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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IP Telephony Backup and Restore System(BARS) 유틸리티는 다양한 Cisco IP 텔레포니 제
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동 또는 사용자 호출 데이터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방
법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BARS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CallManager 3.x 및 4.x를 기반으로 하며 버전 5.0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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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Cisco CallManager 3.3 이상에서는 지원되는 Cisco BARS 유틸리티를 사용해야 합니다.이전
버전의 Cisco Call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Cisco IP Telephony Applications Backup Utility(3.5)를
사용합니다. Cisco CallManager 5.0 이상에서는 BARS 유틸리티가 재해 복구 시스템으로 교체됩니
다.자세한 내용은 재해 복구 시스템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drs/5_0_4/drsag504.html


참고: BARS를 사용하여 IPCC 서버를 백업하는 경우 BARS 버전은 Cisco CallManager 및 IPCC 서
버 모두에서 동일해야 합니다.지원되는 BARS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환성 매트릭스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Cisco CRS(Customer Response Solution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호환성 가이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소프트웨어 호환성 매트릭스 - 백업 및 복원 시스템●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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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allManager 사용자가 BARS를 업그레이드, 설치 또는 제
거할 수 없음

문제

Cisco CallManager 사용자는 BARS를 업그레이드,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다음 오
류 메시지를 받습니다.

BARS can not be upgraded/uninstalled because it is

in the middle of a BACKUP/RESTORE operation

참고:  BARS를 설치하려면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솔루션

이 문제는 백업 실패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제로 백업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레지스트리 키 값을
변경하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백업이 없고 시스템이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다음 해결 방법을 사용하
십시오.

Cisco CallManager 서버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레지스트리를 백업합니다.CSA(Cisco Security Agent) 및 모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비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또한 BARS 스케줄러 서비스인 IIS 서비스가 상자에서 중지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1.

\HKEY_LOCAL_MACHINE\SOFTWARE\Cisco Systems\BARS\information\AppStatus 레지스
트리 키 값을 IDLE로 변경합니다.

2.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BARS를 다시 설치 또는 제거합니다.3.
이 절차에서 BARS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레지스트리 항목
\HKEY_LOCAL_MACHINE\SOFTWARE\Cisco Systems\BARS\Information\Appversion =
X.0.X000을 제거하십시오. 이 레지스트리 값을 제거한 후(프로그램 추가/제거)에 없는 경우에
만 Cisco CallManager를 다시 부팅한 다음 BARS를 다시 설치하거나 제거하십시오.

4.

"Unknown error from pCat->InstallComponent()" 오류로 인해
BARS 설치가 실패합니다.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crs/express_compatibility/matrix/crscomtx.pdf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compat/ccmcompmatr.html#wp49798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문제

BARS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 로그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nstallUtils.cpp: AddMTSCom: SUCCESS:  Created new COM instance

InstallUtils.cpp: AddMTSCom: Unknown error from pCat->InstallComponent()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구성 요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1.
왼쪽 창에서 구성 요소 서비스 > 컴퓨터 > 내 컴퓨터 > COM+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합니다.2.
BARS 폴더를 삭제합니다.3.
COM + 구성 요소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4.

이 단계를 완료한 후 BARS를 다시 설치합니다.

BARS 업그레이드 후 SQL Server 예약된 작업 "디스크 공간 모니
터링" 실패

문제

Cisco CallManager를 사용하면 SQL Server의 예약된 작업 "디스크 공간 모니터링"이 실패하고 다
음 오류 메시지가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로그에 수신됩니다.

SQL Server Scheduled Job 'Monitor Disk Space' (0x07CFC697B9F

C82439332CD45726BE6B1) - Status: Failed - Invoked on: 2005-11-03

18:00:00 - Message: The job failed. The Job was invoked by Schedule

13 (Schedule 1). The last step to run was step 2 (TruncateCCMLog).

BARS 버전 4.0.8에서 4.0.7으로 업그레이드하면 Cisco CallManager 및 CDR(Call Detail Record)
데이터베이스 소유자가 unknown으로 변경됩니다.이로 인해 SQL Server의 예약된 작업 " 디스크
공간 모니터링"이 실패합니다.이 문제는 Cisco 버그 ID CSCsc55053(등록된 고객만 해당) 및
CSCsg32819(등록된 고객만 해당)로 문서화됩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해결 방법을 수행합니다.

SQL Analyzer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를 변경합니다.
use <latest ccm database>

sp_changedbowner '<hostname>\Administrator'

및
SELECT name FROM master..sysdatabases WHERE SUSER_SNAME(sid) IS NULL

●

명령이 실행된 후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Enterprise Manager > Security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로그인을 누릅니다.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c55053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g32819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새 로그인을 선택하고 \SQLSvc를 사용자로 추가합니다.2.
Database Access 탭의 \SQLSvc 속성에서 다음 값을 추가합니다.현재 Cisco CallManager 데
이터베이스(예: CCM0302)CDR미술

3.

각 값의 등록 정보 아래에서 db_owner를 선택합니다.4.
Management(관리) > Jobs(작업) > Monitor Disk Space(디스크 공간 모니터링)를 선택하고
\SQLSvc를 소유자로 선택합니다.

5.

SQLServerAgent 및 MSSQLServ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6.
디스크 모니터 공간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복제 작업이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이 경우 새 구
독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또한 작업이 잘못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이 해결 방법을 수행
합니다.

시작 > 프로그램 > Microsoft SQL Server에서 Enterprise Manager를 엽니다.1.
Microsoft SQL Server > SQL Server Group > Local > Management > SQL Server Agent >
Jobs를 확장합니다.

2.

오른쪽에서 디스크 공간 모니터링 작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 을 선택합니
다.

3.

Steps(단계) 탭을 클릭합니다.4.
2단계(TruncateCCMLog)를 클릭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5.
명령 창의 내용을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로 복사합니다.6.
검색 및 바꾸기;CCM0300의 모든 인스턴스를 현재 Cisco CallManager 데이터베이스(예:
CCM0302)로 바꿉니다.

7.

수정된 텍스트를 모두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 명령 창에 다시 붙여넣고 잘못된 이전 텍스트
를 덮어씁니다.

8.

대체 절차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SQL Enterprise Manager로 이동합니다.1.
가입자 > 관리 > SQL Server 에이전트로 이동합니다.2.
MLDB를 복제하려고 하는 작업을 삭제합니다.3.

BARS가 테이프 드라이브에서 작동하지 않음

문제

모든 Cisco CallManager 설치에서 이동식 스토리지 디바이스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
지 않습니다.

이동식 저장소 서비스

BARS는 테이프 드라이브 디바이스를 제어하지 않으며 액세스 가능한 경우에만 테이프 드라이브
디바이스를 읽거나 씁니다.테이프 드라이브를 드라이브 문자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Start(시작) > Run(실행)으로 이동합니다.1.
commgmt.msc를 입력합니다.2.



스토리지 > 이동식 스토리지 > 물리적 위치를 선택합니다.3.
목록에서 테이프 드라이브 장치를 찾은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속성을 보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이동식 저장소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5.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시작 > 실행을 선택합니다.Services.msc를
입력합니다.이동식 저장소 서비스를 찾아 이 서비스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
다.

6.

솔루션

필요한 파일 또는 폴더를 로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백업한 다음 NTbackup 유틸리티를 사용하
여 테이프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 유틸리티를 찾으려면 시작 > 프로그램 파일 >보조프로그램 > 시스템 도구 > 백업을 선택합니
다.

설치 프로그램에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C:\CiscoWebs\BARS Error Message Displays During BARS
Upgrade

문제

사용자가 BARS를 업그레이드하려고 시도하면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되어 있더라도 
1303 "Installer C:\CiscoWebs\BARS      ."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로컬 보안 정책을 열려면 시작 >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정책을 선택합니다.1.
Security Settings(보안 설정) > Local Policies(로컬 정책) > User Rights Assignment(사용자 권
한 할당)를 선택하고 User Rights Assignment(사용자 권한 할당)를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에서 이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거부를 두 번 클릭하고 Guest를 선택 취소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Deny logon locally(로컬 로그온 거부)를 두 번 클릭하고 Guest(게스트)를 선택 취소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로컬 보안 정책을 닫고 서버를 재부팅합니다.이 절차는 서버의 BARS를 업그레이드할 때 유용
합니다.

5.

BARS 스케줄러 상태가 사용으로 변경되지 않음

문제

Cisco CallManager를 4.0에서 4.2로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BARS 스케줄러를 통해 백업 작업을 예
약할 수 없습니다.



솔루션

이 문제는 Cisco BARS Scheduler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중단될 때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Cisco CallManager 서버에서 시작 >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서비스를 선택
하고 Cisco BARS 스케줄러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서비스를 시작
하거나 서비스가 이미 시작된 경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벤트 로그 오류:소스(Cisco BARS)의 이벤트 ID(1003)에 대한 설
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이 BARS 오류 메시지는 Cisco CallManager 이벤트 로그에서 수신됩니다.

Event Type:Error

Event Source:Cisco BARS

Event Category:None

Event ID:1003

Date:10/6/2007

Time:2:17:02 AM

User:N/A

Computer:CCM1

Description:

The description for Event ID ( 1003 ) in Source ( Cisco BARS ) cannot be found. The local

computer may not have the necessary registry information or message DLL files to display

messages from a remote compu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part of the event: A

critical error occured during backup.

Data:

0000: 40 9b 0f 00 38 ee da 00   @›..8îÚ.

0008: d6 60 00 11 dc ea da 00   Ö`..ÜêÚ.

0010: 78 36 00 11 58 ee da 00   x6..XîÚ.

0018: 01 7a 0e 11 50 ed da 00   .z..PíÚ.

0020: 3c ec da 00 38 ec da 00   <ìÚ.8ìÚ.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Cisco CallManager와 스위치 포트 간에 이중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일치하지 않는 경우
스위치 포트에서 듀플렉스 설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

백업하려는 위치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BARS 로그에 표시된 스테이징 디렉토
리 크기보다 커야 합니다.

2.

백업이 작성된 대상 폴더에 관리자 그룹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위 폴더의 권한을 상속
하는지 확인합니다.

3.

피크 시간이 아닐 때 또는 전송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ARS를 사용합니다.4.

BARS에서 Cisco CallManager 레지스트리를 백업하지 못함

문제



BARS에 장애가 발생하면 CCM 레지스트리를 백업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isco CallManager 게시자 서버에서 시작 >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서비스로 이동하여 원격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

  가 중지된 경우  을 자동으로 변경하고 BARS 백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가 실행 중이면
BARS 백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2.

오류:원격 컴퓨터에서 URL 서비스 페이지를 복사하지 못했습니다
.

문제

Cisco CallManager 백업 로그 추적은 백업을 수행한 후 다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Failed to copy URL Services page from remote machine <machine-name.company.com>.

Files can be backed up only from backing up server.

Backup URL Services page manually.

엔터프라이즈 매개 변수 아래의 서비스 URL이 IP 주소로 구성된 경우 BARS는 이 IP의 역방향
DNS 조회를 시도하여 이름을 가져오고 해당 이름을 로컬 호스트 이름과 비교합니다.BARS는
'nslookup'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므로 DNS 확인이 필요합니다.BARS는 기본 Windows 이름 확인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역방향 DNS 조회에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반환하면 BARS 비교가 실패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매개변수 아래의 서비스 URL이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이 경고는 서
비스 URL에 지정된 호스트 이름이 정규화된 시스템 이름인 경우 생성됩니다.BARS 애플리케이션
은 로컬 호스트가 서비스 URL의 위치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로컬 호스트 이름만 사용합니다.이 경
고 후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Cisco Bug ID CSCsd39789(등록된 고객만 해당)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픽스는 버
그를 참조하십시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방향 확인을 수행하고 호스트 이름만 반환하도록 DNS 서버를 구성합니다.1.
서비스 URL을 정규화된 호스트 이름에서 서버의 호스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2.

"Could not build archive successfully" 오류로 인해 BARS 백업이
실패합니다.

문제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d39789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Cisco CallManager를 사용하면 BARS 백업이 실패하며 Could not build archive successfully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메시지는 다음 이유 중 하나로 발생합니다.

백업을 수행하는 위치에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백업이 실패합니다.●

네트워크 대상에서 백업을 수행할 경우 네트워크 대상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BARS는 시간이 초과됩니다.

●

백업용 단일 파일의 크기가 2GB보다 큰 경우 백업이 실패합니다.일반적으로 CDR(Call Detail
Record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이 문제는 Cisco 버그 ID CSCee4393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솔루션

백업하려는 위치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BARS 로그에 표시된 스테이징 디렉토리 크
기보다 커야 합니다.이 경우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저장 대상 위치에 아카이브 파일을 호스팅
할 충분한 공간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고 백업 데이터 크기가 증가하면 4시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로컬로
백업(테이프 드라이브)을 수행하거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상에서 백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위치를 사용할 때 할당량 관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원격 위치에 로그온하는 데 사용된
사용자 ID에 디스크 할당량에 충분한 디스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BARS 구성 중에 이전 CDR 레코드를 제거하거나 CDR 데이터베이
스 백업을 선택 취소합니다.

●

백업이 작성된 대상 폴더에 관리자 그룹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위 폴더의 권한을 상속하
는지 확인합니다.

●

피크 시간이 아닐 때 또는 전송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ARS를 사용합니다.●

BARS 버전 4.0.12 백업이 실패하고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URL
서비스 페이지를 복사하지 못했습니다.CCMCIP에 대한 IIS 루트
디렉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4.x(BARS 버전 4.0.12)에서 백업을 수행할 때 이 오류가
표시됩니다.

URL    .CCMCIP  IIS     .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ee43938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BARS 4.0.13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참고: BARS 4.0.13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버전 4.2(3), 4.2(1), 4.1(3), 4.1(2), 4.0(2a) 및 4.0(1)과 호환됩니다.또는

1.

System > Enterprise Parameters에서 URL 서비스 서비스 매개변수를 IP 주소에서
CCMAdmin 페이지에서 서버의 호스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CCM0300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BARS 도구를 사용하여 복원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 중 하나로 인해 복원이 실패합니다.

BARS Restore - Failed to drop database CCM0300

또는

Cannot drop the database 'Ccm0300' because it is currently in use.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LMHOSTS 파일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가입자에게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1.
BARS 도구가 IP 주소 대신 서버 이름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2.

COM+ 오류로 인해 막대가 간헐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문제



BARS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며 다음 이벤트가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뷰어에 기록됩니다.

AMCisco BARS SchedulerNoneNone1N/AXXXXX

The description for Event ID ( 1 ) in Source ( Cisco BARS Scheduler ) cannot be found.

The local computer may not have the necessary registry information or message DLL files to

display

messages from a remote compu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part of the event:

 [-2147023170] Automation error

 The remote procedure call failed.

AMCOM+ErrorSVC4097N/A

XXXXXXThe run-time environment has detected an inconsistency in

its internal state.

AMCOM+ErrorSVC4194N/A

XXXXXXThe system has called a custom component and that component

has failed and generated an exception.

솔루션

IP 주소를 사용하여 백업/복원을 수행할 때 시스템에 올바르게 액세스하려면 IP와 DNS 간의 적절
한 매핑이 필요합니다.컨피그레이션을 생략하면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LMHOSTS 파일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가입자에게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1.
BARS 도구가 IP 주소 대신 서버 이름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2.

오류:이 서버에서 Cisco Unified CallManager 데이터베이스를 찾
을 수 없습니다.

문제

BARS 백업이 실패하고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ould not find Cisco Unified CallManager database on this server.

다음 오류로 인해 백업 오류가 발생합니다.

Could not determine the path for CDR flat files from database. Backing up from default location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dministrator" 계정을 사용하여 백업해야 합니다.

참고: "A"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CAPS여야 합니다.

BARS 웹 페이지를 열 수 없습니다.

CM 4.1(3)sr7 게시자에서 BARS를 실행하면 게시자, 기본 IPCC 서버 및 보조 IPCC 서버에 대해 예



약된 백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수동 백업은 원활하게 실행됩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BARS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BARS를 다시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
하십시오.

시작 메뉴를 클릭합니다.1.
Run(실행)을 클릭합니다.2.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3.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Manager으로 이동합
니다.

4.

PendingFileRenameOperations 키를 삭제합니다.5.
레지스트리를 새로 고칩니다.6.
BARS 설치를 다시 시작합니다.7.

BARS를 사용한 백업 실패

CRS용 BARS를 사용한 백업은 다음 메시지와 함께 실패합니다.

[02:38:51 AM]   Backup is 74% complete.

[02:45:30 AM]   [Error]Error: unable to process archive component:

com.cisco.wf.spanlinkBackupRestore.SLRcrdgArchiveComponent; nested exception is:

com.cisco.archive.ArchiveException: Unable to process backup request; nested exception

is:

com.cisco.archive.ArchiveException: CDBRTool failed to backup Spanlink recordings

[02:45:36 AM]   Session closed successfully

[02:45:37 AM]   [Error]Could not backup Cisco Customer Response Solutions successfully on

Ctelpti003.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절차에 설명된 대로 BARS 서버에서 BARS를 종료하십시오.

모든 TS 세션 및 콘솔에서 모든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닫습니다.1.
시작 > 프로그램 > 관리 도구 > 구성 요소 서비스로 이동합니다.2.
구성 요소 서비스 대화 상자에서 구성 요소 서비스 > 컴퓨터 > 내 컴퓨터 > COM+ 응용 프로그
램 > BARS를 확장하고 종료를 선택합니다.

3.

실패한 복원/백업을 다시 실행합니다.4.
AD(Active Directory)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D 서버에서 ADSI(Active Directory Services Interface) 수정 유틸리티를 열어 디렉터리 스키
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dc=xxxxx, dc=cisco, dc=com, ou=Cisco, ou=CCNApps, ou=clusters,
ou= <profilename>, ou=Cluster Specific.XXXXXXX와 같이 드릴다운합니다.

1.

다음 목록에 표시된 대로 항목의 이름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N=archiveID?empty

CN=archiveRequest?empty

CN=archiveTimestamp?empty

CN=archiveUserInfo?empty

2.

이러한 항목 중 이름에 "빈 접미사"가 없는 항목이 있으면 이름을 정확히 목록과 일치하도록
바꿉니다.AD를 사용하면 값을 편집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해도 비어 있습니다.

3.



   

Windows 서비스에서 CRS 노드 관리자를 다시 시작합니다.4.

관련 정보

Cisco IP Telephony Backup and Restore System(BARS) 관리 설명서, 버전 4.0(2)●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bars/4_0_2/barsad40.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tech/tk652/tsd_technology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tsd_products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3569222-3545713?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Cisco CallManager BARS 문제 해결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Cisco CallManager 사용자가 BARS를 업그레이드,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없음
	문제
	솔루션

	"Unknown error from pCat->InstallComponent()" 오류로 인해 BARS 설치가 실패합니다.
	문제
	솔루션

	BARS 업그레이드 후 SQL Server 예약된 작업 "디스크 공간 모니터링" 실패
	문제
	솔루션
	대체 절차

	BARS가 테이프 드라이브에서 작동하지 않음
	문제
	이동식 저장소 서비스
	솔루션

	설치 프로그램에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C:\CiscoWebs\BARS Error Message Displays During BARS Upgrade
	문제
	솔루션

	BARS 스케줄러 상태가 사용으로 변경되지 않음
	문제
	솔루션

	이벤트 로그 오류:소스(Cisco BARS)의 이벤트 ID(1003)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솔루션

	BARS에서 Cisco CallManager 레지스트리를 백업하지 못함
	문제
	솔루션

	오류:원격 컴퓨터에서 URL 서비스 페이지를 복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솔루션

	"Could not build archive successfully" 오류로 인해 BARS 백업이 실패합니다.
	문제
	솔루션

	BARS 버전 4.0.12 백업이 실패하고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URL 서비스 페이지를 복사하지 못했습니다.CCMCIP에 대한 IIS 루트 디렉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CCM0300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솔루션

	COM+ 오류로 인해 막대가 간헐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문제
	솔루션

	오류:이 서버에서 Cisco Unified CallManager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솔루션

	BARS 웹 페이지를 열 수 없습니다.
	솔루션

	BARS를 사용한 백업 실패
	솔루션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