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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BE EP 5.0
1)

웹서버의 ACUBEFileCtrl.cab 파일을 패치합니다. 기존 파일 백업 (파일명 변경) 후 동일 경로 패치파일 업로드

• 패치 경로 : <루트 디렉토리>/ep/ep_web/EP/htdocs/activex/cabfiles/ACUBEFileCtrl(V2.3.0.4).cab

2)

WAS 서버의 설정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으로 변경합니다.

• 설정 파일 : <루트 디렉토리>/ep/ep_lib/classes/properties/Application.xml
<SFTP_VERSION>
<DESCRIPTION>SFTP_VERSION</DESCRIPTION>
<VALUE>2,3,0,4</VALUE>
</SFTP_VERSION>

3)
4)

WAS 서버를 재기동 합니다.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예:게시물 등록)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EP 6.0
1)

웹서버의 ACUBEFileCtrl.cab 파일을 패치합니다.

• 패치 경로 : <루트 디렉토리>/luxor/ref/plugins/ACUBEFileCtrl(V2.3.0.4).cab

2)

웹서버의 스크립트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으로 변경합니다.

• 스크립트 파일 : <루트 디렉토리>/ luxor/ref/js/attachment/attachment.js
pluginLoad : function(id){
...
var FileWiz_Version =‘2,3,0,4';

3)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예:게시물 등록)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IAM 5.0
1)

웹서버에 설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업로드 경로 : <루트 디렉토리>/web/ref/cabfile/AcubeFileCtrl(V2.3.0.4).cab

2)

웹서버의 스크립트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으로 변경합니다.

• 스크립트 : <루트 디렉토리>/web/ref/js/attachment.js
his.ocxElement.codeBase = '/acube/ref/cabfile/AcubeFileCtrl(V2.3.0.4).cab#version=2,3,0,4';
• 스크립트 : <루트 디렉토리>/web/ref/js/org/filewizard/FileWizardCtrl.js
codeBase="/acube/ref/cabfile/AcubeFileCtrl(V2.3.0.4).cab#version=2,3,0,4“

3)

설정파일을 수정합니다.

• 파일: <루트 디렉토리>/web/WEB-INF/classes/resource/application/Common.xml
<variable name="CAB_FILE_NAME">AcubeFileCtrl(V2.3.0.4).cab</variable>
<variable name="CAB_FILE_VERSION">2,3,0,4</variable>
4)

WAS 서버를 재기동 합니다.

5)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IAM 6.0
1)

웹서버에 설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업로드 경로 : <루트 디렉토리>/web/ref/cabfile/AcubeFileCtrl(V2.3.0.4).cab

2)

웹서버의 스크립트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으로 변경합니다.

• 스크립트 : <루트 디렉토리>/web/ref/js/attachment.js
his.ocxElement.codeBase = '/acube/ref/cabfile/AcubeFileCtrl(V2.3.0.4).cab#version=2,3,0,4';
• 스크립트 : <루트 디렉토리>/web/ref/js/org/filewizard/FileWizardCtrl.js
var cab_version = '2,3,0,4';
var plugin_version = '2,3,0,4';

3)

설정파일을 수정합니다.

• 파일: <루트 디렉토리>/web/WEB-INF/classes/resource/application/Common.xml
<variable name="CAB_FILE_NAME">AcubeFileCtrl(V2.3.0.4).cab</variable>
<variable name="CAB_FILE_VERSION">2,3,0,4</variable>
4)

WAS 서버를 재기동 합니다.

5)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KM
1)

웹서버의 ACUBEFileCtrl(V_2.3.0.4).cab 파일을 패치합니다. (첨부의 ACUBEFileCtrl(V_2.1.9.28).cab 파일명을
ACUBEFileCtrl(V_2.3.0.4).cab 로 변경하여 업로드)

• 패치 경로 : <루트 디렉토리>/km/km_web/km/htdocs/include/cabfiles/ACUBEFileCtrl(V2.3.0.4).cab

2)

WAS 서버의 설정 파일에 명시된 cabversion 버전값을 2,3,0,4 로 변경합니다.

• 설정 파일 : <루트 디렉토리>/km/km_was/km/config/config.xml
<!-- 첨부OCX Version -->
<property name="cabversion" value="2,3,0,4"/>

3)
4)

WAS 서버를 재기동 합니다.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BPM 5.0, 6.0
1)

웹서버의 ACUBEFileCtrl.cab, ACUBEFileCtrl.exe 파일을 패치합니다.

• 패치 경로 : <루트 디렉토리>/web/codebase/ACUBEFileCtrl(V2.3.0.4).cab
<루트 디렉토리>/web/codebase/ACUBEFileCtrl(V2.3.0.4).exe

2)

웹서버의 스크립트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으로 변경합니다.

• 스크립트 파일 : <루트 디렉토리>/js/activex.js
codebase=＂/bpm/codebase/ACUBEFileCtrl(V2.3.0.4).cab#version=2,3,0,4“

3)

BPM.properties 설정을 수정합니다

- BPM.properties
SFTP_CAB=ACUBEFileCtrl(V2.3.0.4).cab
SFTP_VERSION=2.3.0.4

4) WAS, EXECUTOR 서비스를 재기동 한다.
5)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BPM 6.1
1)

웹서버의 ACUBEFileCtrl.cab, ACUBEFileCtrl.exe 파일을 패치합니다.

• 패치 경로 : <루트 디렉토리>/web/codebase/ACUBEFileCtrl(V2.3.0.4).cab
<루트 디렉토리>/web/codebase/ACUBEFileCtrl(V2.3.0.4).exe

2)

웹서버의 스크립트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으로 변경합니다.

• config 파일 : <루트 디렉토리>/WEB-INF/classes/config/BPM-config.xml
<version override="SFTP_VERSION"><![CDATA[2,3,0,4]]></version>
• 스크립트 파일 : <루트 디렉토리>/js/activex.js
codeBase="/bpm/codebase/ACUBEFileCtrl.cab#version=2,3,0,4“
- 스크립트 파일 : /ref/js/bpm-common.1.0.0.js

CreateFileWizControl function 의 코드 수정
var version = '2,3,0,4';

3) WAS 를 재기동 한다.
4)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DM
1)

WAS 서버의 JSP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로 변경합니다.

• 소스 파일 : <루트 디렉토리>/dm/j2ee/dm/jsp/att_wiz.jsp
• 수정 전 : 1405 Line
codeBase="<%=ENV%>/activex/filewiz/ACUBEFileCtrl(V_1.0.5.6).cab#version=1,0,5,6" VIEWASTEXT>
• 수정 후 : 1405 Line

codeBase="<%=ENV%>/activex/filewiz/ACUBEFileCtrl(V2.3.0.4).cab#version=2,3,0,4" VIEWASTEXT>

2)
3)

WAS 서버를 재기동 합니다.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예:문서 등록)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ACUBE ADRM
1)

웹서버에 설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업로드 경로 : <루트 디렉토리>/web/ref_adrm/cabfile/AcubeFileCtrl(V2.3.0.4).cab

2)

웹서버의 스크립트 파일에 명시된 ActiveX 버전값을 2,3,0,4 으로 변경합니다.

• 스크립트 : <루트 디렉토리>/web/ref/js/attachment.js
his.ocxElement.codeBase = '/acube/ref/cabfile/AcubeFileCtrl(V2.3.0.4).cab#version=2,3,0,4';
• 스크립트 : <루트 디렉토리>/web/ref/js/org/filewizard/FileWizardCtrl.js
codeBase="/acube/ref/cabfile/AcubeFileCtrl(V2.3.0.4).cab#version=2,3,0,4“

3)

설정파일을 수정합니다.

• 파일: <루트 디렉토리>/web/WEB-INF/classes/resource/application/Common.xml
<variable name="CAB_FILE_NAME">AcubeFileCtrl(V2.3.0.4).cab</variable>
<variable name="CAB_FILE_VERSION“>2,3,0,4</variable>
4)

WAS를 재기동 한다.

5) 사용자가 첨부하는 기능이 있는 화면을 사용할 때 보안 강화된 ActiveX 가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