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 버린 네트워크 관리 카드 (NMC) 암호.
이 문서는 Network Managemet Card 1 과 2 뿐만 아니라 랙 전원 분배 장치 (PDU) 또는 랙 자동 전송
스위치 (ATS)와 같은 이러한 카드의 내장 버전을 포함하는 모든 장치에 적용됩니다.

제품 계열
웹 / SNMP 카드 - AP9606
웹 / SNMP 카드가 내장 된 장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환경 모니터링 장치 1 (AP9312TH)
네트워크 관리 카드 1 - AP9617, AP9618, AP9619
Metered / Switched Rack PDU (AP78XX, AP79XX), 랙 자동 전환 스위치 (AP77XX, AP9320, AP9340,
Netbotz 200)는 네트워크 관리 카드 1 이 내장 된 장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카드 2 - AP9630 / AP9630CH, AP9631 / AP9631CH, AP9635 / 35CH
네트워크 관리 카드 2 가 내장 된 장치에는 2G Metered / Switched Rack PDU (AP84XX, AP86XX,
AP88XX, AP89XX), 랙 자동 전환 스위치 (AP44XX), 특정 오디오 / 비디오 네트워크 관리 제품, SmartUPS 온라인 (SRT).

환경

모든 펌웨어 버전 (별도의 언급이없는 한)
모든 일련 번호

원인

네트워크 관리 카드의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 또는 암호는 잊어 버렸거나 분실되었으며 액세스를
다시 얻으려면 특별한 재설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결

이 단계를 수행하려면 장치에 로컬로 액세스해야하며 APC 직렬 구성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에
직접 연결해야합니다. 관리자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장치 모델에 대한 아래 단계를 검색하십시오.

참고 : 아래 절차에서 비 APC 직렬 케이블을 연결하면 원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장치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웹 / SNMP 카드 및 네트워크 관리 카드 1 절차

또한 둘 이상의 SmartSlot 액세서리가 설치된 UPS (예 : AP9607 인터페이스 확장기)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는 경우 NMC 에 직접 직렬 액세스하기 위해 다른 SmartSlot 액세서리를 일시적으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 인터페이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액세서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설명서를 참조하여 액세서리가 올바른 순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로컬 컴퓨터에서 직렬 포트를 선택하고 해당 포트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비활성화하십시오.

2.) 아래 차트를 참조하여 네트워크 관리 카드 1 지원 장치에 맞는 올바른 통신 케이블을
얻으십시오 :

* 장치가 NMC2 암호 재설정 절차를 사용함을 나타냅니다.

3.) 직렬 케이블을 컴퓨터의 선택된 포트와 UPS / 네트워크 관리 카드 내장 장치의 구성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4.) 터미널 프로그램 (예 : HyperTerminal®)을 실행하고 장치 모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한
포트를 구성합니다 (장치가 아래 열거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설명서 참조).

** 장치가 NMC2 암호 재설정 절차를 사용함을 나타냅니다.
<주의> 3 상 UPS 의 경우이 재설정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PowerView 디스플레이에 연결되는
"디스플레이"레이블이 붙은 포트에서 통신 케이블을 제거해야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반복해서 Enter 키를 눌러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표시 할 수 없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직렬 포트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SCROLL LOCK 이 꺼져 있거나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설정은 3 단계에서 지정한대로 정확합니다.
2 단계에서 지정한대로 올바른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리셋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상태 LED 는 주황색과 녹색으로 번갈아 빠르게 (거의 즉시)
깜박입니다. (* AP9606 을 사용하는 경우 7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LED 가 빠르게 깜박이는 동안
재설정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LED 가 꺼지면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재설정됩니다 (기본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모두 apc 입니다).

7.)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다시 표시하는 데 필요한만큼 Enter 키를 누른 다음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기본값 인 apc 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가 다시 표시된 후 30 초 이상
로그온하면 5 단계를 반복하고 다시 로그온해야합니다.)

8.) Control Console 메뉴에서 System, User Manager 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9.) Administrator 를 선택하고 User Name 과 Password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둘 다 apc 입니다.

10.) CTRL + C 를 누르고 로그 오프 한 다음 분리 한 직렬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비활성화 한 모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 버전 2.5 펌웨어 (또는 모델 AP9606) 이하를 실행하는 네트워크 관리 카드의 경우 6 단계 (두
번째 재설정 누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카드 2 절차
참고 : v6.X.X 펌웨어에서 수퍼 유저 또는 관리자 수준의 계정은 다른 관리자, 장치, 읽기 전용 및
네트워크 전용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수퍼 유저 암호 또는 최소한 하나의 관리자
자격 증명 집합을 알고있는 경우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렬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 카드에 연결하는 로컬 컴퓨터를 사용하여 명령 줄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에는 "콘솔"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 카드

자체에 있습니다. 핀홀 재설정 버튼을 눌러야합니다. 액세스는 이더넷 잭의 오른쪽에있는
네트워크 관리 카드 앞면에 있습니다.

1.) 로컬 컴퓨터에서 직렬 포트를 선택하고 해당 포트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비활성화하십시오.

2.) 제공된 직렬 케이블 (APC 부품 번호 940-0299)을 컴퓨터의 선택된 포트와 네트워크 관리 카드의
구성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터미널 프로그램 (예 : HyperTerminal®)을 실행하고 선택한 포트를 9600bps, 8 데이터 비트,
패리티 없음, 1 정지 비트 및 흐름 제어 없음으로 구성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반복해서 Enter 키를 눌러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표시 할 수 없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직렬 포트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SCROLL LOCK 이 켜져 있습니다.
- 3 단계에서 지정한대로 터미널 설정이 정확합니다.
- 2 단계에서 지정한대로 올바른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리셋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때로는 종이 클립이나 핀홀 재설정 버튼과 유사한 것을 정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이 클립이나 유사한 장치를 재설정 버튼 구멍의 위쪽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렬 될 때까지). 5-7 초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상태
LED 가 꺼짐). 그런 다음 해당 시간이 지나면 주황색과 녹색이 번갈아 가면서 상태 LED 가 빠르게
깜박입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일시적으로 기본값 (기본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모두 apc)으로
재설정하려면 LED 가 빠르게 깜박이는 동안 재설정 버튼을 즉시 두 번 누릅니다. 그러면 LED 가
꺼집니다.

6.) 필요한 경우 반복해서 Enter 키를 눌러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를 다시 표시 한 다음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기본값 인 apc 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이름 프롬프트가 다시 표시된 후 30 초 이상
로그온하면 5 단계를 반복하고 다시 로그온해야합니다.)

7a.) v5.X.X 펌웨어의 경우에만 명령 줄 인터페이스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둘 다 일시적으로 apc
인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user -an yourAdministratorName
user -ap yourAdministratorPassword

예를 들어,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Admin 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user -an Admin

7b.) v6.X.X 펌웨어의 경우에만 명령 줄 인터페이스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이 항상
apc 이고 암호가 일시적으로 apc 인 수퍼 사용자 계정의 암호 설정을 변경합니다.

user -n apc -pw p@ssword

예를 들어 수퍼 유저의 비밀번호를 p @ ssword 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십시오.

user -n apc -e enable

두 번째로 보안상의 이유로 슈퍼 유저 계정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 액세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계정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려면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user -n upsadmin -pw p@ssword

수퍼 유저는 어떤 계정의 암호도 재설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암호도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psadmin 사용자의 비밀번호도 변경하려면 다음을 입력하십시오.

user -n upsadmin -pw p @ ssword

참고 : v6.X.X 의 펌웨어 사용자 가이드에 따라 사용자 이름 정보 변경은 명령 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수퍼 유저는 로그인하여 다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종료 또는 종료를 입력하여 로그 오프하고 분리 한 직렬 케이블을 다시 연결 한 다음 비활성화 한
모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