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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IAC 4.1은 확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서비스, 프로세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장하여
특정 구축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IAC 4.1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Cisco Prime UI XWT 툴킷과 IAC별 확장을 사용하여 Cisco
IAC 제품에 일관된 외관과 느낌을 제공합니다.이 문서에 설명된 툴과 프로세스는 페이지 로드 시간
을 단축하고 대역폭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 고객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웹 자산을 압축하고 최적화합
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Cisco IAC 4.1 이상이 지원되는 버전에서 설치, 구성 및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자세한 내용은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Compatibility Matrix 참조).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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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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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는 구성 요소

Cisco IAC UI SDK는 Java SDK와 Apache Mahen을 사용합니다.

JAVA_HOME 환경 변수에 Java SDK가 설치된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Java
Development Kit는 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JDK(Java Development Kit) 1.6 이상을 사용하고 PATH 변수에 JAVA_HOME의 bin 디렉토리
가 있는지 확인합니다.Windows 예:set JAVA_HOME=C:\Program Files\Java\jdk1.7.0_45경로
=%JAVA_HOME%\bin;%경로% 설정Linux 예:export JAVA_HOME=/usr/lib/jvm/jre-1.7.0-
openjdk.x86_64/내보내기 경로=$JAVA_HOME/bin:$PATH

●

Cisco UI SDK는 Maven 3.0.5, 3.1.1 및 3.2.2과 함께 테스트되었습니다. 컴퓨터에 Maven 패키지를
추출하고 PATH 변수를 추출된 패키지의 bin 디렉터리에 설정하여 전체 경로를 입력하지 않고 mvn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마벤Windows 예:경로=%경로%;c:\Program Files\apache-maven-3.2.2\bin 설정Linux
예:export PATH=$PATH:~/apache-mabihen-3.2.2/bin

●

프록시 컨피그레이션으로 Mavin settings.xml 생성Maven은 필요한 플러그인과 종속성을 자동
으로 다운로드하여 UI를 구축합니다.공용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데 프록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
우 추가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공용 인터넷에서 항목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프록
시가 필요한 경우 프록시 정보를 정의하는 settings.xml 파일을 만듭니다.settings.xml은 고급 컨
피그레이션이 필요할 때 Maven의 동작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template settings.xml은
conf 설치 디렉토리의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ettings

 xmlns="http://maven.apache.org/SETTINGS/1.0.0"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si:schemaLocation="http://maven.apache.org/SETTINGS/1.0.0

 http://maven.apache.org/xsd/settings-1.0.0.xsd">

<proxies>

 <proxy> <id>myproxy</id>

<active>true</active>

 <protocol>http</protocol>

 <username>proxyuser</username>

 <password>proxypass</password>

 <host>proxy.host.net</host>

<port>80</port>

 </proxy>

</proxies>

</settings>

●

IAC UI SDK 추출(xwt-iac-x.y.z-src.zip)

zip 파일의 내용은 xwt-iac라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일단 추출되면 x.y.z가 설치된 Cisco IAC 버전
번호입니다.추출 후 dist.pom.xml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윈도우

Windows 탐색기에서 압축 파일 xwt-iac-x.y.z-src.zip을 찾습니다.상단 메뉴에서 파일 > "모두 추출
"을 클릭하고 Windows 탐색기 추출 마법사 창을 따릅니다.



   

리눅스

xwt-iac-x.y.z-src.zip 압축

IAC UI SDK 빌드

cd xwt iac1.
mvn [-s <settings.xml 경로>] [-Dmaven.repo.local=.repository] -f dist.pom.xml 패키지2.

옵션에 대한 설명

-s <settings.xml 경로:(선택 사항) settings.xml을 사용하여 프록시 설정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settings.xml의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

-Dmaven.repo.local=.repository:(선택 사항) UI를 구축할 때 Maven은 프로젝트 종속성 및 마비
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합니다.이 옵션은 이 파일을 제어하려는 경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기본 동작은 .m2/repository의 홈 디렉토리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
입니다.

●

-f dist.pom.xml:(필수) MAVEN 빌드 스크립트의 경로●

패키지:(필수) 실행할 빌드 대상입니다.●

예

cd c:\source\xwt-iac

mvn -s c:\source\xwt-iac\settings.xml -Dmaven.repo.local=c:\source\xwt-iac\repository -f
dist.pom.xml 패키지

기본 패키지는 target\xwt-iac.zip에 있습니다.

기본 xwt-iac 프로젝트 설치

xwt-iac 패키지 내용은 사용자 지정/IAC 내에서 배포된 RequestCenter.war에 추출되어야 합니다.이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이 디렉터리의 백업을 만듭니다.

Windows 경로 예

C:\CiscoPrimeServiceCatalog\jboss-as-
7.1.1.Final\RequestCenterServer\deployments\RequestCenter.war\custom\IAC

Linux 경로 예

/opt/cisco/cpsc/jboss-as-
7.1.1.Final/RequestCenterServer/deployments/RequestCenter.war/custom/IAC

관련 정보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content/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intelligent-automation-cloud/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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