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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CS(Access Control Server) 5.3/5.2은 다양한 백업 옵션을 제공합니다.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옵션
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5.3/5/2 버전을 실행하는 ACS●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이러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5.3/5.2 버전을 실행하는 ACS●

리포지토리로 구성된 ACS●

ACS는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구성 및 로깅.두 부품 모두 CLI 또는 GUI를 사용하여 별도로
백업됩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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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에서 컨피그레이션 백업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시스템 관리 > 운영 > 분산 시스템 관리

이렇게 하면 선택한 모든 인스턴스에서 즉시 백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ACS 컨피그레이션을 백업하거나 ACS 컨피그레이션과 ADE-OS를 모두 백업하는 옵션이 있습
니다.

●

시스템 관리 > 작업 > 스케줄 지정 백업

이렇게 하면 원하는 시간/날짜에 백업을 수행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CS 컨피그레이션만 백업합니다.●

ACS 백업 보기/로깅



이는 Monitoring Configuration(모니터링 컨피그레이션) > System Operations(시스템 작업) > Data
Management(데이터 관리) > Removal and Backup(제거 및 백업)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CS AAA 로그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제거이 설정을 사용하면 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드롭다운
상자에서 선택할 값은 모니터링 및 보고서 보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데이터의 개월 수입니
다.

●

지금 전체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기이렇게 하면 즉시 백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보기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렇게 하면 증분 보기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또는 전체 보기 데
이터베이스 백업의 시간과 날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ACS 5.3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의 이 섹션에서는 AAA 로그의 비우기 및 백업이 작동하는 방식과 비
우기가 수행될 단계에 대해 잘 설명합니다.

데이터 제거 및 증분 백업 구성

CLI에서 ACS 컨피그레이션 백업

GUI는 백업을 생성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곳입니다.그러나 CLI에서 백업 명령을 실행하려는 경우 사
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www.cisco.com/en/US/docs/net_mgmt/cisco_secure_access_control_system/5.3/user/guide/viewer_sys_ops.html#wp1068157


   

참고: 각 명령에서 백업된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각 링크에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ACS 컨피그레이션만 백업하려면 acs backup 명령을 사용합니다.

acs backup backup-filename repository repository-name

ACS 컨피그레이션 및 ADE OS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backup 명령을 사용합니다.

backup backup-name repository repository-name

시스템 로그를 백업하려면(뷰 데이터베이스가 아님), backup-logs 명령을 사용합니다.

backup-logs backup-name repository repository-name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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