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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TelePresence 서버에서 사용자 지정 음성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모든 음성 프롬프트는 API를 통해 자신의 언어로 현지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TelePresence Server 4.3●

TelePresence Conductor●

참고:특정 Conductor 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이 기능은 고급 매개변수가 있는 Conductor
버전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참고:전화회의 프롬프트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Conductor에서 실행되는 회의가 없는지 확인
합니다.



사용자 지정 오디오 파일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6비트●

16kHz 샘플 속도●

WAV PCM 형식●

최대 길이 40초●

모노 트랙●

사용자 지정 음성 프롬프트를 추가하려면

1단계. 원하는 옵션을 사용하여 오디오 파일을 호스팅하도록 HTTP 서버를 설정합니다.

2단계. Conductor에서 Conference Configuration(컨퍼런스 컨피그레이션) > Conference
Templates(컨퍼런스 템플릿)로 이동하여 전화회의 템플릿을 찾습니다.

3단계. 고급 매개변수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릅니다.

4단계. Custom parameters 텍스트 상자에 API Guide의 flex.conference.create 입력 아래에 정의된
대로 적절한 API 명령을 사용하여 오디오 파일의 URL을 입력합니다.

예:

“useCustomWelcomeScreenAudio”: true,

“customWelcomeScreenAudio”: “http://192.168.0.5/custom_sound_file.wav”

5단계. 저장을 선택합니다.

6단계.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설정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
다.

참고:컨덕터는 사용자 지정 필드를 수락하고 전화회의를 다이얼하여 시작할 수 있지만 사용자
지정된 오디오 프롬프트가 들린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TelePresence Server에서 프롬프
트를 검색하고 재생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프롬프트가 재생되지 않고 침묵이 들립니다
.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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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TelePresence Server 4.3 릴리스 정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en/us/support/conferencing/telepresence-server/products-release-notes-list.html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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