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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오류로 인해 TMSAE 1.1에서 1.2.1으로 TMSAE(Telepresence Management Server
Analytic Extension)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TMS(Telepresence Management Server) 원본 데이터베이스 서버 링크가 없거나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기고자: Vivek Kumar Singh,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설치 및 업그레이드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TMSAE 1.1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된 TMSAE 서비스가 서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TMSAE 1.2.1●

SQL Server●

SQL Management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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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일반적으로 TMSAE가 잘 작동하면 TMSAE용 SQL Server를 다음과 같이 연결했습니다.



이 연결된 서버에는 tmsng 데이터베이스 및 tmspe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수행할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발생한 오류:연결된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고객 사이트에서 확인
하면 카탈로그 서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customer tmsng_dwh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솔루션

참고 tmsng, tmsng_dwh 및 tmsng_dwhAsDb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백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다음 단계에 따라 링크 서버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이 링크 이름(TMSREPORTING_SRC....)을 어딘가에 복사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새 링크를 만
드십시오.

1.

      이 경우 TMSREPORTING_SRC_tms.tplab1.local\sqltms_tmsng입니다.

 2.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이 링크를 삭제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새 link_server 생성 단계●

Linked Servers(연결된 서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New Linked Server(새 연결
된 서버)를 선택합니다.

1.

2. 연결된 서버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3. 기타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SQL Native Client for Provider를 선택합니다.

4. 제품 이름의 경우 #(으)로부터 동일한 연결된 서버를 입력합니다.

5. 데이터 소스의 경우 SQL Server FQDN을 입력하고 인스턴스 이름 이외의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
해야 하는 경우(예: 인스턴스 이름이 sqltms인 경우) 데이터 소스는 servername\sqltms입니다.

6. 공급자 문자열을 비워 둡니다.

7. 카탈로그의 경우 tmsng를 입력합니다.



8. 보안 페이지에서 이 보안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만들기를 선택하고 aupercs-tms-sql 및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이는 이전에 만든 컨텍스트와 동일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10. 연결된 서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후 연결 테스트를 선택합니다.통과하나요?

11. tmsng_dwh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고 해당 속성을 확인합니다.TMSLinkName 필드 값이 연결
된 서버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참조).

12. tmsng_dwh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고 해당 속성을 확인합니다.TMSLinkName 필드 값이 연결
된 서버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참조).

13. TMSAE 1.2.1을 다시 설치합니다.

14. 오류가 있는 경우

a.\Program Files(x86)\Cisco\TMSAE 및 C:\Users\{USERNAME}\AppData\Local\Temp 폴더의 로그

b.다음 세 데이터베이스 백업:tmsng, tmsng_dwh 및 tmsng_dwhAs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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