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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UCM(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용 복구 소프트웨어를 가져오고 실
행하는 방법 및 복구 전후에 VM(가상 머신) 설정에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복구 소프트웨어 ISO 이미지는 ESXi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저장소는 파일 시스템과 유사한 논리적 컨테이너로서 각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세부 사항을
숨기고 VM 파일 저장을 위한 일관된 모델을 제공합니다.ISO 이미지, VM 템플릿 및 플로피 이미지
를 저장하는 데에도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Sphere Client는 ESXi 호스트가 검색하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액세스하고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구 소프트웨어 ISO 이미지 다운로드

복구 소프트웨어 ISO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Cisco 홈 페이지에서 Downloads Home(다운로드 홈) > Products(제품) > Unified
Communications > Call Control(통화 제어)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로 이동합니다.

1.

적절한 CUCM 버전을 클릭하고 복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2.



복구 소프트웨어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ESXi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합니다.3.

ESXi 데이터 저장소에 ISO 이미지 업로드

vSphere Client Version 5.0을 통해 복구 소프트웨어 ISO 이미지를 데이터 저장소에 업로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합니다.1.

Datastore and Datastore Clusters를 클릭합니다.2.



파일을 업로드할 데이터 저장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Browse Datastore(데이
터 저장소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ISO 이미지를 업로드할 폴더를 선택합니다.4.



파일 업로드 탭을 클릭합니다.5.

컴퓨터에 이미지가 저장된 폴더 위치를 찾습니다.6.

파일을 선택하면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예를 선택합니다.7.



그런 다음 ISO 이미지가 데이터 저장소에 업로드되기 시작합니다.

복구 전에 필요한 VM 설정

복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전에 VM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vSphere Client에서 CUCM VM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1.

복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VM의 전원을 끌 VM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2.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Edit Settings(설정 편집)로 이동합니다.3.

Hardware(하드웨어) 탭에서 CD/DVD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Connect at power on(전원 켜기)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한 recovery.iso 이미지를 찾습니다.

4.



Options(옵션) 탭에서 Boot Options(부팅 옵션)를 선택하고 Force BIOS Setup(BIOS 설정 강
제)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OK(확인)를 선택하고 VM의 전원을 켜십시오.

5.

VM이 BIOS 모드로 부팅됩니다.부트 메뉴로 이동합니다.6.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여 CD-ROM Drive 옵션을 목록 맨 위로 이동합니다.7.



F10 키를 누르면 이 설정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복구 소프트웨어가 있는 CD-ROM 드라이브와 함께 시스템이 로드됩니다.시스템이 부팅
되면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8.

옵션 F(F 키 누르기)를 선택합니다.9.



파일 시스템 검사가 시작됩니다.

파일 시스템 검사가 완료되면 기본 메뉴로 돌아갑니다.



복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옵션 Q(Q 키 누르기)를 선택합니다.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0.

복구 후 요구 사항



참고:재부팅을 진행하기 전에 Force entry into BIOS(BIOS에 강제 입력) 확인란의 선택을 취
소해야 합니다.

복구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후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VM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 Settings(설정 편집) > Options(옵션) >
Advanced(고급) > Boot Options(부팅 옵션)로 이동하고 The next time the virtual machine
boots, force entry into the BIOS setup screen(다음 번에 가상 머신을 부팅할 때 BIOS 설정 화
면으로 강제 진입) 확인란이 선택 취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Hardware(하드웨어) 탭에서 Connected and Connect at Power ON(Power ON에서 연결 및 전
원 켜기)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2.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CUCM VM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시스템 전원을 끕니다.

시스템 전원을 켜십시오.

3.



   

참고: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파일 시스템 오류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읽기 전용 모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Cisco는 서버를 다음 패치 레벨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재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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