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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다음 문서는 웹 게이트웨이 관리자 암호 재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Remote Expert 모바일 환경 구축 및 작업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Remote Expert Mobile●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Remote Expert Mobile 웹 게이트웨이 관리자 암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제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시스템 등록 정보를 설정하여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로그인 시 자격 증명이 재설정됩니다.

솔루션

HA 클러스터의 경우 기본 클러스터의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보조 노드를 중지합니다.기
본 노드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보조 노드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을 재설정하려면



Primary Node(기본 노드) — ssh를 루트 레벨로 이동하고
/opt/cisco/xx.x.x.x/REAS/domain/configuration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vi"와 같은 편집기를 사용하여 fas.properties 파일을 엽니다.

시스템 속성 추가

appserver.admin.password.reset=true

fas.properties 파일 저장

기본 노드에서 REAS 서비스 다시 시작
서비스 다시 시작

새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s://<ip_address>:8443/web_plugin_framework/webcontroller/ 웹 관리 인
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ip_address>는 Remote Expert Mobile Application Server IP 주소
입니다(웹 플러그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REAS 웹 콘솔의 경우
https://<ip_address>:990)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오류와 함께 실패할 기본값으로 로그인

위의 opt/cisco/xx.x.x.x/REAS/domain/configuration/ fas.properties 파일에 구성된 시스템 속성
"appserver.admin.password.reset=true"를 Primary node and Remove(기본 노드 및 제거)로 이동하
거나 주석 처리합니다.

기본 노드에서 REAS 서비스 다시 시작

 서비스 다시 시작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로그인이 다시 활성화되고 자격 증명이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참고:첫 번째 로그인 후 기본 로그인 세부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웹 콘솔 로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치 및 구성 가이드 섹션 Remote Expert Mobile Web
Administration Console을 참조하십시오.

CLI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정보는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섹션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지침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참고:HA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기본 클러스터의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보조 노드를 중지
해야 합니다.기본 노드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보조 노드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고 Remote Expert Application Server Management
Console(https://<ip_address>:9990/)로 이동합니다.

●

여기서 <ip_address>는 Remote Expert Application Server IP 주소이고 기본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로그인합니다(administrator/administrator).

●

Server(서버)(오른쪽 위) > Server Groups(서버 그룹)를 클릭합니다.[서버 그룹] 페이지는 다음
과 같이 표시됩니다.

●

Available Group Configurations 목록에서 main-server-group을 선택합니다●

새 시스템 속성을 추가하려면 시스템 속성 탭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시스템 속성 생성
]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content/dam/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remote_expert_mobile/remote_expert_mobile_1151/installation/guide/cisco-remote-expert-mobile-install-config-1151.pdf
/content/dam/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remote_expert_mobile/remote_expert_mobile_1151/installation/guide/cisco-remote-expert-mobile-install-config-1151.pdf
/content/dam/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remote_expert_mobile/remote_expert_mobile_1151/installation/guide/cisco-remote-expert-mobile-install-config-1151.pdf
/content/dam/en/us/td/docs/voice_ip_comm/cust_contact/contact_center/remote_expert_mobile/remote_expert_mobile_1151/installation/guide/cisco-remote-expert-mobile-install-config-1151.pdf


Name 필드에 appserver.admin.password.reset을 입력합니다.●

Value 필드에 true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로그인이 비활성화되며, 다음 로그인 시도는 입력한 자격 증명에 관
계없이 자격 증명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실패한 로그인 카운터를 0으로 재설정합니다.그러나
LOGIN은 실패합니다!

새 웹 브라우저를 열고 웹 관리 인터페이스
(https://<ip_address>:8443/web_plugin_framework/webcontroller/)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ip_address>는 Remote Expert Application Server IP 주소입니다.

●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Remote Expert Application Server Management Console(Remote Expert Application Server
관리 콘솔) 창에서 시스템 속성 appserver.admin.password.reset이 포함된 행에서 Remove(제
거)를 클릭합니다.

●



이제 웹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로그인이 다시 활성화되고 자격 증명이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
다. 참고:첫 번째 로그인 후 기본 로그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

이제 기본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웹 구문 오류가 표시되면 url을
https://<ip_address>:8443/web_plugin_framework/webcontroller/(보안 검사 부품 제거)로 재설
정합니다. 

●


	Remote Expert Mobile-Reset 웹 게이트웨이 관리자 암호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문제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