k9.pkg

ILOAKBTS1  uptime is 27 weeks, 2 days, 13 hours, 49 minutes, 36 seconds

ILOAKBTS1#

SPQI 설치

프로토콜 팩 업그레이드

SCE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마법사를 사용하여 SPQI(Protocol Pack)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CA BB 콘솔을 열려면 Management Client Desktop에서 SCA BB Console 버전 3.7.0 아이콘
을 두 번 클릭합니다.

1.

Network Navigator 탭을 선택합니다.2.

업그레이드할 SCE 플랫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3.



SPQI(Install Protocol Pack)를 선택합니다. Protocol Pack Installa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4.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 선택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5.

파일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spqi를 선택합니다.설치할 SPQI 파일을 찾습니다.
참고:SCE8000 디렉토리 아래에 설치할 SPQI 파일을 선택합니다.이 예에서
SCABB_370PP25B3-SUS.spqi 파일은 SPQI 파일의 압축을 푼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디렉토
리에 있습니다
.

6.



열기를 클릭합니다.Protocol Pack Installation(프로토콜 팩 설치) 창이 나타나고 선택한 SPQI
파일이 표시됩니다.Backup the SCE's current service configuration(SCE의 현재 서비스 컨피
그레이션 백업)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7.



마침을 클릭합니다.Password Management 창이 나타납니다.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8.



프로토콜 팩이 24에서 25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9.

CLI에서 업그레이드할 SCE 플랫폼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SCE#show version

SML Application information is:

Application file: /tffs0/release_.sli

Application name: Engage SML Version 3.7.0 build 26 (Protocol Pack 25 build 3)

 Using Lib - PL_V3.7.0_B1

 Using Lib - Classifier_V3.7.0_B1

Application help: Entry point of Engage

10.

SCE 및 SCA BB 콘솔이 프로토콜 팩 #25, 빌드 3과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을 검색하고 다시 적용합니다.

11.



프로토콜 팩 다운그레이드

프로토콜 팩을 다운그레이드하려면 Upgrade SOS 및 PQI with GUI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PQI(Engage) 애플리케이션을 재설치합니다.이렇게 하면 프로토콜 팩이 SOS와 함께 제공된 기본
버전으로 재설정됩니다.

일반적인 문제

PQB 파일에 대한 SCA BB와 SCE 버전 간의 불일치

SCA BB 및 SCE 구성 파일이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SCA BB에서 SCE에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려고 할 때 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콜 팩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CA BB 콘솔을 엽니다.1.



Windows > 기본 설정을 클릭합니다.2.

Service Configuration(서비스 컨피그레이션)에서 Protocol Pack(프로토콜 팩)을 선택합니다.3.

Clear Default Protocol Pack을 클릭합니다.4.

확인을 클릭합니다.5.

SCE에 PQB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6.



SCA BB 콘솔에서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을 검색하고 SCE에 적용합니다.7.

SCE에 PQB 파일이 없습니다.

SCA BB 콘솔을 열고 File(파일) > New Service Configuration(새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1.



System Operational Mode(시스템 운영 모드)로 Full Functionality(전체 기능)를 클릭합니다.2.



Network Navigator에서 SCE 디바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pply Service
Configuration(서비스 컨피그레이션 적용)을 선택합니다.

3.



SCE에 로그인하려면 User(사용자) 및 Password(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Apply(적용)를 클
릭하여 기본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을 SCE에 적용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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