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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는 Cisco CallManager 클러스터의 핵심 기
능입니다.Cisco CallManager 데이터베이스의 마스터 복사본이 있는 서버를 게시자라고 하며, 데이
터베이스를 복제하는 서버를 구독자라고 합니다.구독자 서버는 게시자 서버에 새 변경 내용이 있는
지 지속적으로 폴링합니다.새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신 변경 사
항을 수신하기 위해 끌어오기 구독을 수행합니다.

구독자가 게시자의 데이터 복제를 중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게시자와 구독자 간의 관계를 다시 작성
해야 합니다.이 문서에서는 DBLHelper 유틸리티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유틸리티는 게시자와 구독
자 데이터베이스 간에 중단된 구독을 다시 게시하거나 다시 초기화합니다.

참고:  Cisco CallManager 서버가 "도메인"의 일부인 경우 DBLHelper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Cisco
CallManager 서버에 도메인 계정이 아니라 Cisco CallManager 서버의 "로컬 관리자" 계정으로 로
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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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서는 게시자와 구독자가 MSSQL 7.0에서 실행되는 경우 SQL Administrator(SA) 계정 암
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SQL Server 2000을 사용하는 경우 이 암호는 관리 권한으로 가
정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allManager 3.x 및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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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DBLHelper를 사용하여 게시자와 구독자 간의 관계 다시 설정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CallManager 장애 조치 문제를 발견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로그에서 SQL 복제 오
류를 발견하면 먼저 DBLHelper.exe 파일을 확인하십시오.이 파일은 c:\program files\cisco\bin
directory폴더에 있습니다.이 위치에 최신 DBLHelper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파일이 현재
시스템에 없는 경우 Cisco 기술 지원 센터에서 케이스를 열고 손상된 SQL 서브스크립션에 대
해 자세히 설명합니다.Cisco TAC Service Request(등록된 고객만 해당) 툴을 사용하여 케이
스를 엽니다.참고: DBLHelper는 게시자에서만 실행됩니다.

1.

Cisco 기술 지원 엔지니어가 DBLHelper.exe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Cisco
CallManager 버전 3.0 또는 3.1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게 문의하십시오.또한
odbc++ 파일을 사용자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참고: DBLHelper는 Cisco CallManager 3.x 및
4.x와 호환됩니다.DBLHelper.exe와 함께 odbc+ 파일은 c:\program files\cisco\bin에 있습니다.

2.

SQL 복제는 NetBios 이름 확인에 의존합니다.필요한 경우
c:\winnt\system32\drivers\etc\"lmhosts" 파일이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3.

lmhosts.sam 파일만 있는 경우 start/run을 클릭하고 cmd를 입력한 다음 Return 키를 누릅니다
.

4.

여기와 같이 C:\ prompt에서 cd \winnt\system32\drivers\etc를 입력합니다5.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tools.cisco.com/ServiceRequestTool/create/launch.do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
lmhosts.sam <space> lmhosts를 복사합니다.6.
lmhosts 파일을 편집합니다
.

7.



파일을 저장하고 Exit를 클릭합니다.8.
Windows 탐색기에서 c:\ > 프로그램 파일 > cisco를 선택하고 bin 디렉터리를 클릭한 다음
DBLHelper.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이 창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
.

참고: 빨간색 찡그린 아이콘은 게시자와 가입자 Cisco CallManager 간의 SDL 서브스크립션이
끊어졌음을 나타냅니다.Republish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서브스크립션이 삭제되고 다시 생성
됩니다.Reinitialize 버튼은 모든 서브스크립션을 다시 초기화하고 스냅샷 에이전트를 시작합
니다.또한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구독을 다시 작성하려고 시도합니다.

9.

옵션을 선택하면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작업이 완료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재설정되면
이 창이 나타납니다

10.



.

재게시에 복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빨간색 찡그린 아이콘이 계속 나타날 경우 모든 Cisco
CallManager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가입자 CallManager 서버
중 다른 이름을 가진 서버가 있으면 해당 가입자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업데이트합니다
.특정 Cisco CallManager 서버에서 Windows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열고
HKEY_LOCAL_MACHINE > Software > Cisco Systems Inc. > DBL로 이동합니다.레지스트
리 항목 DBCONNECTION 0, DBCONNECTION1 등을 찾습니다.게시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이
러한 항목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DBCONNECTIONx 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DSN=CiscoCallManager;SERVER=CCM-4;DATABASE=CCM0300;Trusted_Connection=yes

게시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CCM0301인 경우 레지스트리 값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
DSN=CiscoCallManager;SERVER=CCM-4;DATABASE=CCM0301;Trusted_Connection=yes

NameResolution 탭은 Domain Name System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이름 IP 주소 확
인을 나타내는 호스트 항목(DNS)또한 서버 간의 네트워크 지연을 나타냅니다
.

11.



Compare DB(DB 비교) 탭에서는 Cisco CallManager 릴리스 버전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할 수 있습니다.참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

12.



BackupData 탭을 사용하면 .csv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방법은 Cisco CallManager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데 지원되지 않습니다.참고:
DBLhelper 응용 프로그램이 게시자에서 실행된 후 닫아야 합니다.DBLhelper가 활성 상태인
경우 이벤트 뷰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SQL 구독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전파를 테스트하려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게시 서버에 만들고 삽입을 클릭합
니다
.

1.

디바이스가 작동하지 않아도 됩니다.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한 다음 Close(닫기)를 클릭합
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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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치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수록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4.



   

새 구독자를 추가한 후 IsChangeNotfyReady 오류가 나타납니다.

클러스터에 새 Cisco CallManager Subscriber를 추가하면 게시자에 IsChangeNotfyReady SQL 오류가
표시됩니다.

이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려면 DBLhelper 도구를 실행하십시오.

관련 정보

Cisco Unified CallManager 호환성 매트릭스●

CallManager 3.0, 3.1 및 3.2를 사용하여 중단된 Cisco CallManager 클러스터 SQL 서브스크립
션 재설정

●

Cisco CallManager 3.3을 사용하여 중단된 CallManager 클러스터 SQL 서브스크립션 재설정●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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