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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ESA(Email Security Appliance) 또는 Cisco SMA(Security Management
Appliance)에 저장된 관련 추적 또는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추적 또는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적 데이터베이스

추적 데이터베이스는 어플라이언스의 추적 로그로 구성됩니다.추적 로그는 추적 서비스의 프로세
스와 관련된 작업을 기록합니다.추적 로그는 메일 로그의 하위 집합입니다.

주의: 이 명령은 모든 추적 데이터를 삭제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CLI에서 diagnostic > tracking > deletedb를 사용하여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지웁니다.커밋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mylocal.esa> diagnostic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RAID - Disk Verify Utility.

- DISK_USAGE - Check Disk Usage.

- NETWORK - Network Utilities.

- REPORTING - Reporting Utilities.

- TRACKING - Tracking Utilities.



- RELOAD - Reset configuration to the initial manufacturer values.

[]> tracking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DELETEDB - Reinitialize the tracking database.

- DEBUG - Gather debug information.

[]> deletedb

This command will delete all tracking data and cannot be aborted.

In some instances it may take several minutes to complete. Please

do not attempt a system restart until the command has returned.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N]> y

Deleting all tracking data.

Shutting down the Splunk daemon (this may take a few minutes)...

Splunk daemon shut down

Removing Splunk database...

Splunk database removed

Removing 'missing data' database...

Removing unparsed log files...

Unparsed log files removed

Rebuilding log file directory...

rebuilt log file directory

Restarting the Splunk daemon (this may take a few minutes)...

Splunk daemon started

보고 데이터베이스

보고 데이터베이스는 어플라이언스의 메일 흐름에 대한 기록 메트릭을 포함하는 전용 이진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주의: 이 명령은 모든 보고 데이터를 삭제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CLI에서 진단 > 보고 > deletedb 을 눌러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웁니다. 커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myesa.local> diagnostic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RAID - Disk Verify Utility.

- DISK_USAGE - Check Disk Usage.

- NETWORK - Network Utilities.

- REPORTING - Reporting Utilities.

- TRACKING - Tracking Utilities.

- RELOAD - Reset configuration to the initial manufacturer values.

[]> reporting

The reporting system is currently enabled.

Choose the operation you want to perform:

- DELETEDB - Reinitialize the reporting database.

- DISABLE - Disable the reporting system.



   

[]> deletedb

This command will delete all reporting data and cannot be aborted. In some instances

it may take several minutes to complete. Please do not attempt a system restart

until the command has returned. Are you sure you

want to continue? [N]> y

Shutting down reporting system......

Removing all reporting data. This may take several minutes.

The reporting system database has been reinitialized.

The reporting system is currently enabled. 

관련 정보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 엔드 유저 가이드●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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