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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Windows PC 호스트에서 EnergyWiseHelper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EnergyWise Windows Helper는 에이전트 없이 기본 및 에이전트 없이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WinRM(Windows Remote Management) 액세스가 불가능한 환경에
서 Windows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Cisco Energy Management(CEM)와 통신할 수 있는 슬림형 서비
스입니다(예: 네트워크 인프라 내의 보안 반대 의견 또는 제한).

Cisco EnergyWise Windows Helper는 정기적으로 CEM 메시지 대기열과 통신하고, 수신한 모든 명
령을 수행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고객에게 CEM과 컨트롤러가 가동 및 실행되도록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Windows 7을 실행하는 호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EnergyWise 도우미 설치 및 환경 변수 구성

Control Panel(제어판) > System(시스템) > Advanced System Settings(고급 시스템 설정) >
Advanced(고급) > Environment Variables(환경 변수)로 이동합니다.



Environment Variables(환경 변수)에서 다음 값으로 두 개의 새 변수를 생성합니다.

ERL_MAX_PORTS=40240

ERL_MAX_ETS_TABLES=90240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호스트는 서버에서 생성된 인바운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nergyWise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EnergyWise Installer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ergyWise Helper는 https://cem-update.cisco.com/download/을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CEM 서버
가 설치된 위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Storage Unit(스토리지 유닛) > Program Files(프로그
램 파일) > Cisco Energy Management Controller(Cisco Energy Management 컨트롤러) > Tools(툴
)로 이동합니다.

EnergyWise 헬퍼 설치 프로그램을 호스트의 스토리지 유닛에 복사합니다.

EnergyWise 도우미 구성

Cisco Energy Management Server 액세스:

컨트롤러 선택1.
Assets(자산) > Import(가져오기) > Add Asset Connector(자산 커넥터 추가) > EnergyWise
Helper로 이동합니다.

2.

https://cem-update.cisco.com/download/


EnergyWise 도우미 라우팅 키 ID(rkey routing-key-id)를 복사합니다.3.
OK(확인)를 클릭합니다.4.

그런 다음 호스트로 이동합니다.

관리자로 cmd 창 열기1.
다음 행을 실행합니다.2.

C:\EnergyWiseHelper.exe /install /host message-queue-ip /user admin /pwd message-queue-
password /rkey routing-key id

예:

C:\EnergyWiseHelper.exe /install /host 192.168.8.133 /user tac /pwd tac /rkey xxxxxxxxxxxxxxxxx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EnergyWise 헬퍼 상태 확인

Windows 호스트로 이동:

관리자로 cmd 창 열기1.
Windows용 net start EnergyWise Helper를 작성하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2.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잘못된 라우팅 키

EnergyWise 헬퍼 라우팅 키 ID가 잘못 기록된 경우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서비스로 이동합니
다.

Windows용 EnergyWise 도우미 중지:

cmd 창을 관리자로 열고 sc를 삭제하고 "EnergyWise Helper for Windows"를 삭제하고 Windows용
EnergyWise 도우미를 다시 설치합니다.

EnergyWise 도우미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음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서비스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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