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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VB(Virtualized Voice Browser) 실시간 보고 애플리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VB●

Microsoft Windows Server●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VB 버전 11.0(1)●

Windows IE(Internet Explorer) 버전 8, IE 버전 11●

Java 버전 7 업데이트 40, Java 버전 7 업데이트 51 이상●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시간 보고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증상



CVB 관리 페이지의 도구 메뉴 아래에서 실시간 보고 옵션을 선택하면 Real Time Reporting 응용 프
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Java 버전이 Java 7 업데이트 4.0 이전 버전인 경우 표시됩니다.

1단계. 메시지를 클릭하고 이 컴퓨터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이 추가 기능 설치를 선택합니다.보안
경고 창이 표시됩니다.

2단계. Java 버전을 업데이트합니다.Install을 선택합니다.

3단계. 다음 Java Setup - Welcome 창에서 Install >을 선택합니다.



4단계. 설치가 완료되면 Java 설정 - 완료 창 선택 닫기.



5단계. 표시된 창에서 추가를 선택합니다.



Java 버전을 확인하는 새 창이 나타납니다.이는 선택 사항이며 Java 버전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
다.

6단계.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합니다(모든 브라우저 창을 닫고 다시 열기).

7단계. CVB 관리 페이지의 도구 메뉴에서 실시간 보고를 선택합니다. 

Java Update Needed 창이 표시됩니다.

8단계. 다음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묻지 않음 옆의 확인란을 클릭하고 나중을 선
택합니다.

다음 창에는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9단계. 계속을 선택합니다.

보안 설정에 의해 응용 프로그램이 차단됩니다.



10단계. 확인을 선택하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브라우저를 시작하는 컴퓨터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단계. Start(시작) > All Programs(모든 프로그램) > Java > Configure Java(Java 구성)를 선택한 다
음 Security(보안) 탭을 선택합니다.

2단계. 모든 Java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보안 수준을 Medium으로 줄입니다.



3단계. CVB 관리 페이지의 도구 메뉴에서 실시간 보고를 선택합니다.

4단계. 보안 경고 창에서 계속을 선택합니다.

  



새 보안 경고 창이 표시됩니다.

5단계. 위험을 수락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확인란을 클릭하고 실행을 선택합니다.

Real Time Reporting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Java 보안에 의해 실시간 보고 애플리케이션이 차단됨

증상 

Java 버전 7 업데이트 51 이상이 포함된 실시간 보고 애플리케이션은 Java 보안에 의해 차단됩니다
.



솔루션

CVB의 URL을 Java 예외 목록에 추가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URL을 예외 사이트 목록에 추가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인증서가 로컬로 호스팅됩니다.●

Jar 파일에 사용 권한 매니페스트 특성이 없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증서를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High(기본) 보안 레벨에서는 이전 버전의 Java에서 서명되지 않은 자체 서명 Java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외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브라우저를 닫고 브라우저를 시작하는 컴퓨터에서 예외 목록에 CVB 호스트
이름 URL을 추가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https://www.java.com/en/download/faq/exception_sitelist.xml


1단계.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Java > Java 구성을 선택합니다.

2단계. Java 제어판에서 보안 탭을 선택합니다.  창 하단에서 사이트 목록 편집을 선택합니다.

3단계. 예외 지점 목록 창에서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4단계. 위치 아래의 빈 필드를 클릭하고 URL을 입력합니다.

참고:URL은 http:// 또는 https://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

http://myexample.com 또는 https://myexample.com

http://myexample.com
https://myexample.com


5단계. 입력한 URL을 저장하려면 확인을 선택합니다.취소를 선택하면 URL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6단계. Security Warning(보안 경고) 대화 상자에서 Continue(계속)를 선택합니다.

Real Time Reporting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Java 보안으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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