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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플랫폼 지원 및 릴리스 노트는 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 버전의 시스템 요
구 사항 및 지원, 새로운 기능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시스템 관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대상
본 문서는 SGD의 신규 사용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웹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Windows 및 UNIX 플랫
폼의 일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2 문서 구성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장. 새로운 기능 및 변경 사항에서는 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버전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
합니다.

• 2장.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지원에는 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버전의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지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3장. 알려진 문제, 버그 해결 및 설명서 문제에는 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버전의 알려진 문제, 버그 해결 및
설명서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드백 제공 및 버그 보고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
다.

3 설명서 접근성
Oracle의 접근성 개선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docacc에서
Oracle Accessibility Progra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Oracle 지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
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
ctx=acc&id=trs를 방문하십시오.

4 관련 문서
본 제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설치 설명서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사용 설명서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Security Guide

5 규약
본 문서에 사용된 텍스트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의미
굵은 글씨체 굵은 글씨체는 작업과 관련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또는 텍스트나 용어

집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docacc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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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의미
기울임꼴 기울임꼴은 책 제목, 강조 또는 특정 값을 적용하는 위치 표시자 변수를 의미합니

다.
monospace 고정 폭 글꼴은 단락 내 명령, URL, 예제 코드,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또는 사용

자 입력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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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새로운 기능 및 변경 사항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 릴리스 5.1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SGD의 다음 릴리스에 대한 변경 사항도 설명합니다.

1.1 릴리스 5.1의 새로운 기능
이 절에서는 SGD 5.1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1.1.1 Android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지원
이 릴리스에서는 Android 장치를 사용하여 SGD에 액세스하는 기능에 대한 지원을 소개합니다. Android 장치는 SGD 릴
리스 5.0에서 도입된 경량 HTML5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지원되는 Android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표 2.4. “SGD와 함께 테스트된 Android 클라이언트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Android 장치를 SGD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사용 설명서의 태블릿
장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1.2 데스크탑 플랫폼의 Chrome 브라우저에 대한 HTML5 지원
이 릴리스에서는 데스크탑 플랫폼에서 태블릿 작업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에 대한 지원을 소개합니다. 태블릿 작업 영
역은 iPad 또는 Android 장치와 같은 태블릿 장치에서 로그인할 때 표시되는 기본 작업 영역입니다. 이 작업 영역은
HTML5 페이지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 장치에 Java 기술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태블릿 작업 영역은 지원되는 Windows 및 Mac OS X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Google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데스크탑 플랫폼에 태블릿 작업 영역 배치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태블릿 작업 영역을 사용할 때 SGD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사용 설명서의 태블릿 작업 영역 사용 관련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
오.

1.2 릴리스 5.1의 변경 사항
이 섹션에서는 SGD 5.1 릴리스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1.2.1 Linux 플랫폼에서 설치 시 rpm 명령 사용 중지
rpm 명령은 Linux 플랫폼에서 주 SGD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치하는 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Linux 플랫폼에서 SGD를 설치하려면 관리자가 다음과 같이 yum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 yum install --nogpgcheck tta-version.i386.rpm

yum을 사용하면 모든 패키지 종속성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설치 설명서의 주 SGD 구성 요소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1.2.2 웹탑 기술 사용 중지
이 릴리스부터 웹탑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웹탑을 이제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작업 영역은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문서 및 데스크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제 SGD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에서는 작업 영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1/html/user-using-tablet.html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1/html/user-using-tablet.html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2/html/webtops.html#webtop-tablet-config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1/html/user-tablet-limitations.html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3/html/install-main-sg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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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에서 사용되는 새 용어에 대한 정의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용어집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1.2.3 지원되는 LDAP 디렉토리에 대한 변경 사항
이 릴리스에서는 Oracle Unified Directory를 LDAP 디렉토리 서버로 지원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원되는 Oracle Unified Directory 버전은 2.1.4.2절. “지원되는 LDAP 디렉토리”를 참조하십시오.

1.2.4 대용량 SGD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성능 개선
대량의 SGD 객체가 로컬 저장소에 저장될 때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치에 대량의 사용자 프로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객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에 대한 시작 시간이 향상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어레이 동기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새 명령인 tarantella
array synchronize가 도입되었습니다.

1.2.5 태블릿 인증서 프로파일 스크립트에 대한 변경 사항
Android 태블릿에 대한 지원 도입의 일환으로 인증서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크립트가 변경되었습니
다. 이러한 구성 프로파일은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할 때 iOS 태블릿 장치에 대한 보안 연결에 사용됩니다.

• 스크립트 이름이 ios_profile_create.sh에서 mobile_profile_create.sh로 변경되었습니다.

• Android 장치 연결에 필요한 인증서 구성을 처리하도록 스크립트가 확장되었습니다.

Android 장치는 구성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crt 인증서 파일을 사용합니다. 스크립트는 필요한 .crt 인증서 파
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해당 파일을 SGD 호스트에 설치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태블릿 장치에 대한 보안 연결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할 때 필요한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1.2.6 태블릿 작업 영역에서 강제 인증 사용
강제 인증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SGD에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모든 태블릿 플랫폼에서 강제 인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태블릿 작업 영역에 새 Forced Authentication(강제 인증) 아
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 Application Authentication(응용 프로그램
인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사용 설명서의 태블릿 작업 영역에서 강제 인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3 SGD의 향후 릴리스에 대한 변경 사항
다음 기능은 SGD의 향후 릴리스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3.1 32비트 설치 플랫폼 사용 중지
32비트 플랫폼에 SGD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 SGD 소프트웨어 구성 요
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 SGD 구성 요소

• SGD Gateway

• SGD Enhancement Module

관리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64비트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2/html/sgd-security.html#secure-conns-tablets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1/html/user-apps-tablet.html#user-force-auth-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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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지원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 버전 5.1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지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
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SGD 서버 요구 사항 및 지원
이 절에서는 SGD 서버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2.1.1 SGD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표 2.1. “SGD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에서는 SGD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을 나열합니다.

표 2.1 SGD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운영 체제 지원되는 버전
SPARC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 8/11(업데이트 10)

Solaris 10 1/13(업데이트 11)

Solaris 11, 11.1

위의 Trusted Extensions 버전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 8/11(업데이트 10)

Solaris 10 1/13(업데이트 11)

Solaris 11, 11.1

위의 Trusted Extensions 버전
Oracle Linux(32비트 및 64비트) 5.8

5.9

5.10

6.2

6.3

6.4

두 배포 간의 암시적 호환성 덕분에 Oracle Linux에서 인증된 Oracle 제품이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 인증되고 지
원됩니다. Oracle은 Red Hat Enterprise Linux 제품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2.1.1.1 가상화 지원
SGD는 Oracle의 가상화된 환경에서 지원되고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가상화되지 않은 운영 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메시지
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역의 설치는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SGD는 전역 영역 또는 하나 이상의 비전역 영역에 설치될 수 있
습니다. 전역 영역과 비전역 영역의 설치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Oracle Solaris Trusted Extensions 플랫폼에서 레이블이 지정된 영역에 SGD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역 영역에 SGD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2.1.2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SGD 버전 5.1로의 업그레이드는 다음 버전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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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5.00.907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4.71.913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4.70.909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4.63.907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4.62.913

다른 SGD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려면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1.3 SGD에 대한 타사 구성 요소
SGD에 다음 타사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Java 기술. 이 SGD 릴리스에 Java 6 업데이트 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SGD 웹 서버 구성 요소. SGD 웹 서버는 SGD에서 사용되도록 미리 구성된 Apache 웹 서버 및 Tomcat JavaServer
Pages(JSP) 기술 컨테이너로 구성됩니다.

SGD 웹 서버는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 SGD 릴리스에 대한 웹 서버 구성 요소 버전을 나열합
니다.

구성 요소 이름 버전
Apache HTTP Server 2.2.25
OpenSSL 1.0.0k
mod_jk 1.2.37
Apache Tomcat 7.0.42
Apache Axis 1.4

Apache 웹 서버는 모든 표준 Apache 모듈을 공유 객체로 포함합니다.

Tomcat JSP 기술 컨테이너에 대한 최소 JVM(Java Virtual Machine) 소프트웨어 힙 크기는 256MB입니다.

2.1.4 지원되는 인증 방식
다음은 SGD에 지원되는 사용자 인증 방식입니다.

•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버전 3

• Microsoft Active Directory

• NIS(Network Information Service)

• RSA SecurID

• PKI(공개 키 기반구조)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포함하는 웹 서버 인증(HTTP/HTTPS 기본 인증)

2.1.4.1 지원되는 Active Directory 버전

Active Directory 인증 및 LDAP 인증은 다음 Active Directory 버전에서 지원됩니다.

• Windows Server 2003

• Windows Server 2003 R2

• Windows Server 2008

• Windows Server 2008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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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지원되는 LDAP 디렉토리
SGD는 표준 LDAP 프로토콜 버전 3을 지원합니다. LDAP 인증을 LDAP 버전 3 호환 디렉토리 서버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SGD는 다음 디렉토리 서버만 지원합니다.

• Oracle Unified Directory 11gR1(11.1.1.x), 11gR2(11.1.2.x)

• Oracle Internet Directory 11gR1(11.1.1.x), 11gR2(11.1.2.x)

• Oracle Directory Server Enterprise Edition 11gR1(11.1.1.x)

• Microsoft Active Directory(2.1.4.1절. “지원되는 Active Directory 버전” 참조)

다른 디렉토리 서버가 작동할 수 있지만 지원되지 않습니다.

2.1.4.3 지원되는 SecurID 버전
SGD는 RSA 인증 관리자(이전의 ACE/Server) 버전 4, 5, 6 및 7에서 작동합니다.

SGD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PIN 및 사용자가 만든 PIN을 지원합니다.

2.1.5 SSL 지원
SGD는 TLS 버전 1.0 및 SSL 버전 3.0을 지원합니다.

SGD는 PEM(Privacy Enhanced Mail) Base 64 인코딩 X.509 인증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
로 되어 있습니다.

-----BEGIN CERTIFICATE-----

...certificate...

-----END CERTIFICATE-----

SGD는 SSL 인증서에 대한 주체 대체 이름(subjectAltName) 확장을 지원합니다. SGD는 도메인 이름의 첫 부분에 * 와
일드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example.com).

SGD는 많은 CA(인증 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opt/tarantella/etc/data/cacerts.txt 파일에는 SGD에서 지
원하는 모든 CA 인증서의 X.500 DN(식별 이름) 및 MD5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CA에서 서명한 SSL
인증서를 지원하려면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중간 CA는 지원되지만 체인의 인증서가 지원되지 않는 CA에서 서명된
경우 추가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GD는 추가 구성과 함께 외부 하드웨어 SSL 가속기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SGD는 다음 암호 슈트를 지원합니다.

• RSA_WITH_AES_256_CBC_SHA

• RSA_WITH_AES_128_CBC_SHA

• RSA_WITH_3DES_EDE_CBC_SHA

• RSA_WITH_RC4_128_SHA

• RSA_WITH_RC4_128_MD5

• RSA_WITH_DES_CBC_SHA

2.1.6 인쇄 지원
SGD에서는 PDF 인쇄 및 프린터 직접 인쇄의 두 가지 유형이 지원됩니다.

PDF 인쇄의 경우 SGD는 Ghostscript를 사용하여 인쇄 작업을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Ghostscript 배포에는 ps2pdf 프
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SGD 호스트에 최신 버전의 Ghostscript를 설치하십시오.

http://www.ghostscri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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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는 포스트스크립트로 프린터 직접 인쇄, PCL(Printer Command Language) 및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장치에 연결된
텍스트 전용 프린터를 지원합니다. SGD tta_print_converter 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프린터에 맞게 인쇄 작업 형식을 지
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변환을 수행합니다. tta_print_converter 스크립트는 Ghostscript를 사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에서
PCL로 변환합니다. 이 변환을 지원하려면 Ghostscript가 SGD 서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추가 글꼴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Ghostscript는 SGD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2 클라이언트 장치 요구 사항 및 지원
이 절에서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2.2.1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다음 표에서는 SGD 클라이언트에 대해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및 브라우저를 나열합니다.

•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대해서는 표 2.2. “SGD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참
조하십시오.

• 지원되는 iPad 태블릿 장치에 대해서는 표 2.3. “SGD에 대해 지원되는 iPad 클라이언트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 SGD와 함께 테스트된 Android 태블릿 장치 목록에 대해서는 표 2.4. “SGD와 함께 테스트된 Android 클라이언트 장
치”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SGD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전체 운영 체제여야 합니다. 브라우저와 같은 개별 응용 프로그
램은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이 아닙니다.

표 2.2 SGD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지원되는 브라우저
Microsoft Windows 8, 8.1(32비트 및 64비트) a b Internet Explorer 10

Mozilla Firefox 17.0.2:ESR, 22

Chrome 27 c

Microsoft Windows 7(32비트 및 64비트) Internet Explorer 9 d e

Internet Explorer 8 d

Mozilla Firefox 17.0.2:ESR, 22

Chrome 27 c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SP3(32비트) Internet Explorer 7, 8

Mozilla Firefox 17.0.2:ESR, 22

Chrome 27 c

Oracle Solaris(x86 및 SPARC 플랫폼)의 Sun Ray 소프트웨어:

• Solaris 10 8/11(업데이트 10)

• Solaris 10 1/13(업데이트 11)

• Solaris 11, 11.1

Mozilla Firefox 10.0.7:ESR

Oracle Linux(32비트 및 64비트)의 Sun Ray 소프트웨어:

• Oracle Linux 5.8, 5.9, 5.10, 6.2, 6.3, 6.4 f
Mozilla Firefox 17.0.2:ESR, 22

Chrome 27
Oracle Linux 5.8, 5.9, 5.10, 6.2, 6.3, 6.4(32비트 및 64비트) f Mozilla Firefox 17.0.2:ES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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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지원되는 브라우저
Chrome 27

Ubuntu Linux 10.04, 12.04(32비트 및 64비트) g Mozilla Firefox 17.0.2:ESR, 22

Chrome 27
Mac OS X 10.7 및 10.8 Safari 6

Mozilla Firefox 17.0.2:ESR, 22

Chrome 27 c
a Windows 8은 데스크탑 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메트로"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b 64비트 Windows 8 플랫폼에서는 32비트 버전의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c HTML5 클라이언트는 Chrome 브라우저에 대해 지원됩니다.
d 64비트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는 32비트 및 64비트 버전의 Internet Explorer가 지원됩니다.
e 호환성 보기는 Internet Explorer 9에 대해 지원됩니다.
f Oracle Linux 64비트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추가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그 17454752를 참조하십시오.
g 64비트 Ubuntu Linux 12.04 플랫폼에서는 ia32-libs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두 배포 간의 암시적 호환성 덕분에 Oracle Linux에서 인증된 Oracle 제품이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 인증되고 지
원됩니다. Oracle은 Red Hat Enterprise Linux 제품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iPad 클라이언트 플랫폼
표 2.3 SGD에 대해 지원되는 iPad 클라이언트 장치

지원되는 장치 세대 운영 체제 지원되는 브라우저
2
3
4

Apple iPad

미니

iOS 6, 7 Safari a

a 개인 찾아보기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Android 클라이언트 플랫폼

참고

Oracle은 SGD를 다음 Android 장치의 선호 모델과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다른 장치가 SGD에
서 작동할 수 있지만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표 2.4 SGD와 함께 테스트된 Android 클라이언트 장치

장치 이름 운영 체제 지원되는 브라우저
Google Nexus 7

Google Nexus 10
Samsung Galaxy Tab 2 10.1
Toshiba AT300
Fujitsu M702

Android 4.0.3 이상 a Chrome

a Android 장치는 WebSocket 기술을 지원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요구 사항
• SGD 관리 콘솔은 Mac OS X 또는 iPad 클라이언트 장치의 Safari 브라우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베타 버전 또는 미리보기 릴리스의 브라우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는 쿠키를 허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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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에는 JavaScript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Java 기술 요구 사항
• 데스크탑 컴퓨터 플랫폼의 경우 브라우저에 다음 기능이 지원되도록 Java 기술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SGD 클라이언트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 사용자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프록시 서버 설정 확인

Java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SGD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데
스크탑 플랫폼에 대해 수동 설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태블릿 장치 플랫폼의 경우:

• 브라우저에 Java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SGD 클라이언트의 수동 설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버전 1.6 및 1.7이 Java 기술에 대한 플러그인으로 지원됩니다.

참고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버전 1.7을 사용할 때의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S(My Oracle Support)의 기술 자료 문서 ID 1487307.1을 참조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최소한 수천 개의 색상으로 클라이언트 장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SGD 클라이언트 및 작업 영역을 지원되는 다음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일본어

• 한국어

• 포르투갈어(브라질)

• 스페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2.2.1.1 가상화 지원

SGD는 Oracle의 가상화된 환경에서 지원되고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가상화되지 않은 운영 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메시지
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2.1.2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사용 중지

다음 표에서는 이 릴리스에서 사용 중지된 SGD 클라이언트 설치 플랫폼 및 브라우저를 보여 줍니다.

SGD 버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플랫폼
5.1 Firefox 18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487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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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 버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플랫폼
Chrome 24

2.2.2 지원되는 프록시 서버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SGD에 연결하려면 프록시 서버가 터널링을 지원해야 합니다. HTTP, SSL(Secure Sockets
Layer) 또는 SOCKS 버전 5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CKS 버전 5 프록시 서버의 경우 SGD는 기본 및 인증 필요 없음 인증 방식을 지원합니다. 서버 측 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2.3 PDF 인쇄 지원
PDF 인쇄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클라이언트 장치에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GD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과 같은 PDF 뷰어가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 플랫폼 기본 PDF 뷰어
Microsoft Windows 플랫폼 Adobe Reader 버전 4.0 이상
Oracle Solaris(SPARC 플랫폼)의 Sun
Ray 소프트웨어

GNOME PDF Viewer(gpdf)

Adobe Reader(acroread)
Oracle Solaris(x86 플랫폼)의 Sun Ray
소프트웨어

GNOME PDF Viewer(gpdf)

Oracle Linux GNOME PDF Viewer(gpdf)

Evince Document Viewer(evince)

X PDF Reader(xpdf)
Mac OS X Preview App(/Applications/Preview.app)

참고

Adobe Reader PDF 뷰어는 -openInNewWindow 명령 옵션을 지원해야 합니다. Preview App
PDF 뷰어는 open -a 명령 옵션을 지원해야 합니다.

Windows 8 플랫폼에서 Reader 응용 프로그램은 PDF 뷰어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태블릿 장치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은 PDF 파일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되는 PDF 뷰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PATH에 있어야 합니다.

대체 PDF 뷰어에 대한 지원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2.4 지원되는 스마트 카드
SGD는 Microsoft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스마트 카드(PC/SC) 호환 스
마트 카드 및 리더에서 작동합니다.

2.3 SGD Gateway 요구 사항 및 지원
이 섹션에서는 SGD Gateway 서버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2.3.1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SGD Gateway 호스트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은 표 2.5.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에 나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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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운영 체제 지원되는 버전
SPARC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 8/11(업데이트 10)

Solaris 10 1/13(업데이트 11)

Solaris 11, 11.1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 8/11(업데이트 10)

Solaris 10 1/13(업데이트 11)

Solaris 11, 11.1
Oracle Linux(32비트 및 64비트) 5.8

5.9

5.10

6.2

6.3

6.4

두 배포 간의 암시적 호환성 덕분에 Oracle Linux에서 인증된 Oracle 제품이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 인증되고 지
원됩니다. Oracle은 Red Hat Enterprise Linux 제품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용자가 태블릿 장치에서 SGD에 연결하는 경우 유일하게 지원되는 방화벽 통과 방법은
SGD Gateway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최대 100개의 동시 HTTP 연결, 512개의 동시 AIP(Adaptive Internet Protocol) 연결 및 512
개의 동시 Websocket 연결을 지원하도록 구성됩니다. Websocket 연결은 태블릿 장치에 대한 AIP 연결입니다. JVM 메
모리 크기는 이 개수의 연결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 예상
사용자 수에 대해 Gateway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2.3.1.1 가상화 지원

SGD Gateway는 Oracle의 가상화된 환경에서 지원되고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할 때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화되지 않은 운영 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라
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역의 설치는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SGD Gateway는 전역 영역 또는 하나 이상의 비전역 영역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전역 영역과 비전역 영역의 설치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3.2 SGD Gateway에 대한 SGD 서버 요구 사항
다음 요구 사항은 SGD Gateway와 함께 사용되는 SGD 서버에 적용됩니다.

• 보안 모드.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연결을 사용합니다. SGD 서버에 대한 보안 연결을 사
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방화벽 전달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표준 설치에서 SGD 서버는 보안 연결을 사용하도록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 SGD 버전. SGD 버전 5.1을 Gateway 버전 5.1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Gateway를
사용합니다.

• 시계 동기화. SGD 서버와 SGD Gateway의 시스템 시계가 동기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NTP(Network Time Protocol)
소프트웨어 또는 rdate 명령을 사용하여 시계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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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SGD Gateway에 대한 타사 구성 요소
SGD Gateway에 다음 타사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pache 웹 서버. SGD Gateway와 함께 제공되는 Apache 웹 서버는 Apache 버전 2.2.25입니다.

웹 서버에는 역 프록싱 및 로드 균형 조정에 대한 표준 Apache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DSO(Dynamic
Shared Object) 모듈로 설치됩니다.

• Java 기술. SGD Gateway에 Java 6 업데이트 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4 SSL 지원
SGD Gateway에 대한 SSL 지원은 Gateway와 함께 제공되는 JRE(Java Runtime Environment)에 의해 제공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Java 플랫폼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GD Gateway는 PEM(Privacy Enhanced Mail) Base 64 인코딩된 X.509 인증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BEGIN CERTIFICATE-----

...certificate...

-----END CERTIFICATE-----

SGD Gateway는 추가 구성과 함께 외부 하드웨어 SSL 가속기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SGD Gateway는 SSL 연결에 대한 다음 고급 암호 슈트를 지원하도록 구성됩니다.

• SSL_RSA_WITH_RC4_128_MD5

• SSL_RSA_WITH_RC4_128_SHA

• TLS_RSA_WITH_AES_128_CBC_SHA

• TLS_RSA_WITH_AES_256_CBC_SHA

• TLS_DHE_RSA_WITH_AES_128_CBC_SHA

• TLS_DHE_RSA_WITH_AES_256_CBC_SHA

• TLS_DHE_DSS_WITH_AES_128_CBC_SHA

• TLS_DHE_DSS_WITH_AES_256_CBC_SHA

• SSL_RSA_WITH_3DES_EDE_CBC_SHA

• SSL_DHE_RSA_WITH_3DES_EDE_CBC_SHA

• SSL_DHE_DSS_WITH_3DES_EDE_CBC_SHA

다음 암호 슈트도 지원됩니다. 대신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자가 구
성해야 합니다.

• SSL_RSA_WITH_DES_CBC_SHA

• SSL_DHE_RSA_WITH_DES_CBC_SHA

• SSL_DHE_DSS_WITH_DES_CBC_SHA

• SSL_RSA_EXPORT_WITH_RC4_40_MD5

• SSL_RSA_EXPORT_WITH_DES40_CBC_SHA

• SSL_DHE_RSA_EXPORT_WITH_DES40_CBC_SHA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cument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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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_DHE_DSS_EXPORT_WITH_DES40_CBC_SHA

2.4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및 지원
이 섹션에서는 SGD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작업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2.4.1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
SGD를 사용하여 다음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Windows

• Oracle Solaris, Linux, HP-UX 및 AIX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실행 중인 X 응용 프로그램

• Oracle Solaris, Linux, HP-UX 및 AIX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실행 중인 문자 응용 프로그램

• IBM 메인프레임 및 AS/400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 HTML 및 Java 기술을 사용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

SGD는 다음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Microsoft RDP(Remote Desktop Protocol) 버전 5.2 이상

• X11

• HTTP

• HTTPS

• SSH 버전 2 이상

• 텔넷 VT,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TN3270E

• TN5250

2.4.2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SGD Enhancement Module은 SGD를 통해 표시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다음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설치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입니다.

• 고급 로드 균형 조정

•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매핑(UNIX 또는 Linux 플랫폼만)

• 연속 창(Windows 플랫폼만)

• 오디오(UNIX 또는 Linux 플랫폼만)

표 2.6.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에서는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을 나열합니다.

표 2.6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운영 체제 지원되는 버전
Microsoft Windows(64비트) Windows Server 2008 R2
Microsoft Windows(32비트 및 64비트)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3 R2

Windows Serv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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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지원되는 버전
SPARC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8, 9, 10, 11, 11.1

위의 Trusted Extensions 버전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 11, 11.1

위의 Trusted Extensions 버전
Oracle Linux(32비트 및 64비트) 5, 6
SUSE Linux Enterprise Server(32비트 및 64비트) 10, 11

두 배포 간의 암시적 호환성 덕분에 Oracle Linux에서 인증된 Oracle 제품이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 인증되고 지
원됩니다. Oracle은 Red Hat Enterprise Linux 제품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Oracle Solaris Trusted Extensions 플랫폼에서 고급 로드 균형 조정만 지원됩니다. 오디오 및 CDM은 지원되지 않습니
다.

참고

SGD Enhancement Module은 Windows 7 및 Windows XP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응용 프로그램 서버 플랫폼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2.4.3절. “Microsoft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이 아닌 응용 프로그램 서버는 SGD에서 지원되는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 유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4.2.1 가상화 지원
SGD는 Oracle의 가상화된 환경에서 지원되고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가상화되지 않은 운영 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메시지
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역의 설치는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SGD는 전역 영역 또는 하나 이상의 비전역 영역에 설치될 수 있
습니다. 전역 영역과 비전역 영역의 설치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Oracle Solaris Trusted Extensions 플랫폼에서 레이블이 지정된 영역에 SGD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역 영역에 SGD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2.4.3 Microsoft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SGD에는 Microsoft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Microsoft 운영 체제 제
품에서 제공되는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기능에 액세스할 경우에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추가 라이센스를 구입
해야 합니다. 필요한 라이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Microsoft 운영 체제 제품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참조
하십시오.

참고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이전에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를 터미널 서비스라고 했습
니다.

SGD는 다음 Microsoft Windows 버전에 대한 RDP 연결을 지원합니다.

• Windows Server 2008 R2

• Windows Server 2008

• Windows Server 2003 R2

• Windows Server 2003

• Windows 7 S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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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XP Professional SP3

Windows 7 및 Windows XP 플랫폼에서는 전체 Windows 데스크탑 세션만 지원됩니다. 개별 응용 프로그램 실행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연속 창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SGD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연결할 때 RDP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Oracle VM VirtualBox
RDP(VRDP)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2.7 RDP 및 VRDP 시 SGD에서 지원되는 기능 비교

기능 RDP VRDP
오디오 녹음(입력 오디오) ✓ ✓
오디오 재지정 ✓ ✓
클립보드 재지정 ✓ ✓
COM 포트 매핑 ✓ ✗
압축 ✓ ✗
드라이브 재지정(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매핑) ✓ ✗
멀티 모니터 ✓ ✗
네트워크 보안(암호화 레벨) ✓ ✓
세션 디렉토리 ✓ ✗
스마트 카드 장치 재지정 ✓ ✗
시간대 재지정 ✓ ✗
Windows 프린터 매핑(클라이언트 인쇄) ✓ ✗

2.4.3.1 오디오 음질
Windows Server 2008 R2 및 Windows 7은 최대 44.1kHz의 오디오 비트 전송률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SGD는 최대
22.05kHz의 비트 전송률을 지원합니다. 최대 44.1kHz의 비트 전송률을 지원하려면 관리 콘솔에서 Global Settings(전역
설정), Client Device(클라이언트 장치) 탭으로 이동하고 Windows Audio: High Quality(Windows 오디오: 높은 품질) 옵션
을 선택합니다.

2.4.3.2 오디오 기록 재지정
오디오 녹음 재지정은 다음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해 지원됩니다.

• Windows Server 2008 R2

• Windows 7 Enterprise

• Windows 7 Ultimate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세션에서 오디오를 기록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오디오 기록 재지정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오 기록 재지정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Windows 7 Enterprise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오디오 기록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Terminal Server\WinStations\RDP-Tcp
\fDisableAudioCapture 레지스트리 하위 키도 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4.3.3 Color Depth(색상 깊이)
SGD는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세션에서 8비트, 16비트, 24비트 및 32비트 색상 깊이를 지원합니다.

32비트 색상은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R2 및 Windows 7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색상을 표시하려면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32비트 색상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비트 색상 깊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색상 깊이가 원격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에 지정된 경우 SGD는 색상 깊이를
자동으로 8비트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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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암호화 레벨
SGD에서는 낮음, 클라이언트 호환 또는 높음 암호화 레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GD에서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암호화 레벨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4.3.5 전송 계층 보안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부터 서버 인증에 TLS(전송 계층 보안)를 사용하고 TLS를 사용하여 원격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 통신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2.4.3.6 네트워크 레벨 인증
원격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에서 CredSSP를 사용한 NLA(네트워크 레벨 인증)가 지원될 경우 서버 인증을 위해 NL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4 X 및 문자 응용 프로그램
X 및 문자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SGD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트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로 연결할 수 있어
야 합니다. SGD는 SSH 및 텔넷을 연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SSH가 보안에 가장 좋습니다.

SGD는 SSH 버전 2 이상으로 작동합니다. SSH 버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SGD 호스트 및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버전 2 또는 버전 3 중에서 동일한 주 SSH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SSH를 사용하여 X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경우 X11 전달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SSH 구성에서 수행하
거나 SGD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 SSH를
SGD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SGD에서는 X 보안 확장이 지원됩니다. X 보안 확장은 -Y 옵션을 지원하는 SSH 버전에서만 작동합니다. OpenSSH의
경우 이는 버전 3.8 이상입니다.

2.4.4.1 X11 소프트웨어
SGD는 X.Org Foundation X 서버 릴리스 X11R7.6 기반 XPE(X 프로토콜 엔진) 구현을 포함합니다.

XPE 구현은 다음 X.Org Foundation 소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 xorg-server 1.9.3

• xrandr 1.3

• xkeyboard-config 2.1

다음 버전의 X.Org 종속성이 사용됩니다.

• Mesa 7.9.2

• pixman 0.20.2

2.4.4.2 지원되는 X 확장
SGD는 X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X 확장을 지원합니다.

• BIG-REQUESTS

• BLINK

• DAMAGE

• DEC-XTRAP

• DOUBLE-BUFFER

• Extended-Visu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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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X

• MIT-SCREEN-SAVER

• MIT-SHM

• MIT-SUNDRY-NONSTANDARD

• NATIVE-WND

• RDP

• RECORD

• RENDER

• SCO-MISC

• SECURITY

• SGI-GLX

• SHAPE

• SYNC

• TOG-CUP

• X-Resource

• XC-APPGROUP

• XC-MISC

• XFIXES

• XFree86-Bigfont

• XTEST

• XTTDEV

• KEYBOARD

• RANDR

• XINERAMA

다음 X 확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XVIDEO

2.4.4.3 문자 응용 프로그램
SGD는 VT420, Wyse 60 또는 SCO 콘솔 문자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4.5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SGD는 동적 응용 프로그램 서버라고 하는 객체 유형을 사용하여 VSB(가상 서버 브로커)를 나타냅니다. SGD는 VSB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 목록을 가져옵니다.

SGD는 Oracle VDI(Oracle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서버에서 제공되는 데스크탑에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는 브로커를 포함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구성하여 Oracle VDI와의 통
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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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GD 릴리스는 다음 Oracle VDI 버전을 지원합니다.

• Oracle VDI 3.5

• Oracle VDI 3.4.1

• Oracle VDI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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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알려진 문제, 버그 해결 및 설명서 문제
이 장에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에 대한 알려진 문제, 버그 해결 및 설명서 문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드백 제공 및 버그 보고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알려진 버그 및 문제
이 절에서는 SGD 5.1 릴리스에 대한 알려진 버그 및 문제를 나열합니다.

3.1.1 2205237 – 연결이 해제된 세션을 다시 시작할 때 발생하는 연속 창 표시 문제
문제: 사용자가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다시 시작할 때 연속 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용
프로그램이 Windows Server 2008 R2 서버에서 호스트될 때 발생합니다.

원인: SGD Enhancement Module의 일부 버전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실행 중인 SGD Enhancement Module의 버전이 SGD 서버 버전과 동일한
지 확인합니다.

3.1.2 6555834 – Java 기술이 브라우저에 대해 사용되도록 설정되었지만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치되지 않음

문제: 브라우저 설정에서 Java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었지만 클라이언트 장치에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 SGD 작업 영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플래시 화면에서 로그인 프로세스가 중단됩니다.

원인: SGD가 Java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브라우저 설정을 사용합니다.

해결 방법: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브라우저 플러그인 디렉토리에서 JVM(Java Virtual Machine) 소프트
웨어의 위치로 연결되는 심볼릭 링크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라우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1.3 6831480 – 백업 기본 서버 목록 명령에서 오류를 반환함
문제: 중지된 다음 어레이에서 분리된 SGD 서버에서 tarantella array list_backup_primaries 명령을 사용하면 "연결을 실
패했습니다"라는 오류가 반환됩니다.

원인: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tarantella array list_backup_primaries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분리된 SGD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3.1.4 6863153 – 재배치된 Windows 데스크탑 세션에서 HyperTerminal 응용 프로그
램이 중단됨

문제: Windows 데스크탑 세션에서 HyperTerminal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사용자가 다른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데스
크탑 세션을 재개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HyperTerminal 응용 프로그램은 응답하지 않으며 종료할 수 없습니
다.

원인: 다른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Windows 데스크탑 세션을 재개할 때 HyperTerminal에 대해 알려진 문제입니다(“세션
확보”라고도 함).

해결 방법: 다른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Windows 데스크탑 세션을 재개하기 전에 HyperTerminal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
다.

3.1.5 6937146 – 64비트 Linux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호스트된 X 응용 프로그램의
오디오를 사용할 수 없음

문제점: 64비트 Linux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호스트된 X 응용 프로그램의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
제는 /dev/dsp 또는 /dev/audio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드 코딩되고 Audio Redirection Library(오디오 재지정 라이브러리)
(--unixaudiopreload) 속성이 사용으로 설정된 X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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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알려진 문제입니다. 64비트 SGD Audio Redirection Library(오디오 재지정 라이브러리)는 SGD Enhancement
Modul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3.1.6 6942981 – Solaris Trusted Extensions에서 응용 프로그램 시작이 느림
문제점: Oracle Solaris Trusted Extensions 플랫폼에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및 X 응용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예상보
다 길 수 있습니다.

원인: 기본적으로 X 프로토콜 엔진은 X 디스플레이 포트 10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Solaris Trusted Extensions를 사용 중
일 때는 이 포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X 프로토콜 엔진이 다른 X 디스플레이 포트에 연결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됩니다.

해결 방법: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SGD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본 최소 디스플레이 포트를 변경합니다.

SGD 서버의 /opt/tarantella/var/serverconfig/local 디렉토리에 있는 xpe.properties 파일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tarantella.config.xpeconfig.defaultmindisplay=11

이 변경 작업을 수행한 후 SGD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 사용할 수 없는 포트는 X 프로토콜 엔진 사용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Protocol Engines(프로토콜 엔진)로 이동하고, 어레이에 있는 각 SGD 서버의 X 탭을 선택하고,
Command-Line Arguments(명령줄 인수) 필드에 -xport portnum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portnum은 제외할 TCP 포트
번호입니다.

또는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xpe-args "-xport portnum"

예를 들어 X 디스플레이 포트 10을 X 프로토콜 엔진 사용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 tarantella config edit --xpe-args "-xport 6010"

변경 사항은 새로운 X 프로토콜 엔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 X 프로토콜 엔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1.7 6957820 –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스마트 카드 인증을 사용할 때 SGD 클라
이언트가 중단됨

문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Ubuntu Linux 10.04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세션에 로그인할 때 사
용자가 인증된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종료한 이후 SGD 클라이언트가 중단됩니다. 사용자가 추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
하거나 SGD에서 로그아웃할 수 없습니다.

원인: Ubuntu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PCSC-Lite 버전 1.5.3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PCSC-Lite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3.1.8 6962970 – 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여러 CAL을 사용함
문제: 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 여러 CAL(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이 할당되었습니다.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이 시작할 때마다 CAL이 잘못 할당됩니다.

원인: 클라이언트 장치의 Windows 레지스트리에서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MSLicensing 키 또는
해당 하위 키가 누락되어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Microsoft Windows 7 플랫폼에 영향을 줍니다.

해결 방법: 관리자 권한으로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시작하여 누락된 키를 다시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기술
자료 문서 187614를 참조하십시오.



6970615 – X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SecurID 인증 실패함

21

3.1.9 6970615 – X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SecurID 인증 실패함
문제: PAM의 RSA 인증 에이전트를 사용 중일 때 X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SecurID 인증이 실패합니다. 이 문제는 텔넷
을 연결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X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합니다.

원인: PAM의 RSA 인증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X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서 SSH를 연결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3.1.10 7004887 – 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파일로 인쇄가 실패함
문제: 사용자가 SGD를 통해 표시된 Windows 응용 프로그램에서 Print to File(파일로 인쇄) 메뉴 옵션을 선택할 때 인쇄
작업이 클라이언트 장치의 인쇄 대기열에서 계속 대기 중입니다. 이 문제는 Windows 7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발생했습
니다.

원인: Windows의 일부 버전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Microsoft 기술 자료 문서 202274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1.11 12300549 – 일부 클라이언트 로케일의 홈 디렉토리 이름을 읽을 수 없음
문제: SGD에서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매핑을 사용 중일 때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이름에 읽을 수 없는 문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My Home(내 홈)"이라고 하는 드라이브로 매핑됩니다.

이 문제는 ja_JP.UTF-8과 같은 영어가 아닌 클라이언트 로케일로 구성된 비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발생합니다.

원인: 일부 클라이언트 로케일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3.1.12 13068287 – 16비트 색상 OpenGL 응용 프로그램 문제
문제: 3차원 그래픽 프로그램과 같은 OpenGL 응용 프로그램이 SGD를 통해 게시될 때 제대로 시작 또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이 문제는 X 응용 프로그램 객체가 16-bit Color Depth(16비트 색상 깊이) 설정으로 구성될 때 발생합니다.

원인: 16비트 색상을 사용하여 OpenGL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24-bit Color Depth(24비트 색상 깊이) 설정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3.1.13 13117149 –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에 있는 악센트 부호 문자
문제: 독일어 움라우트 문자(ü)와 같은 악센트 부호 문자가 들어 있는 사용자 이름에 대해 Active Directory 인증이 실패합
니다. 이 문제는 Windows Server 2003 R2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 오류는 server/login/info 로그 필터를 사용할 때 로그 출력에 표시됩니다.

javax.security.auth.login.LoginException: Integrity check on decrypted field failed (31)

원인: Active Directory 인증이 Kerberos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는 Kerberos 인증에서 DES 암호화를 사용하도
록 구성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SGD 서버의 krb5.conf Kerberos 구성 파일에서 DES 암호화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것입니
다.

krb5.conf 파일의 [libdefaults] 섹션에 다음 라인을 포함합니다.

  [libdefaults]
    default_tgs_enctypes =  rc4-hmac des3-cbc-sha1 aes128-cts aes256-cts
    default_tkt_enctypes =  rc4-hmac des3-cbc-sha1 aes128-cts aes256-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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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13354844, 14032389, 13257432, 13117470, 16339876 – Ubuntu 클라이언트
장치의 표시 문제

문제: Ubuntu Linux를 실행 중인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 관리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evilwm과 같은 축소 창 관리자를 사용 중인 경우 키오스크 모드 최소화 버
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키오스크 모드와 통합 창 표시 간의 전환을 위한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Unity 데스크탑을 사용 중일 때는 SGD 클라이언트 작업 표시줄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여러 모니터에 걸쳐야 할 연속 창 응용 프로그램이 대신 단일 모니터에서 스크롤 막대와 함께 표시됩니다.

• VT420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터미널 창이 제대로 크기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 Ubuntu Linux 클라이언트 장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다음 임시해결책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키오스크 모드 창 데코레이션을 사용하려면 창 관리자가 일반에서 아이콘화로의 변경 상태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합니
다. 적합한 창 관리자를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Ctrl+Alt+Break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여 키오스크 모드와 통합 창 표시 간을 전환합니다.

• SGD 클라이언트 작업 표시줄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Unity 데스크탑의 허용 목록에 SGD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dconf-editor를 시작하고 Desktop(데스크탑) → Unity → Panel(패널)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
Oracle Secure Global Desktop을 추가합니다.

• 여러 모니터의 연속 창 문제에 대해 알려진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 VT420 터미널 창의 크기를 제대로 지정하려면 필요한 글꼴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buntu Linux
12.04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다음 글꼴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sudo apt-get install xfonts-traditional
$ sudo apt-get install xfonts-100dpi
$ sudo apt-get install xfonts-75dpi

3.1.15 13971245 – Oracle Solaris 11의 패키지 제거 문제
문제: SGD가 Oracle Solaris 11 플랫폼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GD를 제거한 후에도 SGD 패키지 항목
이 Solaris 패키지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원인: Oracle Solaris 11에 포함된 IPS(이미지 패키징 시스템)를 사용 중이며 SGD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
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SGD를 제거한 후 SGD 패키지 데이터베이스 복구 스크립트 pkgdbfix.sh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SGD 서버의 /opt/tarantella/etc/data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퍼 유저(루트)로 로그인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SGD를 제거하고 Solaris 패키지 데이터베이스에서 SGD 패키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 pkgchk -l tta
# pkgchk -l tta.2

• 이전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하여 패키지 항목을 보고한 경우 패키지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 sh pkgdbfix.sh package-instance

여기서 package-instance는 보고된 패키지 인스턴스 tta 또는 tta.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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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14026511 – Oracle VDI 업그레이드 이후 VDI 브로커 연결이 실패함
문제: Oracle VDI(Oracle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호스트가 업그레이드 또는 재구성된 후 사용자가 VDI 브로커를
사용하여 자신의 Oracle VDI 데스크탑에 연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인: VDI 브로커를 사용하면 Oracle VDI 호스트 연결은 웹 서비스 API에 대해 자체 서명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보안
설정됩니다.

호스트에서 Oracle VDI를 재구성 또는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웹 서비스 자체 서명 인증서가 재생성되고 기존 SSL 인증서
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할 때 웹 서비스 SSL 인증서에서 사용된 호스트 이름(주체)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해결 방법: 다음 임시해결책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Oracle VDI 버전 3.5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문제는 Oracle VDI 릴리스 3.5에 대해서는 해결되었습니다.

• 업그레이드 또는 재구성하기 전에 Oracle VDI 호스트에서 웹 서비스 인증서 키 저장소를 백업합니다. Oracle VDI 설치
를 변경한 후 백업에서 키 저장소를 복원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Oracle VDI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VDI 브로커를 재구성합니다.

• 각 Oracle VDI 호스트용 웹 서비스 SSL 인증서를 각 SGD 서버의 인증서 보안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구성에 따라 보
안 저장소는 CA 인증서 보안 저장소 또는 전용 보안 저장소입니다.

• VDI 브로커가 웹 서비스 SSL 인증서에 표시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도록 재구성합니다.

새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도록 preferredhosts 및 failoverhosts 설정을 변경합니다.

3.1.17 14021467 – 작업 영역 언어 선택 문제
문제: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SGD 웹 서버의 시작 페이지에 있는 목록에서 선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
용자는 Log in(로그인)을 눌러 해당 언어로 작업 영역에 액세스합니다.

사용자는 시작 페이지에서 언어를 선택한 후에는 후속 로그인 시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인: 선호 언어 선택의 캐싱으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다른 언어를 선택하기 전에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는 것입니다.

3.1.18 14147506 – 기본 서버가 변경되는 경우 어레이 복원성이 실패함
문제: 어레이가 복구된 상태에서 기본 서버를 변경하는 경우 어레이 복원성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가 복구된 상
태는 페일오버 단계가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어레이 복원성의 복구 단계 이후 연결할 수 없는 서버가 어레이를 다시 결합할 때 다른 어레이 멤버에 대한 통신이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레이에 대해 어레이 간 보안 통신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원인: 어레이 간 보안 통신이 사용될 경우 어레이 복원성에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레이 간 보안 통
신은 SGD 서버에 대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해결 방법: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어레이 복원성 프로세스 동안 어레이 구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3.1.19 14221098 – Oracle Linux에서 Konsole 응용 프로그램 시작 실패
문제: KDE Konsole 터미널 에뮬레이터 응용 프로그램이 SGD에서 X 응용 프로그램 객체로 구성될 때 시작하지 못합니
다.

이 문제는 응용 프로그램이 Oracle Linux 6 플랫폼에서 호스트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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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Oracle Linux 6에서 Konsole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작 시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포크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Konsole을 시작할 때 --nofork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리 콘솔에서 X 응용 프로그램 객체의 Launch(실행) 탭으로 이동하고 Arguments for Command(명령 인수) 필드에 --
nofork를 입력합니다.

3.1.20 14237565 – 비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인쇄할 때 페이지 크기 문제
문제: 인쇄 작업이 클라이언트 프린터에 올바른 페이지 형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4 페이지 크기 문서의
인쇄 작업이 클라이언트 프린터에 Letter 페이지 크기 문서로 전달됩니다. 클라이언트 프린터 구성에 따라 인쇄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Linux 및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원인: 일부 비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로 인쇄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일부 클라이언트 프린터는 페이지 크기 형식을 무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결책은 SGD에서 인쇄할 때 PDF 인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1.21 14287570 – 큰 화면 해상도에 대해 8비트 색상 깊이로 제한된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응용 프로그램

문제: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클라이언트 장치의 디스플레이 색상 깊이가 큰 해상도에
대해 8비트로 제한됩니다. 이 문제는 화면 해상도가 1600 x 1200 픽셀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원인: Windows Server 2003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세션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색상 깊이를 16비트로 늘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핫픽스 942610을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핫픽스 절차에 설명되어 있는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Terminal Server
\AllowHigherColorDepth 레지스트리 항목이 1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1.22 14287730 – 명령줄에서 섀도우 처리할 때 나타나는 X 오류 메시지
문제: tarantella emulatorsession shadow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섀도우 처리할 때 다음과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X Error:  BadImplementation
  Request Major code 152 (RANDR)
  Request Minor code 8 ()
  Error Serial #209
  Current Serial #209 

오류 메시지에 상관없이 섀도우 처리는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원인: 클라이언트 장치의 X 서버가 세션 크기 조정을 구현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오류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무시할 수 있습니다.

3.1.23 14404371 – 인증 대화 상자의 사용자 입력 문자를 읽을 수 없음
문제: 사용자가 SGD 인증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인증 자격 증명을 입력하려고 할 때 일부 입력 문자를 읽을 수 없습니
다. 이 문제는 사용자 자격 증명에 유럽어 문자와 같은 멀티바이트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
서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Shift 키를 누른 채 작업 영역에서 응용 프로그램 링크를 누르면 SGD 인증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원인: SGD 클라이언트가 일부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글꼴 목록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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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다음 임시해결책을 사용합니다.

•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글꼴 지정 파일을 만듭니다.

*XmTextField*fontList: -*-*-medium-r-normal-*-*-120-*-*-*-*-*-*

•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을 만듭니다.

# xrdb -merge filename

여기서 filename은 글꼴 지정 파일의 이름입니다.

또는 글꼴 지정을 홈 디렉토리의 .Xresources 파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3.1.24 14690706 – RANDR X 확장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될 때 태블릿 장치의 표시
문제

문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RANDR X 확장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 태블릿 장치의 사용자 환경이 제대로 나타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를 회전하는 경우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이 화면을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원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RANDR X 확장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RANDR 확장은
응용 프로그램에 향상된 디스플레이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결 방법: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대해 RANDR 확장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RANDR 확장을 사용으로 설정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1.25 15903850 – 태블릿 장치에서 인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문제: 태블릿 장치 사용자가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Nov 27, 2012 11:56:59 AM com.oracle.sgd.webserver.printing.PrintServlet processRequest
SEVERE: Exception occurred in servlet javax.net.ssl.SSLHandshakeException:
sun.security.validator.ValidatorException: PKIX path building failed:
sun.security.provider.certpath.SunCertPathBuilderException: unable to find valid 
certification path to requested target

이 문제는 인쇄 작업 및 사용자 세션이 어레이의 서로 다른 SGD 서버에서 호스트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레이의 SGD 서버가 응용 프로그램 서버로도 사용되는 경우

• 응용 프로그램 세션 로드 균형 조정이 어레이에 사용되는 경우

원인: 이는 인증서 보안 문제입니다. 자체 서명 인증서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어레이에 있는 하
나 이상의 SGD 서버가 보안 설정됩니다.

해결 방법: 각 SGD 서버에서 다른 어레이 멤버의 SSL 인증서를 CA 인증서 보안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이 프로세스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CA 인증서 보안 저장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GD 서버에 대한 SSL 인증서는 /opt/tarantella/var/tsp/cert.pem에 있습니다.

SGD 서버에 대한 CA 인증서 보안 저장소는 /opt/tarantella/bin/jre/lib/security/cacerts에 있습니다.

3.1.26 16003643, 17043257 – 태블릿 장치에서 통화 기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음
문제: iPad 또는 Android 태블릿에서 SGD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파운드(£), 유로(€) 및 엔(¥)과 같은 통화 기호가 올
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 태블릿 장치에 통화 기호와 같은 확장 문자를 표시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2/html/randr.html#enable-randr-apps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2/html/cert-store-sgd.html#cert-store-sgd-ca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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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영어(미국) 키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하십시오.

3.1.27 16244748 – Sun Ray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SGD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지
않음

문제: Sun Ray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GD에 로그인할 때 SGD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Sun Ray
서버가 scbus v2 스마트 카드 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원인: Sun Ray 서버에서 scbus v2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Sun Ray 서버 호스트에서 스마트 카드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racle Solaris 플랫폼은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svcadm disable pcscd

3.1.28 16275930 – SGD Gateway를 사용할 때 SGD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음
문제: SGD Gateway를 통해 연결할 때 사용자가 어레이의 SGD 서버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SGD 서버에 로
그인하거나 관리 콘솔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해당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오류 페이지로 재지정됩니다.

이 문제는 Gateway가 다음과 같이 구성될 때 발생합니다.

• 들어오는 연결에 사용되는 포트가 기본 포트인 포트 443이 아닙니다.

• 어레이의 SGD 서버와 Gateway 간의 연결이 보안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대개 Gateway를 설치하는 동안 구성됩니다.

원인: 이 특정 Gateway 구성 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다음 임시해결책을 사용합니다.

Gateway 호스트에서 opt/SUNWsgdg/httpd/apache-version/conf/extra/gateway/httpd-gateway.conf 파일을 편집합니다.

ProxyPassReverse 지시어를 찾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ProxyPassReverse / http://gw.example.com:80/

다음과 같이 ProxyPassReverse 지시어의 포트 번호를 변경합니다.

ProxyPassReverse / http://gw.example.com:port-num/

여기서 port-num은 들어오는 연결에 대해 Gateway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3.1.29 16310420 – iPad 태블릿의 외부 키보드 문제
문제: 외부 키보드를 iPad 태블릿과 함께 사용할 때 SGD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부 키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키의 예로 Alt 및 Ctrl과 같은 보조 키와 기능 키가 있습니다.

원인: 외부 키보드를 iPad 태블릿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화면 키보드를 사용하여 누락된 키 입력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키 조합 Ctrl+C를 입력하려면

• 화면 키보드를 표시하고 Ctrl 키를 누릅니다.

이 키는 main 키를 누를 때 표시됩니다.

• 외부 키보드를 사용하여 C 문자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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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16420093, 17559489 – Mac OS X 사용자의 로그인 프로세스 실패
문제: Mac OS X 플랫폼의 사용자가 SGD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SGD 클라이언트 다운로드가 실패하고 로그인 프로
세스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원인: 이 문제는 Mac OS X 사용자가 자신의 브라우저에 대해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는 이 경우 대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부 Safari 브라우저에서는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으로 설정한 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Safari의 안전 모드 기능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사용자가 SGD에 로그인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으로 설정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fari 브라우저에서 Enable Java content in browser(브라우저에서 Java 컨텐츠 사용)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이 옵션은 Safari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일부 Safari 브라우저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ecurity(보안) 탭의 Manage Website Settings(웹 사이트
설정 관리) 섹션에서 Run in Unsafe Mode(비안전 모드에서 실행)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3.1.31 16613748 – 일부 SGD Gateway 배치에 대한 모바일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없음

문제: 일부 SGD Gateway 배치의 경우 관리자가 태블릿 컴퓨터 보안 연결에 사용되는 .mobileconfig 구성 프로파일을 생
성할 수 없습니다.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mobile_profile_create.sh 스크립트가 실패합니다.

이 문제는 어레이의 SGD 서버와 SGD Gateway 간에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이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는 SGD 서버가 암호화되지 않은 표준 연결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원인: SGD 서버에서 보안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면 .mobileconfig 구성 프로파일에 필요한 다음 디렉토리가 삭제됩니
다.

• /opt/tarantella/var/tsp/certs. 구성 프로파일이 생성되면 SSL 인증서가 이 디렉토리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 /opt/tarantella/webserver/apache/apache-version/htdocs/certs. 생성된 구성 프로파일이 이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해결 방법: 기본 SGD 호스트에서 필요한 디렉토리를 수동으로 만듭니다.

# mkdir -p /opt/tarantella/var/tsp/certs/gateway
# mkdir -p /opt/tarantella/var/tsp/certs/array
# chown -R  ttasys:ttaserv /opt/tarantella/var/tsp/certs
# mkdir /opt/tarantella/webserver/apache/apache-version/htdocs/certs
# chown root:ttaserv /opt/tarantella/webserver/apache/apache-version/htdocs/certs

그러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의 SGD Gateway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한
태블릿 장치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에 설명된 대로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3.1.32 16634591 – Gnome Terminal 응용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종료됨
문제: X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Gnome Terminal 응용 프로그램(gnome-terminal)의 실행 중인 인스턴스가 예기치 않
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Gnome Terminal 이외의 응용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인: 일부 gnome-terminal 버전이 dbus 메시지 버스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버전 2.31과 같은 gnome-terminal의 이후 버전에서 발생합니다. 버전 2.16과 같은 gnome-terminal의 이전 버
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다음 임시해결책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Gnome Terminal 응용 프로그램이 별도의 XPE(X 프로토콜 엔진)에서 실행되도록 구성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디스
플레이 모드에 따라 필요한 구성이 달라집니다.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4/html/gateway-config-tasks.html#gateway-config-client-tablet
http://docs.oracle.com/cd/E41492_01/E41734/html/gateway-config-tasks.html#gateway-config-client-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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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창: Gnome Terminal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대한 Share Resources Between Similar Sessions(유사한 세션 간
리소스 공유)(--share) 속성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클라이언트 창 관리: SGD 서버의 경우 Maximum Sessions(최대 세션)(--xpe-maxsessions) 속성의 값을 1로 설정합
니다. 이 속성은 각 X 프로토콜 엔진에서 처리하는 최대 응용 프로그램 세션 수를 제한합니다.

• Gnome Terminal 응용 프로그램이 dbus에 대해 다른 시작 옵션을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Gnome Terminal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대한 Application Command(응용 프로그램 명령)(--app) 속성을
구성합니다.

/usr/bin/dbus-launch --exit-with-session /usr/bin/gnome-terminal

3.1.33 16814553 –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내 데스크탑에 액세스할 때 여러 인
증 메시지가 표시됨

문제: 사용자가 SGD 웹 서버 시작 페이지에서 또는 내 데스크탑 URL로 이동하여 내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
하려고 할 때 여러 인증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이 적용될 때 발생합니다.

• 웹 인증이 SGD에 대한 인증 방식입니다.

•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Mac OS X 또는 iOS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SGD에 액세스합니다.

원인: Safari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인증 메시지와 협상한 후 SGD에 로그인합니다.

3.1.34 16854421 – Android 클라이언트 사용 시 예상치 않은 텍스트 문자
문제: Android 태블릿을 사용하여 SGD를 통해 표시된 응용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표시된 텍스트가 입력 문자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침표(.) 다음에 오는 문자가 항상 대문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원인: 이는 Android의 예측 텍스트 기능에 의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Android 키보드의 자동 대소문자 및 자동 수정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해결 방법: Android 키보드의 자동 대소문자 및 자동 수정을 끕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1.35 17454752 – SGD 64비트 Oracle Linux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시
작되지 않음

문제: 64비트 Oracle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GD 서버에 로그인할 때 SGD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시작되지 않습니다.

• SGD 클라이언트의 수동 설치 이후 SGD 클라이언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ttatcc 바이너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누락
된 라이브러리 관련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원인: Linux 버전의 SGD 클라이언트가 32비트 바이너리입니다. 64비트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실행하려면 32비트 호
환성 라이브러리가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있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 클라이언트 장치에 다음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yum install openmotif.i686 libXt.i686 libxkbfile.i686 libXpm.i686 libstdc++.i686 \ 
 libXinerama.i686 libXcursor.i686 libXdmcp.i686

표 2.2. “SGD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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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17601578 – Mac OS X 플랫폼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할 때 제대로 나타나
지 않는 사용자 환경

문제: 일부 Mac OS X 플랫폼의 사용자가 SGD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할 때 화면 새로 고침 및 다른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이는 Mac OS X 10.9에 도입된 App Nap 절전 기능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다음과 같이 SGD 클라이언트의 App Nap 기능을 끕니다.

• 응용 프로그램 이름에서 Finder and Command(찾기 및 명령) 누르기로 SGD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 Get Info(정보 얻기) 옵션을 선택한 다음 Prevent App Nap(App Nap 금지)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2 버전 5.1의 버그 해결
다음 표에서는 5.1 릴리스에서 해결된 주요 버그를 나열합니다.

표 3.1 5.1 릴리스에서 해결된 버그

참조 설명
17607829 FONT CALLS TO SGD CAUSE IMMEDIATE SESSION CRASH
17593473 RDP ISSUES WITH WINDOWS SERVER 2012 AND 2012 R2
17586528 XORG: USE AFTER FREE IN XSERVER HANDLING OF IMAGETEXT REQUESTS
17536445 X-DISPLAY PERFORMANCE IMPROVEMENTS
17536411 INCORRECT MAPPING OF PRINT JOBS
17535993 CONFIGURATION NOT REPLICATED ON ARRAY JOIN
17513440 DOC: UPDATE LINUX INSTALLATION METHOD
17507123 ORACLE LINUX 6 LIBXM.SO.3 IS A DEPENDENCY OF TTA3270 AND TTA5250
17486932 DYNAMIC LAUNCH USING AN INVALID USER-DEFINED HOSTNAME TRIGGERS NULL

POINTER EXCEPTION
17481540 WEB SERVICES: CLIENTCOMPONENT.START INCOMPATIBLE WITH SGD 4.7+ AND JAVA

7U25+
17476656 DOC LINK TO CUPS ADMIN MANUAL IS BROKEN
17474412 SOAP RESPONSE LENGTH INCORRECTLY CALCULATED - TRUNCATED RESPONSE
17469805 THIN WEBTOP: CLICKING UPDATE IN GROUP EDITOR CAUSES FIREFOX TO RELOAD

INFINITELY
17468297 LOGOUT AND LOGIN AFTER A WARM RESTART SENDS ALL WEBTOP FRAMES TO SPLASH

SCREEN
17463790 H5C.JSP THROWS A NULL POINTER EXCEPTION IF EVENT REGISTRATION HAS NOT TAKEN

PLACE
17463049 TTAMULTI PROCESS FAILS TO BIND TO SSL PORT AFTER WARM RESTART
17456157 WEB SERVICE OBJECTCLASS NO LONGER ACCEPTED IN API CALLS
17454752 64-BIT PLATFORMS REQUIRE 32-BIT LIBRARIES FOR THE SGD CLIENT TO RUN
17440183 SGD CLIENT AUTHENTICATES TO HTTP PROXY USING EMPTY CREDENTIALS BEFORE

PROMPTING USER
17422532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 IN JSERVER
17388276 MOUSE STOPS WORKING IN THE WINDOW DISPLAYED USING ALT+CTRL+END IN

SEAMLESS WINDOW RANDR APPLICATIONS
17381562 VARIOUS ERRORS AND WARNINGS IN CATALINA.OU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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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설명
17381169 CHOWN ERRORS WHEN USING TARANTELLA CERT REQUEST COMMAND
17379772 REGENERATE_SSLCERT SCRIPT IS NOT PORTABLE, FAILS ON SOLARIS
17338486 WRONG OS IS DISPLAYED IN THE CONNECTION INFO DIALOG FOR WINDOWS 7 AND

WINDOWS 8 CLIENTS
17337746 CURSOR IS NOT DISPLAYED PROPERLY ON WINDOWS 2003 AND WINDOWS 2008

DESKTOPS
17328748 SGD CLIENT FAILS WHEN STARTED WITH -USE-JAVA OPTION BUT JAVA IS NOT ENABLED

IN THE BROWSER
17328264 WEB SERVER CONFIGURATION TO SKIP CLIENT VERSION COMPATIBILITY CHECK HAS

WRONGLY NAMED PARAMETER
17326547 DOC: CLIENT BROWSER VERSIONS INCORRECT
17315686 403 ERROR WHEN STARTING SGD CLIENT FIRST AND USING THIN.JSP
17315470 PRINT SCREEN KEY NOT RECOGNIZED FOR SGD APPLICATIONS
17314057 INSECURE CONTENT BROWSER MESSAGES WHEN MANUALLY LAUNCHING SGD CLIENT
17283656 NULL POINTER EXCEPTION ON TRYING TO UPDATE PASSWORD AFTER IT EXPIRES
17276236 TABLET WORKSPACE: ISSUE WHEN CLICKING CANCEL ON AUTHENTICATION DIALOG
17275256 DOC: THIRD PARTY AUTHENTICATION UPDATE
17270654 TABLET WORKSPACE: AUTHENTICATION DIALOGS ARE POORLY SIZED FOR SOME

LANGUAGES
17256136 GATEWAY UPGRADE DOCUMENTATION CHANGES
17241447 UNABLE TO RUN MULTIPLE APPLICATION SESSIONS WHEN USING SCIM
17240871 PRINTING FAILS ON ALL CLIENTS WHEN USING A GATEWAY
17234046 SGD GATEWAY ARCHITECTURE DIAGRAM UPDATES
17229755 "SECURE GLOBAL DESKTOP PASSWORD TRIED" CHECKBOX ISSUE IN ADMIN CONSOLE
17219328 SGD SERVER AND GATEWAY CERTIFICATE PROFILES MUTUALLY EXCLUSIVE - CAUSES

PROFILE INSTALLATION TO FAIL
17206586 XWARPPOINTER CAN BE USED TO PUT THE MOUSE POINTER OUTSIDE OF XWINDOW
17198557 IOS DEVICES DO NOT FIRE THE BEFOREUNLOAD EVENT
17174649 LAIP INIT INTEGER LAUNCH PARAMETERS ARE INCORRECTLY CONSTRUCTED
17163699 IOS_PROFILE_CREATE DOES NOT RUN UNLESS CURRENT WORKING DIRECTORY IS /OPT/

TARANTELLA
17080273 UPDATE 3RD PARTY COMPONENTS IN 5.1
17078611 TARANTELLA ARCHIVE CAN STOP JSERVER LOGGING
17072059 KEYBOARD EXTENDER APPEARS IN CENTER OF SCREEN WHEN KEYBOARD IS

TRIGGERED
17067221 USER SESSION LOAD BALANCING IS NOT RELIABLE
17061032 USERS SEE "CANNOT CONNECT TO SERVER" MESSAGES WHEN USING GATEWAY
17043795 DISPLAYING THE KEYBOARD USING A GESTURE CAUSES THE VIEW TO SCROLL
17042183 WINDOWS 2003 DESKTOP RENDERING PROBLEMS
17036925 JAR ARCHIVES: SUPPORT FOR EXTENDED RIA ATTRIBUTES FOR JRE 7U25
17028805 SGD START PAGE LOADED IN EACH WORKSPACE FRAME
17021365 ISSUES WITH PANNING OF APPLICATION DISPLAY WHEN RANDR IS DISABLED
17008721 WITHOUT RANDR, PAN OF APPLICATION THAT IS SMALLER THAN SCREEN LEAVES A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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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설명
16996811 ALT KEY GETS INTERCEPTED BY BROWSER, REMOTE DESKTOP SERVICES KEY

SHORTCUTS NOT AVAILABLE
16995701 TTALAUNCHHELPER SENDS SPURIOUS SIGHUP SIGNALS ON SHUTDOWN
16995626 TABLET WORKSPACE: DO NOT CLOSE TABS OF SUSPENDED APPLICATIONS
16993237 DOCUMENTATION CONTAINS INCORRECT PATH TO WEB.XML FILE
16991204 UNABLE TO USE PINCH ZOOM GESTURE WITH INTEGRATED WINDOW APPLICATIONS
16985718 UNABLE TO LAUNCH WIN 2008R2 APPLICATIONS FOR SGD ON ORACLE LINUX 6.4
16984487 PAN AFTER ROTATION RESULTS IN A RENDERING PROBLEM
16945996 ON SOLARIS 11.1, X APPLICATIONS FAIL TO RUN SUCCESSFULLY IF SGD IS STARTED

FROM RC SCRIPT
16941278 DOC: EXAMPLE COMMAND TO MANUALLY START SGD CLIENT ON UNIX IS INCORRECT
16932457 HORIZONTAL LINES WHEN DISPLAYING DIAGRAM IN CLEARCASE
16920200 DOC: RDP AUDIO RECORDING REGISTRY KEY ERROR
16914556 USER SHOULD BE ABLE TO OVERRIDE CLIENTTYPE SETTING WHEN SGD IS IN AUTO

MODE
16913391 CANNOT ENTER TEXT INTO THE CLIPBOARD MANAGER FROM A DESKTOP BROWSER
16899120 SPORADIC CDM FAILURES, RELATED TO PERSISTENCE OF "/MY SGD DRIVES"
16899093 TTAPRINTFIFO SERVICE SPORADICALLY DIES
16897533 EMPTY PULL DOWN HEADER IS DISPLAYED WHEN RESTORING A KIOSK SESSION ON A

LINUX CLIENT
16884602 TTAEXECPE FAILS TO EXIT OR TIME-OUT, RESULTING IN INABILITY TO LAUNCH NEW

APPLICATION
16861896 GATEWAY FAILS TO START AFTER UPGRADE FROM 4.63 DUE TO FILE NAME ISSUES
16853896 ERROR AFTER GATEWAY UPGRADE FROM 4.60.911 TO 4.71.905
16853705 HTML5 CLIENT DOES NOT HANDLE "MISSING OVERRIDES" FAULTS WHEN STARTING A

DYNAMIC APPLICATION
16835872 PREFLIGHT CHECKS FAIL FOR MY DESKTOP APPLICATION START
16827260 NULL POINTER EXCEPTION LOGGING AN INVALID SESSION
16808131 IF MY DESKTOP APP DOES NOT EXIST, DETAILS ARE NOT LOGGED IN CATALINA.OUT
16806550 KEYBOARD TAB EVENT OCCURS WHEN SWITCHING FROM LOCAL TO REMOTE

APPLICATION WINDOW
16780512 USE WORKSPACE TERMINOLOGY IN SGD SOFTWARE
16779466 USE WORKSPACE TERMINOLOGY IN SGD DOCUMENTATION
16773630 OPTIMISE THE "FIND ${INSTALLDIR}/VAR" OPERATION USED IN TARANTELLA START

COMMAND
16772689 REVERT LOGIC SO THAT DATASTORE UPDATE SCRIPT IS NOT PERFORMED

AUTOMATICALLY ON UPGRADE
16759832 TTATSC SILENTLY FAILS IF RANDR IS DISABLED WHEN USING NEW LIBXINERAMA
16755611 HTML5 CLIENT FAILS TO SHOW CHOOSER WHEN MULTIPLE APPLICATION SERVER

USERASSIGNMENT STRINGS MATCH
16754500 ABILITY FOR FORCE SYNCHRONISATION OF NAMESPACES
16748384 BATCHED CONFIG EDIT OPERATIONS CAN FAIL DURING UPGRADE
16747503 ARRAY CLEAN COMMAND DOES NOT GIVE EXPECTED RESULTS
16714930 LARGE NUMBERS OF ENS DATASTORE OBJECTS CAUSE PROBLEMS



피드백 제공 및 문제 보고

32

참조 설명
16714915 VDI BROKER WILL ONLY CONNECT TO A SINGLE VDI ENVIRONMENT
16714671 SERVER KEY REPEAT MODE MAY GET TURNED ON INCORRECTLY
16633697 IOS_PROFILE_CREATE SCRIPT DOES NOT HANDLE INSTALLS IN NON-DEFAULT LOCATION
16613748 TABLET WORKSPACE: IOS PROFILE LINK DOES NOT APPEAR ON INFO PAGE
16599173 DOCS: ADD INFORMATION ABOUT REQUIRED PERMISSIONS FOR ORACLE INTERNET

DIRECTORY INTEGRATION
16499891 TABLET WORKSPACE TOOLBAR BUTTONS DO NOT WORK ON IOS
16478708 THE DEFAULT PUBLIC KEY LENGTH FOR SGD SSL CERTIFICATES SHOULD BE INCREASED
16430263 PREFLIGHT PAGE SHOULD CHECK CLIENT CAPABILITIES, NOT THE OS
16416575 FUNCTION KEYS OVERFLOW KEYBOARD EXTENDER CONTAINER WHEN IN PORTRAIT

MODE
16366965 DOCS: H5USERAGENTMATCH PARAMETER IN WEB.XML
16297280 HTML5 CLIENT: EXPERIMENTAL PAN/ZOOM CHANGES
16262523 GESTURES SETTINGS PAGE HAS LOCALIZATION ERRORS
16203938 SECONDARIES JOINING AFTER USING TARANTELLA GATEWAY ADD DO NOT RECEIVE

GATEWAY CERTIFICATES
16041236 ACTIVE DIRECTORY LOGIN FAILURE: "NO SERVERS ARE AVAILABLE" ERROR
16016066 HTML5 CLIENT: ZOOM/PANNING GESTURES SHOULD BE RATIONALISED AND

REFACTORED
15961632 HTML5 CLIENT: SOME DIALOG WINDOWS EXCEED THE SCREEN SIZE OF THE IPAD

SCREEN
15929014 HTML5 CLIENT: SENDING CLIPBOARD DATA IS NOT RELIABLE
15837801 MANUAL START OF SGD CLIENT SHOULD OVERRIDE CLIENTTYPE SETTING
14358788 SUN SERVICE TAG OPERATIONS ARE OBSOLETE AND SHOULD BE REMOVED FROM SGD
14216115 LDAP PASSWORD EXPIRY WARNING DOES NOT WORK WITH ORACLE UNIFIED DIRECTORY

11.1.1.5.0
13331263 GATEWAY SERVER CONFIGURATION NOT REPLICATED TO NEW ARRAY MEMBERS

3.3 피드백 제공 및 문제 보고
이 절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기술 지원 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질문을 하려면 Secure Global Desktop Software Community Forum에 게시하십시오.
포럼은 커뮤니티에서 모니터링되며 Secure Global Desktop Software Community Forum에 게시한다고 반드시 Oracle
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Oracle Premier Support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https://
support.oracle.com의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서 사례를 게시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고 중인 경우 적용 가능하면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당 문제가 작업에 끼치는 영향

• 시스템 유형, 운영 체제 버전, 브라우저 유형 및 버전, 로케일 및 제품 버전(적용한 모든 패치 포함),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 문제를 재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단계

• 모든 오류 로그 또는 코어 덤프

https://forums.oracle.com/forums/forum.jspa?forumID=914
https://support.oracle.com
https://support.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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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오라클 전문가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
Oracle CSI(Customer Support Identifier)를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https://support.oracle.com의 My Oracle Support를 사
용하여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십시오. Oracle Premier Support CSI는 사용자 정의 지원, 타사 소프트웨어 지원 또는 타사
하드웨어 지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생산 문제 중단/해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라클 전문가 고객 지원 센터
팀에게 사례를 게시하십시오. 응답 지원 엔지니어가 시작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Oracle CSI(Customer Support Identifier)

• 검토를 위해 연락 중인 제품

• 지원을 원하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

CSI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서비스 센터(http://www.oracle.com/us/support/contact-068555.html)를 찾은 다
음 오라클 서비스에 연락하여 귀하의 CSI가 정렬되도록 비기술적 서비스 요청(SR)을 올리십시오. CSI를 가지고 있으면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사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oracle.com
http://www.oracle.com/us/support/contact-068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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