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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DCM(Digital Content Manager) 디바이스에서 공장 재설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해
야 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다음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Cisco DCM Factory Reset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치가 잠겨 있음(사용자 및 비밀번호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없음)●

v8.5 이상 버전, D9900/D9901:관리 IP 주소를 사용할 수 없고 Cisco DCM에서 IP 구성 도구 액
세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장치가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재사용됩니다.●

경고:Cisco DCM 공장 재설정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공장 재시작을 수
행하면 모든 구성 설정, 네트워크 설정, 라이센스 및 보안 설정이 손실됩니다.

참고:v8.5 이하 버전에서는 공장 재설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v8.5 이전 DCM 유닛을 공장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문의하십시오.



Cisco DCM에서 공장 재설정을 수행하는 방법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초기 설정●

Local Factory Reset D9900/D9901●

Local Factory Reset D9902●

원격 GUI 공장 재설정

시스템 다시 시작

Cisco DCM, IP Video Gateway Card 또는 IP Audio Gateway는 Cisco DCM GUI를 사용하여 원격
위치에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재시작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재시작(장치, IP 비디오 게이트웨이 카드 또는 IP 오디오 게이트웨이 카드) 장치 또는 카
드가 이전 설정으로 재시작됩니다.

●

Cold restart(device, Video Gateway Card 또는 IP Audio Gateway Card) - 디바이스 또는 카드
가 재시작되고 이전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손실됩니다.디바이스의 콜드 재시작을 수행해도 보
안 설정, Cisco DCM 하우징 관리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설정 및 라이센스 파일이 제거되지 않
습니다.

●

Factory restart(디바이스 전용) - 디바이스가 다시 시작되고 모든 이전 설정(Cisco DCM 하우징
의 관리 포트의 보안 설정 및 네트워크 설정도 포함)과 라이센스 파일이 손실됩니다.디바이스는
어셈블리 라인을 벗어날 때처럼 상태가 됩니다.

●

Cold 또는 Factory Restart는 관리자 보안 그룹에 속한 GUI 계정으로 DCM에 로그온한 경우에만
GUI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Cisco DCM GUI > Help > Maintenance > Reboot로 이동하여
원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Warm, Cold 또는 Factory.

경고:GUI 공장 재설정(기본 IP 주소)을 통해 Cisco DCM이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없게
되고 현장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일

공장 재설정을 수행하기 전에 안전한 곳에 Cisco DCM 라이센스 파일 및 설정 파일의 복사본을 보
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DCM 구성

GUI 액세스가 더 이상 없는 경우 tools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사용 가
능한 툴을 실행하여 디바이스에서 컨피그레이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Local Factory Reset D9900/D9901

Cisco DCM 하드웨어 키(핀 1 및 4가 핀 6에 연결됨)가 Cisco DCM의 입출력(I/O) 커넥터에 꽂혀 있
는 동안 Cisco DCM을 다시 시작하거나(콜드 또는 따뜻한 재시작 또는 디바이스 전원 켜기) 전원을
켜서 공장 재시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Cisco DCM 하드웨어 키를 연결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
로 GUI 헤더에 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Local Factory Reset D9902

공장 재가동 시 Cisco DCM에서 라이센스 파일과 모든 설정, 보안 및 네트워크 설정도 제거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Cisco DCM GUI를 사용하거나 개인 컴퓨터 및 직렬 터미널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콘솔 연결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USB를 사용하여 Cisco DCM의 후면 USB 커넥터에 PC를 연결하고 터미널 에뮬레이터
(HyperTerminal, Tera Term, PuTy)를 열고 통신을 구성합니다.전송 속도:38,400/Data 8비트
/Parity-None/Stop-1비트/Flow control-None

1.

Console 시작 화면이 나타나면 공장 재설정을 수행합니다.2.

IP 주소를 변경합니다.1.
GUI를 비활성화합니다.2.
셸을 시작합니다.3.
공장 재설정을 수행합니다.4.
IPsec/보안 우회를 활성화합니다.5.

공장 재설정 후

D9900/D9901



Cisco DCM에서 공장 재시작을 수행한 후 기본 네트워크 설정이 포함된 관리 포트가 제공됩니다.이
러한 기본 IP 설정은 Cisco DCM System Guid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Cisco TAC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8.5 이하 

Cisco TAC 담당자가 수행하지 않는 한 v8.5 이하 버전에서는 공장 재설정에 대한 옵션이 없습니다. 
DCM이 공장 출하 시 기본 GUI와 운영 체제(OS) 어카운트가 여러 개 시스템에서 생성됩니다.

기본 GUI 로그인 계정 자격 증명에 대해서는 Cisco DCM System Guide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지원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IP Config Tool을 통해 Cisco DCM의 관리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v8.5 이하 버전에
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범 사례:기본 관리자 계정으로 DCM에 로그인한 후에는 다른 GUI 및 OS 기본 생성 계정을 모두
제거하고 안전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v8.5 이상

중요:공장 재시작 후 영구 기본 GUI 또는 OS 계정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초기 보안 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 임시 GUI 로그인 계정 자격 증명은 Cisco DCM System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초기 보안 설정 중에 관리자 보안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GUI 계정과 하나 이상의 운영 체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D9902

D9902가 어셈블리 회선에서 또는 공장 재설정 후에 나오면 해당 GUI가 비활성화되고 관리 포
트가 기본 네트워크 설정으로 제공됩니다.

●

Cisco DCM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먼저 해당 GUI를 활성화하고 하나 이상의 관리 포트를
올바른 네트워크 설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콘솔 메뉴에서 [2] 옵션을 선택하여 GUI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콘솔 시작 화면에 [1]을 입력하여 Cisco DCM 하우징의 기가비트 이더넷(GbE) 포트에 새 IP 주
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재설정 중 분실된 라이센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이센싱 포털

Cisco Product License Registration 툴을 사용하여 World Wide Web 및 표준 웹 브라우저를 통해
DCM 라이센스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장비의 디바이스 호스트 ID, PAK(Product Authorization
Key) 및 디바이스 검증 키를 전송하면 라이센스 파일이 이메일로 반환되거나 다운로드될 수 있습니
다.

웹 브라우저에 다음 URL을 입력하여 라이센싱 포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SWIFT/LicensingUI/Home

Cisco DCM GUI의 라이센스

이메일로 라이센스 파일을 받은 후 Cisco DCM GUI를 통해 이 파일을 업로드하여 해당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호스트 ID는 Cisco DCM GUI의 Licenses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Licenses(라이센
스) 페이지를 열려면 Cisco DCM GUI 메뉴 >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 > License(라이센스)로
이동합니다.

Cisco DCM Licenses(Cisco DCM 라이센스) 페이지에 라이센스를 설치하려면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파일 업로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열기를 클릭합니다.파일을 선택하고 업데이트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라이센스가 활성화되기까지 약 15초가 걸립니다.Reload(다시 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더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SWIFT/LicensingUI/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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