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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라이센스 오류로 인해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버전 4.2(4)/4.2(5) 업그
레이드가 실패했습니다.

I18N_EGPL_LICENSE-INVALID_LICENSE_KEY

이 문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Cisco에서는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버전 4.2(4) 및 4.2(5)를 기반으
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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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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I18N_EGPL_LICENSE-INVALID_LICENSE_KEY

Cisco Interaction Manager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로그 파일에 다음 오류가 표시됩니다.

I18N_EGPL_LICENSE-INVALID_LICENSE_KEY

이 오류는 라이센스 생성기를 통해 새 라이센스 파일을 가져오고 4.2(4)에 적용할 때 4.2(4)에서 발
생합니다. 4.2(5)에서는 국가별 설정이 US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문서화된 버그로,Cisco Bug ID CSCsv80688(등록된 고객만 해당).

솔루션

솔루션 1 - CIM 4.2(4)

참고: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EIM\WIM) 4.2(4) 릴리스의 엔지니어링 특
별 광고(ES)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등록된 고객만 해당)에 게시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Cisco Interaction Manager 4.2(4) ES13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4.2(4)의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모든 서버에서 Cisco Interaction Manager 서비스를 중지합니다.1.
bin, config 및 lib 디렉토리를 안전한 위치로 백업합니다.2.
bin, config 및 lib 디렉토리를 바꿉니다.현재 bin, config 및 lib 디렉터리를 바꾸려면 FileServer
디렉터리의 내용을 파일 서버의 eService 폴더에 복사합니다.eService 폴더는 EIM\WIM이 설
치된 디렉터리(<CIM_INSTALL_DIR>/eService)에 있습니다.

3.

bin\ipcc\upgrade\upgradeLicenses.bat 파일에서 다음 예와 같이 INSTALL_DIR 및 JAVA_VM_HOME에
적절한 값을 설정합니다.
SET INSTALL_DIR=D:\CIM\eService

SET JAVA_VM_HOME=C:\BEA\JDK142_11

4.

DOS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upgradeLicenses.bat를 실행합니다.참고: upgradeLicenses.bat를
실행하기 전에 시스템이 시작되지 않은 라이센스 파일이 <CIM_INSTALL_DIR>/config/license
디렉터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모든 서버에서 Cisco Interaction Manager를 시작합니다.6.
브라우저 캐시를 지웁니다.7.

솔루션 2 - CIM 4.2(5)

참고: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4.2(5) 릴리스에 대한 Engineering
Special(ES)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등록된 고객만 해당)에 게시됩니다. 이 ES를 적용하기 전에
Cisco Interaction Manager 4.2(5) 또는 4.2(5)a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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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_ES1의 내용을 로컬 임시 폴더에 복사합니다.1.
Cisco Interaction Manager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서버에서 Cisco 서비스를 중지합니다.2.
bin, config 및 lib 디렉토리를 안전한 위치로 백업합니다.이러한 디렉터리는 EIM\WIM이 설치
된 디렉터리(<CIM_INSTALL_DIR>)에 있습니다.

3.

CIMInst.exe를 실행하고 설치 프로그램의 단계를 따릅니다.4.
Cisco Interaction Manager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Cisco 서비스를 시작합니다.5.

오류:현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EIM 서버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 application licenses are currently

available for you to log in to the system.

Try again later or contact your system administrator

솔루션

해결 방법은 license.properties 파일의 Expiration date 값을 12/12/9999로 변경하고 모든 EIM 서비
스를 재시작하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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