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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개별 사서함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Unity Connection에서 제공하는 도
구인 Personal Communication Assistant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툴은 다음 URL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https://<IPAddressUC>\ciscopca.

문제

Unity Connection PCA(Personal Communication Assistant)에서 미디어 마스터를 사용하여 인사말
을 변경하려고 할 때 Java 7, Update 60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Cisco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Process to be run from the Root:



1. cd /common

2. setenforce 0

3. mkdir patch_mediamaster

4. cd patch_mediamaster

5. sftp user@ipaddress

6. get applet.tar

7. bye

8. tar -xzvf applet.tar

9. Take a backup of the original files (Not all commands will work: It will backup

either Taos-LOG-A or Taos-LOG-B. Can proceed as long as there is one back up)

  - cp /common/log/taos-log-a/tomcat/webapps/ciscopca/mediamaster/controls/signed-

cisco-unity-mediamaster-applet.jar /common/log/taos-log-a/tomcat/webapps/

ciscopca/mediamaster/controls/signed-cisco-unity-mediamaster-applet.jar.ORIGINAL

  - cp /common/log/taos-log-a/tomcat/webapps/cuadmin/mediamaster/controls/signed-cisco

-unity-mediamaster-applet.jar /common/log/taos-log-a/tomcat/webapps/cuadmin/

mediamaster/controls/signed-cisco-unity-mediamaster-applet.jar.ORIGINAL

  - cp /common/log/taos-log-b/tomcat/webapps/ciscopca/mediamaster/controls/signed-

cisco-unity-mediamaster-applet.jar /common/log/taos-log-b/tomcat/webapps/

ciscopca/mediamaster/controls/signed-cisco-unity-mediamaster-applet.jar.ORIGINAL

  - cp /common/log/taos-log-b/tomcat/webapps/cuadmin/mediamaster/controls/signed-

cisco-unity-mediamaster-applet.jar /common/log/taos-log-b/tomcat/webapps/cuadmin/

mediamaster/controls/signed-cisco-unity-mediamaster-applet.jar.ORIGINAL

10. Copy patch files to the location :  NOTE YOU NEED TO BE IN THIS DIRECTORY /

common/patch_mediamaster to run this

   cp sign* /common/log/taos-log-a/tomcat/webapps/ciscopca/mediamaster/controls/

   cp sign* /common/log/taos-log-b/tomcat/webapps/ciscopca/mediamaster/controls/

   cp sign* /common/log/taos-log-a/tomcat/webapps/cuadmin/mediamaster/controls/

   cp sign* /common/log/taos-log-b/tomcat/webapps/cuadmin/mediamaster/controls/

11. Restart Tomcat

controlcenter.sh "Cisco Tomcat" restart

12. setenforce 1

13. Clear browser cookies and history

다음은 이 패치에 의해 수정된 결함입니다.

Cisco 버그 ID CSCug57088 - Cisco PCA 인사말 페이지 Java 오류(JRE 7 포함)●

Cisco 버그 ID CSCuo44795 - 미디어 마스터 Java 오류:필수 권한 매니페스트 특성 누락●

Cisco 버그 ID CSCuo66204 - UC:미디어 마스터 문제●

Cisco 버그 ID CSCuo94694 - 미디어 마스터 jar 서명 인증서 만료 문제●

Cisco 버그 ID CSCue74920 - Media Master Playback & Recording and Help not working with
win 7/java 7

●

이 수정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이 Java 보안 설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g57088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o4479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o66204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o94694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e74920


   

[시작] > [제어판] > [Java]를 선택합니다.1.

보안 탭을 클릭합니다.2.

Edit Site List를 클릭합니다.3.

위치 필드에 https://<UnityConnection IP 주소>:8443을 입력합니다.4.

Add(추가)를 클릭합니다.5.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낮춥니다.6.


	Unity Connection Personal Communication Assistant 오류 메시지(미디어 마스터 포함)
	목차
	소개
	문제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