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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VCS(Video Communication Server)/Expressway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권장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고자: Seeta Rama Raju K, Sateesh Katukam,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VCS/Expressway 구축 또는 구성●

VMware ESXi●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VCS/Expressway 서버.●

Putty 또는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VMware ESXi●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 정보

VCS/Expressway가 클러스터링된 경우 항상 먼저 기본 노드를 업그레이드한 다음 보조 노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여기의 릴리스 정보에서 업그레이드 사전 요구 사항 및 소프트웨어 종속성을 확인하십시오.●

재부팅 후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VMware ESXI 포털을 사용하여 서버
에 대한 콘솔 액세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백업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Maintenance(유지 관리) > Backup and Restore(백업 및 복원)로 이동
합니다.

2단계. 그런 다음 [암호화 암호], [암호화 암호] 확인에 백업 파일의 암호를 입력한 다음 이미지에 표
시된 대로 백업을 다운로드하려면 시스템 백업 파일을 만듭니다.

xConfiguration 백업 수집:(컨피그레이션이 손실된 경우 VCS/Expressway 서버를 쉽게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업그레이드할 putty(또는 유사한 애플리케이션)를 사용하여 SSH 액세스 VCS/Expressway
서버(하나씩)에 액세스합니다.

2단계. 세션 출력을 저장하고 명령을 실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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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onfiguration

업그레이드

1단계.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릴리스 노트에서 업그레이드 호환성을 확인한 후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2단계. http://www.cisco.com/go/license으로 이동하거나 Cisco Licensing 팀에 문의하여 업그레이
드할 릴리스 키를 받으십시오.

참고:X7.x에서 X8.x로 등 새로운 주요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먼저 Cisco에서 새 릴리스
키를 얻어야 합니다.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키가 필요합니다.

3단계. Maintenance(유지 관리) > Maintenance mode(유지 관리 모드)로 이동한 다음 Maintenance
mode(유지 관리 모드)를 On(켜기)으로 설정하고 확인 대화 상자에서 Save(저장) 및 Ok(확인)를 선
택합니다.

4단계. 모든 통화가 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록이 시간 초과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고:필요한 경우, 상태 > 통화 및 상태 > 등록 > 장치별로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는 통화나 등
록을 수동으로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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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그런 다음 Maintenance(유지 관리) > Upgrade(업그레이드)로 이동하여 업그레이드 파일을
선택한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려면 Upgrade(업그레이드) 버튼을 선택합
니다.

참고:진행률 표시줄이 종료된 후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는 재시작 프로세스 중에 시간 초과
될 수 있습니다.Cisco VCS/Expressway가 디스크 파일 시스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30회 다시 시작될 때마다 약 한 번 수행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1단계. Expressway GUI > Status > Overview로 이동하여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업그레이드된 버전
을 검증합니다.

2단계. Status(상태) > Alarms(경보)로 이동하여 경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여기의 Expressway
관리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세부 정보에 따라 적절히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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