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어플라이언스 비밀번호 복구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표기 규칙
Cisco 2700 Series 위치 어플라이언스
위치 어플라이언스에 연결
단계별 비밀번호 복구 절차
관련 정보

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2700 Series Location Appliance의 루트 비밀번호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Cisco 2700 Series 위치 어플라이언스

이 문서에 설명된 비밀번호 복구 절차는 모든 버전의 Cisco Location Appliance에 적용됩니다.

위치 어플라이언스에 연결

Location Appliance 콘솔 포트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참고: 콘솔 케이블을 사용하여 콘솔 포트에 연결합니다.직선 연결과 같은 다른 케이블은 콘솔 포트
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COM 1 또는 COM 2 포트를 위치 어플라이언스의 RS-232 포트에 연결하려면 9핀
숫자에서 9핀 암 커넥터를 사용하는 straight-through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1.

컴퓨터에서 터미널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엽니다.참고: 이 지침에서는 Microsoft2.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yperTerminal을 터미널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다른 프
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연결 설명 창에 이름을 입력합니다.3.
연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4.
확인을 클릭합니다.5.
연결 대상 창에서 연결을 사용하여 연결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연결된 포트를 선
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7.
Port Settings(포트 설정) 창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비트/초(전송):9600데이터 비트:8패리티
:없음정지 비트:1흐름 제어:없음

8.

확인을 클릭합니다.9.
Enter를 누릅니다.10.

단계별 비밀번호 복구 절차

위치 어플라이언스의 루트 비밀번호를 복구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이 창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시스템이 오래 여기에 있지 않
기 때문에 이 창을 볼 때 매우 빨리 가야 합니다.

1.

이 창이 나타나면 Esc 키를 눌러 부팅 메뉴를 시작합니다
.

2.

Red Hat Enterprise Linux ES(2.4.21-32.ELsmp)를 선택한 다음 e를 눌러 편집합니다
.

3.



kernel으로 시작하는 줄을 찾은 다음 e를 누릅니다
.

이 창이 나타납니다
.

4.



줄의 끝으로 가십시오.공백을 한 개 비워 두려면 공백을 한 개 입력한 다음 1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5.

변경 사항을 저장한 다음 b를 누릅니다
.

이 창이 반환됩니다.

6.

부팅을 시작하려면 b를 누릅니다7.



.

부팅 시퀀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셸 프롬프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단일 사용자 모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셸 프롬프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passwd 명령을 사용하여 루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새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확인합니다

8.



.

시스템을 재부팅하려면 셸 프롬프트에 reboot를 입력합니다
.

9.

관련 정보



   

무선 위치 어플라이언스 FAQ●

Cisco Wireless Location Appliance 시작 가이드(릴리스 5.1 이상)●

Cisco Location Appliance 컨피그레이션 가이드, 릴리스 6.0●

무선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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