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 백업 오류 - 대상 세부 정
보를 검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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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 오류 메시지와 문제 해결
에 필요한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CallManager)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5.x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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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문제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5.x를 백
업하려고 하면 Failed to retrieve destination details(    )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CM(Cisco CallManager) 설정에서 경로 이름은 "C:\"으로 지정됩니다. SFTP 설정에서 루트 경로
는 "C:\"으로 지정됩니다.

솔루션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 이름:네트워크 서버의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1.
경로 이름:백업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의 경로 이름입니다.참고: CCM 설정에서는 경로 이름
만 "\"(C:\" 아님)로 지정해야 합니다.

2.

사용자 이름:원격 시스템의 계정에 대한 유효한 사용자 이름입니다.3.
암호:원격 시스템의 계정에 대한 유효한 암호입니다.4.

문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5.x를 백업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aster agent may be processing an operation or its down.Please refresh

the page little later for latest status

//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솔루션

CallManager 5.x 이상에서는 CAR 서비스를 중지해도 플랫 CDR 파일 축소가 멈추지 않습니다
.CDR 파일을 정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새 CDR 파일이 게시자에게 푸시되지 않도록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서 CDR 에이전트 서비
스를 중지합니다.

1.

모든 파일이 청구 서버로 푸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s -R

/var/log/active/cm/cdr_repository/destination*

2.

게시자에서 CDR 저장소 관리자, CAR 스케줄러 및 CAR 웹 서비스를 중지합니다.3.
/var/log/active/cm/cdr_repository/preserve/<date> 누적된 모든 파일을 제거합니다.그런 다음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var/log/active/cm/cdr_repository/car/<date> 아래의 모든 심볼 링크를
제거합니다.rm -rf /var/log/active/cm/cdr_repository/preserve/*rm -rf
/var/log/active/cm/cdr_repository/car/*

4.

게시자에서 CDR 저장소 관리자, CAR 스케줄러, CAR 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5.
CDR 파일의 추가 축적을 중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cmadmin 페이지의 사용자 그룹 관리에 아직 없는 경우 ccmadmin 계정을 생성합니다.1.
CAR에 로그인한 다음 System(시스템) > Scheduler(스케줄러) > CDR Load(CDR 로드)로 이
동합니다.

2.

Continuous Loading 24/7 및 Load CDR only(연속 로드 24/7 및 CDR 전용) 상자를 선택합니다
.

3.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4.
System(시스템) > Database(데이터베이스) > Configure Automatic Database Purge(자동 데5.



   

이터베이스 제거 구성)로 이동합니다.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의 최소 기간과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의 최대 사용 기간을 모두 1로 설
정합니다.

6.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7.
Report Config > Automatic Generation/Alert로 이동합니다.8.
각 보고서에 대해 Disabled 상태를 선택하고 Update를 클릭합니다.9.

마지막으로 모든 서버에서 CDR 에이전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Cisco 버그 ID CSCsl1696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이
버그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재해 복구 시 Cisco Unified Communication Server 백업 상태가  TAR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예
약된 DRS 백업이 중단됩니다.구성 요소 백업 작업이 성공했습니다.그러나 마스터 에이전트가
SFTP 서버인 백업 대상에 Tar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하면 drf_sftp.sh 및 drf_sftpLs.sh 스크립트가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

솔루션

이 문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버전 6.1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DRS
Master Agent 및 Local Agent를 다시 시작하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버전을 업
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Cisco 버그 ID CSCsq50512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이 버그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Network Registrar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전략●

설치, 백업 및 복원 문제●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l16967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sq50512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www.cisco.com/en/US/prod/collateral/netmgtsw/ps5698/ps1982/white_paper_c11-682723_ps11808_Products_White_Paper.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cucm/trouble/4_0_1/tb401ch3.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tech&level0=26843601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prod&level0=27887524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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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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