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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섀시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가 발생한 후 Cisco AnyRes Live 9300
Serie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경우 웹 UI(User Interface)에서 시리얼 번
호와 관련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Cisco AnyRes Live 9300 Series 플랫폼에서 섀시 RMA가 발생하면 이전 섀시의 일련 번호 및 네트
워크 장치가 웹 UI에 나타나며, 이는 새 하드웨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Microsoft Windows 레지스트리 구성에 새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련 번호 업데이트

섀시 일련 번호를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tart(시작) > run(실행)...로 이동하여 Microsoft Windows 레지스트리를 열어 편집할 수 있습니
다.

1.

실행 창에 regedit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2.

필요에 따라 레지스트리 키를 편집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Inlet\Spinnaker]

"SerialNumber"="FFF0000F0F"

3.



디바이스 이름 업데이트

NIC(Network Interface Card) 어댑터의 이름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Box에서 rename.zip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참고: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Cisco Device Manager의 복사본이 열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
니다.

1.

명령 프롬프트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관리자로 실행을 선택하고 cmd.exe
명령을 입력합니다.

2.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et devmgr_show_nonpresent_devices=1

DEVMGMT.MSC

3.

Cisco Device Manager를 열고 View|Show Hidden Devices를 선택합니다.4.

네트워크 어댑터를 확장하려면 클릭합니다.5.

비활성화된 아이콘이 있는 Cisco I350 LOM 또는 Intel I350 유형의 제거된 어댑터를 찾습니다.
이는 해당 어댑터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6.

각 어댑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제거합니다.
참고:이때 더 이상 이름 지정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NIC 어댑터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7.

메모장(또는 유사한 작업 영역)을 열고 rename.ps1 파일의 내용을 여기에 붙여넣습니다.8.

이 정보를 바탕 화면에 저장하고 rename.ps1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파일 유형을 변경해
야 합니다.

9.

작업 표시줄 아이콘에서 Powershell 세션을 시작하고 관리자로 실행합니다.10.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et-executionpolicy remotesigned

11.

쿼리하면 예를 클릭합니다.12.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Users\admin\Desktop\rename

13.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14.
이전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Start(시작) > run(실행)...로 이동하여 Microsoft Windows 레지스트리를 열어 편집할 수 있습니
다.

1.

실행 창에 regedit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2.

HKLM > System > Current Control Set > Control > Network > ... 로 이동합니다.3.

https://cisco.box.com/s/umyln3oo4fgybbe8mfvfb516ovi486wz


   

다음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제거합니다.

메인보조출력 1출력 2입력 1입력 2

이렇게 하면 현재 네트워크 어댑터의 이름을 적절한 제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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