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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자동 전화 교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Cisco AutoAttendant 애플리케
이션은 인바운드 통화를 수락하고 발신자에게 대상 정보를 쿼리하며 운영자 개입 없이 통화를 신속
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발신자는 오퍼레이터 내선 번호로 라우팅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먼저 AutoAttendant용 Cisco CallManager에서 통화 처리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그런 다
음 Cisco CRA(Customer Response Applications) 서버에서 AutoAttendant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
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isco 자동 전화 교환 1.1.3●

Cisco CallManager 3.2.2c●

Cisco CRA 3.0●

Cisco CallManager 및 Cisco CRA 3.0 서버 모두에 대해 관리자 로그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
니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CallManager 3.2●

Cisco CR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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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Cisco AutoAttendant 구성

Cisco AutoAttendant를 구성하려면 이 섹션의 작업을 완료합니다.

작업 1:Cisco CallManager에서 CTI 경로 포인트 추가

Cisco CallManager에서 CTI(Cisco Telephony Integration) 경로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게시자(데이터베이스의 마스터 복사본이 있는 서버)에서 시작 > 프로그램 > Cisco
CallManager 3.2 > CallManager 관리를 선택하여 Cisco CallManager 관리를 시작합니다.

1.

Device > Add a New Device를 선택하여 CTI 경로 포인트를 추가합니다.2.
Device Type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CTI Route Point를 선택합니다.3.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CTI Route Point Configuration 페이지가 나타납니다.4.
Device Name 필드에 CTI 경로 포인트에 대해 선택한 이름을 입력합니다.설명적인 이름(예:
AA_RP)을 선택합니다.

5.

이 CTI 경로 포인트의 Device Pool(디바이스 풀) 필드에서 디바이스 풀을 선택합니다.다른 풀
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6.

삽입(Insert)을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CTI 경로 포인트 구성]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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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확인)를 클릭하여 이 CTI 경로 포인트의 줄 1에 대한 디렉토리 번호를 추가합니다
.Directory Number Configuration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8.

Directory Number(디렉토리 번호) 필드에 이 CTI 경로 포인트의 디렉토리 번호(예: 4000)를 입
력합니다. 사용자가 이 CTI 경로 포인트에 연결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입니다.

9.

삽입(Insert)을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디렉토리 번호 구성]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10.

OK를 클릭하여 CTI Route Point Configuration 페이지로 돌아갑니다.11.

작업 2:Cisco CallManager에서 CTI 포트 추가



Cisco CallManager에서 CTI 포트를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Device > Add a New Device를 선택하여 CTI Port를 추가합니다.1.
Device Type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Phone을 선택합니다.2.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3.
Phone Type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CTI Port(CTI 포트)를 선택합니다.4.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Phone Configuration 페이지가 나타납니다.5.
Device Name 필드에 디바이스의 이름(예: CTI_Port1)을 입력합니다.6.
Device Pool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 CTI 포트의 디바이스 풀을 선택합니다.다른 풀이
없으면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7.

삽입(Insert)을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Phone Configuration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8.

OK(확인)를 클릭하여 이 CTI 포트의 행 1에 대한 디렉토리 번호를 추가합니다.9.
Directory Number(디렉토리 번호) 필드에 이 CTI 포트의 디렉토리 번호(예: 4001)를 입력합
니다.

10.

삽입(Insert)을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디렉토리 번호 구성]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11.



참고: CTI 포트 그룹은 순차적 CTI 포트 디렉토리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Phone Configuration 페이지로 돌아갑니다.12.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반복하여 포트를 추가합니다(이 예에서는 이러한 포트가 추가됩니다
.CTI_Port2 - DN 4002, CTI_Port3 - DN 4003, CTI_Port4 - DN 4004)

13.

작업 3: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용 Cisco CallManager 사용자 생성

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용 Cisco CallManager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
니다.

User(사용자) > Add a New User(새 사용자 추가)를 선택하여 AutoAttendant에 대한 새 사용자
를 추가합니다.User Information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하고(예: JTAPI) 성 필드에 이름을 입력하고(예: 사용자) 사용자 ID 필
드(예: JTAPIUser)에 사용자 ID를 입력합니다.

2.

사용자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필드에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3.
PIN 및 PIN 확인 필드에 원하는 숫자 PIN(개인 식별 번호)을 입력합니다.4.
Enable CTI Application Use(CTI 애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5.
삽입(Insert)을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사용자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6.



주의: 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용 Cisco CallManager 사용자를 생성할 때 Cisco
CallManager의 새 사용자 추가 페이지에서 CTI 애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Enable CTI Application Use(CTI 애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
면 Cisco CRA Engine에서 Cisco CallManager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Device Associations를 클릭합니다.7.
Select Devices(디바이스 선택)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 목록을 제공합니다.8.
User Information 페이지의 Available Devices 영역에서 Device Name 필드와 연결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

여기에 제공된 예를 사용하려면 이러한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AA_RPCTI_포트
1CTI_포트2CTI_포트3CTI_포트4

10.

기본 내선 번호 없음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11.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Available Devices(사용 가능한 디바이스)가
나열된 User Information(사용자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12.



작업 4:사용자에게 자동 전화 교환 프로필 연결

자동 전화 교환 프로필을 사용자와 연결하려면 자동 전화 교환 프로필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DC 디렉터리의 사용자 구성에 대해 자동 전화 교환 응용 프로그램 프로필이 올바르게 구성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DC 디렉터리의 시스템 프로필 아래에 있는 AA Installed(AA 설치) 플래그
를 True(참)로 설정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디렉터리에 사용자를 추가하면 자동 전화 교환 응용
프로그램 프로필이 표시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 프로필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DC 디렉터리에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
를 완료합니다.

DC Directory Administrator에 연결하고 Directory > Cisco.com > CCN을 선택합니다.1.
system(시스템)Profile(프로파일)을 클릭합니다.오른쪽 패널에서 system(시스템)Profile(프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를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설치 상태 탭으로 이동합니다.AA Installed(설치된 AA) 값이 True(참)로 설정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이 값이 False로 설정된 경우 Modify를 클릭하고 값을 True로 변경합니
다.Apply(적용)를 클릭한 다음 OK(확인)를 클릭합니다.

3.

서비스를 클릭합니다.오른쪽 패널에서 World Wide Web Publishing 서비스를 선택합니다.4.
Restart Servic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5.

작업 5:Cisco Customer Response Application Engine에서 JTAPI 하위 시스템 구성

Cisco CRA 엔진에 JTAPI(Java Telephony API) 하위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CRA 서버에서 시작 > 프로그램 > Cisco CRA 관리자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선택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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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CallManager 관리를 시작합니다.
Subsystems > JTAPI를 선택합니다.2.
JTAPI Provider(s) 필드에 Cisco CallManager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을 입력합니다.참고:
DNS 이름을 구성할 때 DNS 서버를 다른 장애 지점으로 소개하므로 Cisco에서는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자 ID 필드에 작업 3에 정의한 Cisco CallManager 사용자 ID를 입력합니다.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용 Cisco CallManager 사용자(예: JTAPIUser)를 생성합니다.

4.

Password 필드에 이 사용자 ID에 대해 정의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5.
Update(업데이트)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JTAPI 제공자] 페이지
를 표시합니다
.

6.

작업 6:CTI 포트 그룹 추가

Cisco CTI(Telephony Integration) 포트 그룹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JTAPI Configuration(JTAPI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CTI Port Groups(CTI 포트 그룹)를 클
릭합니다.

1.

JTAPI Call Control Group Configuration(JTAPI 통화 제어 그룹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Add a New JTAPI Call Control Group(새 JTAPI 통화 제어 그룹 추가)을 클릭합니다.

2.

Group ID 필드에 고유한 번호(예: 1)를 입력합니다.3.
Associate CTI Ports(CTI 포트 연결)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JTAPI 호출 제어 그룹 구성
]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4.



작업 2에 추가한 모든 CTI 포트를 확인합니다.Cisco CallManager에서 CTI 포트를 추가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이 그룹에 CTI 포트를 할당하십시오. 창을 표시합니다
.

5.

Add(추가)를 클릭하여 연결된 포트를 구성된 CTI 포트 그룹에 추가합니다.6.

작업 7:Cisco 미디어 종료 만들기

Cisco Media Termination을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하위 시스템 > Cisco Media를 선택합니다
.

1.

Add a New CMT Dialog Control Group을 클릭합니다.2.
Group ID 필드에 고유한 번호(예: 1)를 입력합니다.3.
Maximum Number of Channels(최대 채널 수) 필드에 Licensed IVR Ports(라이센스 IVR 포트
)의 일부(또는 전체)를 입력합니다(예: 5).

4.

Add(추가)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Cisco Media Termination Dialog Group
Configuration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

5.

작업 8:새 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 애플리케이션 추가

새 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pplications(애플리케이션) > Configure Applications(애플리케이션 구성)를 선택합니다
.

1.



Application Configuration(애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Add a New Application(새
애플리케이션 추가)을 클릭합니다.

2.

Application Type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Cisco Script Application을 선택합니다.3.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새 응용 프로그램 추가]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4.

이름 필드에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예: AA)을 입력합니다.5.
ID 필드에 고유한 번호(예: 1)를 입력합니다.6.
Maximum Number of Sessions(최대 세션 수) 필드에 Cisco CallManager에 추가한 CTI 포트
수를 입력합니다.제공된 샘플 값을 사용하는 경우 4를 입력합니다.

7.

스크립트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aa.aef를 선택합니다.8.
작업자 연산자가 사용할 전화 내선 번호를 operExtn 필드에 입력합니다(예: 2003).9.

Add(추가)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Cisco Script Application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

10.



Add a New Trigger를 클릭합니다.11.
Trigger Type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JTAPI를 선택합니다.12.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새 트리거 추가 창을 표시합니다
.

13.



CTI Route Point Directory Number(CTI 경로 포인트 디렉토리 번호)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
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화를 걸 경로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14.

언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의 언어를 선택합니다.15.
Maximum Number of Sessions(최대 세션 수) 필드에 Cisco CallManager에 추가한 CTI 포트
수를 입력합니다.제공된 샘플 값을 사용하는 경우 4를 입력합니다.

16.

통화 제어 그룹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작업 5에서 구성한 통화 제어 그룹을 선택합니
다.CTI 포트 그룹을 추가합니다.

17.

기본 대화 그룹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작업 6에서 구성한 기본 대화 상자 그룹을 선택
합니다.Cisco Media Termination을 작성합니다.

18.

Add(추가)를 클릭합니다.이 화면 캡처는 JTAPI Trigger Configuration 창을 표시합니다
.

19.



System > Engine을 선택합니다.20.
Engine Status(엔진 상태)가 Running( 중)임을 나타내고 Subsystems Status(하위 시스템 상태
) 데이터가 IN_SERVICE 나타내면 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가 작동합니다.Cisco
CallManager에 추가한 CTI 경로 지점의 디렉토리 번호를 다이얼하여 Cisco CallManager
AutoAttendant로 전화를 겁니다(작업 1 참조:Cisco CallManager에서 CTI 경로 포인트를 추
가합니다). 제공된 샘플 값을 사용하는 경우 4000을 누릅니다.이 화면 캡처는 [엔진] 페이지
를 표시합니다
.

21.



   

관련 정보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tech/tk652/tsd_technology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sw/voicesw/tsd_products_support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3569222-3545713?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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