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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vSphere Client for Cisco UC(Unified Communications)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냅샷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VMware(Virtual Machine-ware) 및 vSphere Client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 VMware VCenter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정보

VMware 스냅샷은 UC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스냅샷은 모든 유형의 레이턴시 및 음
성 품질 문제를 야기합니다.또한 UC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 문제, CPU 급증, 메
모리 사용률 문제도 발생합니다.

VMware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UC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성 품질 또는 CPU/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시스템에 스냅샷이 있다는 것입니다. 

vSphere Client에서 UC 애플리케이션용 스냅샷 확인

vSphere Client에 로그인하고 UC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가상 머신(VM)을 선택합니다.스냅샷
관리자 아이콘(다음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원)을 클릭합니다.

스냅샷을 실행하지 않는 VM은 VM 호스트 이름 아래에 You are here 필드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스냅샷을 실행하지 않는 VM의 예입니다.



스냅샷이 있는 경우 You are here 필드가 사용 가능한 스냅샷과 함께 나타납니다.스냅샷은 VM 호
스트 이름 위 또는 아래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스냅샷이 있는 VM의 예입니다.

 



참고:VMware 스냅샷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VMware Requirements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docwiki.cisco.com/wiki/Unified_Communications_VMware_Requirements#Supported_Versions_of_VMware_vSphere_ESXi
http://docwiki.cisco.com/wiki/Unified_Communications_VMware_Requirements#Supported_Versions_of_VMware_vSphere_ESXi


운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냅샷을 삭제할 수 있으며, 호스트와 VM을 재부팅할 필요가
없습니다.스냅샷 크기에 따라 스냅샷을 삭제하는 데 최대 3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스냅샷을 지원하지 않음을 관리자에게 알리고, 관리자가 UC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VM에서 스냅샷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스냅샷 삭제 진행 상황은 즉시 95%로 증가하여 장기간 계속 유지됩니다.이것은 그것이
끼거나 걸려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정상이며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VM에서 스냅샷을 확인하는 대체 절차

앞서 설명한 절차를 대체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VM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확인합니다.이 정보는 VM의 Summary 페이지에 있습니다
.

1.

Home(홈) > Inventory(인벤토리) > Datastore and Datastore Clusters(데이터 저장소 및 데이
터 저장소 클러스터)로 이동하고 적절한 데이터 저장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

2.

Browse Datastore(데이터 저장소 찾아보기)를 선택하고 제목에 스냅샷이 있는 파일과
delimiter.vmsn(가상 머신 스냅샷)을 검색합니다.

3.



확인할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VM을 찾아 VM을 선택하고 Summary
페이지를 표시합니다.Summary(요약) 페이지의 Storage(스토리지) 아래에서 Datastore(데이
터 저장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Browse Datastore(데이터 저장소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제목에 스냅샷이 있는 파일은 이 VM에 대해 스냅샷이 생성되었
음을 나타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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