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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OAMP(Operation Console)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CVP(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보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비우기를 예약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VP(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운영 콘솔(OAMP)●

구성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정 단계(솔루션 참조 네트워크 설계)

1단계. Device Management(디바이스 관리) > CVP Reporting Server로 이동합니다.

2단계. 이름 필드가 있는 링크 또는 앞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Reporting Server를 선택한
다음 Edit를 클릭합니다.

3단계. [Reporting Server 구성 편집] 창의 도구 모음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메뉴를 선택한 다음 데
이터 삭제를 선택합니다.



4단계. Reporting Server- 데이터 삭제 페이지에서 각 데이터 범주에 대한 데이터 보존 시간을 변경
합니다.

5단계. 매일 비우기를 실행하려면 시간과 분을 선택합니다.이렇게 하면 기본(야간) 비우기 시간이
정의되고 12시간 후에 실행되도록 정오 비우기 설정이 설정됩니다.

6단계. Informix 암호를 입력하고 저장 및 배포를 클릭합니다.

OAMP 콘솔 없이 CVP Reporting Server 데이터베이스 제거 시간 변경

1단계. 보고 서버 설치는 C:\Cisco\CVP\bin 디렉토리에 있는 창 배치 파일 CVPPURGE.BAT를 생성
합니다.  이 배치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제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Java 백엔드 코드를 실행하
기만 하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각 개별 CVP Reporting Server의 창 스케줄러를 통해 실행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2단계. 이제 Reporting Server에서 두 개의 창 예약 작업(CVPDBMidDayPurge 및
CVPDBNightlyPurge)을 제공합니다.각 작업은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정 단계]의 단계 5에서 설명한
대로 각각 [정오 비우기] 및 [야간 비우기] 작업에 해당합니다.

3단계. 두 비우기 모두 동일한 CVPPURGE.BAT 파일을 사용하지만, 다른 비우기 활동을 위해 여러
매개변수를 배치 파일에 제공합니다.또한 개별 Reporting Server의 창 스케줄러 작업을 통해 데이
터베이스 제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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