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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백업 및 복원 기능에 필요한 기본 설정 및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버전 10.5.2.15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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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CUCM 관리에서 호출할 수 있는 DRS(Disaster Recovery System)는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 대해
전체 데이터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제공합니다.DRS를 사용하면 정기적으로 자동 또는 사용자 호출
데이터 백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DRS는 플랫폼 백업/복원의 일부로 자체 설정(백업 디바이스 및 스케줄 설정)을 복원합니다.DRS는



drfDevice.xml 및 drfSchedule.xml 파일을 백업하고 복원합니다.이러한 파일로 서버를 복원할 때
DRS 백업 디바이스 및 스케줄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해 복구 시스템에는 다음 기능이 포함됩니다.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백업 및 복원 기능을 갖춘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

예약된 백업●

물리적 테이프 드라이브 또는 원격 SFTP 서버에 백업 아카이브●

재해 복구 시스템에는 MA(Master Agent)와 LA(Local Agent)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
터 에이전트는 로컬 에이전트와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조정합니다.시스템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서 마스터 에이전트와 로컬 에이전트를 모두 자동으로 활성화합니다.

CUCM 클러스터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SFTP 서버와의 통신을 설정하기 위해 포트 22가 열립니다.●

유효한 IPsec 및 Tomcat 인증서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Cisco Unified OS
Administration(Cisco Unified OS 관리) > Security(보안) >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
)로 이동합니다.

●

참고:ipsec 및 Tomcat 인증서를 재생성하려면 CUCM에서 인증서를 재생성하려면 절차를 사
용합니다.

SFTP 서버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로그인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CM 서버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구 수행 시 선택한 경로에 파일이 포함됩니다.●

구성

백업

재해 복구 시스템은 클러스터 레벨 백업을 수행합니다. 즉, CUCM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 대한 백
업을 중앙 위치로 수집하고 백업 데이터를 물리적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아카이브합니다.

1단계: 데이터가 저장되는 백업 디바이스를 생성합니다.Disaster Recovery System > Backup >
Backup Device로 이동합니다.

2단계. 새로 추가를 선택합니다.백업 디바이스 이름을 정의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SFTP 값을
입력합니다.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214231-certificate-regeneration-process-for-cis.html#anc18


.

3단계.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백업 스케줄을 만들고 편집합니다.Backup(백업) > Scheduler(스케
줄러)로 이동합니다.

4단계. 스케줄명을 정의합니다.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Device Name(디바이스 이름)을 선택하고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기능을 선택합니다.



5단계.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약된 백업을 구성합니다.

6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경고를 확인합니다.OK(확인)를 클릭하여 앞
으로 이동합니다.

7단계. 백업 일정이 작성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스케줄 사용을 클릭합니다.



8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상태가 Enabled(활성화됨)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9단계. 수동 백업이 필요한 경우 백업 > 수동 백업으로 이동합니다.

10단계. Device Name(디바이스 이름)을 선택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능
을 선택합니다.



11단계. 백업 시작을 클릭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진행 중인 작업이 표시됩니다
.

12단계.수동 백업이 완료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3단계. SFTP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백업 tar 파일의 크기를 추정하려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예
상 크기를 클릭합니다.

14단계. 예상 크기는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표시됩니다.



참고:Estimate Size 기능은 이전에 성공한 백업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마지막 백업 이후 컨피
그레이션이 변경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단계. 백업이 실행되는 동안 백업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백업 > 백업 상태로
이동합니다.

16단계.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백업 절차를 확인하려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Backup > History로
이동합니다.

복원

DRS는 주로 drfDevice.xml 및 drfSchedule.xml 파일을 복원합니다.그러나 시스템 데이터 복원이 수
행될 때 클러스터의 어떤 노드를 복원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백업 디바이스(SFTP 서버)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해당 파일에서 tar 파일을 검색하고
이러한 파일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재해 복구 시스템 > 복원 > 복원 마법사로 이동합니다.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복원에 사용할 백업 파일을 저장하는 장치 이름을 선택합니다.Next(다
음)를 클릭합니다



.

3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사용 가능한 파일 목록에서 백업 파일을 선택합니다.선택한 백업 파일에는
복원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단계. 사용 가능한 기능 목록에서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복원할 기능을 선택합니다.

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복원을 적용할 노드를 선택합니다.



참고:Publisher가 이미 재구축되었거나 새로 설치된 경우 한 단계 복원을 통해 전체 클러스터
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이 옵션은 복원을 위해 선택한 백업 파일이 클러스터의 백업 파일이고
복원을 위해 선택한 기능에 게시자 및 가입자 노드 모두에 등록된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만 표
시됩니다.

6단계. 복원을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복원 상태가 업데이트됩니다
.



7단계. 복원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복원 > 현재 상태로 이동합니다.

8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상태가 완료되면 복원 상태가 SUCCESS로 변경됩니다.



9단계.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팁:시스템 종료 또는 시스템 재시작을 위해 지원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0단계. 시스템에서 수행된 복원 절차를 확인하려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복원 > 기록으로 이동합
니다.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ucm/admin/12_5_1/admin/cucm_b_administration-guide-1251/cucm_b_administration-guide-1251_chapter_01.html#CUCM_TK_S67B2DEC_00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ucm/admin/12_5_1/admin/cucm_b_administration-guide-1251/cucm_b_administration-guide-1251_chapter_01.html#CUCM_TK_S67B2DEC_00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백업 또는 복원 장애가 보고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로그 집합을 수집하고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와 공유해야 합니다.

Cisco DRF 마스터 로그●

Cisco DRF 로컬 로그●

DRF Current Status 페이지의 실패 로그●

문제의 타임스탬프●

관련 정보

지원되는 SFTP 서버●

/content/en/us/td/docs/voice_ip_comm/cucm/drs/10_0_1/CUCM_BK_D220A91D_00_disaster-recovery-system-cucm-100/CUCM_BK_D220A91D_00_disaster-recovery-system-cucm-100_chapter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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