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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Unified WIM(Web Interaction Manager)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내부
네트워크에 상주하므로, 인터넷에서 고객과 채팅 세션을 하려면 외부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기업
인트라넷의 공유 파일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대한 액세스는 일반적으로
DMZ(demilitarized zone)의 외부 웹 서버에서 금지됩니다. 즉, 설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Cisco
Unified EIM(E-Mail Interaction Manager) 및 WIM의 웹 서버 구성 요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DMZ에 있는 웹 서버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Unified WIM 설치 - 필요한 모든 Unified WIM 구성 요소는 기업 인트라넷 내에 있는 서버에 설
치 및 검증되어야 합니다.

●



DNS 요구 사항 - 외부 웹 서버에 대해 외부 DNS 레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외부 웹 서버
가 있는 경우 외부 DNS 레코드는 로드 밸런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방화벽 요구 사항 - 외부 DNS 레코드의 호스트 이름에 대한 포트 80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려
면 외부 방화벽(인터넷과 DMZ 간)을 구성해야 합니다.포트 15006, 15007 및 15008에서 액세
스를 허용하려면 내부 방화벽(DMZ와 기업 인트라넷 사이)을 구성해야 합니다.

●

필요한 모든 Unified WIM 구성 요소는 기업 인트라넷 내에 있는 서버에 설치 및 검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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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배경 정보

이 논의에서는 구성된 웹 사이트가 "기본 웹 사이트"로 간주됩니다.웹 사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계는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 웹 사이트 구성

이 섹션에서는 IIS에서 Cisco Unified WIM용 기본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러한 단계는 Unified WIM 설치의 각 외부 웹 서버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파일 서버용 파일 설치

파일 서버의 파일 공유에 DMZ에서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파일 서버의 파일은 각 외부 웹 서버에 수
동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파일 서버에서 Cisco_Home > eService 폴더의 ZIP 파일 생성합니다.1.
각 외부 웹 서버에 ZIP 파일을 복사합니다.2.
각 외부 웹 서버에서 Cisco라는 폴더(예: C:\Cisco)을 생성합니다.3.
각 외부 웹 서버에서 ZIP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결과 경로 이름이 C:\Cisco\eService인 3단계
에서 생성한 폴더에 .

4.

JBoss ISAPI 필터용 파일 설치

기본  (일반적으로 C:\Inetpub\wwwroot)의 홈 디렉토리에서 jboss-iis.zip을 압축 . 그러면
C:\Inetpub\wwwroot\jboss-iis이 .이 폴더에 다음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isapi_redirect.dll●

/c/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isapi_redirect.properties●

urworkermap.properties●

.●

isapi_redirect.properties 

JBoss ISAPI 필터 구성 파일 isapi_redirect.properties에는 로그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이 로그 파일의 위치를 로컬 드라이브에 반영하려면 이 속성 값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값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log_file 속성을 찾습니다.1.
필요한 경우 C:\Cisco를 Install Files for File Server(파일 서버용 설치 파일의 3단계에서 생성
한 폴더 경로 이름으로 바꿉니다.

2.

hostname.egain.net을 외부 웹 서버의 정규화된 호스트 이름으로 바꿉니다.3.
각 외부 웹 서버에서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workers.properties 업데이트

JBoss ISAPI 필터 구성 파일 workers.properties JBoss  서버에 대해 정규화된 호스트 이름을 지정
하는 세 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각 외부 웹 서버는 다른 JBoss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페어
링되어야 합니다.해당 JBoss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반영하려면 이 등록 정보 값을 업
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 값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worker.default.host 속성의 경우 appserver.egain.net을 해당 JBoss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정
규화된 호스트 이름으로 바꿉니다.

1.

worker.pushlet.host 등록 정보  appserver.egain.net을 해당 JBoss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정규
화된 호스트 이름으로 바꿉니다.

2.

worker.live.host 속성의 경우 appserver.egain.net을 해당 JBoss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정규화
된 호스트 이름으로 바꿉니다.

3.

각 외부 웹 서버에서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기본 웹 사이트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기본 웹 사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1.
홈 디렉토리 탭에서 다음 필드의 값을 확인합니다.로컬 경로의 경우 값이
C:\Inetpub\wwwroot인지 확인합니다.응용 프로그램 풀의 경우 값이 DefaultAppPool인지 확인
합니다
.

2.



기본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확장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매핑을 추가합니다
..controller.egain.jsp

3.

Application Configuration...(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하여 Application Configuration(애플리케이
션 컨피그레이션) 창을 실행합니다.

4.

각 애플리케이션 매핑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Add(추가)를 클릭하여 Add/Edit Extension
Mapping(확장 매핑 추가/편집) 창을 실행합니다.실행 파일에 C:\Inetpub\wwwroot\jboss-
iis\isapi_redirect.dll을 입력합니다.내선 번호에 대해 위에 나열된 내선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합
니다.동사의 GET,HEAD,POST, TRACE를 입력합니다.스크립트 엔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5.



Web Site(웹 사이트) 탭에서 IP 주소 필드의 값이 All Unassigned(모두 미할당)인지 확인합니
다.기본 웹 사이트가 구성된 유일한 웹 사이트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6.



.
ISAPI Filters(ISAPI 필터) 탭에서 다음 필드 값을 가진 ISAPI 필터를 추가합니다.필터 이름에
대한 jboss-iis실행 파일용 C:\Inetpub\wwwroot\jboss-
iis\isapi_redirect.dll

7.



HTTP Headers(HTTP 헤더) 탭에서 기본 웹 사이트에 다음 MIME 유형을 추가합니다
.

8.



가상 디렉터리 만들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기본 웹 사이트에 다음 가상 디렉터리를 만듭니다.<partition_name> -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지정된 파티션 이름입니다(예: "default").시스템조보스가상 디렉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묻는 마법사가 있습니다.마법사는 다음 화면 시퀀스로 구성됩니다

1.



.
Virtual Directory Alias(가상 디렉토리 별칭) 화면에서 생성 중인 가상 디렉토리의 이름(예:
"system" 또는 "jboss-iis")을 입력합니다

.

2.

[웹 사이트 콘텐츠 디렉터리] 화면에서 "<partition_name>" 또는 "system" 가상 디렉터리를 만
들 때 Install Files for File Server(예: C:\Cisco\eService)에서 만든 eService 폴더의 절대 경로
이름을 입력하고 "jboss-iis" 가상 디렉터리를 만들 때 C:\Inetpub\wwwroot\jboss-iis을 입력합니

3.



다.
Virtual Directory Access Permissions(가상 디렉토리 액세스 권한) 화면에서 기본 구성("읽기"
권한만 해당)을 적용합니다

.

4.



가상 디렉터리 구성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partition_name>, system 또는 jboss-iis 가상 디렉터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드
롭다운 메뉴에서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1.

Virtual Directory(가상 디렉토리) 탭에서 Execute(실행) 권한 값을 Scripts(스크립트) 및
Executables(실행 파일)로 변경합니다

2.



.
Documents(문서) 탭의 기본 콘텐츠 페이지 목록에는 <partition_name> 및 시스템 가상 디렉토
리에 대한 항목이 하나만 포함되어야 합니다.<partition_name> 가상 디렉터리의
<partition_name>.asp시스템 가상 디렉터리에 대한

system.asp

3.



jboss-iis 가상 디렉터리의 경우 기본 콘텐츠 페이지 목록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기본 콘텐츠 페
이지 사용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4.

"jboss-iis" 웹 서비스 확장 만들기

jboss-iis 웹 서비스 확장을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웹 서비스 확장 폴더를 선택합니다.1.
새 웹 서비스 확장 추가 ... 링크를 선택합니다.2.
내선 번호 이름에 jboss-iis를 입력합니다.3.
필수 파일에 C:\Inetpub\wwwroot\jboss-iis\isapi_redirect.dll을 입력합니다.4.
Set extension status to Allowed(확장 상태를 Allowed로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5.



알려진 주의 사항

파일 공유는 DMZ의 웹 서버에 지역화되므로 응용 프로그램(예: 단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사전
을 변경하는 사용자)에 대한 변경 사항은 파일 시스템에서 DMZ의 각 웹 서버로 수동으로 전달해야
합니다.파일 서버에 패치를 적용할 때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이러한 디렉토리가 매일 밤 자동으로 동기화되는지 확인합니다.

빈●

구성●

l10n●

메타-INF●

보고서●

웹●

웹 임시●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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