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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비디오 콘텐츠를 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표시 및 공유를 사용하는 경
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Show and Share를 통해 Flash, Windows Media Video(WMV) 또는 MP4 콘텐츠를 재생하려면 브라
우저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표시 및 공유]에 단일 비디오 형식이 여
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브라우저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활성화된 플러그인이 필요한 경우 대체 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부 Show and Share 비디오를 확인하려고 하면 플러그 인 알림이 팝업되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비
디오가 재생됩니다.



솔루션

이 팝업 요소에 대한 소스를 검사하면 요청된 플러그 인이 Windows Media Player(application/x-ms-
wmp)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Mozilla Firefox 버전 21 이상에서는 <installation directory>/plugins 폴더의 스캔이 기본적으로 더 이
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팁:자세한 내용은 MozillaZine Windows Media Player 문서의 새 플러그인 설치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http://kb.mozillazine.org/Installation_directory
http://kb.mozillazine.org/Windows_Media_Player#Installing_the_new_plugin
http://kb.mozillazine.org/Windows_Media_Player#Installing_the_new_plugin
http://kb.mozillazine.org/Windows_Media_Player#Installing_the_new_plugin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위치 표시줄에 about:config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참고:경고 페이지에 워런티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about:config
페이지를 계속 진행하려면 I'll be retention, I promise!(주의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를 클릭
합니다.

1.

plugins.load_appdir_plugins를 검색합니다.2.

plugins.load_appdir_plugins를 두 번 클릭하여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3.

브라우저 창 상단에서 Firefox 버튼을 클릭하고 Exit를 선택합니다.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하면
플러그인이 활성화됩니다.

4.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한 후에는 플러그인 경고가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Windows Media Player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에 Windows Media Player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을 수 있습니다.Windows Media 플러그인 Mozilla 지원 문서를 사용하여 Firefox에서 Windows
Media 파일 재생의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섹션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관련 정보

Windows Media Player - MozillaZine●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s://support.mozilla.org/en-US/kb/awesome-bar-find-your-bookmarks-history-and-tabs
https://support.mozilla.org/en-US/kb/awesome-bar-find-your-bookmarks-history-and-tabs
https://support.mozilla.org/en-US/kb/awesome-bar-find-your-bookmarks-history-and-tabs
https://support.mozilla.org/en-US/kb/play-windows-media-files-in-firefox#w_checking-if-the-plugin-is-installed
https://support.mozilla.org/en-US/kb/play-windows-media-files-in-firefox#w_checking-if-the-plugin-is-installed
https://support.mozilla.org/en-US/kb/play-windows-media-files-in-firefox#w_checking-if-the-plugin-is-installed
https://support.mozilla.org/en-US/kb/play-windows-media-files-in-firefox#w_checking-if-the-plugin-is-installed
https://support.mozilla.org/en-US/kb/play-windows-media-files-in-firefox#w_checking-if-the-plugin-is-installed
https://support.mozilla.org/en-US/kb/play-windows-media-files-in-firefox#w_checking-if-the-plugin-is-installed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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