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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JTAPI(JAVA Telephony API) 문제로 인해 데스크톱 로그인이 실패하는 경우의 가능
한 원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Cisco Agent Desktop(CAD) 및 Finesse에 로그인할 때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는 다음 이미지와 같습
니다.

CAD의 오류 메시지●

 Finesse의 오류 메시지●



이러한 오류는 CAD/Finesse에서 데스크탑 로그인 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이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및 해결 방법

1. 전화기의 MAC이 CUCM의 RMCM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음

IP 컨택 센터(IPCC) 확장이 있는 전화기의 MAC 주소는 RMCM(Resource Manager Contact
Manager)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제어된 장치 아래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MAC 주소를 RMCM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연결합니다.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User Management(사용자 관리) > Application User(애플리케이션
사용자)로 이동합니다.

전화기의 MAC이 이미 연결된 경우

MAC의 연결을 해제합니다.1.
저장을 클릭합니다.2.
MAC를 다시 연결합니다.3.
저장을 클릭합니다.4.

모든 JTAPI 공급자에서 Cisco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관리자 서비스를 중지했다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 EM(Extension Mobility) 프로파일이 RMCM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음

CUCM 8.0 이상과 함께 EM을 사용하는 경우 디바이스의 MAC 대신 디바이스 프로필을 RMCM 애
플리케이션 사용자와 연결합니다.

디바이스 프로필과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연결하고 CUCM의 Intra-Cluster multiple
Login Behavior Extension Mobility Service 매개변수를 Auto Logout으로 설정합니다.

이 작업은 Intra-Cluster Multiple Login Behavior Extension Mobility Service 매개변수가 Multiple
Logins Allowed(여러 로그인 허용)로 설정된 경우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 확인된 CTI/JTAPI의 설계
제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원은 전화기에서 EM에 로그인하고 CAD에도 로그인했습니다.●

상담원이 EM에 로그인되어 있는 동안 전화기가 CUCM에서 등록을 취소할 경우 전화기가 다시
등록되지 않습니다.이 등록 실패는 상담원이 EM에서 로그아웃하지 않고 전화기를 닫거나 네트

●



워크가 끊어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EM에 로그인합니다.●

에이전트가 CAD에 로그인을 시도하면 "전화기 및 JTAPI 또는 Unified CM에 대한 구성 오류로
인해 로그인 실패"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버그 CSCtx48427은 이 제한을 문서화합니다.

3. EM을 사용하여 프로필 기록

CAD 에이전트가 내선 이동(장치 프로파일에 자동 통화 녹음 옵션이 활성화된 디렉토리 번호가 있
는 내선 이동)을 사용하는 경우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로그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EM 로그아웃이 발생할 때 Cisco UCCX(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가
deviceUnregisteredEvent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이 문제는 9.X 이전 CUCM 버
전에서 발생합니다.

버그 CSCty63105 및 CSCty63127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문서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은 없지만 EM에 로그인한 후 전화 디바이스를 재설정하는 것이 일
부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간헐적입니다.

다음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x48427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y6310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y63127


녹음 옵션 사용 안 함1.
디렉터리 번호(DN)에서 녹음 프로파일 제거2.
전화 재설정3.

영구 수정은 버그가 이미 해결된 버전으로 CUCM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4. 공유 회선

IPCC 확장은 공유 회선이 아니어야 합니다.

Call Routing(통화 라우팅) > Route Plan Report(경로 계획 보고서)로 이동하여 CUC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IPCC 확장이 고유한지 확인합니다.이 이미지에 표시된 다른 DN 인스턴스는 없어야 합니
다.

또한 IPCC 내선 번호는 헌트 그룹에 속할 수 없습니다.

5. IPCC 내선 번호는 처음 4회선에 있어야 합니다.

IPCC 확장은 에이전트 디바이스의 첫 4개 행에 있어야 합니다.UCCX는 에이전트 디바이스에서
4개 이상의 회선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회선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 처음 4개의 회선만 모니터
링합니다.

6. CTI에서 디바이스 제어 허용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IPCC 내선 번호, 전화기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해 Allow Control of Device
from CTI 확인란을 선택합니다.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우 체크 아웃을 취소하고 다시 확인합니다.



7. RMCM 역할

RMCM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는 Standard CTI Enabled(표준 CTI 활성화) 그룹이 있어야 하며, SIP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onnected Xfer 및 Conf를 지원하는 전화기의
Standard CTI Allow Control of Phones(Connected Xfer 및 Conf)를 지원하는 Standard CTI Allow
Control of Phones( Control)가 있어야 합니다.



8. 공통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프로파일에 IPV6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에이전트 폰에 Common Device Configuration Profile(공통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프로파일)이 할
당된 경우 IP Addressing Mode(IP 주소 지정 모드) 필드에 IPV4 Only(IPv4 전용)가 할당되었는지 확
인합니다.CUCM을 확인하려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Device > Device Settings > Common Device
Configuration으로 이동합니다.



9. 초기화 중 중단된 RMCM 하위 시스템

RMCM 하위 시스템이 초기화 중(Initializing)에 머물러 있는 동안 CAD 응용 프로그램을 열면 "초기
화 실패, 응용 프로그램 다시 시작" 오류가 발생합니다.

CAD가 이미 열려 있고 로그인할 자격 증명을 입력한 경우 "전화기 및 JTAPI 또는 Unified CM의 구
성 오류로 인해 로그인 실패"가 표시됩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류

확인하려면 Cisco Unified CCX Serviceability(Cisco Unified CCX 서비스 가용성) > Tools(툴) >
Network Services(네트워크 서비스) > Cisco Unified CCX Engine(Cisco Unified CCX 엔진) >
Subsystem Manager(하위 시스템 관리자)로 이동합니다.

RMCM은 UCCX 내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필요한 상담원의 기술 및 대기열 기술을 기반으로 상담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RMCM을 다시 서비스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

RMCM 하위 시스템이 하나의 노드에서 INITIALIZING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1. CDS/HDS 비활성화

2. 복제 재설정

3. CDS/HDS를 활성화합니다.

UCCX에서 RMCM 사용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저장한 후 UCCX 엔진을 다시 시작합니다
.HA인 경우 두 노드에서 엔진을 다시 시작합니다.

●

새 RMCM 공급자 사용자를 만듭니다.UCCX에서 사용자를 생성하면 CUCM에 전파됩니다.●



UCCX 버전 9.0.1, 9.0.2.10000-71(9.0.2 base) 및 9.0.2.11001-24(9.0.2 SU1) RMCM은 JMX 로
그가 가득 차면 초기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

영향받는 서버의 CLI에서 show status 명령을 실행하여 디스크 로그인이 가득 찼는지 확인합니다.

 admin:show status

Host Name    : pub9

Date              : Wed May 13, 2015 07:14:53

Time Zone      : India Standard Time (Asia/Kolkata)

Locale            : en_US.UTF-8

Product Ver  : 9.0.2.11001-24

OS Ver       : 5.0.0.0-2

License MAC  : 0183a27e0bc7

Uptime:

 07:14:54 up 3 days, 21:35,  1 user,  load average: 0.74, 0.81, 0.67

CPU Idle:   88.12%  System:   00.00%    User:   09.90%

  IOWAIT:   01.98%     IRQ:   00.00%    Soft:   00.00%   Intr/sec: 263.37

Memory Total:        6097316K

        Free:        2412372K

        Used:        3684944K

      Cached:        1990132K

      Shared:              0K

     Buffers:         297104K

                      Total         Free               Used

Disk/active         26657340K       15888436K       10493712K (40%)

Disk/inactive       27087452K       18957564K        7854696K (30%)

Disk/logging        92738892K       40350056K       47601872K (100%)

버그 CSCul18667 및 CSCun54915는 이 동작을 문서화합니다.

결함 CSCul18667에 따라 JMX 로그가 삭제되면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연락하여 결
함 해결을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CSCun54915의 해결 방법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서버 재부팅
후 UCCX 엔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CCX 8.5 SU1 이하일 경우 버그 CSCtq84602에 표시된 대로 에이전트가 생성되지 않을 때
RMCM이 초기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모든 CUCM 노드에서 항상 CTI-Manager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전화기의 ITL(Identity Trust
List)/CTL(Certificate Trust List) 파일을 삭제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의 해결 방법이 유용하지 않을 경우 TAC 케이스를 여십시오.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l18667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n5491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n5491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un54915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tq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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