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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QL 데이터베이스 복제는 Cisco CallManager 클러스터의 핵심 기능입니다.데이터베이스의 마스
터 복사본이 있는 서버를 게시자라고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는 서버를 구독자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게시자의 데이터 복제를 중지하는 경우 게시자/구독자 관계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렇게 하려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여 구독을 수동으로 다시 빌드하십시오.

증상

다음은 구독자가 게시자에서 복제를 중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목록입니다.

게시자에서 변경한 내용은 가입자에 등록된 전화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에 등록된 전화기에서 아웃바운드 통화가 실패합니다.9번을 누르자마자 다시 신호음이
들립니다.

●

모두 착신 전환(CFwdALL)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IP 전화에 오류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DBLHelper를 사용하여 끊어진 Cisco CallManager 클러스터 SQL 서브스크립
션 재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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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게시자와 구독자 모두에서 SQL Administrator(sa) 계정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
정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allManager 3.0, 3.1 및 3.2●

참고: Cisco CallManager 버전 3.3이 있는 경우 Cisco CallManager 3.3을 사용한 Broken
CallManager 클러스터 SQL 서브스크립션 재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명
령을 사용하기 전에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게시자와 구독자 간의 관계 다시 설정

두 시스템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먼저 구독자 구독을 게시자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그런 다음 구독을 삭제하고 가입자 시스템에서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게시자에서 구독 다시 만들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게시자에서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 7.0 > Enterprise Manager를 선택하여 SQL
Enterprise Manager를 시작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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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은 게시자에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Microsoft SQL Server에서 새 SQL Server 등록...을
선택합니다
.

2.



SQL Server 등록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시작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3.



Cisco CallManager에 있는 다른 SQL 서버는 Additional Servers(추가 서버) 상자에 나타나야
합니다
.



모든 서버를 선택하고 Add servers(추가된 서버) 상자에 추가합니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4.



시스템 관리자가 할당한 SQL Server 로그인 정보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5.



다음 창에서 가입자 시스템의 "sa"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참고: SUBSCRIBER 시스
템의 sa 계정 및 비밀번호입니다.비밀번호는 가입자 시스템이 설치될 때 선택됩니다
.

6.



SQL Server 그룹 선택 창에서 기존 SQL Server 그룹에 SQL Server를 추가하는 옵션을 선택
합니다.여기서 선택한 그룹 이름은 SQL Server 그룹입니다
.

7.



마침을 클릭합니다.추가된 서버 추가 상태가 표시됩니다
.

8.



메시지에 "Registered successfully(등록됨)"가 표시됩니다. 닫기를 클릭합니다
.

9.



이 창과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



두 서버가 나열된 경우 게시자가 인식함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서버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습니다.

게시자에서 구독 삭제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Enterprise Manager 아래에서 SQL Server 트리로 이동하여 CCM0301 데이터베이스의 게시
(Microsoft SQL Server > SQL Server Group > Machine_name > Databases > CCM0301 > 게
시)를 찾습니다. 실패한 Cisco CallManager 서브스크립션을 선택하고 엔트리를 삭제합니다
.주의: 이 그래픽의 화살표에 표시된 영역을 선택합니다.왼쪽에 있는 책 아이콘을 삭제하지 마
십시오
.

1.



구독자가 아니라 게시자에서 구독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고가 있습니다.가입자에 연결
하고 구독을 삭제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

2.



다음 메시지는 구독이 삭제되었지만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확인을 클릭합
니다
.

3.



구독자에서 구독 다시 만들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구독은 구독자 SQL 서버에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게시자에서 방금 삭제한 구독자의 SQL 서
버 이름을 선택합니다.이 구성에서 게시자는 AVVID_LAB_PUB이고 가입자는
AVVID_LAB_SUB1입니다. AVVID_LAB_PUB 게시에서 AVVID_LAB_SUB1 구독을 방금 삭제
했습니다.게시를 다시 구독하려면 AVVID_LAB_SUB1 SQL 서버를 선택하고 CCM0301 데이
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를 가져옵니다.그런 다음 메뉴에
서 New > Pull Subscription을 선택합니다.참고: 항상 이전 버전(이 예에서는 CCM0301)이 아
닌 최신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

1.



Pull Subscription 마법사가 나타나면 Next를 클릭합니다
.

2.



게시 선택 창에서 게시자를 확장하고(나열되어야 함) CCM0301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3.



[동기화 에이전트 로그인 지정] 창에서 이 계정의 SQL Server 인증 사용을 선택합니다..로그인
이름은 sa이고 비밀번호는 게시자 'sa' 계정과 동일한 비밀번호입니다
.

4.



Specify Immediate-Updating Subscription(s)(즉시 업데이트 서브스크립션 지정) 창에서
Yes(예)를 선택하고 이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서브스크립션으로 설정합니다.그런 다음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5.



예를 선택하고 가입 초기화 창의 가입자에서 스키마 및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

6.



Set Distribution Agent Schedule(배포 에이전트 일정 설정) 창에서 Continuly(계속)를 선택하
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7.



다음 단계에서는 SQL Server 에이전트와 Microsoft DTC 서비스가 모두 실행되는지 확인합니
다.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8.



Pull Subscription 마법사 완료 창에서 마침을 클릭합니다.마법사가 서브스크립션을 설정하고
완료하면 성공적으로 표시됩니다
.

9.



마법사가 구독을 설정합니다
.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성공을 나타내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



구독이 생성되었으므로 동기화를 위해 데이터를 구독자로 전송하려면 스냅샷 에이전트를 실
행해야 합니다.게시자 SQL 서버를 선택하고 Replication Monitor(복제 모니터) >
Publishers(게시자) > Machine_name >CCM0301 서브스크립션으로 이동합니다.스냅샷 항
목을 선택하고 시작을 선택합니다.스냅샷 에이전트는 이 시점에서 실행됩니다.이 작업을 완
료하는 데 3~5분 정도 걸립니다.스냅샷 에이전트가 완료되면 끌어오기 에이전트가 스냅샷을
가입자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3~5분 더 걸립니다
.

10.



끌어오기 구독이 완료되면 게시자에서 구독자 SQL 서버를 선택하고 CCM0301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끌어오기 구독을 엽니다.구독은 활성 상태여야 하며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합니다
.

11.



참고: 마지막 작업에서 "스냅샷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대기 중"이라고 계속 표시
되면 F5를 눌러 화면을 새로 고칩니다.현재 가입자는 게시자와 다시 동기화되며 로컬 가입자
SQL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가 기록됩니다.

SQL 구독 작동 확인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게시 서버에서 데이터 전파를 테스트하기 위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듭니다.삽입
(Insert)을 클릭합니다
.

1.



디바이스가 작동하지 않아도 됩니다.Update and Close를 클릭합니다
.

2.



SQL Enterprise Manager로 이동하여 해당 SQL 가입자를 확장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확인하여 새 디바이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치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수록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3.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IP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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