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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문서는 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된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원되는 플랫폼
및 알려진 버그와 문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대상
본 문서는 SGD 관리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웹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Windows 및 UNIX 플랫폼의 일
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2 문서 구성
본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장. 새로운 기능 및 변경사항에서는 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버전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
합니다.

• 2장. 시스템 요구사항 및 지원에는 이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버전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지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세부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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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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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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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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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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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서 개정
문서 생성 날짜: 2017-04-05 (revision: 4946)

http://www.oracle.com/technetwork/documentation/sgd-1936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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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새로운 기능 및 변경사항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 릴리스 5.3의 새로운 기능 및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1.1 릴리스 5.3의 새로운 기능
이 절에서는 SGD 5.3 릴리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1.1.1 Java Web Start를 통한 SGD 클라이언트 자동 설치
이 릴리스에서는 Java Web Star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SGD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SGD 사용
자는 더 이상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의 호환 버전을 설치하고 브라우저에서 사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Java Web Start 소프트웨어는 애플릿 또는 브라우저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Java
응용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Oracle 기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va.com/en/download/faq/
java_webstart.xml을 참조하십시오.

Java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치되면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거나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브라우저에 대해 Java Web Start가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Java Web Start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Java Web Start 사용 및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1.1.2 Oracle Linux 7이 지원되는 플랫폼으로 추가됨
이 릴리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Oracle Linux 7에 대한 지원을 소개합니다.

• SGD 설치 플랫폼: Oracle Linux 7이 주 SGD 구성요소 및 SGD Gateway용의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으로 추가되었습
니다.

• 응용 프로그램 서버: SGD Enhancement Module을 Oracle Linux 7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클라이언트 플랫폼: Oracle Linux 7이 SGD 클라이언트용의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SGD 릴리스의 지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시스템 요구사항 및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1.1.3 SGD를 VM 템플리트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이 릴리스에서는 SGD 배치를 VM(가상 머신) 템플리트로 프로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하이퍼
바이저에 SGD를 배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SGD를 통합하는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명령인 tarantella prepare를 사용하여 관리자가 SGD 배치를 VM 템플리트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VM 템플리트 프로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SGD 배치가 지원됩니다.

• 기본 SGD 서버 배치: 지원되는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단일 SGD 서버

•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 동일한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SGD 서버와 SGD Gateway Gateway 배치에 대한 액세스에
는 단일 TCP 포트(일반적으로 포트 443)가 사용됩니다.

새로운 명령인 tarantella discover gateway는 SGD 서버와 동일한 호스트에 설치된 SGD Gateway를 자동으로 검색
및 구성합니다. 1.1.4절. “SGD Gateway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SGD에는 Oracle Compute Cloud Service 및 Amazon EC2(Elastic Compute Cloud) 서비스와의 통합을 위한 배치 스크
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GD 배치를 VM 템플리트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설치 설명서의 VM 템
플리트로 SGD 배치를 참조하십시오.

1.1.4 SGD Gateway 검색
이 릴리스에는 SGD Gateway 자동 검색 및 구성을 위한 tarantella discover gateway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은 명령이 실행되는 SGD 서버에서 사용할 Gateway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https://www.java.com/en/download/faq/java_webstart.xml
https://www.java.com/en/download/faq/java_webstart.xml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client.html#sgd-client-javaws-config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client.html#sgd-client-javaws-config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3/html/install-vm-template.html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3/html/install-vm-templ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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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SGD 서버와 SGD Gateway가 동일한 호스트에 설치된 단일 호스트 Gateway 배치에 대해서만 검색이 지원됩니다.
이 배치 방법의 경우 SGD 서버가 두 개 이상인 어레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서 SGD Gateway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1.1.5 Oracle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에 대한 새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
Oracle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의 긴밀한 통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가 소개되었습니다.

• Oracle VM 하이퍼바이저: SGD가 Oracle VM 설치에서 VM(가상 머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VirtualBox 하이퍼바이저: SGD가 Oracle VM VirtualBox 설치에서 VM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SGD를
Oracle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VM 및 Oracle VM VirtualBox의 지원되는 버전은 2.4.7절. “Oracle 하이퍼바이저 호스트”를 참조하십시오.

1.1.6 SGD Gateway 배치에 대한 IPv6 지원
SGD는 이제 SGD Gateway를 사용하는 배치에 대해 IPv6 네트워크 주소를 지원합니다. IPv6은 클라이언트 장치와
Gateway 간의 연결에 지원됩니다.

IPv6 지원은 Gateway의 표준 설치에 대해 자동으로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Gateway 배치를 위한 IPv6 연결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
서의 SGD Gateway에 대한 IPv6 지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1.2 릴리스 5.3의 변경사항
이 섹션에서는 SGD 5.3 릴리스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1.2.1 Mac OS X 플랫폼용 새 SGD 클라이언트 버전
이 릴리스에는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용의 향상된 SGD 클라이언트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버전은 Mac OS
X의 최신 릴리스와 잘 통합됩니다.

Mac OS X 플랫폼용 새 SGD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y Oracle Support의 지식 문서 ID 2125068.1을 참조하
십시오.

1.2.2 Windows 오디오 음질 속성 사용 중지
이 릴리스에서는 Windows Audio Sound Quality(Windows 오디오 음질)(--array-audio-quality) 속성의 사용이 중지되었
습니다.

이 속성은 SGD 어레이에 대한 Windows 오디오 샘플 속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릴리스부터 SGD는 이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연결할 때 자동으로 최적의 오디오 음질을 선택합니다.

1.2.3 업데이트된 X 서버 구현
이 릴리스에는 X.Org Foundation X 서버 릴리스 X11R7.7에 기반한 업데이트된 X 프로토콜 엔진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구성요소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5.1절. “X11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1.2.4 VMS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변경
SGD를 사용하여 VMS 서버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VMS 응용 프로그램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adv-config-discover.html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app-config-tips.html#sgd-ovm-vbox-integrate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app-config-tips.html#sgd-ovm-vbox-integrate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adv-config-binding-ipv6.html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2125068.1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app-config-tips.html#vms-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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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대한 속성 이름 변경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속성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 Keep Launch Connection Open(실행 연결 계속 유지)(--keepopen)을 이제 Maintain Connection(연결 유지)(--
keepopen)이라고 합니다. 이 속성은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연결을 유지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Allow SSH Downgrade(SSH 다운그레이드 허용)(--allowsshdowngrade)를 이제 Allow Unsecure X Connection(비보안
X 연결 허용)(--allowunsecuressh)이라고 합니다. 이 속성은 X11 전달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보안 X11 연결을 사용
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관리 콘솔에서 해당 속성은 응용 프로그램 객체에 대한 Launch(실행) 탭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속성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1.2.6 특정 브라우저에 대해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동 설치 사용
안함

새로운 컨텍스트 매개변수인 disallowjavauseragentmatch를 통해 관리자는 SGD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데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브라우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특정 브라우저에 대해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동 설치 사용 안함을 참조하십시오.

이 릴리스에서는 Java Web Star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SGD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1.1절.
“Java Web Start를 통한 SGD 클라이언트 자동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attributes-reference.html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client.html#sgd-client-opt-out-plugin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sgd-client.html#sgd-client-opt-out-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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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시스템 요구사항 및 지원
이 장에서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SGD) 릴리스 5.3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및 지원되는 플랫폼에 대해 자세
히 다룹니다.

2.1 SGD 서버 요구사항 및 지원
이 절에서는 SGD 서버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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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 지원되는 버전
SPARC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최소 버전 8/11(업데이트 10)]

Solari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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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is 11

위의 Trusted Extensions 버전
Oracle Linux(64비트 전용) 5(최소 버전 5.8)

6(최소 버전 6.2)

7(최소 버전 7.0)

주

이 표에서는 SGD의 이 릴리스와 관련하여 Oracle이 테스트한 설치 플랫폼을 보여줍니다. 지
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최신 정보는 MOS(My Oracle Support)에서 지식 문서 ID 1416796.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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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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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 네트워크 요구사항

IPv6 네트워크 주소는 SGD 호스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SGD에 대한 자세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416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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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경로
SGD 버전 5.3로의 업그레이드는 다음 버전에서만 지원됩니다.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5.2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5.1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5.0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4.71

•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소프트웨어 버전 4.63

다른 SGD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려면 오라클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1.3 SGD에 대한 타사 구성요소
SGD에 다음 타사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Java 기술. 이 SGD 릴리스에 Java 8 업데이트 10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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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D 웹 서버는 여러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 SGD 릴리스에 대한 웹 서버 구성요소 버전을 나열합
니다.

구성요소 이름 버전
Apache HTTP Server 2.2.31
OpenSSL 1.0.2h
Apache Tomcat 7.0.68

주

Apache Software Foundation은 Apache HTTP Server 버전 2.2에 대한 지원이 2017 하반기
에 종료될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Oracle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에 사용된 웹 서버
를 지원되는 다른 기술로 바꿀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y Oracle Support의 지식 문서 ID 1597467.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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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597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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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2008

• Windows Server 2008 R2

• Windows Server 2012

• Windows Server 2012 R2

• Windows Serv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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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버전의 RSA 인증 관리자(이전의 ACE/Server)에서 작동합니다.

• 7.1 SP2, 7.1 SP3, 7.1 SP4

• 8.0, 8.1

SGD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PIN 및 사용자가 만든 PIN을 지원합니다.

2.1.4.4 지원되는 Oracle Identity Management 버전
SGD는 다음 버전의 Oracle Identity Management에서 작동합니다.

• Oracle Identity Management 11gR2(11.1.2.x)

2.1.5 SSL 지원
SGD는 TLS 버전 1.0, 1.1 및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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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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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SGD는 RSA_WITH_AES_256_CBC_SHA 암호 슈트를 사용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다른 암호 슈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GD와 함께 제공된
OpenSSL의 버전에서 지원하는 암호 슈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penSSL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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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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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S(Common UNIX Printing System)를 사용하여 UNIX 또는 Linux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인쇄하려면
CUPS 버전이 1.4.2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클라이언트 장치 요구사항 및 지원
이 절에서는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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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탑 플랫폼: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대해서는 2.2.1.1절.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참조
하십시오.

• iPad 태블릿 장치: 지원되는 iPad 태블릿 장치에 대해서는 2.2.1.2절. “iPad 클라이언트 플랫폼”를 참조하십시오.

• Android 태블릿 장치: SGD와 함께 테스트된 Android 태블릿 장치 목록에 대해서는 2.2.1.3절. “Android 클라이언트 플
랫폼”를 참조하십시오.

• Chrome OS 장치: SGD와 함께 테스트된 Chrome OS 장치 목록에 대해서는 2.2.1.4절. “Chrome OS 클라이언트 플랫
폼”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SGD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전체 운영체제여야 합니다. 브라우저와 같은 개별 응용 프로그램
은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이 아닙니다.

2.2.1.1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
표 2.2. “SGD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는 이 릴리스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
랫폼 및 브라우저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 및 브라우저 버전 정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표 2.2 SGD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지원되는 브라우저 주
Microsoft Windows 10(32비트 및 64
비트)

Microsoft Edge

Mozilla Firefox 45 ESR, 48

Chrome

 

https://www.openssl.org/docs/
http://www.ghostscri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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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지원되는 브라우저 주
Internet Explorer 11

Microsoft Windows 8.1(32비트 및 64
비트)

Internet Explorer 11

Mozilla Firefox 45 ESR, 48

Chrome

Windows 8은 데스크탑 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메트로" 모드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64비트 Windows 8 플랫폼에서는
32비트 버전의 Java 플러그인 소프
트웨어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Windows 7(32비트 및 64비
트)

Internet Explorer 11

Mozilla Firefox 45 ESR, 48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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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aris 10 8/11(업데이트 10) 이상

• Solaris 11

Mozilla Firefox 31 Solaris 11 및 11.1 플랫폼의 경우
motif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Oracle Java 8을 실행하는 Solaris
클라이언트에는 SGD 클라이언트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동으로 SGD 클라이언
트를 설치하거나 Oracle Java 7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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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cle Linux 5(최소 버전 5.8)

• Oracle Linux 6(최소 버전 6.2)

• Oracle Linux 7(최소 버전 7.0)

Mozilla Firefox 45 ESR, 48

Chrome

64비트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경우 추가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64비트 Linux 플랫폼에 필요
한 호환성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십
시오.

Oracle Linux(32비트 및 64비트)

• Oracle Linux 5(최소 버전 5.8)

• Oracle Linux 6(최소 버전 6.2)

• Oracle Linux 7(최소 버전 7.0)

Mozilla Firefox 45 ESR, 48

Chrome

64비트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경우 추가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64비트 Linux 플랫폼에 필요
한 호환성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십
시오.

Ubuntu Linux 14.04, 16.04(32비트 및
64비트)

Mozilla Firefox 45 ESR, 48

Chrome

64비트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경우 추가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64비트 Linux 플랫폼에 필요
한 호환성 라이브러리를 참조하십
시오.

Mac OS X 10.9, 10.10, 10.11 Safari 8, 9

Mozilla Firefox 40

Chrome

Java Web Start를 통한 SGD 클라이
언트 설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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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 및 브라우저 버전 정보

표 2.2. “SGD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는 SGD의 이 릴리스와 관련하여 Oracle이 테스트한 클
라이언트 플랫폼 및 브라우저 버전을 보여줍니다.

이 표에 나열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이 지원됩니다.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브라우저는 나중에 지원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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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및 브라우저 버전에 대한 최신 정보는 MOS(My Oracle Support)
에서 지식 문서 ID 1950093.1을 참조하십시오.

2.2.1.2 iPad 클라이언트 플랫폼
표 2.3. “SGD에 대해 지원되는 iPad 클라이언트 장치”에서는 이 릴리스에 대해 지원되는 iPad 클라이언트 장치 및 브라
우저를 보여줍니다.

이 표에 나열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이 지원됩니다.

표 2.3 SGD에 대해 지원되는 iPad 클라이언트 장치

지원되는 장치 운영체제 지원되는 브라우저 주
Apple iPad iOS 10

iOS 9

iOS 8

Safari Safari 브라우저의 경
우 개인 찾아보기 모드
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2.1.3 Android 클라이언트 플랫폼
표 2.4. “SGD와 함께 테스트된 Android 클라이언트 장치”에서는 이 릴리스와 관련하여 테스트된 Android 클라이언트 장
치를 보여줍니다.

이 표에 나열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이 지원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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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 지원되는 브라우저 주
Google Nexus 7

Google Nexus 10

Android 4.0.3 이상

Android 5

Android 6

Android 7

Chrome

2.2.1.4 Chrome OS 클라이언트 플랫폼
표 2.4. “SGD와 함께 테스트된 Android 클라이언트 장치”에서는 이 릴리스와 관련하여 테스트된 Chrome OS 클라이언
트 장치를 보여줍니다.

이 표에 나열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이 지원됩니다.

주

Oracle은 SGD를 다음 Chrome OS 장치의 선호 모델과 함께 테스트했습니다. 다른 장치가
SGD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표 2.5 SGD와 함께 테스트된 Chrome OS 클라이언트 장치

장치 이름 운영체제 지원되는 브라우저
Acer Chromebook

HP Chromebook

Chrome OS 52 Chrome

https://mosemp.us.oracle.com/epmos/faces/DocumentDisplay?id=1950093.1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플랫폼

11

2.2.1.5 브라우저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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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우저에는 JavaScript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데스크탑 플랫폼의 HTML5 클라이언트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할 때 임시해결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44절. “24311356 – 데스크탑 플랫폼의 HTML5 클라이언트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브라우저 임
시해결책”을 참조하십시오.

2.2.1.6 Java 기술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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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저에서 Java 기술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Java Web Star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SGD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
다.

• 수동으로 SGD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지원되는 모든 데스크탑 플랫폼에 대해 수동 설치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태블릿 장치 플랫폼의 경우:

• 브라우저에 Java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SGD 클라이언트의 수동 설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버전 1.7 및 1.8이 Java 기술에 대한 플러그인으로 지원됩니다.

주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버전 1.7 및 1.8을 사용할 때의 알려진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S(My Oracle Support)에서 기술 자료 문서 ID 1487307.1을 참조하십시오.

2.2.1.7 기타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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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487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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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2.2.1.8 64비트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필요한 호환성 라이브러리
SGD 클라이언트의 Linux 버전은 32비트 이진입니다. 64비트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실행하려면 클라이언트 장
치에 32비트 호환성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필요한 패키지를 클라이언트 장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Oracle Linux 7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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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Linux 6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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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Linux 5 플랫폼

# yum install libXrandr.i686

Ubuntu Linux 14.04, 16.04 플랫폼

$ sudo apt-get install libstdc++6:i386 libxpm4:i386 libxinerama1:i386 libxcursor1:i386 \
 libxkbfile1:i386 libxt6:i386 libxm4:i386 libxrandr2:i386

지원되는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2. “SGD에 대해 지원되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
폼”을 참조하십시오.

2.2.1.9 가상화 지원
SGD는 Oracle의 가상화된 환경에서 지원되고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가상화되지 않은 운영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2.1.10 네트워크 요구사항
IPv6 Gateway 배치를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해 IPv6 네트워크 주소가 지원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서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SGD에 대한 자세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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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Ubuntu Linux 12.04

Intenet Explor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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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KS 프록시 서버: SGD에서 다음 인증 방법을 지원합니다.

• 기본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install-system-reqs.html#gateway-network-re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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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HTTP 프록시 서버: SGD에서 다음 인증 방법을 지원합니다.

• 협상(NTLM 인증만 해당)

• 다이제스트

• NTLM

• 기본

• 익명(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협상 방법의 경우 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를 사용하여 SGD 클라이언트를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HTTP 프록시 서버에서 인증 방법을 여러 개 지원할 경우 SGD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위 목
록에 표시된 선호도 순으로 방법이 선택됩니다. 협상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기본의 선호도가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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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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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및 지원
이 절에서는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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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SGD Gateway 호스트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은 표 2.6.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에 나와 있
습니다.

표 2.6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운영체제 지원되는 버전
SPARC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최소 버전 8/11(업데이트 10)]

Solaris 11
x86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최소 버전 8/11(업데이트 10)]

Solaris 11
Oracle Linux(64비트 전용) 5(최소 버전 5.8)

6(최소 버전 6.2)

7(최소 버전 7.0)

주

이 표에서는 SGD의 이 릴리스와 관련하여 Oracle이 테스트한 설치 플랫폼을 보여줍니다. 지
원되는 플랫폼에 대한 최신 정보는 MOS(My Oracle Support)에서 지식 문서 ID 1416796.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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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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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VM 메모리 크기는 이 개수의 연결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 예상 사용자 수에 대해 Gateway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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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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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요구사항
IPv6 네트워크 주소는 SGD Gateway에 대해 지원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에서 네
트워크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3.3 SGD Gateway에 대한 SGD 서버 요구사항
다음 요구사항은 SGD Gateway와 함께 사용되는 SGD 서버에 적용됩니다.

• 방화벽 전달. Gateway와 함께 사용되는 SGD 서버에서 방화벽 전달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 SGD 버전. 항상 Gateway 버전 5.3과 함께 SGD 버전 5.3을 사용하십시오.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416796.1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install-system-reqs.html#gateway-network-reqs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install-system-reqs.html#gateway-network-re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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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동기화. SGD 서버와 SGD Gateway의 시스템 시계가 동기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NTP(Network Time Protocol)
소프트웨어 또는 rdate 명령을 사용하여 시계가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3.4 SGD Gateway에 대한 타사 구성요소
SGD Gateway에 다음 타사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pache 웹 서버. SGD Gateway와 함께 제공되는 Apache 웹 서버는 Apache 버전 2.2.31입니다.

주

Apache Software Foundation은 Apache HTTP Server 버전 2.2에 대한 지원이 2017 하반기
에 종료될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Oracle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에 사용된 웹 서버
를 지원되는 다른 기술로 바꿀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y Oracle Support의 지식 문서 ID 1597467.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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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업데이트 10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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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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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E에서 지원되는 다른 암호 슈트도 Gateway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암호 슈트는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Gateway 관리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사용자가 구성해야 합니다.

2.4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 및 지원
이 절에서는 SGD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작업에 대해 지원되는 플랫폼 및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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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597467.1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cument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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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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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

• X11

• HTTP

• HTTPS

• SSH 버전 2 이상

• 텔넷 VT,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TN3270E

• TN5250

2.4.2 네트워크 요구사항
IPv6 네트워크 주소는 SGD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SGD에 대한 자세한 네트워크
요구사항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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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입니다.

• 고급 로드 균형 조정

•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매핑(UNIX 또는 Linux 플랫폼만)

• 연속 창(Windows 플랫폼만)

• 오디오(UNIX 또는 Linux 플랫폼만) 1

표 2.7.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에서는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을 나열합니다.

표 2.7 SGD Enhancement Module에 대해 지원되는 설치 플랫폼

운영체제 지원되는 버전
Microsoft Windows(64비트) Windows Server 2016, 2012 R2, 2008 R2
SPARC 플랫폼의 Oracle Solaris Solaris 10 8/11(업데이트 10) 이상

Solari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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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is 11

1 PulseAudio 오디오 모듈은 Oracle Linux 6 및 Oracle Solaris 11 플랫폼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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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지원되는 버전
위의 Trusted Extensions 버전

Oracle Linux(32비트 및 64비트) 5(최소 버전 5.5)

6(최소 버전 6.2)

7(최소 버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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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Enhancement Module의 버전이 SGD 서버 버전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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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 가상화 지원

SGD Enhancement Module은 Oracle의 가상화된 환경에서 지원되고 설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가상화 환경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화되지 않은 운영체제에서의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가 가상화 제품과 관련이 없음
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역의 설치는 Oracle Solaris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Enhancement Module은 전역 영역 또는 하나 이상의 비전역 영역
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역 영역과 비전역 영역의 설치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Oracle Solaris Trusted Extensions 플랫폼의 경우 레이블이 지정된 영역에 Enhancement Module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
역 영역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2.4.4 Microsoft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SGD에는 Microsoft Windows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Microsoft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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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 제품의 라이센스 계약서를 참조
하십시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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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D는 다음 Microsoft Windows 버전에 대한 RDP 연결을 지원합니다.

• Windows Server 2016

• Windows Server 2012, 2012 R2

• Windows Server 2008, 2008 R2

• Windows 7 SP1

• Windows 8, 8.1

• Windows 10

Windows 7, Windows 8 및 Windows 10 플랫폼의 경우 전체 Windows 데스크탑 세션만 지원됩니다. 개별 응용 프로그램
실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속 창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SGD에서는 Oracle VM VirtualBox 및 Microsoft Hyper-V에서 실행되는 VM(가상 머신)에 대한 RDP 연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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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연결할 때 RDP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Oracle VM VirtualBox
RDP(VRDP)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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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4.1 오디오 기록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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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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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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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3 암호화 레벨
SGD에서는 낮음, 클라이언트 호환 또는 높음 암호화 레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GD에서는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암호화 레벨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4.4.4 전송 계층 보안
Microsoft Windows Server의 경우 서버 인증에 TLS(전송 계층 보안)를 사용하여 원격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 통신을 암
호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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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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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H는 가장 안전한 연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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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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S를 사용하여 UNIX 또는 Linux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인쇄하려면 CUPS 버전이 1.4.2 이상이어야 합니
다.

2.4.5.1 X11 소프트웨어
SGD는 X.Org Foundation X 서버 릴리스 X11R7.7 기반 XPE(X 프로토콜 엔진) 구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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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REQUESTS

• Composite

• DAMAGE

• DOUBLE-BUFFER

• GLX

• 일반 이벤트 확장

• MIT-SCREEN-SAVER

• MIT-SHM

• RANDR

• RECORD

• RENDER

• SGI-GLX

• SHAPE

• SYNC

• X-Resource

• XC-MISC

• XFIXES

• XINERAMA

• XInputExtension

• XKEYBOARD

• XTEST

다음 X 확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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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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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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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D의 이 릴리스는 Oracle VDI 버전 3.5.1과 함께 테스트되었습니다.

주

Oracle VDI 제품에 대한 Premier Support가 2017년 3월 이후 Sustaining Support 레벨로 전환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y Oracle Support에서 다음 지식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지식 문서 ID 1478170.1에서는 모든 Oracle 데스크탑 가상화 제품에 대한 수명 지원 정책을
설명합니다.

• 지식 문서 ID 2222008.1에서는 Oracle VDI에 대한 연결용으로 SGD와 함께 제공된 가상 서
버 브로커의 지원 정책을 설명합니다.

2.4.7 Oracle 하이퍼바이저 호스트
SGD에는 Oracle 하이퍼바이저 호스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 서버 객체가 포함됩니
다.

• Oracle VM 하이퍼바이저: Oracle VM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의 통합에 사용됩니다.

SGD의 이 릴리스는 Oracle VM 버전 3.3 및 3.4로 테스트되었습니다.

• VirtualBox 하이퍼바이저: Oracle VM VirtualBox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와의 통합에 사용됩니다.

SGD의 이 릴리스는 Oracle VM VirtualBox 버전 5.0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Oracle VM 및 Oracle VM VirtualBox와의 통합은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서 설명됩니다.

2.4.8 Microsoft Hyper-V
SGD의 이 릴리스에서는 Windows Server 2016 또는 Windows Server 2012 R2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Microsoft Hyper-V
게스트에 대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관리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객체를 구성하면 Microsoft Hyper-V
와의 통합이 지원됩니다.

Hyper-V의 고급 세션 모드 기능은 지원되는 가상 머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 제거된 기능
이 릴리스에서는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로그인 스크립트: ol7.exp 로그인 스크립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제거되었습니다. 이 로그인 스크립트는 Oracle
Linux 7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문제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478170.1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222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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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오디오: Windows Audio Sound Quality(Windows 오디오 음질)(--array-audio-quality) 속성이 더 이상 필요하
지 않아 제거되었습니다. SGD는 이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연결할 때 자동으로 최적의 오디오 음질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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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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알려진 버그 및 문제
이 절에서는 SGD 5.3 릴리스에 대한 알려진 버그 및 문제를 나열합니다.

3.1.1 12200816 – Java 기술이 브라우저에 대해 사용되도록 설정되었지만 클라이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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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1226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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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1227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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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12290728 – 64비트 Linux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호스트된 X 응용 프로그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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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알려진 문제입니다. 64비트 SGD Audio Redirection Library(오디오 재지정 라이브러리)는 SGD Enhancement
Modul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Oracle Linux 6 플랫폼의 경우 padsp PulseAudio OSS 래퍼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PulseAudio와의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5 1229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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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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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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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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12296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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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12298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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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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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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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230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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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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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y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 SGD 클라이언트 작업 표시줄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알려진 임시해결책은
없습니다.

• 여러 모니터의 연속 창 문제에 대해 알려진 임시해결책은 없습니다.

• VT420 터미널 창의 크기를 제대로 지정하려면 필요한 글꼴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와 같이 글꼴 패
키지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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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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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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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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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응용 프로그램이 Oracle Linux 6 플랫폼에서 호스트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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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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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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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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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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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randr.html#enable-randr-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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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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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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법: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영어(미국) 키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하십시오.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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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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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3998/html/cert-store-sgd.html#cert-store-sgd-ca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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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ort-num은 들어오는 연결에 대해 Gateway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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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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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2 16613748 – 일부 SGD Gateway 배치에 대한 모바일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없음

문제: 일부 SGD Gateway 배치의 경우 관리자가 태블릿 장치 보안 연결에 사용되는 .mobileconfig 구성 프로파일을 생성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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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docroo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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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docroot/certs
# chown root:ttaserv /opt/tarantella/var/docroo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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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config-tasks.html#gateway-config-client-tablet
http://docs.oracle.com/cd/E65412_01/E74007/html/gateway-config-tasks.html#gateway-config-client-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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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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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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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Android의 예측 텍스트 기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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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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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고침 및 다른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이 문제는 Mac OS X 10.9에 도입된 App Nap 절전 기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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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6 19875716 – iOS 8에서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응용 프로그램 닫기 문
제

문제: iOS 8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Safari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태블릿 작업 영역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닫기 위한 다음
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드롭다운 도구 모음의 Close(닫기) 아이콘

• Application Disconnected(응용 프로그램 연결 해제됨) 대화 상자의 Close(닫기) 버튼. 이 대화 상자는 응용 프로그램
창에서 창 닫기 데코레이션을 누르면 표시됩니다.

원인: Safari 브라우저의 일부 버전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표시하는 브라우저 탭을 닫는 것입니다.

3.1.27 19996614 – Linu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음
문제: 응용 프로그램의 오디오 출력이 Linu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원인: 이 문제는 일부 Linux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ESD 라이브러리 종속성이 누락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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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pulseaudio 데몬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Oracle Linux 6 플랫폼:

# yum install pulseaudio-esound-compat esound-libs.i686
$ pulseaudio -k

Ubuntu Linux 14.04 플랫폼:

$ sudo apt-get install pulseaudio-esound-compat libesd0:i386
$ pulseaudio -k

3.1.28 20421590 – Oracle Access Manager WebGate에서 잠금 파일 문제
문제: Oracle Access Manager WebGate 11gR2의 일부 버전을 사용할 경우 Single sign-on 인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인: WebGate에서 SGD 호스트에 잠금 파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WebGate 버전 11.1.2.2.0에서 도입된 파일 잠금 구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WebGate의 webgate.conf 구성 파일에서 WebGateLockFileDir 지시어의 값을 설정하십시오. 이 지시어는
WebGate 잠금 파일의 생성 위치를 지정합니다.

값은 ttaserv 시스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디렉토리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opt/tarantella/webserver/apache/apache-
version/logs입니다.

3.1.29 20220383 – 프록시 인증 대화 상자 문제
문제: 사용자가 프록시 서버를 통해 SGD에 연결할 경우 프록시 인증 대화 상자에 프록시 서버에서 사용하는 인증 영역
또는 인증 방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록시 서버에서 여러 개의 인증 방법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인증 방법에 따라 다
른 자격 증명을 사용할 경우 이 문제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인: 여러 개의 인증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3.1.30 20463642 –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HTTP 프록시 인증에 대한 자격 증명
캐싱 문제

문제: 사용자가 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HTTP 프록시 서버를 통해 SGD에 연결할 경우 캐시된 자격 증명이 예상
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기본 또는 다이제스트 인증 방법의 경우 캐시된 자격 증명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격 증명이 이전에 캐시되었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항상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 NTLM 또는 협상 인증 방법의 경우 캐시된 도메인 자격 증명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프록시 서버에서 요청한 도메인이
Windows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된 도메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
니다. SGD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자격 증명 관리자에 저장된 대체 도메인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인: 사용자가 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HTTP 프록시 서버를 통해 SGD에 연결할 경우에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
입니다.

해결 방법: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3.1.31 20676754 –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에 레거시 설정이 존재함
문제: 이 릴리스에서 SGD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이 Gateway와 어레이의 SGD 서버 간에 보안 연결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한 옵션을 잘못 표시합니다. gateway config create 명령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레거시 옵션입니다. 릴리스 5.2 이상에서는 어레이의 SGD 서버에 대한 연결에 필요한 보안
레벨을 Gateway에서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원인: SGD 5.3의 릴리스 버전에서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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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Gateway 설치 프로그램의 보안 연결에 대해 기본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이 문제는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에서 수정될 계획입니다.

3.1.32 20693954 – Linux 클라이언트의 오디오 녹음 문제
문제: Oracle Solaris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실행되는 audiorecord 명령을 통해 Linu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녹음된 오
디오가 올바르게 녹음되지 않습니다. 재생 시 화이트 노이즈가 들립니다.

원인: audiorecord의 기본 오디오 형식은 u-law입니다. Linu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녹음할 경우 이 오디오 형식은 SGD
UNIX 오디오 입력 서비스를 통해 올바르게 녹음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audiorecord 명령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형식을 변경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linear 인코딩 옵션을 지정하십시
오.

audiorecord -e linear audio-file

여기서 audio-file은 출력 파일 이름입니다.

3.1.33 20506611 – Oracle Linux UEK R3의 Enhancement Module 설치 문제
문제: UEK R3(Unbreakable Enterprise Kernel Release 3) 커널을 사용하는 Oracle Linux 버전에서 SGD Enhancement
Module 설치가 실패합니다.

설치 중 소스 트리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인: Enhancement Module 설치 프로그램이 UEK R3 커널에 대한 커널 헤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필요한 커널 헤더 패키지를 설치하십시오.

# yum install kernel-uek-devel-$(uname -r)

3.1.34 20678796 –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여러 CAL을 사용함
문제: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서버로의 연결에 예상보다 많은 수의 CAL(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센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SGD 클라이언트와 Microsoft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동일한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원인: SGD를 Mac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한 일부 Microsoft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버전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하
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당 Microsoft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버전은 SGD 클라이언트에 사용되는 기본 공유 디렉토리 위치(/Users/Shared/
Microsoft/Crucial RDC Server Information)에 CAL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3.1.35 20821979 – tarantella status 명령으로 구문분석기 오류가 반환됨
문제: 어레이의 각 SGD 서버에 대한 상태 세부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tarantella status --byserver 명령을 실행할 때 명령
이 실패합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arser error : Start tag expected, '<' not found 

원인: tarantella status 명령에 사용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시간 초과 문제입니다. 웹 서비스에 대한 기본 연결 시간 초과
는 10초입니다. 일부 배치에서는 이 시간 초과가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연결 시간 초과에 대한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opt/tarantella/bin/scripts/status.soap 파일을 편집하면 됩니다. 다음 항목을 찾습니다.

set env(TTA_SOAP_CONNECT_TIMEOUT) "10"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set env(TTA_SOAP_CONNECT_TIMEOUT) "20"

이 파일에는 TTA_SOAP_CONNECT_TIMEOUT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21478016 – Mac OS X SGD 클라이언트 문제

32

3.1.36 21478016 – Mac OS X SGD 클라이언트 문제
문제: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이 릴리스의 SGD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lient Connection Settings(클라이언트 연결 설정) 대화 상자에서 Tab 키를 사용하여 필드 간에 이동하는 동작이 예상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모드 응용 프로그램의 풀다운 헤더가 이전 SGD 릴리스를 사용할 때와 다르게 표시됩니다.

원인: 릴리스 5.3에 포함된 SGD 클라이언트의 Mac OS X 버전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다음 임시해결책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탭 이동 문제는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와 관련된 알려진 문제입니다.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System
Preferences(시스템 환경설정)의 다음 설정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System Preferences(시스템 환경설정), Keyboard(키보드), Shortcuts(단축키), Full Keyboard Access Radio Button(전
체 키보드 액세스 라디오 버튼)

• 이 릴리스의 경우 키오스크 모드 풀다운 헤더가 표준 Mac OS X 도구 모음과 통합되었습니다.

3.1.37 21530993 – Oracle Linux 7 응용 프로그램 종료 시 ABRT 오류
문제: Oracle Linux 7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SGD 작업 영역에서 종료될 때
ABRT(Automatic Bug Reporting Tool)가 오류를 보고합니다.

원인: Oracle Linux 7 플랫폼의 일부 ABRT 버전과 관련된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ABRT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 yum update abrt

3.1.38 22563362 – Oracle Linux 플랫폼의 OSS 오디오 드라이버 모듈 문제
문제: Oracle Linux 플랫폼에서 SGD Enhancement Module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tarting OSS audio.
modprobe: FATAL: Module sgdadem not found.

이 오류 메시지는 Enhancement Module이 OSS(Open Sound System) 오디오 드라이버 모듈을 찾을 수 없음을 나타냅
니다.

원인: 이 문제는 Linux 커널이 응용 프로그램 서버 호스트에서 업데이트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치된 OSS 오디오 드
라이버 모듈이 새 커널 버전과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새 커널 소스를 사용하여 오디오 드라이버 모듈을 다시 빌드하고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cd /opt/tta_tem/audio/sgdadem/src/
# make clean
# make
# make install

다음과 같이 SGD Enhancement Module을 다시 시작합니다.

# /opt/tta_tem/bin/tem restart

3.1.39 22639281 – Kerberos PAM 모듈 사용 시 Oracle Linux 플랫폼에 UNIX 인증 문
제 발생

문제: Oracle Linux 6 플랫폼에서 UNIX 시스템 인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Invalid Credentials(잘못된 자격
증명)"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문제는 SGD 호스트가 Kerberos PAM(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 모듈을 사용하여 인증하도록 구성된 경우
발생합니다.

원인: 일부 Oracle Linux 6 플랫폼에서 Kerberos PAM 모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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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pam_krb5 PAM 패키지의 32비트 버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yum install pam_krb5.i686

3.1.40 22915586 – Oracle Solaris 플랫폼의 Apache 웹 서버에 대한 업그레이드 문제
문제: Oracle Solaris에서 SGD 5.2의 일부 패치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SGD의 Apache 웹 서버 구성요소가 제대
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httpd.conf 구성 파일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패치된 SGD 5.2 버전이 업그레이드하려는 버전과 동일한 Apache 버전을 사용 중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 시나
리오는 특정 패치 상태가 다음과 같은 SGD 5.2 호스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2016년 7월 SGD 웹 서버 업데이트가 설치된 최신 웹 서버 업데이트입니다. 이후 웹 서버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이 문
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SGD가 2016년 7월 웹 서버 업데이트에 대해 다음 이름을 사용합니다.

Apache version: apache-2.2.31_openssl-1.0.2h_jk1.2.41_64

• SGD PSU(패치 세트 업데이트) 버전이 Patch_52p4 이전입니다. 이 문제는 설치된 PSU 버전이 Patch_52p5 이상인 경
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tarantella patch list 명령을 사용하여 SGD 5.2 호스트에 대한 패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Oracle Solaris에서 SGD 5.2의 일부 패치된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Oracle Solaris에서 SGD 5.2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모든 현재 패치를 적용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임시해결책은 업그레이드 후 수동으로 httpd.conf 파일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SSLCipherSuite 지시어 끝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EXPORT:!DES:!RC2:!RC4:!SEED

변경 후 SGD 웹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3.1.41 23232908 –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기 위한 컨텍
스트 매개변수와 관련된 문제

문제: 일부 브라우저에 대해 컨텍스트 매개변수 disallowjavauseragentmatch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를 통해 관리자는 SGD 클라이언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데 Java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지 않아야 할 브라우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인: 컨텍스트 매개변수 문자열에 대문자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ontext-param>
     <param-name>disallowjavauseragentmatch</param-name>
     <param-value>.*Firefox.*</param-value>
</context-param>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ontext-param>
     <param-name>disallowjavauseragentmatch</param-name>
     <param-value>.*firefox.*</param-value>
</context-param>

3.1.42 23305143 – SGD 설치 중 Diffie-Hellman 매개변수가 느리게 생성됨
문제: SGD 설치 중 SGD 서버에 대해 DH(Diffie-Hellman) 매개변수가 생성됩니다. 프로세서 속도가 느린 일부 호스트에
서 이 프로세스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원인: 속도가 더 느린 레거시 하드웨어에서 DH 매개변수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임시해결책은 다른 머신에서 DH 매개변수를 생성하여 수동으로 SGD 호스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
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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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머신에 일련의 DH 매개변수를 생성합니다. 가능한 경우 더 빠른 머신을 사용합니다.

생성하는 DH 매개변수는 둘 이상의 SGD 호스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openssl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일련의 2048비트 매개변수를 생성합니다.

$ openssl dhparam -check -outform PEM -out dhparams.pem 2048

주

다른 숫자 값을 지정하여 생성된 매개변수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가 클수
록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리며 클라이언트와 SGD 서버 간의 연결 설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
어집니다.

2. SGD 호스트에 SGD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tarantella start 명령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3. SGD 호스트의 다음 위치에 DH 매개변수 파일을 복사합니다.

/opt/tarantella/var/tsp/dhparams.pem

필요한 경우 tsp/ 하위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 mkdir /opt/tarantella/var/tsp
# chown ttasys:ttaserv /opt/tarantella/var/tsp

DH 매개변수 파일의 소유권 및 권한을 설정합니다.

# chmod 600 /opt/tarantella/var/tsp/dhparams.pem
# chown ttasys:ttaserv /opt/tarantella/var/tsp/dhparams.pem

4. SGD 설치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SGD 서버를 시작합니다.

# USE_EXISTING_DHPARAMS=t;export USE_EXISTING_DHPARAMS;tarantella start

SGD 설치 프로세스가 DH 매개변수 생성을 건너뜁니다. SGD 호스트에 대해 고유한 일련의 DH 매개변수를 생성한
경우 보안 경고 메시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3.1.43 23592020 – Oracle Linux 7 플랫폼의 키 매핑 문제
문제: Oracle Linux 7 SGD 서버를 통해 게시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키 매핑 문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몇
가지 문자가 누른 키의 문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 Oracle Linux 7 플랫폼에서 ibus(Intelligent Input Bus)에 대한 기본 설정과 관련된 알려진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ibus-setup 명령을 실행하고 Advanced(고급) 탭을 표시합니다.

Use System Keyboard Layout(시스템 키보드 레이아웃 사용)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확
인란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3.1.44 24311356 – 데스크탑 플랫폼의 HTML5 클라이언트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인증
서를 사용하기 위한 브라우저 임시해결책

문제: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플랫폼에서 태블릿 작업 영역에 액세스할 때 SGD 서버가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예: 자체 서
명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GD 서버에 로그인할 수 없거나 응용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SGD Gateway를 사용하는 SGD 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인: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발생한 브라우저 보안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가능한 경우 브라우저가 신뢰하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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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증서를 신뢰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일부 지원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임시해결책의 예입니다.

• Firefox: SGD 서버 URL에 대해 두 가지 영구적인 보안 예외사항을 추가합니다. 포트 443(HTTPS)과 포트 5307(AIP)
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 Internet Explorer 및 Edge: SGD 서버 인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 Safari: SGD 서버 인증서에 대한 신뢰 정책을 "Always Trust(항상 신뢰)"로 설정합니다.

3.2 버전 5.3의 버그 해결
다음 표에서는 5.3 릴리스에서 해결된 주요 버그를 나열합니다.

표 3.1 5.3 릴리스에서 해결된 버그

참조 설명
24754624 Windows Server 2016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지원 추가
24681019 SGD Gateway를 통해 Internet Explorer 11 또는 Edge를 사용하여 SGD에 액세스 할 때 403 오류 발

생
24597415 여러 번 재개를 시도할 경우 최대 1분 동안 재개가 실패하거나 차단될 수 있음
24580244 Webtopsession 만료 시 많은 수의 어레이 간 요청이 트리거될 수 있음
24445042 Oracle Linux 7에서 SGD를 통해 오래된 암호 변경을 실패함
23722744 Solaris 11 Gnome 데스크탑 실행 시 SGD 클라이언트가 충돌함
23540820 Client Window Management(클라이언트 창 관리) 모달 대화 상자에서 상위 창이 사용 안함 상태로 유

지될 수 있음
23483306 Mac OS X 응용 프로그램 인증 대화 상자에서 오래된 "NT 도메인" 용어 변경
23320173 창이 삭제된 경우 연속 창 모드 창 끌기 상태가 지워지지 않음
23305143 설치 시 Diffie-Hellman 매개변수 생성이 느리고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음
23276255 응용 프로그램이 연속 창 모드로 실행될 때 커서 포커스를 잃음
23274681 하위 창이 최소화된 경우 상위 창에서 입력할 수 없음
23267995 연속 창 모드에서 Chrome 창을 빨리 끌어올 수 없음
23260424 SGD 로그인 페이지에 중복된 요소 ID가 있음
23260405 키보드로 표시 언어를 선택할 수 없음
23242550 기본적으로 SGD가 클라이언트에서 시작된 TLS 재협상을 지원하지 않아야 함
23240942 전체 창 끌기 작업 중 연속 창이 잘못 이동됨
23227912 버전 4.63에서 업그레이드할 때 rdplicpooldelta.properties가 제거되지 않음
23220387 클라이언트측 창 관리자 데코레이션에 대한 아티팩트
23145890 업그레이드 중 tarantella.config.unixaudioin.enabled가 만들어지지 않음
23135531 dicerts.h가 JRE 8U101을 통해 최신 상태로 구성되지 않음
23105228 업그레이드 중 다양한 XPE 스키마 항목을 수정해야 함
23045468 SGD Expect 스크립트로 SCOTTAHINTS 내보내기
22990572 ssldaemon이 DH 및 ECDH 키 교환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함
22948991 wcpwts.exp에 논리를 추가하여 이름 매개변수를 IP 주소로 설정
22936260 Client Window Management(클라이언트 창 관리)를 사용할 때 프레임을 이동하는 경우 dockwidgets

를 사용하는 QT 응용 프로그램이 충돌함
22915586 RC4 암호에 대한 지원 제거
22900732 SSO 자격 증명을 잘못 입력한 후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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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설명
22892238 SSO를 통해 내 데스크탑을 사용하면 내 데스크탑 세션이 종료될 때 사용자가 로그아웃되지 않음
22852237 TTA_PE_ID 환경 변수에 프로토콜 엔진의 PID가 포함되어야 함
22819606 Solaris 2.6에 대해 레거시 ALT-GR 키보드 솔루션의 비데드 키 버전 제공
22781928 구문 오류로 인해 Ubuntu 14.04에 SGD 클라이언트 수동 설치를 실패함
22764107 "Keep Launch Connection Open(실행 연결 계속 유지)" 관리 콘솔 설정에 대한 설명 개선
22764000 업그레이드 시 기존 SSH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Keep Launch Connection Open(실행 연결 계속 유

지)" 설정 사용 안함
22755087 NOEXECTCC 오류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
22699949 호환되지 않는 XPE 구성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필요
22684161 X 응용 프로그램에서 창을 항상 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창 관리 지원 추가
22671780 실패한 X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 Windows SGD 클라이언트가 충돌할 수 있음
22671741 실패한 X 응용 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 세부정보가 항상 나타나지 않음
22618240 원격 GEDIT에서 로컬 XTERM으로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없음
22608073 비대화식 모드로 실행할 때 gateway config create 명령으로 잘못된 구성이 생성됨
22597377 Windows 클라이언트의 다른 원격 GEDIT에서 텍스트를 붙여 넣을 때 원격 GEDIT가 충돌함
22587600 선택된 클라이언트 창이 활성 상태일 때 X 세션 종료 허용
22551349 손상된 환경설정 파일로 인해 JServer가 종료될 수 있음
22532482 감사 로깅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음
22518191 Linux의 Firefox 43.0에서 Websocket 이벤트 방식이 손상됨
22509934 브라우저가 Java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컨텍스트 매개변수 소개
22489177 동적 드라이브 매핑이 수동으로 설치된 Windows 10 클라이언트에서 두번째 드라이브를 매핑하지 못

함
22385731 Solaris의 웹 서버 패치에 링크 대신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이 있음
22385455 시작 메뉴에서 실행한 경우 로그인 후 Windows 7 클라이언트가 충돌함
22370505 52P4 패치 세트 업데이트를 설치할 때 SED 오류가 발생함
22370428 rsa_sample.properties 파일이 누락된 경우 config_install 완료를 실패함
22345822 lsb_release를 사용하지 않고 Oracle Linux 7에서 시스템 정보 검색
22342930 세션 시작/종료 감사 정보에 세션 ID 포함
22338071 SOAP 오류: 잘못된 XML 문자
22336203 Konqueror에서 Google을 실행하여 검색 창에 입력할 때 SGD 클라이언트가 충돌함
22329800 모든 호스트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응용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됨
22307063 Gateway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수 없음
22298778 CMD+Q를 사용할 경우 Mac OS X 클라이언트가 프롬프트 없이 종료됨
22293354 SGD 클라이언트를 먼저 시작하여 내 데스크탑을 실행할 수 없음
22276302 Windows 10 응용 프로그램 서버: 플레이어를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경우 오디오 작동이 멈춤
22269008 tarantella security certinfo 명령이 실패함
22268451 SSO 인증을 위한 디버그 향상
22241449 Gateway 로드 균형 조정 쿠키에 보안 및 HTTPONLY 플래그가 누락됨
22226460 webstart_useragent_match 컨텍스트 매개변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22166066 HTML5 클라이언트에 응용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렌더링하는 데 필요한 일부 래스터 작업이 누락됨
22163871 Microsoft Word에서 HTML5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캐럿 및 텍스트 커서가 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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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설명
22143664 프랑스어 키보드에서 Shift 키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음
22105368 Microsoft Excel에서 HTML5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셀 테두리가 강조 표시되지 않음
22035119 AMI: SGD AMI(AMI-E316D3A7)가 ovm_sgd5U2_X86_64_pvhvm.ova를 기반으로 만들어짐
21968360 로컬에서 원격 Microsoft Office 2010 Excel 응용 프로그램으로 셀을 복사할 때 잘림이 발생함
21957458 확인할 수 없는 호스트 이름을 지정할 경우 ttahostname이 세그먼트화 결함을 생성함
21930210 수동으로 설치된 Mac OS X SGD 클라이언트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용된 프록시 세부정보가 표시되

지 않음
21930032 동적 드라이브 매핑이 Mac OS 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두번째 드라이브를 매핑하지 못함
21917651 tarantella start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새 SGD 서버에 패치를 추가하면 문제가 발생함
21880408 Windows 클라이언트 장치의 프로파일 목록에서 여러 항목을 스크롤할 때 SGD 클라이언트가 충돌함
21879675 index.jsp 페이지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 계층 작업 영역이 로드되지 않음
21840615 Windows Audio Quality(오디오 음질)가 Low Quality(낮은 품질)로 설정된 경우 오디오가 전혀 들리지

않음
21824813 Ubuntu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연속 창 워드패드 응용 프로그램의 메뉴 옵션 위에 검정색 부분이 표시

됨
21824786 Ubuntu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키오스크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하는 경우 SGD 클라이언트가

충돌함
21809626 스마트 카드 지원 Unix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SGD 클라이

언트가 충돌함
21803983 새 SSL 인증서를 설치한 후 SGD 클라이언트가 종료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연결이 보고됨
21801852 Mac OS X 클라이언트 작업 영역 설정에서 X11 특정 클립보드 설정 제거
21797258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DTPAD로 붙여 넣을 수 없음
21797207 XEDIT에서 Windows 메모장으로 텍스트를 복사할 수 없음
21783820 PDF 인쇄에 GS_용지 크기 설정이 적용되지 않음
21754966 보조 모니터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키오스크 이스케이프 메뉴가 누락됨
21747712 두 그룹에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의 그룹에서만 시작될 수 있음
21746083 응용 프로그램 이름이 긴 SGD 작업 영역이 iPad 장치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음
21688840 SGD 클라이언트 Connection Info(연결 정보) 대화 상자에서 Windows 10이 Windows 8로 보고됨
21665954 sgddialog.css 스타일시트에 잘못된 CSS가 있음
21658700 모바일 프로파일이 Safari 브라우저에서 새 탭에 열림
21650110 클라이언트 장치가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한 후 씬 작업 영역이 폴링을 다시 시작하지 않음
21567159 계층 웹탑이 Java Web Start에서 작동하지 않음
21553772 로그인 대화 상자에 비라틴 언어와 함께 알 수 없는 문자가 표시됨
21523176 SGD 클라이언트 연결을 실패한 경우 로그인 시도 후 일반적인 "You Have Been Logged Out(로그아

웃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됨
21508629 클라이언트 VM이 일시 중지된 후 Gateway JARP Java 프로세스의 CPU 소비가 높음
21479671 gateway regenerate sslcert 스크립트로 인해 OpenSSL 경고가 발생함
21448253 다중 호스팅 서버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잘못된 암호 캐시가 입력됨
21442141 setgid 비트 제거 및 설치된 TTAXPE 바이너리의 그룹 변경
21382685 Windows 세션에서 SGD 응용 프로그램 인증 프롬프트로의 복사 및 붙여넣기가 중단됨
21326835 수동으로 SGD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Firefox를 열지 못함
21325973 라인 길이가 256자를 초과하는 경우 ttashadow 실행을 실패함
21320029 VPN 시간 초과로 인한 재연결 후 응용 프로그램 세션을 재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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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설명
21296305 ttapasswdchk가 실패한 로그인 카운터를 재설정하지 않음
21296065 올바른 권한을 가진 SGD 클라이언트가 Sun Ray 라이센스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음
21256968 XCLOCK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새 TTAXPE가 실행됨
21239463 Ubuntu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매핑된 드라이브에 있는 Word 파일을 열려고 시

도하는 중 오류가 발생함
21208069 B64 디코딩 오류로 인해 ttakpasswd가 암호를 업데이트하지 못함
21199844 HTML5 클라이언트 Android KB 모듈에서 키 누름 디버깅이 사용으로 설정됨
21113552 텔렛을 통해 CDE(공통 데스크탑 환경) DTPAD 응용 프로그램에 붙여 넣지 못함
21049545 리플렉션 서비스가 비로컬 호스트 IP 주소에 바인드된 경우 gateway status 명령이 실패함
21048159 리플렉션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Gateway를 재구성하면 잘못된 구성이 생성됨
20721694 비루트 관리자로 섀도우 처리를 실패함
20702998 Ubuntu 클라이언트에서 Windows 스마트 카드 인증을 실패함
20660832 Windows 키오스크 응용 프로그램에 잘못된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사용됨
20608077 Firefox 및 Chromebook에서 HTML5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일부 키가 작동하지 않음
20593947 Windows 7의 Internet Explorer에서 HTML5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마우스 스크롤 휠이 작동하지 않

음
20590047 응용 프로그램 재개 후 Windows 오디오가 들리지 않음
20556909 운영체제 권한 부여 지연으로 인해 SGD 호출이 백업됨
20531351 Internet Explorer 11 및 Firefox 브라우저에서 HTML5 클라이언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함
20441648 설치 프로그램에 독립적으로 서명될 tcc.exe 바이너리
20325501 setgid 루트로 실행할 TTAXPE에 대한 요구사항 제거
20101463 tarantella customca 명령 사용 시 CHOWN 오류가 발생함
19913155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매핑의 Unix 클라이언트에 쓰기가 지연됨
19705343 모서리 창 핸들을 통한 Windows 응용 프로그램 크기 조정으로 인해 복사 및 붙여넣기 문제가 발생함
19238317 실행 성공 후에도 TTAXPE가 stderr 메시지를 계속 전송함
18301314 사용자가 동적 실행 구성에서 응용 프로그램 서버 목록의 정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17911084 SGD에 BLINK 확장자 필요(팔레트 애니메이션)
17652552 응용 프로그램 서버 선택이 있을 경우 내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실패함
17475797 tarantella security enable 명령이 비루트 사용자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행됨
17183826 Linux에서 Chrome 브라우저가 Keydown/Keyup 이벤트에 대해 잘못된 키 코드를 전송함
16302285 다중 사용자 지정이 특정 사용자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기 페이지가 잘못 표시됨
12280955 Mac OS X 10.5 또는 10.6 클라이언트에서 연속 창 분리 기능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음
12280953 편집, 사각형 복사 및 편집, 사각형 인쇄 사용자정의 메뉴 옵션을 사용하면 SGD 클라이언트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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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mmunity.oracle.com/community/server_&_storage_systems/virtualization/secure_global_desktop
https://support.oracle.com
https://support.ora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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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당 문제가 작업에 끼치는 영향

• 시스템 유형,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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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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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정의 지원, 타사 소프트웨어 지원 또는 타사
하드웨어 지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My Oracle Support의 Oracle Secure Global Desktop 정보 센터에 SGD에 대한 지식 문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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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upport.oracle.com/oip/faces/secure/km/DocumentDisplay.jspx?id=1519265.2
http://www.oracle.com/us/support/contact-068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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