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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Bot 릴리스 정보 6.0

IQ Bot 6.0 릴리스 정보에서는 새로운 기능, 향상된 기능 및 버그 수정사항과 이 릴리스에서 해결된 알려진
제한사항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기능

• 학습 인스턴스 학습용 마법사: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문서 그룹 중요도순으로 순차
적으로 Bot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 웹 기반 디자이너: 샘플 문서에서 Bot을 학습시키고, 필드 레이블 및 값을 매핑하며(예: 송장 날짜:
2018/11/30), Bot이 아직 보지 못했던 그룹의 다른 샘플 문서를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 추출 미리보기: 문서 데이터 추출 결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사용자는 학습된 Bot이 사용 사례를 다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 기반 검사기: 문서를  IQ Bot에 업로드하는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를 통해 웹 애플리케이
션에서 보다 빠르고 원할하게 오류 예외를 처리합니다.

• AAE Control Room 11.3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IQ Bot 6.0과 AAE Control Room 11.x가 통합되어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 Control Room 싱글 사인온(SSO) 통합 및 인증: 싱글 사인온(SSO) 기능을 사용하여 AAE Control
Room에 이미 로그인한 경우 IQ Bot 포털을 직접 열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역할 및 권한을 활용하여
AAE Control Room에서 IQ Bot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관리 유틸리티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Bot Store에서 새 도메인을 다운로
드하고 이러한 새 도메인을 IQ Bot으로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 사례의 설치 시간을
줄입니다.

변경된 기능

•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는 관리자 전용이며 관리 탭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검사기에서 자동 수정: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검사기에서 값을 자동 수정하는 기능이 IQ Bot 6.0에서 중
단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대체하는 향상된 기능은 다음 릴리스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버그 수정사항

• 텍스트 분할: 문서의 텍스트를 묶는 파란색 상자는 스테이징 및 프로덕션 환경에서 동일하게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식별 영역(SIR)을 중심으로 생성된 파란색 상자입니다.

업그레이드 고려사항

• AAE Control Room 10.x에서 11.3로 그리고 IQ Bot 5.3에서 6.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에 RabbitMQ 포
트가 충돌합니다. IQ Bot 5.3에서 6.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IQ Bot5.3의 RabbitMQ에서 사용하는 포
트가 AAE Control Room 11.3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11.3에서 동일한 포트로 메시지 큐 사용).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IQ Bot 6.0을 설치한 다음 AAE Control Room 11.3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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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제한사항

• 브라우저 호환성: IQ Bot 6.0은 현재 Chrome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합니다.
• 최소 구성: IQ Bot은 최소 구성인 쿼드 코어 16GB에서는 느리게 작동합니다. 해결 방법: AAE Control

Room 11.3에서 Bot인사이트가 많은 메모리를 소비하고 많은 CPU 사이클을 필요로 하며 IQ Bot을 느리
게 하므로 최적 구성인 옥타 코어 16GB RAM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 HTTPS 설치: AAE Control Room을 IQ Bot과 통합하려면 HTTPS 설치를 위한 추가 수동 단계가 필요합니
다.

• HTTP 및 HTTPS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등록 메시지 누락: Control Room URL 뒤에 /IQBot을 입력하
여 IQ Bot에 액세스할 때 IQ Bot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빈 화면이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https://<Control Room URL/IQBot/입니다. IQ Bot  6.0 아이콘을 클릭하여 IQ
Bot을 실행하면 IQ Bot이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에 등록되어 있
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표시됩니다.

• 도메인 탭 기능: 이 페이지에서는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만 작동합니다.
• 특정 유효성 검사: 특정 유효성 검사의 마이그레이션, 즉 외부 파일을 사용한 목록 유효성 검사 및 IQ Bot

5.3의 공식 유효성 검사는 IQ Bot 6.0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포트 충돌: 일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포트 8200 또는 9002를 사용하는 경우, 포트 충돌이 발생하
고 IQ Bot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IQ Bot 6.0의 새로운 UI를 사용한 IQ Bot 5.3 업그레이드 워크플로우: Bot 학습 및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경험과 속도가 향상됩니다. 설계 흐름 변경으로 인해 IQ Bot 5.3의 몇 가지 설계 기능을 IQ
Bot 6.0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Q Bot의 향후 릴리스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
며 해당 기능을 유사한 형식 또는 보다 향상된 형식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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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Bot 사용

IQ Bot은 전자 문서, 이미지, 이메일 등에 숨겨진 반구조화 데이터나 비구조화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IQ Bot은 컴퓨터 비전과 여러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디지털화하
고 추출합니다.

개요

기존의 자동화는 대다수의 회사 데이터 및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지식 노동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 적합한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서의 경우 형식 변화가 크고 커뮤니케이션(이메일과 인스턴스 메
시지 등)은 그 특성상 많은 부분이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데 도전이 필요합니다.

IQ Bot은 필요하지만 숨겨진 데이터 또는 '다크' 데이터를 찾아내고 변형하도록 인간이 가르칠 수 있는 인지
자동화(cognitive automation)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간의 오류를 제거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IQ Bot은 인간의 수정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적으로 더 똑똑하고 정확해집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합니까?

자동화 태스크를 만들고 구성하며 태스크Bot을 배포하는 사람들은 IQ Bot 학습 인스턴스를 만들고 스테이
징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학습 인스턴스를 배포한 후 예외가 있는 문서를 수정합니다.

서비스 사용자는 자동화 태스크를 생성하고 태스크Bot을 만들고 배포하는 자동화 전문가입니다. 검사기는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문서로부터의 데이터 추출을 수동으로 확인 및/또는 수정하는 사용자 유형
입니다. 이는 IQ Bot의 주요 사용자 역할입니다.

사용자는 다음에 대한 실무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Automation Anywhere Control Room의 일반적인 관리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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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반구조화 및 비구조화 문서 간의 차이점
• 송장 번호, 송장 일자 등의 반구조화 문서 또는 비구조화 문서의 표준 필드
•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의 일반적인 자동화 명령
• 인터넷 정보 서비스
• 웹 서비스 시작 및 중지 방법
• 포트 차단 및 차단 해제 방법

어떻게 운영될까요?

1.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샘플 문서를 업로드하십시오.

2. 문서가 업로드되고 분석되면, 보고서는 어떤 것이 유사하고 함께 그룹화될 수 있는지, 어떤 그룹이 필요
한 모든 필드를 반환할 수 있는지와 어떤 그룹을 사용하여 Bot을 만들고 학습시켜야 하는지와 같이 샘
플 문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3. 샘플 문서가 분석되면, 필요한 필드를 매핑하고 해당 그룹의 문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룹의 문서에 대
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여 Bot을 학습시킵니다. Bot이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면 이 그룹의 일부
로 식별되는 모든 문서가 처리됩니다.

4. Bot을 학습시킨 후, 학습 인스턴스를 프로덕션 준비 상태로 설정한 다음 Bot 명령을 사용하여 처리를 위
해 문서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업로드하십시오.

5. 필드 추출이나 규칙 관련 문제로 인해 직접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서는 사람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6. 이 과정에서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인스턴스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Bot은 도메인 구성을 공유하여 설계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전체 Bot 정확도를 확인할 때 프로덕션 전
학습 단계에서 IQ Bot의 정확도를 높이고 Bot 디자인을 개선합니다. 학습 단계에서 수정하면 나중에 유사한
오류를 방지하도록 학습 시스템을 교육합니다.

기능 및 이점

• 웹 기반 디자이너에서 중요한 순서로 학습 인스턴스를 학습시키기 위해 마법사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
스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 Bot Store에서 새 도메인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도메인 관리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용 사례의 설
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싱글 사인온(SSO) 기능을 사용하여 Control Room에 이미 로그온한 경우 IQ Bot 포털을 직접 열 수 있습
니다.

• IQ Bot 6.0과의 통합의 일환으로 Enterprise 플랫폼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활용합니다.
• 웹 기반 검사기를 사용하여 예외를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 데이터 추출 결과 미리보기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에 제공된 학습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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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해석 및 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 분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하
고 송장, 구매 주문서 및 청구서와 같은 문서 유형 및 형식을 분류합니다.

• 필드 매핑 후 필드 값 자동 감지
• 인간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외 자동 수정 기능
• 신뢰 수준에 따라 예외를 플래그 지정하는 기본 제공 메커니즘
• 교차 필드 매핑 규칙 및 필드 충돌 해결

• 최신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OCR 기술보다 더 정확하게 문서를 디지털화합니다.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25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됩니다.

Related concepts

대시보드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IQ Bot 성능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
내 학습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표 형식으로 모든 학습 인스턴스 및 해당 세부 정보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봇
IQ Bot 포털의 봇 페이지에는 특정 인스턴스의 봇이 나열되며, 여기에서 봇 실행, 상태 변경 또는 IQ Bot 디
자이너 실행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asks

IQ Bot 포털 시작하기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털에 로그인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IQ Bot 및 학습 인스턴
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 및 등록 취소하고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IQ Bot 포털 시작하기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포털에 로그인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IQ Bot 및 학습 인스턴
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IQ Bot이 컨트롤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IQ Bot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SO(Single
Sign-On) 기능도 IQ Bot에 로그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브라우저 창에 IQ Bot URL을 입력합니다. http(s)://IQBotURL/. 또는 다음 URL을 사용하여 IQ
Bot에 액세스합니다. https://ControlRoom-URL/IQBot/.

컨트롤룸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2. 유효한 IQ Bot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사용자가 IQ Bot URL로 리디렉션됩니다. http://IQBoturl로 리디렉션됩니다.

SSO(Single Sign-On) 기능을 사용하면 이미 컨트롤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IQ Bot에 다시 로그인할
필요 없이 IQ Bot 포털을 열 수 있습니다.

Note:  IQ Bot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인증 토큰이 필요합니다. 인증 토큰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 토큰 생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 및 등록 취소하고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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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Q Bot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기 전에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Console 서비스를 다시 시작
하십시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만 IQ Bot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관리자로 Control Room에 로그인하십시오.

Note:  동일한 브라우저 세션에서 이미 Control Room에 로그인한 경우 자동으로 IQ Bot에 로그인됩니
다.

2. 관리 > 설정 > IQ Bot을 클릭하십시오.

3. IQ Bot 섹션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텍스트 상자를 표시하십시오.

4. IQ Bot URL을 입력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5. IQ Bot이 등록되었는지 테스트하려면 올바른 IQ Bot 역할로 IQ Bot 포털에 로그온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실패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십시오.

Related reference

IQ Bot 사용 사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IQ Bot사용 사례, 문제 및 절차를 이 주제에서 설명합니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취소
IQ Bot 설치 제거 및 설치로 인해 IQ Bot URL이 변경되거나 로드 밸런서가 추가될 때 Control Room에서 IQ
Bot을 등록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IQ Bot을 등록 취소하기 전에 IQ Bot 및 Control Room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IQ Bot 및 Control Room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삭제
sysadmin 역할로 Control Room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SQL 쿼리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DELETE FROM [dbo].[APP_USER]
• DELETE FROM [dbo].[USER] WHERE user_type='APP'
• DELETE from dbo.ACTIVEMQ_ACKS
• DELETE from dbo.ACTIVEMQ_MSGS

sysadmin 역할로 IQ Bot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SQL 쿼리를 실행하여 IQ Bot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실
행합니다. DELETE FROM [Configurations].[dbo].[Configurations]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Q Bot을 등록 취소하여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
• IQ Bot을 등록 취소하지 않고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

IQ Bot을 등록 취소하여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

다음은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1. HTTP로 설치된 IQ Bot 및 Control Room을 설치 제거하십시오.

2. Control Room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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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rol Room > 관리 > 일반 설정에 로그인하여 Web Control Room HTTPS URL을 업데이트하십시
오.

4. IQ Bot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5. IQ Bot을 등록 취소하십시오.

6. Control Room의 CA 인증서를 IQBot_INSTALL_DIR/Portal/Keys 위치로 복사하십시오.

7.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IQ Bot 공용 인증서를 Control Room
certmgr로 가져오십시오.

8.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Control Room 공용 인증서를 IQ Bot 키 저
장소로 가져오십시오.

9. 콘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10. Control Room에서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십시오.

IQ Bot을 등록 취소하지 않고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
서 HTTPs로 업그레이드

다음은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다른 옵션입니다.

1. HTTP로 설치된 IQ Bot 및 Control Room을 설치 제거하십시오.

2. Control Room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3. Control Room > 관리 > 일반 설정에 로그인하여 Web Control Room HTTPS URL을 업데이트하십시
오.

4. IQ Bot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5. Control Room의 CA 인증서를 IQBot_INSTALL_DIR/Portal/Keys 위치로 복사하십시오.

6.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IQ Bot 공용 인증서를 Control Room
certmgr로 가져오십시오.

7.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Control Room 공용 인증서를 IQ
Bot 키 저장소로 가져오십시오.

8.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십시오.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지 못하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Control Room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Control Room > 관리 > 일반 설정에 로그인하여 Control
Room HTTPs URL을 업데이트하십시오.

2. 콘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3. Control Room에서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다시 등록하십시오.

인증 토큰 생성
IQ Bot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토큰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인증 토큰을 생성합니다.

인증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POST 요청의 본문에 사용자 크리덴셜을 전달합니다.

HTTP POST URL: http://localhost:8100/authentication Request Headers:
 Content-Type=application/json POST Payload: {"username": "{{Username}}",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10



    Automation Anywhere - IQ Bot 사용

 "password": "{{Password}}"} Response Payload (on success): none Response
 Payload (on error): Default Error Response

성공적인 응답

상태: 200 OK

200 OK 상태는 인증 토큰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
IQ Bot URL에서 HTTP 및 HTTPS를 사용하여 IQ Bot 포털에 액세스하도록 HTTP 및 HTTPS로 IQ Bot을 구성
합니다.

HTTPS 및 HTTP로 IQ Bot 구성

선행조건:

다음 인증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 PFX 파일
• Control Room의 CA 번들 인증서(모든 중간 인증서 정보 포함)
• Control Room의 공용 인증서

Note:  HTTPS로 Control Room 또는 IQ Bot을 설치한 경우 IQ Bot을 등록하기 전에 HTTPS로 IQ Bot을 구
성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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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로 Control Room이 구성된 경우 HTTPS로 IQ Bot 구성

HTTPS로 IQ Bot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설치 중에 HTTPS 구성으로 PFX 파일을 사용하여 IQ Bot을 설치하십시오.
• IQ Bot 설치 후 Control Room의 번들 인증서를 IQ Bot 포털 폴더에 넣으십시오. 폴더 위치: C:

\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Portal\keys

참고: 파일 이름은 Ca.crt여야 합니다.
• 관리자 모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Q Bot의 키 저장소에 인증서를 추가하십시오. "JRE

 location" -import -alias cr -keystore "cacerts location of iq bot" -file
 "public certificate file"

• 예: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bin
\keytool.exe" -import -alias cr -keystore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lib\security\cacerts" -file "C:
\Certificate\Publiccertificate.crt

참고: 이는 Control Room의 공용 인증서입니다.

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 가져오기

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AAE 설치 경로(예: C:\Program Files\Automation Anywhere\Enterprise)에서 관리자 모드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jre\bin\java -jar certmgr.jar -appDir "C:\Program Files
\Automation Anywhere\Enterprise" -importTrustCert "C:\Certificate\Ca.crt"

Note:  이는 IQ Bot 인증서입니다.

HTTP로 Control Room이 구성된 경우 HTTPS로 IQ Bot 구성

HTTPS로 IQ Bot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설치 중에 HTTPS 구성으로 PFX 파일을 사용하여 IQ Bot을 설치하십시오.

IQ Bot 설치 후 Control Room의 번들 인증서를 IQ Bot 포털 폴더로 복사하십시오. <Installation Dir
 of IQ Bot>\Portal\keys.

Note:  파일 이름은 Ca.crt여야 합니다.

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 가져오기

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AE 설치 경로(예: <Control Room의 설치 디렉토리>)에서 관리자 모드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예:

jre\bin\java -jar certmgr.jar -appDir "C:\Program Files\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importTrustCert "C:\Certificate\Ca.crt"

Note:  이는 IQ Bot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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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로 Control Room이 구성된 경우 HTTP로 IQ Bot 구성

HTTP로 IQ Bot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IQ Bot 설치 후 Control Room의 번들 인증서를 IQ Bot 포털 폴더로 복사하십시오. <IQ Bot의 설치
 디렉토리>\Portal\keys.

Note:  참고: 파일 이름은 Ca.crt여야 합니다.

2. 관리자 모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Q Bot의 키 저장소에 인증서를 추가하십시오. "JRE
 location" -import -alias cr -keystore "cacerts location of iq bot" -file
 "public certificate file".

예: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bin
\keytool.exe" -import -alias cr -keystore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lib\security\cacerts" -
file "C:\Certificate\Publiccertificate.crt"

Note:  이는 Control Room의 공용 인증서입니다.

대시보드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IQ Bot 성능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면 보고서가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는 성능 보고서를 그래픽으로 요약하고 문서 분
류, STP(straight-through processing), 정확도 및 인적 유효성 검사와 같은 문서 처리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학습 인스턴스에 대한 작업을 알려주므로 주의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IQ Bot 포털 대시보드는 My Totals와 My Learning Instances라는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My Totals 영역

이 대시보드 영역은 프로덕션 환경에서 모든 학습 인스턴스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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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otals 영역에서 학습 인스턴스에 대한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처리된 파일: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 프로덕션 환경에서 업로드된 파일의 총 개수입니다.
• 직접 연속 처리(STP): 업로드된 파일 중 수동 개입 없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파일의 비율입니다.
• 정확도: 필드 정확도, 즉 정확하게 식별된(광학 문자 인식 신뢰도 수준이 사용자가 설정한 신뢰도 임계값
을 초과한) 필드 값의 비율입니다.

My Learning Instances 영역

이 대시보드 영역은 스테이징 및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모든 학습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
• 문서의 도메인 또는 유형(예: 송장 또는 영수증).
• 학습 인스턴스 내 문서 수.
• 교육된 문서의 비율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래픽 표시.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위 정보 이외에 다음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 처리된 파일 수.
• STP(직접 연속 처리), 즉 수동 개입 없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파일의 비율
• 필드 정확도(%).

성능 보고서 페이지

성능 보고서 페이지에는 생산 환경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성능 보고서 페이지를 보려면 생산
환경 인스턴스의 생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에 이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Note: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 학습 인스턴스에서는 성능 보고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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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보고서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는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 교육된 봇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Cathy는 10개의 문서를 업로드했으며 학습 인스턴스를 위해 3개의 봇(Bot1, Bot2 및 Bot3)을 생성했습니
다. 이 중 3개 문서는 Bot1의 일부이고 4개 문서는 Bot2의 일부이며 나머지 3개 문서는 Bot3의 일부입니다.
Cathy가 Bot1을 생산 환경으로 설정하면 라벨에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 교육된 봇의 비율이 33%로 표시됩니
다. 이는 업로드 된 10건 중 3건의 문서(Bot1)가 교육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스턴스 합계 및 처리 결과

인스턴스 합계 및 처리 결과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 인스턴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 학습 인스턴스에 업로드된 파일 수(즉 업로드되어 처리해야 할 파일의 총 수).
• 학습 인스턴스에서 처리된 파일 수(즉 봇에 의해 처리된 파일의 수).
• 인스턴스에서 성공적으로 처리된 파일 수(즉 인간 개입 없이 봇이 성공적으로 처리한 파일).
• 학습 인스턴스의 유효성 검사에 전송된 파일 수(즉 검토를 위해 인간 개입이 필요한 하나 이상의 오류가
표시된 파일).

• 인스턴스에서 검증된 파일 수(즉 인간이 검토하여 저장한 파일의 수).
• 학습 인스턴스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파일 수(즉 인간이 검토하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
시한 파일의 수).

분류 결과

Classification 영역은 그래픽 방식으로 식별된 필드 유형에 대한 통계적 표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Invoice number 필드는 학습 인스턴스용 문서의 60%에서 성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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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결과

Accuracy 영역은 그래픽 방식으로 식별된 필드 유형의 정확도에 대한 통계적 표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Invoice number 필드는 학습 인스턴스용 문서의 80% 이상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유효성 검사 결과

Validation 영역은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문서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프로세스에서 개별 필드에 대한 수정 사항의 통계적 표현. 예를 들어 다음 그
림에서 Invoice Number 필드의 약 2%가 수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 그룹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소요된 평균 시간의 통계적 표현.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Group_26 그
룹의 문서를 수정하는 데 약 6.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
내 학습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표 형식으로 모든 학습 인스턴스 및 해당 세부 정보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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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인스턴스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요약

 탭에서 모든 학습 인스턴스 및 해당 세부 정보의 요약을 봅
니다. 그룹 탭에는 문서가 분류되는 학습 인스턴스 그룹이 표시됩니다.

인스턴스 표에는 각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 생성된 다음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Note:  학습 인스턴스가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 경우 교육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학습 인스턴스가 생산
환경에 있는 경우 생산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 인스턴스 이름: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입니다.
• IQ Bot 수: 학습 인스턴스에 생성된  IQ Bot의 수입니다.
• 파일 수: 인스턴스에 업로드된 파일/문서의 수입니다.
• 정확도 %: 학습 인스턴스의 모든 봇에서 정확하게 식별된 필드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 교육 %: 봇에 의해 교육된 파일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 작업 버튼: 학습 인스턴스의 환경을 생산에서 스테이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 세부 정보 보기 아이콘: 요약 탭을 열어 학습 인스턴스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Validator 실행 아이콘: 봇이 자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Validator 창을 시작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유효성 검사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1. IQ Bot에 처음 로그인할 경우 현재 학습 인스턴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금 만들기 버튼
을 클릭하여 첫 번째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2. 이전 버전의 IQ Bot(예: 버전 5.2 또는 5.3)에서 생성한 봇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버전을 제거한 후 IQ
Bot 버전 6.0을 설치한 경우, 이전 IQ Bot 버전에서 생성한 모든 봇이 업데이트된 IQ Bot 버전에 표시됩
니다.

Related reference

학습 인스턴스: View Details 페이지

요약 탭

그룹 탭

학습 인스턴스 워크플로
Learning Instances 페이지에서 수행된 작업

학습 인스턴스에 문서 업로드

학습 인스턴스에서 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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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인스턴스: View Details 페이지

Learning Instances 페이지에서 View Details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Learning Instances 세부사
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Learning Instance Name] > View Details 는 다음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 Summary 탭
• Groups 탭

Related reference

요약 탭

그룹 탭

요약 탭

학습 인스턴스의 요약을 보려면 인스턴스 테이블에서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을 클릭합니다(다음 스크린샷
참조).

학습 인스턴스 영역에는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이 현재 환경을 표시하는 라벨과 함께 표시됩니다.

일반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환경: 학습 인스턴스가 스테이징 또는 생산 환경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 도메인: 학습 인스턴스의 도메인입니다(예: 송장, 구매 주문, 클레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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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학습 인스턴스의 기본 언어입니다(예: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 최종 수정일: 학습 인스턴스를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입니다.

스테이징 결과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검색된 그룹: 학습 인스턴스에서 발견된 그룹의 수입니다.
• 테스트된 파일: 테스트된 파일의 수입니다(단위: %).
• 생성된 봇: 학습 인스턴스에서 생성된 봇의 수입니다.
• 성공: 스테이징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된 파일의 수입니다.
• 분류되지 않은 문서: 분류되지 않은 문서의 수입니다.
• 실패: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된 파일의 수입니다.
• 정확도: 학습 인스턴스에서 오류로 표시되지 않은 정확한 필드의 백분율입니다.
• STP: 자동화율(STP)은 업로드된 파일 중 수동 개입 없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파일의 백분율입니다.

생산 결과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검색된 그룹: 스테이징 환경에서 발견된 그룹의 수입니다.
• 처리된 파일: 학습 인스턴스의 생산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처리된 문서의 수입니다(단위: %).
• 생산 중인 봇 수: 생산 환경으로 보내진 봇의 수입니다.
• 성공: 학습 인스턴스의 생산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처리된 봇의 수입니다.
• 분류되지 않은 문서: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의 수입니다.
• Invalid: 인간이 데이터 추출을 검토하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한 생산 문서의 수입니다.
• 대기 중인 검토: 검토 대기 중인 파일의 수입니다.
• 정확도: 학습 인스턴스의 조합된 OCR 정확도를 %로 표시합니다. 이 값은 각 봇 처리를 기반으로 계산됩
니다.

• STP: 자동화율(STP)은 업로드된 파일 중 수동 개입 없이 성공적으로 처리된 파일의 백분율입니다.

그룹 탭

그룹 탭에는 학습 인스턴스의 문서 분류 그룹의 목록이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면 파일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분류 그룹이
라고 합니다.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 다음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름: 그룹의 이름입니다.
• 현재 사용자: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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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파일 수:그룹에 포함된 파일의 수입니다.
• 교육 성공: 봇이 스테이징 상태일 때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교육 처리되지 않음: 그룹에서 처리되지 않은(또는 분류되지 않은) 문서의 수입니다.

Note:  생산 문서가 새 그룹으로 이어지고 이 새 그룹에 스테이징 환경의 문서가 없는 독특한 경우입니
다.

• 생산 파일 수: 그룹에서 생산 환경에 있는 파일의 수.
• 생산 완료: 성공적으로 생산 환경으로 처리된 파일의 수.
• 생산 처리되지 않음: 생산 환경으로 처리되지 않은(또는 분류되지 않은) 문서의 수입니다.
• 우선순위: 그룹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사용하여 어느 분류 그룹이 더 중요한지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해당 그룹의 봇을 먼저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문서 수와 각 문서에서 발견되는 필드
의 백분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우선순위 값을 사용하여 분류됩니다.

Tip:  마우스를 우선 순위 열의 항목으로 가져가면 해당 그룹으로 분류된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필드의 개
별 백분율의 요약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Q Bot: 봇을 생성하고 교육하거나 그룹의 기존 봇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 워크플로

학습 인스턴스의 워크플로는 스테이징 및 생산이라는 두 가지 환경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 concepts

스테이징 환경
스테이징은 IQ Bot 포털 워크플로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모 환경입니다.

Related reference

프로덕션 환경

스테이징 환경

스테이징은 IQ Bot 포털 워크플로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모 환경입니다.

스테이징을 사용하면 생산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정확성을 테스트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이징 환
경의 데이터는 생산 대시보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징 환경의 기본 목적입니다.

• 실제로 봇을 실행하기 전에 개요를 제공하여 교육을 생산 환경에 커밋하기 전에 봇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
합니다.

• 생산 환경의 보고 데이터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고 데이터를 작업 영역(스테이징 환경)에 저장합니다.

스테이징 환경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분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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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학습 인스턴스 생성 시 업로드된 샘플 문서가 분석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유
사성을 기반으로 별도 그룹으로 묶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을 식별하여 봇 생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중요성은 문서의 수뿐만 아니라 정의된 필드와 문서의 품질을 검색하는 시스템의 기
능에 기반합니다.

• 봇 설계/생성

인스턴스 생성 시 정의된 필드를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그룹에 대한 봇을 설계합니다.
• 봇 교육

각 봇은 단일 문서에 대해 교육을 받고 동일한 그룹의 다른 문서에서 평가됩니다. 문서 세트에서 올바른
필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봇을 교육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샘플 문서에 대해 봇을 실행하여 교육이 효과
적인지 판단할 STP 및 정확성을 측정합니다.

• 봇을 생산 단계로 전환

(대상 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생성된) 필요한 봇에 만족하고 이제 학습 인스턴스가 더 큰 규모의 실제 문서
세트를 처리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학습 인스턴스를 생산 환경으로 전환합니다.

프로덕션 환경

이 환경은 봇으로부터 실제 비즈니스 문서가 업로드된 상태에서 학습 인스턴스가 작동하도록 설정된 라이브
환경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에서 IQ Bot으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2. IQ Bot이 문서를 처리합니다. 그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처리 또는 분류되지 않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인간 작업자가 자동으로 오류 예외 플래그가 지정된 문서를 검증하거나 해당 문서를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하고 나중에 출력을 CSV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인간 작업자는 자동화 프로세스의 다음 부분에서 IQ Bot의 구조화된 CSV 출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earning Instances 페이지에서 수행된 작업

Learning Instances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 생성
• 학습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 보기
• 학습 인스턴스 교육
• 학습 인스턴스 편집
• 학습 인스턴스 삭제
• 봇 생성 및 편집
• 학습 인스턴스를 스테이징 상태에서 프로덕션 상태로 설정
• 학습 인스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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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ference

학습 인스턴스 생성

학습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 보기

학습 인스턴스 학습

학습 인스턴스 편집

학습 인스턴스 삭제

학습 인스턴스 요약 탭을 통해 봇 생성 및 편집

학습 인스턴스를 스테이징 상태에서 생산 상태로 설정

학습 인스턴스 검색

학습 인스턴스 생성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새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새 학습 인스턴스 생성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 새 학습 인스턴스 생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인스턴스 이름: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설명(선택 사항): 학습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도메인: 문서 유형(송장, 청구서, 구매 주문서, 청구 명세서, 계약서, 자동차 보험 청구서, 건강 보험
청구서(1500), 건강 보험 청구서(UB04) 및 기타)을 선택합니다. 문서 유형을 선택하면, 문서에 대해
사전 정의된 양식 필드 및 테이블 필드 세트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송장 옵션이 선
택되고 송장의 표준 양식과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 파일 업로드 원본: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인스턴스를 분류하고 학습하려는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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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최대 150MB 크기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
를 만든 후에도 다른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의 기본 언어: 드롭다운 메뉴에서 학습 인스턴스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Note:  IQ Bot 포털의 다중 언어 별칭이 템플릿으로 제공됩니다. 설치 시 분류 체계에 더 많은 별명을
추가하려면 사용자의 스펙에 따라 사용자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팀에 문의하십시오.

표준 양식 필드 및 표준 테이블 필드 섹션에서 이러한 표준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필드를 추가하려면 기타 필드(선택 사항)에 필드 이름을 입력하고 양식으로 추가 버튼 또는 테이블
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Note:  기타 필드(선택 사항) 필드에 필드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 다음 명명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필드 이름은 영문자(A-Z 및 a-z)으로만 시작해야 합니다.
• 필드 이름은 숫자, 영문자 및 공백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필드 이름은 공백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Note:  사용자 지정 필드를 통해 중복 필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4. 인스턴스 생성 및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십시오. 시스템은 학습 인스턴스를 분
석하고 학습 인스턴스 > 요약 탭에 세부사항을 표시합니다. 다음 단계는 방금 만든 학습 인스턴스의 학
습을 시작합니다.

Tip:  TIFF, JPG 및 PNG 파일과 같은 이미지 형식 외에도 분류 및 분석을 위해 PDF, 벡터, 래스터 및 하이브
리드(벡터 및 래스터)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분석할 때 시스템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문서 분류
• 의미 해석
• 별칭 학습
• 패턴 인식
• 데이터 추출

Note:  학습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필드를 추가, 제거할 수는 없지만 필드의 상태를 필수 또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즉시 스테이지 환경에 들어가고 세부사항 보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IQ
Bot을 학습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 보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Learning Instance 화면에서 학습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를 봅니다.

• 학습 인스턴스를 클릭하여 Summary 탭에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선택한 학습 인스턴스 옆의 View Instance details 아이콘을 클릭하여 Summary 탭에 세부 정보를 표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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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인스턴스 학습

봇 교육을 시작하여 학습 인스턴스 내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추출하려면 Start Train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IQ Bot Designer가 교육할 각 문서 그룹을 중요도 순으로 표시합니다.

왼쪽의 교육 영역에서 필드를 클릭하면 매핑된 필드 및 해당 값이 표시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표시되는 문서
에서 필드 및 해당 값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에서 강조 표시된 필드에 이것이 표시되어 있습
니다.

매핑된 필드 값이 비어 있지 않은 경우 Designer가 트레이닝 영역의 매핑된 필드 옆에 녹색 확인란을 표시합
니다.

학습 인스턴스 편집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설명을 변경하거나 추가 교육 문서를 학습 인스턴스에 추가하거나 추출을 위해
추가 필드를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Note: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 학습 인스턴스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생산 환경에 있는 인스턴스를 편집하려
면 먼저 학습 인스턴스를 스테이징 환경으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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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하려면:

1.
학습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원하는 학습 인스턴스를 클릭하거나 
인스턴스

 
세부

 
정보

 
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세부 정보 보기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설명 필드를 편집합니다(선택 사항).

4.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 교육 문서를 선택합니다(선택 사항).

5. 추출을 위해 학습 인스턴스에 추가할 추가 필드/테이블 열을 선택합니다(선택 사항).

6. 완료되면 저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필드/테이블 열이 추가된 경우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예, 필드를 추가합니다.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교육 문서(있는 경우)가 기존 학습 인스턴스로 업로드되
고, 분석되고, 분류되고, 추가됩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성공적으로 편집하여 추출할 추가 필드를 추가하면 모든 봇에서 이러한 필드를 옵션 필드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를 성공적으로 추출하려면 로봇을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학습 인스턴스의 문서 분류는 새로 추가된 필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하는 동안 생성되는 오류는 학습 인스턴스 편집 시 생성되는 오류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학습 인스턴스 삭제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학습 인스턴스 페이지를 사용하여 세부 정보 보기 페이지에서 학습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Note:  생산 환경에 있는 학습 인스턴스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1.
학습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을 클릭하거나 
인스턴스

 
세부

 
정보

 
보기

 아이콘 을
클릭하여 요약 탭을 표시합니다.

2. 상세 페이지에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학습 인스턴스를 삭제하려면 인스턴스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필드에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을 입력하고 이해했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Important:

학습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 학습 인스턴스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복원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된 봇이 모두 삭제되고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삭제된 학습 인스턴스와 비슷한 이름으로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학습 인스턴스 요약 탭을 통해 봇 생성 및 편집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Learning Instances 페이지의 View Details 페이지에서 학습 인스턴스에 대한
Bot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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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arning Instance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My Learning Instances 페이지에서 인스턴스 또는 View Instance Details 아이콘을 클릭하여 Summary
및 Groups 탭에서 인스턴스 세부사항을 표시합니다.

2. 세부사항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Start Training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 인스턴스에 대한 학습을 시작합니다.
•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학습 인스턴스의 문서 그룹에 대한 Bot을 편집합니다.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면 추가 문서를 업로드하고 추가 표준 양식 및 테이블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art Training 버튼을 클릭하면 Designer 창이 열리고 Bot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스테이징 상태에서 생산 상태로 설정

관련 학습 인스턴스를 생산 환경으로 이동하려면 Set instance to production 토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생산 환경으로 이동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하려면 Yes, send to
production을 클릭합니다.

학습 인스턴스를 생산으로 설정하면 학습 인스턴스 이름 옆에 Production 라벨이 표시됩니다.

Tip:  또한 My Learning Instances 페이지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생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 검색

Learning Instance 페이지의 Search영역에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학습 인스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필드
• 환경
• 인스턴스 이름

학습 인스턴스를 검색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Search 영역의 All Fields 드롭다운(All Fields, Environment, Instance Name)에서 원하는 필드를 선택합
니다.

2. Search 필드에서 검색하려는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Enter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는 Instances 영역에 표시됩니다.

학습 인스턴스에 문서 업로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문서를 IQ Bot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학습 인스턴스 생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스테이징 환경에서 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할 때. 학습 인스턴스 편집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생산 환경에서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클라이언트의 IQ Bot Lite Command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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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문서 업로드

1.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클라이언트 창에서 파일 >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자동화 대화 상자
를 표시합니다.

2. 워크벤치를 클릭하여 창을 표시합니다.

3. 명령 패널에서 IQ Bot 명령을 선택하고 끌어다 놓기를 사용하여 태스크 작업 목록 패널로 이동합니다.
IQ Bot 업로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4. IQ Bot 업로드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름: 문서를 업로드할 학습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 파일 경로: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하여 업로드할 학습 인스턴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 출력 경로 영역에 학습 인스턴스 파일 이름 및 경로가 채워집니다.

• 성공: IQ Bot 서버가 성공적으로 추출된 csv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경
로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 Invalid: IQ Bot 서버가 유효하지 않은 소스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
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명령이 태스크 작업 목록 패널에 추가됩니다.

Tip:  폴더에서 여러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폴더의 각 파일 루프 명령을 IQ Bot 명령과 함께 사용하여 태
스크 작업 목록 패널에 추가합니다. 이 작업의 예는 다음 단원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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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lated reference

폴더의 여러 파일을 학습 인스턴스에 업로드

폴더의 여러 파일을 학습 인스턴스에 업로드

다음 예에서는 IQ Bot 명령을 폴더의 각 파일 루프 명령과 함께 사용하여 로컬 폴더의 여러 문서를 IQ Bot 서
버로 업로드합니다.

1. 끌어다 놓기를 사용하여 IQ Bot 명령을 명령 목록에서 태스크 작업 목록 패널로 이동합니다. IQ Bot 대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 문서를 업로드할 학습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IQ Bot 명령이 태스크 작업 목록 패널에 추가됩니다.

4. 소스 파일의 경우 파일 경로를 탐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urrentDirectory$\$FileName$.$Extension$.

Tip:  확장 매개변수를 정의하려면 변수 관리자를 사용하십시오.

5. 끌어다 놓기를 사용하여 폴더의 각 파일 루프 명령을 태스크 작업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루프 대화 상자
가 표시됩니다.

6.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루프 명령이 태스크 작
업 목록 패널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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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ndows 시스템에서 파일 경로 필드에서 기존 파일 경로를 삭제하고 F2 및 Fn 버튼을 누릅니다. 변수
삽입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학습 인스턴스에서 문서 다운로드

학습 인스턴스에 문서를 업로드한 후 일부 파일은 처리되고 다른 파일은 성공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
서가 처리되었지만 인간의 검토를 위해 Validator로 들어갈 경우, 해당 문서 디지털화 및 추출을 Invalid로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학습 인스턴스에서 이러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IQ
Bot 대화 상자의 Success 및 Invalid 라벨에 표시된 경로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작업 편집기의 변수와 같은 시나리오에 복사된 출력 경로를 사용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 <OutputPath>\Learning Instance Name>\Success

Invalid: <OutputPath>\Learning Instance Name>\Invalid

기본 경로: C:\Users\Public\Documents\Automation Anywhere IQBot Platform\Output

Note:  문서의 처리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폴더가 출력 경로에 생성됩니다.

• Not Processed: 연결된 봇이 없는 그룹에 속하는 파일은 Not Processed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nclassified: (다양한 이유로) 분류되지 않은 파일은 Unclassified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 reference

TaskBot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디지털화된 문서 읽기

TaskBot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디지털화된 문서 읽기

다음 예에서는 CSV/텍스트에서 읽기 명령을 루프 명령과 함께 사용하여 IQ Bot 성공 경로로부터 디지털화
된 문서(csv 형식)를 읽습니다. (다양한 IQ Bot 플랫폼 출력 경로는 이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클라이언트 편집기 UI의 명령 목록에서 CSV/텍스트에서 읽기 명령을
태스크 작업 목록 패널로 끌어다 놓습니다.

2.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파일 선택: 읽을 파일을 선택합니다.

b. 구분 기호, 머리글 및 자르기 모드: 적절히 선택합니다.

3. 인코딩: 다른 외국어의 모든 특수 문자가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하려면 UTF-8 인코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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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명령이 태스크 작업 목록 패널에 추가됩니다.

4. $Filedata Column$ 변수를 사용하여 추출할 CSV 명령을 지정합니다.

예:

$Filedata Column(1)$는 첫 번째 열의 값을 반환합니다.

$Filedata Column(2)$는 두 번째 열의 값을 반환합니다.

루프는 CSV 파일의 각 레코드를 반복하여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값을 반환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들 값
을 사용하여 추가 자동화를 수행합니다.

Note:  이전 IQ Bot 버전에서 IQ Bot 6.0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TaskBot을 사용하여 출력 CSV를 읽는 경우
TaskBot의 "CSV에서 읽기 명령"에서 인코딩을 "UTF-8"로 변경해야 합니다.

봇
IQ Bot 포털의 봇 페이지에는 특정 인스턴스의 봇이 나열되며, 여기에서 봇 실행, 상태 변경 또는 IQ Bot 디
자이너 실행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관리자는 인스턴스에서 생성된 모든 봇의 진행 상황 및 상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담당자가 봇의 상태를 스테이징 환경에서 생산 환경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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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표에는 각 봇 그룹에 대해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 봇: 봇의 그룹.

Tip:  봇 열 제목을 클릭하면 이 열의 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 인스턴스: 이 봇이 속한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

Tip:  인스턴스 열 제목을 클릭하면 이 열의 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 상태: 봇의 상태 – 활성, 교육 또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Tip:  상태 열 제목을 클릭하면 이 열의 항목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 성공: 문서 그룹의 교육 성공을 나타냅니다.
• 유효성 검사:  유효성이 검사된 문서 수를 표시합니다.
• 작업: 봇 페이지에서 봇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설명

봇을 스테이징 환경에서 생산 환경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보내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31



    Automation Anywhere - IQ Bot 사용

아이콘 설명

사용 가능한 모든 스테이징 문서에 대해 봇을
테스트하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Note:  봇이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 경우에만
봇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봇 테스트:

• 해당 봇이 제공된 교육을 기반으로 원하는
정확도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범주/그룹에 연결된 모든 샘플 문서에 대
해 실행하고 문서 및 필드 정확도를 벤치마킹
합니다.

Note:

업데이트된 문서 및 필드 정확도를 확인하려
면 봇 페이지를 클릭하고 봇의 이름을 클릭합
니다. 업데이트된 문서 및 필드 정확도가 봇 세
부 정보 영역에 표시됩니다.

IQ Bot 디자이너를 시작하고 봇을 편집하려
면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Q
Bot 디자이너를 참조하십시오.

디자이너에서 교육 시작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표시된 문서 클래스에 표준 필드와 테이블 필드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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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Bot 디자이너를 열고 봇을 교육하려면 학습 인스턴스 상세 페이지에서 교육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디자
이너 창을 표시합니다.

Note:  스테이징 환경에서만 봇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창이 매핑된 필드가 있는 로드된 문서와 함께 표시됩니다.

디자이너 보기는 다음 형식으로 문서 클래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 그룹 이름 > 문서 클래스 이름 [파일 이름].

오른쪽 창에는 교육이 필요한 문서가 표시되고 왼쪽 창에는 새로 추가된 문서 클래스의 필드 및 테이블 머리
글이 있는 교육 패널이 표시됩니다. 가운데 창에는 자동 매핑된 값이 표시되어 매핑된 값을 선택/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디자이너 창입니다.

Note:  디자이너에서 20분 동안 아무 활동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로그아웃되고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언제든지 한 봇에 한 사용자가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봇이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 중이면 '봇 열기' 옵션
이 비활성화됩니다. 디자이너는 잠금 해제된 봇의 문서에만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Tip:  문서 이름이 너무 길면 마우스를 부분 이름 위로 가져가십시오. 문서의 전체 이름이 도구 팁으로 표시
됩니다.

문서 창 하단에 있는 확대, 축소 또는 화면에 맞추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교육에서 문서의 표시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매김 화살표를 사용하여 문서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asks

선택한 매핑 영역 크기 조정

Related reference

디자이너의 왼쪽 패널

문서 그룹 매핑

필드 매핑

테이블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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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
IQ Bot Designer를 사용하여 사전 정의된 매개변수 세트에 대해 필드 및/또는 테이블 열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디지털화 프로세스 중에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출된 데이터 미리보기

여러 문서 그룹의 공통 필드
Next Group(다음 그룹)

디자이너의 왼쪽 패널

왼쪽 패널에는 자동 매핑된 필드/테이블 열과 함께 자동으로 로드되는 기본 문서가 표시되며, 여기에서 필드
를 편집하고 봇에 테이블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널에 이름, 형식 및 요구 사항을 보여주는 필드
목록 머리글도 표시됩니다.

Note:  기본적으로 필드 패널이 왼쪽 창에서 선택됩니다.

디자인 창에서 필드를 클릭하면 교육 창에 선택한 필드와 문서에서의 필드 값이 표시됩니다. 매핑이 올바른

경우 패널 상단에 녹색 확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리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문서에서 SIR(시스템 식별
영역)로 적절한 값을 선택/재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파란색 상자 텍스트 세그먼트[SIR(시스템 식별
영역)]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서 추출할 열과 테이블을 추가하고 정의하여 봇의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에서 테이
블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 필드를 이동하여 추출을 교육합니다.
• 추출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여러 테이블과 추출된 값을 봅니다.

Note:  자동 매핑의 범위는 해당 학습 인스턴스의 기본 도메인과 관련된 분류 심도뿐 아니라 필드의 OCR 품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의사 결정 논리 및 텍스트(다른 알고리즘과 충돌하지 않음. 예: 합계
가 두 번 발생할 경우 서로 충돌 할 수 있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선택한 매핑 영역 크기 조정

1. Designer에서 교육 문서의 파란색 상자 세그먼트를 필드 값으로 선택합니다.

상단에서 동일한 크기의 상자가 강조 표시되고 경계 핸들이 생깁니다.

2. 이들 경계 핸들을 수평, 수직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끌어 선택한 영역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3. 선택한 영역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려면 선택한 영역을 세그먼트 상자보다 크게 만듭니다.

4. 선택한 영역을 교육 문서의 파란색 상자 세그먼트보다 크게 만듭니다.

선택한 영역의 크기는 이후 해당 그룹의 다른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5. 선택한 영역을 세그먼트 상자보다 작게 만듭니다.

선택한 영역이 세그먼트 상자에 닿으면 해당 세그먼트 상자의 전체 값이 추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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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그룹 매핑

문서 클래스가 추가되면 학습 인스턴스 생성 시 정의된 필드/테이블 열을 사용하여 문서 클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1. 문서에서 SIR을 선택합니다. Date 필드(문서의 SIR)를 클릭하면 Inspection 창에 미리보기가 표시됩니
다.

2. 유형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매핑 유형(Field 또는 Table Column)을 선택합니다.

필드 매핑

SIR을 필드로 매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선택된 SIR에 대해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2.
라벨

 및 
값

 필드 옆에 있는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라벨 및 값 주위로 직사각형을 그려 필드 라벨
과 필드 값을 별도로 매핑합니다. 값은 유효성 검사 창에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Note:  매핑된 필드에 여러 SIR(시스템 식별 영역)이 있는 경우 SIR 중 하나를 선택하고 라벨 필드에 전
체 키워드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송장"과 "번호" 두 개의 SIR이 있는 경우 라벨 필드에 전체 키워드
"송장 번호"를 추가하십시오.

3. 저장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Note:  수락하고 필드의 값 영역을 자동으로 검색하면 해당 값은 필드에 따라 변동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문서 유형에서 필드 값이 다른 위치에 나타나더라도 해당 값이 감지됩니다.

4. 유효성 검사 옵션을 클릭하여 일련의 미리 정의된 매개 변수에 대해 필드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Note:  유효성 검사의 경우 문서 그룹을 매핑할 때 시작 값, 끝 값 및 패턴 필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필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인 경우 목록 유효성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Note: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정의한 모든 필수 필드 및 테이블 열을 매핑해야 합니다. 필수 필드
중 하나라도 매핑되지 않으면 문서 클래스 옆에 확인 아이콘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은 모든
필수 필드 및 테이블 열을 매핑할 때까지 계속 표시됩니다.

테이블 매핑

SIR을 테이블로 매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문서 클래스의 테이블에서 선택한 SIR에 대해 테이블 열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테이블에 있는 SIR의 몇
가지 예는 설명, 단가, 수량 및 금액과 같습니다.

2. 드롭다운에서 선택한 영역의 테이블 이름과 열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3. 매핑 옵션에서 레이블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4. 선택을 클릭하면 선택한 테이블 열의 머리글을 매핑하여 문서의 SIR로 식별합니다.

5. 설계를 정의하는 동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유효성 검사 옵션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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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유효성 검사에 대해, 문서 클래스 매핑 중에 시작/끝 항목과 패턴만 입력하십시오.

6. 저장을 클릭하여 값을 확인하십시오.

테이블 열 매핑이 완료되면 문서에서 선택한 SIR 영역이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쉽게 식별됩니다. 테이블
열을 매핑한 후 테이블에 대한 참조 열과 바닥글을 할당합니다.

참조 열은 자동으로 감지되어 디자이너 창의 검사 패널(오른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열에 여러 줄이 포
함되어 있지 않거나 비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열은 이 열을 참조하여 추출됩니다. 참조 열에 5개의 행이 있으면 사용자는 최대 5개의 행을 다른 열에
서 추출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닥글은 테이블의 마지막 위치입니다. 테이블이 끝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필드의 이름을 입력하십
시오. 이러한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총계 등

참조 열과 바닥글을 할당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왼쪽 패널에서 참조 열을 할당할 테이블을 선택하십시오.

2. 테이블을 선택하는 즉시 업데이트된 가운데 패널이 표시됩니다.

3. 정의된 테이블 열 목록에서 참조 열을 선택하고 바닥글 값을 입력하십시오. 테이블 뒤에 오는 첫 번째
'필드'를 '바닥글' 값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Note:  테이블에 대한 참조 열을 정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를 정의하지 않으면 문서 그룹 옆에 경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4. 저장을 클릭하여 값을 확인하십시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 참조 열은 R자로 표시됩니다.

Related tasks

디자이너에 여러 테이블 추가
디자이너에 여러 테이블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에 여러 테이블 추가

디자이너에 여러 테이블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했거나 편집 중이어야 합니다.

2. 교육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 그룹 교육을 시작합니다.

디자이너에 여러 테이블을 추가하여 해당 값을 추출하고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 필드를 이동하여 추출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출의 유효성을 검사
하기 위해 여러 테이블과 추출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학습 인스턴스 > 교육 시작 > 디자이너 창으로 이동합니다.

2. 테이블 추가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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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가능한 열 목록에서 열을 선택하고 새 테이블 열 목록에 추가할 화살표를 클릭하여 열을 새 테이블
에 추가합니다.

4. 필드 라벨(예: 머리글)을 매핑하고 바닥글을 지정합니다. 이는 봇에 머리글과 바닥글 매개 변수를 제공
하고 그 사이의 행을 추출하도록 지시합니다.그리기 아이콘 옵션을 사용하거나 문서에서 직접 필드 라
벨/필드 값의 파란색 상자 세그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저장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6.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테이블 삭제 링크를 클릭합니다.

참조 열로 사용되는 테이블에서 필드가 제거되면 이 테이블의 첫 번째 필드가 참조 열로 재할당됩니다.

테이블 추가 또는 제거를 완료하고 열의 필드 라벨을 매핑했으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그룹을 클릭합니다.
• 디자이너를 저장하고 닫기하여 학습 인스턴스로 돌아갑니다.

유효성 검사
IQ Bot Designer를 사용하여 사전 정의된 매개변수 세트에 대해 필드 및/또는 테이블 열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디지털화 프로세스 중에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드 또는 테이블 유효성 검사

다음과 같은 확인 옵션의 사전 정의된 매개변수에 대해 필드 또는 테이블 열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
다.

• 시작/종료
• 패턴
• 목록

Tip:  교육 중에 필드 및 테이블 열 설계를 정의하면서 유효성 검사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 reference

샘플 문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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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및 End With

패턴

텍스트

날짜

숫자

목록

샘플 문서 그룹

다음과 같은 여러 샘플 문서를 고려하십시오. 각 문서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구조의 레이아웃
이 있습니다.

Start With 및 End With

모든 유효성 검사는 설계 정의 시 설정할 수 있지만, 학습 중에는 Start with/End with 및 Pattern 유효성 검사
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데이터가 특정 값으로 시작하거나 종료하는지 유효성 검사하려면 Start With 및 End With 유효성 검
사 옵션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 또는 테이블 열의 설계를 정의할 때 데이터가 선택한 필드의 일부
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Start With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값으로 시작합니다.
• End With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값으로 종료합니다.

예: Start With 값이 "IN"이고 추출된 값이 "1N7646464"면 검증이 실패합니다. 비슷하게, End With 값이
2017이고 추출된 값이 10-Aug-2017이면 검증이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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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특정 패턴에 대해 필드 및/또는 테이블 열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Design View에서 필드 또는 열
을 정의하는 동안 선택한 필드에 데이터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데이터에 적합한 형식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몇 가지 패턴 유효성 검사의 예
를 보여 줍니다.

날짜 및 숫자 필드의 패턴을 선택하려면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텍스트, 날짜 및 숫자 같은 데이터 유형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텍스트

텍스트 데이터 유형에 정규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다음 표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예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드 패턴 참고 설명

이메일 ^([a-z0-9_
\.-]+)@([\da-z
\.-]+)\.([a-z\.]
{2,6})$

이 정규 표현식은
john@ado.com과 같은
이메일의 유효성을 확인
합니다.

이메일 필드는 정규 표
현식을 지원합니다.

전화번호 ^(\(?\+?[0-9]*
\)?)?[0-9_\-
 \(\)]*$

이 정규 표현식은 (+64)
38 3235393과 같은 전
화번호의 유효성을 확인
합니다.

전화번호 필드는 정규
표현식을 지원합니다.

웹사이트 ^([a-zA-
Z0-9]+(\.[a-zA-
Z0-9]+)+.*)$

이 정규 표현식은
www.domain.com과
같은 웹사이트의 유효성
을 확인합니다.

웹사이트 필드는 정규
표현식을 지원합니다.

숫자 문자열 ^[0-9]{1,45}$ 이 정규 표현식은 0~9
의 숫자이고 길이가 45
개로 제한된 문자열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숫자 문자열 필드는 정
규식을 지원합니다.

영숫자 ^[A-Za-z0-9_@./
#&amp;+-]*$

이 정규 표현식은
INV-001과 같은 영숫자
값을 포함하는 문자열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영숫자 필드는 정규 표
현식을 지원합니다.

날짜

날짜 데이터 유형에 정규식과 특수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예가 나열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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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패턴 참고

날짜 • d-m-yy
• dd-mm-yy
• mm-dd-yy
• dd-mm-yyyy
• mm-dd-yyyy
• dd-mmm-yyyy
• mmmm dd, yyyy

지원되는 날짜 구분 기호에는 /
(슬래시), -(대시), 공백, .(점)
및 ,(쉼표)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 d - 1~31 범위의 날짜(예: 5,
15 등)

• dd - 01~31 범위의 날짜(예:
05, 15 등)

• m - 숫자 월(예: 1월은 1)
• mm - 숫자 월(예: 1월은 01)
• mmm - 월의 첫 3자(예: 11월
은 NOV)

• mmmm - 월의 전체 이름(예:
June)

다음 표에는 몇 가지 날짜 예와 이에 해당하는 유효한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 패턴

01-31-18 mm-dd-yy

Jan-31-2018 mmm-dd-yyyy

January 31, 2018 mmmm dd, yyyy

January 9, 2018 Mmmm d, yyyy

9 5 15 D M YY

9 11 15 D MM YY

7 MAR 15 D MMM YY

7 MARCH 15 D MMMM YY

5 05 2018 M DD YYYY

5/05/18 D/MM/YY

9/5/15 M/D/YY

05 / 9 / 2018 DD / M / YYYY

MAR / 05 / 18 MMM / DD / YY

09-APRIL-18 D-MMMM-YY

5-5-18 M-D-YY

11-5-18 MM-D-YY

NOV-13-2018 MMM-DD-YYYY

13 - 5 – 2019 DD - M - YYYY

OCTOBER - 05 – 18 MMMM - DD - YY

05.APRIL.2018 D.MMMM.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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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패턴

2018년.4월.05일 MMMM.DD.YYYY

5 . 5 . 18 D . M . YY

5 . 05 . 18 D . MM . YY

05 . JUL . 18 DD . MMM . YY

5 . 11 . 2018 M . DD . YYYY

MAY . 13 . 13 MMMM . DD . YY

2018-01-27 YYYY-MM-DD

2017/07/27 YYYY/MM/DD

숫자

두 가지 유형의 숫자 패턴을 지정하십시오.

• 정규식
• 특수 패턴

정규식

다음 표에서는 숫자 정규식의 예를 제공합니다.

필드 패턴 참고 설명

숫자 문자열 ^[0-9]{1,45}$ 이 정규식은 0~9의 숫
자이고 길이가 45자로
제한된 문자열의 유효성
을 검사합니다.

숫자 문자열 필드는 정
규식을 지원합니다.

특수 패턴

패턴은 접두사, 숫자 패턴 및 접미사로 구성됩니다.

• 접두사: 숫자 패턴 앞에 추가되는 모든 기호 또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 접미사: 숫자 패턴 뒤에 추가되는 모든 기호 또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 숫자 패턴: 숫자 패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정수 부분:

이는 9로 표시됩니다.

정수 부분의 9는 정수 패턴과 구분 기호(예: 쉼표, 공백 등)를 나타냅니다.

• 소수 부분

이는 0으로 표시됩니다.

소수 두 자리가 필요하면 2개의 0으로 표시됩니다.

소수 부분을 지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숫자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정의된 숫자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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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패턴 참고 설명

숫자 지원되는 패턴 숫자 패턴에 대해 지원
되는 형식:

• 10진수(인도)
• 10진수(미국, 영국,
호주 및 기타)

• 숫자(인도)
• 숫자(미국, 영국, 호
주 및 기타)

• 일반 10진수
• 일반 숫자

숫자 필드는 특수 패턴
(시스템 인식 패턴)과
정규식을 지원합니다.

9,999,999.00 2,597.23

9.999.999,00 7.562.597,23

9 999 999.00 2 597.23

9 999 999,00 7 562 597,23

9999999,00 2597,23

9999999.00 7562597.23

99,99,999.00 75,26,569.56

$ 9.999.999,00 $ 7.562.597,23

$9 999 999.00 $7 562 597.23

9 999 999,00 $ 2 597,23 $

€ 9999999,00 € 7562597,23

€9999999.00 €7562597.23

99,99,999.00 € 75,62,597.23€

EUR 9,999,999.00 EUR 7,562,597.23

EUR9 999 999.00 EUR7 562 597.23

9999999,00 EUR 62597,23 EUR

9.999.999.00 62.986.51

9, 999, 999. 00 232, 510. 68

IQ Bot은 데이터 처리와 유효성 검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접두사와 접미사를 지원합니다. 패턴 및 숫자
필드에 접미사와 접두사를 지정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접미사나 접두사를 지정하지 않아도 IQ Bot은 숫
자 필드에 필요한 통화 기호 및 치수 단위를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자동 수정하고 포함시킵니다. 패턴 및 숫
자 데이터에 통화 기호 및 치수 단위를 지정하면 IQ Bot은 통화 기호 및 치수 단위를 데이터에서 삭제합니
다.

Note:  IQ Bot은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통화 기호를 인식합니다. $, ¥, £, ₹, €, Rs, USD, EUR,
 CAD, AUD, GBP 및 INR. 데이터에 올바른 통화 기호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수정: 이는 날짜(DATE) 및 숫자(NUMBER) 형식 유형에 대한 IQ Bot의 기본 제공 기능 중 하나입니다.
스캔한 문서의 날짜/숫자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정의한 패턴을 기반으로 자동 유효성 검사 및
수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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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자동 수정은 특수 패턴에만 지원됩니다.

다음 표는 IQ Bot이 잘못된 날짜와 숫자를 자동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OCR 값 패턴 자동 수정 설명

날짜 12  F3B  2 0 1 5

15 10-2015

dd mmm yyyy

dd-mm-yyyy

12  FEB  2015

15-10-2015

첫 번째 예에서, IQ
Bot은 잘못된 OCR
"F3B"를 "FEB"로
자동 수정합니다.

두 번째 예에
서, IQ Bot은 "15
10-2015"를
"15-10-2015"로
자동 수정합니다.

숫자 123 4567

12.34,S67.12

9999999

99,99,999.00

1234567

1234567.12

첫 번째 예에서, 패
턴에 대한 유효성
검사 후에 "3"과
"4" 사이에 있는 추
가 공백이 삭제됩
니다.

두 번째 예에서, 영
문자 "S"가 "5"로
수정됩니다.

Note:  왼쪽에 한 자리 이상이 있고 오른쪽에 연속 두 자리가 있는 영어 숫자 값(예: 1.23)이 자동 수정됩니다.
10진수와 소수 자리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 23, 1. 23 또는 1 .23은 1.23으로 자동 수정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선택한 날짜 및 숫자 형식 필드에 패턴(유효성 검사 옵션)을 추가하
기만 하면 됩니다.

목록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 또는 테이블 열을 정의하는 동안 선택한 필드 또는 테이블 열에 대한 유효성 검사 옵
션의 일부로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필드 값은 미리 보기 및 테스트 실행 시 이 미리 정의된 목록
을 기준으로 유효성이 검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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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필드 및/또는 테이블 열의 형식이 "텍스트"일 때만 목록 유효성 검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 조회
에서 한 단어에 대해 여러 값을 반환하면 값이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고 유효성 검사가 실패합니다.

목록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유효성 검사 드롭다운 메뉴에서 유효성 검사 유형으로 목록을 선택합니다.

2. 미리 정의된 목록을 입력하고 정의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Tip:  목록의 각 값은 별도의 행에 있어야 합니다.

추출된 값이 미리 정의된 목록의 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필드는 유효성 검사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추출된 데이터 미리보기

필드 및 테이블 매핑이 완료된 후 미리보기 버튼을 사용하여 OCR 및 추출된 결과를 보고 교육의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모드에서는 검사기 보기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가 표시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나열된 필드 및 값을 확인합니다. 값이 성공적으로 추출되었는지, 유효성 검사 오류 또는 OCR 신뢰도 부
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모든 테이블 헤더와 각 행의 값을 확인합니다(유효성 검사 오류 또는 신뢰도 부족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나타냄).

이 시점에서, 헤더 영역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CSV로 내보내기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 분석을 위해 미리보기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교육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있습
니다. 모든 필드 및 테이블이 교육을 완료하고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면 중간 창의 그룹 제목 옆에 녹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Important:  유효성 검사 패턴에 의해 오류가 표시되더라도 교육 문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효성
검사 패턴이 오류를 표시해야 하므로 이후의 생산 단계에서는 유효성 검사 패턴이 특정 문서를 전달하는 대
신 수동 유효성 검사 대기열로 보냅니다.

문서 그룹 교육을 완료한 후 디자이너 창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취소를 선택하여 현재 교육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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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선택하여 교육을 저장합니다.
• 저장하고 생산 환경으로 전송을 선택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생산 환경으로 보냅니다.

각 문서 그룹에 대한 매핑을 수행하는 동안 또는 완료한 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버튼은 현재 문서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핑된 필드 및 테이블 열이 포함된 미리보기 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오류가 있을 경우 빨간색 상자 안에 강조 표시됩니다. 오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오류 세부 정보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영역을 닫으려면 교육으로 돌아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긴 값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전체 값이 표시됩니다.

여러 문서 그룹의 공통 필드

1. 단일 문서 그룹을 사용하여 IQ Bot을 생성합니다. 문서 목록에서 양호한 문서를 하나 선택합니다.

2. Design을 생성하고 모든 필드를 동적 부동 필드로 매핑합니다.

3. 값이 문서마다 다른 경우 "|"를 사용하여 매핑된 필드 레이블에 별칭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서
매핑된 Invoice 헤더가 다른 문서에서는 Invoice#, Invoice No., Document No 등의 값을 가질 수 있습
니다.

Note:  "|"는 "or"을 나타냅니다. 예: Invoice Total | Invoice Amount는 봇에 Invoice Total 또는 Invoice
Amount와 동일할 경우 해당 레이블을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Tip:  별칭을 테스트하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정합니다.

Next Group(다음 그룹)

Designer를 실행하여 Bot 학습을 시작하면, 해당 학습 인스턴스를 위해 로드된 모든 문서 그룹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중앙 패널의 맨 아래에 있는 Next Group 버튼을 사용하여 대기열에 있는 다음 문서 그룹으로 이동합니
다. Designer가 다음 문서 그룹을 로드하고 다음과 같이 헤더에 이름을 표시합니다. Bot Name(봇 이름) >
Document Group Name (File name)(문서 그룹 이름)(파일 이름). 헤더에는 필드 및 테이블 헤더와 함께 다
음 문서 그룹이 반영됩니다.

Tip:  배포 이름이 너무 긴 경우 마우스를 이름으로 가져가면 도구 팁에 전체 문서 이름이 표시됩니다.

문서 유효성 검증
유효성 검증은 모든 봇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봇 문제를 수정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최소한의 인간 작업자 개입만 필요로 합니다.

자동 처리 규칙에 실패하거나 낮은 OCR 신뢰도로 실패한 필드 값이 있는 문서는 나중에 수동으로 검토 및
수정하기 위해 폴더로 푸시됩니다. 문서를 수정하려면 올바른 폴더로 이동해야 하고 스크립팅 지식이 필요
하므로(.csv 파일에서 수행) 수동 검토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Note:  필드 레벨 OCR 신뢰도를 사용하여 STP 출력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OCR 신
뢰도를 사용하여 출력 품질 개선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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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ference

Validation 페이지 열기

유효성 검사기 창 시작

오류 발생 문서 검증

문서를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
IQ Bot Archive(IQBA) 파일의 파일 이름 및 콘텐츠 편집

사용자 역할 및 권한
각 IQ Bot 사용자의 역할 및 권한을 표시합니다.

Validation 페이지 열기

유효성 검사기 창은 인스턴스에 대해 업로드되고 처리된 문서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를 통해 빠르게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IQ Bot을 사
용하여 문서를 처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효성 검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열려면 웹 브라
우저에서 http://<IQ Bot installation path>/ > Learning Instances로 이동하여 유효성 검사기 시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Note: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을 사용하는 할당된 유효성 검사기 역할이 있는 사
용자만 Validation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역할 및 권한 및 Automation Anywhere
Control Room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유효성 검사기 창 시작

Learning Instances 페이지에서 유효성 검사기 창을 시작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유효성 검사기를 시작합니다.

• 인스턴스의 유효성 검사기 시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Summary 또는 Groups 탭에서 유효성 검사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기가 시작되어 유효성 검사 목록에서 첫 번째 파일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의 오른
쪽에 화면에 맞추기 속성이 적용된 문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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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사용자는 빈 페이지와 다음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There are no documents available for validation,
you will be redirected to the Learning Instance page(유효성 검사를 실행할 수 없는 문서가 없으므로, 학습
인스턴스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 If no files are available in the validation queue.(유효성 검사 대기열에 사용 가능한 파일이 없는 경우.)
• If a file doesn't exist in the validation queue.(유효성 검사 대기열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If another user is in the remaining file in the validation queue.(유효성 검사 대기열의 나머지 파일에 다
른 사용자가 있는 경우.)

오류 발생 문서 검증

유효성 검사기 창이 표시되면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가 빨간색 글꼴 및 상자로 표시됩니다.

유효성 검사기 창을 사용하여 오류 발생 문서를 검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검증이 필요한 필드(빨간색으로 표시됨)에서 Tab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문서의 연결
된 필드 값이 눈에 띄도록 강조 표시됩니다.

2.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필드를 검증합니다.

모든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저장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Related concepts

유효성 검사기에서 테이블에 대한 행 추가 또는 삭제
문서를 확인하는 동안 행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 마우스를 타원 위로 가져가면 테이블의 행을 추가
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유효성 검사기에서 다음 파일로 건너뛰기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파일을 건너뛰려면 유효성 검사기 창 하단의 Skip to next file 옵션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 대기열
유효성 검사기 화면에서 유효성 검사 대기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스크린
샷에 나온 것처럼 하위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유효성 검사기에서 테이블에 대한 행 추가 또는 삭제

문서를 확인하는 동안 행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 마우스를 타원 위로 가져가면 테이블의 행을 추가
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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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기에서 다음 파일로 건너뛰기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파일을 건너뛰려면 유효성 검사기 창 하단의 Skip to next file 옵션을 클릭합니다.

유효성 검사 대기열

유효성 검사기 화면에서 유효성 검사 대기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스크린
샷에 나온 것처럼 하위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하위 제목에는 유효성을 검사할 파일 수, 현재 파일 이름 및 현재 파일 그룹이 표시됩니다.

문서를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

유효성 검증 담당자가 특정 문서를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문서 유효성 검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문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래 나열된) 이유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문서는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하려면 유효성 검사기 창에서 Mark as Invalid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 창에서 적절한 이유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드 누락
• 테이블 누락
• 잘못된 값

Note: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된 문서에 액세스하려면 서버의  Output 폴더에 위치한 Invalid 폴더를 여십
시오.

1. 필드 및 테이블을 유효성 검사한 후 Save Current Docum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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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ip to next file 버튼을 클릭하여 대기열에 있는 다음 문서로 스크롤합니다.

IQ Bot Archive(IQBA) 파일의 파일 이름 및 콘텐츠 편집

IQBA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파일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 문장 끝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는 하나의 학습 인스턴스에서 문서를 분류할 수 없으므로 다른 학습 인스턴스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 검사자(사람)는 수동 검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문서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업데이트합니
다. 수정하고 저장한 후 업데이트된 문서는 업스트림 자동화 작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기열로 다시 이동합
니다.

사용자 역할 및 권한

각 IQ Bot 사용자의 역할 및 권한을 표시합니다.

IQ Bot 포털의 특정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은 역할 또는 가상 사용자에 따라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Validator는 감사 추적 로그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업은 자동화 관리자
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IQ Bot 포털의 모든 역할 및 권한은 컨트롤룸에서 정의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트롤룸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역할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는 IQ Bot 포털의 영역 및 권한이 다음 표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Table 1: IQ Bot 역할 및 권한

다음 표에서는 다양한 IQ Bot 역할 및 관련 권한을 설명합니다.

역할/가상 사용자 기본 IQ Bot 권한 탭 액세스

AAE_IQ Bot 관리자 모든 IQ Bot 권한 • 대시보드
• 학습 인스턴스
• 봇
• 도메인
• 관리 - 이 탭을 사용하여 마이
그레이션 유틸리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AAE_IQ Bot 서비스 내 학습 인스턴스 보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

• 대시보드
• 학습 인스턴스
•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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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가상 사용자 기본 IQ Bot 권한 탭 액세스

AAE_IQ Bot Validator 내 학습 인스턴스 보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Validator 실행 권한

학습 인스턴스

서비스 및 관리자 역할이 한 사용자에게 부여된 경우 IQ Bot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탭을 표시합니다.

• 대시보드
• 학습 인스턴스
• 봇
• 도메인
• 관리

IQ Bot 자주 묻는 질문(FAQ) 사용하기
자세한 내용은 IQ Bot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FAQ)을 참조하십시오.

1. 급여 명세서가 있는데 PDF로 전환하려면 어떤 유형의 스캐너가 권장됩니까?

300 dpi 해상도를 지원하는 유명 브랜드를 선택하십시오.

2. 학습 인스턴스가 무엇입니까?

학습 인스턴스는 .IQ Bot 플랫폼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도메인에 지정되어 있으며 분류되고 처리된
문서로부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은 일정 기간 동안 인스턴스의 향상된 자동화율(STP) 및 정확도
와 같은 실질적인 이점으로 전환됩니다.

3. IQ Bot에서 학습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먼저 처리할 문서에서 추출하려는 정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자동 처리하려는 문서의 큰 배치를 대신하여 몇 가지 샘플 문
서를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추출할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샘플 문서들을 첫
번째 문서 집합으로 사용해 새로 생성한 학습 인스턴스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작하십시오.

4. 학습 인스턴스의 스테이징과 프로덕션 모드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점은 다음 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징 생산

인간 사용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처리 모드

봇 훈련 중 처리된 프로세스 무인 처리

인간 사용자의 역할 • 학습 인스턴스 생성 및 교
육

• 필요한 경우 처리된 문서
에 대해 학습 인스턴스에
수정 교육을 제공합니다.

유효성 검사 도중 실패한 문
서를 수동으로 검토, 확인 및
수정합니다.

단일 실행에서 처리할 수 있
는 문서 수

여러 문서 연속 처리

사용할 시기 • 새 학습 인스턴스 교육
• 기존 학습 인스턴스 재교
육

무인/헤드리스 모드로 문서를
처리하십시오.

대시보드 기본 정보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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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징 생산

문서 업로드 IQ Bot 플랫폼 웹 UI 사용하
기.

태스크 봇에서 IQ Bot Lite 명
령을 실행합니다.

5. IQ Bot은 업로드된 TIFF 또는 PDF 파일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다중 페이지 문서로 병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별 TIFF/PDF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해당 다중 페이지 문서로 병합해야 합니다.

Note:  AAE RPA에는 이러한 파일을 병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6. IQ Bot은 어떤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까?

• PDF(Vector PDF, Raster PDF 또는 Hybrid PDF)
• TIF 또는 TIFF
• JPG 또는 JPEG
• PNG

7. IQ Bot이 수기 문서를 지원합니까?

아니요.

8. IQ Bot이 완전한 도메인 이름을 지원합니까?

예, IQ Bot은 완전한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며 설치 프로세스 중에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IQ Bot이 설치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IQ Bot 플랫폼을 계속 실행합니다.

9. IQ Bot이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추출을 지원합니까?

예.

10. 봇에서 추출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테이블 수는 몇 개입니까?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11. IQ Bot이 다색 텍스트로 작성된 문서를 지원합니까?

예, 하지만 색상이 어두운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12. IQ Bot에서 다양한 종류/유형의 필드 유효성 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
까?

• 날짜 필드의 날짜 패턴
• 번호 필드의 번호 - 시작 패턴, 끝 패턴, 정규식, 숫자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필드의 텍스트 - 시작일, 끝, 유효성 검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내 문서에 둘 이상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디자인에 추가 테이블을 추가하고 원하는 대로 첫 번째 테이블의 필드를 새 테이블로 이동하십시오.

14. 목록 데이터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목록 데이터는 모든 필드에 가능한 값 집합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드에 지정된 값만 가질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 예: 필드의 OCR 값(예: 100001) 대 각 목록 값(예: 100001, 100011)이 문자 일치율 66%를 초
과합니다. 필드의 OCR 값은 높은 일치율(100001은 83% 또는 5/6 문자가 일치하고, 100011은 66% 또
는 4/6 문자가 일치함)이 있는 목록 값(100001)으로 대체됩니다.

15. IQ Bot이 송장 외에 다른 문서를 지원합니까?

예, 다음과 같은 다른 도메인을 지원합니다. 구매 주문서, 청구서, 계약 청구, 자동차 보험금 청구, 건강
보험금 청구(1500 및 UB 04) 및 사용자 지정 형식.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원하는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 스캔한 문서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즉, 문서가 일정 각도로 기울었거나 수직 또는 수평으로 뒤집
히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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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로직을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가 문서를 올바른 수직 방향으로 자동 회전/조정합니다.

17. 문서 분석 또는 처리를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18. 추출된 OCR 값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S'대신 '$'기호가 표시되는 경우입
니다.

문서 및 섹션 dpi가 300이면 많은 작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작' 또는 '끝' 유효성 검사 패턴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IQ Bot의 향후 릴리스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새로운 OCR 엔진을 갖출 것입니다.

19. 문서의 날짜가 '01-02-2015'이면 2월 1일 또는 1월 2일로 간주됩니까? 이것을 구성 설정할 수 있습니
까?

더 많은 샘플 송장을 보고 날짜 형식을 측정하십시오. 날짜 형식 유효성 검사를 보다 잘 제어할 수 있도
록 날짜 패턴을 지정하십시오.

20. 추출된 날짜를 특정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21. CSV 파일의 문자 구분 기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22. 어디에서 관련된 학습 인스턴스가 없고 IQ Bot이 처리하지 않은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파일은 다음 폴더 중 하나에 저장됩니다.

• 처리되지 않은 폴더: 분류되지 않은 원본 문서는 이 폴더로 출력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폴더는 서버
의 출력 폴더에 있습니다.

• 잘못된 폴더: 문서가 분류되지만 유효성 검사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유효성 검사기에서 문서를 유효
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면 원본 문서가 이 폴더로 출력됩니다.

23. 모든 학습 인스턴스에서 내 공급업체 목록(또는 다른 목록)의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록 데이터는 각 IQ Bot에 고유하게 저장되고 봇 전체에서 공유되지 않습니다.

24. 양식 필드에 둘 이상의 라벨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 예. 각 라벨 값은 파이프 기호('|')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 송장 번호. 송장 # 등

25. 학습 인스턴스는 최대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에 동시에 시스템에 존재할 수 있는
학습 인스턴스의 최대 수는 얼마입니까?

한 번에 생성하거나 혹은 시스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IQ Bot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6. IQ Bot은 필기체 유형의 서체를 지원합니까?

아니요

27. 학습 인스턴스의 이름을 지정할 때 문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50자입니다.

28. IQ Bot은 비밀번호로 보호된 PDF 파일 처리를 지원합니까?

아니요

29. 단일 페이지 문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입니까? 페이지 복잡성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까?

단일 페이지 문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
집니다.

• CPU 성능 및 가용성
• 사용 가능한 여유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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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선명도 또는 노이즈 레벨
• 페이지의 데이터

30. IQ Bot에는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활성화된 IQ Bot 기능을 사용하려면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선스는 컨
트롤룸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1. IQ Bot은 필드 값으로 문서 이미지를 캡처합니까?

OCR로 세그먼트화할 수 없으므로 필드 값으로 문서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2. 브렛 크로시토(Brett Crocitto)와 같은 고객 이름의 송장이 있습니다. 왜 항상 브렌 크로시토(Bren
Crocitto)로 캡처됩니까?

• 300 dpi의 문서 해상도와 PNG의 문서 유형을 권장합니다.
• 이 예제에서는 300 dpi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며, PDF는 CCITTFaxDecode 필터가 있는 드라이버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프린터/팩스 기계에서 생성되므로 문서 출력은 손실이 많은 PDF입니다.

• 송장 데이터: Brett Crocitto
• 캡처된 데이터: Bren Crocitto
• 이유: tt - 두 개의 't'가 공백 없이 합쳐져 OCR에서 'n'으로 오인 해석됩니다.
• 참고: CCITTFaxDecode로 텍스트를 인코딩하면 안 됩니다. 이 필터는 단색 이미지에만 유용합니다.

33. 학습 인스턴스가 학습하기 전에 학습 인스턴스를 트레이닝해야 하는 템플릿의 수 또는 학습 인스턴스가
형식/레이아웃에 준비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트레이닝의 양 또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각 봇은 하나의 대표 샘플 문서에 대해 트레이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그룹의 다른 대표 샘플 문서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봇을 프로덕션 환경에서 더 많은 배치의 유사한 문
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요구 사항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일 패스에서 원하
는 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34. IQ Bot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IQ Bot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프리카어
• 벨기에어
• 카탈로니아어
• 체코어
• 덴마크어
• 네덜란드어
• 플람스어
• 헝가리어
• 인도네시아어
• 말레이어
• 노르웨이어
• 폴란드어
• 포르투갈어
• 루마니아어
• 슬로바키아어
• 스웨덴어
• 터키어
• 라틴어

이 외에도 다음 언어를 기계 판독 가능 PDF에 대해 제한적(베타)으로 지원합니다. 스캔한 PDF 및 이미
지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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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Automation Anywhere 서비스 팀에 문의하십시오.

• 불가리아어
• 중국어 간체
• 중국어 번체
• 그리스어
• 일본어
• 한국어
• 러시아어
• 세르비아어

35.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했지만, 이 도메인에 추가한 문서가 분류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문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분류자는 업로드된 문서에서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찾아야 합니다.

For Example: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다음과 같은 이름의 단일 입력란이 있는 경우: 송장 번호, 하지만
OCR은 송장 번호이므로 분류자가 해당 필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36. IQ Bot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이는 필드 캡처 요구 사항 및 문서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테면, 고객이 A등급 문서 품질에서 1~2개
의 필드를 캡처하면 86%의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매우 다양한 품
질의 문서에서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된 필드 11개를 캡처한다면 정확도는 아주 떨어질 것입니다.

37. 프로덕션 환경에서 스테이징 환경으로 학습 인스턴스를 이동하고, 해당 학습 인스턴스 그룹에 대해 봇
을 만들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스테이징 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징 중인 다음 문서를 업로드하십시오."

이는 프로덕션 환경의 학습 인스턴스에 대해 새로 트레이닝되지 않은 분류 그룹이 작성될 때 발생합니
다. 인스턴스를 스테이징으로 이동하고 이 새로운 분류 그룹을 트레이닝하려 하면, 봇은 스테이징에서
예상한 샘플 문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해당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메시지에 표시된
대로 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하고 프로덕션 환경의 예제와 유사한 샘플 문서를 추가(업로드)합니다.

38. SQL Server용 Windows 인증을 사용하여 IQ Bot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현재 버전의 IQ Bot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Windows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9. 왜 IQ Bot은 Windows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IQ Bot은 나머지 시스템과는 다른 기술인 ML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액세스합니
다. 다른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이 구성 요소에 대한 인증을 구현할 수 있지만, 이 구성 요소를 릴리스 버
전 6.1로 대체할 예정이므로 현재 릴리스의 Windows 인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곧 사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40. 보안상의 이유로 SQL 인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IQ Bot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IQ Bot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 데이터베이스에 SQL 인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 reference

검사기 FAQ
검사기와 관련된 FAQ를 확인합니다.

분류기 FAQ
분류기와 관련된 FAQ를 확인합니다.

검사기 FAQ

검사기와 관련된 FAQ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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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IQ Bot은 검사기에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문서를 처리해야 하고, 해당 문서에서 하나 이상의 필드에
대한 오류를 플래그 지정합니다. 사용자는 플래그 지정된 필드를 수정하고(거나) 검사기에서 플래그
지정되지 않은 필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를 수정하고 저장하면, 업데이트된 문서가 STP로 계수되지 않지만 업스트림 자동화 태스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성공 대기열로 이동합니다.

2. IQ Bot을 설계할 때 유효성 검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나요?

예, 학습 인스턴스가 프로덕션 환경에 있지만 관심 있는 Bot이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 경우입니다. 프로
덕션 환경에서 실패한 문서의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유효성 검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문서를 수정하고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성 검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패한 문서를 수동으로 수정하고 제출하면 업스트림 자동화 태스
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성공" 폴더로 이동합니다.

4. 유효성 검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수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문서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출력 경로의 Invalid 폴더로 이동합니다.
추가 작업을 위해 이 Invalid 폴더에서 해당 문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유효성 검사를 활성화하려면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아니오, 유효성 검사를 활성화하려면 IQ Bot 라이선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할당한 검사기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IQBotServices 역할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 학습 인스턴스 목록에
서 검사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6. 유효성 검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일반 excel 또는 CSV 파일을 열 수 있나요?

아니오, 유효성 검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일반 Excel 또는 CSV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7. 여러 개의 검사기가 공통의 학습 인스턴스를 유효성 검사할 수 있나요?

예, 다른 검사기 사용자는 서로 다른 문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큐 관리 기능을 사용
하면 보기 또는 편집을 위해 한 번에 하나의 검사기에서만 문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기 FAQ

분류기와 관련된 FAQ를 확인합니다.

1. 분류기에서 하나 이상의 문서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습 인스턴스가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 경우 문서는 분류되지 않음(Not Classified)이라는 별도의 그룹
에 배치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문서가 처리되지 않음(Unprocessed)이라는 별도의 그룹에 배치됩
니다.

Note:  분류되지 않은 문서를 보고 해당 문서에 액세스하려면 서버의 Output 폴더에 있는 Non
Classified/Unprocessed 폴더를 여십시오.

2. 일부 문서가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의 원인으로는 허용할 수 없는 문서 품질, 불량 DPI, 충족되지 않는 분류 기준에 필요한 최소 필
드 또는 선택한 도메인과 관련없는 문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드 식별 규칙으로 인해 문서가 분류되
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문서의 품질에 대한 분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메인과 관련되
어 특정한 최소한의 키/필드 수가 해당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문서를 분류하도록 분류기를 지정합니다.
이 최소 수는 원하는 도메인에 대한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동안 선택된 필드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동안 기본 도메인이나 업로드된 도메인에서 6개 이상의 필드를 추출하도
록 선택하면 분류기는 문서에서 선택한 도메인과 관련된 6개 이상의 필드(특히 선택된 필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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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필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문서가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
는 사용자 지정 필드의 제한된 수를 입력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동안 5개의 도메인 필드를 선택하면 분류기는 문서에서 선택한 도메인과
관련된 5개 이상의 필드(특히 선택된 필드가 아닌 5개 필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문서가 분류되지 않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동안 4개 이하의 도메인 필드를 선택하면 분류기는 문서에서 선택한 도메
인과 관련된 4개 이상의 필드(특히 선택된 필드가 아닌 4개 필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문서가 분류되지 않습니다.

Note:  문서 품질이 좋지 않으면, 해당 문서에서 발견된 도메인과 관련된 키/필드 수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줍니다.

문서 품질이 좋지만 문서가 분류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 사전에 해당 문서를 나타내는 필드/별칭이 포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팁 및 트릭
팁과 트릭을 사용하여 IQ Bot 태스크에서 쉽게 작업하고 단축키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 30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문서를 사용하십시오. 해상도가 낮으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
다.

• VisionBot에서 지원하는 문서는 PDF(래스터 및 벡터), TIF 또는 TIFF, JPG 또는 JPEG, PNG입니다.
• 하나의 PDF에 여러 개의 문서가 있는 경우, PDF를 미리 별도의 문서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Automation Anywhere PDF 명령 또는 Acrobat 편집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문서로 분리할 수 있습니
다.

디자이너

• 설계 중인 문서에서 추출하려는 모든 필드와 테이블을 정의해야 합니다.
• 필드 값이 특정 문서에만 표시되고 다른 문서에서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필드를 선택 사항으로 표시하십
시오. 학습 인스턴스를 만든 후에 필드를 추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필드가 필수로 표시됩니다. 이 경
우, 필드는 기본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 필드 유형이 '선택 사항'인 경우 필요하면 누락된 값을 미리 지정된 값(기본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필드 유형이 '선택 사항'으로 표시되는 필드에 '기본값'을 삽입하십시오.

세금이 한 문서에서 계산되지만 다른 문서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이 필드를 선택 사항으로 표시하고 기
본값을 2%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 문서 클래스를 매핑할 때 필드 및/또는 테이블 열을 정의하는 중에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면 데이터 디지
털화 프로세스 중에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된 매개변수에 대해 필드
및/또는 테이블 열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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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 유효성 검사(패턴 / 목록)를 사용하십시오. 이들은 추출된 데이터의 불일치를 플래그 지정하
고 잘못된 데이터가 업스트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목록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여 텍스트 형식 필드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목록의 각 값이 별도
의 줄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 미리 정의된 목록에 대해 필드 및/또는 테이블 열의 추출된 값을 유효성 검사하고 미리보기 및 테
스트 실행 중에 불일치가 발견되면 경고를 보냅니다.

• 또한 추출된 값을 유효성 검사하면 해당 값을 자동 수정합니다.

예: 목록 유효성 검사 값이 Adam이고 추출된 값이 Adem인 경우, 추출된 값이 Adam으로 자동 수정됩
니다. 이 경우, 75%(4개 중 3개)의 문자가 일치합니다. Adam과 Adem은 임계값인 최소 66%의 문자가
일치합니다.

• 유효성 검사 오류는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되며 미리보기 모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류 위로
이동하면 오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 날짜 형식 패턴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날짜가 특정 범위로 자동 수정됩니다.

잘못된 OCR 데이터 패턴 자동 수정

12 F3B 2 0 1 5 dd mm yyyy 12 FEB 2015

15 10-2015 dd-mm-yyyy 15-10-2015

• 숫자 형식 패턴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숫자가 특정 범위로 자동 수정됩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OCR 데이터 패턴 자동 수정

123 4567 9999999 1234567

12.34,S67.12 99,999,999.00 1234567.12

파이프 "|" 기호

• 특수 문자 "|"를 사용하여 여러 별칭을 추가하면 여러 문서 클래스에서 비슷한 필드와 테이블 열을 추출
할 수 있습니다. 별칭을 사용하면 일반 IQ Bot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값 영역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select를 사용하여 사용자 고유의 값 영역을 만들면, 해당 위치는 필드 레이
블에 상대적으로 고정됩니다. 해당 필드의 값은 항상 상대 영역에서 검색됩니다.

• 또한 필드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감지 모드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고정 필드
영역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필수 필드/테이블 열을 모두 매핑해야 합니다.

• 이들 중 하나라도 매핑 보류 중인 경우, 관련 문서 클래스에 대해 경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테이블에 대한 참조 열 및 바닥글(바닥글은 선택 사항이며, 항상 메시지가 발행되지는 않음)을 정의하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련 문서 클래스에 대해 경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긴 값 위로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전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IQ 테스트를 대체하는 미리보기 모드에서 문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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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비슷한 학습 인스턴스를 다시 생성할 필요 없이 IQ Bot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 기능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IQ Bot 설치 사이에서 학습 인스턴스를 내보내거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학습 인스턴스 및 관련 봇의 수명 주
기 관리가 보다 간편해집니다.

학습 인스턴스와 관련된 그룹, 봇 및 학습이 내보내집니다. 스테이징 도중 봇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교육
문서도 내보내집니다. 그러나 생산 문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Note:

• 학습 인스턴스를 내보내 각 인스턴스의 백업을 생성합니다.
• 학습 인스턴스를 가져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야 합니다.
• 정보 손실을 방지하려면 올바른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마이그레이션이 사용자 지정 도메인 및 봇 스토어 도메인과 관련된 경우 먼저 Automation Anywhere 지
원에 문의하거나 특정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시작하려면 관리 탭의 마이그레이션으로 이동합니다.

Note:  관리 탭에서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에 액세스하려면 관리자 역할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해야 합니
다.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에 이 IQ Bot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학습 인스턴스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학습 인스턴스 내보내기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내보냅니다.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내보내려면,

1. 왼쪽 패널에서 Administration tab > Migration을 선택하여 해당 웹 페이지를 엽니다.

2.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학습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3. 필요한 경우 IQBA 데이터 파일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클릭하여 내보내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Note:  백업 파일의 이름에는 구별을 위해 타임스탬프가 추가됩니다.

4. 내보내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내보낸 데이터 파일(확장자 .iqba)을 IQ Bot 출
력 디렉터리의 ‘BackupData’ 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내보내기는 CPU 집약적 작업이므로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IQ Bot 포털과의
사용자 상호 작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학습 인스턴스 가져오기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가져옵니다.

Note:  가져오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치의 일환으로 IQ Bot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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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내보낸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기를 수행하려는 IQ Bot 설치의 출력 디렉토리에 있는 BackupData 폴더
로 복사하십시오.

2.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가져올 IQBA 백업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3. 필요한 학습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가져오기 옵션 중에서 선
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가져오기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져오기 옵션 설명 사용할 시기

옵션 1: 기존 학습 인스턴스
복제에 가져온 그룹과 학습된
Bot 추가

기존 학습 인스턴스에서 새
그룹과 학습(Bot)을 병합합니
다.

• 가져오기 데이터 파일에서
찾은 새로운 학습 인스턴
스를 추가합니다.

• 기존 학습 인스턴스의 검
사기 학습을 유지합니다.

Note:  이 옵션을 사용하여 가
져오는 동안 Bot이 없는 기존
그룹은 가져오기 데이터 파일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Bot
을 얻습니다.

현재까지 기존 학습 인스턴
스에 의해 수행된 처리(대시
보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새로운 그룹 및 학습
(Bot)을 IQ Bot 설치의 기존
학습 인스턴스에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옵션 2: 기존 학습 인스턴스
복제를 무시하고 학습 인스턴
스 가져오기

새 학습 인스턴스만 추가합니
다.

기존 학습 인스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IQ Bot 설치에서
새 학습 인스턴스(및 Bot)만
가져오려는 경우에 사용됩니
다.

옵션 3: 가져온 학습 인스턴스
로 기존 학습 인스턴스 복제
덮어쓰기

모든 그룹 및 Bot 학습을 포
함하여 기존 학습 인스턴스를
덮어씁니다.

• 가져오기 데이터 파일에서
찾은 새로운 학습 인스턴
스를 추가합니다.

• 기존 학습 인스턴스의 검
사기 학습을 바꿉니다.

Note:  이 옵션을 사용하여 가
져오는 동안 발견된 새 그룹
은 연관된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기존 학습 인스턴스
에 의해 수행된 처리(대시보
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IQ Bot 설치의 기존 학
습 인스턴스에 대한 모든 그
룹, 학습(training, Bot) 및 학
습(learning)을 바꾸려는 경우
에 사용됩니다.

이는 추가 필드/테이블 열을
포함하도록 편집된 기존 학습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유
일한 옵션입니다.

옵션 4: 기존 학습 인스턴스
를 모두 삭제하고 가져온 학
습 인스턴스로 바꾸기

새 인스턴스를 가져오기 전에
기존 학습 인스턴스를 모두
삭제합니다.

새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IQ
Bot 설치에서 수행한 모든 작
업을 삭제하려는 경우에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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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가져오기를 클릭하십시오. 가져오기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5. 예,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6.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학습 인스턴스 목록이 있는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 홈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가져오기가 성공하면 최종 마이그레이션 상태 완료(COMPLETE)가 타임스탬프와 함께 표시됩니다.

어떤 이유로 가져오기에 실패하면 최종 마이그레이션 상태 실패(FAILED)가 타임스탬프와 함께 표시됩
니다.

Note:  가져온 학습 인스턴스는 환경 상태 및 모든 관련 Bot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져오기 옵션

가져오기 옵션과 가져오기 옵션이 학습 인스턴스, 그룹, 문서 및 Bot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표는 가져오기 옵션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4개의 가져오기 옵션을 사용하는 동안 학습 인스턴스
에 미치는 영향만 설명합니다.

L1 = 학습 인스턴스 1, L2 = 학습 인스턴스 2,. . .

파일을 가져오
기 전 시스템(일
반적으로 프로덕
션)

파일 가져오기
(일반적으로 스
테이징)

파일을 가져온 후 시스템(일반적으로 프로덕션)

기존 학습 인스
턴스 복제를 무
시하고 학습 인
스턴스 가져오
기

기존 학습 인스
턴스 복제에 가
져온 그룹과 학
습된 Bot 추가

가져온 학습 인
스턴스로 기존
학습 인스턴스
복제 덮어쓰기

기존 학습 인스
턴스를 모두 삭
제하고 가져온
학습 인스턴스
로 바꾸기

L1 L1 L1 L1 + L1 L1 + L1 L1

L2 L2 L2 L2 + L2 L2 + L2 L2

L3 L3 L3 L3

L4 L4 L4 L4 L4

L5 L5 L5 L5 L5

다음 표에서는 가져오기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4개의 가져오기 옵션을 사용하는 동안 학습 인스
턴스, 그룹, 문서 및 Bot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학습 인스턴스 = LI, 그룹 = G, 파일 = F, Bot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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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되지 않는 학습 인스턴스 감지

호환되지 않는 학습 인스턴스 IQBA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면 시스템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
어, 5.2.x 버전의 학습 인스턴스를 가져오십시오.

문제 해결 팁: 이 IQBA 파일을 가져올 IQ Bot 플랫폼과 호환되는 버전의 IQ Bot 플랫폼에서 IQBA 파일을 내
보내십시오.

IQBA 파일의 파일 이름 및 내용 편집

IQBA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파일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의 학습 인스턴스 A에 속한 여러 그룹에서 문서를 분류하는 경우, IQBA에서 학습 인스턴스 B를 가져
오는 동안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가져오기가 실패합니다.

가져오기/내보내기 수행 시 진행 중인 학습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를 시작하는 중에 학습 인스턴스가 학습 중인 경우(디자이너가 열림), 오류 메시지
가 표시되고 다시 시도하기 전에 모든 Bot에 대한 학습을 닫도록 제안합니다.

호환되지 않는 학습 인스턴스 감지

호환되지 않는 학습 인스턴스 IQ Bot Archive(IQBA)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면 시스템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예: 학습 인스턴스를 IQ Bot 5.2에서 IQ Bot 6.0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합니다.

문제 해결 팁: 이 IQBA 파일을 가져올 IQ Bot 플랫폼과 호환되는 버전의 IQ Bot 플랫폼에서 IQBA 파일을 내
보냅니다.

IQ Bot 6.0에서 IQBA 파일을 내보내는 경우 IQBA 파일을 IQ Bot 6.0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IQ Bot Archive(IQBA) 파일의 파일 이름 및 콘텐츠 편집

IQBA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파일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 문장 끝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는 하나의 학습 인스턴스에서 문서를 분류할 수 없으므로 다른 학습 인스턴스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 검사자(사람)는 수동 검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문서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업데이트합니
다. 수정하고 저장한 후 업데이트된 문서는 업스트림 자동화 작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기열로 다시 이동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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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검사기 감사 로그
유효성 검사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는 Windows Public 폴더에 있는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로그는 validator.events 파일에 저장되며 폴더 위치는 %Public%\Documents\Automation Anywhere IQ Bot
Platform\Logs\Audit입니다. 다음 이벤트가 로그 파일에 저장됩니다.

• 플랫폼 이름
• 컴퓨터 이름
• 타임스탬프
• 문서의 유효성 검사 성공 여부

Note:  validator.events에 저장된 로그는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OCR 신뢰도를 사용하여 출력 품질 향상
미리 정의된 임계값과의 비교를 통해 SIR(시스템 식별 영역) 문자 수준의 OCR 신뢰도를 사용하여 IQ Bot 플
랫폼의 출력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신뢰도 기반 유효성 검사는 날짜 또는 숫자와 같은 다른 필드 유형과 비교하여 강력한 유효성 검사
메커니즘이 없는 텍스트 유형 필드에 특히 유용합니다. 날짜 또는 숫자 필드에 대해서도 신뢰도 기반 유효성
검사는 필드가 설정된 유효성 검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더라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서를 라우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CR 신뢰도 기반 유효성 검사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위치에서 Settings.txt 구성 파
일을 여십시오.

<IQ Bot Installation Folder>\Configurations\

그런 다음 ConfidenceThreshold 속성에 원하는 임계값을 설정하십시오. 이 예에서, 임계값은 99,
ConfidenceThreshold=99로 설정됩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기본값이 0으로 설정되어 기능을 사
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Note:  신뢰도 임계값은 모든 학습 인스턴스에서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OCR 신뢰도 기반 유효성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문서에서 필드의 SIR 문자 수준 신뢰 수준이 설정된 신뢰도 임계값보다 낮으면 해당 필드에 대한 유효성 검
사가 실패하여 해당 문서가 실패합니다.

Note:  OCR 신뢰도 유효성 검사 실패 이외의 다른 유효성 검사 규칙(예: "잘못된 숫자 형식")으로 인해 필드
값이 실패하면 "낮은 신뢰도" 툴팁 대신 해당 툴팁이 표시됩니다.

문서를 학습하는 동안 해당 필드에 대한 다른 유효성 검사 오류가 없는 경우 필드에 대한 신뢰도 기반 유효
성 검사 실패가 미리보기 중 주황색 상자에 표시됩니다. 다른 유효성 검사 오류는 OCR 문자 수준 신뢰도 유
효성 검사보다 우선합니다.

유효성 검사 중에, 신뢰도 기반 유효성 검사 오류가 표시됩니다. 필드를 수정하면 유효성 검사 오류가 표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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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뢰도 기반 유효성 검사가 실패한 필드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속 진행하여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을 다시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검사기 UI는 사용자가 OCR 신뢰도 기반 유효성 검사 실패만 있는 문서를 저장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효성 검사 규칙 실패와 다름). 문서가 저장되면, STP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적으로 처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스테이징으로 문서 자동 복사 방지
봇 교육을 위한 스테이징으로 생산 문서 자동 복사를 방지합니다. 이는 교육 및 생산 데이터를 별도로 유지
하여 정보 보안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테이징으로 생산 문서 자동 복사를 방지하려면:

1. %PROGRAMFILES(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Configurations 폴더에서 Settings.txt 파일
을 엽니다.

2. CopyProductionFiles 속성에 거짓을 지정합니다.

3. 서비스 콘솔에서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File Manage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봇 생성 링크를 클릭하면 IQ Bot 디자이너가 열리고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봇에는 사용 가능한 교육 문서가 없습니다. 연결된 학습 인스턴스의 교육 문서를 업로드하고 다
시 시도하십시오.

Note:  이렇게 변경한 후 생산에서 생성된 그룹에 대해 봇을 교육하려면 이 학습 인스턴스의 스테이징에서
생산 문서와 닮은 샘플 문서를 수동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국어 지원 추가
도메인 가져오기 REST API를 사용하여 IQ Bot 플랫폼에 다국어 지원을 추가합니다.

• 아프리카어
• 벨기에어
• 카탈로니아어
• 체코어
• 덴마크어
• 네덜란드어
• 플람스어
• 헝가리어
• 인도네시아어
• 말레이어
• 노르웨이어
• 폴란드어
• 포르투갈어
• 루마니아어
• 슬로바키아어
• 스웨덴어
• 터키어
• 라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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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음 언어를 기계 판독 가능 PDF에 대해 제한적(베타)으로 지원합니다. 스캔한 PDF 및 이미지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Automation Anywhere 서비스팀에 문의
하십시오.

• 불가리아어
• 중국어 간체
• 중국어 번체
• 그리스어
• 일본어
• 한국어
• 러시아어
• 세르비아어

Note:  도메인을 만들기 전에 인증 토큰을 생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IQ Bot에서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인증
토큰이 필요합니다. 인증 토큰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증 토큰 생성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다국어 지원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도메인 가져오기 REST API에 전달해야 하는 도메인 JSON 구조를 만드십시오.

Note:  Automation Anywhere 서비스팀에 문의하여 사용하려는 도메인에 특정한 JSON 구조를 얻으십
시오.

2. 도메인 가져오기 REST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 JSON 구조를 업로드하여 도메인을 작성하십시오.

도메인 가져오기 REST API

HTTP POST URL: http://localhost:8100/domains/import Request
 Headers: Content-Type=application/json; charset=utf-8 ; x-
authorization=authentication token POST Payload: Domain Metadata JSON
 Structure Response Payload (on success): none. Response Payload (on
 error): Default Error Response. 

응답 HTTP 상태 코드

코드 이유 설명

200 확인 성공적인 응답.

400 잘못된 입력 JSON이 잘못되었거나 일관
성 어설션 중 하나를 충족하
지 않아서 제공된 JSON 도메
인 메타데이터를 구문 분석할
수 없습니다.

403 금지됨 사용자가 이 API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AAE_IQ Bot 관
리자" 역할을 가진 사용자만
이 AP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409 충돌 도메인 이름이 이미 시스템에
있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
터를 삽입하는 동안 다른 제
약 조건 위반이 발생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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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이유 설명

500 내부 서버 오류 도메인 가져오기를 처리하는
중에 예기치 않은 예외가 발
생했습니다.

Note:

• IQ Bot 플랫폼을 설치한 동일한 시스템에서 도메인 가져오기 REST API를 호출하십시오.
•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IQ Bot 플랫폼의 기존 도메인 이름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
니다(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 이후 단계에서 기본 도메인 상태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만들기 전에
IQ Bot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십시오.

Postman과 같은 도구로 도메인 가져오기 REST API를 호출하여 도메인 JSON 구조를 업로드할 수 있습
니다. Postman을 사용한 요청 및 응답의 예는 다음 스크린 캡처에서 제공됩니다.

요청

성공적인 응답

상태: 200 OK 시간: 228ms

200 OK 상태는 도메인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3. 도메인을 생성한 후 로그아웃하고 IQ Bot 플랫폼에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학습 인스턴스를 만들면 IQ
Bot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언어가 포함된 도메인을 가집니다.

Note:  선택한 도메인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칭이 하나 이상 있는 언어만 기본 파일 언어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됩니다.

학습 인스턴스 편집 시 생성되는 오류
이 주제에서는 사용 사례 시나리오와 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하는 동안 생성되는 오류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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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세부 정보 내용

봇을 교육 중 사용자가 봇 교육에 사용 중인
학습 인스턴스를 편집합니다.

A) 사용자 2가 동일한 학습 인스
턴스를 편집 중 또는

사례 1: 동일한 학습 인스턴스를
동시에 편집

사례 2:

동일한 학습 인스턴스에 파일 추
가 및 문서 업로드

사례 1의 단계:

동일한 사용자 또는 두 명의 사
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학습 인스
턴스에 새 필드를 추가합니다.

사례 1의 단계:

사용자 1이 동일한 학습 인스턴
스에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사용자 2가 동일한 학습 인스턴
스를 편집하는 동안 필드를 추가
합니다.

동일한 봇 실행 및 편집 동일한 사용자 로그인 또는 서로
다른 2개의 사용자 로그인을 사
용하여 봇을 실행한 다음 동일한
봇을 편집합니다.

IQ Bot 사용 사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IQ Bot사용 사례, 문제 및 절차를 이 주제에서 설명합니다.

IQ 봇 애플리케이션 등록 사용 사례

관리자 권한이 있는 IQ Bot 사용자는 컨트롤룸에 IQ Bot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설명

IQ Bot이 컨트롤룸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IQ Bot이 컨트롤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Q Bot은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컨트
롤룸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섹션에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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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Bot 애플리케이션 등록 후 컨트롤룸 URL 변경 컨트롤룸을 삭제하고 설치한 결과, 새 컨트롤룸
설치에서 URL이 변경되면 컨트롤룸 URL을 업데
이트해야 합니다.

컨트롤룸 관리 > 설정 > 일반 설정에서 컨트롤룸
URL을 업데이트합니다.

IQ Bot 애플리케이션 등록 후 IQ Bot URL 변경 IQ Bot을 삭제하고 설치한 결과 새 IQ Bot 설치에
서 URL이 변경되면 IQ Bot URL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리 > 설정 > IQ Bot에서 IQ URL을 업데이트합
니다.

인증 사용 사례

IQ Bot 사용자: 유효한 IQ Bot 라이선스(개발자 또는 봇 러너)와 적절한 IQ Bot 역할이 있는 활성 컨트롤룸
11 사용자

사용 사례 설명

1. 인증된 IQ Bot 사용자가 IQ Bot URL에 액세스
하려고 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컨트롤룸 11에 IQ Bot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단계:

1. IQ Bot URL에 로그인: 브라우저에서
http(s)://IQ Boturl로 이동합니다.

2. 유효한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을 입력합니
다.

인증이 성공하면 컨트롤이 IQ Bot URL로 리
디렉션됩니다. http(s)://IQ Boturl

2. IQ Bot 세션이 있는 사용자가 다른 탭에서 IQ
Bot URL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지원되는 브라우저의 IQ Bot
포털에 로그인됩니다.

단계:

1. 동일한 브라우저의 다른 탭에서 IQ Bot URL
http(s)://IQBoturl을 엽니다.

2. 컨트롤이 정확한 IQ Bot URL http(s)://
IQBoturl로 리디렉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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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설명

3. IQ Bot 사용자가 먼저 컨트롤룸 11에 로그인한
다음 동일한 브라우저에서 IQ Bot URL에 액세스
를 시도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컨트롤룸 11에 IQ Bot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 이 사용자는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지 않았습
니다.

단계:

1. 컨트롤룸 11에 로그인하십시오.

2. 동일한 브라우저의 다른 탭이나 인스턴스에
서 IQ Bot 포털 URL을 엽니다.

성공적으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면 IQ Bot
URL이 열립니다.

4. 사용자가 컨트롤룸에서 로그아웃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현재 컨트롤룸 11에 로그인되
어 있습니다.

• 같은 사용자의 IQ Bot 세션이 동일한 브라우저
의 다른 탭/인스턴스에 존재합니다.

단계:

1. 컨트롤룸 11에서 로그아웃하십시오.

2. IQ Bot 세션을 엽니다.

또한 IQ Bot 세션에서 로그아웃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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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설명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사용자 크리덴셜이 잘못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계정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단계:

1. 로그인 페이지에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을
입력하십시오.

2. 사용자에게 잘못된 사용자 크리덴셜 또는 비
활성화된 계정이 있으면 다음 오류 메시지 중
하나(1 또는 2)가 표시됩니다. 로그인 중에 예
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
3이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 1: 잘못된 크리덴셜

5 a. 사용자가 잘못된 사용자 크리덴셜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려고 합니다.

5 b. 사용자 계정이 비활성화된 사용자가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려 합니다.

5 c. 로그인 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
다.

오류 메시지 2: 비활성화된 사용자를 위한 기존
컨트롤룸 11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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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3: 로그인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문
제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사용자가 IQ Bot 세션에서 유휴 상태가 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현재 IQ Bot 포털에 로그인되
어 있습니다.

단계:

1. IQ Bot 포털 UI에서 20분 동안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경우.

2. 20분이 경과하면 IQ Bot 포털 UI를 볼 때 IQ
Bot 포털에서 로그아웃되고 세션 만료 알림
이 표시됩니다.

3. IQ Bot 포털에 다시 로그인하면 IQ Bot이 진
행 중인 작업을 표시합니다. 세션이 유휴 상
태일 때 활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0분> IQ Bot / 유휴 시간 제한을 위한 컨트롤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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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사용자에게 IQ Bot 라이선스(개발자/봇 러
너)가 없는 경우

또는

b) 사용자에게 활성화되지 않은 IQ Bot 라이선스
가 있는 경우

또는

c) 사용자에게 유효한 IQ Bot 라이선스가 있지만
관련 IQ Bot 역할은 없는 경우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IQ Bot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
음(개발자/Bot 러너) 또는 b) 사용자가 활성화
되지 않은 IQ Bot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
또는b) 사용자에게 유효한 IQ Bot 라이선스가
있지만 관련 IQ Bot 역할은 없음.

단계:

1. 브라우저에서 IQ Bot URL을 여십시오.

컨트롤룸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을 사용하여 IQ Bot
에 로그인하십시오.

사용자에게 IQ Bot 라이선스가 없거나 활성
화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메
시지가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IQ Bot 플랫폼에 로그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액세스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Note:  같은 브라우저 세션에서 컨트롤룸 11
에 이미 로그인한 경우 1, 2, 3 단계를 건너뛰
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컨트롤룸으로 이동을 클릭하십시오.

4. 컨트롤룸 11 로그인 URL로 연결됩니다. 동일
한 브라우저 세션에서 이미 컨트롤룸에 로그
인한 경우 자동으로 컨트롤룸 11에 로그인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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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이 될 때까지, IQ Bot 플랫폼은 사용자가
컨트롤룸에 가서 등록하도록 계속 요청합니다.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1. 브라우저에서 IQ Bot 로그인 URL을 사용하
여 IQ Bot에 로그인하거나 데스크톱에서 IQ
Bot 바로 가기를 클릭하십시오.

선행조건이 참일 경우 다음 메시지가 브라우
저에 표시됩니다.

2. 컨트롤룸으로 이동을 클릭하십시오.

컨트롤룸 11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Note:  동일한 브라우저 세션에서 이미 컨트롤룸
에 로그인한 경우 자동으로 컨트롤룸 11에 로그인
됩니다.

9. 사용자가 자신의 역할과 관련이 없는 URL에 액
세스하려 합니다.

예:

서비스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는 검사기 사용자 또
는 관리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는 서비스 사용자.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현재 검사기 역할이 있는 IQ
Bot 포털에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설명: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워크플로 특정 URL에 직접
액세스하려고 시도합니다.

URL 예:

http://myiqbot:3000/learning-
instances http://myiqbot:3000/
learning-instances/<learning
 instance id> etc.

액세스가 거부되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죄
송합니다. 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 페이지에서 뒤로를 클릭하여 이전에 액세스
했던 리소스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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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 IQ Bot 세션이 있는 사용자가 다른 브라
우저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가 지원되는 브라우저 A에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설명:

1. 다른 브라우저나 동일한 브라우저의 시크릿
탭에서 IQ Bot URL https://IQ Boturl을 여십
시오.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2.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로 IQ Bot에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하면 IQ Bot 포털이나 정확한 IQ Bot
URL https://IQ Boturl로 리디렉션됩니다.

브라우저 A의 IQ Bot 포털에서 추가 작업을 하려
고 하면 로그아웃되고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te:  브라우저 B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Chrome 브라우저의 컨트롤 룸 11 세션
동작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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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Bot 설치

이 항목에서는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를 위한 선행조건 및 단계별 안내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용어

용어 설명

대상 시스템 IQ Bot 플랫폼을 설치할 시스템

로밍 프로필 로밍 프로필을 사용하면 Active Directory 도메인
의 사용자가 도메인의 모든 컴퓨터에서 데스크톱
및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시스템과 상관
없이 로밍 프로필은 일관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
다.

클러스터 시스템 시스템 구성 요소는 확장성을 위해 여러 서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상태 점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태를 반환하는 API입니다.
Health Check API는 일반적으로 구성 요소 종속
성을 확인합니다.

RabbitMQ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의 프로세스 간 메시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Validator 문서 세트 유효성 검사 및 수정을 위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Validator 서비스 문서 세트 유효성 검사 및 수정을 위한 서비스

웹 서버 HTTP 및 HTTPS를 통한 수신 요청 및 모든 공개
요청의 진입 지점을 처리합니다.

IQ Bot 플랫폼 IQ Bot의 서버 구성 요소

대상 독자

이 콘텐츠는 시스템 관리자 및/또는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IQ Bot 설치 선행조건
Automation Anywhere IQ Bot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선행조건이 있는지 확인합
니다.

Note:

• 로밍 프로필로 IQ Bot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Windows 관리자로 IQ Bot을 설치하십시오.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75



    Automation Anywhere - IQ Bot 설치

• IQ Bot 플랫폼은 SQL 인증만 지원합니다. Windows 인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운영 체제

• 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권장)
•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Data Center(권장)
• Windows 8.1 Pro/Enterprise
• Windows 10 Pro/Enterprise

하드웨어 요구 사항

최소 요구 사항 • 16GB RAM
• 쿼드 코어 프로세서
• 200GB 하드 디스크 공간*

최적 요구 사항 • 32GB RAM
• 옥타 코어 프로세서
• 500GB 하드 디스크 공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IQ Bot 플랫폼과 동일한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데이터 관
리가 별도의 시스템에 설치된 경우 유사한 하드
디스크 공간을 프로비저닝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소프트웨어 세부사항

데이터 관리 시스템 Microsoft SQL Server 2012, 2014, 2016,
2017(Express, Standard 또는 Enterprise 이상).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
버전 11.3

웹 브라우저 Google Chrome 버전 69 이상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다음과 같은 추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필요하
며 설치 프로세스 중에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Erlang v19.2
• RabbitMQ v3.6.6
• Node.js v6.10.2
• Microsoft SQL Server Native Client v11.0
• Microsoft .NET Framework 4.6
• 버전 6.0은 포터블 버전의 Java 1.8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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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세부사항

필요한 열린 포트 •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포트(구성 가능): 3000
•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포트(구성 가능): 1433
• 내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포트(고정): 8100,

9002, 9991, 9992, 9995, 9996, 9997, 9998,
9999

• 백엔드에서 Control Room과 통신할 Ignite 캐
시 포트: 47500~47600 및 47100~47200

• RabbitMQ 포트: 5673

SYSADMIN 권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설치 중에 사용되는
SQL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 권
한이 필요합니다. 이 SQL 사용자는 BULK INSERT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 HTT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HTTPS 인증서 파일
(PFX 형식)을 준비합니다.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

IQ Bot은 사용자 관리를 위해 Control Room과 통합됩니다. IQ Bot을 설치한 후에 익스프레스 모드 또는 사
용자 지정 모드로 버전 11.3의 Control Room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Note:

•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IQ Bot 설치에 필요하므로 Control Room 설치에 사용된 데이
터베이스 크리덴셜을 적어 두십시오.

버전 및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호환성 매트릭스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IQ Bot 버전

10.4 10.5.2 10.5.5 11.3

5.0 Y N N N

5.1.x N Y Y N

5.2.x N N Y N

5.3 N N Y N

6.0 N N N Y

Note:  10.5.x 이후 버전을 포함합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로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
Automation_Anywhere_IQ_BOT_6.0.exe 파일을 사용하여 Automation Anywhere IQ Bot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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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마법사가 익스프레스 모드 또는 사용자 지정 모드로 Automation Anywhere IQ Bot을 설치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설치 프로세스 중에 누락되었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종속 항목 또는 선행조건도 설치됩니다.

IQ Bot 익스프레스 설치를 위한 선행조건 구성

1. SQL 인증을 활성화하십시오. 예를 들어, SQL Server에서 TCP 프로토콜을 활성화해야 하며 포트 1433
에서 로컬 호스트를 청취해야 합니다.

2. SQL server 인스턴스 이름을 AACRSQLEXPRESS로 구성하십시오.

3. 사용자 이름 aaadmin, sysadmin 권한 및 비밀번호 aabots@123으로 사용자를 만드십시오.

익스프레스 모드로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

Automation AnywhereIQ Bot을 익스프레스 모드로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Automation_Anywhere_IQ_BOT_6.0.exe 파일을 더블클릭하십시오.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
치 마법사가 표시됩니다.

2.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선행조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Note: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 v11.3이 익스프레스 모드로 대상 시스템에 미
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Control Room과 통신하는 데 필요합니다.

3. 선행조건을 검토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라이선스 계약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라이선스 계약을 읽고 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설치 유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익스프레
스 및 사용자 지정.

Note:  익스프레스 설치를 수행하면 Active Directory가 지원되지 않는 HTTP 기반의 IQ Bot 포털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5. 익스프레스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프로그램 설치 준비 완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Note: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Control Room v11.3이 익스프레스 모드로 대상 시스템에 사
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 프로그램이 Control Room/SQL Express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클릭하면 다음 오류가 표시됩니다.

설치 설정을 검토하거나 변경하려면 뒤로를 클릭하십시오. 설치 마법사를 종료하려면 취소를 클릭하십
시오.

6. 설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익스프레스 설치가 시작됩니다.

Note:  언제든 취소를 클릭하면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예를 클릭하여 설치 마법사를 종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변경사항이 롤백됩니다.
• 아니오를 클릭하여 다시 시작하십시오.

7. 몇 분 후에 시스템에 완료됨이 표시됩니다. 이는 IQ Bot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IQ Bot 포털을 실행하려면, 바탕 화면에서 IQ Bot 6.0 바로 가기를 더블클릭하십시오.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78



    Automation Anywhere - IQ Bot 설치

Note:  익스프레스 모드에서 IQ Bot 플랫폼은 다음 기본 설정으로 설치됩니다.

• 보안 유형: None (HTTP)
• 웹 구성: <web url:port>
• 데이터베이스 구성: <database url:port> (user: aaadmin ; Authentication: SQL)
• 호스트 게이트웨이: <gateway:port> (SSL Offloading: No)
• 출력 경로: C:\Users\Public\Documents\Automation Anywhere IQBot Platform\Output
• 로깅 경로: C:\Users\Public\Documents\Automation Anywhere IQBot Platform\Logs
• 설치 경로: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

사용자 구성 모드에서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하기
사용자 구성 설치를 사용하면 보안 구성, MS SQL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도움이 되고, 필요에 따라 처리한 문
서 및 설치 폴더에 대해 폴더 확장, 출력 정의를 하는 로드 밸런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구성 모드로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를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Automation_Anywhere_IQ_BOT_6.0.exe 파일을 실행하고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 마법사
에서 사용자 구성을 선택하십시오.

2. 사용자 구성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데이터베이
스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 데이터베이스 서버 세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호스트 이름 또는 IP: MS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포트: MS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Tip:  SQL Express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대상 시스템에 직접 설치된 경우, 호스트 이름은
localhost 및 포트 1433을 사용해 자동 생성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 사용자 이름: MS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비밀번호: MS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Note:  IQ Bot 플랫폼은 SQL 인증만 지원하며, Windows 인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Note:  주어진 구성으로 SQL Server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올바른 호스트 이름/IP, 포트 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올바른 MS SQL Server 크리덴셜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MS SQL Server에 연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설치 중에 사용하는 SQL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SYSADMIN)이 있어
야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Note:  IQ Bot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이미 존재하고 IQ Bot 다시 설치되면 IQ Bot은 설치 중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사용하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3.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IQ Bot 포털 구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IQ Bot 포털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IQ Bot포털 보안: 보안 유형(HTTPS 또는 HTTP)을 선택하십시오. HTTPS의 경우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PFX 인증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인증서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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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Bot 포털 구성:

• 호스트 이름 또는 IP: 포털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Note:  이는 기본적으로 IQ Bot을 설치 중인 컴퓨터의 FQDN(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포트: 포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Note:  기본적으로 3000으로 자동 입력되며, 이것이 권장 값입니다.

Note:  참고: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FQDN -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다른 별칭 이름으로 HTTPS 인
증서에 사용하는 경우 별칭 이름을 호스트 이름으로 제공하십시오.

HTTPS 및 TLS 1.2를 지원하는 IQ Bot 구성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제어판에서 설
치 확인 HTTPS에 컨트롤룸을 설치했으므로 IQ Bot을 HTTP 모드에서 설치해야 하는 경우 다음을 보십
시오.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 만료 시 보안 통신용 HTTPS SSL 인증서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
우 보안 통신을 위한 HTTPS SSL 인증서 만료 시 재설치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주제 대체 이름(SAN)을
사용하여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만들려면 SAN(주체 대체 이름)으로 자체 서명 인증서 만들기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4.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로드 밸런서 구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Note:  IQ Bot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더 높은 처리량을 지원하기 위해 클러스터 모드에서 수평적으로 확
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 모드에서 IQ Bot 플랫폼 설치하기를 참고하십시오.

5. 로드 밸런서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합니다.

• IQ Bot 포털과 마찬가지로 사용: 이전에 IQ Bot 포털 페이지에서 지정된 로드 밸런서에 대해 동일한
구성 값을 유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단일 시스템에 IQ Bot 플랫폼을 설치 또는
• 로드 밸런서 구성을 IQ Bot 포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 로드 밸런서의 구성 값이 IQ Bot 포털 페이지와 다르다면 IQ Bot 포털과 마찬가지로 사용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십시오.

• 호스트 이름: 로드 밸런서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 포트: 로드 밸런서의 포트를 입력하십시오.

Note:

a. AWS에 설치할 때 호스트 게이트웨이 이름을 공용 DNS로 바꿔 IQ Bot 서버를 외부 위치에서 액
세스합니다.

b. 다시 설치하는 동안 로드 밸런서 호스트 이름과 포트는 컨트롤룸에 저장된 이전 설치 세부 사항
을 기반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경하십시오. 이것은 확장성
을 위해 IQ Bot 플랫폼의 여러 인스턴스를 설치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다
른 인스턴스로 세부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러스터 모드 구성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러스터 모드에서 IQ Bot 플랫폼 설치하기를 참고하십시오.

c.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FQDN -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다른 별칭 이름으로 로드 밸런서의
HTTPS 인증서에 사용하는 경우 별칭 이름을 호스트 이름으로 제공하십시오.

d. 설치 프로그램은 이전 페이지(IQ Bot 포털 구성)에서 값을 가져오지만, 컨트롤룸에서 비활성화
된 텍스트 상자에 미리 가져온 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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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밸런서에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경우, 로드 밸런서가 SSL 오프로드를 처리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
택하십시오.

Note:  로드 밸런서 구성을 이행하는 동안 이전 단계(IQ Bot 포털 구성 화면)의 보안 모드가 HTTPS
로 설정되었으면 기본적으로 SSL 오프로드는 비활성화됩니다. 로드 밸런서에 대해 SSL 오프로드를
사용하려면 이전 모드의 보안 모드를 HTTP로 설정하십시오.

6.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대상 폴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대상 폴더 페이지에서 다음을 하십시오.

• 설치 경로: 필요한 경우 IQ Bot 플랫폼을 설치하기 원하는 다른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기본 및 권장 설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C:\Program Files(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
• 출력 경로: 출력이 저장될 출력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기본 출력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C:\Users\Public\Documents\Automation Anywhere IQBot Platform\Output

Note:

• 출력 경로는 네트워크 공유 경로일 수도 있습니다.
• 다시 설치하는 동안  출력 경로는 컨트롤룸에 저장된 이전 설치 세부 사항을 기반으로 설치 프로
그램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필요에 따라 변경하십시오.

7. 환경 설정에 따라 대상 폴더를 변경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프로그램 설치 준비 완료 페이지가 표시
됩니다.

8. 설치 설정을 확인 및 검토하고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하십시오. 설치가 시작되고 진행 중 페이지
가 표시됩니다.

Note:

• 설치 과정에서 설치 관리자가 Erlang을 설치할지 묻는 Windows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
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

• 가끔은 Windows 보안 경고 창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활성 창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
다. Alt + TAB 키 조합을 사용하여 다른 보이는 창 뒤에 숨겨지지 않은 Windows 보안 경고를 더블 클
릭합니다.

9. 액세스 허용 버튼을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되게 하면 성공적인 설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0.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IQ Bot 6.0 아이콘이 바탕 화면에 생성됩니다.

클러스터 모드로 IQ Bot 플랫폼 설치
IQ Bot의 여러 설치를 클러스터링하여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모드로 IQ Bot을 설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Note:  IQ Bot 플랫폼은 최대 5개의 IQ Bot 설치 클러스터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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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설치 속성

• 포트 4369 및 25672를 열고 인바운드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여 각 대상 시스템에서 이러한 포트로 트래
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RabbitMQ 명령을 실행하여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려면 Rabbit MQ 쿠키가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대
상 시스템에 기존 IQ Bot 설치가 있는 경우, 기존 쿠키를 정리해야 합니다. 클러스터를 설정하기 전에 다
음 정리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IQ Bot을 설치 제거하십시오.

2. rabbit mq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다음을 실행하십시오. net stop RabbitMQ /yes

3. %Programfiles%\RabbitMQ Server\uninstall에서 Rabbit MQ 설치 제거

4. epmd.exe 및 해당 하위 요소 중지

a. Taskkill /IM epmd.exe /F

5. erl.exe, erlsrv.exe 및 해당 하위 요소 중지

a. Taskkill /IM erl.ex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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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askkill /IM erlsrv.exe /F

6. %Programfiles%\erl8.2\Uninstall에서 Erlang 설치 제거

7. %Programfiles%\Rabbit MQ Server 디렉토리 삭제(설치 제거에서 삭제되지 않은 경우)

8. %Programfiles%\erl8.2 디렉토리 삭제(설치 제거에서 삭제되지 않은 경우)

9. %appdata%\RabbitMQ 삭제

10. %WINDIR%\.erlang.cookie 삭제

11. %USERPROFILE%\.erlang.cookie 삭제

• 로드 밸런서 세부사항, 즉 로드 밸런서 이름, 사용되는 보안의 포트 및 유형(예: HTTP 또는 HTTPs)이 있
습니다.

• 출력 경로를 구성할 폴더를 공유하십시오. IQ Bot 플랫폼을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
야 합니다.

설치 단계

1. 대상 시스템에서 사용자 지정 모드로 IQ Bot 플랫폼을 설치하십시오. 설치 중에 로드 밸런서 구성 화면
에서 로드 밸런서 호스트 이름과 포트를 입력하십시오.

2. 로드 밸런서에서 SSL 오프로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가 SSL 오프로드를 처리할
수 있음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대상 폴더 화면에 공유 출력 경로를 제공하십시오.

4. 모든 노드에서 설치 중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세부사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 후 단계

1. 기본 노드의 호스트 이름, 즉 Server 1을 가져오십시오.

Note:  기본 노드는 모든 노드 중에서 IQ Bot이 처음 설치된 노드입니다.

2. 관리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십시오.

3. 설치 디렉토리 > Configurations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4. messagequeue_cluster_configuration.bat을 실행하고 기본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전달하십
시오.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 
 messagequeue_cluster_configuration.bat Server1

IQ Bot 플랫폼을 설치 제거하기 전에 클러스터에서 노드 삭제

클러스터에서 IQ Bot 설치를 삭제하려면 다음 스크립트를 실행하십시오.

1. 관리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십시오.

2. 설치 디렉토리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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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messagequeue_remove_node.bat을 실행하십시오.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 
 messagequeue_remove_node.bat

AWS에서 IQ Bot 설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WS EC2의 클러스터 모드에서 IQ Bot 설치의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제어판에서 설치 확인
제어판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omation Anywhere IQ Bot 6.0

IQ Bot 플랫폼이 설치된 시스템의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Automation Anywhere IQ
Bot 6.0 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Automation Anywhere 인지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

IQ Bot 플랫폼이 설치된 시스템에 다음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Windows 서비스 창에서 서비
스 상태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실행중인 서비스의 목록을 보려면 시작 > 실행을 사용하여 services.msc를 엽니다.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Alias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Application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Classifier Service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File Manager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Console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Gateway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MLScheduler Service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MLWeb Service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Projects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Report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Validator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Visionbot Manager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VisionbotEngine Service

상태 점검 수행

필요한 경우 Healthcheck API를 사용하여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Healthcheck
API의 요청/응답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

서비스 이름 URL

Alias http://<hostname/IP>:9997/
health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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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름 URL

Application Service http://<hostname/IP>:9002/
healthcheck

Project Service http://<hostname/IP>:9999/
healthcheck

FileManager Service http://<hostname/IP>:9996/
healthcheck

Visionbot http://<hostname/IP>:9998/
healthcheck

Validator Service http://<hostname/IP>:9995/
healthcheck

Report Service http://<hostname/IP>:9992/
healthcheck

Gateway Service http://<hostname/IP>:8100/
healthcheck

Frontend or Console Service http://<hostname/IP>:3000/
healthcheck

위 목록에서 <hostname/IP>만 IQ Bot 플랫폼 호스트 이름/IP로 변경하면 IQ Bot 플랫폼이 설치된 시스템
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Healthcheck API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Q Bot 플랫폼이 http://localhost:3000에 액세스할 수 있을 경우, 다음 URL을 사용하여
FileManager Healthcheck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localhost:9996/healthcheck:

localhost:9996/healthcheck

응답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system

Application: <Service Name>

Status: OK

Application uptime: 0d 3h 45m 6s

Version: 1.2.0-RELEASE

Branch: RC-5.2-1

GIT #: d88e59c0435c3a836bb47cd586081205564904c5

Build Time: 2018-02-17T09:26:52.523Z

Dependencies:

Database Connectivity: OK

MessageQueue Connectivity: OK

Project: OK

VisionBot: OK

**<Service Name>은 별칭, 애플리케이션, 파일 관리자, 프로젝트, 보고서, 게이트웨이, 유효성 검사기 또
는 비전봇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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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ies:에는 조사된 서비스의 모든 종속 서비스(예: 데이터베이스 및 메시지 대기열)의 상태가 나
열됩니다.

Note:

• Healthcheck 서비스를 사용하여 Rabbit 메시지 대기열 시작 실패를 확인하는 사용 사례는 Rabbit MQ 시
작 실패 시 Healthcheck API 응답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IQ Bot 설치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생성

IQBotValidator, IQBotServices 또는 IQBotAdmin 역할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trol Room에서 IQBotValidator, IQBotServices 및 IQBotAdmin 역할을 가진 사용자 생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트롤룸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IQ Bot에 고유한 사용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역할 및 권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Q Bot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IQ Bot을 업그레이드하려면 현재 버전을 제거한 후 상위 버전을 설치하고, 다운그레이드하려면 현재 버전을
제거한 후 하위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IQ Bot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려면:

1. 원하는 위치에 새 폴더를 만들고 참조를 위해 <Installation Path/Configuration> 폴더의 Settings.txt를
이 새 폴더로 백업합니다.

2.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IQ Bot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3. 설치 제거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 제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4. 상위 버전 IQ Bot 설치 파일을 <설치 파일 경로>에서 로컬 시스템으로 복사합니다.

5. 설치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스프레스 모드로 Automation Anywhere IQ Bot 설치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 상위 버전 제품을 설치하는 동안 Settings.txt 파일의 설정을 참조하여 구성 값을 입력하십시오.
•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원하거나 원하는 IQ Bot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Q Bo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Q Bot 플랫폼을 다운그레이드하려면:

• 상위 버전 IQ Bot을 제거합니다. 예: IQ Bot 6.0.
•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예: IQ Bot 6.0의 데이터베이스.
•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제거합니다. 예: IQ Bot 6.0의 데이터베이스.
• 하위 버전 IQ Bot의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복원합니다. 예: IQ Bot 5.3.
• 하위 버전 IQ Bot을 설치합니다. 예: IQ Bot 5.3.

IQ Bot 및 데이터베이스의 호환 버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버전 및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호환성 매트릭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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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거
이 장에서는 Automation AnywhereIQ Bot 플랫폼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IQ Bot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utomation Anywhere IQ Bot 제거

Automation Anywhere IQ Bot을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Automation_Anywhere_IQ_BOT_6.0.exe 설치 프로그램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Automation
Anywhere IQ Bot -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앞서 관리자 권한을 확인하는 사용자 액세스 제어 대화
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te:  설치 제거 전에 IQ Bot 포털을 실행 중인 기존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모두 닫아야 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제거 준비 완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3. 제거를 클릭합니다.

IQ Bot 제거가 시작됩니다.

Note:  제거 프로세스 중에 다음 설정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취소
를 클릭하면 제거가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Q Bot 설치 FAQ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4. 백업 파일이 제거되면 완료됨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마침을 클릭하여 제거를 완료합니다.

Note:  IQ Bot 플랫폼을 제거해도 IQ Bot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Windows 제어판에서 수동으
로 다음 종속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 Erlang v19.2
• RabbitMQ v3.6.6
• NodeJS v6.10.2
• SQL Server Native Client v11.0

IQ Bot 설치 FAQ
1. Automation Anywhere IQ Bot을 설치한 후 Cognitive Solutions Console Web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
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Console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Windows 서비스 창에서 상태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Tip:  Windows 서비스 창을 열려면 시작à실행을 클릭하고 실행 대화 상자에  services.msc를 입력한 다
음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2. Automation Anywhere IQ Bot을 제거하려 할 때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utomation Anywhere IQ Bot을 제거할 때 어떤 서비스와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까?

 "시스템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업데이트할 수 없는 파일 또는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속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이 다시 부팅되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 메시지는 Windows 설치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제거하려는 프로그램의 일부 리소스가 아직 사용 중
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설치를 다시 시작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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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Q Bot 명령에서 학습 인스턴스 목록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컨트롤룸에서 IQ Bot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학습 인스턴스 목록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 IQ Bot 플랫폼에서 생성한 학습 인스턴스가 없을 경우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에서 IQ Bot
명령의 목록이 비어 있습니다.

4.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설치 마법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페이지 다음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필요한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설치를 계속하려면 올바른 관리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5. 내 IQ Bot 설치의 빌드 번호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Windows 탐색기에서 IQ Bot 설치 경로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입니다. 여기에서 ProductReleaseInfo.xml 파
일을 엽니다. <Version> 태그에 IQ Bot 설치의 버전 번호가 있습니다.

Rabbit MQ 시작 실패 시 Healthcheck API 응답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FileManager, Project, Validator, VisionBot의 경우 RabbitMQ 시작 실패에 대한
Healthcheck 응답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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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름 Healthcheck 응답 실패 원인

FileManager

http://
<hostname>:<9996>/
healthcheck

Failure 1

 Subsystem 

Application:
 filemanager

Status: OK

Application uptime: 0d
 0h 2m 55s

Version: 1.1.0-SNAPSHOT

Branch: develop

GIT #:
 68542ed0e9c1f03a26d1b5e444de3f4551262959

Build Time:
 2018-02-08T12:43:44.104Z

Dependencies:

 Database
 Connectivity: OK 

MessageQueue
 Connectivity: FAILURE

Project: OK

 VisionBot: OK 

Failure 2

localhost refused to
 connect

Failure 1

• Filemanager 서비스가 실행
되는 동안 RabbitMQ 노드/서
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Failure 2

• Filemanager 서비스가 시작
될 때 RabbitMQ 노드/서비스
가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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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름 Healthcheck 응답 실패 원인

Project

http://
<hostname>:<9999>/
healthcheck

 Validator http://
<hostname>:<9995>/
healthcheck

VisionBotManager
 http://
<hostname>:<9998>/
healthcheck

Failure

 Subsystem 

Application:
 visionbotmanager

Status: OK

Application uptime: 0d
 0h 2m 55s

Version: 1.1.0-SNAPSHOT

Branch: develop

GIT #:
 68542ed0e9c1f03a26d1b5e444de3f4551262959

Build Time:
 2018-02-08T12:43:44.104Z

Dependencies:

 Database
 Connectivity: OK 

MessageQueue
 Connectivity: FAILURE

FileManager: OK

Validator: OK

 Project: OK 

Failure

• RabbitMQ 노드/서비스가 중
단되었습니다.

AWS EC2의 클러스터 모드에서 IQ Bot 설치
AWS의 클러스터 모드에서 IQ Bot을 설치해야 할 경우 다음 하항에 유의하십시오.

1. EC2 RabbitMQ 클러스터의 이름은 다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rabbit@ip-XXX-XXX-XX-XX.

2. 두 노드가 모두 동일한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노드에 연결하면 문제가 없지만 로컬 EC2 네트워크
외부의 클러스터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노드 2의 호스트 파일을 구성하십시오.

3. 호스트 파일에 AA.AA.AAA.AAA가 노드 1의 퍼블릭 IP인 항목을 추가하십시오.

AA.AA.AAA.AAA ip-XXX-XX-XX-XX

Note:  클러스터의 모든 IQ Bot 인스턴스가 동일한 도메인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각 인스턴스에서 관리자 사용
자 로그인을 사용하여 다음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Projects"
•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Valid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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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File Manager"

관리자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1. 작업 관리자 > 서비스 > 서비스 열기를 클릭합니다.

2. 대상 서비스(예: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Projects”)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3.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이 계정을 선택하고 관리자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하고 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인스턴스와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IQ Bot 인스턴스
에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
IQ Bot URL에서 HTTP 및 HTTPS를 사용하여 IQ Bot 포털에 액세스하도록 HTTP 및 HTTPS로 IQ Bot을 구성
합니다.

HTTPS 및 HTTP로 IQ Bot 구성

선행조건:

다음 인증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 PFX 파일
• Control Room의 CA 번들 인증서(모든 중간 인증서 정보 포함)
• Control Room의 공용 인증서

Note:  HTTPS로 Control Room 또는 IQ Bot을 설치한 경우 IQ Bot을 등록하기 전에 HTTPS로 IQ Bot을 구
성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S로 Control Room이 구성된 경우 HTTPS로 IQ Bot 구성

HTTPS로 IQ Bot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설치 중에 HTTPS 구성으로 PFX 파일을 사용하여 IQ Bot을 설치하십시오.
• IQ Bot 설치 후 Control Room의 번들 인증서를 IQ Bot 포털 폴더에 넣으십시오. 폴더 위치: C:

\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Portal\keys

참고: 파일 이름은 Ca.crt여야 합니다.
• 관리자 모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Q Bot의 키 저장소에 인증서를 추가하십시오. "JRE

 location" -import -alias cr -keystore "cacerts location of iq bot" -file
 "public certificate file"

• 예: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bin
\keytool.exe" -import -alias cr -keystore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lib\security\cacerts" -file "C:
\Certificate\Publiccertificate.crt

참고: 이는 Control Room의 공용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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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 가져오기

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AAE 설치 경로(예: C:\Program Files\Automation Anywhere\Enterprise)에서 관리자 모드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jre\bin\java -jar certmgr.jar -appDir "C:\Program Files
\Automation Anywhere\Enterprise" -importTrustCert "C:\Certificate\Ca.crt"

Note:  이는 IQ Bot 인증서입니다.

HTTP로 Control Room이 구성된 경우 HTTPS로 IQ Bot 구성

HTTPS로 IQ Bot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설치 중에 HTTPS 구성으로 PFX 파일을 사용하여 IQ Bot을 설치하십시오.

IQ Bot 설치 후 Control Room의 번들 인증서를 IQ Bot 포털 폴더로 복사하십시오. <Installation Dir
 of IQ Bot>\Portal\keys.

Note:  파일 이름은 Ca.crt여야 합니다.

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 가져오기

Control Room으로 공용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AE 설치 경로(예: <Control Room의 설치 디렉토리>)에서 관리자 모드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예:

jre\bin\java -jar certmgr.jar -appDir "C:\Program Files\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importTrustCert "C:\Certificate\Ca.crt"

Note:  이는 IQ Bot 인증서입니다.

HTTPS로 Control Room이 구성된 경우 HTTP로 IQ Bot 구성

HTTP로 IQ Bot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IQ Bot 설치 후 Control Room의 번들 인증서를 IQ Bot 포털 폴더로 복사하십시오. <IQ Bot의 설치
 디렉토리>\Portal\keys.

Note:  참고: 파일 이름은 Ca.crt여야 합니다.

2. 관리자 모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Q Bot의 키 저장소에 인증서를 추가하십시오. "JRE
 location" -import -alias cr -keystore "cacerts location of iq bot" -file
 "public certificate file".

예: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bin
\keytool.exe" -import -alias cr -keystore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JRE\1.8.0_161\lib\security\cacerts" -
file "C:\Certificate\Publiccertificate.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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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는 Control Room의 공용 인증서입니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 및 등록 취소하고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참고: IQ Bot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기 전에 Automation Anywhere Cognitive Console 서비스를 다시 시작
하십시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만 IQ Bot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관리자로 Control Room에 로그인하십시오.

Note:  동일한 브라우저 세션에서 이미 Control Room에 로그인한 경우 자동으로 IQ Bot에 로그인됩니
다.

2. 관리 > 설정 > IQ Bot을 클릭하십시오.

3. IQ Bot 섹션에서 편집을 클릭하여 텍스트 상자를 표시하십시오.

4. IQ Bot URL을 입력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5. IQ Bot이 등록되었는지 테스트하려면 올바른 IQ Bot 역할로 IQ Bot 포털에 로그온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등록이 실패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십시오.

Related reference

IQ Bot 사용 사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IQ Bot사용 사례, 문제 및 절차를 이 주제에서 설명합니다.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취소
IQ Bot 설치 제거 및 설치로 인해 IQ Bot URL이 변경되거나 로드 밸런서가 추가될 때 Control Room에서 IQ
Bot을 등록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IQ Bot을 등록 취소하기 전에 IQ Bot 및 Control Room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IQ Bot 및 Control Room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삭제
sysadmin 역할로 Control Room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SQL 쿼리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DELETE FROM [dbo].[APP_USER]
• DELETE FROM [dbo].[USER] WHERE user_type='APP'
• DELETE from dbo.ACTIVEMQ_ACKS
• DELETE from dbo.ACTIVEMQ_MSGS

sysadmin 역할로 IQ Bot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 SQL 쿼리를 실행하여 IQ Bot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실
행합니다. DELETE FROM [Configurations].[dbo].[Configurations]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Q Bot을 등록 취소하여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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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Bot을 등록 취소하지 않고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

IQ Bot을 등록 취소하여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

다음은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1. HTTP로 설치된 IQ Bot 및 Control Room을 설치 제거하십시오.

2. Control Room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3. Control Room > 관리 > 일반 설정에 로그인하여 Web Control Room HTTPS URL을 업데이트하십시
오.

4. IQ Bot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5. IQ Bot을 등록 취소하십시오.

6. Control Room의 CA 인증서를 IQBot_INSTALL_DIR/Portal/Keys 위치로 복사하십시오.

7.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IQ Bot 공용 인증서를 Control Room
certmgr로 가져오십시오.

8.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Control Room 공용 인증서를 IQ Bot 키 저
장소로 가져오십시오.

9. 콘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10. Control Room에서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십시오.

IQ Bot을 등록 취소하지 않고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
서 HTTPs로 업그레이드

다음은 IQ Bot 및 Control Room을 HTTP에서 HTTPs로 업그레이드하는 다른 옵션입니다.

1. HTTP로 설치된 IQ Bot 및 Control Room을 설치 제거하십시오.

2. Control Room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3. Control Room > 관리 > 일반 설정에 로그인하여 Web Control Room HTTPS URL을 업데이트하십시
오.

4. IQ Bot을 HTTPs 모드로 설치하십시오.

5. Control Room의 CA 인증서를 IQBot_INSTALL_DIR/Portal/Keys 위치로 복사하십시오.

6. HTTP 및 HTTPS로 IQ Bot 구성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IQ Bot 공용 인증서를 Control Room
certmgr로 가져오십시오.

7.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Control Room 공용 인증서를 IQ
Bot 키 저장소로 가져오십시오.

8.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십시오.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등록하지 못하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Control Room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Control Room > 관리 > 일반 설정에 로그인하여 Control
Room HTTPs URL을 업데이트하십시오.

2. 콘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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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rol Room에서 HTTPs URL을 사용하여 IQ Bot을 다시 등록하십시오.

IQ Bot 사용 사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IQ Bot사용 사례, 문제 및 절차를 이 주제에서 설명합니다.

IQ 봇 애플리케이션 등록 사용 사례

관리자 권한이 있는 IQ Bot 사용자는 컨트롤룸에 IQ Bot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설명

IQ Bot이 컨트롤룸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IQ Bot이 컨트롤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Q Bot은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컨트
롤룸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trol Room을 사용하여 IQ Bot
등록 섹션에서 참고하십시오.

IQ Bot 애플리케이션 등록 후 컨트롤룸 URL 변경 컨트롤룸을 삭제하고 설치한 결과, 새 컨트롤룸
설치에서 URL이 변경되면 컨트롤룸 URL을 업데
이트해야 합니다.

컨트롤룸 관리 > 설정 > 일반 설정에서 컨트롤룸
URL을 업데이트합니다.

IQ Bot 애플리케이션 등록 후 IQ Bot URL 변경 IQ Bot을 삭제하고 설치한 결과 새 IQ Bot 설치에
서 URL이 변경되면 IQ Bot URL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리 > 설정 > IQ Bot에서 IQ URL을 업데이트합
니다.

인증 사용 사례

IQ Bot 사용자: 유효한 IQ Bot 라이선스(개발자 또는 봇 러너)와 적절한 IQ Bot 역할이 있는 활성 컨트롤룸
11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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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설명

1. 인증된 IQ Bot 사용자가 IQ Bot URL에 액세스
하려고 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컨트롤룸 11에 IQ Bot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단계:

1. IQ Bot URL에 로그인: 브라우저에서
http(s)://IQ Boturl로 이동합니다.

2. 유효한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을 입력합니
다.

인증이 성공하면 컨트롤이 IQ Bot URL로 리
디렉션됩니다. http(s)://IQ Boturl

2. IQ Bot 세션이 있는 사용자가 다른 탭에서 IQ
Bot URL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지원되는 브라우저의 IQ Bot
포털에 로그인됩니다.

단계:

1. 동일한 브라우저의 다른 탭에서 IQ Bot URL
http(s)://IQBoturl을 엽니다.

2. 컨트롤이 정확한 IQ Bot URL http(s)://
IQBoturl로 리디렉션됩니다.

3. IQ Bot 사용자가 먼저 컨트롤룸 11에 로그인한
다음 동일한 브라우저에서 IQ Bot URL에 액세스
를 시도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컨트롤룸 11에 IQ Bot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 이 사용자는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지 않았습
니다.

단계:

1. 컨트롤룸 11에 로그인하십시오.

2. 동일한 브라우저의 다른 탭이나 인스턴스에
서 IQ Bot 포털 URL을 엽니다.

성공적으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면 IQ Bot
URL이 열립니다.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96

http://IQ%20Boturl/
http://IQ%20Boturl/
http://iq/
http://iq/
http://iq/


    Automation Anywhere - IQ Bot 설치

사용 사례 설명

4. 사용자가 컨트롤룸에서 로그아웃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현재 컨트롤룸 11에 로그인되
어 있습니다.

• 같은 사용자의 IQ Bot 세션이 동일한 브라우저
의 다른 탭/인스턴스에 존재합니다.

단계:

1. 컨트롤룸 11에서 로그아웃하십시오.

2. IQ Bot 세션을 엽니다.

또한 IQ Bot 세션에서 로그아웃됩니다.

5 a. 사용자가 잘못된 사용자 크리덴셜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려고 합니다.

5 b. 사용자 계정이 비활성화된 사용자가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려 합니다.

5 c. 로그인 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
다.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사용자 크리덴셜이 잘못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계정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단계:

1. 로그인 페이지에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을
입력하십시오.

2. 사용자에게 잘못된 사용자 크리덴셜 또는 비
활성화된 계정이 있으면 다음 오류 메시지 중
하나(1 또는 2)가 표시됩니다. 로그인 중에 예
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
3이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 1: 잘못된 크리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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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설명

오류 메시지 2: 비활성화된 사용자를 위한 기존
컨트롤룸 11 메시지

오류 메시지 3: 로그인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문
제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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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설명

6. 사용자가 IQ Bot 세션에서 유휴 상태가 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현재 IQ Bot 포털에 로그인되
어 있습니다.

단계:

1. IQ Bot 포털 UI에서 20분 동안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경우.

2. 20분이 경과하면 IQ Bot 포털 UI를 볼 때 IQ
Bot 포털에서 로그아웃되고 세션 만료 알림
이 표시됩니다.

3. IQ Bot 포털에 다시 로그인하면 IQ Bot이 진
행 중인 작업을 표시합니다. 세션이 유휴 상
태일 때 활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0분> IQ Bot / 유휴 시간 제한을 위한 컨트롤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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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설명

7. a) 사용자에게 IQ Bot 라이선스(개발자/봇 러
너)가 없는 경우

또는

b) 사용자에게 활성화되지 않은 IQ Bot 라이선스
가 있는 경우

또는

c) 사용자에게 유효한 IQ Bot 라이선스가 있지만
관련 IQ Bot 역할은 없는 경우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IQ Bot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
음(개발자/Bot 러너) 또는 b) 사용자가 활성화
되지 않은 IQ Bot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
또는b) 사용자에게 유효한 IQ Bot 라이선스가
있지만 관련 IQ Bot 역할은 없음.

단계:

1. 브라우저에서 IQ Bot URL을 여십시오.

컨트롤룸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을 사용하여 IQ Bot
에 로그인하십시오.

사용자에게 IQ Bot 라이선스가 없거나 활성
화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메
시지가 브라우저에 표시됩니다.

"IQ Bot 플랫폼에 로그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액세스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Note:  같은 브라우저 세션에서 컨트롤룸 11
에 이미 로그인한 경우 1, 2, 3 단계를 건너뛰
면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컨트롤룸으로 이동을 클릭하십시오.

4. 컨트롤룸 11 로그인 URL로 연결됩니다. 동일
한 브라우저 세션에서 이미 컨트롤룸에 로그
인한 경우 자동으로 컨트롤룸 11에 로그인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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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이 될 때까지, IQ Bot 플랫폼은 사용자가
컨트롤룸에 가서 등록하도록 계속 요청합니다.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1. 브라우저에서 IQ Bot 로그인 URL을 사용하
여 IQ Bot에 로그인하거나 데스크톱에서 IQ
Bot 바로 가기를 클릭하십시오.

선행조건이 참일 경우 다음 메시지가 브라우
저에 표시됩니다.

2. 컨트롤룸으로 이동을 클릭하십시오.

컨트롤룸 11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Note:  동일한 브라우저 세션에서 이미 컨트롤룸
에 로그인한 경우 자동으로 컨트롤룸 11에 로그인
됩니다.

9. 사용자가 자신의 역할과 관련이 없는 URL에 액
세스하려 합니다.

예:

서비스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는 검사기 사용자 또
는 관리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는 서비스 사용자.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는 현재 검사기 역할이 있는 IQ
Bot 포털에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설명: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워크플로 특정 URL에 직접
액세스하려고 시도합니다.

URL 예:

http://myiqbot:3000/learning-
instances http://myiqbot:3000/
learning-instances/<learning
 instance id> etc.

액세스가 거부되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죄
송합니다. 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 페이지에서 뒤로를 클릭하여 이전에 액세스
했던 리소스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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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 IQ Bot 세션이 있는 사용자가 다른 브라
우저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면

선행조건:

• IQ Bot 플랫폼이 컨트롤룸 11에 성공적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 IQ Bot 사용자가 지원되는 브라우저 A에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설명:

1. 다른 브라우저나 동일한 브라우저의 시크릿
탭에서 IQ Bot URL https://IQ Boturl을 여십
시오.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2. IQ Bot 로그인 크리덴셜로 IQ Bot에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하면 IQ Bot 포털이나 정확한 IQ Bot
URL https://IQ Boturl로 리디렉션됩니다.

브라우저 A의 IQ Bot 포털에서 추가 작업을 하려
고 하면 로그아웃되고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te:  브라우저 B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Chrome 브라우저의 컨트롤 룸 11 세션
동작과 유사합니다.

Control Room에서 IQBotValidator, IQBotServices 및
IQBotAdmin 역할을 가진 사용자 생성

이 섹션의 정보는 IQ Bot 포털의 사용자 역할 및 페르소나에 관한 Control Room의 사용자 관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Control Room에서 생성하고 IQ Bot 포털에서 작업하는 사용자 역할은 IQBotServices, IQBotValidator 역할
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역할 생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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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IQ Bot 포털은 최대 5명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관리에는 Control Room 호스팅되는 즉시 특정 역할을 정의한 후 사용자를 생성하는 작
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Control Room 설치 중에 구성된 대로 Non-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일 수 있습니다.

Tip:  Active Directory 사용자는 Active Directory 크리덴셜로 인증되고 Non-Active Directory 사용자는
Control Roo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크리덴셜로 인증됩니다.

Control Room의 사용자는 설치 중에 구성된 사용자 유형에 따라 생성됩니다. 따라서 Non-Active Directory
사용자 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Windows 크리덴셜이 있는 사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를 만들려면 사용자 생성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용자 생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사용자 생성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Note:

• 성과 이름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름과 성을 사용하는 경우 숫자, 공백( ), 마침표(.), 하이픈(-) 및
밑줄(_)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Non-Active Directory 사용자의 경우, 각 필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내는 메일 서버 설정을 구성하지 않으려면 비밀번호를 지정하십시오.

3. 사용자에게 장치 라이선스 할당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할당할 라이선스를 선택하십시오.

Note:  역할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슬롯이 없으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저장을 클릭하여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할당하십시오.

Note:  조직의 자동화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자 유형을 개발에서 런타임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려면
Control Room의 라이선스 관리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유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 또는 시스템 사용자가 생성되면 사용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
다.

• Control Room이 Non-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위해 구성된 경우, 이메일 ID를 확인하고 Control
Room 액세스 비밀번호를 설정하십시오.

• Control Room이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위해 구성된 경우, 이메일 ID를 확인하십시오.

보안 통신을 위한 HTTPS SSL 인증서 만료 시 재설치
HTTPS SSL 인증서가 만료되면 이 절차를 수행하여 HTTPS SSL 인증서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HTTPS SSL 인증서는 온라인 금융 및 쇼핑 트랜잭션과 같은 기밀성이 높은 온라인 트랜잭션을 보호하기 위
해 브라우저와 웹 사이트 간의 보안 및 암호화 통신에 필요합니다. 브라우저의 자물쇠 아이콘은 보안 연결이
활성화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보안 연결을 사용하려면 HTTPS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 SSL 인증서를 다시 설치하려면:

1. %installation_dir%\Configurations로 이동하여 관리자로 stopanduninstallallservices.bat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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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allation_dir%\Portal\keys로 이동하여 cert.crt, key.key 및 ca.cert 파일을 모두 백업합
니다.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IQ Bot 인증서의 .pfx를 .crt 형식 및 .key로 변환합니다.

• pfx에서 암호화된 키를 가져옵니다.

 openssl.exe pkcs12 -in "path_to_cert\example.pfx" -nocerts -out
 "path_to_cert\example encp.key" 

• 암호화된 키를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openssl.exe rsa -in "path_to_cert\example encp.key" -out "path_to_cert
\key.key". This command converts encrypted key to a readable format. 

• .pfx를 .crt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openssl.exe pkcs12 -in "path_to_cert\example.pfx" -clcerts -nokeys -
out "path_to_cert\cert.crt". 

• 컨트롤룸 인증서도 만료된 경우에만 컨트롤룸 인증서(.pfx) 파일에서 CA.cert 파일을 가져옵니다.

openssl pkcs12 -in <filename.pfx> -cacerts -nokeys -chain -out
 <cacerts.cer>

4. 위치 “%installation_dir%\Portal\keys”에서 cert.crt, key.key 및 ca.cert 파일을 복사하거나 교체합니
다.

5. %installation_dir%\Configurations로 이동하고 관리자로
installandstartervices.bat을 실행합니다.

Related information

https://www.instantssl.com/ssl-certificate-products/https.html

https://www.websecurity.symantec.com/security-topics/what-is-ssl-tls-https

SAN(주체 대체 이름)으로 자체 서명 인증서 만들기
여러 도메인에 대해 SSL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SAN(주체 대체 이름)으로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만들어야 합
니다.

1. 이름이 domain.cnf인 파일을 생성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구성을 추가합니다.

[req]

default_bits = 2048

prompt = no

default_md = sha256

x509_extensions = v3_req

distinguished_name = dn

[dn]

C = ES

ST = MyState

L = MyCity

O = M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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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Address = email@mydomain.com (Any email address)

CN = sss-laptop136.aaspl-brd.com (CR FQDN Url Name)

[v3_req]

subjectAltName = @alt_names

[alt_names]

DNS.1 = sss-laptop136.aaspl-brd.com (CR FQDN Url Name)

DNS.2 = sss-laptop151.aaspl-brd.com (IQBOT URL FQDN Name)

2. Openssl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합니다.

3. Windows 또는 Linux에서 인증서를 만듭니다.

• Windows에서 인증서를 만들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penssl.exe req -new -x509 -newkey rsa:2048 -sha256 -nodes -keyout "D:
\ssc\ssc\key.key" -days 3560 -out "D:\ssc\ssc\cert.crt" -config "D:\ssc
\ssc\domain.cnf"

• Linux에서 인증서를 만들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penssl req -new -x509 -newkey rsa:2048 -sha256 -nodes -keyout /tmp/
cert/key.key -days 3560 -out /tmp/cert/cert.crt -config /tmp/cert/
domain.cnf

4. 인증서 및 키 파일로부터 .pfx 파일을 생성합니다.

• Windows에서 인증서 및 키 파일로부터 .pfx 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penssl.exe pkcs12 -export -out "D:\ssc\ssc\sss-aspl.pfx" -inkey "D:
\ssc\ssc\key.key" -in "D:\ssc\ssc\cert.crt"

• Linux에서 인증서 및 키 파일로부터 .pfx 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penssl.exe pkcs12 -export -out /tmp/cert/sss-aspl.pfx -inkey /tmp/
cert/key.key -in /tmp/cert/cert.crt"

5. IIS에서 .pfx 파일을 가져옵니다.

Note:  IQ Bot 설치와 동일한 .pfx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6.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Java Keystore에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keytool.exe -import -alias dev -keystore "C:\Program Files (x86)\Java
\jre1.8.0_91\lib\security\cacerts" -file "D:\cert\xyz.com.crt"

Note:  인증서를 Java Keystore로 가져오지 못하면 컨트롤룸에 오류 메시지 "Java 보안 인증서 경로
 Validator 서명 확인에 실패함"이 표시됩니다.

7. “%installation_dir%\Configurations”로 이동하여 관리자로
stopanduninstallallservices.bat를 실행합니다.

8. %installation_dir%\Configurations로 이동하여 관리자로 installandstartervices.bat를 실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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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icrosoft Management Console(MMC)을 사용하여 cert.crt 파일을 신뢰할 수 있는 루트로 가져옵
니다.

데이터베이스
IQ Bot을 설치할 때 시스템이 다음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dbusername> 및 <dbpasswd>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hostname>, <dbusername> 및 <dbpasswd>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이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 AliasData: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문서 유형에 대해 시스템의 필드와 관련된 별칭에 대한 데이터를 저
장하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IQ Bot 시스템이 지원하는 언어 및 각 문서
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 ClassifierData: 이 데이터베이스는 레이아웃 및 콘텐츠 분류에 대한 분류 결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합
니다.

• Configurations: 이 데이터베이스는 IQ Bot을 설치하는 동안 사용된 구성(예: 컨트롤룸 URL, 출력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FileManager: 이 데이터베이스는 학습 인스턴스와 관련된 데이터, 학습 인스턴스와 관련된 업로드된 파
일 및 비전 봇을 저장합니다.

• MLData: 이 데이터베이스는 IQ Bot에서 머신 러닝(ML) 시스템이 사용하는 교육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사용자 역할 및 권한
각 IQ Bot 사용자의 역할 및 권한을 표시합니다.

IQ Bot 포털의 특정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은 역할 또는 가상 사용자에 따라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Validator는 감사 추적 로그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업은 자동화 관리자
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IQ Bot 포털의 모든 역할 및 권한은 컨트롤룸에서 정의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컨트롤룸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역할에 따라 액세스할 수 있는 IQ Bot 포털의 영역 및 권한이 다음 표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Table 2: IQ Bot 역할 및 권한

다음 표에서는 다양한 IQ Bot 역할 및 관련 권한을 설명합니다.

역할/가상 사용자 기본 IQ Bot 권한 탭 액세스

AAE_IQ Bot 관리자 모든 IQ Bot 권한 • 대시보드
• 학습 인스턴스
• 봇
• 도메인
• 관리 - 이 탭을 사용하여 마이
그레이션 유틸리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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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가상 사용자 기본 IQ Bot 권한 탭 액세스

AAE_IQ Bot 서비스 내 학습 인스턴스 보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

• 대시보드
• 학습 인스턴스
• 봇

AAE_IQ Bot Validator 내 학습 인스턴스 보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Validator 실행 권한

학습 인스턴스

서비스 및 관리자 역할이 한 사용자에게 부여된 경우 IQ Bot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탭을 표시합니다.

• 대시보드
• 학습 인스턴스
• 봇
• 도메인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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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Bot 문제 해결

다음 정보는 IQ Bot 애플리케이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Table 3: 구성 화면에서 IQ Bot 설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연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설치 프로그램이 구성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
다.

증상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인 입력한 구성 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데이터베이스 연결 권한이 충분하지 않
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끊겼습니다.

솔루션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네트워크 연결은 ping 명령을 통해 사용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 MS-SQL Server 서비스가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 중입니다.
• · 서버 이름에 유효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름 항목이 있습니다.
• · 포트 필드에 유효한 포트 번호인 1433이 들어 있습니다.
• · 사용자 이름 필드에는 public과 sysadmin 서버 역할 권한이 있는 유효
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들어 있습니다.

• · 비밀번호 필드에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유효한 비밀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Table 4: 출력 경로 구성 화면에서 IQ Bot 설치 오류

문제 설치 프로그램이 출력 경로 구성 화면에 오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증상 사용자가 다음 버튼을 대상 폴더 화면에서 누르면 출력 경로에 충분한 읽기/쓰
기/삭제 권한이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인 폴더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습니다.

솔루션 출력 폴더에 읽기/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able 5: IQ Bot 설치 후 분류가 멈춤

문제 IQ Bot 설치 후 분류가 멈춥니다.

증상 사용자가 문서를 업로드하면 IQ Bot 포털의 상태가 아직 분류 안 됨으로 계속
무기한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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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RabbitMQ 클러스터/ Rabbit MQ 설정(독립형)

솔루션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 상태에 대해 rabbitmqctl cluster_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 “C:\Program Files\RabbitMQ Server
\rabbitmq_server-3.6.6\sbin\rabbitmqctl.bat”
 cluster_status.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RabbitMQ가 예상대로 실행
중입니다.

• %WINDIR%\.erlang.cookie and %USERPROFILE%
\.erlang.cookie의 쿠키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 실패 오류가 표시됩니
다.

• mnesia 데이터베이스 관련 오류는 %appdata%\RabbitMQ\db의 폴더가
손상된 경우 발생하므로, 폴더를 삭제하고 노드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 RabbitMQ 사용자 생성 확인: 그래도 RabbitMQ 설치 상태를 찾을 수 없다
면 다음 명령을 실행한 다음 rabbitmq_management 플러그인을 모든
rabbitmq 클러스터 노드에서 활성화하십시오.

• rabbitmq-plugins enable rabbitmq_management
•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rabbitmqctl set_user_tags

 messagequeue administrator 명령은 messagequeue 사용자에
게 콘솔을 통해 로그인하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messagequeue/passmessage 크리덴셜을 사용하여 http://
localhost:15672에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 IQ Bot 포털에 로그인할 수 없으면 RabbitMQ 사용자 생성과 관련된 문
제입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RabbitMQ에서 messagequeue 사용
자를 생성하십시오.

• rabbitmqctl stop_app
• rabbitmqctl reset
• rabbitmqctl start_app
• Rabbitmqctl add_user messagequeue passmessage
• Rabbitmqctl add_vhost test
• rabbitmqctl set_permissions -p test messagequeue

 "." "." ".*"
• rabbitmqctl set_user_tags messagequeue

 administrator

RabbitMQ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IQ Bot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Table 6: 클라이언트의 IQ Bot 명령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습 인스턴스가 없습니다.

문제 IQ Bot 명령이 Automation Anywhere Enterprise (AAE) 클라이언트에서 선택
할 수 있는 학습 인스턴스가 없습니다.

증상 AAE 클라이언트에서 IQ Bot 명령을 태스크에서 열고, 학습 인스턴스 선
택 드롭다운에서 학습 인스턴스를 선택하십시오. 이름 필드에 학습 인스턴스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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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원인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IQ Bot 포털이 컨트롤룸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 IQ Bot 프로젝트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솔루션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IQ Bot 포털이 컨트롤룸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룸의 관리 > 설정 >
IQ Bot 페이지에 IQ Bot URL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학습 인스턴스가 작성되지 않음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연결된 IQ Bot 플랫폼에 적어도 하나의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구성에서 호스트 게이트웨이 경로가 올바른
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컨트롤룸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시스템에 로그인하십시오.
• SQL Server 관리 콘솔을 열고 CRDB(컨트롤룸 데이터베이스)
에 로그인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항목 CRDB 테이블
dbo.centralizedconfiguration을 찾습니다.

• 오른쪽 창의 결과 탭에서 IQ Bot 카테고리의 CognitivePlatformHost
키 값은 http://myiqbotserver:<port> 또는 https://
myiqbotserver:<port>(HTTPS 사용 시) 형식입니다. <port>는 설
치 중에 지정된 IQ Bot Portal 포트입니다. 참고: 로드 밸런서가 사용되
는 경우, <port>는 로드 밸런서의 포트입니다.

• 키를 업데이트한 후 IQ Bot 명령에서 학습 인스턴스 목록을 새로 고칩니
다. 이제 IQ Bot 명령에서 학습 인스턴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Table 7: AWS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시작한 후 IQ Bot 웹 애플리케이션
을 열면 학습 인스턴스의 문서가 '아직 분류 안 함' 상태로 유지됩니다.

문제 AWS 인스턴스(동적 IP 기반으로 작동)를 중지하고 재시작한 후 IQ Bot 웹 애
플리케이션을 열면 학습 인스턴스의 문서가 '아직 분류 안 함' 상태로 유지됩니
다.

증상 모든 문서는 '아직 분류 안 함'으로 분류됩니다.

원인 AWS의 동적 IP로 인해 독립 실행형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이 문제가 발생합니
다.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110



    Automation Anywhere - IQ Bot 문제 해결

솔루션 이전 내부 IP를 localhost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모든 서비스를 다시 설치하십
시오.

1.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stopanduninstallallservices.bat 명
령을 실행하십시오.

2. 내부 IP의 모든 인스턴스를 localhost 로 교체하기 위해 다음의 위치에 있
는 CognitiveServiceConfiguration.json 파일을 수정합니다.

a.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6.0\Workers\Classifier

b.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Workers\VisionBotEngine

c.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ML\translationsvc

d.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ML\webservice

3.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installandstartallservices.bat 명령
을 실행하십시오.

Table 8: AWS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시작한 후에 IQ Bot 웹 애플리케이션이 로드되지 않습니다.

문제 동적 IP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AWS 인스턴스를 중지했다가 재시작한 후에 IQ
Bot 웹 애플리케이션이 로드되지 않습니다.

증상 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원인 AWS의 동적 IP로 인해 독립 실행형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이 문제가 발생합니
다.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111



    Automation Anywhere - IQ Bot 문제 해결

솔루션 1.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stopanduninstallallservices.bat 명
령을 실행하십시오.

2. 내부 IP의 모든 인스턴스를 localhost 로 교체하기 위해 다음의 위치에 있
는 CognitiveServiceConfiguration.json 파일을 수정합니다.

a.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Workers
\Classifier

b.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Workers
\VisionBotEngine

c.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ML
\translationsvc

d.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ML
\webservice

3. 내부 IP를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Portal\www
\js\main.<**>.js에 있는 파일을 수정하십시오.

• :3000을 검색하여 내부 IP를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는 http:<IPADDRESS>:3000을 http://<Fully Qualified
 Domain Name>:3000으로 교체하는 예입니다.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installandstartallservices.bat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이 IQ Bot 웹 애플리케이션의 URL을 'http://<Fully Qualified Domain
 Name>:3000'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able 9: HTTPS 지원 IQ Bot 설치의 경우, 사용자가 학습 인스턴스
에 2~3MB보다 큰 파일 20개 이상을 업로드하려고 하면 파일이 업로드되
지 않고 '인스턴스 업데이트 및 파일 업로드' 메시지가 무한정 표시됩니다.

문제 HTTPS 지원 IQ Bot 설치의 경우, 사용자가 학습 인스턴스에 2~3MB보다 큰 파
일을 여러 개(20개 이상) 업로드하려고 하면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고 '인스턴
스 업데이트 및 파일 업로드' 메시지가 무한정 표시됩니다.

증상 • 파일 업로드 요청은 계속해서 '인스턴스 업데이트 및 파일 업로드' 메시지를
무한정 표시합니다.

• 크기가 큰 파일이나 여러 파일을 함께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3MB의 파일 크기 또는 50+KB의 20~30개 파일을 업로드할 때 발생합니
다.

• 파일 업로드 대기 아이콘이 계속 표시되고 페이지가 새로 고쳐지지 않습니
다.

• 요청이 ERR_CONNECTION_RESET 네트워크 스니퍼 메시지를 반환합니
다.

원인 이 문제는 네트워크의 침입 방지 시스템(IPS)이 방화벽 뒤에 설정되어 있는 경
우 발생합니다.

© 2019 Automation Anywhere. All rights reserved.     112



    Automation Anywhere - IQ Bot 문제 해결

솔루션 1. 브라우저에 액세스하는 컴퓨터와 IQ Bot이 설치된 서버가 동일한 서브넷
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a.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ip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서
버 모두에서 관리자로 로그인하십시오.

b. 컴퓨터와 서버의 IP 주소를 기록하십시오.

c. 도움과 검증을 위해 IT 팀을 참여시키십시오.

2. IT 팀에 문의하여 시스템이 DMZ에 있는지, 네트워크의 침입 방지 시스템
(IPS)이 방화벽 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침입 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en.wikipedia.org/wiki/
Intrusion_detection_system에서 참고하십시오.

3. 그렇다면 IT 팀과 협의하여 IPS의 서명 기반 탐지를 필터링하거나 문서를
업로드하려는 특정 서버에 대해 탐지기를 비활성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업로드된 문서를 악성 패킷으로 간주하지 않게 됩니
다.

4.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네트워크 패킷을 삭제하는 다른 정책이 있는지 IT 팀
에 문의하십시오.

Table 10: IQ Bot 플랫폼은 클러스터 환경에서 문서 처리 부하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문제 RabbitMQ 클러스터 모드에서는 IQ Bot 설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증상 여러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는 모든 인스턴스가 분류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
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분류에서 성능이 저하되기 떄문이며, 각 클러스터 노드
의 CPU 사용률을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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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1.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클러스터의 모
든 노드 상태를 알기 위해 rabbitmqctl cluster_status 명
령을 실행합니다. C:\Program Files\RabbitMQ Server
\rabbitmq_server-3.6.6\sbin\rabbitmqctl.bat”
 cluster_status

rabbitmqctl cluster_status 명령은 실행 중인 모든 클러스터 노드
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2. 클러스터에 노드를 연결하는 동안 인증 실패 오류가 발생하면 노드가 동
일한 erlang 쿠키를 공유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노드에서 rabbitmqctl 상태 실행 중 인증 실패 오류가 발생하면
erlang 쿠키가 %WINDIR%\.erlang.cookie 및 %USERPROFILE%
\.erlang.cookie와 동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a. 두 위치의 쿠키를 동일하게 만듭니다.

b.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ABBITMQ_SERVER_ERL_ARGS', 노드가 클러스터에 없는 경우에도
제거하십시오.

c. 환경 변수에서 쿠키를 제거하십시오.

4. mnesia DB 관련 오류는 %appdata%\RabbitMQ\db 경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발생합니다.

솔루션:

a. %appdata%\RabbitMQ\db를 Run 윈도우에 입력하여 RabbitMQ 데
이터베이스 폴더로 이동하십시오.

b. 이 경로에서 폴더를 삭제하고 노드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5. 사용자에게 콘솔을 볼 권한을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sbin> rabbitmqctl set_permissions -p test messagequeue
 ".*" ".*" ".*"sbin> rabbitmqctl set_user_tags
 messagequeue administrator

6. rabbit mq 관리 콘솔에 http://localhost:15672 크리덴셜
messagequeue/passmessage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개요 노드로 이
동하여 모든 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Note:  모든 노드에 rabbitmq_management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야 노드
의 올바른 상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Table 11: IQ Bot 플랫폼 HTTPS SSL 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문제 IQ Bot 플랫폼 HTTPS SSL 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증상 브라우저 창에서 HTTPS 항목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됩니다.

원인 HTTPS 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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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다음과 같이 HTTPS SSL 인증서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1. 관리자로서 %installation_dir%\Configurations 폴더를 열어 
 stopanduninstallallservices.bat 파일을 실행합니다.

2. %installation_dir%\Portal\keys 폴더를 열어 cert.crt 및
key.key 파일을 모두 백업합니다.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pfx 인증서를 .crt 및 .key 형식으로 변환합니
다.

a. openssl.exe pkcs12 -in "path_to_cert\example.pfx"
 -nocerts -out "path_to_cert\example encp.key"

이 명령은 pfx에서 암호화된 키를 가져옵니다.

b. openssl.exe rsa -in "path_to_cert\example
 encp.key" -out "path_to_cert\key.key".

이 명령은 암호화된 키를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c. openssl.exe pkcs12 -in "path_to_cert\example.pfx "
 -clcerts -nokeys -out "path_to_cert\cert.crt".

이 명령은 .pfx에서 .crt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4. cert.crt 및 key.key 파일을 “%installation_dir%\Portal
\keys”에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5. 관리자로서 “%installation_dir%\Configurations” 폴더로 이동
하여 installandstartervices.bat 파일을 실행하십시오.

HTTPS 인증서의 필요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십시오.
https://www.instantssl.com/ssl-certificate-products/https.html HTTPS
SSL 인증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참고하십시오. https://
www.websecurity.symantec.com/security-topics/what-is-ssl-tls-https

Table 12: IQ Bot 로그인: 컨트롤룸에서 '인증서 경
로 유효성 검사기 서명 검사 실패' 오류를 반환합니다.

문제 컨트롤룸에서 '인증서 경로 유효성 검사기 서명 검사 실패' 오류를 반환합니다.

증상 사용자가 IQ 봇 플랫폼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인증서 경로 유효성 검사 오류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원인 컨트롤룸에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서명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솔루션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컨트롤룸의 SSL 인증서를 IQ Bot의 Java 키 저장
소로 가져옵니다. keytool.exe -import -alias dev -keystore
 installation path\Java\jre1.8.0_161\lib\security
\cacerts" -file "D:\cert\xyz.com.crt"

Note:  컨트롤룸 SSL 인증서는 이 명령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Table 13: IQ Bot 로그인 중 ECONNREFUSED 오류 연결

문제 로그인 중에 ENCONNREFUSED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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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사용자가 IQ 봇 플랫폼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ECONNREFUSED 연결 오류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원인 자동화 Anywhere Gateway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솔루션 Automation Anywhere Gateway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Table 14: 익스프레스 모드에서 IQ Bot을 설치할 수 없음

문제 익스프레스 모드에서 IQ Bot을 설치할 수 없음

증상 IQ Bot은 익스프레스 모드에서 IQ Bot을 설치하는 동안 Enterprise 컨트롤룸
및 데이터베이스 호환성 오류를 반환합니다.

원인 컨트롤룸이 익스프레스 모드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루션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컨트롤룸 10.5.x가 권장/제공 SQL Server 버전을 사용하여 익스프레스 모드
에 설치됩니다.

• 컨트롤룸 버전이 IQ Bot 버전과 호환됩니다. 버전 호환성을 확인하려면 설
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Table 15: IQ Bot 플랫폼 삭제 중 오류 발생

문제 IQ Bot 플랫폼 삭제 중 오류 발생

증상 IQ Bot을 삭제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 오류 1601. 네트워크 위치에 액세
스할 수 없음<output_folder_path> 이 나타납니다.

원인 이 오류 메시지는 공유 드라이브 위치를 출력 경로로 사용하고 삭제 중에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솔루션 1.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엽니다.

2. 설치 중에 사용되는 출력 폴더 경로나 오류 메시지 대화 상
자에 정확히 표시되는 경로를 검색하십시오. 예를 들어 검색
은 다음과 같은 레지스트리 항목 중 하나를 탐색해야 합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
\CurrentVersion\Installer\UserData\S-1-5-18\Components
\B89B12C85959B9D4B85FD9D07CC9FBC0" 여기서 ID는 서버 이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출력 폴더 경로를 저장하는 값을 확인하고 로컬 액세스 가능 폴더로 바꿉
니다. 폴더를 삭제하지는 않지만, temp 폴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시 설치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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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IQ Bot 플랫폼이 클러스터 모드에서 구성될 때 IQ Bot 명령
이 학습 인스턴스를 나열하지 않고 특정 오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제 IQ Bot 플랫폼이 클러스터 모드에서 구성될 때 IQ Bot 명령이 학습 인스턴스
목록을 표시하지 않고 특정 오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증상 일부 사용자는 학습 인스턴스 목록을 볼 수 없습니다.

원인 이것은 네트워크 멀티캐스트가 비활성화되어 분산된 캐시 동기화 문제입니다.

솔루션 1. 컨트롤룸이 다중 노드로 구성되고 분산 캐시가 올바르게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기본적으로 컨트롤룸 분산 캐싱 서비스는 멀티캐스트 모드로 설치됩니다.
IT/네트워크 팀과 함께 모든 컨트롤룸 서버에서 멀티캐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Windows 서비스 대신 콘솔 모드에서 컨트롤룸 분산 캐싱 서비스를 실행
하여 모든 컨트롤룸 서버에서 멀티캐스트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
십시오.

Table 17: IQ Bot 포털에 '연결이 비공개가 아닙니다' 오류가 표시됩니다.

문제 IQ Bot 포털에 '연결이 비공개가 아닙니다' 오류가 표시됩니다.

증상 IQ Bot 포털이 연결이 비공개가 아닙니다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원인 사용된 HTTPS 인증서가 인증 기관(CA) 인증서가 아니거나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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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다음과 같이 인증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1. 관리자 권한으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
\stopanduninstallallservices.bat

2. %installation_dir%\Portal\keys 폴더로 이동하여 cert.crt 및
key.key 파일을 모두 백업합니다.

3. .pfx 인증서를 .crt 및 .key 형식으로 변환하십시오. .pfx 인증서를
.crt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a. openssl.exe pkcs12 -in "path_to_cert\example.pfx"
 -nocerts -out "path_to_cert\example encp.key".

이 명령은 .pfx에서 암호화된 키를 가져옵니다.

b. openssl.exe rsa -in "path_to_cert\example
 encp.key" -out "path_to_cert\key.key".

이 명령은 암호화된 키를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c. openssl.exe pkcs12 -in "path_to_cert\example.pfx "
 -clcerts -nokeys -out "path_to_cert\cert.crt".

이 명령은 .pfx 인증서를 .crt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4. cert.crt 및 key.key 파일을 '%installation_dir%\Portal
\keys'에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5. '%installation_dir%\Configurations'로 이동하고 관리자로
C:\Program Files (x86)\Automation Anywhere IQ Bot
 5.3\Configurations\installandstartervices.bat 명령을 실
행합니다.

Table 18: 분류기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이고 IQ Bot 서
비스를 다시 시작한 후에도 타이머가 계속 회전합니다.

문제 분류기 서비스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IQ Bot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후에도
타이머가 계속 회전합니다.

증상 타이머가 IQ Bot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 후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회전합니다.

원인 IQ Bot 플랫폼은 인지 서비스가 중지되어 문서 분류가 중단될 때 이 증상을 나
타냅니다.

솔루션 다음 REST API를 사용하여 '분류 대상' 문서를 처리하고 해당 문서를 다시 분류
하십시오.

localhost:9996/organizations/1/projects/
<LearningInstanceID> /reclassify

Note:  이 API는 IQ Bot이 설치된 로컬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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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사용자 지정 영역(UDR)을 그리는 동안 IQ Bot 디자이너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제 사용자 지정 영역(UDR)을 그리는 동안 디자이너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증상 IQ Bot 디자이너 창이 회색으로 바뀌므로 어떤 요소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솔루션 디자이너를 다시 시작하고 작업을 재개하십시오.

Table 20: 설치 프로그램이 IQ Bot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 설치 프로그램이 IQ Bot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증상 1. 사용자가 IQ Bot 플랫폼에 로그인한 후 학습 인스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동안 선택할 필드의 목록을 볼 수 없
습니다.

원인 누락된 IQ Bot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솔루션 설치 사용자 관리 액세스 권한

• IQ Bot을 설치하는 사용자는 시스템의 로컬 관리자여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액세스 권한

• SQL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만드는 데 필요한 sysadmin 액
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able 21: IQ Bot의 교육 문서에 분류 정체

문제 IQ Bot의 교육 문서 분류가 정체됩니다.

증상 교육 서류는 아직 분류 안 됨 상태로 남아 있고, 서류 분류가 정체된 것으로 보
입니다.

원인 • 문서가 손상되었습니다.
• 문서의 OCR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 문서에 추가된 새 필드가 없습니다.

솔루션 • 유효한 문서를 업로드하십시오.
• 문서의 OCR을 다시 하십시오.
• 새 필드를 문서와 일치시키고 필드가 문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able 22: IQ Bot 학습 인스턴스를 만드는 동안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문제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되지만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증상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동안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이
예상 시간보다 오래 걸립니다. 타이머는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회전을
계속합니다. 분류 그룹이 없는 학습 인스턴스의 선택된 목록에 적어도 하나의
학습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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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학습 사례에는 하나 이상의 분류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파일 관리자 서비
스가 중지되었을 때 사용자가 학습 인스턴스를 만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학습 인스턴스 생성 오류'를 참고하십시오.

솔루션 1. 서버에서 프로젝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2. 내보내기 프로세스에 빈 학습 인스턴스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Table 23: IQ Bot 학습 인스턴스 마이그레이션 후 문서가 분류되지 않음

문제 문서는 학습 인스턴스를 사용자 지정 도메인이 있
는 새 시스템으로 가져온 후에 분류되지 않습니
다.

증상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사
용자 지정 도메인이 있는 새 시스템에 학습 인스
턴스 파일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후에는 문서를
분류할 수 없습니다.

원인 AliasData 데이터베이스가 새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루션 1.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학습 인
스턴스를 내보낸 컴퓨터에서 AliasData 데이
터베이스의 백업을 가져옵니다.

2. 생성한 백업 파일을 사용하여 덮어쓰기 옵션
으로 AliasData 데이터베이스를 새 시스템으
로 복원하십시오.

3. 이 작업을 할 수 없으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닫고 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을 시작하
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restart.bat file from .
\configuration\restart.bat 파일을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로 가져온 저장소와 관련된 학습 인스턴스는 이
후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 24: IQ Bot 6.0 설치 프로그램 오류 1334

문제 IQ Bot 6.0 설치 오류 1334, 파일을 설치할 수 없음

증상 IQBot 6.0 설치를 시작하면 오류 1334가 표시되고 설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원인 오류는 다음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치 파일이 완전히 다운로드되지 않음
• 설치 파일이 손상됨
• 네트워크 오류
• 설치 파일을 읽는 중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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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설치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하고 IQ Bot 6.0을 설치하십시오.

Table 25: 액세스 거부됨: IQ Bot 플랫폼에 로그인할 권한이 없음

문제 IQ Bot 플랫폼에 로그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액세스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증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IQ Bot에 로그인하면 액세스가 거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원인 사용자에게 유효한 IQ Bot 역할이 없습니다.

솔루션 사용자에게 AAE_IQ Bot 서비스, AAE_IQ Bot 검사 또는 AAE_IQ Bot 관리와 같
은 유효한 IQ Bot 역할을 할당하십시오.

Table 26: RabbitMQ를 설치하는 동안 IQ Bot 설치 실패

문제 RabbitMQ를 설치하는 동안 IQ Bot 설치가 실패했습니다.

증상 RabbitMQ를 설치하는 동안 설치가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원인 배치 스크립트의 오류 코드가 설치 프로그램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
인으로는 RabbitMQ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RabbitMQ 폴더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솔루션
Note:  먼저 RabbitMQ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Program
 Files\에서 RabbitMQ Server 폴더를 찾을 수 없는 경우, RabbitMQ가 성공
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RabbitMQ Server 폴더에 대한 전
체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RabbitMQ 설치 상태 점검: RabbitMQ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RabbitMQ Server 폴더가 C:\Program Files 디렉토리에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 클러스터 환경에서 RabbitMQ 설치 상태를 확인하려면 C:\Program
 Files\RabbitMQ Server\rabbitmq_server-3.6.6\sbin\ 디
렉토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 상태를 알
기 위해 rabbitmqctl cluster_status command 및 rabbitmqctl
 status 명령을 실행합니다. 오류가 반환되지 않으면 RabbitMQ가 정상적
으로 실행 중입니다.

• 독립 실행형 환경에서 RabbitMQ 설치 상태를 확인하려면 rabbitmqctl
상태 명령을 실행합니다. 오류가 반환되지 않으면 RabbitMQ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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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bitMQ 설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오류 중 하나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다
른 오류가 반환되면 Automation Anywhere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 인증 실패 오류: %WINDIR%\.erlang.cookie 및 %USERPROFILE%
\.erlang.cookie 쿠키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증 실패 오류가 표시되
며, 그러면 .erlang.cookie를 %USERPROFILE%\.erlang.cookie에
서 %WINDIR%\.erlang.cookie로 복사하여 붙여 넣고 RabbitMQ 서비
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하여 RabbitMQ 설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rabbitmqctl cluster_status command 및
rabbitmqctl status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mnesia 데이터베이스 관련 오류는 %appdata%\RabbitMQ\db의 폴더 손
상 때문에 발생하므로, 폴더를 삭제하고 노드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 RabbitMQ 포털을 사용하여 RabbitMQ 설치 상태 확인: 그래도
RabbitMQ 설치 상태를 찾을 수 없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한 다음
rabbitmq_management 플러그인을 모든 rabbitmq 클러스터 노드에서
활성화하여 더 자세한 오류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RabbitMQ 관리 플러그인 사용:

•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rabbitmq-plugins enable
 rabbitmq_management

• messagequeue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 부여:

•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rabbitmqctl set_user_tags
 messagequeue administrator 명령은 messagequeue 사용
자에게 콘솔을 통해 로그인하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IQ Bot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messagequeue/passmessage 크리덴셜을 사용하여 http://
localhost:15672에서 IQ Bot 포털에 로그인하십시오.

Table 27: IQ Bot 설치 프로그램 오류: 이미 할당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포트(5672)를 사용할 수 없음

문제 컨트롤룸 10.7의 IQ Bot 5.3에서 컨트롤룸 11.3의 IQ Bot 6.0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음

증상 컨트롤룸 11.3을 설치하는 동안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인 IQ Bot 5.3의 RabbitMQ가 컨트롤룸 11.3 Active MQ에서 사용되는 포트 5672
를 사용하기 때문에 RabbitMQ 포트 충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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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설치 순서를 변경하거나 RabbitMQ 포트를
수정하십시오.

• IQ Bot 6.0을 먼저 설치하여 설치 순서를 변경한 다음 컨트롤룸 11.3을 설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RabbitMQ의 포트가 5673으로 변경됩니다.

• 컨트롤룸 11.3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RabbitMQ 포트를
5673으로 수정하십시오.

1. %appdata%/RabbitMQ로 이동하십시오.

2. rabbitmq.config 파일을 여십시오.

3. 이 코드를 설정 파일에 추가하십시오. [{rabbit,
 [{tcp_listeners, [5673]} ]}].

4.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5. RabbitMQ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6. 컨트롤룸 11.3을 설치하십시오.

Table 28: IQ Bot 6.0 설치 프로그램의 롤백 프로세스 중에 서비스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문제 IQ Bot 6.0 롤백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비스가 계속 설치된 상태입니다.

증상 단계를 따라 문제를 재현하십시오.

1. IQBot 6.0의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2. 설치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IQ Bot 6.0 설치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취소
하십시오. 이는 IQ Bot 6.0 설치 롤백을 강제 실행합니다.

3. 롤백 후 모든 서비스가 실행 중 상태가 아니며 설치 제거되지 않습니다.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jar 파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
다. 등록된 서비스도 등록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를 중간에 중단한 후
Automation Anywhere 인지 콘솔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서비스를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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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Bot 무료 평가판

IQ Bot은 사용자 또는 RPA(Remote Process Automation) 작업에 의해 업로드된 이미지 및 문서를 저장하고,
이러한 이미지 및 문서(예: TIFF, PNG 및 JPG 이미지 또는 PDF 문서)에서 구조화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IQ
Bot 무료 평가판 사이트에서 IQ Bot을 구축하고 인지 자동화 사용의 용이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IQ Bot 시작하기

IQ Bot 평가판 사이트를 사용하려면 먼저 IQ Bot 평가판에 등록한 후 수신한 환영 이메일에 포함된 자격 증
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IQ Bot 평가판 사이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학습 인스턴스 생성
• 송장 문서를 학습 인스턴스에 업로드
• 송장 문서 교육
•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기

문서를 IQ Bot에 업로드하면 어떻게 됩니까?

1. IQ Bot이 송장 문서와 같은 구조화 데이터를 학습 인스턴스로 가져옵니다.

2. IQ Bot에서 송장 문서를 대상으로 내용 레이아웃 및 내용이 비슷한 문서를 1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합
니다.

3. IQ Bot을 교육하여 문서의 데이터를 CSV 파일로 추출합니다.

IQ Bot 사용자 등록
IQ Bot 무료 평가판 포털에서 IQ Bot 사용자로 등록합니다.

IQ Bot 무료 평가판 포털에서 신규 사용자로 등록하는 방법:

1. Register를 클릭하여 신규 IQ Bot 사용자로 등록합니다.

로그인 크리덴셜과 IQ Bot 포털 URL 링크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2. 등록된 이메일 계정에서 크리덴셜을 확인한 후 크리덴셜을 사용해 IQ Bot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IQ Bot을 사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
IQ Bot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 IQ Bot 무료 평가판을 설치한 후 IQ Bot 무료 평가판 정보 동영상을 봐야 합니다.
• 입출금 내역서와 송장 문서 파일의 압축을 데스크톱에 풀어야 합니다.

영어 송장을 사용한 학습 인스턴스 생성
다양한 문서를 업로드하여 학습 인스턴스를 교육하려면 먼저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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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은행, 보험 회사 및 제약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유형의 송장 문서를 업로드할 목적으로 학습 인
스턴스가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는 학습 인스턴스와 문서에 제공되는 교육에 따라 추출되는 데
이터의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Note:  TIFF, JPEG, PNG,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송장을 사용해 학습 인스턴스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영어 송장을 사용하여 새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

1. IQ Bot 포털을 엽니다.

2. 학습 인스턴스 > 새 인스턴스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인스턴스 이름: 인스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Learning Instance Invoice를 입력합니다.
• 도메인: Invoices, 즉 업로드할 문서의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 파일의 기본 언어: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스턴스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작성된 송장
을 업로드한다면 영어를 선택합니다.

• 설명(선택 항목): 학습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파일 업로드 원본: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이전에 데스크톱에서 다운로드한 폴더에서 영어 송장
을 모두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Tip:  TIFF, JPG, PNG 파일 같은 이미지 형식 외에 PDF(Vector 및 Raster) 문서도 업로드하여 분류하
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Note:  학습 인스턴스 생성/편집 도중 최대 12MB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4. 표준 양식 필드 및 표준 테이블 필드 섹션에서 추가할 표준 양식과 테이블 필드를 선택합니다.

5. 기타 필드(옵션) 섹션의 텍스트 상자에 양식 필드 이름을 입력하고 양식으로 추가를 클릭하여 사용자 지
정 양식 필드를 추가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테이블 필드를 추가한 후 테이블로 추가를 클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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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스턴스 생성 및 분석 버튼을 클릭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송장 문서를 분류하는 프로세스는 송장을 그룹으로 나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IQ Bot이 1개 이
상의 그룹에서 내용 레이아웃과 내용이 비슷한 송장 문서를 분류합니다.

이제 이 학습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IQ Bot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인스턴스의 교육 그룹
문서의 데이터를 CSV 파일로 추출할 때 추출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학습 인스턴스의 그룹을 교육
해야 합니다.

Note:  필드 자동 매핑 기능은 송장 문서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작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선행조건

• 영어 송장을 사용해 학습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 IQ Bot 포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송장 문서 그룹을 교육하려면:

1. 왼쪽 창에서 학습 인스턴스를 클릭합니다.

2. 생성한 학습 인스턴스를 클릭합니다.

3. 학습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교육 시작을 클릭하거나 문서 분석 페이지에서 교육을 클릭합니다.

Note:  필드와 해당 값이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자동으로 매핑되지 않으면 필드를 다시 매핑하십시오.

4. 왼쪽 창에서 필드 이름을 선택합니다.

5. 문서의 필드에 해당하는 라벨 이름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송장 번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송장 번호
값이 채워집니다.

Note:  자동 매핑 필드의 값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6. 각 양식 및 테이블 필드마다 2~3단계를 반복하여 필드를 다시 매핑합니다.

7. 왼쪽 창의 필드 이름 옆에 있는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문서의 정확한 라벨 이름으로 끌어와 클릭하
고 잘못된 필드 매핑을 수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필드 값을 매핑합니다.

8. 왼쪽 창에서 테이블 설정을 클릭합니다.

9. 왼쪽 창에서 테이블 끝 표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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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지막 라벨 또는 문서의 테이블 끝 이후에 있는 라벨을 선택하여 테이블 끝을 표시합니다. 텍스트 상자
에 라벨이 채워집니다.

Note:  테이블 끝 표시 필드에는 예를 들어 Subtotal | Tax (USD)와 같은 형식으로 다수의 라벨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이프 기호(|)는 라벨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에서 테이블에 바로
이어 참고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테이블 끝 표시 필드에 참고 사항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이 교육되고 IQ Bot이 교육할 다음 그룹을 가져옵니다. 학습 인스턴스의 모든 그룹을 교육합니다.

새로운 테이블 필드 추가
학습 인스턴스에 새로운 테이블 필드를 추가하여 여러 문서에 대한 테이블 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이블 필드를 학습 인스턴스에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왼쪽 창에서 LEARNING INSTANCES를 클릭합니다.

2. 생성한 학습 인스턴스를 클릭합니다.

3. 편집을 클릭합니다.

4. 테이블 필드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기타 필드(옵션)에 필드 이름을 입력한 후 Add as table을
클릭하여 새로운 필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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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을 클릭합니다.

6. Yes, Proceed with Field addition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필드가 학습 인스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기
이 절차에서는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는 단계를 정의합니다.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Training 페이지의 왼쪽 창 끝에 있는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CSV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CSV 파일이 문서에서 추출된 데이터와 함께 다운로드됩니다.

유용한 팁
이 주제에서는 IQ Bot 시험판에 등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시합니다.

잘못된 필드 매핑 수정

왼쪽 창의 필드 이름 옆에 있는 Draw 아이콘을 클릭한 후 문서의 정확한 라벨 이름으로 끌어와 클릭하고 잘
못된 필드 매핑을 수정합니다. 필드 값 역시 마찬가지로 Draw 아이콘을 클릭하여 매핑하고 수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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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행 검출을 위한 최상의 열과 테이블 인디케이터의 끝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의하지 않으
면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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