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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단일 서버 또는 여러 노드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재시작/스위치 버전과 같은 작업
을 개선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12.5의 새로
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12.5●

IM and Presence Server 12.5●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UCM 버전 12.5.1.10000-1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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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12.5 이전에 단일 서버 업그레이드 또는 클러스터
전체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일 서버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성 설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관리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마다 값을 입력
해야 합니다.

1.

관리자는 각 노드에서 컨피그레이션을 입력해야 합니다.2.

다운로드 후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경우 관리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운로
드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노드는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특정 순서로 스위치 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1.

관리자는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드를 기억하고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관
리자는 다음 노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노드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클러스터/스위치 버전 재부팅

12.5 이전 버전에서는 전체 클러스터의 재부팅/스위치 버전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관리자는 Pub로 시작하는 각 서버의 CLI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CUCM 12.5에는 이러한 기능이 개선되어 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구성

1단계. 단일 서버 업그레이드 개선.

GUI 개선 사항

Install/Upgrade for Single Server(단일 서버에 대한 설치/업그레이드)가 선택된 경우 OS Admin(OS
관리) 페이지에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옵션 1. 게시자에서 자격 증명 다운로드를 사용합니다.

이 옵션은 구독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이 옵션을 사용하면 게시자의 업그
레이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2. 로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서버의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이전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3. 영구 값은 미리 채워집니다.

SFTP(Secure FTP) 서버 세부 정보는 지속적이고 미리 채워집니다.관리자가 이전 세부 정보와 동
일한 세부 정보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옵션 4.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스위치 버전 옵션을 계속 진행합니
다.

이전 버전의 CUCM 및 IM&P에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면 스위치 버전을 선택하는 옵션이 제공됩
니다.이 경우 관리자는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려면 추가 작업
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ISO의 MD5 값을 확인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여 iso의 설치 후 다운로드를
계속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옵션 4. 업그레이드 실패 시 이미지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실패할 경우 로컬 파일을 사용하여 iso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LI 개선 사항

위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Upgrade of Single Server(단일 서버 업그레이드)에 대한 CLI 명령이 개
선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작하는 명령은 여전히 동일하지만(utils system upgrade initiate) 새 옵션이 추가되
었습니다.

Publisher CLI에서:

admin:utils system upgrade initiate

Warning: Do not close this window without first cancelling the upgrade.

Warning: Before upgrading the cluster Cisco recommends installing the latest Upgrade Readiness

COP file. Refer to the Upgrade Guide on cisco.com for details.

Source:

1) Remote Filesystem via SFTP

2) Remote Filesystem via FTP

3) Local DVD/CD

4) Local Image <UCSInstall_UCOS_12.5.1.10000-19.sgn.iso>

q) quit

Please select an option (1 - 4 or "q" ):

“Local Image< image >” introduced in the list of the source 

that allows admin to select a local image that is

already downloaded to UCM and use that image to upgrade the UCM

가입자 CLI에서:

               

admin:utils system upgrade initiate

Warning: Do not close this window without first cancelling the upgrade.

Warning: Before upgrading the cluster Cisco recommends installing the latest Upgrade Readiness

COP file. Refer to the Upgrade Guide on cisco.com for details.

Use download credentials from Publisher (yes/no) [yes]: no

Source:

1) Remote Filesystem via SFTP

2) Remote Filesystem via FTP

3) Local DVD/CD

4) Local Image <None>

q) quit

Please select an option (1 - 4 or "q" ):

utils system upgrade initiate for CUCM Subcrobers andIM&P Pub/Sub nodes has been modified and



the option is  “Use download credentials from Publisher (yes/no) [yes]”

이 옵션을 클릭하면 Publisher 구성을 통해 업그레이드 파일이 선택됩니다.이미지에 대한 검사가 수
행되어 업그레이드 전에 해당 이미지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게시자가 올바른 이미지가 없는 위치를 제공하는 경우 \n업그레이드 프롬프트를 종료합니다.

2단계. 중앙 집중식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이는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관리하기 위해 CUCM 버전 12.5에 도입된 새로운 기능입니다.Cluster
Upgrade 옵션은 Publisher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는 OS Admin 페이지
또는 CLI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클러스터 업그레이드에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IM&Presence
서버가 포함됩니다.

GUI 개선 사항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서는 이를 위해 새 옵션 클러스터 설치/업그레이드가 도입됩니다.



클러스터에 IMP 서버가 포함된 경우 IMP 서버 업그레이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면 GUI 또는 CLI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Historical
Time to Complete 매개 변수는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특정 단계에 소요
된 시간을 표시합니다.이 옵션은 Time Elapsed 옵션과 일치하여 업그레이드가 예상대로 진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처음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Historical Values에는 로컬 테스트 결과에서 가져온 개발자가
정의한 표준 값이 있습니다.



CLI 개선 사항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트리거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 CLI가 Publisher에 추가되었습니다
.

admin: utils 시스템 업그레이드 클러스터 {initiate/status/cancel}

               

위의 CLI 명령은 CUCM 게시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중앙 집중식 클러스터 스위치 버전 또는 재부팅.

       

이 기능은 CUCM Publisher Server에만 있으며 이에 대한 CLI 명령이 없는 경우에만 GUI 인터페이
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전체 클러스터의 스위치 버전 및 업그레이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작업은 항
상 첫 번째 일괄 처리에 있는 서버 및 Publisher 일괄 처리에서 수행됩니다.각 일괄 처리에는 일부
서버가 있어야 하며 일괄 건너뛰기를 할 수 없습니다.공정은 배치1과 배치2 및 이후 공정으로 시작
합니다. 현재 공정 상태는 상태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클러스터 노드의 병렬 업그레이드.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옵션을 사용하면 모든 노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시작되며 관리자는
다음 서버를 시작하기 전에 게시자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모든 서버
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시작되지만 백엔드 CUCM 가입자에서 CUCM Publisher 데이터베이
스 설치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IMP 가입자는 CUCM Publisher 및 IMP Publisher 설치가 완료될 때



까지 기다립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단일 서버 또는 클러스터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행되는 업그레이드 또는 DRS
작업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여러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으며 관련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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