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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나열하지 않는 UCCE(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진단 프레임워크 Portal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UCCE●

진단 프레임워크●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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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진단 프레임워크 Portico를 열면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나열할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열하려고 할 때:

ListServicesReply (Error)

No ICM service found.

프로세스를 나열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나열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CLI에서 show process 명령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경고가 표시됩니다.

admin:show processes

Warning: org.apache.xerces.jaxp.SAXParserImpl$JAXPSAXParser:

Property 'http://www.oracle.com/xml/jaxp/properties/entityExpansionLimit' is not recognized.

Warning: org.apache.xerces.parsers.SAXParser:

Feature 'http://javax.xml.XMLConstants/feature/secure-processing' is not recognized. Warning:

org.apache.xerces.parsers.SAXParser:

Property 'http://www.oracle.com/xml/jaxp/properties/entityExpansionLimit' is not recognized.

URL에 액세스하는 경우 https://localhost:7890/icm-dp/rest/DiagnosticPortal/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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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ListProcessesReply ReturnCode="0"

xmlns:dp="

http://www.cisco.com/vtg/diagnosticportal"<http://www.cisco.com/vtg/diagnosticportal%22>>;

<dp:Schema Version="1.0" /> </dp:ListProcessesReply>

솔루션

이는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오류로 인해 발생합니다.

진단 프레임워크 로그에서 서비스 상태를 검색할 때 WMI 서비스에서 예외를 볼 수 있습니다.

148048: LCDSA4104: Aug 17 2017 05:42:58.126 -04:00: %ListServices-INFO-[3132736] Request

received.

148049: LCDSA4104: Aug 17 2017 05:42:58.126 -04:00: %ListServices-INFO-[3132736] Creating reply:

148050: LCDSA4104: Aug 17 2017 05:42:58.126 -04:00: %ListServices-DEBUG-[3132736] Retrieving ICM

Services Installed on the System

148051: LCDSA4104: Aug 17 2017 05:42:58.131 -04:00: %ListServices-ERROR-[3132736] Exception

while getting the service: Not found

148052: LCDSA4104: Aug 17 2017 05:42:58.136 -04:00: %ListServices-DEBUG-[3132736] The Exception

trace is :

at System.Management.ManagementException.ThrowWithExtendedInfo(ManagementStatus errorCode) at

System.Management.ManagementScope.InitializeGuts(Object o) at

System.Management.ManagementScope.Initialize() at

System.Management.ManagementObject.Initialize(Boolean getObject) at

System.Management.ManagementObject.Get() at

Cisco.ICM.Serviceability.Diagnostics.DFSvcMgr.ListServices(String sInstance)

문제를 해결하려면 WMI 리포지토리를 다시 만드십시오.WMI 저장소 재구축을 참조하십시오.

https://techcommunity.microsoft.com/t5/ask-the-performance-team/wmi-rebuilding-the-wmi-repository/ba-p/3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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