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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오류 메시지는 에이전트가 로그온을 시도할 때 Cisco Agent Desktop에 나타납니다.

Unable to Create Session with Server!

이 문서에서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isco IP Contact Center Express(IPCC) Edition 환경의 특정 에이전트 로그에서 다음 오류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JVM (-1). Return: (18:error in invoking the JVM)

이 문서에서는 로그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CRA(Customer Response Application) 관리●

Cisco Agent Desktop 구성●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PCC Express 3.03a 이상●



Cisco CRS(Customer Respons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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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S 버전 3.02에 처음 로그인할 수 있었던 에이전트는 버전 3.03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PC에서 JVM(Java Virtual Machine) 시작 문제를 나타내는 오류가 에이전트 로그에 나
타납니다.오류 메시지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c:\Program Files\Cisco\Desktop\config\fastcalllocal.ini폴더에서 trace Level=204를 설정합니
다.

1.

c:\Program Files\Cisco\Desktop\log 폴더에 있는 agent.log를 엽니다.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
납니다.

2.

agent.log

INFO  FChooker VERSION:[Release 4.3.2.9] PLATFORM:[2000 Service Pack 4]

INFO  PhoneDev VERSION:[Release 4.3.2.9] PLATFORM:[2000 Service Pack 4]

INFO  FastCall VERSION:[Release 4.3.2.9] PLATFORM:[2000 Service Pack 4]

INFO  FastCall FC0162 FastCall Starting Up

INFO  DAClient Could not get value for app CTI Manager List key CTI Manager Host B

INFO  FastCall FC0348 License verified

MAJOR FCCTI_1000 Error invoking the JVM (-1).Return:(18:error in invoking the JVM)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프로그램 추가/제거 유틸리티를 통해 Cisco Agent Desktop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1.
프로그램 추가/제거 유틸리티를 통해 데스크톱 기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PC를 다시 시작
합니다.

2.

프로그램 추가/제거 유틸리티를 통해 Java 2 런타임 환경을 제거하고 PC를 다시 시작합니다.3.
에이전트는 CRS 서버에 연결하고 Cisco Agent Desktop 소프트웨어를 PC에 다운로드해야 합
니다.데스크톱 기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PC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4.

PC가 부팅되면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다시 시작된 후 설치가 시작됩니다.5.
Java 1.3.1 파일을 설치하는 동안 폴더의 마지막 설치 위치 부분을 c:\program
files\javasoft\jre\1.3.1에서\131으로 변경합니다. Java 1.3.1 파일을 다시 설치하려면 수동으로
이 경로에 복사합니다.참고: path 명령은 마침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6.

PC를 다시 시작합니다.7.
PC에서 jvm.dll을 검색합니다.이 파일은 다음 두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winnt\system32C:\program files\javasoft\jre\1.3.1\bin\hotspotwinnt\system32 디렉토리의
jvm.dll jvm.dll.old로 .

8.

jvm.dll 파일이 C:\program files\javasoft\jre\1.3.1\bin\hotspot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9.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C:\program files\javasoft\jre\1.3.1\bin\hostspot가 PC의 Path Environment 변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확인하려면 시스템 속성 창에서 고급 탭을 클릭하고 환경 변수 > 시스템
변수를 선택하고 "경로" 변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단계 8에서 검색을 수행할 때 jvm.dll 파일
을 찾은 디렉토리를 변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디렉토리가 없으면 경로 끝에 디렉토리를 추가
합니다.

PC를 다시 시작하여 경로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이제 상담원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10.

관련 정보

Cisco IPCC Express 지원 체크리스트●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custcosw/ps1846/products_tech_note09186a00801bf090.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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