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RE 호환성 문제 및 Java 정책 파일에 누락된 명
령문으로 인해 CTC를 초기화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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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TC(Cisco Transport Controller)를 초기화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하고 이 문
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ONS 15454●

CTC●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ONS 15454 릴리스 4.5 이하●

Cisco ONS 15454 SDH Release 4.5 이하●

JRE(Java Runtime Environment) 릴리스 1.3●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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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CTC를 시작하려고 하면 CTC가 ONS 15454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CORBA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 CORBA 오류 메시지

원인

이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JRE(Java Runtime Environment)는 CTC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java.policy 파일에 일부 필수 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 2는 ONS 15454에서 릴리스 4.0(화살표 A 참조)을 실행하고 JRE 버전 1.4.1_07을 사용함을 나
타냅니다(화살표 B 참조).

그림 2 - CTC Java 환경

Cisco ONS 15454 릴리스 4.0을 지원하려면 JRE 버전 1.3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호환성 매트릭스
는 ONS 15454 및 15327의 경우 JRE 다운로드, 설치 및 Compatible Matrix with CTC를 참조하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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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참고: Cisco ONS 15454 CTC 릴리스 4.6 이상 버전에서는 JRE 버전 1.4.2이 필요합니다.

솔루션

컴퓨터에 둘 이상의 JRE를 설치한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시작 > 설정 > 제어판 을 선택합니다.Windows 제어판이 나타납니다.1.
Java Plug-in__을 두 번 클릭합니다.참고: JRE 버전이 파일 이름의 일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도 있습니다.참고: Java 플러그인 제어판 창이 나타납니다.

2.

Basic(기본) 탭에서 Enable Java Plug-in and Recycle Class Loader(Java 플러그인 및 재활용
클래스 로더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Advanced 탭을 클릭합니다.4.
Use Java Plug-in Default(Java 플러그인 기본값 사용) 목록에서 적절한 JRE 버전을 선택합니
다.

5.

브라우저 탭을 선택합니다.6.
ONS 15454에 액세스하기 위해 연결하는 데 사용할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7.
Proxies(프록시) 탭을 선택합니다.8.
Use Browser Settings(브라우저 설정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9.

캐시 탭을 선택합니다.10.
Clear Jar Cache를 클릭합니다.11.
Apply를 클릭합니다.12.
Java 플러그인 제어판 창을 닫습니다.13.
Windows 제어판 목록의 모든 Java 플러그인 폴더에 대해 2~13단계를 반복합니다.14.
브라우저 창을 열고 캐시를 지웁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Netscape를 사용하는 경우
편집 > 기본 설정을 선택합니다.기본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고급을 확장하고 캐시를
선택합니다.Clear Memory Cache를 클릭합니다.Clear Disk Cache(디스크 캐시 지우기)를 클
릭합니다.확인을 클릭합니다.브라우저 창을 닫습니다.새 브라우저 창을 엽니다.Internet
Explorer(IE)를 사용하는 경우: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가 나
타납니다.고급 탭을 선택합니다.실행해야 할 버전을 반영하려면 Java 버전을 선택하거나 선
택 취소합니다.IE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시작합니다.

15.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un Microsystems 웹 사이트에서 JRE 버전 1.3을 다운로드합니다 .1.
표준 다운로드에 Sun Microsystems에 포함된 java.policy 파일을 찾습니다.2.
java.policy 파일에 이 Cisco 보안 수정 사항을 추가합니다.

!--- Insert this into the per-user or system-wide java.policy file. !--- DO NOT OVERWRITE

THE SYSTEM-WIDE POLICY FILE: ADD THESE LINES! grant codeBase "http://*/fs/LAUNCHER.jar" {

permission java.security.AllPermission; };

3.

JRE 선택 메시지가 나타나면(그림 3 참조) 다른 JRE 선택 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그런 다음 컴퓨
터에 필요한 JRE 파일의 대상 폴더를 선택합니다.

참고: 필요한 JRE 파일의 대상 폴더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다른 JRE 선택 을 클릭합니다.

그림 3 - JRE 메시지 선택

http://java.sun.com/products/archive/
http://java.sun.com/products/archive/
http://java.sun.com/products/archive/


   

관련 정보

JRE ONS 15454 및 15327용 CTC와 JRE 다운로드, 설치 및 Compatible Matrix●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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