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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과 관련된 사양 및 정보는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포함된 모든 설명, 정보 및 권장 사항은 정확하게 기재된 내
용이지만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용자에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품에 대한 제한적 보증은 해당 제품 설명서에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서 참조되는 문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소프
트웨어 라이센스나 제한적 보증을 찾을 수 없으면 CISCO 담당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Cisco에서 구현하는 TCP 헤더 압축은 UNIX 운영 체제의 UCB 공용 도메인 버전의 일부로 UCB(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개발
한 프로그램입니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8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여기에 언급된 다른 모든 보증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서 파일 및 해당 공급자의 소프트웨어는 모든 결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
다. CISCO와 그 공급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
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도 배제합니다.

CISCO와 해당 공급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 이익 상실, 기업 휴지, 기업 정보 손실 등의 직접적, 후속적, 우발적, 특수적, 형사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을 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CDE, CCENT, Cisco Eos, Cisco StadiumVision, Cisco 로고, DCE 및 Welcome to the Human Network는 상표입니다. Changing the Wa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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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개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1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는 Cisco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
언트 인터페이스 설치, 업그레이드 및 액세스에 대한 지침과 관련 정보를 제공합
니다. 또한 이 매뉴얼에서는 각 기록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기록 보고
서를 생성, 표시, 인쇄, 저장 및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Historical Reports 시스
템 관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대상
이 매뉴얼은 Cisco Unified CCX 기록 보고서를 준비하며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이
해하고 있어야 하는 콜 센터 수퍼바이저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Cisco Customer Response Solutions(Cisco CRS)는 Cisco Unified CCX 7.0.1 이
상 버전부터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Cisco Unified CCX)로 불
리게 됩니다. 이 이름은 모든 Cisco 제품, 플랫폼, 엔진 및 솔루션에 적용됩니
다. 예를 들어 Cisco CRS Historical Reports 고객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고객으로 불리게 됩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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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구성
구성
이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칙
이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사용합니다.

1장, 개요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페
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2장, 설치 및 구성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을 설치 및 업그레이드하고 사
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
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구성 파
일에 대해 설명하며, 클라이언트 컴
퓨터에서 언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3장,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각 기록 보고서에 대한 개요 및 설명
을 제공합니다.

4장, 기록 보고서 생성 기록 보고서를 생성, 보기, 인쇄 및 저
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5장, 기록 보고서 예약 일정 관리기를 사용하여 미래의 특정 
시간에 기록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6장, 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 로그 파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

A부록, "Cisco Unified CCX 이유 코드" 상담원이 로그아웃 또는 준비 안 됨 
상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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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관련 문서
관련된 Cisco Unified CCX 문서는 다음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custcosw/ps1846/tsd_products_support_s
eries_home.html

규칙 설명

굵은체 글꼴 굵은체는 사용자 입력 항목, 키, 단추, 폴더 및 하위 메뉴 이름 
등과 같은 명령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편집 > 찾기를 선택합니다.

• 마침을 클릭합니다.

기울임꼴  기울임꼴은 다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새 용어 소개. 예: 기술 그룹은 비슷한 기술을 공유하는 
상담원의 집합입니다.

• 강조. 예: 숫자 명명 규칙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자가 바꿔야 하는 구문 값. 예: 
IF(condition, true-value, false-value)

• 책 제목. 예: 
Cisco Unified CCX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윈도우 글꼴 Courier와 같은 윈도우 글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
니다.

• 코드에 포함되거나 창에 표시되는 텍스트. 예:
<html><title>Cisco Systems,Inc. </title></html>

< > 꺾쇠 괄호는 다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컨텍스트에 기울임꼴을 사용할 수 없는 인수
(예: ASCII 출력)

• 사용자가 입력하지만 창에 표시되지 않는 문자열
(예: 암호)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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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구하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문서 구하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문서를 구하고, 서비스 요청을 제출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월간 What's New in Cisco Product Documentation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다음 웹 페이지에 있는 신규 및 개정된 Cisco 기술 문서도 모두 수
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docs/general/whatsnew/whatsnew.html

What's New in Cisco Product Documentation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피드
에 가입하여 RSS reader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데스크톱으로 내용이 직접 전달
되도록 설정하십시오. RSS 피드는 무료 서비스로서 Cisco에서 현재 RSS 버전 
2.0을 지원합니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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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은 Cisco Unified CCX(Customer 
Response Solutions) 시스템의 통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
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 기록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

• 보고서 보기, 인쇄 및 저장

• 보고서 정렬 및 필터링

• 파일 또는 프린터로 예약된 보고서 보내기

• PDF(Portable Document Format), Microsoft Excel, RTF(서식 있는 텍스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CSV(쉼표로 구분된 값) 등의 다양한 형
식으로 보고서 내보내기

•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디자인된 다양한 타사 응용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맞춤 보고서 준비

다음 단원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1-2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1-2 페이지

• 장애 조치, 1-7 페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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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Cisco Unified CCX 시스템이 실행되면 통화 활동 데이터가 Cisco Unified CCX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나 Database 구성 요소를 실행 중인 서버(배포된 경우)에 
저장됩니다. 한편 대기 서버가 배포된 경우에는 이 활동이 대기 서버에도 저장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록 보고서를 만들려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
페이스

대부분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활동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모음을 통해 수행합니다. 그림 1-1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을 보여 줍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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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그림 1-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

항목 참조

1 열기 도구 보고서 설정 저장, 4-8 페이지

2 저장 도구 보고서 설정 저장, 4-8 페이지

3 로그인 도구 로그인 및 서버 정보 변경, 1-6 페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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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4 일정 관리기 도구 예약 보기 및 삭제, 5-15 페이지

5 도움말 도구 온라인 도움말 보기, 1-7 페이지

6 도움말 단추 온라인 도움말 보기, 1-7 페이지

7 재설정 단추 일반 보고서 설정, 4-1 페이지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5-5 페이지

8 보기 단추a 보고서 뷰어, 4-11 페이지

9 시작/끝 날짜 및 시
간 필드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 선택, 4-4 페이지

10 보고서에 차트 포
함 확인란

보고서에 차트 포함, 4-3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에 차트 포함, 5-7 페이지

11 보고서 이름 생성할 보고서 선택, 4-2 페이지

예약할 보고서 선택, 5-6 페이지

12 일반 및 세부 보고
서 설정 탭

일반 보고서 설정, 4-1 페이지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5-5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13 보고 작업 일반 보고서 설정, 4-1 페이지

보고서 설정 로드, 4-9 페이지

예약할 보고서 선택, 5-6 페이지

a.  이 단추는 선택한 보고 작업에 따라 변경됩니다.

항목 (계속) 참조 (계속)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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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작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시작하면 클라이언트가 
Cisco Unified CCX 서버에 로그인하여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참고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클라
이언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으면 사용자 권한 누락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
다.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예를 클릭하여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를 클릭하면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
리자가 나중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 페이지의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PC가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운영 체제(OS)를 실행하거나 Cisco Unified CCX 서버가 Window 
2003 OS를 실행하는 경우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PC
의 보안 정책이 Cisco Unified CCX 서버의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CX 서버의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시작 > 프로그램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정책을 선택하고 보안 설정 > 로컬 정책 > 보안 옵션 아
래의 네트워크 보안: LAN Manager 인증 설정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PC의 로컬 보안 설정 창으로 이동하여 보안 설정 
> 로컬 정책 > 보안 옵션 아래의 보안: LAN Manager 인증 설정이 Cisco Unified 
CCX 서버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절차

단계 1 Windows 바탕 화면에서 Cisco Historical Reports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또
는 시작 > 프로그램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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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단계 2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할 서버에 대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없으면 로그인 대화 상자에 서버 
필드가 나타납니다. 서버 필드에 Cisco Unified CCX 서버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
름을 입력합니다.

로그인할 서버에 대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있지만 다른 서버를 지정하려면 서
버를 클릭하고 서버 필드에 해당 서버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계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이 표시됩니다.

관련 항목

• 로그인 및 서버 정보 변경, 1-6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종료, 1-7 페이지

로그인 및 서버 정보 변경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현재 로그인 정보나 로그인할 서
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거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가 연결되는 서버를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로그인 도구를 클릭합니다. 또는 
설정 >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2 다른 이름으로 로그인하려면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다른 서버에 로
그인하려면 서버를 클릭하고 해당 서버의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동시에 서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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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종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종료하려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파일 > 종료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도움말 보기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합니
다. 표시되어 있는 창에 따라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움말을 볼 수 있
습니다.

• 도움말 단추 클릭

• 도움말 도구 클릭

• 메뉴 모음에서 도움말 > 목차 또는 도움말 > 도움말 검색 선택

• F1 키 누르기

장애 조치
Cisco Unified CCX 배포 시에는 Cisco Unified CCX Database 구성 요소용 대기 서
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
트에 로그인할 때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보고서를 생성
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내역 데이터베이스로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로 다시 로그인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재연결을 시도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클라이언트는 작업 중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자동으로 연결
을 시도합니다.

Cisco Unified CCX 서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로그인할 때 대기 서버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작"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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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치
장애 조치 후 보고서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면 장애 조치 유형에 따라 응답이 다
릅니다.

• 엔진 장애 조치: 보고서 생성 또는 노드 상태에서 차이점을 볼 수 없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장애 조치: 데이터베이스 장애 조치가 발생할 때 보고서를 생
성하고 있으면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가 즉시 중지되고 연결이 끊겼다는 메
시지가 표시되어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 장애 조치 이전에 로그인했던 Unified CCX  노드에 다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노드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종료 시나리오 때문이거나 Unified 
CCX  Node Manger가 해당 노드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노드에 연결하십시오.

– 일정 관리기에서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 장애 조치
가 발생해도 해당 보고서 생성 프로세스가 바로 중지되며, 해당 보고
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전에 장애 조치 프로세스가 완료
되면 예약된 다음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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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다음 단원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선행 조건, 2-1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2-2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다시 설치, 2-5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2-6 페이지

•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2-8 
페이지

• 구성 파일, 2-12 페이지

• 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2-19 페이지

선행 조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CX 서버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컴퓨터에서 
Cisco Unified CCX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의 Cisco Unified CCX 서버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사용권이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수만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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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참고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지원 운영 체
제 목록을 보려면 Cisco Unified CCX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호환성 가이드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custcosw/ps1846/products_device
_support_tables_list.html)를 참조하십시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절차에서는 다음을 포함
한 여러 가지 작업을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처리합니다.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 컴퓨터에서 필요한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터리 만들기

• 예약된 보고서를 관리하고 생성하는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의 일부
인 일정 관리기 설치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 응용 프로그램이나 
Unified CCX Supervision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custcosw/ps1846/products_
instal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2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도구 > 플러그 인을 선택합니다. 플
러그 인 웹 페이지가 나타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하
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 Unified CCX Supervision 다운로드 웹 페이지에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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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단계 3 다음 라디오 단추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현재 위치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설치 후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파일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저장 - 이 옵션을 사용하면 설치 후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파일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이 경
우 Cisco Unified CCX 서버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현재 위치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 라디오 단추를 클릭한 경우에는 설치 
프로그램이 열리고 설치에 필요한 파일의 압축이 풀립니다. 이 프로세스
가 완료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이 나타납니다.

• 이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저장 라디오 단추를 클릭한 경우에는 다른 이름
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설치 프로그램(CiscoAppReportsInstall.exe)을 저장할 디렉터리를 지
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완료 대화 상자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컴퓨터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 준비를 하고 설치에 필요
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이 나타납니다.

단계 5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사용권 계약이 표시됩니다.

단계 6 사용권 계약을 읽고 동의하면 예를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설치 폴더를 선택하라는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단계 7 컴퓨터에 있는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Historical Reports 파일을 설치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른 디렉터리에 파일을 설치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디렉터리를 선택
하고 확인을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프로그램 폴더를 선택하라는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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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단계 8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프로그램 폴더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아이
콘을 저장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른 폴더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아이콘을 저장하려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폴더 목록에서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Cisco Unified CCX  서버를 식별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9 Cisco Unified CCX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
니다.

지금 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를 
시작할 때 입력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파일을 복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10 다음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

파일이 복사되면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11 예를 클릭하여 Windows 바탕 화면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바로 
가기를 만듭니다.

단계 12 마침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컴퓨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관련 항목

• 선행 조건, 2-1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다시 설치, 2-5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2-6 페이지

•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 2-8 페이지

• 구성 파일, 2-12 페이지

• 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2-1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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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다시 설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다
시 설치

참고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일정 관리기를 종료한 다음 
계속하십시오. 자세한 지침은 1-7 페이지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종료" 단원 및 5-3 페이지의 "일정 관리기"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이 절차에서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
(CiscoAppReportsInstall.exe)이 컴퓨터에 이미 있다고 가정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다시 설치하려면 클라이언
트 컴퓨터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컴퓨터에 이미 저장한 CiscoAppReportsInstall.exe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대화 상자에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다시 설치 또는 설치 제거 옵션이 표시됩
니다.

단계 2 현재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시 설치하려면 업그레이드/다
시 설치 라디오 단추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복사되면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3 Windows 바탕 화면에 클라이언트의 바로 가기를 만들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단계 4 마침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항목

• 선행 조건, 2-1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2-2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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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2-8 
페이지

• 구성 파일, 2-12 페이지

• 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2-19 페이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업그
레이드

참고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일정 관리기를 종료한 다음 
계속하십시오. 자세한 지침은 1-7 페이지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종료" 단원 및 5-3 페이지의 "일정 관리기"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이 절차에서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
(CiscoAppReportsInstall.exe)이 컴퓨터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려면 클라이언트 컴
퓨터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도구 > 플러그 인을 선택합니다. 플
러그 인 웹 페이지가 나타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하
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 Unified CCX Supervision 다운로드 웹 페이지에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2 파일 다운로드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현재 위치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 라디오 단추를 클릭한 경우에는 설치 
프로그램이 열리고 설치에 필요한 파일의 압축이 풀립니다. 이 프로세스
가 완료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이 나타납니다.
2-6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7.0(1)



 

2      설치 및 구성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 이 프로그램을 디스크에 저장 라디오 단추를 클릭한 경우에는 다른 이름
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설치 프로그램(CiscoAppReportsInstall.exe)을 저장할 디렉터리를 지
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같은 디렉터리에 이미 저장된 설치 프로
그램이 있으면 기존 설치 프로그램 파일을 바꿀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완료 대화 상자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컴퓨터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 준비를 하고 설치에 필요
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이 나타납니다.

단계 3 새 버전의 클라이언트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업그레이드/다시 설치 라디오 단추
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컴퓨터에 있는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Historical Reports 파일을 설치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른 디렉터리에 파일을 설치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디렉터리를 선택
하고 확인을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프로그램 폴더를 선택하라는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5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프로그램 폴더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아이
콘을 저장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른 폴더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아이콘을 저장하려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거나 
기존 폴더 목록에서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Cisco Unified CCX  서버를 식별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6 Cisco Unified CCX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
니다.

지금 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를 
시작할 때 입력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설치 창에 파일을 복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7 다음을 클릭하여 업그레이드를 계속합니다.

파일이 복사되면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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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단계 8 예를 클릭하여 Windows 바탕 화면에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바로 
가기를 만듭니다.

단계 9 마침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컴퓨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관련 항목

• 선행 조건, 2-1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2-2 페이지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다시 설치, 2-5 페이지

•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2-8 
페이지

• 구성 파일, 2-12 페이지

• 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2-19 페이지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먼저 
사용자가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Cisco Unified CCX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를 지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기록 보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먼저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사용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custcosw/ps1846/products_instal
lation_and_configuration_guides_list.html)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서는 각 Cisco Unified CCX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
록 보고서를 보여 줍니다. 이 표에서 "예"는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
며 "-"는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면 사용자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모든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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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름

Unified IP 
IVR

Unified CCX 
표준

Unified CCX 
고급

Unified CCX 
프레미엄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
고서

- 예 예 예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

- 예 예 예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 - 예 예 예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 - 예 예 예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 예 예 예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
드 요약 보고서

- 예 예 예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
고서

- 예 예 예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
(상담원별)

- 예 예 예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
(간격별)

- 예 예 예

상담원 요약 보고서 - 예 예 예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

- - 예 예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

- - 예 예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

예 예 예 예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 예 예 예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 - 예 예 예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 - 예 예 예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
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 예 예 예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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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

- 예 예 예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 예 예 예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

- 예 예 예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
순위 요약 보고서

- 예 예 예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
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
고서

- 예 예 예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 - 예 예 예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
고서

예 예 예 예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
고서

- 예 예 예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
약 보고서

- - - 예, 다중채널 
사용권 사용a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 - - 예, 다중채널 
사용권 사용a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 - - - 예, 다중채널 
사용권 사용a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

- - - 예, 아웃바운
드 사용권 사
용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

- - - 예, 아웃바운
드 사용권 사
용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 - - 예 예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

- 예 예 예

트래픽 분석 보고서 예 예 예 예

보고서 이름

Unified IP 
IVR

Unified CCX 
표준

Unified CCX 
고급

Unified CCX 
프레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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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및 구성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기록 보고서를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 로그인합니다.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 로그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단계 2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도구 > 기록 보고를 선택합니다.

기록 보고 구성 웹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단계 3 탐색 모음에서 사용자 구성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단계 4 사용자 선택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용자 목록을 보고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단계 5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 설치된 보고 패키지 - 이 창에는 설치된 Cisco Unified CCX 응용 프로그램 
목록이 표시됩니다.

• 선택한 보고 패키지 - 이 창에는 사용자가 액세스하여 기록 보고서를 생
성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있을 경우)이 표시됩니다.

단계 6 사용자가 기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이상 선택하려면 
설치된 보고 패키지 창에서 보고 패키지 이름을 클릭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보고 패키지 이름이 선택한 보고 패키지 창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보고 패키지 창에 나타나는 이름의 선택을 취소하려면 해당 응용 프로
그램 이름을 선택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보고 패키지 이름이 설치된 보고 패키지 창으로 이동합니다.

a. 다중채널 보고서는 Unified EIM/Unified WIM에 해당되고 혼합 모드 인증에서 설치된 MS SQL 2000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결합된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Cisco Unified CCX에 Unified 
EIM/Unified WIM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세부 정보(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성 정보를 보려면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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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단계 7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사용자에게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의 기록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른 사용자를 구성하려면 단계 4부터 단계 7까지 반복합니다.

구성 파일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각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두 개
의 구성 파일을 유지 관리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각 파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합니다. 구성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hrcConfig.ini - 이 파일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
스템이 설치된 디렉터리 아래에 있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디렉터리에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이 파일에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ch.ini - 이 파일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스템
이 설치된 디렉터리 아래에 있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Scheduler 디렉터리에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이 파일에는 일정 관리기 관련 지침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파일은 필요한 경우 편집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을 편
집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엽니다.

단계 2 원하는 대로 매개 변수를 변경합니다.

주의 구성 파일을 편집하고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없는 변경을 적용한 경
우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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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단계 3 파일을 저장하고 텍스트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단계 4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동안 hrcConfig.ini 
파일을 편집한 경우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ch.ini 파일을 편집하려면 Windows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나타나는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일정 관리기 중지를 선택합니
다. 그런 다음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일정 
관리기 실행을 선택하여 변경 내용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관련 항목

• hrcConfig.ini 구성 파일, 2-13 페이지

• sch.ini 구성 파일, 2-17 페이지

hrcConfig.ini 구성 파일

hrcConfig.ini 파일에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스템
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 파일의 매개 변
수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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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및 구성

구성 파일
매개 변수 설명

defaultHost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로그인 대화 상자의 서
버 필드에 나타나는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입니다.

기본값: 가장 최근에 로그인한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입니다.

defaultExportPath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에서 파일로 내
보낼 예약된 보고서를 저장하는 기본 디렉터리의 경로 이름
입니다.

기본값: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디렉터리 아래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reports 디렉터리입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 대한 
hrcConfig.ini 구성 파일에서 defaultExportPath 매개 변수를 
변경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새 디렉터리가 공유 드라이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따옴표로 새 경로를 묶습니다. (예: 
defaultExportPath="\\209.165.200.225\F$\CRS 

_REPORTS")

showUserNameOnReport 보고서가 생성될 때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이 보고서에 나타나도록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0 -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1 - 이름이 나타납니다.

기본값: 1

logLevel 시스템이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에 기록하
는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의 수준입니다.

유효한 값: 

• 1 - 오류만 기록

• 2 - 오류 및 경고 기록

• 3 - 오류, 경고 및 디버깅 메시지 기록

기본값: 1
2-14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7.0(1)



 

2      설치 및 구성

구성 파일
NumOfLogFiles 시스템이 유지 관리하는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수입니다. 시스템은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
그 파일이 MaxSizeOfLogFiles에서 지정한 크기에 도달할 때
마다 Historical Reports Client 로그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다
음 매개 변수를 참조하십시오.

유효한 값: 정수 1 이상

기본값: 10

MaxSizeOfLogFiles 현재 로그 파일이 이 크기(KB)에 도달하면 시스템에서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지
정합니다.

유효한 값: 정수 1 이상

기본값: 1000

참고 1000KB보다 훨씬 큰 로그 파일은 읽기 어려우며 
큰 로그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디스크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으므로 이 매개 변수 값으로는 
1000K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atabase([SCH]) 예약 정보가 저장되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Scheduler 디렉터리에 있는 데이터베이
스 파일입니다. 이 매개 변수를 변경하면 sch.ini 구성 파일
의 database 매개 변수도 같은 값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효한 값: HistoricalReportsScheduler.mdb

DRIVER([CRS _DATABASE]) 표시 전용.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의 이름입니다.

SERVER([CRS _DATABASE]) 표시 전용.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가 기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
름입니다.

DATABASE([CRS _DATABASE]) 표시 전용.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가 기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버에 있는 기본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UID([CRS _DATABASE]) 표시 전용.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가 기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버에 있는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된 사용자 ID입니다.

매개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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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관련 항목

•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6-2 페이지

NETWORK([CRS _DATABASE]) 표시 전용.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하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입니다.

DRIVER([CRS 
_DATABASE_ALTERNATIVE])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서버가 아닌 다른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려면 여기서 대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의 이름을 지정
합니다.

유효한 값: 대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의 이름

SERVER([CRS 
_DATABASE_ALTERNATIVE])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서버가 아닌 다른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려면 여기서 대체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지
정합니다.

유효한 값: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가 복제되는 대
체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DATABASE([CRS 
_DATABASE_ALTERNATIVE])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려면 여기서 기본 데
이터베이스의 대체 이름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대체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NETWORK([CRS 
_DATABASE_ALTERNATIVE])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기본 네
트워크 라이브러리(TCP/IP의 경우 dbmssocn)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하도록 하려면 여기서 대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이름을 지
정합니다.

유효한 값: 대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의 이름(예: 명명된 파
이프의 경우 dbnmpntw)

매개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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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sch.ini 구성 파일

sch.ini 파일에는 일정 관리기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로그 파일 정보를 기록할 세
부 정보 수준, 누락된 일정 처리 방법 등 일정 관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 파일의 매개 변수를 보여 줍니다.

매개 변수 설명

database 예약 정보가 저장되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Scheduler 디렉터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입
니다. 이 매개 변수를 변경하면 hrcConfig.ini 구성 파일의 database 매
개 변수도 같은 값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효한 값: HistoricalReportsScheduler.mdb

NumOfMissedScheduleRuns 일정 관리기가 실행되지 않아 예약된 보고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연속된 보고서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일정을 실행하려고 할 때 생성
되는 누락 보고서의 최대 개수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0 이상

기본값: 1

Missed_daily  해당 보고서가 누락되어 누락된 일정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경우, 매
일 실행되도록 예약된 보고서의 생성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1 -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0 - 보고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1

Missed_weekly 해당 보고서가 누락되어 누락된 일정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경우, 매
주 실행되도록 예약된 보고서의 생성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1 -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0 - 보고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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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관련 항목

• 누락된 예약 처리, 5-17 페이지

•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 6-4 페이지

Missed_monthly 해당 보고서가 누락되어 누락된 일정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경우, 매
달 실행되도록 예약된 보고서의 생성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1 -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0 - 보고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1

Missed_once 해당 보고서가 누락되어 누락된 일정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경우, 1
회 실행되도록 예약된 보고서의 생성 여부를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1 -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 0 - 보고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기본값: 1

logLevel 시스템이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
보의 수준입니다.

유효한 값: 

• 1 - 일정 관리기 오류만 기록

• 2 - 일정 관리기 오류 및 일정 관리기 경고 기록

• 3 - 일정 관리기 오류, 일정 관리기 경고 및 예약 정보 기록

• 4 - 일정 관리기 오류, 일정 관리기 경고 및 세부 예약 정보 기록

기본값: 3

매개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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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Windows 국가별 옵션을 사용하여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
언트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모
든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언
어를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영어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언어를 설정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다음 정보
를 해당 언어로 표시합니다.

• 필드 이름 및 단추 이름을 포함하여 창과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정보

• 메뉴 이름 및 메뉴 옵션

• 필드 이름, 머리글 및 기타 보고서의 정적 항목

클라이언트 언어는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 언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 언어를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표
시 언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언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Windo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http://www.microsoft.com/globaldev/handson/user/2kintlsupp.mspx 웹 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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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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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는 Cisco Unified CCX 시스템 및 해당 시스
템을 사용하는 상담원의 작업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형식 
있는 보고서 모음을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테이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다르게 지정하지 않는 한 중요한 정보를 강조 표시하는 차트를 포함하고 있습
니다.
시스템 형식 보고서가 아닌 다른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맞춤 보고서를 직접 만
들 수 있습니다. 맞춤 보고서를 만들려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관리자 및 개발자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원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보고서 개요, 3-2 페이지

• 보고서 세부 정보, 3-7 페이지

• 보고서 각주, 3-9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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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개요
보고서 개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서는 음성과 전자 메일 등 다양한 기록 보
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 3-1은 각 보고서에 대한 다음 정보를 보여줍니다.

• 보고서 이름 및 참조 - 기록 보고서 이름 및 이 장에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단원에 대한 참조

•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는 Cisco Unified CCX 패키지

• 설명 - 보고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각 보고서는 3-7 페이지의 "보고서 세부 정보" 단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 3-1 음성 기록 보고서에 대한 요약

보고서 이름 및 참조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설명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
서, 3-9 페이지

• Unified CCXa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취소된 각 통화에 대한 세부 정보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
보 보고서, 3-10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중단되거나 거부된 각 통화에 대한 세부 
정보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 
3-12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수신 및 발신 전달, 다자 및 상담원 통화
에 대한 요약 정보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 
3-14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상담원이 수신하거나 발신한 각 통화
에 대한 세부 정보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
동 보고서, 3-16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상담원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
드 요약 보고서, 3-18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 및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가 될 
때 입력한 이유 코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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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개요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
고서, 3-20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상담원이 상담원 상태로 전환되어 소
요한 시간 및 상담원이 로그아웃 상태나 
준비 안 됨 상태로 전환된 이유에 대한 
정보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
담원별), 3-22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상담원 이름별로 그룹화된, 각 상담원 상
태에서 상담원이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에 대한 정보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
격별), 3-24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또는 60분 간격으
로 그룹화한, 각 상담원 상태에서 상담원
이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에 대한 
정보

상담원 요약 보고서, 3-26 페
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통화 및 상담원 상태 활동을 포함하여 각 
상담원의 활동에 대한 요약 통계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
부 정보 보고서, 3-29 페이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
약 보고서, 3-31 페이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상담원이 후속 작업 기능과 관련된 작업 
상태가 된 후 상담원이 입력한 세부 정보
에 대한 요약 정보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
고서, 3-33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 Unified IP IVRb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신한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3-34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응용 프로그램의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에 대한 요약 통화 통
계 및 통화 시간, 작업 시간 및 취소 시간
에 대한 정보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 3-36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통화 또는 레그와 관련된 워크플로의 세
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설정한 맞춤 변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정보

표 3-1 음성 기록 보고서에 대한 요약 (계속)

보고서 이름 및 참조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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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개요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 
3-39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발신자가 전화를 건 각 전화 번호에 대한 
요약 정보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
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3-40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역량 수준이 다양한 동일한 기술로 구성
되는 각 CSQ 그룹에 대해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화 및 취소된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
고서, 3-43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CSQ에 대해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
화, 취소된 통화,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
화에 대한 요약 정보 및 통화 대기열 시
간 및 처리 시간에 대한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
고서(CSQ별), 3-46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CSQ별로 그룹화한, CSQ로 라우팅된 통
화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
고서(간격별), 3-49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또는 60분 간격으
로 그룹화된, CSQ로 라우팅된 통화에 대
한 정보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
포 요약 보고서, 3-52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구성 가능한 길이에 대한 4개의 시간 간
격 내에서 처리되고 취소된 통화 수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
위 요약 보고서, 3-54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연결 서비스에 걸려온 총 통화 수 및 
각 통화 우선순위에 대해 걸려온 총 통화 
수 및 평균 통화 수에 대한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3-55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되는 총 통화 수 
및 백분율과 각 통화 우선순위에 대해 서
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되는 통화 수 및 
백분율에 대한 정보

표 3-1 음성 기록 보고서에 대한 요약 (계속)

보고서 이름 및 참조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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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개요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 
3-57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CSQ에 있는 상담원의 활동에 대한 정보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
고서, 3-59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 Unified IP IVR

CCDR(Contact Call Detail Record), 연결 
라우팅 세부 정보 레코드 및 각 통화 레
그에 대한 상담원 연결 세부 정보 레코드
의 정보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
고서, 3-62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통화가 라우팅된 CSQ 및 통화를 처리한 
상담원에 대한 세부 통화 정보

전자 메일 상담원 활동 보고
서(Email Agent Activity 
Report), 3-65 페이지

Unified CCX 프레미엄 일별 타임 버킷에서의 날짜 간격 및 선택
한 전자 메일 사용이 설정된 상담원의 전
자 메일 활동에 대한 요약 정보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
열 활동 보고서(Email 
Contact Service Queue 
Activity Report), 3-66 페이
지

Unified CCX 프레미엄 일별 타임 버킷에서의 날짜 간격 및 선택
한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전자 
메일 활동에 대한 요약 정보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
열 상담원 활동 보고서
(Email Contact Service 
Queue Agent Activity 
Report), 3-67 페이지

Unified CCX 프레미엄 일별 타임 버킷에서의 날짜 간격 및 선택
한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전자 
메일 활동에 대한 상담원별/날짜별 요약 
정보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 트래
픽 분석 보고서(Email Inbox 
Traffic Analysis Report), 
3-68 페이지

Unified CCX 프레미엄 선택한 전자 메일 주소 및 일별 타임 버
킷의 시간 기간에 대해 받은 전자 메일 
수 세부 정보

전자 메일 응답 세부 정보 
보고서(EMail Response 
Detail Report), 3-69 페이지

Unified CCX 프레미엄 고객에게 다시 보낸 전자 메일 응답에 대
한 정보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 3-70 페이지

다중채널 사용권이 포함된 
Unified CCX 프레미엄

수신 및 발신 전자 메일 및 채팅에 대한 
요약 정보

표 3-1 음성 기록 보고서에 대한 요약 (계속)

보고서 이름 및 참조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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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개요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
그아웃 활동 보고서, 3-72 페
이지

다중채널 사용권이 포함된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상담원의 다중채널(전자 메일 및 채팅)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
약 보고서, 3-74 페이지

Unified CCX 프레미엄(다중
채널 사용권 포함)

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통화, 전
자 메일 및 채팅 통계. 각 응용 프로그램
의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화 및 취소된 
통화와 함께 전자 메일, 채팅에 대한 정
보가 포함되며 통화 시간, 작업 시간 및 
취소 시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 
3-76 페이지

Unified CCX 다중채널 사용
권이 포함된 프레미엄

각 CSQ에 대해 걸려온 전화, 전자 메일 
및 채팅,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 대기
열에서 제거된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 3-79 페이지

Unified CCX 프레미엄(다중
채널 사용권 포함)

CSQ에 있는 상담원의 다중채널(전자 메
일 및 채팅) 활동에 대한 요약 정보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
능 보고서, 3-81 페이지

아웃바운드c사용권이 포함
된 Unified CCX 프레미엄

각 상담원에 대한 세부 정보 및 각 상담
원에 대한 아웃바운드 캠페인 통화 세부 
정보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
고서, 3-83 페이지

아웃바운드 사용권이 포함
된 Unified CCX 프레미엄

특정 기간의 아웃바운드 캠페인 통계에 
대한 요약 정보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 
3-86 페이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수신한 각 통화의 우선순위 수준에 대한 
요약 정보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
고서, 3-88 페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수퍼바이저가 수행한 각 원격 모니터링 
세션에 대한 세부 정보

트래픽 분석 보고서, 3-90 페
이지

• Unified CCX 표준

• Unified CCX 고급

• Unified CCX 프레미엄

• Unified IP IVR

보고서 범위의 각 날짜에 대해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수신한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

a.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Unified CCX)

b. Cisco Unified IP IVR (Unified IP IVR)

c. Cisco Unified Outbound Preview Dialer (아웃바운드)

표 3-1 음성 기록 보고서에 대한 요약 (계속)

보고서 이름 및 참조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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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보고서 세부 정보
이 단원에서는 각 Cisco Unified CCX 기록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
공합니다.

• 보고서에 대한 설명

• 보고서와 함께 생성되는 각 차트에 표시되는 정보를 설명하는 표

• 보고서의 테이블 형식 구역에 있는 각 필드를 설명하는 표

•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각 정렬 기준을 설명하는 표. 보고서 정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4 페이지의 "세부 보고서 설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각 필터 매개 변수(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표. 필
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보고서에 표시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4 페이지의 "세부 보고서 설정"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보고서에 이벤트 또는 활동에 대한 날짜 및 시간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날짜 및 시간은 Cisco Unified CCX 서버 날짜 및 시간입니다. 
보고서의 맨 아래에 표시된 보고서 생성 시간은 HR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로
컬 시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 각 보고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 , 3-9 페이지

• 중단된 /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 , 3-10 페이지

•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 , 3-12 페이지

•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 , 3-14 페이지

•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 3-16 페이지

•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 , 3-18 페이지

•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 , 3-20 페이지

•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 (상담원별 ), 3-22 페이지

•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 (간격별 ), 3-24 페이지

• 상담원 요약 보고서 , 3-26 페이지

•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 , 3-29 페이지

•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 , 3-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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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 , 3-33 페이지

•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 3-34 페이지

•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 , 3-36 페이지

•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 , 3-39 페이지

•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간격별 ), 3-40 페이지

•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 3-43 페이지

•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CSQ별 ), 3-46 페이지

•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간격별 ), 3-49 페이지

•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 , 3-52 페이지

•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 3-54 페이지

•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 3-55 페이지

•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 , 3-57 페이지

•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 , 3-59 페이지

• 세부 통화 , CSQ, 상담원 보고서 , 3-62 페이지

• 전자 메일 상담원 활동 보고서 (Email Agent Activity Report), 3-65 페이지

•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Email Contact Service Queue 
Activity Report), 3-66 페이지

•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상담원 활동 보고서 (Email Contact Service 
Queue Agent Activity Report), 3-67 페이지

•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 트래픽 분석 보고서 (Email Inbox Traffic Analysis 
Report), 3-68 페이지

• 전자 메일 응답 세부 정보 보고서 (EMail Response Detail Report), 3-69 페
이지

•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 , 3-70 페이지

•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 3-72 페이지

•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 3-74 페이지

•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 , 3-76 페이지

•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 , 3-79 페이지

•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 , 3-81 페이지

•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 , 3-8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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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 , 3-86 페이지

•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 , 3-88 페이지

• 트래픽 분석 보고서 , 3-90 페이지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는 취소된 통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Unified CCX 통화의 경우 상담원이 응답하지 않고 발신자가 전화를 끊거나 연
결이 끊어지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Unified IP IVR 통화의 경우 처리된 플래그
를 설정하는 워크플로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Unified IP IVR 통화처럼 통화에 취소된 둘 이상의 레그
가 있으면 취소된 각 레그가 이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에는 취소된 각 통화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
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하루에 취소된 통화 
수(최종 통화 우선
순위별)

해당 날짜 범위의 하루 동안 취소된 총 통화 수 및 최종 통화 우선순위를 표시
합니다.

필드 설명

통화 시작 시간 이 통화 레그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수신 번호 발신자가 전화를 건 전화 번호입니다.

통화 ANIa 통화의 발신자 전화 번호입니다. 상담원이 발신한 경우 해당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상담원이 아닌 다른 발신자일 경우 해당 발신자의 전화 번
호입니다.

초기 통화 우선순위 통화가 수신될 때 Unified CCX 워크플로에서 해당 통화에 할당한 우선순위
이며, 1(최저)부터 10(최고)까지입니다. 워크플로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설정
되지 않는 한 모든 통화는 기본 우선순위 1에서 시작합니다.

통화 라우팅된 CSQ 통화가 대기열에 추가된 CSQ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 표시는 통화가 취소
된 CSQ가 둘 이상임을 나타냅니다.

상담원 이름 통화가 취소되기 전에 해당 통화에 지정된 상담원(있는 경우)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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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는 시스템에서 중단하거나 거부한 각 통
화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화를 처리하는 워크플로에서 예외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통화가 중단되며 최대 CTI 포트 수에 도달한 경우처럼 시스템 
리소스가 최대 크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통화가 거부됩니다.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통화 기술 통화가 라우팅된 CSQ와 관련된 최대 3개의 통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
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최종 통화 우선순위 취소된 통화의 우선순위이며 1(최저)부터 10(최고)까지입니다.

통화 취소 시간 통화가 취소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평균 취소 시간 취소 시간은 통화가 시스템에 수신된 시간부터 통화가 취소된 시간까지의 기
간입니다. 평균 취소 시간은 보고서 범위 동안 취소된 모든 통화에 대한 평균 
값입니다.

a. ANI = 자동 번호 식별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통화 시작 시간 통화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ANI 발신자의 전화 번호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취소 시간 통화가 취소된 날짜 및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연결 성향별 총 통화 보고서 기간 동안 중단된 통화 및 거부된 통화의 총 수를 표시합니다.
통화 처리 워크플로 실행에 예외가 발생한 경우 통화가 중단됩니다(예: 
UndefinedPromptException, ApplicationMaxSessionsException 등의 예외). 이 경
우 Cisco Unified CCX에서 미디어를 설치하여 발신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재생
합니다.
CTI 포트 수가 부족한 경우처럼 특정 Unified CM 또는 Cisco Unified CCX 리소
스가 부족하여 수신 통화를 받을 수 없으면 통화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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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각 중단된/거부된 통화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드 설명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노드 ID는 시스템이 클러스터의 각 Unified CCX  서버에 할당한 고유한 숫자 ID
입니다. 노드 ID는 숫자 1에서 시작하며 노드 ID 값 0은 보고서의 데이터가 
Cisco CRS 3.x에서 마이그레이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션 ID는 시스템이 
통화에 할당한 고유한 세션 식별 번호입니다. 시퀀스 번호는 시스템이 각 통
화 레그에 할당한 세션 시퀀스 번호입니다. 세션 시퀀스 번호는 각 통화 레그
에 대해 1씩 증가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 종료 시간

통화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 통화가 연결이 끊어지거나 전달되거나 리디렉션
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연결 유형 통화의 연결 유형(수신, 발신, 내부, 리디렉션, 전달 수신, 아웃바운드 미리 보
기)입니다.

연결 성향 통화의 성향(중단됨 또는 거부됨)입니다.

중단/거부 이유 통화가 중단되거나 거부된 이유입니다.

발신자 DNa

a. DN = 디렉터리 번호

발신자 유형이 1이면 이 필드에 해당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이 표시됩
니다. 발신자 유형이 2이면 CTIb 포트 번호가 표시되며, 발신자 유형이 3이
면 발신자의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b. CTI = 컴퓨터 전화 통신 인터페이스

대상 DN 대상 유형이 1이면 이 필드에 해당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이 표시됩니다. 
대상 유형이 2이면 CTI 포트 번호가 표시되며, 대상 유형이 3이면 수신 전화 번
호가 표시됩니다.

수신 번호 통화 유형이 전달이면 통화가 전달된 번호가 표시되고, 다른 경우 이 정보는 
최초 수신 번호와 동일합니다.

최초 수신 번호 발신자가 처음으로 전화를 건 번호입니다. 라우트 지점 번호나 상담원 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라우트 지점과 관련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
입니다.

통화 라우팅된 CSQ 통화가 라운팅된 CSQ입니다. CSQ로 라우팅되기 전에 통화가 중단되거나 거
부되면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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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에는 지정한 각 상담원에 대해 수신한 각 통화(수신 통
화) 및 발신한 각 통화(발신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가 상담원별로 표시됩니다. 
수신 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이 통화 상태, 작업 상태 및 
대기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이 표시됩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의 평균 및 최대 통화 시간이 표시됩니다. 발신 통화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의 평균 및 최대 통화 시간이 표시됩니다. 또한 이 보고서
에는 상담원에게 전달된 통화 수, 상담원이 다른 라우트 지점이나 다른 상담원
에게 전달 발신한 통화 수, 상담원이 참가한 다자통화 수가 표시됩니다.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정렬 기준 결과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노드 ID, 세션 ID 및 시퀀스 번호별로 정렬된 순서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 시작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중단 - 거부 이유 중단/거부 이유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수신 번호 발신자가 전화를 건 번호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연결 성향 중단됨을 선택하면 중단된 통화만 보고서에 표시되고, 거부됨을 선택하면 거
부된 통화만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두 통화 유형이 
모두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총 수신, 발신 통화
(상담원별)

상담원이 수신하고 발신한 총 통화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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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
함됩니다.

인바운드 ACD에 대
한 평균 통화, 대기, 
작업 시간

상담원이 수신한 Unified CCX 통화에 대해 각 상담원이 통화 상태, 대기 상태 
및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발신 통화에 대한 평
균, 최대 통화 시간

상담원이 발신한 통화에 대해 각 상담원이 통화에 소요한 평균 및 최대 시간
입니다. 통화 시간에는 전화 걸기, 응답 대기 및 통화에 소요된 시간이 포함됩
니다.

차트 이름 (계속) 설명 (계속)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보고서 기간 동안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마지막 활성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총 수신 상담원이 수신한 총 통화 수입니다. 인바운드 ACD 통화 + 인바운드 비 ACD 
통화와 같습니다.

인바운드 ACD -합계 상담원이 수신한 총 Unified CCX 통화 수입니다.

인바운드 ACD - 평
균 통화/대기/작업

수신한 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상담원이 통화 상태, 대기 상태 및 작업 상태
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인바운드 비 ACD - 
합계

상담원이 수신한 총 비Unified CCX 통화 수입니다. 이 숫자에는 다른 상담원 
및 외부 대상이 발신한 통화가 포함됩니다.

인바운드 비 ACD - 
평균/최대 통화 시간

수신한 비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상담원이 통화에 소요한 평균 시간 및 상
담원이 한 통화에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발신 - 합계 상담원이 발신한 총 통화 수입니다. 이 숫자에는 시도한 통화 및 연결된 통화
가 포함됩니다.

발신 - 평균/최대 통
화 시간

발신 통화에 대한 평균 통화 시간 및 최대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
원이 통화를 오프훅하면 시작되고 통화를 끊으면 종료됩니다.

ACD 전달 수신 상담원에게 전달된 총 Unified CCX 통화 수입니다.

ACD 전달 발신 상담원이 전달한 총 Unified CCX 통화 수입니다.

ACD 다자통화 상담원이 참가한 총 Unified CCX 다자통화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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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상담원이 처리한 각 ACD 통화 및 상담원이 발신
한 각 통화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비 ACD 통화에 대한 정
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 ACD 통화가 처리됨으로 정
의됩니다. ACD 통화는 ICD 라우트 지점 번호로 전화를 거는 통화입니다. 비 
ACD 통화는 상담원 간 내부 통화 또는 아웃바운드 통화처럼 ICD 라우트 지점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는 통화입니다.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수신 통화 상담원이 수신한 총 통화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발신 통화 상담원이 발신한 총 통화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상담원별 총 통화 시
간, 대기 시간, 작업 
시간

각 상담원에 대해 보고서 기간 동안의 모든 통화에 소요된 총 통화 시간, 총 대
기 시간 및 총 작업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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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이 수신하거나 발신한 모든 통화에 대
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Unified CCX 내선입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 종료 시간

통화 시작 시간은 상담원 내선에서 통화 레그가 울린 날짜 및 시간입니다. 통
화 종료 시간은 통화 레그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기간 통화 시작 시간과 통화 종료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입니다.

수신 번호 발신자가 전화를 건 전화 번호입니다.

통화 ANI 통화의 발신자 전화 번호입니다. 상담원이 발신한 경우 해당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상담원이 아닌 다른 발신자일 경우 해당 발신자의 전화 번
호입니다.

통화 라우팅된 CSQ 통화를 처리한 CSQ입니다. 이 CSQ에 대해 대기 중인 동안 발신자가 상담원에
게 연결되면 통화가 처리됩니다.

기타 CSQ 통화가 대기열에 추가된 CSQ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 표시는 통화가 대기열
에 추가된 CSQ가 둘 이상임을 나타냅니다.

통화 기술 통화를 처리한 CSQ와 관련된 최대 3개의 통화 기술입니다. 발신자가 상담원
에 연결되면 통화가 처리됩니다.

통화 시간 Unified CCX 통화의 경우 상담원이 통화에 연결한 시간과 통화 연결이 끊겼
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을 의미하며 보류 시간은 포함되지 않
습니다. 비Unified CCX 통화의 경우 응답된 통화의 전체 통화 기간입니다.

대기 시간 통화가 대기 중인 총 시간입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업 시간 통화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화 유형 • 인바운드 ACD - 상담원이 처리한 Unified CCX 통화.

• 인바운드 비ACD - 상담원이 수신한 비Unified CCX 통화

• 발신 - 상담원이 전화를 건 통화(Unified CCX 또는 비Unified CCX)

• 전달 수신 - 상담원에게 전달된 통화입니다.

• 전달 발신 - 상담원이 전달 발신한 통화입니다.

• 다자통화 - 다자통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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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에는 상담원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의 각 로그인 세션에 대해 로그
인 날짜 및 시간과 로그아웃 날짜 및 시간을 상담원별로 보여 주며 로그아웃할 
때 상담원이 입력한 이유 코드를 보여 줍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각 로그인 세
션의 기간, 모든 로그인 세션에 대한 총 로그인 시간이 표시됩니다.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 시작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ANI 발신자의 전화 번호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보유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
는 통화 기술 필드와 독립적이거나 같지 않습니다.

팀 이름 지정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통화 유형 지정한 통화 유형(인바운드 ACD, 인바운드 비 ACD, 발신, 전달 수신, 전달 발신, 
다자통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각 상담원에 대한 총 
로그인 시간

각 상담원에 대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인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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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보고서 기간 동안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마지막 활성 Unified 
CCX 내선입니다. 

로그인 시간 상담원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인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 정보 앞에 
보다 작음 기호(<)가 올 경우 상담원은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의 시작 시간 이
전에 로그인한 것입니다.

로그아웃 시간 상담원이 Unified CCX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 정보 
앞에 보다 큼 기호(>)가 올 경우 상담원은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의 종료 시간
에 로그인한 것입니다.

로그아웃 이유 코드  Cisco Agent Desktop에서 로그아웃할 때 상담원이 입력하는 숫자 이유 코드입
니다. 0 값은 로그아웃 이유 코드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상담원이 이유 코드를 
입력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로그인 기간 로그인 시간과 로그아웃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입니다.

합계 각 상담원에 대한 총 로그인 시간입니다.

총 합계 보고서 기간 동안 모든 상담원의 총 로그인 기간입니다.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로그인 시간 상담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로그인 기간 상담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한 기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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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는 각 상담원이 보고서 기간 동안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상담원에 대해 총 로
그인 시간 및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총 시간이 표시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로 전환될 때 입력한 이유 코드가 나
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는 최대 8개의 이유 코드 각각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하고 기타 이유 
코드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에는 8개의 미리 정
의된 이유 코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세부 정보를 표시
할 이유 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A부록, “Cisco Unified CCX 이유 코드” 참조).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에는 준비 안 됨 상태로 유지되는 각 
상담원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지정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계 결과 (계속)

차트 이름 설명

총 준비 안 됨 시간
(상담원 및 이유 코
드별)

각 상담원에 대해 보고서 기간 동안 상담원이 각 준비 안 됨 이유 코드에 소요
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최대 8개의 이유 코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추가 이유 코드는 "기타 이유 코드"에 합계로 나타납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보고서 기간 동안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마지막 활성 Unified 
CCX 내선입니다. 

간격 시작 시간,
간격 종료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보고서 범위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총 로그인 시간 간격 중에 상담원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인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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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준비 안 됨 해당 간격 동안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총 시간입니다.

시간(RC) n1 이유 코드 n1이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1은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RC) n2 이유 코드 n2가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2는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RC) n3 이유 코드 n3이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3은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RC) n4 이유 코드 n4가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4는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RC) n5 이유 코드 n5가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5는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RC) n6 이유 코드 n6이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6은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RC) n7 이유 코드 n7이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7은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RC) n8 이유 코드 n8이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n8은 시스템 정의 이유 코드입니다.

시간(기타 RC) 위 8개 열에 표시되지 않은 이유 코드가 나타내는 이유로 인해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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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상담원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세
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지정한 각 상담원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각 상태 변경의 
날짜 및 시간, 변경된 상태의 이름, 로그아웃 상태 또는 준비 안 됨 상태로 변경
되는 경우의 이유 코드, 각 상태로 소요된 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간격 길이 전체 보고서 범위 - 보고서 시작 시간부터 보고서 종료 시간까지의 정보를 표
시하지만 보고서 기간 동안 특정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3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3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6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6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유 코드 선택한 이유 코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최대 8개의 이유 코드에 대한 세
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추가 이유 코드는 시간(기타 RC)에 합계로 나타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상담원 상태 기간
(상담원별)

각 상담원에 대해 각 상담원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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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
가 포함됩니다.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
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보고서 기간 동안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마지막 활성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상태 전환 시간 상담원이 해당 상담원 상태 필드에 표시된 상태로 전환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상담원 상태 상담원의 상태(로그인, 로그아웃, 준비 안 됨, 준비됨, 예약, 통화 또는 작업)입
니다.

이유 코드 상담원이 로그아웃 상태나 준비 안 됨 상태로 전환된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 코
드입니다. 다른 상태에 대해서는 0입니다.

기간 상담원이 해당 상담원 상태 필드에 표시된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보고서를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표시한 다음 상담원이 다른 상태로 전환
된 날짜 및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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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는 지정된 각 상담원에 대해 해당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준비됨, 예약, 통화, 작업 등의 각 상담원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
이 및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이 로그인한 총 시간
이 표시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는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
분 또는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상담원이 각 상담원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을 보여 
주는 요약 줄이 상담원별로 포함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의 정보는 상담원별로 그룹화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는 동일한 정보를 간격별로 그룹화하여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24 페이지의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상담원 상태로 소요
된 시간(상담원별)

각 상담원에 대해 각 상담원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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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에는 각 상담원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
는 표가 포함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보고서 기간 동안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마지막 활성 Unified 
CCX 내선입니다.

간격 시작 시간,
간격 종료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보고서 범위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총 로그인 시간 시간 간격 중에 상담원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인한 총 시간을 표시합
니다.

준비 안 됨 시간 상담원이 해당 간격 동안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
입니다.

준비됨 시간 상담원이 해당 간격 동안 준비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예약 시간 상담원이 해당 간격 동안 예약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통화 시간 상담원이 해당 간격 동안 통화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작업 시간 상담원이 해당 간격 동안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요약 보고서 범위의 각 상담원에 대한 총 로그인 시간, 총 준비 안 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준비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예약 시간 및 백분율, 총 통화 시간 및 백분율, 총 작
업 시간 및 백분율입니다.

총 합계 보고서 기간 동안 모든 상담원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총 로그인 시간, 총 준
비 안 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준비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예약 시간 및 백분율, 총 
통화 시간 및 백분율, 총 작업 시간 및 백분율이 포함됩니다.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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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는 지정된 각 상담원에 대해 해당 상담원이 준
비 안 됨, 준비됨, 예약, 통화, 작업 등의 각 상담원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이 로그인한 총 시간이 
표시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는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
는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해당 간격 동
안 모든 상담원이 각 상담원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을 보여 주
는 요약 줄이 간격별로 포함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의 정보는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또는 60분 간
격으로 그룹화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는 동일한 정보를 상
담원별로 그룹화하여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22 페이지의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간격 길이 전체 보고서 범위 - 보고서 시작 시간부터 보고서 종료 시간까지의 정보를 표
시하지만 보고서 기간 동안 특정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3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3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6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6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상담원 상태로 소요
된 시간(간격별)

각 시간 간격에 대해 모든 상담원이 각 상담원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을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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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에는 각 상담원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간격 시작 시간,
간격 종료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보고서 범위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보고서 기간 동안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마지막 활성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총 로그인 시간 시간 간격 중에 상담원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인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준비 안 됨 시간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준비됨 시간 상담원이 준비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예약 시간 상담원이 예약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통화 시간 상담원이 통화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작업 시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의 길이 및 백분율입니다.

요약 보고서 범위에 있는 각 간격의 모든 상담원에 대한 총 로그인 시간, 총 준비 안 
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준비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예약 시간 및 백분율, 총 통화 
시간 및 백분율, 총 작업 시간 및 백분율입니다.

총 합계 보고서 기간 동안 모든 상담원 및 모든 간격에 대한 전체 정보입니다. 총 로그
인 시간, 총 준비 안 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준비됨 시간 및 백분율, 총 예약 시
간 및 백분율, 총 통화 시간 및 백분율, 총 작업 시간 및 백분율이 포함됩니다.

정렬 기준 결과

간격 시작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30분 또는 60분 간
격의 시작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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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
습니다.

상담원 요약 보고서

상담원 요약 보고서에는 통화 및 상담원 상태 활동을 포함하여 상담원의 활동
에 대한 요약이 포함됩니다.
상담원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간격 길이 전체 보고서 범위 - 보고서 시작 시간부터 보고서 종료 시간까지의 정보를 표
시하지만 보고서 기간 동안 특정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3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3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6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6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통화 처리 비율
(상담원별)

각 상담원에 대해 상담원이 처리한 통화 수를 해당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 수
로 나눈 값을 표시합니다.

처리된 총 통화
(상담원별)

각 상담원에 대해 처리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상담원별 평균 통화 
시간, 대기 시간, 작
업 시간

각 상담원에 대해 통화 상태, 대기 상태 및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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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요약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
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보고서 기간 동안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마지막 활성 Unified 
CCX 내선입니다.

평균 로그인 시간 상담원의 총 로그인 시간을 상담원 세션에 로그인한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처리된 통화 상담원에게 연결된 통화 수입니다.
상담원이 다른 상담원과의 다자통화를 설정하는 경우 이 값은 다자통화에 연
결된 상담원에 대해 1씩 증가합니다.
상담원이 통화를 전달하고 나중에 해당 통화를 전달로 다시 수신하면 이 값은 
2씩 증가합니다.

걸려온 통화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담원에게 전달된 통화 수입
니다.
통화가 상담원에게 연결되고 다른 상담원에게 전달된 다음 최초 상담원에게 
다시 전달된 경우 최초 상담원에 대한 값은 2씩(통화가 발신될 때마다 1씩) 증
가합니다.

처리 비율 상담원이 처리한 통화 수를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처리 시간 - 평균 상담원이 처리한 모든 통화의 평균 처리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은 통화 시간 + 
대기 시간 + 작업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 - 최대 상담원이 처리한 한 통화의 최대 처리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은 통화 시간 + 
대기 시간 + 작업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 - 평균 상담원이 처리한 모든 통화의 평균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원이 통
화에 연결한 시간과 통화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
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 시간 - 최대 상담원이 처리한 한 통화의 최대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원이 통
화에 연결한 시간과 통화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
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 - 평균 상담원이 처리한 모든 통화의 평균 총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 - 최대 상담원이 처리한 한 통화의 최대 총 대기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 - 평균 통화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 - 최대 통화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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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위 
N 및 하위 N 매개 변수에 대해 보고서에 표시할 상담원 수(N)를 지정합니다. 예
를 들어 상위 N개의 통화 처리/제공 비율 매개 변수에 대해 3을 지정하면 보고
서에는 비율이 가장 큰 3명의 상담원이 표시됩니다. n명 이상의 상담원이 모두 
동일하게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경우 보고서에는 처음 n명의 상
담원이 사전순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n은 사용자가 지정한 수입니다.

유휴 시간 - 평균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유휴 시간 - 최대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최대 단일 시간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평균 로그인 시간 상담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한 평균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걸려온 총 통화 상담원에게 걸려온 총 통화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처리된 총 통화 상담원이 처리한 총 통화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위 N개의 통화 처
리/제공 비율

걸려온 통화에 대한 처리된 통화의 비율이 가장 큰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
를 표시합니다.

하위 N개의 통화 처
리/제공 비율

걸려온 통화에 대한 처리된 통화의 비율이 가장 작은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
보를 표시합니다.

상위 N개의 평균 대
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긴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하위 N개의 평균 대
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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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ACD(Automatic Contact 
Distribution) 통화에 참여한 후 작업 상태로 전환될 때 상담원이 입력한 세부 정
보가 표시됩니다. 상담원은 후속 작업 데이터 기능을 통해 작업 상태로 전환한 
다음 해당 통화와 연관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
함됩니다.

상위 N개의 평균 통
화 시간

평균 통화 시간이 가장 긴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하위 N개의 평균 통
화 시간

평균 통화 시간이 가장 짧은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위 N개의 평균 작
업 시간

평균 작업 시간이 가장 긴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하위 N개의 평균 작
업 시간

평균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위 N개의 평균 처
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이 가장 긴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하위 N개의 평균 처
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이 가장 짧은 n명의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계 결과 (계속)

차트 이름 설명

총 통화(상담원 및 
후속 작업 데이터별)

각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각 상담원이 처리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계정 
조회, 새 고객 정보 및 VIP 고객 정보).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ACD 통화를 처리한 상담원의 이름입니다.

내선 통화를 처리한 상담원의 ACD 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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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후속 상태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
니다.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
링할 수 있습니다.

노드 ID-세션 ID-세
션 시퀀스 번호

통화를 처리한 Unified CCX  엔진의 노드 ID입니다. 통화에 할당된 세션 ID 및 
세션 시퀀스 번호입니다. 이 세 개의 값은 함께 사용되어 시스템에서 처리된 
ACD 통화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상담원과 통화가 연결된 시간입니다.

통화 종료 시간 상담원과의 통화 연결이 끊긴 시간입니다.

통화 ANI 통화 당사자의 전화 번호입니다.

수신 번호 통화 당사자가 전화를 건 번호입니다.

통화가 라우팅된 
CSQ(기술)

통화가 라우팅되고 처리되는 CSQ입니다. 하나의 통화가 여러 CSQ에 대해 대
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CSQ에서도 통화를 처리합니다.

통화 시간 상담원이 발신자와 통화하는 데 소요한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 상담원이 발신자를 보류 상태로 두는 데 소요한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 통화 후 작업 상태에서 상담원이 소요한 시간입니다.

후속 작업 데이터 작업 상태의 상담원이 입력한 후속 작업 데이터의 텍스트 설명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내에서 보고
서 데이터가 통화 시작 시간별로 정렬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상담원 이름 보고서에 표시하도록 선택한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자원 그룹 이름 선택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선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는 통
화 라우팅된 CSQ(기술) 필드와 독립적이거나 같지 않습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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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는 각 후속 작업 데이터의 세부 정보를 보
여 줍니다. 이 보고서는 상담원 후속 작업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
니다.

차트 이름 설명

총 ACD 통화(후속 
작업 데이터별)

각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상담원이 처리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후속 작업 데이터별 
평균 처리, 통화, 작
업 시간

각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상담원이 소요한 총 시간(ACD 통화 처리, 통화 시
간 및 작업 시간)을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후속 작업 데이터 작업 상태의 상담원이 입력한 후속 작업 데이터의 텍스트 설명입니다.

총 ACD 통화 이 후속 작업 데이터와 연관된 총 ACD 통화 수입니다.

총 처리 시간 이 후속 작업 데이터와 연관된 ACD 통화의 총 처리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은 
통화, 보류 및 작업 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평균 처리 시간 이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총 ACD 통화로 나눈 총 처리 시간입니다.

최대 처리 시간 이 후속 작업 데이터와 연관된 ACD 통화의 최대 처리 시간입니다. 

총 통화 시간 상담원이 발신자와 통화하는 데 소요한 총 시간입니다.

평균 통화 시간 이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총 ACD 통화별로 나눈 총 통화 시간입니다.

최대 통화 시간 상담원이 발신자와 통화하는 데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총 처리 시간 대비 
총 통화 시간 비율

이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총 처리 시간으로 나눈 총 통화 시간입니다. 백분
율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총 작업 시간 이 후속 작업 데이터가 연관된 모든 ACD에 대해 작업 상태의 상담원이 소요
한 총 시간입니다.

평균 작업 시간 이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총 ACD 통화로 나눈 총 작업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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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상담원 후속 데이터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작업 시간 이 후속 작업 데이터가 연관된 모든 ACD에 대해 작업 상태의 상담원이 소요
한 최대 시간입니다.

총 처리 시간 대비 
총 작업 시간 비율

이 후속 작업 데이터에 대해 총 처리 시간으로 나눈 총 작업 시간입니다. 이 합
계는 백분율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후속 작업 데이터 후속 작업 데이터 텍스트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ACD 통화 총 ACD 통화 수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처리 시간 총 통화 처리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평균 처리 시간 평균 통화 처리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통화 시간 총 통화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평균 통화 시간 평균 통화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작업 시간 총 작업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평균 작업 시간 평균 작업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후속 작업 데이터 선택한 후속 작업 데이터의 통계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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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는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
로그램의 걸려온 통화, 처리한 통화, 취소한 통화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에는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걸려온 통화(응용 
프로그램별)

각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처리된 통화 대 취소
된 통화(응용 프로
그램별)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된 총 통화 수와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취소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평균 통화 기간(응
용 프로그램별)

각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평균 통화 기간을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응용 프로그램 ID Cisco Unified CCX 시스템이 응용 프로그램에 할당한 식별 번호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걸려온 통화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통화 수입니다. 이 숫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된 
통화 수와 응용 프로그램에서 취소된 통화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처리된 통화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한 통화 수입니다. 처리된 것으로 통화를 정의하는 워
크플로 단계에 도달하거나 상담원이 통화를 처리하면 통화가 처리됩니다.

취소된 통화 응용 프로그램에서 취소, 중단 또는 거부된 통화 수입니다. 통화를 처리된 것
으로 정의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상담원에게 연결되기 전
에 발신자가 통화를 끊으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취소 빈도(시간별)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간별로 취소된 평균 통화 수입니다.

평균 통화 기간 통화가 이 워크플로를 시작한 시간부터 통화가 끊기거나 다른 워크플로를 시
작하여 이 워크플로를 종료할 때까지 경과된 평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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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에는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한 요약 통화 통계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 수신 통화 및 발신 통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통화 시간, 
작업 시간 및 취소 시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에는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정렬 기준 결과

응용 프로그램 ID 시스템이 각 응용 프로그램에 할당한 식별 번호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걸려온 통화 각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통화 수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취소 빈도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간별로 취소한 평균 통화 수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
니다.

차트 이름 설명

걸려온 통화(응용 
프로그램별)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통화 수를 표시
합니다.

필드 설명

응용 프로그램 이름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수신 번호 통화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전화에서 발신된 경우 발신자가 전화를 
건 전화 번호입니다. 통화가 외부 VoIP 네트워크(예: PSTN 또는 TDM PBX)에
서 발신된 경우 VoIP 게이트웨이에서 통화를 라우팅한 Unified CM 디렉터리 
번호입니다.

걸려온 통화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통화 수입니다. 이 숫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된 
통화 수와 응용 프로그램에서 취소된 통화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수신 워크플로를 통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리디렉션된 
통화 수입니다. 다른 상담원 또는 음성 메시징 시스템과 같은 외부 시스템에
서 전달되는 통화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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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발신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상담원이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외부 
대상으로 보낸 통화 수입니다.

처리된 통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통화 수입니다. 통화를 처리된 것
으로 정의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면 통화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됩
니다. 통화가 상담원에게 연결되고 상담원이 응답하면 통화가 상담원에 의해 
처리됩니다.

평균 응답 속도 대기열 시간을 통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통화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통화 시간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모든 통화의 평균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
원이 통화에 연결한 시간과 통화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
된 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값은 총 통화 시간을 상담원
에 의해 처리된 통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통화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작업 시간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통화의 경우 통화를 완료한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이 값은 총 작업 시간을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통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통화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소된 통화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취소된 통화 수입니다. 통화를 처리된 것으로 정의
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상담원이 응답하기 전에 발신자가 
통화를 끊으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이 값에는 시스템에 의해 중단되거나 거부
된 통화가 포함됩니다.

평균 취소 시간 통화가 취소되기 전까지 평균 통화 기간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응용 프로그램 이름 응용 프로그램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응용 프로그램 이름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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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에는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이 
이 통화와 연관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설정한 모든 맞춤 변수
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드 설명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노드 ID는 시스템이 클러스터의 각 Unified CCX  서버에 할당한 고유한 숫자 ID
입니다. 이 ID는 숫자 1로 시작됩니다. 세션 ID는 시스템이 각 통화에 할당한 
고유한 세션 식별 번호입니다. 시퀀스 번호는 시스템이 각 통화 레그에 할당
한 세션 시퀀스 번호입니다. 세션 시퀀스 번호는 각 통화 레그에 대해 1씩 증
가합니다.

참고 노드 ID 값이 0이면 보고서의 데이터가 Cisco CRS 3.x에서 마이그레이션되었음을 나타냅
니다.

시작 시간,종료 시간 통화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 통화가 연결이 끊어지거나 전달되거나 리디렉션
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연결 성향 통화의 성향(취소됨, 처리됨, 중단됨 또는 거부됨)입니다.
Unified CCX 통화의 경우, 상담원에게 연결되기 전에 통화 연결이 끊어지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이 통화는 상담원에게 연결될 때 처리됩니다.
Unified IP IVR 통화의 경우, 통화를 처리된 것으로 정의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이 통화는 이 단계에 도달할 때 처리됩
니다.
워크플로 스크립트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워크플로 스크립트를 실
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통화가 중단됩니다.
CTI 포트 수가 부족한 경우처럼 특정 Unified CM 또는 Cisco Unified CCX 리소
스가 부족하여 수신 통화를 받을 수 없으면 통화가 거부됩니다.

상담원 이름 Unified CCX 통화의 경우 이 통화를 처리한 상담원의 이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라우트 지점과 관련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
입니다.

맞춤 변수 1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1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2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2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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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맞춤 변수 3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3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4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4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5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5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6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6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7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7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8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8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9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9 변수를 설정한 경
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맞춤 변수 10 이 통화 또는 이 레그와 연관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
램이 호출한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_ccdrVar10 변수를 설정한 
경우 해당 변수의 내용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통화의 노드 ID, 세션 ID 및 시퀀스 번호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 시작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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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최초 수신 번호 지정한 최초 수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수신 번호 지정한 수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 번호 지정한 발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 번호는 발신자 DN과 같습
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연결 유형 지정한 연결 유형(수신, 발신, 내부, 리디렉션, 전달 수신 또는 아웃바운드 미
리 보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자 유형 지정한 발신자 유형(상담원, 장치 또는 알 수 없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대상 유형 지정한 대상 유형(상담원, 장치 또는 알 수 없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T초보다 크거나 같
은 기간

기간이 T에서 지정한 초보다 크거나 같은 통화를 표시합니다.

T초보다 작거나 같
은 기간

기간이 T에서 지정한 초보다 작거나 같은 통화를 표시합니다.

맞춤 변수 1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1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2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2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3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3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4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4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5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5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6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6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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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에는 내부 또는 외부 발신자가 전화를 건 각 번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Unified CCX 및 Unified IP IVR 응용 프
로그램 대상 통화 및 상담원 대상 통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맞춤 변수 7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7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8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8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9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9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
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맞춤 변수 10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맞춤 변수 10에 입력한 문자열이나 
하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임의의 맞춤 변수 검색할 전체 문자열 또는 하위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여러 문자열은 쉼표로 구
분합니다. 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10개의 맞춤 변수에 입력한 문자열
이나 하위 문자열이 포함되는 통화가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계 결과 (계속)

차트 이름 설명

총 통화(수신 번호별) 응용 프로그램 대상 통화 및 상담원 대상 통화를 포함하여 각 번호 대상 총 통
화 수를 표시합니다.

평균 통화 기간
(수신 번호별)

전화를 건 각 번호에 대해 각 통화가 지속된 평균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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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에는 각 수신 번호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
가 포함됩니다.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에는 CSQ의 각 그룹에 대해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화 및 취소된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러
한 그룹은 역량 수준이 다른 동일한 기술로 구성되는 CSQ로 구성됩니다.
이 보고서는 논리적 CSQ를 구성한 고객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논리적 CSQ
는 역량 수준이 다른 동일한 기술로 구성되는 CSQ 그룹입니다. "논리적 CSQ"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스크립트에 통화가 수신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이 
있는 CSQ로 먼저 전달됩니다. 대기 시간이 미리 정의된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통화가 그 다음 기술 수준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신 통화는 동일한 
CSQ 그룹 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걸려온 통화 요약 줄의 값은 동일한 그룹 
내의 모든 CSQ에 걸려온 총 통화 수가 아닌 동일한 그룹 내의 모든 CSQ에 걸려
온 최대 통화 수를 보여 줍니다. 동일한 논리 그룹 내에서 다른 CSQ에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합계를 계산하면 동일한 통화를 계산에 여러 번 포함시키게 됩
니다. 처리된 통화의 경우, CSQ당 한 건의 통화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
고서는 총 통화 수를 보여 줍니다. 취소된 통화의 경우, 이 보고서는 동일한 그
룹 내의 모든 CSQ에서 취소된 모든 통화의 최대 수를 보여 줍니다.

필드 설명

수신 번호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통화의 경우, 응용 프
로그램과 연관된 라우트 지점 번호입니다. 상담원 대상 통화의 경우 대상 상
담원의 내선입니다.

통화 유형 응용 프로그램 대상 통화 또는 상담원 대상 통화입니다.

총 통화 각 번호 대상 총 통화 수입니다.

평균 통화(일별) 일별 평균 통화 수입니다.

평균 통화 기간 각 번호 대상 평균 통화 기간입니다.

정렬 기준 결과

수신 번호 수신 번호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대상 통화의 경우 이 번
호는 라우트 지점 번호이고, 상담원 대상 통화의 경우 상담원의 내선입니다.

총 통화 각 번호에서 최초로 수신한 총 통화 수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평균 통화 기간 각 번호의 평균 통화 기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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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이 보고서는 역량 수준이 다른 동일한 통화 기술로 구성된 여러 CSQ에 대한 추
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신 통화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CSQ에 대해 
대기열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특정 기간 동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통화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에 대해 대기열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보고서의 요약 줄은 일반 기술로 구성된 CSQ 그룹의 요약된 통계를 표시합니
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된 CSQ 그룹을 논리적 CSQ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 CSQ에 특히 유용합니다. 논리적 CSQ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CSQ 보고서(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
열 활동 보고서(간격/CSQ별))를 사용해 보십시오.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에는 CSQ의 각 그룹에 대해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화 및 취소된 통화에 대한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취소된 통화 및 처리
된 통화(간격별)

보고서 기간 중 각 간격 동안에 처리된 통화 및 취소된 통화 수입니다.

필드 설명

간격 시작 시간,
간격 종료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보고서 범위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CSQ 이름[기술
(역량 수준)]

CSQ의 이름, 이 CSQ에 대해 구성된 기술 및 각 기술의 역량 수준입니다.

걸려온 통화 - 전체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룹 내 개별 CSQ에 걸려온 통
화 수입니다.

걸려온 통화 - 평균 
대기열 시간

CSQ에 라우팅된 모든 통화의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걸려온 통화 - 최대 
대기열 시간

CSQ로 라우팅된 모든 통화(취소됨, 처리됨, 중단됨 또는 거부됨)의 최대 대기
열 시간입니다.

처리된 통화 - 전체 이 CSQ에서 처리한 통화 수입니다. 이 CSQ에 대해 대기 중인 동안 발신자가 
상담원에게 연결되면 통화가 처리됩니다.

처리된 통화 - 평균 
처리 시간

CSQ에서 처리한 모든 통화의 평균 처리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은 통화 시간 + 
대기 시간 + 작업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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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
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통화 - 최대 
처리 시간

CSQ에서 처리한 한 통화의 최대 처리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은 통화 시간 + 대
기 시간 + 작업 시간입니다.

취소된 통화 - 전체 CSQ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상담원이 
응답하지 못한 통화 수입니다.

취소된 통화 - 평균 
대기열 시간

취소되기 전까지 통화가 대기열에서 대기하는 동안 소요된 평균 시간입니다.

취소된 통화 - 최대 
대기열 시간

취소되기 전까지 한 통화가 대기열에서 대기하는 동안 소요된 최대 시간입
니다.

서비스 수준 - 충족
된 SL 백분율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걸려온 통화) * 100%

기술 요약 각 CSQ 그룹 및 각 간격에 대해 걸려온 총 통화, 처리된 총 통화 및 취소된 총 
통화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간격 시작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30분 또는 60분 간
격의 시작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간격 길이 전체 보고서 범위 - 보고서 시작 시간부터 보고서 종료 시간까지의 정보를 표
시하지만 보고서 기간 동안 특정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3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3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6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6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CSQ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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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에는 각 CSQ에서 걸려온 통화, 처리된 통화, 취
소된 통화 및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다
른 CSQ의 워크플로에 의해 처리된 통화,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 및 대기열에
서 제거된 통화의 평균 및 최대 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에는 각 CSQ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
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연결된 통화에 대한 
최대 대기열 시간
(CSQ별)

각 CSQ에 대해 대기열 시간이 가장 긴 통화입니다.

평균 응답 속도
(CSQ별)

각 CSQ에 대해 처리된 통화의 평균 응답 속도 시간입니다.

평균 처리 시간
(CSQ별)

각 CSQ에 대해 처리된 통화의 평균 처리 시간입니다.

평균 취소 시간
(CSQ별)

각 CSQ에 대해 통화가 취소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 대기열 제거 시
간(CSQ별)

각 CSQ에 대해 통화가 대기열에서 제거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통화 기술) CSQ의 이름 및 CSQ가 자원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CSQ와 관련된 통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걸려온 통화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에 라우팅된 통화 수입니다.

평균/최대 대기열 
시간

CSQ에 라우팅된 모든 통화의 평균 대기열 시간 및 CSQ에 라우팅된 통화의 최
장 대기열 시간입니다.

처리된 통화 이 CSQ에서 처리한 통화 수입니다. 이 CSQ에 대해 대기 중인 동안 발신자가 
상담원에게 연결되면 통화가 처리됩니다.

평균 응답 속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대기열 시간/처리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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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평균/최대 처리 시간 CSQ가 처리한 모든 통화의 평균 처리 시간 및 CSQ가 처리한 통화의 최장 처
리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은 통화 시간 + 대기 시간 + 작업 시간입니다.

취소된 통화 CSQ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상담원이 
응답하지 못한 통화 수입니다.

평균/최대 취소 시간 통화가 취소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 및 한 건의 통화가 취
소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평균/최대 취소
(일별)

평균은 취소된 총 통화 수를 보고서 기간 동안의 일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최
대는 보고서 기간 중 하루 동안에 취소된 최대 통화 수입니다.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CSQ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통화 수
입니다.

평균/최대 대기열 
제거 시간

통화가 대기열에서 제거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 및 한 건의 
통화가 대기열에서 제거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처리된 통화(기타 
기준)

다음과 같은 통화의 총 수입니다.
• CSQ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다
음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처리된 것으로 표시된 통화

• 둘 이상의 CSQ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다른 CSQ에 의해 처리된 통화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CSQ의 이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걸려온 총 통화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로 라우팅된 통화 수순으
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처리된 총 통화 CSQ가 처리한 총 통화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취소된 총 통화 CSQ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응답하지 
못한 통화 수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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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
습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CSQ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CSQ 유형 다음 옵션을 포함합니다.
• 자원 그룹 - 자원 풀 선택 모델이 Unified EIM Administration의 자원 그룹
으로 설정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기술 그룹 - 자원 풀 선택 모델이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의 자원 
기술로 설정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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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및 걸려
온 통화,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 및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의 수 및 백분율
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각 CSQ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의 정보는 CSQ별로 그룹화됩니다. 연
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는 동일한 정보를 간격별로 그룹화하여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49 페이지의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
격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에는 각 CSQ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처리, 취소 및 대기
열에서 제거된 통화
(CSQ별)

각 CSQ에 대해 처리, 취소 및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상담
원이 통화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되
기 전에 통화의 연결이 끊어지면 통화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
은 경우 특정 CSQ에서 통화가 제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통화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경우

• 통화가 워크플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

• 둘 이상의 CSQ에 대해 대기 중이었다가 다른 CSQ의 상담원에 의해 처리
된 통화

서비스 수준을 충족
한 총 통화(CSQ별)

각 CSQ에 대해 처리된 총 통화 수 및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CSQ를 설정할 때 서비스 수준 필드에 입력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 수를 표
시합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통화 기술) CSQ의 이름 및 CSQ가 자원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CSQ와 관련된 통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간격 시작 시간,
간격 종료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보고서 범위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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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서비스 수준(초)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CSQ를 설정할 때 서비스 수준 필드에 
입력한 값입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면 보고서에는 이전 
및 새 서비스 수준 값이 표시됩니다.

처리된 통화 < SL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 수입니다. 상담원이 통화
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된 통화 < SL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취소된 통화 수입니다. 상담원에게 연
결되기 전에 통화의 연결이 끊어지면 통화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처리된 
통화 전용

처리된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의 백분율
입니다.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값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처리된 통화 수) * 100%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취소된 
통화 제외

걸려온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의 백분율
이며 취소된 통화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서비스 수준 내에서 취
소된 통화 수) * 100%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취소
(양수)

걸려온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되거나 취소된 통
화의 백분율입니다. 이 값에 대해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취소
된 통화는 해당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 + 서비스 수준 내에서 취소된 통화 수)/
걸려온 통화 수) * 100%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취소
(음수)

걸려온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의 백분율
입니다. 이 값에 대해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취소된 통화는 해
당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걸려온 통화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에 라우팅된 통화 수입니다.

처리된 통화 CSQ에서 처리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처리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필드 (계속) 설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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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
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통화 CSQ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상담원이 
응답하지 못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소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CSQ에
서 통화가 제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통화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경우

• 통화가 워크플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

• 둘 이상의 CSQ에 대해 대기 중이었다가 다른 CSQ의 상담원에 의해 처리
된 통화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CSQ 이름 CSQ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간격 길이 전체 보고서 범위 - 보고서 시작 시간부터 보고서 종료 시간까지의 정보를 표
시하지만 보고서 기간 동안 특정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3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3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6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6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CSQ 이름 선택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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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및 제공, 
처리, 취소 및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의 시간 및 백분율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
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각 간격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의 정보는 간격별로 그룹화됩니다. 연
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는 동일한 정보를 CSQ별로 그룹화하여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46 페이지의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CSQ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에는 각 CSQ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처리, 취소 및 대기
열에서 제거된 통화
(간격별)

각 시간 간격에 대해 처리, 취소 및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담원에게 연
결되기 전에 통화의 연결이 끊어지면 통화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과 같은 경우 특정 CSQ에서 통화가 제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통화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경우

• 통화가 워크플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

• 둘 이상의 CSQ에 대해 대기 중이었다가 다른 CSQ의 상담원에 의해 처리
된 통화

서비스 수준을 충족
한 총 통화(간격별)

각 시간 간격에 대해 CSQ가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 설정될 때 서
비스 수준 필드에 입력한 시간 범위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 및 처리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간격 시작 시간,간격 
종료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보고서 기간 동안 
각 30분 또는 60분 간격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그렇
지 않으면 보고서 범위의 시작 날짜 및 시간과 종료 날짜 및 시간입니다.

CSQ 이름(통화 기술) CSQ의 이름 및 CSQ가 자원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CSQ와 관련된 통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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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서비스 수준(초)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CSQ를 설정할 때 서비스 수준 필드에 
입력한 값입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면 보고서에는 이전 
및 새 서비스 수준 값이 표시됩니다.

처리된 통화 < SL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 수입니다. 상담원이 통화
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된 통화 < SL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취소된 통화 수입니다. 상담원에게 연
결되기 전에 통화의 연결이 끊어지면 통화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처리된 
통화 전용

처리된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의 백분율
입니다.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값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처리된 통화 수) * 100%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취소된 
통화 제외

걸려온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의 백분율
이며 취소된 통화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서비스 수준 내에서 취
소된 통화 수) * 100%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취소
(양수)

걸려온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되거나 취소된 통
화의 백분율입니다. 이 값에 대해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취소
된 통화는 해당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 + 서비스 수준 내에서 취소된 통화 수)/
걸려온 통화 수) * 100%

충족된 서비스 수준
의 백분율 - 취소
(음수)

걸려온 통화 중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처리된 통화의 백분율
입니다. 이 값에 대해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된 시간 내에 취소된 통화는 해
당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됩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걸려온 통화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에 라우팅된 통화 수입니다.

처리된 통화 CSQ에서 처리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처리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필드 (계속) 설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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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통화 CSQ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상담원이 
응답하지 못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소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CSQ에
서 통화가 제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통화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경우

• 통화가 워크플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

• 둘 이상의 CSQ에 대해 대기 중이었다가 다른 CSQ의 상담원에 의해 처리
된 통화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수/걸려온 통화 수) * 100%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간격 시작 시간 간격 길이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격을 지정한 경우 30분 또는 60분 간
격의 시작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간격 길이 전체 보고서 범위 - 보고서 시작 시간부터 보고서 종료 시간까지의 정보를 표
시하지만 보고서 기간 동안 특정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3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3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60분 간격 - 보고서 기간 동안 60분 간격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간격
은 보고서 시작 시간에 시작하고 다음 간격은 보고서 시작 시간 60분 후에 시
작하는 식입니다.

CSQ 이름 선택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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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에는 네 가지 다른 시간 간격에 처리
되고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이 표시됩니다. 시간 간격 길이는 사
용자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에는 각 CSQ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
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처리된 총 통화(시
간 간격 및CSQ별)

각 CSQ에 대해 각 시간 간격으로 처리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취소된 총 통화(시
간 간격 및 CSQ별)

각 CSQ에 대해 각 시간 간격으로 취소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통화 기술) CSQ의 이름 및 CSQ가 자원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CSQ와 관련된 통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처리된 통화 CSQ에서 처리한 통화 수입니다.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하면 통화는 처리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처리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T초)

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처리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
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15초로 
표시됩니다.

처리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2T초)

2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처리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30초
로 표시됩니다.

처리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3T초)

3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처리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45초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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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
니다.

처리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4T초)

4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처리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60초
로 표시됩니다.

취소된 통화 CSQ에서 취소된 통화 수입니다. CSQ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
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상담원이 응답하지 못한 경우 통화는 취소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취소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T초)

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취소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
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15초로 
표시됩니다.

취소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2T초)

2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취소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30초
로 표시됩니다.

취소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3T초)

3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취소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45초
로 표시됩니다.

취소된 통화 합계/
백분율(대기열 시간 
포함)(0-4T 초)

4T초보다 작거나 같은 대기열 시간을 포함하여 취소된 통화 수 및 백분율을 
보여 주는 시간 간격입니다. 보고서 정보 영역의 필터 매개 변수 필드에서 T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의 기본값은 15초이며, 이 경우 이 필드에는 0-60초
로 표시됩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CSQ의 이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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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
링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에는 선택한 각 CSQ에 걸려온 총 통
화 수가 표시됩니다. 또한 각 CSQ에 걸려온 총 통화 수(우선순위별) 및 일별 평
균 통화 수(우선순위별)가 표시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에는 각 CSQ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
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시간 간격(초)(T) 4개의 시간 간격 필드에 대해 보고서가 사용하는 초 수(T)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T의 기본값은 15(초)입니다.

차트 이름 설명

걸려온 총 통화(통화 
우선순위 및 CSQ별)

각 CSQ에 대해 CSQ에 걸려온 각 통화 우선순위의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통화 기술) CSQ의 이름 및 CSQ가 자원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CSQ와 관련된 통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걸려온 총 통화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에 걸려온 총 통화 수입니다. 

총 통화 및 평균 통
화 수(우선순위별)
(우선순위 1-10) 

총 통화 수(우선순위별, 각 CSQ에 걸려온 전화) 및 일일 평균 통화 수(우선순
위별, 각 CSQ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통화 우선순위 범위는 1(최저)부터 10(최고)까지입니다. 워크플로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는 한 모든 통화는 기본 우선순위 1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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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
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
링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에는 서비스 수준 내에
서 처리되는 전체 통화 수 및 백분율과 각 통화 우선순위에 대해 서비스 수준 내
에서 처리되는 통화 수 및 백분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통화 우선순위 범
위는 1(최저)부터 10(최고)까지입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
됩니다.

정렬 기준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CSQ의 이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서비스 수준을 충족
한 총 통화

각 CSQ에 대해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되는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서비스 수준을 충족
한 통화의 백분율

각 CSQ에 대해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되는 통화의 백분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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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
렬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
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통화 기술) CSQ의 이름 및 CSQ가 자원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CSQ와 관련된 통화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서비스 수준(초)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에서 CSQ를 설정할 때 서비스 수준 필드에 
입력한 값입니다. 보고서 기간 동안 서비스 수준이 변경되면 보고서에는 이전 
및 새 서비스 수준 값이 표시됩니다.

걸려온 통화 상담원이 통화를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에 라우팅된 통화 수입
니다. 

충족된 총 서비스 
수준

처리된 통화 중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의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
된 시간 내에 응답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
니다.
(서비스 수준 내에서 처리된 통화/걸려온 통화) * 100%

각 통화 우선순위에 
대해 서비스 수준을 
충족한 통화 수 및 
백분율(우선순위 
1~10) 

처리된 통화 중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의 서비스 수준 필드에 표시
된 시간 내에서 각 통화 우선순위에 대해 응답한 통화 수 및 백분율입니다. 
통화 우선순위 범위는 1(최저)부터 10(최고)까지입니다. 워크플로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는 한 모든 통화는 기본 우선순위 1에서 시작합니다.

정렬 기준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이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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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

상담원은 여러 CSQ의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에
는 각 상담원에 대해 각 CSQ에서 처리된 통화에 대해 정보가 표시됩니다. 각 상
담원에 대해 보고서에는 처리된 통화의 평균 및 총 통화 시간, 통화 후 평균 및 
총 작업 시간, 걸려온 통화의 총 벨울림 시간, 대기 상태의 통화 수, 대기 상태 통
화의 평균 및 총 대기 시간, 응답한 통화 수가 포함됩니다.
CSQ - 상담원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CSQ - 상담원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처리된 통화(CSQ 
및 상담원별)

각 CSQ에 대해 각 상담원이 처리한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 CSQ의 이름입니다.

상담원 이름 보고서 기간 동안 이 CSQ에 대해 통화를 처리한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처리된 통화 보고서 기간 동안 이 CSQ에 대해 대기 중인 통화 수 및 이 상담원이 응답한 통
화 수입니다.

평균 통화 시간 이 CSQ에 대해 이 상담원이 처리한 모든 통화의 평균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한 시간과 통화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은 총 통화 시
간을 처리된 통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총 통화 시간 이 CSQ에 대해 이 상담원이 처리한 모든 통화의 총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
간은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한 시간과 통화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
이에 경과된 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작업 시간 통화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은 총 작업 시
간을 처리된 통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총 작업 시간 통화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총 시간입니다. 

총 벨울림 시간 Cisco Agent Desktop에서 통화 벨이 울린 시간과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하거나 
첫 번째 상담원이 응답하지 않거나 벨울림에 응답이 없도록 설정하여 다른 상
담원에게 통화가 전달되거나 통화 연결이 끊긴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입니
다.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가 없을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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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의 통화 상담원이 대기 상태로 설정한 통화 수입니다.

평균 대기 시간 상담원이 대기 상태로 설정한 모든 통화의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평균은 총 
대기 시간을 대기 상태의 통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대기 시간 통화가 대기 중인 총 시간입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NA 벨울림에 응답이 없음을 나타내며 상담원에게 연결되었지만 상담원이 응답
하지 않는 통화 수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CSQ 이름 CSQ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CSQ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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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에는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는 CCDR(연결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표시됩니
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연결 라우팅 세부 정보 레코드 및 상담원 연결 세부 정보 
레코드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의 정보는 각 통화의 레그에 대한 것입니
다. 통화 전달 또는 리디렉션으로 새 레그가 시작됩니다.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연결 성향별 통화 수 처리, 취소, 중단 및 거부된 통화의 백분율 및 취소, 중단 및 거부된 통화의 백
분율을 표시합니다.

발신자 유형별 
통화 수

상담원이 발신한 통화의 백분율, 장치에서 발신한 통화(예: 테스트 통화)의 백
분율 및 알 수 없는 발신자 통화(예: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신한 통화)의 백분
율을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노드 ID는 시스템이 클러스터의 각 Unified CCX  서버에 할당한 고유한 숫자 ID
입니다. 노드 ID는 숫자 1에서 시작하며 노드 ID 값 0은 보고서의 데이터가 
Cisco CRS 3.x에서 마이그레이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션 ID는 시스템이 
통화에 할당한 고유한 세션 식별 번호입니다. 시퀀스 번호는 시스템이 각 통
화 레그에 할당한 세션 시퀀스 번호입니다. 세션 시퀀스 번호는 각 통화 레그
에 대해 1씩 증가합니다.

시작 시간,종료 시간 통화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 통화가 연결이 끊어지거나 전달된 날짜 및 시간
입니다.

연결 유형 다음과 같은 통화 유형입니다.
1 - 수신. Unified CCX Edition 시스템에서 수신한 외부 통화입니다.
2 - 발신. 시스템 내에서 발신한 통화가 아니라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발신한 통화입니다. 
3 - 내부. 상담원 간에 전달되거나 다자통화에 연결된 통화 또는 시스템 내에
서 발신한 통화입니다.
4 - 리디렉션. 이 레그로 통화를 리디렉션한 이전 레그입니다.
5 - 전달 수신. 이 레그로 통화를 전달한 이전 레그입니다.
6 - 아웃바운드 미리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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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성향 통화의 성향(취소됨, 처리됨, 중단됨 또는 거부됨)입니다.
Unified CCX 통화의 경우, 상담원에게 연결되기 전에 통화 연결이 끊어지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이 통화는 상담원에게 연결될 때 처리됩니다.
Unified IP IVR 통화의 경우, 통화를 처리된 것으로 정의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통화가 취소됩니다. 이 통화는 이 단계에 도달할 때 처리됩
니다.
워크플로 스크립트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워크플로 스크립트를 실
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통화가 중단됩니다.
CTI 포트 수가 부족한 경우처럼 특정 Unified CM 또는 Cisco Unified CCX 리소
스가 부족하여 수신 통화를 받을 수 없으면 통화가 거부됩니다.

발신자 유형 다음과 같은 통화의 발신자입니다.
1 - 상담원. 상담원이 발신한 통화입니다.
2 - 장치. 시뮬레이션된 발신자(테스트용) 및 상담원이 현재 로그인하지 않은 
전화에서 발신한 통화입니다.
3 - 알 수 없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나 모니터링되지 않은 장치를 통해 외부 
발신자가 발신한 통화입니다.

발신자 ID 통화를 발신한 상담원의 로그인 ID입니다. 발신자 유형이 1인 경우에만 사용
됩니다.

발신자 DNa 발신자 유형이 1이면 이 필드에 해당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이 표시됩니
다. 발신자 유형이 2이면 CTIb 포트 번호가 표시되며, 발신자 유형이 3이면 발
신자의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대상 T 다음과 같은 통화의 대상입니다.
1 - 상담원.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입니다.
2 - 장치. 라우트 지점에 걸려온 통화입니다.
3 - 알 수 없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나 모니터링되지 않은 장치를 통해 외부 
대상에 걸려온 통화입니다.

대상 ID 통화를 수신한 상담원의 로그인 ID입니다. 대상 유형이 1인 경우에만 사용됩
니다.

대상 DN 대상 유형이 1이면 이 필드에 해당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이 표시됩니다. 대
상 유형이 2이면 CTI 포트 번호가 표시되며, 대상 유형이 3이면 수신 전화 번
호가 표시됩니다.

수신 번호 통화 유형이 전달이면 통화가 전달된 번호가 표시되고, 다른 경우 이 정보는 
최초 수신 번호와 동일합니다.

최초 수신 번호 발신자가 처음으로 전화를 건 번호입니다. 라우트 지점 번호나 상담원 내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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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
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라우트 지점과 관련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
입니다.

대기열 시간 CSQ에 대해 대기 중인 통화의 경우 통화가 CSQ로 들어간 시간과 상담원이 해
당 통화에 응답하거나 통화의 연결이 끊긴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입니다. 다
른 통화에 대해서는 0입니다.

통화 시간 상담원에 연결된 통화의 경우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한 시간과 통화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
다.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0입니다.

대기 시간 상담원에 연결된 통화의 경우 상담원이 처음으로 통화를 대기 상태로 설정한 
시간과 상담원이 마지막으로 통화의 대기 상태를 해제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이며, 통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비어 있습
니다.

작업 시간 상담원에 연결된 통화의 경우 통화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
니다.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비어 있습니다.

a. DN = 디렉터리 번호

b. CTI = 컴퓨터 전화 통신 인터페이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노드 ID, 세션 ID 및 시퀀스 번호별로 정렬된 순서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수신 번호 최초 수신 번호에 따라 그룹화된 순서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최초 수신 번호 지정한 최초 수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수신 번호 지정한 수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 번호 지정한 발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 번호는 발신자 DN과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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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에는 통화가 라우팅된 CSQ 및 통화를 처리한 상
담원에 대한 세부 통화 정보가 표시됩니다.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연결 유형 지정한 연결 유형(수신, 발신, 내부, 리디렉션, 전달 수신 또는 아웃바운드 미
리 보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자 유형 지정한 발신자 유형(상담원, 장치 또는 알 수 없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대상 유형 지정한 대상 유형(상담원, 장치 또는 알 수 없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T초보다 크거나 같
은 기간

기간이 T에서 지정한 초보다 크거나 같은 통화를 표시합니다. 

T초보다 작거나 같
은 기간

기간이 T에서 지정한 초보다 작거나 같은 통화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계 결과 (계속)

차트 이름 설명

총 통화(수신 번호별) 각 수신 번호에 대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노드 ID는 시스템이 클러스터의 각 Unified CCX  서버에 할당한 고유한 숫자 ID
입니다. 노드 ID는 숫자 1에서 시작하며 노드 ID 값 0은 보고서의 데이터가 
Cisco CRS 3.x에서 마이그레이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세션 ID는 시스템이 
통화에 할당한 고유한 세션 식별 번호입니다. 시퀀스 번호는 시스템이 각 통
화 레그에 할당한 세션 시퀀스 번호입니다. 세션 시퀀스 번호는 각 통화 레그
에 대해 1씩 증가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 종료 시간

통화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 통화가 연결이 끊어지거나 전달된 날짜 및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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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연결 성향 다음과 같이 통화의 성향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 - 취소됨. 통화를 처리된 것으로 정의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IVR 통화는 취소됩니다. 
2 - 처리됨. Unified CCX 통화는 상담원에게 연결될 때 처리됩니다. Unified IP 
IVR 통화는 통화를 처리된 것으로 정의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면 처리
됩니다.
4 - 중단됨. 통화를 처리한 워크플로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5 이상 - 거부됨. 최대 CTI 포트 수에 도달한 경우처럼 시스템 리소스가 최대 
크기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발신자 DN(발신 
번호)

발신자 디렉터리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발신 번호와 같습니다. 발신자 유형이 상
담원이면 이 필드에 해당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이 표시됩니다. 발신자 유형
이 장치이면 CTI 포트 번호가 표시되며, 발신자 유형이 알 수 없음(게이트웨이 또
는 모니터링되지 않은 장치 사용)이면 발신자의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대상 DN 대상 디렉터리 번호입니다. 대상 유형이 상담원이면 이 필드에 해당 상담원
의 Unified CCX 내선이 표시됩니다. 대상 유형이 장치이면 CTI 포트 번호가 
표시되며, 대상 유형이 알 수 없음(게이트웨이 또는 모니터링되지 않은 장치 
사용)이면 수신 전화 번호가 표시됩니다.

수신 번호 통화가 전달된 경우에는 이 필드에 통화가 전달된 번호가 표시되고, 그렇지 않
을 경우 발신자가 최초로 전화를 건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번호는 라우트 지
점 번호나 상담원 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라우트 지점과 관련된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
입니다.

CSQ 이름 통화가 대기 중인 CSQ의 이름입니다. 이 필드에는 최대 5개의 CSQ가 쉼표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통화를 처리한 CSQ에는 별표(*)가 표시됩니다. CSQ에 
대해 대기 중인 통화가 없으면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대기열 시간 통화가 CSQ로 들어간 시간과 CSQ에 속한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한 시간 사이
에 경과된 시간입니다.

상담원 이름 통화를 처리한 상담원 이름, 다자통화에 참가한 상담원 이름 또는 통화에 끼
어든 수퍼바이저 이름입니다.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가 없을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벨울림 시간 Cisco Agent Desktop에서 통화 벨이 울린 시간과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하거
나 첫 번째 상담원이 응답하지 않거나 벨울림에 응답이 없도록 설정하여 다
른 상담원에게 통화가 전달되거나 통화 연결이 끊긴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
간입니다.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가 없을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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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
니다.

통화 시간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한 시간과 통화가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업 시간 통화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상담원이 처리한 통화가 
없을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노드 ID - 세션 ID - 
시퀀스 번호

노드 ID, 세션 ID 및 시퀀스 번호별로 정렬된 순서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시작 시간 통화가 시작된 날짜 및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수신 번호 수신 번호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수신 번호 지정한 수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 번호 지정한 발신 번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 번호는 발신자 DN과 같습
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름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연결 유형 수신, 발신, 내부, 리디렉션, 전달 수신 또는 아웃바운드 미리 보기와 같은 유
형이나 지정한 연결 유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발신자 유형 지정한 발신자 유형(상담원, 장치 또는 알 수 없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대상 유형 지정한 대상 유형(상담원, 장치 또는 알 수 없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이 처리한 Unified CCX 통화, 지정한 상담원이 참가한 다자통화 
및 지정한 수퍼바이저가 끼어든 통화를 표시합니다.

CSQ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해 대기 중인 통화를 표시합니다.

T초보다 크거나 같
은 기간

기간이 T에서 지정한 초보다 크거나 같은 통화를 표시합니다.

T초보다 작거나 같
은 기간

기간이 T에서 지정한 초보다 작거나 같은 통화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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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전자 메일 상담원 활동 보고서(Email Agent Activity Report)
전자 메일 상담원 활동 보고서에서는 일별 타임 버킷에서의 날짜 간격 및 선택
한 전자 메일 사용이 설정된 상담원의 전자 메일 활동에 대한 요약 통계를 보여
줍니다.
전자 메일 상담원 활동 보고서에는 보고서 범위에 있는 각 날짜에 대해 다음 정
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전자 메일이 라우팅된 상담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해당 간격에서 첫 번
째 날짜에만 각 상담원에게 한 번씩만 표시됩니다.

날짜 해당 간격에서 각 날의 날짜입니다.

로그인 시간 상담원이 해당 간격 중에 로그인한 시간입니다.

전자 메일 준비 안 
됨 시간

해당 간격 동안 상담원이 전자 메일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전자 메일 준비됨 시
간

해당 간격 동안 상담원이 전자 메일 준비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전자 메일 처리 중 
시간

해당 간격 동안 상담원이 전자 메일 처리 중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입니다.

검색됨 기간 중에 상담원이 검색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라우팅 날짜와 시간에 따
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기열에 다시 추가
됨

기간 중에 상담원이 대기열에 다시 추가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대기열에 다
시 추가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
정됩니다.

전달 발신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전달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전달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냄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보낸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보낸 날짜와 시
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삭제됨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삭제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삭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보내기 처리 시간 "보냄" 열에 포함된 모든 전자 메일에 대한 처리 시간의 합계입니다. 처리 시
간은 발생 간격과는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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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Email Contact 
Service Queue Activity Report)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에서는 일별 타임 버킷에서의 날짜 
간격 및 선택한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전자 메일 활동에 대한 요약 통
계를 보여줍니다.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에는 보고서 범위에 있는 각 연결 서
비스 대기열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평균 보내기 처리 시
간

(총 보내기 처리 시간/보냄) 값은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평균 보내기 데스크 
근무 시간

("보냄" 열에 있는 모든 전자 메일 대비 (전자 메일을 가져온 시간 - 보낸 시간) 
값의 합계/보냄) 값은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데스크 근무 시간은 발생 간격과
는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필드 설명

CSQ 이름 전자 메일이 라우팅된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해당 간
격에서 첫 번째 날짜에만 각 연결 서비스 대기열에 한 번씩만 표시됩니다.

날짜 해당 간격에서 각 날의 날짜입니다.

라우팅 수신 기간 중에 연결 서비스 대기열로 라우팅되어 수신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라
우팅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
니다.

전달 수신 기간 중에 연결 서비스 대기열로 전달되어 수신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전
달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
다.

대기열에 다시 추가
됨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기간 중에 대기열에 다시 추가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대기열에 다시 추가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달 발신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다른 연결 서비
스 대기열에 전달한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전달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
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냄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보낸 전자 메일
의 수입니다. 보낸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
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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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상담원 활동 보고서(Email 
Contact Service Queue Agent Activity Report)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상담원 활동 보고서에서는 일별 타임 버킷에서
의 날짜 간격 및 선택한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전자 메일 활동에 대한 
요약 통계를 상담원과 날짜별로 보여줍니다.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상담원 활동 보고서에는 보고서 범위에 있는 각 
날짜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삭제됨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삭제한 전자 메
일의 수입니다. 삭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보내기 처리 시간 "보냄" 열에 포함된 모든 전자 메일에 대한 처리 시간의 합계입니다. 처리 시
간은 발생 간격과는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

평균 보내기 처리 시
간

(총 보내기 처리 시간/보냄) 값은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평균 보내기 데스크 
근무 시간

("보냄" 열에 있는 모든 전자 메일 대비 (전자 메일을 가져온 시간 - 보낸 시간) 
값의 합계/보냄) 값은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데스크 근무 시간은 발생 간격과
는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

평균 보내기 응답 시
간

("보냄" 열에 있는 모든 전자 메일 대비 (라우팅된 시간 - 보낸 시간) 값의 합계
/보냄) 값은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응답 시간은 발생 간격과는 관계 없이 계산
됩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필드 설명

CSQ 이름 전자 메일이 라우팅된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해당 간
격에서 첫 번째 상담원과 날짜에만 각 연결 서비스 대기열에 한 번씩만 표시
됩니다.

상담원 이름 전자 메일이 라우팅된 상담원의 이름입니다.

날짜 해당 간격에서 각 날의 날짜입니다.

검색됨 기간 중에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검색한 전자 메
일의 수입니다. 라우팅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
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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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 트래픽 분석 보고서(Email Inbox 
Traffic Analysis Report)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 트래픽 분석 보고서에서는 선택한 전자 메일 주소 및 일
별 타임 버킷의 시간 기간에 대해 받은 전자 메일 수를 보여줍니다.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 트래픽 분석 보고서에는 보고서 범위에 있는 각 날짜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대기열에 다시 추가
됨

기간 중에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대기
열에 다시 추가한 전자 메일 수입니다. 대기열에 다시 추가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달 발신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전달한 전자 메
일의 수입니다. 전달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냄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보낸 전자 메일
의 수입니다. 보낸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
부가 결정됩니다.

삭제됨 연결 서비스 대기열을 통해 상담원에게 라우팅된 후 상담원이 삭제한 전자 메
일의 수입니다. 삭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전자 메일이 해당 간격 내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보내기 처리 시간 "보냄" 열에 포함된 모든 전자 메일에 대한 처리 시간의 합계입니다. 처리 시
간은 발생 간격과는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

평균 보내기 처리 시
간

(총 보내기 처리 시간/보냄) 값은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평균 보내기 데스크 
근무 시간

("보냄" 열에 있는 모든 전자 메일 대비 (전자 메일을 가져온 시간 - 보낸 시간
) 값의 합계/보냄) 값은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데스크 근무 시간은 발생 간격
과는 관계 없이 계산됩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필드 설명

전자 메일 주소 전자 메일이 전송된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전자 메일 주소는 해당 간격에서 
각 전자 메일 주소에 대해 첫 번째 날짜에 한 번씩만 표시됩니다.

날짜 해당 간격에서 각 날의 날짜입니다.

전자 메일 수 해당 날짜에 전자 메일 주소로 보낸 전자 메일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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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전자 메일 응답 세부 정보 보고서(EMail Response Detail 
Report)

전자 메일 응답 세부 정보 보고서에서는 고객에게 다시 보낸 전자 메일 응답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전자 메일 응답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보고서 범위에 있는 각 날짜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 응답을 보낸 상담원에게 전자 메일을 라우팅한 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이름입
니다.

보낸 시간 상담원이 응답을 보낸 날짜 및 시간입니다.

받은 시간 연결 센터에서 전자 메일을 받은 날짜 및 시간입니다.

검색한 시간 상담원이 전자 메일을 검색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상담원 이름 응답을 보낸 상담원의 이름입니다.

보낸 사람 전자 메일을 보낸 상대방의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받는 사람 상대방이 연결 센터에 연락하기 위해 전자 메일을 보내는 전자 메일 주소입니
다.

제목 최초 전자 메일의 제목 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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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는 Cisco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Unified EIM) 및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Unified 
WIM)에서만 제공됩니다. 지정된 각 상담원별로 상담원이 수신/발신한 각 통
화, 전자 메일 및 채팅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 줍니다.

참고 다중채널 보고서는 Unified EIM/Unified WIM에 해당되고 혼합 모드 인증에
서 설치된 MS SQL 2000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결합된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Cisco Unified CCX에 Unified EIM/Unified WIM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세부 정보(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성 정보를 보
려면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수신 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이 통화 상태, 작업 상태 및 
대기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이 표시됩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의 평균 및 최대 통화 시간이 표시됩니다. 
아웃바운드 응답에 대해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의 평균 및 최대 통화 시간이 표
시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상담원에게 전달된 통화 수, 상담원이 다른 라우
트 지점이나 다른 상담원에게 전달 발신한 통화 수, 상담원이 참가한 다자통화 
수가 표시됩니다.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총 수신, 발신 통화
(상담원별)

상담원이 수신하고 발신한 총 통화 수입니다.

인바운드 ACD에 대
한 평균 통화, 대기, 
작업 시간

상담원이 수신한 Unified CCX 통화에 대해 각 상담원이 통화 상태, 대기 상태 
및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발신 통화에 대한 
평균, 최대 통화 시간

상담원이 발신한 통화에 대해 각 상담원이 통화에 소요한 평균 및 최대 시간
입니다. 통화 시간에는 전화 걸기, 응답 대기 및 통화에 소요된 시간이 포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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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총 수신 상담원이 수신한 총 통화 수입니다. 수신 ACD 통화 + 수신 비 ACD 통화와 같
습니다.

인바운드 ACD - 
합계

상담원이 수신한 총 Unified CCX 통화 수입니다.

인바운드 ACD - 평
균 통화/대기/작업

수신한 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상담원이 통화 상태, 대기 상태 및 작업 상태
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인바운드 비 ACD - 
합계

상담원이 수신한 총 비Unified CCX 통화 수입니다. 이 숫자에는 다른 상담원 
및 외부 대상이 발신한 통화가 포함됩니다.

인바운드 비 ACD - 
평균/최대 통화 시간

수신한 비Unified CCX 통화에 대해 상담원이 통화에 소요한 평균 시간 및 상
담원이 한 통화에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발신 - 합계 상담원이 발신한 총 통화 수입니다. 이 숫자에는 시도한 통화 및 연결된 통화
가 포함됩니다.

발신 - 평균/최대 통
화 시간

발신 통화에 대한 평균 통화 시간 및 최대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
원이 통화를 오프훅하면 시작되고 통화를 끊으면 종료됩니다.

전자 메일 - 합계 상담원이 보낸 총 전자 메일 수입니다. 

전자 메일 - 시간 전자 메일에 대한 총 전자 메일 시간입니다. 

채팅 - 합계 상담원의 총 채팅 수입니다. 

채팅 - 시간 채팅에 대한 총 채팅 시간입니다.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수신 통화 상담원이 수신한 총 통화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발신 통화 상담원이 발신한 총 통화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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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는 Unified EIM 및 Unified WIM에
서만 제공됩니다. 상담원의 로그인 및 로그아웃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 각 상담원에 대해 지정된 기간 동안 각 세션의 로그인 날짜/시간 및 로그아웃 날
짜/시간, 로그아웃할 때 상담원이 입력한 이유 코드, 각 세션 기간, 모든 세션의 
총 시간을 보여 줍니다.

참고 다중채널 보고서는 Unified EIM/Unified WIM에 해당되고 혼합 모드 인증에
서 설치된 MS SQL 2000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결합된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Cisco Unified CCX에 Unified EIM/Unified WIM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세부 정보(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성 정보를 보
려면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각 상담원에 대한 총 
로그인 시간

각 상담원에 대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인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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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
가 포함됩니다.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연결 통화, 전자 메일 또는 채팅 연결인지 식별합니다.

내선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Unified CCX 내선입니다. 

로그인 시간 상담원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인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 정보 앞에 
보다 작음 기호(<)가 올 경우 상담원은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의 시작 시간 이
전에 로그인한 것입니다.

로그아웃 시간 상담원이 Unified CCX 시스템에 로그아웃한 날짜 및 시간입니다. 이 정보 앞
에 보다 큼 기호(>)가 올 경우 상담원은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의 종료 시간에 
로그인한 것입니다.

로그아웃 이유 코드  Cisco Agent Desktop에서 로그아웃할 때 상담원이 입력하는 숫자 이유 코드입
니다. 0 값은 로그아웃 이유 코드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상담원이 이유 코드를 
입력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로그인 기간 로그인 시간과 로그아웃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입니다.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로그인 시간 상담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로그인 기간 상담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한 기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자원 그룹 이름 지정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지정한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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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는 Unified EIM 및 Unified WIM에 해당됩
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Cisco Unified CCX 및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통화, 전자 메일 및 채팅 통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걸려
온 통화,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 수신 통화, 발신 통화, 전자 메일 및 채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통화 시간, 작업 시간 및 취소 시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
니다.

참고 다중채널 보고서는 Unified EIM/Unified WIM에 해당되고 혼합 모드 인증에
서 설치된 MS SQL 2000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결합된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Cisco Unified CCX에 Unified EIM/Unified WIM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세부 정보(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성 정보를 보
려면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기술 이름 지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팀 이름 지정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계 결과 (계속)

차트 이름 설명

제공된 연결(응용 
프로그램별)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연결 수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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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에는 각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
그램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드 설명

응용 프로그램 이름 Unified CCX 또는 Unified IP IVR 응용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대상 통화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전화에서 발신된 경우 발신자가 전화를 
건 전화 번호입니다. 통화가 외부 VoIP 네트워크(예: PSTN 또는 TDM PBX)에
서 발신된 경우 VoIP 게이트웨이에서 통화를 라우팅한 Unified CM 디렉터리 
번호입니다.
전자 메일이 전송된 전자 메일 주소입니다.

제공된 연결 응용 프로그램이 수신한 연결 수입니다. 이 숫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된 
연결 수와 응용 프로그램에서 취소된 연결 수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수신 워크플로를 통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리디렉션된 
연결 수입니다. 다른 상담원 또는 음성 메시징 시스템과 같은 외부 시스템에
서 전달되는 연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신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상담원이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외부 
대상으로 보낸 연결 수입니다.

처리된 연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연결 수입니다. 연결을 처리된 것
으로 정의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면 연결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리됩
니다. 연결이 상담원에게 연결되고 상담원이 응답하면 연결이 상담원에 의해 
처리됩니다.

평균 응답 속도 대기열 시간과 벨울림 시간을 더한 다음 연결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연결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통화 시간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모든 연결의 평균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
원이 연결을 받은 시간과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이
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값은 총 통화 시간을 상담원에 의해 처
리된 연결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연결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작업 시간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연결의 경우 연결을 완료한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이 값은 총 작업 시간을 상담원에 의해 처리된 연결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연결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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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는 Unified EIM 및 Unified WIM에서만 제공됩니다. 
각 CSQ에 대해 걸려온 전화, 전자 메일 및 채팅,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 대기
열에서 제거된 통화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 줍니다. 또한 다른 CSQ의 워크플
로에 의해 처리된 통화, 취소된 통화 및 대기열에서 제거된 통화의 평균 및 최대 
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참고 다중채널 보고서는 Unified EIM/Unified WIM에 해당되고 혼합 모드 인증에
서 설치된 MS SQL 2000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결합된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Cisco Unified CCX에 Unified EIM/Unified WIM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세부 정보(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성 정보를 보
려면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취소된 연결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취소된 연결 수입니다. 연결을 처리된 것으로 정의
하는 워크플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상담원이 응답하기 전에 발신자가 
연결을 끊으면 연결이 취소됩니다. 이 값에는 시스템에 의해 중단되거나 거부
된 연결이 포함됩니다.

평균 취소 시간 연결이 취소되기 전까지 평균 연결 기간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응용 프로그램 이름 응용 프로그램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응용 프로그램 이름 선택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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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제공된 연결에 대한 
최대 대기열 시간
(CSQ별)

각 CSQ에 대해 대기열 시간이 가장 긴 연결입니다.

제공된 전자 메일에 
대한 최대 대기열 시
간(CSQ별)

각 CSQ에 대해 대기열 시간이 가장 긴 전자 메일입니다.

제공된 채팅에 대한 
최대 대기열 시간
(CSQ별)

각 CSQ에 대해 대기열 시간이 가장 긴 채팅입니다.

평균 응답 속도
(CSQ별)

각 CSQ에 대해 처리된 연결의 평균 응답 속도입니다.

평균 처리 시간
(CSQ별)

각 CSQ에 대해 처리된 연결의 평균 처리 시간입니다.

평균 취소 시간
(CSQ별)

각 CSQ에 대해 연결이 취소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 대기열 제거 시
간(CSQ별)

각 CSQ에 대해 연결이 대기열에서 제거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필드 설명

CSQ 이름(연결 기술) CSQ의 이름 및 CSQ가 자원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경우 CSQ와 관련된 연결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기술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제공된 연결 상담원이 연결을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에 라우팅된 연결 수입
니다.

평균/최대 대기열 
시간

CSQ에 라우팅된 모든 연결의 평균 대기열 시간 및 CSQ에 라우팅된 한 개 연
결의 최장 대기열 시간입니다.

처리된 연결 이 CSQ에서 처리한 연결 수입니다. 이 CSQ에 대해 대기 중인 동안 발신자가 
상담원에게 연결되면 통화가 처리됩니다.

평균 응답 속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대기열 시간 + 총 벨울림 시간)/처리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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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평균/최대 처리 시간 CSQ가 처리한 모든 연결의 평균 처리 시간 및 CSQ가 처리한 한 개 연결의 최
장 처리 시간입니다. 처리 시간은 통화 시간 + 대기 시간 + 작업 시간입니다.

취소된 연결 CSQ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상담원이 
응답하지 못한 연결 수입니다.

평균/최대 취소 시간 연결이 취소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 및 한 개 연결이 취소
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평균/최대 취소
(일별)

평균은 취소된 총 연결 수를 보고서 기간 동안의 일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최
대는 보고서 기간 중 하루 동안에 취소된 최대 연결 수입니다.

대기열에서 제거된 
연결

CSQ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연결 수
입니다.

평균/최대 대기열 
제거 시간

연결이 대기열에서 제거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 및 한 연결
이 대기열에서 제거되기 전까지 대기열에서 소요한 최대 시간입니다.

처리된 연결(기타 
기준)

다음과 같은 연결의 총 수입니다.
• CSQ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워크플로의 대기열 제거 단계에서 제거된 다
음 워크플로의 세션 정보 설정 단계에서 처리된 것으로 표시된 연결

• 둘 이상의 CSQ에서 대기 중이었다가 다른 CSQ에 의해 처리된 연결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연결 서비스 대기열 CSQ의 이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걸려온 총 통화 상담원이 연결을 수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SQ로 라우팅된 연결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처리된 총 연결 연결 서비스 대기열에 의해 처리된 연결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취소된 총 연결 연결 서비스 대기열로 라우팅되었지만 발신자가 통화를 끊었거나 연결이 끊
어져 상담원이 응답하지 못한 연결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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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Unified EIM 및 Unified WIM에 해당됩니
다. 상담원은 여러 CSQ의 연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
약 보고서에는 각 상담원에 대해 각 CSQ에서 처리된 연결에 대해 정보가 표시
됩니다. 각 상담원에 대해 보고서에는 처리된 연결의 평균 및 총 통화 시간, 통
화 후 평균 및 총 작업 시간, 걸려온 통화의 총 벨울림 시간, 대기 상태의 통화 수, 
대기 상태 통화의 평균 및 총 대기 시간, 응답한 통화 수가 포함됩니다.

참고다중채널 보고서는 Unified EIM/Unified WIM에 해당되고 혼합 모드 인증에서 설
치된 MS SQL 2000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결합된 기록 보고서를 생성
하려면 Cisco Unified CCX에 Unified EIM/Unified WIM 데이터베이스의 액세
스 세부 정보(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
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성 정보를 보려면 
Cisco Unified CCX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CSQ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CSQ 유형 다음 옵션을 포함합니다.
• 자원 그룹 - 자원 풀 선택 모델이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의 자원 
그룹으로 설정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기술 그룹 - 자원 풀 선택 모델이 Cisco Unified CCX Administration의 자원 
기술로 설정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처리된 연결(CSQ 
및 상담원별)

각 CSQ에 대해 각 상담원이 처리한 연결 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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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
다.

필드 설명

CSQ 이름 CSQ의 이름입니다.

상담원 이름 보고서 기간 동안 이 CSQ에 대해 연결을 처리한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내선 Unified CM에서 상담원에게 할당한 Unified CCX 내선입니다. 

처리된 연결 보고서 기간 동안 이 CSQ에 대해 대기되었고 이 상담원이 응답한 연결 수입
니다.

평균 통화 시간 이 CSQ에 대해 이 상담원이 처리한 모든 연결의 평균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간은 상담원이 연결에 응답한 시간과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은 총 연결 시간을 처
리된 연결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총 통화 시간 이 CSQ에 대해 이 상담원이 처리한 모든 연결의 총 통화 시간입니다. 통화 시
간은 상담원이 연결에 응답한 시간과 연결이 끊기거나 전달된 시간 사이에 경
과된 시간이며,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작업 시간 연결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평균은 총 작업 시
간을 처리된 연결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총 작업 시간 연결 후 상담원이 작업 상태에서 소요한 총 시간입니다. 

총 벨울림 시간 Cisco Agent Desktop에서 통화 벨이 울린 시간과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하거나 
첫 번째 상담원이 응답하지 않거나 벨울림에 응답이 없도록 설정하여 다른 상
담원에게 통화가 전달되거나 통화 연결이 끊긴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입니
다.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가 없을 경우 이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 메일과 채팅 상호 작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기 상태 연결 수 상담원이 대기 상태로 설정한 연결 수입니다.

평균 대기 시간 상담원이 대기 상태로 설정한 모든 연결의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평균은 총 
대기 시간을 대기 상태의 연결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대기 시간 연결이 대기 중인 총 시간입니다. 비Unified CCX 통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RNA 벨울림에 응답이 없음을 나타내며 상담원에게 연결되었지만 상담원이 응답
하지 않는 통화 수입니다.
3-80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7.0(1)



 

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는 캠페인별로 각 상담원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보여 줍니다. 이 보고서에는 총 통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
된 모든 캠페인의 각 상담원에 대한 통화 세부 정보 요약 행 옆에 각 상담원에 
대해 캠페인 통화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는 아웃바운드 기능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
니다.

정렬 기준 결과

CSQ 이름 CSQ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CSQ 이름 지정한 CSQ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수락한 통화(캠페인 
및 상담원별)

각 캠페인에 대해 각 상담원이 수락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상담원 이름 상담원의 성과 이름입니다. 

캠페인 이름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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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됨 이 캠페인에 대해 이 상담원에게 걸려온 총 발신 통화 수입니다. 연결이 제공
될 때마다 한 명의 상담원에게 여러 번 제공된 연결(상담원이 해당 통화를 건
너뛰었지만 결국 동일한 상담원에게 루프백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제공됨은 수락, 거부 및 종료된 총 통화 수를 의미합니다. 

수락됨 이 캠페인에 대해 이 상담원이 수락한 총 발신 통화 수입니다. 전화가 걸려올 
때 상담원이 수락을 클릭하면 통화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부됨 이 캠페인에 대해 이 상담원이 건너뛰었거나 거부한 발신 통화 수입니다. 이
는 상담원이 거부, 건너뛰기 또는 예약 취소를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
한 연결은 다시 전화가 걸립니다.

종료됨 이 캠페인에 대해 이 상담원이 종료한 아웃바운드 연결 수입니다. 이는 상담
원이 건너뛰기-종료 또는 거부-종료를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결
은 다시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RNA 벨울림에 응답이 없음(RNA)을 의미합니다. 상담원이 무시하는 발신 통화 수
입니다.

전달 다른 상담원이 이 상담원에게 전달한 발신 통화 수입니다. 이 상담원이 발신 
통화를 걸지 않지만 그 대신 다른 상담원이 발신 통화를 걸어서 이 상담원에
게 전달합니다. 

평균 통화 시간 이 상담원이 이 캠페인의 발신 통화에서 소요한 HH:MM:SS(시, 분, 초) 단위의 
평균 시간입니다. 상담원이 수락한 통화와 음성으로 분류된 모든 통화를 기간 
중에 고려합니다.

최대 통화 시간 이 상담원이 이 캠페인의 발신 통화에서 소요한 HH:MM:SS(시, 분, 초) 단위의 
최장 시간입니다. 상담원이 수락한 통화와 음성으로 분류된 모든 통화를 기간 
중에 고려합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상담원 이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캠페인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제공됨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걸려온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수락됨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수락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거부됨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거부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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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는 지정된 시간의 각 캠페인에 대한 요약 통계
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이 보고서는 Cisco Unified Outbound Preview 
Dialer(아웃바운드)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종료됨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종료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RNA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RNA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전달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전달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평균 통화 시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평균 통화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최대 통화 시간 상담원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동일한 상담원 이름 내에서 
최대 통화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정렬합니다.

정렬 기준 결과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캠페인 이름 선택된 캠페인을 표시합니다.

상담원 이름 선택된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자원 그룹 이름 선택한 자원 그룹에 속하는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기술 이름 선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팀 이름 선택한 팀에 속하는 상담원을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수락, 거부, 종료된 
통화(캠페인별)

각 캠페인에 대해 수락, 거부 또는 종료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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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드 설명

캠페인 이름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총 레코드 이 캠페인에 대한 총 연결 레코드 수입니다.

사용 가능 전화를 걸 수 있는 총 연결의 수입니다. 이전에 자동 응답기가 응답했거나 통
화 중 상태여서 전화 걸기에 실패하여 재시도되는 콜백 및 연결이 포함된 수
입니다.

시도됨 시도된 총 아웃바운드 연결 레코드 수입니다. 결과와 관계 없이 고객에게 발
신 통화를 발신하면 연결이 시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담원이 이 연결에 대
해 특정 시점에 수락을 클릭한 경우 통화 레코드가 시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담원이 제공하고 수락한 연결은 시스템에서 시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연결이 콜백으로 표시되어 동일한 상담원이나 다른 상담원이 나중에 통화하
는 경우 이 통화 레코드는 한 번만 시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응
답기 응답, 통화 중 신호, 고객 부재 등으로 최초 연결 시도에 실패하여 재시도
된 연결은 한 번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시도됨 백분율 시도된 발신 통화의 백분율입니다. 시도된 백분율 = (시도된 레코드/총 레코드) 
* 100

수락됨 수락된 총 발신 통화의 수입니다. 전화가 걸려올 때 상담원이 수락을 클릭하
면 통화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담원에게 걸려온 통화, 상담원이 건
너뛰거나 거부한 통화, 다른 상담원에게 제공되어 해당 상담원이 수락한 통화
는 통화 수에 한 번만 계산됩니다. 

거부됨 이 캠페인의 일부로서 상담원이 건너뛰었거나 거부한 발신 통화 수입니다. 이
는 상담원이 거부, 건너뛰기 또는 예약 취소를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
한 연결은 다시 전화가 걸립니다. 여러 명의 상담원이 연결을 거부한 경우 연
결이 거부될 때마다 이 필드가 증가됩니다.

종료됨 이 캠페인의 일부로 상담원이 종료한 아웃바운드 연결 수입니다. 이는 상담원
이 건너뛰기-종료 또는 거부-종료를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다시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음성 해당 날짜에 성공적으로 종료된 발신 통화 수입니다. 이는 상담원이 수락을 클
릭하여 통화를 수락한 다음 이 연결의 분류 유형을 음성으로 선택했음을 의미
합니다. 이 분류 유형으로 표시된 통화는 수락된 통화의 하위 집합입니다. 

자동 응답기 해당 날짜의 분류 유형이 자동 응답기인 총 발신 통화 수입니다. 이는 상담원
이 수락을 클릭하여 통화를 수락한 다음 이 연결의 분류 유형을 자동 응답기
로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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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팩스/모뎀 분류 유형이 팩스/모뎀인 해당 날짜의 발신 통화 수입니다. 이는 상담원이 수
락을 클릭하여 통화를 수락한 다음 이 연결의 분류 유형을 팩스/모뎀으로 선
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무효 해당 날짜의 분류 유형이 무효인 발신 통화 수입니다. 이는 상담원이 수락을 
클릭하여 통화를 수락한 다음 이 연결의 분류 유형을 무효로 선택했음을 의미
합니다. 

요청된 콜백 콜백으로 표시된 통화 수입니다. 상담원이 수락한 통화, 콜백으로 표시된 통화, 
나중에 다른 상담원에게 제공되어 콜백 시점에 수락된 통화 및 다시 콜백으로 
표시된 통화는 콜백 통화 수에 두 번 계산됩니다. 

고객 부재 통화에 응답한 당사자가 고객이 아닌 아웃바운드 연결 수입니다.

잘못된 번호 통화에 응답한 장소에 고객이 살고 있지 않은 아웃바운드 연결 수입니다.

통화 금지 대상
(DNC)

통화 응답 당사자가 전화 통화를 원치 않는 아웃바운드 연결 수입니다.

통화 중 통화 중 신호로 응답된 발신 통화 수입니다.

평균 통화 시간 상담원이 발신 통화에서 소요한 HH:MM:SS(시, 분, 초) 단위의 평균 시간입
니다. 상담원이 수락한 통화와 음성으로 분류된 모든 통화를 기간 중에 고려
합니다.

최대 통화 시간 상담원이 발신 통화에서 소요한 HH:MM:SS(시, 분, 초) 단위의 최장 시간입니
다. 상담원이 수락한 통화와 음성으로 분류된 모든 통화를 기간 중에 고려합
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캠페인 캠페인 이름의 사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레코드 총 레코드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시도됨 시도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수락됨 수락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상담원이 거부함 상담원이 거부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음성 성공적으로 종료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자동 응답기 자동 응답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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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에는 각 통화 우선순위에 대한 통화 정보가 표시됩
니다.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팩스/모뎀 팩스/모뎀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무효 무효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요청된 콜백 콜백으로 표시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상담원이 종료함 상담원이 종료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고객 부재 고객 부재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잘못된 번호 잘못된 번호로 연결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금지 대상
(DNC)

통화 금지 대상(DNC)으로 표시된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통화 중 통화 중인 통화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평균 통화 시간 평균 통화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최대 통화 시간 최대 통화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정렬 기준 결과

필터 매개 변수 결과

캠페인 선택된 캠페인의 통계를 표시합니다.

차트 이름 설명

통화 우선순위별 총 
통화

할당된 각 우선순위 수준에 대해 해당 우선순위를 수신한 통화의 백분율을 표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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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필드 설명

통화 우선순위 통화가 수신될 때 Unified CCX 워크플로에서 해당 통화에 할당한 최종 우선순
위이며, 1(최저)부터 10(최고)까지입니다. 워크플로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설
정되지 않는 한 모든 통화는 기본 우선순위 1에서 시작합니다.

총 통화 최종 우선순위 수준으로 특정 우선순위 수준을 할당한 통화 수입니다.

평균 통화 보고서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해 최종 우선순위 수준으로 특정 우선순위 수준을 
수신한 평균 통화 수입니다.

최초 및 최종 우선
순위가 다른 전체 
통화 수

통화가 수신될 때 할당된 우선순위와 다른 우선순위 수준으로 종료된 통화 수
입니다.

최초 및 최종 우선순
위가 다른 평균 통화 
수(일별)

통화가 수신될 때 할당된 우선순위와 다른 우선순위 수준으로 종료된 평균 통
화 수(일별)입니다.

모든 통화에서 경험
하는 최초 및 최종 
우선순위 간의 최대 
차이

통화가 수신될 때 한 통화에 할당된 우선순위 수준과 통화가 종료될 때 통화
의 우선순위 수준의 최대 차이입니다.

모든 통화에서 경험
하는 최초 및 최종 
우선순위 간의 평균 
차이(통화별)

통화가 수신될 때 통화에 할당된 우선순위 수준과 통화가 종료될 때 통화의 우
선순위 수준의 평균 차이입니다.

정렬 기준 결과

통화 우선순위 각 통화에 할당된 최종 우선순위 수준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총 통화 최종 우선순위 수준으로 특정 우선순위 수준이 할당된 통화 수순으로 보고서
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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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는 다음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수퍼바이저의 상담원 모니터링 활동에 대
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모니터링 세션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필터 매개 변수 결과

통화 우선순위 수준 최종 우선순위 수준으로 지정한 우선순위 수준이 할당된 통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우선순위 수준 범위는 1(최저)부터 10(최고)까지입니다.

차트 이름 설명

총 기간(사용자 ID별) 각 수퍼바이저에 대해 보고서 기간 동안 수퍼바이저가 모든 모니터링 세션에
서 소요한 총 기간을 표시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사
용자 ID별)

각 수퍼바이저에 대해 실제 모니터링이 시작될 때까지 수퍼바이저가 모니터
링 세션에서 대기하는 평균 시간을 표시합니다. 모니터링 시간은 모니터링할 
상담원이 통화를 발신 또는 수신할 때 시작됩니다. 이 평균은 전체 보고서 시
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필드 설명

사용자 ID 통화를 모니터링한 수퍼바이저의 이름입니다. -1 값은 유효한 사용자 ID가 워
크플로에 구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시작 시간 이 모니터링 세션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최초 모니터링 대상 수퍼바이저가 최초로 모니터링하도록 선택한 상담원의 Unified CCX 내선 또
는 CSQ 이름입니다.

모니터링되는 내선 이 세션에서 모니터링되는 상담원 한 명 이상의 내선입니다. 수퍼바이저가 
CSQ을 최초로 모니터링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 필드에는 해당 CSQ에 속하는 
상담원 및 이 세션에서 모니터링되는 상담원의 내선이 포함됩니다. 수퍼바이
저가 상담원을 모니터링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 필드에는 모니터링되는 상담
원의 내선이 포함됩니다. 이 필드에 여러 개의 상담원 내선이 있으면 여러 명
의 상담원이 관련된 다자통화나 전달 통화가 모니터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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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모니터링 세션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 경과된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 수퍼바이저가 상담원이나 CSQ을 모니터링하도록 선택한 시간부터 모니터링
이 시작되는 시간까지의 기간입니다.

상태 다음과 같은 이 모니터링 세션의 상태입니다.
일반 - 모니터링됨 - 모니터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 상담원 RNA - 상담원이 벨울림에 응답이 없음 상태로 설정합니다.
오류 - 모니터링을 중지할 수 없음 - 수퍼바이저가 * 키를 눌러 모니터링 세션
을 종료하지만 종료되지 않습니다.
오류 - 새 통화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 - 수퍼바이저가 새 통화를 모니터링하도
록 선택하지만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류 - 상담원 로그오프 - 수퍼바이저가 모니터링하려는 상담원이 로그오프
했습니다.
오류 - 네트워크 문제 -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모니터링 세션에 실패했습니다.
오류 - VoIP 서버에서 통신할 수 없음 - Cisco Unified CCX Monitoring 구성 요
소가 있는 서버에서 통신할 수 없으므로 모니터링 세션에 실패했습니다.

상태(계속) 오류 - 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음 -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에 대해 허용된 
목록에 없는 상담원이나 CSQ를 모니터링하려고 했습니다.
오류 - 상담원이 로그인하지 않음 - 수퍼바이저가 모니터링하려는 상담원이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 잘못된 입력 -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없는 입력을 수퍼바이저가 입력했
습니다.
오류 - 기타 - 위 메시지를 통해 정의되지 않은 오류입니다.

필드 (계속) 설명 (계속)

정렬 기준 결과

시작 시간 모니터링 세션이 시작되는 시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ID 수퍼바이저의 이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기간 모니터링 세션의 기간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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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세부 정보
트래픽 분석 보고서

트래픽 분석 보고서에는 Cisco Unified CCX 시스템 대상 수신 통화에 대한 정보
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고서 범위에 속하는 각 날짜에 대해 제공되며 
하루 중 피크 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트래픽 분석 보고서에는 다음 차트가 포함됩니다.

트래픽 분석 보고서에는 보고서 범위의 각 날짜에 대해 다음 정보를 보여 주는 
표가 포함됩니다.

트래픽 분석 보고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차트 이름 설명

총 수신 통화(날짜별) 보고서 범위의 각 날짜에 대해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수신한 총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피크 통화(날짜별) 각 날짜에 대해 통화가 가장 많은 시간에 수신한 통화 수를 표시합니다.

평균 통화 기간
(날짜별)

보고서 범위의 각 날짜에 대해 평균 통화 기간을 표시합니다.

필드 설명

날짜 정보가 제공되는 날짜입니다.

총 수신 통화 해당 날짜에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수신한 총 통화 수입니다.

평균 통화(시간별) 해당 날짜의 각 시간별로 수신한 평균 통화 수입니다.

피크 통화(시간별) 피크 시간 동안 수신한 통화 수입니다. 다음 필드를 참조하십시오.

피크 시간 시작,
피크 시간 종료

하루 중 가장 많은 통화가 수신된 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피크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평균 통화 기간 해당 날짜의 평균 통화 길이입니다.

최소 통화 기간 해당 날짜의 가장 짧은 통화 길이입니다.

최대 통화 기간 해당 날짜의 가장 긴 통화 길이입니다.

정렬 기준 결과

날짜 정보가 제공되는 날짜순으로 보고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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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각주
보고서 각주
경우에 따라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 표에 표시된 각주 중 하나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각주 설명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대해 구성된 최대 레코드 수를 초과합
니다. 일부 레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tHistMaxRecCount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보고
서에 대해 처리된 레코드 수를 제한했으며 보고
서 기간의 데이터에 이 제한보다 많은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tHistMaxRecCount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관리자 
및 개발자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에는 date time 후에 수신한 전체 통화 데이터가 포
함될 수 없습니다.

보고서 기간은 date 및 time 이후에 종료되지만 
Cisco Unified CCX 배포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가 설치된 두 서버와 이러한 서버에서 date 
및 time 이후에 아직 동기화하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 각주가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몇 분 간 기다린 후 보고서를 다시 생성합니다.

• 장애 조치가 발생한 경우 대기 서버가 대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보고서를 다시 생성하지만 date 및 time 보다 
이전인 기간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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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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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고서 생성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보고서의 이름, 차트 포함 여부, 정보를 보려는 날짜 및 시간 범위 등 일반적
인 보고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정렬 방법 및 필터 매개 변수와 같은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
택합니다 .

3. 보고서 뷰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보거나 인쇄하거나 저장 (내보내기 )합
니다 .

다음 단원에서는 이러한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반 보고서 설정, 4-1 페이지

•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 보고서 설정 저장 및 로드, 4-8 페이지

• 보고서 뷰어, 4-11 페이지

일반 보고서 설정
일반 보고서 설정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생성할 보고서의 이름

• 보고서에 차트를 포함할지 여부

•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날짜 및 시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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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일반 보고서 설정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재설정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보고서 
설정을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일반 보고서 설정
과 세부 보고서 설정이 모두 재설정됩니다.

보고서 설정 파일이 로드되면 재설정을 클릭하여 일반 보고서 설정과 세부 보
고서 설정을 모두 해당 파일에 지정된 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림 1-1의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 표시된 일반 보고서 설정 영역에서 일반 보
고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관련 항목

• 생성할 보고서 선택, 4-2 페이지

• 보고서에 차트 포함, 4-3 페이지

•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 선택, 4-4 페이지

• 보고서 설정 저장 및 로드, 4-8 페이지

생성할 보고서 선택

생성할 보고서를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의 보고 작업 영역에서 기록 보고서 생
성 및 보기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창에 일반 및 세부 보고서 설정에 대한 탭이 표시됩니다.

단계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4-2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 릴리스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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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고서 설정
일반 보고서 설정 영역이 나타납니다.

단계 3 보고서 유형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보고서 목록을 보고, 생
성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세션에서 보고서를 이미 생성한 경우 이
전에 일반 또는 세부 보고서 설정 필드에 입력한 정보가 이 필드에 다시 나타납
니다.

이제 일반 보고서 설정을 추가로 선택하고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보고서를 보려면 먼저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를 지정해야 합
니다.

관련 항목

• 보고서에 차트 포함, 4-3 페이지

•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 선택, 4-4 페이지

•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 보고서 보기, 4-14 페이지

보고서에 차트 포함

기본적으로 각 기록 보고서에는 특정 정보를 표시하는 하나 이상의 차트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포함할지 또는 생략할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
습니다.

4-2 페이지의 "생성할 보고서 선택" 단원의 설명에 따라 선택한 보고서에 차트
를 포함하려면 일반 보고서 설정 영역에서 보고서에 차트 포함 확인란을 선택
합니다. 차트를 포함하지 않으려면 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이 설정을 선택한 후 보고서를 보려면 먼저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를 선택
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생성할 보고서 선택, 4-2 페이지

•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 선택, 4-4 페이지

•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 보고서 보기, 4-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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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고서 설정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 선택

4-2 페이지의 "생성할 보고서 선택" 단원의 설명에 따라 선택한 보고서의 데이
터에 대해 날짜 및 시간 범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보고서 설정 영역의 보고
서 시작 날짜 및 보고서 종료 날짜 옆에 있는 날짜 및 시간 필드에 정보를 생성
하려는 시간 범위의 시작 및 종료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제 일반 보고서 설정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하거나 
또는 보기를 클릭하여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생성할 보고서 선택, 4-2 페이지

• 보고서에 차트 포함, 4-3 페이지

•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 보고서 보기, 4-14 페이지

세부 보고서 설정
세부 보고서 설정을 사용하면 보고서에서 정보를 특정 순서로 나타내고 특정 
정보만 포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보고서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정렬 방법 - 보고서의 정보가 나타나는 순서

• 필터 매개 변수 - 보고서에 포함되는 특정 정보

그림 4-1에 표시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의 세부 보고서 설
정 영역에서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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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고서 설정
그림 4-1 세부 보고서 설정 영역

세부 보고서 설정 선택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나 이상의 설정을 선택하지 않으
면 모든 관련 정보가 기본 순서로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기본 순서는 보
고서 정렬 기준 필드에 나타납니다.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재설정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보고서 
설정을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세부 보고서 설정
과 일반 보고서 설정이 모두 재설정됩니다.

보고서 설정 파일이 로드되면 재설정을 클릭하여 세부 보고서 설정과 일반 보
고서 설정을 모두 해당 파일에 지정된 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정렬 방법 지정, 4-5 페이지

• 필터 매개 변수 지정, 4-6 페이지

• 보고서 설정 저장 및 로드, 4-8 페이지

정렬 방법 지정

정렬 방법을 지정하여 보고서의 정보를 특정 순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7 페이지의 "보고
서 세부 정보" 단원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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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고서 설정
4-2 페이지의 "생성할 보고서 선택" 단원의 설명에 따라 선택한 보고서의 정렬 
방법을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의 보고 작업 영역에서 기록 보고서 생
성 및 보기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창에 일반 및 세부 보고서 설정에 대한 탭이 표시됩니다.

단계 2 자세히 탭을 클릭합니다.

세부 보고서 설정 영역이 나타납니다.

단계 3 보고서 정렬 기준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정렬 방법 목록을 
보고 사용할 정렬 방법을 선택합니다.

정렬 방법을 지정한 후에는 세부 보고서 설정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보기를 클
릭하여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필터 매개 변수 지정, 4-6 페이지

• 보고서 보기, 4-14 페이지

필터 매개 변수 지정

필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보고서에 포함할 정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원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필터 매개 변
수를 사용하여 특정 상담원에 대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7 페이지
의 "보고서 세부 정보" 단원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생성하려는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 매개 변수가 없으면 사용 가능한 매
개 변수 세부 설정 없음이 표시됩니다.

4-2 페이지의 "생성할 보고서 선택" 단원의 설명에 따라 선택한 보고서에 대해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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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고서 설정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의 보고 작업 영역에서 기록 보고서 생
성 및 보기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창에 일반 및 세부 보고서 설정에 대한 탭이 표시됩니다.

단계 2 자세히 탭을 클릭합니다.

세부 보고서 설정 영역이 나타납니다.

단계 3 필터 매개 변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필터 매개 변수 목록
을 보고 사용할 필터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필터 매개 변수에 따라 매개 변수 설정 영역의 사용 가능 창에 사용 가능
한 매개 변수 설정 목록이나 매개 변수 값 입력 필드가 표시됩니다. 이 세션 중
에 이 보고서 및 매개 변수에 대해 매개 변수 설정을 이미 선택한 경우 이전에 
선택한 설정이 선택됨 창에 나타납니다.

단계 4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 설정 목록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매개 변수 설
정을 선택합니다.

• 사용 가능 창에 나타나는 설정 중 특정 설정을 선택하려면 설정을 클릭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해당 설정이 선택됨 창으로 이동합니다. 설정을 모두 
선택하려면 설정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 클릭합니다.

• 선택됨 창에 나타나는 설정 중 특정 설정의 선택을 취소하려면 해당 설정을 
선택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모든 설정의 선택을 취소하려면 설정을 선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을 클릭합니다.

매개 변수 값 입력 필드가 나타나면 필터 매개 변수에서 n으로 사용할 값을 입
력합니다.

관련 항목

• 정렬 방법 지정, 4-5 페이지

• 보고서 보기, 4-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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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설정 저장 및 로드
특정 보고서를 자주 생성하는 경우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선택한 일반 및 세부 
보고서 설정을 저장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생성할 때마
다 이러한 설정을 다시 호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정을 다시 
호출하여 예약된 보고서의 기본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정은 보고서 설정 파일이라는 파일에 저장됩니다. 보고서 설정 파일
을 로드하면 해당 파일에 저장된 보고서 설정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 나타납니다.

관련 항목

• 보고서 설정 저장, 4-8 페이지

• 보고서 설정 로드, 4-9 페이지

• 보고서 설정 변경 및 저장, 4-10 페이지

보고서 설정 저장

기본적으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컴퓨터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Reports 디렉터리에 보고서 설정 파일을 저장합니
다. 이 디렉터리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이 설치된 디렉터
리 아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보고서 설정 파일의 이름이 report.chc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report는 설정을 저장하려는 보고서의 이름입니다. 기본 디렉터리와 보고서 설정 
파일의 기본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의 확장명은 .chc여야 합
니다.

새 보고서 설정 파일에 보고서 설정을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저장할 일반 보고서 설정 및 세부 보
고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2 파일 > 저장을 선택하거나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거나 저장 도구
를 클릭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3 필요한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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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디렉터리가 아닌 다른 디렉터리에 보고서 설정 파일을 저장하려면 저
장 위치 드롭다운 화살표, 폴더 이름 창 또는 저장 위치 도구를 사용하여 디
렉터리를 지정합니다.

• 파일 이름 필드에 나타나는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미 있는 파일을 선택하려면 파일 이름 드롭다운 화살표를 
사용하여 파일 이름 목록을 표시한 다음 원하는 파일 이름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기존 파일을 바꿀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참고 보고서 설정 파일 이름의 확장명은 .chc여야 합니다. 이 확장명은 
파일 이름 필드에 있는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단계 4 저장을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보고서 설정 파일을 저장
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이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일반 보고서 설정, 4-1 페이지

•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 보고서 설정 로드, 4-9 페이지

• 보고서 설정 변경 및 저장, 4-10 페이지

보고서 설정 로드

보고서 설정을 로드할 때는 원하는 설정이 저장되는 보고서 설정 파일의 이름
을 지정합니다. 보고서가 로드되면 이러한 설정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 다양한 필드로 나타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주 창에서 보고서 설정을 로드
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중지되면 보고서 
설정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리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한 번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보고서 설정 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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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액세스 권한이 없는 보고서에 대한 설정이 들어 있는 보고서 설정 파일은 로
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언어가 현재 언어와 다를 때 파일을 만든 
경우에도 보고서 설정 파일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절차

단계 1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의 보고 작업 영역에서 기존 보고서 설정 로
드를 클릭합니다.

열기 도구를 클릭하거나 파일 > 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파일 목록 창이 표시됩니다.

단계 2 원하는 보고서 설정 파일이 파일 목록 창에 나타나면 파일 이름을 두 번 클릭하
거나 파일 이름을 클릭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설정 파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찾는 위치 드롭다운 화살표, 폴더 이름 창 
또는 저장 위치 도구를 사용하여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 이름
을 두 번 클릭하거나 파일 이름을 클릭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이 나타납니다. 일반 및 세부 보고서 
설정 필드에 보고서 설정 파일의 설정이 포함됩니다.

관련 항목

• 보고서 설정 저장 및 로드, 4-8 페이지

보고서 설정 변경 및 저장

보고서 설정 파일을 로드하여 설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한 다음 원래 보고
서 설정 파일이나 새 파일에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4-9 페이지의 "보고서 설정 로드" 단원의 설명에 따라 보고서 설정 파일을 로드
합니다.

단계 2 필요에 따라 보고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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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현재 로드된 보고서 설정 파일에 변경 내용을 저장하려면 파일 >저장을 선택합
니다.

새 보고서 설정 파일에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 새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보고서 설정 파일을 로드하여 변경한 다음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새 보고서 
유형을 선택하거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를 종료하려고 하면 
보고서 설정 파일에서 변경한 내용을 먼저 저장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 상
자가 표시됩니다. 예를 클릭하여 원래 보고서 설정 파일에 변경 내용을 저장
하거나 아니요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샘플 기록 보고서

다음 웹 사이트의 디자인 가이드에 몇몇 샘플 기록 보고서가 제품 설명서와 함
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sw/custcosw/ps1846/products_user_g
uide_list.html

보고서 뷰어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보기를 클릭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면 
보고서 뷰어 창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보고서 뷰어 창에 생성한 보고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림 4-2에 표시된 도구 모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도
구 모음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보고서 이동, 보고서 인쇄, 보고서 내보
내기, 보고서에서 텍스트 찾기, 그룹에 대한 정보 보기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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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보고서 뷰어 도구 모음

관련 항목

• 보고서 보기, 4-14 페이지

• 표시 크기 변경, 4-15 페이지

•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항목 참조

1 현재 보기 닫기 도구 그룹 트리를 사용하여 그룹 정보 표시, 
4-19 페이지

2 보고서 인쇄 도구 보고서 인쇄, 4-20 페이지

3 보고서 내보내기 도구 보고서 내보내기, 4-21 페이지

4 그룹 트리 설정/해제 도구 그룹 트리를 사용하여 그룹 정보 표시, 
4-19 페이지

5 표시 크기 필드 표시 크기 변경, 4-15 페이지

6 첫 페이지로 이동 도구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7 이전 페이지로 이동 도구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8 페이지 번호 필드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9 페이지 수 표시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도구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11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도구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12 로드 중지 도구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13 텍스트 검색 도구 특정 텍스트를 찾아 이동, 4-16 페이지

14 도움말 도구 온라인 도움말 보기,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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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텍스트를 찾아 이동, 4-16 페이지

• 그룹에 대한 정보 표시, 4-17 페이지

• 보고서 인쇄, 4-20 페이지

• 보고서 내보내기, 4-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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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기

보고서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원하는 보고서 설정을 선택합니
다.

단계 2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가 생성되어 보고서 뷰어 창에 나타납니다.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리며 보고서 뷰어 창에 로드하는 데도 몇 분 
정도 걸립니다. 보고서가 생성되는 동안 보고서를 취소하려면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취소를 클릭하거나 보고서 뷰어 창에서 로드 중지 
도구를 클릭합니다.

보고서가 보고서 뷰어 창에 나타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표시 크기 변경

• 보고서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

• 보고서에서 특정 텍스트 찾기

• 특정 그룹에 대한 정보 표시

보고서 뷰어 창을 종료하려면 제목 표시줄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표시 크기 변경, 4-15 페이지

• 보고서 이동, 4-15 페이지

• 특정 텍스트를 찾아 이동, 4-16 페이지

• 그룹에 대한 정보 표시, 4-17 페이지
4-14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 릴리스 7.0(1)



 

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표시 크기 변경

보고서 표시 크기를 변경하려면 표시 크기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이 필드에 나타나는 값을 선택하거나 25%에서 400% 사이의 값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이동

시스템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보고서를 이동하면서 요청 시에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보고서 뷰어 창의 페이지 번호 필드에 현재 표시된 페이지의 번호가 표시됩니
다. 오른쪽의 페이지 수 필드에는 보고서에 포함된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페이지 수 필드에는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가 로드된 다음에야 총 페이지 수가 
표시됩니다. 대신 현재 표시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
(+)가 표시되어 보고서에 추가 페이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 번에 한 페이지씩 보고서를 이동하거나 특정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표에서는 보고서 이동 방법을 보여 줍니다.

참고 긴 보고서에서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려면 몇 분 정도 걸
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동 작업을 중지하려면 보고서 뷰어 창에서 로드 
중지 도구를 클릭합니다.

보고서를 보고 있는 동안 
이동하는 방법 보고서 뷰어 창에서 수행할 작업

한 페이지 앞으로 이동 다음 페이지로 이동 도구를 클릭합니다.

한 페이지 뒤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도구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도구를 클릭합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 첫 페이지로 이동 도구를 클릭합니다.

특정 페이지로 이동 페이지 번호 필드에 나타나는 번호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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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관련 항목

• 특정 텍스트를 찾아 이동, 4-16 페이지

특정 텍스트를 찾아 이동

보고서 뷰어 창에 나타나는 보고서에서 특정 텍스트를 찾아 해당 텍스트로 이
동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보고서 뷰어 도구 모음에서 텍스트 검색 도구를 클릭합니다.

검색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2 찾을 내용 필드에 찾으려는 텍스트를 입력한 후 다음 찾기를 클릭합니다.

주의 이 필드에서는 와일드 카드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표시가 입력한 텍스트의 다음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음 찾기를 계속 클릭하여 다음에 나오는 동일한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취소를 클릭하여 검색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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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그룹에 대한 정보 표시

대부분의 기록 보고서에는 그룹으로 지정된 특정 정보 모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에는 상담원 이름이 포함되거나 날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에는 그룹별로 정렬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각 보고서 그룹의 이름을 보여 줍니다.

보고서 이름 그룹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 통화 시작 날짜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 -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 상담원 이름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이름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상담원 이름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 상담원 이름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이름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 상담원 이름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 간격 시작 시간

상담원 요약 보고서 상담원 이름

상담원 후속 작업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이름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 후속 작업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ID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 -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 통화한 번호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간격 시작 시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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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보고서를 볼 때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를 그룹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단일 상담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룹 정보는 그룹 트리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에 나타나는 차트에서 직접 그룹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그룹 트리를 사용하여 그룹 정보 표시, 4-19 페이지

• 보고서 차트에서 그룹 정보 표시, 4-20 페이지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 -

통화 CCDR별 세부 통화a 보고서 -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 -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 상담원 이름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상담원 이름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이름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 캠페인 이름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 상담원 이름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 통화 우선순위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 사용자 ID

트래픽 분석 보고서 날짜

a. CCDR = 연결 통화 세부 정보 레코드

보고서 이름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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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그룹 트리를 사용하여 그룹 정보 표시

그룹 트리는 특정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룹 이름 목록입니다. 대부분
의 보고서에는 그룹 트리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그룹 트리를 표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보고서 뷰어 도구 모음에서 그룹 트리 설정/해제 도구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고 그룹 목록이 표시됩니다.

단계 2 미리 보기 창에 그룹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려면 해당 그룹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룹 정보가 그룹 정보 창이라는 새 창에 나타납니다. 이 창에는 그룹의 이름이 
표시되는 탭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룹 창 탭이 나타나면 해당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룹 정보 창에서 정보를 볼 때 그룹 트리를 표시하려면 미리 보기 탭을 클릭합
니다.

단계 3 표시되는 미리 보기 창을 닫으려면 그룹 트리 설정/해제 도구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그룹 정보 창을 닫으려면 현재 보기 닫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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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보고서 차트에서 그룹 정보 표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보고서와 함께 생성된 차트에 표시되는 정보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면 포인터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돋보기는 해당 차
트에서 그룹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차트에서 그룹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마우스 포인터가 돋보기 모양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그룹 이름이나 관
련 데이터를 두 번 클릭합니다.

그룹 정보 창이 나타나고 해당 그룹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단계 2 차트로 돌아가려면 미리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표시되는 그룹 정보 창을 닫으려면 현재 보기 닫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인쇄

보고서의 일부를 보면서 보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룹 정보 창에서 정보
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인쇄됩니다. 보고서는 사용 중인 컴퓨터에 
지정된 기본 프린터로 인쇄됩니다.

보고서를 인쇄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원하는 보고서 설정을 선택한 다음 보
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가 보고서 뷰어 창에 나타납니다.

단계 2 인쇄 도구를 클릭합니다. 

인쇄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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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단계 3 인쇄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인쇄되는 동안 레코드 인쇄 대화 상자가 나타나 인쇄 진행률을 보여 줍
니다.

보고서 내보내기

보고서를 내보낸다는 것은 파일에 보고서를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가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과 위치 및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파일로 
내보낸 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의 데이터를 보거나 인쇄 및 조작할 수 있습
니다. 

보고서를 내보낼 때 다음 표에 표시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Excel로 보고서를 내보낼 경우 내보내기 절차가 수행되는 컴퓨터에 Excel 7.0의 
확장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식
시스템에서 파일 이름에 
추가하는 확장명 설명

Acrobat 형식(PDF) .pdf Adobe Acrobat Reader로 읽을 수 있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CSV(쉼표로 구분된 값) .csv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Excel(XLS) .xls Microsoft Excel 파일

서식 있는 텍스트
(Exact) 형식

.rtf Microsoft Word로 열 수 있는 RTF 파일

XML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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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보고서 생성

보고서 뷰어
보고서를 내보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원하는 보고서 설정을 선택한 다음 보
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가 보고서 뷰어 창에 나타납니다.

단계 2 보고서 내보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3 형식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보고서를 저장할 형식을 선택합니다.

일련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형식에 따라 해당 대화 상자가 나타납
니다.

단계 4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내보내기 옵션을 설정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내
보내기 파일의 이름 및 위치를 지정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내보내고 레코드 내보내기 대화 상자가 
표시하여 내보내기 작업의 진행률을 보여 줍니다.

언제든지 내보내기 작업을 취소하려면 내보내기 취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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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보고서 예약

기록 보고서 예약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미래
의 특정 시간에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지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
를 한 번 생성하도록 예약할 수도 있지만 보고서 예약 기능은 정기적으로 보고
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
서는 매주 월요일 자정에 생성되고 상담원 요약 보고서는 매월 첫째 일요일 정
오에 생성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예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보고서 이름을 비롯하여 차트를 포함할지 여부, 보고서를 저장하거나 내
보낼지 또는 인쇄할지 여부 등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정렬 방법 및 필터 매개 변수 등의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을 선택합니다.

3. 보고서 생성 빈도 및 시기와 같은 예약 설정을 선택합니다.

4. 예약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 단원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예약된 보고서의 정보, 5-2 페이지

• 예약 권장 사항, 5-3 페이지

• 일정 관리기, 5-3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5-5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 예약 저장, 5-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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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보고서 예약

예약된 보고서의 정보
• 예약 보기 및 삭제, 5-15 페이지

• 누락된 예약 처리, 5-17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의 정보
다음 표에서는 기록 보고서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예약 유형 및 각 보고서 유형
에 포함되는 정보를 보여 줍니다. 

예약된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의 시간 및 날짜는 항상 Cisco Unified CCX 서버의 
시간과 날짜입니다.

예약 유형 되풀이 옵션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일별 • 매일(일요일~토요일)

• 주중 매일(월요일~금요일)

• n일마다(예: 3일마다)

참고 주중 매일 되풀이되도록 예약된 
보고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화
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실행
됩니다.

일별 보고서에는 항상 자정 12시(0000)
부터 오후 11시 59분 59초(1159:59)까지
의 데이터가 보고서가 실행되기 이전 날
짜에 대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에 실행되는 일별 보고서에는 이전 월요
일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주별 • 매주 특정 요일(예: 매주 월요일)

• n주마다 특정 요일(예: 2주마다 금
요일)

주별 보고서에는 항상 일요일 자정 12시
(0000)부터 토요일 오후 11시 59분 59초
(1159:59)까지의 데이터가 보고서가 실
행되기 이전 주에 대해 보고서가 실행되
는 요일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
어 월요일,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실행되
는 주별 보고서에는 이전 주의 일요일부
터 토요일까지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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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보고서 예약

예약 권장 사항
예약 권장 사항
예약된 보고서가 생성될 때 Cisco Unified CCX 서버에서 중요한 리소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려면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처럼 Cisco Unified CCX 서버의 사용량이 가장 적은 시간에 보고서를 생성
하도록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관리기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는 일정 관리기라는 프로그
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 관리기는 각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있으며 다음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각 예약이 실행되는 시기 및 예약된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를 포함하여 각 
예약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합니다.

•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시간 및 날짜를 기준
으로 예약된 시간에 예약을 실행합니다.

일정 관리기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백
그라운드로 무인 모드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수행되
는 다른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정 관리기는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항상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약이 실행
되어야 할 때 일정 관리기가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예약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월별 • 매월 특정 날짜(예: 매월 15일)

• 매월 특정 요일(예: 매월 첫째 금요일)

참고 30일이나 31일처럼 일부 달에는 
없는 날짜에 실행되도록 월별 보
고서가 예약되면 해당 보고서는 
해당 날짜가 포함되지 않은 달의 
마지막 날에 실행됩니다.

월별 보고서에는 항상 이전 달의 첫째 날 
자정 12시(0000)부터 이전 달의 마지막 
날 오후 11시 59분 59초(1159:59)까지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월의 
특정 날짜에 실행되는 월별 보고서에는 
1월의 모든 날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
니다.

한 번 사용자가 지정하는 단일 날짜 및 시간 한 번 실행되는 보고서에는 사용자가 지
정한 날짜 및 시간 범위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예약 유형 되풀이 옵션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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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보고서 예약

일정 관리기
일정 관리기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 예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일정 관리기가 다
시 시작될 때 누락된 보고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5-17페이
지의 "누락된 예약 처리"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5-1에 표시된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사용하여 일정 관리기를 제어할 수 있
습니다. 이 아이콘은 Windows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나타냅니다.

그림 5-1 일정 관리기 아이콘

일정 관리기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
쪽 단추로 클릭하고 일정 관리기 메뉴에서 일정 관리기 실행 옵션을 확인합니다. 
일정 관리기 실행 옵션이 흐리게 표시되어 사용할 수 없으면 일정 관리기가 실행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일정 관리기 아이콘은 Windows 상태 표시줄에서 터미널 서비스 세션 아래에 나
타나지 않습니다. 일정 아이콘에서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일정 관리기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액세스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기를 시작하려면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
고 일정 관리기 실행을 선택하거나 시작 > 프로그램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Scheduler를 선택합
니다.

일정 관리기를 중지하려면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
고 일정 관리기 중지를 선택합니다. 일정 관리기는 로드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예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일정 관리기를 종료하려면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
고 종료를 선택합니다. 일정 관리기가 언로드되고 예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참고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시스템 시간을 변
경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일정 관리기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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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보고서 예약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예약할 보고서의 이름

• 보고서에 차트를 포함할지 여부

• 보고서를 인쇄할지 파일로 내보낼지 여부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재설정을 클릭하면 예약된 보고서에 
대해 선택한 보고서 설정을 언제든지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정 파일에 보고서 설정을 저장한 경우 해당 보고서 설정 파일을 로드
하여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기본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설정 파
일 저장 및 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8페이지의 "보고서 설정 저장 및 로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세션에서 보고서에 대한 설정을 이미 지
정한 경우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일반 또는 세부 정보 필드에 입력한 정보가 보고
서를 예약할 때 해당 영역에 나타납니다. 또한 보고서가 한 번 발생되도록 설정
한 경우 보고서를 설정할 때 입력한 날짜 및 시간 정보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예약 메뉴에 나타납니다. 일반 및 세부 정보 필드와 예약 메뉴
에 나타나는 정보를 예약된 보고서의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거나 재설정을 클릭
하여 보고서 설정을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예약할 보고서 선택, 5-6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차트 포함, 5-7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의 인쇄 또는 내보내기 여부 선택, 5-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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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예약할 보고서 선택

예약할 보고서를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반복 보고서를 포함하여 향후 보
고서를 예약합니다.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단계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보고서 유형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보고서 목록을 보고 생
성할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이제 보고서에 차트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하고, 보고서를 인쇄할지 또는 내
보낼지 여부를 선택하고,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설
정을 선택한 후 예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예약된 보고서에 차트 포함, 5-7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의 인쇄 또는 내보내기 여부 선택, 5-7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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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예약된 보고서에 차트 포함

각 기록 보고서에는 보고서의 정보를 요약하는 하나 이상의 차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약된 보고서에 차트를 포함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반복 보고서를 포함하여 향후 보
고서를 예약합니다.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단계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보고서에 차트 포함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차트를 포함하지 않으려면 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이제 보고서를 인쇄할지 또는 내보낼지 여부를 선택하고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설정을 선택한 후 예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예약할 보고서 선택, 5-6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의 인쇄 또는 내보내기 여부 선택, 5-7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의 인쇄 또는 내보내기 여부 선택

예약이 실행되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파일로 내보내 저장합니다. 이 설정을 선택한 후에는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설정을 선택한 후 예약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관련 항목

• 예약된 보고서 인쇄, 5-8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 내보내기, 5-8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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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 인쇄

예약된 보고서는 사용 중인 컴퓨터에 지정된 기본 프린터로 인쇄됩니다. 예약
된 보고서가 생성될 때 해당 보고서를 인쇄하려면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내보내기 유형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프린터로 내보
내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설정을 선택한 후 예약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예약된 보고서 내보내기, 5-8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 내보내기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예약된 보고서를 파일에 저장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파일의 데이터를 보고 인쇄 및 조작할 수 있
습니다. hrcConfig.ini 파일에서 defaultExportPath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은 경
우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Reports 디렉터리에 이러한 파일을 저장합
니다. 이 디렉터리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이 설치된 디렉
터리 아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설치됩
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예약된 보고서를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보고서 이름, 보고서의 언어, 생성 날짜 및 시간, 보고
서를 예약한 사용자의 로그인 ID, 예약된 되풀이, 날짜 범위 및 파일 형식을 나
타내는 설명적인 파일 이름을 저장된 보고서에 지정합니다. 원하는 경우 다른 
형식, 위치 및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면 파일이 
생성될 때 클라이언트에서 새 파일 이름에 설명이 포함된 정보를 자동으로 추
가합니다.

생성된 보고서가 저장되도록 지정할 때 다음 표에 표시된 형식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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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보고서가 실행될 때 예약된 보고서를 파일에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
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의 내보내기 유형 필드에 파일로 내보
내기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로 내보내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보내기 
유형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표시되는 목록에서 파일로 내보내기를 선
택합니다.

단계 2 내보낸 파일의 기본 형식, 위치 또는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내보내기 위치를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위치 단추는 창에 "..."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는 보고서가 생성될 때 파일 이름 필드에 표시되는 기
본 파일 이름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단계 3 원하는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위치를 변경하려면 저장 위치 드롭다운 화살표, 폴더 이름 창 또는 저장 위
치 도구를 사용하여 내보낸 보고서를 저장할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파일 이름 필드에 새 이름을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기존 이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된 확장명을 포함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시스템에서는 다
른 이름으로 저장 필드에서 선택한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형식으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형식
시스템에서 파일 이름에 
추가하는 확장명 설명

Acrobat 형식(PDF) .pdf Adobe Acrobat Reader로 읽을 수 있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CSV(쉼표로 구분된 값) .csv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Excel(XLS) .xls Microsoft Excel 파일

서식 있는 텍스트(Exact) 형식 .rtf Microsoft Word로 열 수 있는 RTF 파일

XML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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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 형식을 변경하려면 파일 형식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보고서를 저
장할 형식을 선택합니다.

단계 4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세부 보고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설정을 선택한 후 예약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 예약된 보고서 인쇄, 5-8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세부 보고서 설정을 사용하면 예약된 보고서에 특정 정보만 포함되도록 하거나 
특정 순서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부 보고서 설정에는 정렬 방법 및 필
터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세부 설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세부 설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고서에는 모든 
관련 정보가 기본 순서로 표시됩니다.

예약된 보고서에 대해 정렬 방법 및 필터 매개 변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기록 보고서 생성 및 보기 라디
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단계 2 자세히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보고서를 생성할 때처럼 세부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4-4페이지의 
"세부 보고서 설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는 예약 설정을 선택한 후 예약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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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설정 선택
관련 항목

• 세부 보고서 설정, 4-4 페이지

• 정렬 방법 지정, 4-5 페이지

• 필터 매개 변수 지정, 4-6 페이지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예약 설정 선택
보고서에 대해 일반 및 세부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는 예약 설정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원하는 경우 나중에 모든 보고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설정을 선택할 때는 다음을 지정합니다.

• 예약 실행 빈도

• 예약 되풀이의 날짜 및 시간 범위(예약이 두 번 이상 실행될 경우)

예약 설정을 선택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반복 보고서를 포함하여 향후 보
고서를 예약합니다.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단계 2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단계 3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림 5-2와 같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예약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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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설정 선택
그림 5-2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예약 창

단계 4 발생 영역에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예약 실행 빈도를 선택합니다.

1 발생 옵션

2 발생 빈도

3 되풀이 옵션의 범위

실행할 예약 유형
클릭할 라디
오 단추 수행할 작업

매일 일별 각 라디오 단추를 클릭한 다음 매 n일 필드에 1을 입
력합니다.

특정 일수마다(예: 3일마다) 일별 각 라디오 단추를 클릭한 다음 매n일 필드에 일수
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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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설정 선택
단계 5 다음과 같이 되풀이 옵션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한 번 발생하도록 설정된 예약에 대해 되풀이 범위 영역에서 다음 설정을 선택
합니다. 

• 시작 날짜 필드에서 예약을 실행할 날짜를 지정합니다.

• 시작 시간 필드에서 예약을 실행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주중 매일(월요일~금요일)

참고 이 보고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정보를 포
함할 수 있도록 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실행됩니다.

일별 주중 매일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매주 특정 요일(예: 매주 금요일) 주별 매 n주 필드에 1을 입력한 다음 원하는 요일에 대한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특정 주의 특정 요일마다(예: 격
주 월요일마다)

주별 매 n주 필드에 주 수를 입력한 다음 원하는 요일에 
대한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매월 특정 날짜(예: 매월 15일) 월별 월의 n일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 
필드에 날짜를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
릭하고 스크롤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날짜를 
표시한 다음 해당 날짜를 클릭합니다. 30일이나 31
일처럼 일부 달에는 없는 날짜를 입력하면 시스템
에서는 해당 날짜가 포함되지 않은 달의 마지막 날
을 사용합니다.

매월 특정 요일(예: 매월 둘째 금
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월별 월의 요일 라디오 단추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필드
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요일 수를 선택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필드에서 드롭다운 화살
표를 클릭하고 요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한 번 한 번 보고서 시작 날짜 및 보고서 종료 날짜 필드에서 보
고서에 포함할 첫 번째 및 마지막 데이터에 대한 날
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실행할 예약 유형
클릭할 라디
오 단추 수행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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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저장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발생하도록 설정된 예약에 대해 되풀이 범위 영역에서 다
음 설정을 지정합니다.

• 시작 날짜 필드에서 해당 날짜나 그 이후에 예약을 생성할 첫 번째 날짜를 
지정합니다.

• 시작 시간 필드에서 예약이 발생할 때 예약을 실행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 예약을 되풀이할 빈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예약이 무기한 되풀이되도록 하려면 종료 날짜 없음 라디오 단추를 클
릭합니다.

– 예약이 특정 횟수로 되풀이되도록 하려면 다음 이후 종료 라디오 단추
를 클릭하고 다음 이후 종료 필드에 발생 횟수를 입력합니다.

– 예약을 실행할 범위의 마지막 날짜를 지정하려면 종료자 라디오 단추
를 클릭하고 종료자 필드에 날짜를 입력합니다.

단계 6 확인을 클릭하여 예약 설정을 저장합니다.

관련 항목

• 예약된 보고서의 정보, 5-2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5-5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 예약 저장, 5-14 페이지

예약 저장
일반, 세부 및 예약 설정을 선택한 후에는 예약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약 정보를 저장하면 시스템에서는 예약으로 지정한 정보를 일정 관리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예약을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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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보기 및 삭제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예약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예약 성공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2 확인을 클릭합니다.

관련 항목

• 예약된 보고서의 정보, 5-2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5-5 페이지

•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5-10 페이지

• 예약 설정 선택, 5-11 페이지

• 예약 보기 및 삭제, 5-15 페이지

예약 보기 및 삭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일정 관리기에 저장한 예약 목록을 보려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설정 >일정 관리기를 선택하거나 일정 관리
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예약된 보고서 창이 나타납니다.

예약된 보고서 창을 종료하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예약된 보고서 창에는 현재 로그인 정보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에 로그인했을 때 만들어서 저장한 각 예약이 나열됩니다. 이 창에서는 
각 예약을 한 행에 표시하며 각 예약에 대한 정보(다음 표의 열 참조)를 배열합
니다.

열 설명

보고서 이름 예약된 보고서의 이름

만든 날짜 예약을 만든 날짜 및 시간

되풀이 유형 예약 실행 빈도

내보내기 유형 프린터 또는 내보내기 파일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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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보기 및 삭제
전체 내용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열을 확장하려면 제목 옆에 있는 왼쪽 또는 오
른쪽 테두리를 끕니다.

관련 항목

• 표시 순서 정렬, 5-16 페이지

• 예약 삭제, 5-16 페이지

표시 순서 정렬

예약된 보고서 창을 열면 모든 예약이 보고서 이름별(사전순)로 정렬되어 표시
됩니다. 예약을 열에 표시된 정보별(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로 정렬하여 표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예약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열 이름을 클릭합니다. 예약은 해당 
열에 있는 정보의 사전순 또는 숫자순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나타납니다. 정보
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려면 같은 열 이름을 다시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각 예약을 만든 순서로 예약 목록을 표시하려면 만든 날짜 열 제목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되풀이 유형에 따라 예약을 표시하려면 되풀이 유형 
열 제목을 클릭합니다.

예약 삭제

예약을 삭제하면 예약이 일정 관리기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되고 더 이상 실행되
지 않습니다.

예약을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예약된 보고서 창에서 삭제할 예약이 포함된 행의 아무 지점이나 클릭합니다.

보고서 이름 왼쪽에 화살표가 나타나 예약이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단계 2 삭제를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서버 Cisco Unified CCX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예약 설명 예약에 대한 세부 설명

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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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예약 처리
확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3 확인을 클릭하여 예약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예약을 삭제하지 않으려면 대신 취소를 클릭합니다.

누락된 예약 처리
예약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 Cisco Unified CCX 서버 또는 대기 서버(배포된 경우)가 실행되고 있어야 합
니다.

• Database 구성 요소가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서버가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 일정 관리기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서버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 예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서버가 다시 실행될 때 보
고서를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기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 예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일정 관리기에서 
누락된 예약을 식별합니다. 일정 관리기가 다시 시작되면 누락된 예약 수를 보
여 주고 누락된 예약을 실행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클라이언트 컴
퓨터에 표시됩니다. 예를 클릭하여 누락된 예약을 실행하거나 아니요를 클릭하
여 예약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예를 클릭할 경우, sch.ini 구성 파일에서 
지정한 매개 변수 및 보고서에 대한 예약 옵션에 따라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예약이 실행되도록 설정하고 예약에 종료 날짜를 지정하지 않
았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약 중 다섯 개가 누락되었으며 sch.ini 파일
에는 누락된 일별 예약을 최대 세 개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고 가
정합니다. 이런 경우 누락된 예약을 실행하면 세 개의 최신 일별 보고서가 시스
템에 생성됩니다.

또 다른 예로 매주 예약이 실행되도록 설정하고 네 번 발생 후 종료되도록 설정했
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약이 모두 누락되었으며 sch.ini 파일에는 누락된 
주별 예약을 최대 세 개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 누락된 예약을 실행하면 누락된 주별 보고서 세 개가 시스템에 생성됩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되도록 예약된 보고서이며, 다른 보고서는 두 개
의 이전 보고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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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보고서 예약

누락된 예약 처리
관련 항목

• sch.ini 구성 파일, 2-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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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은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활동에 대
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적절한 로그 파일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
하는 오류의 이유 및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보거나 인쇄하거나 내보내는 경우

• 일정 관리기에서 예약된 보고서를 실행하는 경우

다음 단원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로그 파일 개요, 6-1 페이지

•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6-2 페이지

• 서버 로그 파일, 6-6 페이지

로그 파일 개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 로그 파일 일부는 클라이언트 시스
템에 있고 일부 로그 파일은 Cisco Unified CCX 서버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로
그 파일은 대기 서버(배포된 경우)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로
그 파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보여 줍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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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 파일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관련 항목

•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6-2 페이지

• 서버 로그 파일, 6-6 페이지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는 일련의 Historical Reports 클
라이언트 로그 파일과 두 개의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을 유지 관리합니다. 이러
한 로그 파일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으
며 다음과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 System-name@session-no_CiscoAppReportsN.log - 보고서 생성, 보기, 인쇄 
및 내보내기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 CiscoSch.log - 인쇄 및 내보내기를 제외한 일정 관리기의 다른 활동 관련 정
보가 포함됩니다.

• CiscoSchPrintExport.log - 일정 관리기의 인쇄 및 내보내기 활동에 대한 정
보가 포함됩니다.

로그 파일 내용 시스템 위치 참조

Historical Reports 클라
이언트 로그 파일

보고서 생성, 보기, 인쇄 및 
내보내기 관련 정보

클라이언트 시스템 6-3 페이지의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단원 참조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 일정 관리기 활동 관련 정보 클라이언트 시스템 6-4 페이지의 "일정 관리
기 로그 파일" 단원 참조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 검색 관련 
정보

Cisco Unified CCX 
서버 또는 대기 서버

6-7 페이지의 "데이터베이
스 로그 파일" 단원 참조

Servlets 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로그인을 시
도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
보

Cisco Unified CCX 
서버

6-8 페이지의 "Servlets 로
그 파일" 단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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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 파일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관련 항목

•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6-3 페이지

•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 6-4 페이지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열기, 6-4 페이지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해석, 6-6 페이지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의 이름은 
System-name@session-no_CiscoAppReportsN.log입니다. 이러한 파일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logs 디렉터리에 저장되며, 이 디렉터리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설치된 디렉터리 아래에 있
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터미널 서비스 세션에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실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System-name은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시스템의 이름이며, 
@session-no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터미널 서비스 세션에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 System-name은 터미널 서비
스를 호출한 시스템의 이름이며, @session-no는 터미널 서비스 세션에서 시스
템에 할당된 세션 번호입니다.

시스템은 보고서 생성, 보기, 인쇄 및 내보내기 관련 정보를 현재의 Historical 
Reports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시스템에서 첫 번째 Historical Reports 클라이
언트 로그 파일을 만들면 파일 이름의 N이 0으로 바뀝니다. 이 파일이 
hrcConfig.ini 구성 파일에 지정된 크기에 도달하면 새 Historical Reports 클라이
언트 로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새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의 
N은 1씩 증가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시스템에서 hrcConfig.ini 구성 파일에 
지정된 수만큼 로그 파일을 만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은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부터 시작하여 기존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을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관련 항목

• hrcConfig.ini 구성 파일, 2-13 페이지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열기, 6-4 페이지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해석, 6-6 페이지
6-3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7.0(1)

 



 

6      로그 파일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Scheduler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일정 관리
기 로그 파일을 유지 관리합니다.

• CiscoSch.log - 인쇄 및 내보내기를 제외한 일정 관리기의 모든 활동 관련 정
보를 유지 관리합니다.

• CiscoSchPrintExport.log - 일정 관리기에서 수행한 인쇄 및 내보내기 관련 정
보를 유지 관리합니다.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Scheduler 디렉터
리에 저장되며, 이 디렉터리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이 설
치된 디렉터리 아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Program Files 디렉터리
에 설치됩니다.

각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는 4MB입니다.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이 
이 크기에 도달하면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백업 파일에 복사합니다. 백업 파
일에는 원본 파일과 같은 기본 이름이 사용되며 확장명은.bak입니다. 시스템은 
각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에 대한 이러한 백업 파일을 하나씩 유지 관리합니다.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의 크기가 4MB에 도달할 때마다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기
존 백업 파일로 옮기고 기존 백업 파일의 정보를 덮어씁니다.

관련 항목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열기, 6-4 페이지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해석, 6-6 페이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열기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로그 파일은 해당 로그 파일이 저장된 클라
이언트 시스템에서 열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로그 파일을 열거나 텍스트 편집
기를 사용하여 열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기에서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을 열 수
도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이나 일정 관리기에서 로그 파일을 열
면 로그 정보가 메모장 창에 나타납니다. 메모장 도구를 사용하여 이 창의 정보
를 이동하거나 파일을 인쇄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창을 종료하려면 메모장 메뉴 표시줄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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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 파일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다른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열려면 편집기를 시작한 다음 파
일을 엽니다. 편집기 도구를 사용하여 이 창의 정보를 이동하거나 파일을 인쇄
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주 창에서 로그 파일을 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도움말 > 응용 프로그램 로그를 클릭합니다.

단계 2 필요한 경우 열려는 로그 파일이 포함된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파일이 메모장 창에 나타납니다.

일정 관리기에서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을 열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Windows 상태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나타나는 일정 관리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일정 관리기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단계 2 CiscoSch.log 보기 또는 CiscoPrintExport.log 보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이 메모장 창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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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그 파일

서버 로그 파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해석

Cisco Unified CCX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각 로그 파일에는 일련의 항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파일에 해당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의 일부로 발생하는 각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항목에는 활동이 발생한 날
짜 및 시간과 활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발생순으로 정렬되며 
가장 최근 활동이 파일의 끝에 표시됩니다. 시스템의 각 정보 줄에는 일련 번호
가 매겨집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가 시작될 때마
다 새 줄의 번호는 1이 됩니다. 

로그 파일의 세부 정보 수준은 구성 파일에서 지정한 값에 따라 다릅니다.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에 있는 항목의 세부 정보 수준은 
hrcConfig.ini 구성 파일에서 지정한 LogLevel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관리
기 로그 파일에 있는 항목의 세부 정보 수준은 sch.ini 구성 파일에서 지정한 
LogLevel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그 파일에 포함된 정보는 문제가 발생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디자
인되었습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오류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한 로그 파일을 열어 오류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설명하
는 항목을 찾습니다.

관련 항목

• hrcConfig.ini 구성 파일, 2-13 페이지

• sch.ini 구성 파일, 2-17 페이지

서버 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로그 파일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검색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 파일을 만들고 선택한 이름을 지
정합니다.

• Jvm.stdout -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하거
나 로그인을 시도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관련 항목

•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6-7 페이지

• Servlets 로그 파일, 6-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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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가 
기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버에 있습니다. 이 파일은 Cisco Unified CCX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 검색과 관련된 정보를 로깅합니다. 서버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
행되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해제합니다. 기록 보고서를 
생성하려고 할 때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오류 메시지가 표
시되면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설정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로그 파일을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로 보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설정하고 로그 파일에 정보를 캡처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
행하십시오.

절차

단계 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가 기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버에서 시작 > 실행을 선택합니다.

실행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단계 2 열기 필드에 cmd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명령 창이 나타납니다.

단계 3 명령 프롬프트에서 cd program files\wfavvid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
니다.

Unified CCX  시스템이 다른 디렉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program files를 
해당 디렉터리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단계 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로깅을 시작합니다.

setsqllogging dbusername dbpassword on

dbusername은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이름으로 바꾸고 
dbpassword는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암호로 바꾸십시오.

지금 명령 창을 종료하려면 exit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는 계속 실
행됩니다.

단계 5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보고
서를 다시 생성합니다.

단계 6 단계 1, 단계 2 및 단계 3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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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getlogging dbusername dbpassword >> filename

dbusername은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이름으로 바꾸고 
dbpassword는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암호로 바꾸십시오. filename은 데이터
베이스 로그 정보를 저장할 파일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단계 8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중지합니다. 

setsqllogging dbusername dbpassword off

dbusername은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이름으로 바꾸고 
dbpassword는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암호로 바꾸십시오.

단계 9 명령 창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명령 프롬프트에 exit를 입력합니다.

7단계에서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로 전달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rvlets 로그 파일

servlets 로그 파일인 jvm.stdout는 Cisco Unified CCX 서버의 wfavvid\tomcat 디렉
터리에 있습니다. 이 디렉터리는 Cisco Unified CCX 시스템이 설치된 디렉터리 
아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Program Files 디렉터리에 설치됩니다.

이 파일은 histRepClientsServlet 서블릿을 포함하여 Cisco Unified CCX 서버에서 
실행되는 각 서블릿의 정보를 로깅합니다. 이 서블릿은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에 로그인을 시도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로그인이 시도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IP 주소

• 로그인 시도 날짜 및 시간

• 로그인 시도 성공 여부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Cisco Unified CCX 서버에서 jvm.stdout 로그 파일을 엽니
다. 메모장 창에서 이 파일을 열려면 파일이 포함된 디렉터리로 이동한 다음 파
일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다른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이 파일을 열려면 
편집기를 시작한 다음 파일을 엽니다. 편집기 도구를 사용하여 이 창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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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거나 파일을 인쇄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jvm.stdout 파일에는 최대 크기가 없습니다. 새 정보가 생성되면 기존 jfm.stdout 
파일에 첨부됩니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시스템 로그인과 관련
된 정보를 찾아보려면 이 파일을 열고 histRepClientsServlet을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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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부A

Cisco Unified CCX 이유 코드

이 부록에서는 상담원이 로그아웃 또는 준비 안 됨 상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설
명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는 Unified CCX  서
버에서 생성됩니다.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테이블에는 이 두 상태에 대한 유효
한 이유 코드가 있습니다. 다른 상태의 이유 코드는 0(기본값)입니다.

이 부록에는 다음 단원이 포함됩니다.

• 이유 코드 정보, A-2 페이지

• 시스템 생성 이유 코드 이벤트, A-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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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코드 정보
이유 코드 정보
이유 코드는 Cisco Agent Desktop에서 상담원이 시작하거나 시스템에서 생성됩
니다. 상담원이 트리거한 이유 코드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gent 
Desktop 사용자 가이드 및 Cisco Desktop Administrator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
십시오. 

Unified CCX  서버에서 상담원이 로그아웃 또는 준비 안 됨 상태가 되면 시스템
에서 생성된 이유 코드가 다음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 로그아웃 이유 코드: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에는 보고서 기
간 동안 각 세션의 로그인/로그아웃 날짜,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기타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3-16 페이지 
참조). 

•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에는 각 상
담원이 지정된 보고서 기간 동안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시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각 상담원에 대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소요한 총 시간
이 기타 세부 정보와 함께 표시됩니다(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
고서, 3-18 페이지 참조).

• 로그아웃 및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에는 상담
원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상담원 상태 세부 정
보 보고서, 3-20 페이지 참조).

이 보고서의 시스템이 생성한 각 이유 코드는 상담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벤
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시스템 생성 이유 코드 이벤트, A-2 페이지 참조). 

시스템 생성 이유 코드 이벤트
다음 이벤트가 시스템 생성 이유 코드를 트리거합니다.

• AGT_RELOGIN = 32767 

• CLOSE_CAD = 32766 

• CONNECTION_DOWN = 32765 

• CRS _FAILURE = 32764

• AGT_RNA = 32763 

• AGT_OFFHOOK = 32762

• AGT_RCV_NON_ICD = 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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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T_LOGON = 32760

• PHONE_DOWN = 327659

• WORK_TIMER_EXP = 327658

• CM_FAILOVER = 327657

• PHONE_UP = 327656

• CALL_ENDED = 327655

• DEVICE_RESTRICTED = 32754 

• LINE_RESTRICTED = 32753

AGT_RELOGIN
이유 코드: 32767

상태: 로그아웃 

상담원이 하나의 장치(컴퓨터 또는 전화기)에 이미 로그인한 다음 두 번째 장치
에 다시 로그인하려고 시도할 때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CLOSE_CAD
이유 코드: 32766

상태: 로그아웃 

상담원이 로그오프하지 않고 CAD를 닫으면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
니다. 

CONNECTION_DOWN
이유 코드: 32765

상태: 로그아웃 

특정 이유로 인해 IP Phone Agent 또는 CAD가 고장나거나 연결이 끊긴 경우 시
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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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생성 이유 코드 이벤트
CRS _FAILURE 
이유 코드: 32764

상태: 로그아웃 

활성 서버가 대기 서버가 되고 상담원과 Unified CCX  플랫폼과의 연결이 끊어
진 경우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AGT_RNA 
이유 코드: 32763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이 지정된 시간 내에 Unified CCX 통화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AGT_OFFHOOK
이유 코드: 32762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이 오프훅 상태에서 전화를 걸면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상담원이 이 작업 수행을 기억한 경우 해당 상담원이 트리거한 이유 코드가 표
시됩니다. 상담원이 이 작업 수행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
를 생성합니다.

AGT_RCV_NON_ICD
이유 코드: 32761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이 CAD 또는 IP Phone에 로그온한 다음 Unified CCX  플랫폼에 대기되
지 않은 전화를 받는 경우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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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_LOGON
이유 코드: 32760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이 로그인한 후 자동으로 준비 안 됨 상태가 되면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
를 생성합니다.

PHONE_DOWN 
이유 코드: 32759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의 전화기가 고장나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시스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WORK_TIMER_EXP 
이유 코드: 32758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의 상태가 작업 중에서 준비 안 됨 상태로 변경되면 시스템이 이 이유 코
드를 생성합니다. 상담원 CSQ의 작업 상태가 만료된 후속 작업 타이머와 연관
되어 있는 경우 상태가 변경됩니다. 

CM_FAILOVER
이유 코드: 32757

상태: 준비 안 됨

Unified CM 장애가 발생하고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가 되면 시스템이 이 이
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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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_UP 
이유 코드: 32756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의 전화기가 전화기 고장 상태였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시스템
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CALL_ENDED 
이유 코드: 32755

상태: 준비 안 됨

상담원이 Unified CCX 통화를 처리한 후 준비 안 됨 상태가 되면 시스템이 이 이
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발생합니다.

• 상담원(상담원 1)이 준비 안 됨 상태에서 다른 상담원(상담원 2)이 건 
Unified CCX 전화를 받는 경우. 이 경우, 통화 처리 후 상담원 1이 다시 준비 
안 됨 상태가 됩니다.

• 상담원의 자동으로 사용 가능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상담원이 
Unified CCX 전화를 받으면 통화 처리 후 준비 안 됨 상태가 됩니다.

DEVICE_RESTRICTED
이유 코드: 32754

상태: 준비 안 됨

Unified CM 관리자가 장치를 제한하여 상담원 장치가 플래그되는 경우 시스템
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경고 상담원의 장치가 제한 목록에 추가되면 RmCm 하위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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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nified CM GUI의 기본 장치 프로필 구성 창에서 CTI에서 장치 제어 허용 확
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장치가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제어할 수 없
습니다. Unified CM에 등록하는 장치에 대해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
시오.

LINE_RESTRICTED 
이유 코드: 32753 

상태: 준비 안 됨 

Unified CM 관리자가 장치를 제한하여 상담원 전화선이 플래그되는 경우 시스
템이 이 이유 코드를 생성합니다.

경고 상담원의 회선이 제한 목록에 추가되면 RmCm 하위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 Unified CM GUI의 기본 장치 프로필 구성 창에서 CTI에서 장치 제어 허용 확
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회선이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제어할 수 없
습니다. Unified CM에 등록하는 장치에 대해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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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생성 이유 코드 이벤트
A-8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 릴리스 7.0(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 릴리스 7.0(1)
용 어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A - C - D - E - I - J - M - P - R - S - T - V - X

ㄱ

경보

런타임 상태와 Cisco Unified CCX 시스템의 상태를 선언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신호입니다. 경보는 Syslog 서버, SNMP 트랩 하위 에이전트 또는 Windows 이벤트 로
그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경보 메시지

경보 이름과 함께 경보 발생의 이유나 모듈 이름이 표시됩니다.

경보 서비스

Cisco Unified CCX Engine 및 하위 시스템에서 경보를 수신하는 Windows 서비스입니다.

경보 정의

경보 및 해당 속성 목록입니다. 각 경보에 대한 정의에는 경보 이름, 설명, 의미, 권장 조치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경보 카탈로그

경보 정의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MIB를 참조하십시오.
용어 -1



 

용어
구성 요소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설치 장치입니다. 
Cisco Unified CCX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는 Cisco Unified CCX Engine, 데이터베이스 구
성 요소, 모니터링 구성 요소 및 기록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시스템을 설치할 때 원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구성 파일

컴퓨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기본 스크립트

주 스크립트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통화를 적절하게 종료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기술

지정된 영역에 있는 특정 상담원에게 지정된 역량입니다. 상담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라우팅

특정 기술이 있는 상담원에게 통화를 라우팅하는 것입니다.

ㄴ

내보내기

응용 프로그램 형식 간에 파일을 변환하거나 한 파일의 데이터를 이동하여 다른 파일로 가져오
는 것입니다.

노드

컴퓨터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는 컴퓨터입니다.

ㄷ

다이얼링 목록 

고객 계정 번호, 이름 및 전화 번호 목록이 있는 파일로서 특정 외부 캠페인용 연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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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단계

Cisco Unified CCX Editor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일 요소입니다.

데이터 저장소

Cisco Unified CCX 데이터 저장소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형식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정의된 특성을 갖는 값이 있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 
부동 소수점 수, 문자, 문자열, 포인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은 제한되어 있으며 언어는 지정된 데이터 형식에 대한 값의 범위, 컴퓨터에서 이러
한 값을 처리하는 방식, 값이 저장되는 방식 등을 지정합니다. 

디렉터리 프로필

디렉터리 프로필은 디렉터리 구조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디렉터리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디렉터리 포트 번호, DN(디렉터리 사용자), 디렉터리 암호, 기본 컨텍스트, 서버 유형 및 구성 
프로필 이름이 포함됩니다. 각 Unified IP IVR 시스템에 대해 디렉터리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
니다. 각 Unified IP IVR 시스템과 관련된 디렉터리에는 구성 디렉터리와 리포지토리 디렉터리
("리포지토리"라고도 함) 두 개가 있습니다.

ㄹ

레코드(데이터베이스 레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완전한 항목을 구성하는 필드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레코드에
는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등에 대한 필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

컴퓨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활동을 추적하는 파일입니다.

리소스

상담원이 Unified CCX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

관련 리소스 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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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리포지토리

Cisco 사용자 스크립트가 저장된 구성 데이터 저장소의 하위 디렉터리입니다. 리포지토리 관리
자를 사용하여 Cisco 스크립트를 관리합니다.

ㅁ

마스터 서비스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가 둘 이상 포함될 수 있는 Cisco Unified CCX 클러스터의 서비스 관련 
기능을 제어하는 서비스입니다. Cisco Unified CCX Engine 구성 요소 내에서는 지정된 유형
의 서비스 하나만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서비스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습니다.

문법

스크립트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음성 구 또는 DTMF 숫자 집합입니다.

ㅂ

배포 시나리오

서버에 있는 Cisco Unified CCX의 기능 및 옵션 집합입니다.

변수

데이터의 자리 표시자입니다.

ㅅ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클라이언트)에 서비스 또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컴
퓨터입니다. 

서비스

특히 하드웨어에 가까운 낮은 수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시스템 기능을 수
행하는 프로그램, 루틴 또는 프로세스입니다. Cisco Unified CCX에는 하나의 마스터 서비스와 
대기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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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서비스 지속성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 대한 원격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속성으
로 인해 CiscoWorks 및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타사 NMS(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션(기록 보고서)

기록 보고 시트는 기록 보고 세션이라고도 합니다. 기록 보고 세션(시트)은 다른 클라이언트 컴
퓨터에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기록 보고 클라이언트의 수를 의미합니다. 

세션(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이동할 때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개체입니다.

쉼표로 구분된 값

CSV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

Cisco Unified CCX Editor에서 구성된 단계의 시퀀스입니다. 스크립트는 통화의 흐름을 제어
하기 때문에 흐름, 통화 흐름 또는 작업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식

Cisco Unified CCX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계산되어 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수식입니다.

ㅇ

연결

원격 고객과의 연결입니다.

연결 서비스 대기열

CSQ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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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응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워
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FTP 클라이언트 등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은 컴퓨터를 제어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및 간단한 지원 프로그램인 
유틸리티와 구분됩니다. Cisco Unified CCX에서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트리거, 스크립
트 및 해당 스크립트에 있는 모든 매개 변수 값이 조합된 구성을 나타냅니다.

응용 프로그램 엔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Unified IP IVR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Java Bean 
그룹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엔진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및 Cisco Unified 
IP IVR 스크립트를 포함한 모든 Cisco Unified CCX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치입니
다.

이벤트

응용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하며 응용 프로그램에서 응답을 요청할 수 있는 발생입니다.

일정 관리기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관
리기는 보고서 실행 시기 및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등, 예약된 각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합니다. 또한 일정 관리기는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컴
퓨터의 시간 및 날짜를 기준으로 예약된 시간에 예약된 보고서를 실행합니다.

ㅈ

자동 음성 인식

ASR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통화 배포

ACD를 참조하십시오.

제거

두 데이터 집합과 해당 데이터의 모든 참조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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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직접 미리 보기 다이얼링 모드 

아웃바운드의 다이얼링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 상담원이 CAD(Cisco Agent Desktop)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린 발신 통화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ㅊ

창

특정 기능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창의 일부입니다.

추적(추적 파일)

특정 호스트로 이동하는 경로 패킷을 확인할 수 있는 TCP/IP 유틸리티입니다. 경로 추적은 지
정된 대상에 도달할 때까지 패킷의 "TTL(Time To Live)" 값을 늘리고 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으
로 수행됩니다. 

ㅋ

캠페인 

고객 그룹에 대한 판매 활동 또는 일반적인 공지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연결 그룹입니다. 
Cisco Unified Outbound Preview Dialer에 사용되는 캠페인은 특정 연결 목록에 자동으로 
발신 전화를 겁니다.

캠페인 관리자 

캠페인 관리자는 Cisco Unified Outbound Preview Dialer의 주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
로그램은 캠페인, 다이얼 장치 구성 및 현재 캠페인 데이터를 유지 관리합니다. 

커스터마이저

Cisco Unified CCX Editor에서 단계의 속성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창입니다. 

코덱

Coder/Decoder의 약어이며, 샘플링 및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클러스터

Cisco Unified CCX 배포에 Cisco Unified CCX 구성 요소를 실행하고 있는 서버(노드)로 구
성된 Cisco Unified CCX 클러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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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클러스터 프로필

Cisco Unified CCX 웹 페이지(홈 페이지)에 클러스터 프로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클러
스터 프로필에는 Cisco Unified CCX 서버, 구성 요소 및 클러스터에 설치된 사용권과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ㅌ

테이블(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행과 열로 구성하여 정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화 대기

상담원이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통화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통화 제어 그룹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CTI 포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랩(SNMP 트랩)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프로그램 인터럽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운영 체제에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한 다음 응용 프로
그램을 제어합니다. 

트리거

전화 통신 및 미디어 리소스를 선택하여 연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용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호출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정한 경로 지점에서 수신 연락에 응답하는 신호입니다. Cisco Unified 
CCX 시스템은 JTAPI 트리거를 사용하여 전화 통신에 대한 응답을 시작하고 HHTP 트리거를 사
용하여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화 번호 및 트리거와 관련된 웹 
주소가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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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ㅍ

팔레트

Cisco Unified CCX Editor에서 단계를 그룹화한 것입니다.

포트

통신 네트워크에서 고유한 포트 번호로 식별되는 논리적 채널입니다.

프롬프트

명령 입력, 암호 입력, 데이터 입력 등의 작업을 교환원에게 요청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
음을 나타내는 컴퓨터 메시지입니다.

필드(데이터베이스 필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의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 구/군/시 또는 우편 번호가 있습니다. 필드 
그룹이 레코드를 구성합니다.

ㅎ

하위 설비

추적 가능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입니다.

하위 시스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확장 가능한 모듈식 개발 환경입니다.

후속 작업

통화가 끝난 후 상담원이 수행한 통화 관련 작업입니다. 후속 작업을 수행하는 상담원의 상태는 
작업 중-준비됨 또는 작업 중-준비 안 됨 중 하나입니다. 후속 작업에는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입력, 양식 작성 및 발신 통화 걸기가 포함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상
담원이 다른 수신 통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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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A

ACD

Automatic Call Distribution(자동 통화 분배)의 약어이며, 수신 통화를 착신 그룹에서 다음
으로 사용 가능하거나 유휴 시간이 가장 긴 상담원 또는 교환원에게 자동으로 라우팅하는 기능
입니다.

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자동 음성 인식)의 약어이며, IVR 시스템 사용자가 키패드
에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C

CDP

Cisco Discovery Protocol의 약어이며, 라우터, 액세스 서버, 브리지, 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모든 Cisco 제조 장비에서 실행되는 미디어 및 프로토콜 독립 장치 검색 프로토콜입니다. 장치
는 CDP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의 존재 여부를 다른 장치에 알리고 같은 LAN이나 WAN의 원격
측에 있는 다른 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합니다. CDP는 LAN, 프레임 릴레이 및 ATM 미디어를 
비롯하여 SNAP를 지원하는 모든 미디어에서 실행됩니다.

CDS(구성 데이터 저장소 서버)

Cisco Unified CCX CDS(구성 데이터 저장소 서버)는 Cisco Unified CCX 클러스터 내에 있
는 구성, 구성 요소 및 응용 프로그램 정보를 관리 및 공유하고 Unified CM과 통신합니다.

CISCO-CCM-MIB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Unified CM)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를 내
보냅니다.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예로는 Unified CM 그룹 테이블, 지역 테이블, 시간대 그
룹 테이블, 전화 세부 정보 테이블, 게이트웨이 정보 테이블, 상태 트랩 등이 있습니다.

CISCO-VOICE-APPS-MIB

Cisco Voice Applications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원되는 SNMP 트랩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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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Cisco Unified CCX

Cisco Unified CCX. ACD, CTI, IVR 등의 연결 센터 기능을 위한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Unified CCX), 대기열에 있는 통화에 대해 통화 관리를 제공하는 IP Contact 
Center용 옵션으로서 통화 관리 및 자가 진단 자동화를 위한 Cisco Unified IP IVR(Unified 
IP IVR)을 비롯한 통합 응용 프로그램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Cisco Unified CCX 경보 서비스

Cisco Unified CCX 설치의 일부로 자동 설치되는 Windows 서비스이며 Cisco Unified CCX 
Engine 및 하위 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경보를 수신합니다. 이러한 경보는 카탈
로그라는 파일에 XML 형식으로 정의되며 Cisco Unified CCX 설치 프로세스의 일부로 설치됩
니다.

Cisco Unified CCX 데이터 저장소

Cisco Unified CCX 클러스터의 모든 서버에서 기록, 리포지토리 및 구성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Cisco Unified CCX Editor

응용 프로그램 디자이너가 새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기존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Windows 도구입니다. 디자이너는 이 시각적 스크립팅 도구를 사용하여 통화 흐름 단계를 팔
레트에서 주 디자인 창으로 끌어 놓을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Engine

Cisco Unified CCX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장치입니다. Cisco Unified CCX Engine에서는 여
러 스크립트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CX Engine은 시작할 때 Cisco 
Unified CCX 구성 데이터 저장소 서버에서 모든 스크립트 및 구성 정보를 로드합니다. 개별 스
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엔진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도 Cisco Unified CCX Engine
에 수동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수행될 때 실행 중인 스크립트는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업데이트 이전 논리로 실행되어 완료됩니다. 하나의 Unified CM에서 여러 Cisco 
Unified CCX Engine을 지원할 수 있지만 Cisco Unified CCX Engine은 하나의 Unified CM
에만 바인딩됩니다. 

하나의 Unified CM은 하나의 엔진이 아닌 여러 Cisco Unified CCX 클러스터를 지원하며, 최
대 2대의 Cisco Unified CCX Engine이 포함될 수 있는 하나의 Cisco Unified CCX 클러스터
는 하나의 Unified CM에 바인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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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Cisco Discovery Protocol

CDP를 참조하십시오.

Cisco Media Termination

CMT를 참조하십시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Unified CCE)

Unified CCE는 기존 ACD 통화 및 기능을 가상 ACD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Unified CCE 기
능에는 지능형 다중채널 연결 라우팅, ACD 기능, 네트워크와 데스크탑 간 CTI, IVR 통합, 통
화 대기 및 통합된 보고가 포함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Unified CCX)

Unified CCX는 Cisco Unified CCX 플랫폼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음성, 데이터 및 웹) IP 사
용 고객 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결 센터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입니
다. Unified CCX는 Unified CCX 표준, Unified CCX 고급, Unified CCX 프레미엄 패키지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Unified CCX) 통화 모니터링 서버

통화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전용 서버입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Unified CCX) 통화 통계, 기록 및 모니터링 서버

Unified CCX 통화 통계를 유지 관리하는 전용 서버로서 Unified CCX 고급용 기록 및 통화 모
니터링을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Unified EIM)

Unified EIM은 전자 메일 처리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시각적 워크플로 
디자이너를 통해 상담원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필수 SLA(Service Level Agreement) 트리
거를 사용하여 전자 메일 라우팅 및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메일 협업은 인
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통신, 상담원 데스크탑의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 자료를 기반으로 제품 
사용 자동 제안의 강력한 내용 구문 분석 기능을 위한 완벽한 HTML 지원을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Unified ICME) 

라우팅을 결정하고 ACD 기능을 수행하는 Unified CCE 구성 요소입니다. IPCC Gateway PG
가 포함된 Cisco Unified CCX에서 Unified CCX를 ACD로 Unified ICME 소프트웨어와 통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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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Unified ICME) 하위 시스템

시스템이 Unified ICME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Unified IP IVR의 하위 시스템입니다. 
Unified ICME는 VRU(Voice Response Units) 및 ACD와 같이 여러 명의 사람 및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통화를 전달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Outbound Preview Dialer(아웃바운드)

수신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상담원이 발신 통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수준의 상담원 
생산성을 유지 관리합니다. 아웃바운드는 Unified CCX의 아웃바운드 캠페인을 작성하고 예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화를 걸 연락은 Cisco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됩
니다. 캠페인에 할당된 CSQ에서 상담원이 선택됩니다.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Unified WIM)

Unified WIM은 온라인 고객이 항상 적합한 상담원과 쉽고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또한 
강력한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상담원이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급 동시보기 기능을 통해 상담원과 고객이 필드별로 양식을 함께 작성하고 양식이나 웹 페이
지의 특정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조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CiscoWorks

Cisco Unified CCX와 별도의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는 CiscoWorks는 Cisco 장치 관리에 사
용되는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 제품군을 제공하며, Cisco Unified CCX 시스템 및 기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제품군에 사용할 수 있는 NMS(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CMT

Cisco Media Termination의 약어이며, 상담원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미디어를 종료하는 옵션
입니다.

CSQ

Contact Service Queue(연결 서비스 대기열)의 약어입니다. Unified CCX에서 CSQ는 
Unified CM CTI 경로 지점 하나에만 연관되는 통화 대기열입니다.

CSV

쉼표로 구분된 값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파일 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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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의 약어입니다. 기존 텔레커뮤니케이션(PBX) 장비와 컴퓨
터 및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의 병합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고객 
정보를 검색하는 발신자 ID 사용은 CTI 응용 프로그램의 한 가지 예입니다.

CTI 포트

기존 ACD 또는 PBX 설정의 트렁크 라인과 유사한 가상 포트입니다. CTI 포트를 통해 Unified 
IP IVR 시스템의 Post-Routing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TI 경로 지점

응용 프로그램에서 리디렉션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여러 통화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가상 장치
입니다.

CTI 포트 그룹

Unified CCX 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지점 그룹입니다.

D

DTMF

Dual Tone Multi-Frequency의 약어입니다. 전화 키패드에서 키를 누르면 생성되어 전화국에 
전달되는 신호입니다. DTMF를 사용하면 전화의 키를 누를 때마다 두 가지 톤의 특정 주파수가 
생성됩니다. 음성으로 이러한 톤을 모방할 수 없도록 한 가지 톤은 고주파로 생성되고 다른 톤
은 저주파로 생성됩니다. Unified CCX 전화 키패드를 누르면 생성되는 DTMF를 통해 IVR 프
롬프트에 고객이 입력한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Dual Tone Multi-Frequency

DTMF를 참조하십시오.

E

Excel(XLS) 형식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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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I

ICME

Unified ICME를 참조하십시오.

Interactive Voice Response

IVR을 참조하십시오.

IP Phone Agent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Unified CCX 상담원입니다. 이 상담원은 Cisco IP Phone 화
면을 사용하여 로그인, 로그아웃하며 상태를 변경합니다.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의 약어입니다. 음성 단어 또는 보다 일반적인 DTMF 신호 형식
으로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전화선을 통해 녹음된 메시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
니다. 

J

Java Database Connectivity

JDBC를 참조하십시오.

Java Telephony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JTAPI를 참조하십시오.

JDBC 

Java Database Connectivity의 약어입니다. Java 프로그램에서 SQL 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Java API이며 Java 프로그램에서 SQL 호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관계형 DBMS는 SQL을 지원하고 Java 자체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실행되므로 
JDBC를 사용하면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되어 다양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JDBC는 ODBC(Open 
Data Base Connectivity)와 유사하지만 Java 프로그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반면 
ODBC는 언어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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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JTAPI 

Java Telephony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어입니다. Sun Microsystems
에서 개발한 통화 제어 모델입니다.

JTAPI 통화 제어 그룹

풀링된 일련의 CTI 포트로서 이 포트가 Cisco Unified CCX 서버에 도착하면 Cisco Unified 
CCX 시스템에서 이를 사용하여 통화를 제공합니다.

M

MCS

Media Convergence Server의 약어이며, Cisco Unified CCX의 턴키 서버 플랫폼입니다.

Media Convergence Server

MCS를 참조하십시오.

Media Termination

CMT를 참조하십시오.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약어입니다. SNMP 또는 CMIP
와 같은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MIB 개체의 값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SNMP 또는 CMIP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하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MIB 개체는 공용(표준) 및 
개인(소유) 분기를 포함하는 트리 구조로 구성됩니다.

MRCP

Media Resource Control Protocol의 약어입니다. 클라이언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
그램 수준 프로토콜이며 음성 신시사이저(TTS), 음성 인식기(ASR), 신호 생성기, 신호 감지기, 
팩스 서버 등과 같은 미디어 서비스 자원을 네트워크 상에서 제어하기 위해 오디오/비디오 스트림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외부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 및 RTP(Real Time Protocol)와 
같은 미디어 제공 메커니즘에 제어 연결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또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와 같은 스트리밍 프로토콜과 함께 작동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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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IM

Peripheral Interface Manager의 약어이며, 주변 장치와 주변 게이트웨이 간의 Cisco 소유 
인터페이스입니다.

Post-Routing

통화가 종료 지점에 도달한 후 라우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Pre-Routing

통화가 종료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라우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R

Real-Time Transport Protocol(실시간 전송 프로토콜)

RTP를 참조하십시오.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실시간 전송 프로토콜)의 약어이며, IPv6 프로토콜 중 하나
입니다. RTP는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오디오, 비디오 또는 시뮬
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종단 간 네트워크 전송 기능
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RTP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 페이로드 형식 식별, 시퀀스 
번호 매기기, 타임스탬프 및 전송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NMP를 참조하십시오.

Snapshot Agent

현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스냅숏 또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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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의 약어입니다.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의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SNMP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SNMP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장치를 모니터링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생성된 데
이터베이스는 MIB(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SNMP 서비스

SNMP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SNMP 하위 에이전트와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는 SNMP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Windows 서비스입니다.

SNMP 에이전트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에이전트의 약어입니다. 네트워크의 장치를 모니터
링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MIB에 포함되는 SNMP 에이전트의 데이터를 사용하
여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NMP 하위 에이전트

Cisco는 각 Cisco MIB를 지원하는 SNMP 하위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SNMP 서비스는 Cisco 
SNMP 하위 에이전트를 로드하고 SNMP 하위 에이전트와 SNMP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SNMP 
서비스는 MIB로 정보의 형식을 지정하고 이 정보를 NMS(네트워크 관리 시스템)로 보냅니다. 
또한 SNMP 하위 에이전트의 트랩을 해당 SNMP 트랩 수신기로 보냅니다.

Syslog

엔터프라이즈 전체의 오류를 로깅할 수 있는 Cisco 표준이며, 네트워크 이벤트를 파일에 로컬
로 로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원격 로깅도 가능합
니다.

T

Text-to-Speech(텍스트 음성)

TTS를 참조하십시오.

TTS

Text-to-Speech(텍스트 음성)의 약어이며,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텍스트의 음성 사
운드 버전을 만드는 음성 합성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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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서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발신자에게 다시 재생하는 데 사용되는 전용 서버입니다.

TTS 클라이언트

Cisco Unified CCX 서버에 있는 TTS의 구성 요소입니다.

V

VXML(VoiceXML)

Voice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이며, 사용자가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인터넷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X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입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개
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웹 개발자는 이 언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
용자 지정 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XML은 다른 표시 언어를 구성하는 규칙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메타언어입니다.
용어 -19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 릴리스 7.0(1)



 

용어
용어 -20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 릴리스 7.0(1)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
 

색 인
A

ACD

작업 상태 29

Application Summary Report 6

C

CiscoSch.log 2, 4

CiscoSch.log 보기 5

CiscoSchPrintExport.log 2, 4

CiscoSchPrintExport.log 보기 5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
트

시작 5

종료 7

주 창 3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
트 다시 설치 5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
트 설치 2

Cisco Unified CCX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8

Cisco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보고
서

다중채널 CSQ 활동 70, 72, 74, 76, 79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보고서
다중채널 CSQ 활동 70, 72, 74, 76, 79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 5, 57, 79

H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14, 3

hrcConfig.ini 13, 6

hrcConfig.ini 파일 12

J

jvm.stdout 6, 8

M

Microsoft Excel 21, 9

P

PDF(Portable Document Format) 21, 8, 9

R

RTF(서식 있는 텍스트) 21, 9
색인-1
eports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7.0(1)



 

색인
S

sch.ini 파일 12, 17, 6

servlets 로그 파일 8

U

Unified CCX 클러스터

프로필 8

Unified 아웃바운드 보고서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81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83

X

XML 21, 9

ㄱ

구성 파일

hrcConfig.ini 12, 13

sch.ini 12, 17

편집 12

권한

액세스 권한 참조

그룹 17

그룹 정보 창 19, 20

그룹 트리 18

그룹 트리 설정/해제 도구 19
색인-2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기록 보고서

보고서 참조

기록 보고서 생성 및 보기 2, 6, 7, 10

기술 라우팅 활동 보고서 88

기존 보고서 설정 로드 10

ㄴ

내보내기 21, 8

내보내기 위치 단추 9

내보내기 형식 21

누락된 예약 17

ㄷ

대기 서버 7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6, 7

도움말 도구 7

되풀이 옵션의 범위 13

ㄹ

로그인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
언트 5

다른 서버 6

시도에 대한 기록 8

정보 변경 6

로그인 대화 상자 5, 6
, 릴리스 7.0(1)



 

색인
로그 파일 2

Cisco Unified CCX 서버 2

database 7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3

jvm.stdout 6, 8

데이터베이스 6

열기 4

일정 관리기 4

클라이언트 2

해석 6

로드 중지 도구 14

ㅁ

매개 변수 값 입력 필드 7

매개 변수 설정 영역 6

미리 보기 창 19

미리 보기 탭 19, 20

ㅂ

반복 보고서를 포함하여 향후 보고서를 예약
합니다. 6, 11

변경 단추 11

보고서

날짜 및 시간 범위 4

내보내기 21

생성 2

선택 2

세부 정보 7
Cisco Unified CCX Hi
 

예약 1

이동 15

인쇄 20

차트 포함 3

텍스트 찾기 16

표시 크기 15

보고서 내보내기 도구 22

보고서 뷰어 창 11, 14

보고서 생성 2

보고서 설정

로드 9

저장 8

보고서 설정 파일 2, 5, 8, 10

보고서 시작 날짜 필드 4

보고서에 차트 포함 3, 7

보고서 예약 1

보고서 유형 드롭다운 목록 3, 6

보고서 정렬 기준 드롭다운 목록 6

보고서 종료 날짜 필드 4

보기 단추 11, 14

ㅅ

사용 가능 창 7

사용자 권한

액세스 권한 참조

사용자 권한 누락 대화 상자 5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2, 16, 2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 3, 20
색인-3
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7.0(1)



 

색인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 3, 24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 3, 22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 2, 14

상담원 요약 보고서 3, 26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 2, 18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 2, 12

상담원 후속 작업 코드 요약 29

선택됨 창 7

세부 보고서 설정 창 4, 6, 7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 5, 62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 4, 39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CSV) 9

시간 필드 4

ㅇ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81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83

액세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5

언어

지원되지 않음 19

업그레이드,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6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
약 보고서 4, 55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4, 
54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 4, 
52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4, 43
색인-4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 4, 46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4, 49

열기 도구 10

예약 1, 2

보기 15

삭제 16

순서 지정 16

예약 단추 15

예약된 보고서

내보내기 8

되풀이 옵션의 범위 12, 13

발생 빈도 12

발생 옵션 12

선택 6

세부 설정 10

예약 설정 11

인쇄 7

저장 14

정보 2

차트 포함 7

예약된 보고서 창 15, 16

예약 창 11, 12

온라인 도움말 7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 6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 6, 88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 3, 33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3, 34

응용 프로그램 이름 5

인쇄 20
, 릴리스 7.0(1)



 

색인
인쇄 도구 20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
격별) 4, 40

일반 탭 2, 6, 7, 11

일정 관리기 15, 4

구성 파일 12, 17

기능 3

시작 4

아이콘 4

종료 4

중지 4

일정 관리기 도구 15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 4

ㅈ

자동 연결 배포

ACD 참조 29

자세히 탭 6, 7, 10

장애 조치 7

재설정 2, 5

재설정 단추 2, 5

저장 도구 8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 트래픽 분석 보고서
(Email Inbox Traffic Analysis 
Report) 68

전자 메일 상담원 활동 보고서(Email Agent 
Activity Report) 65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상담원 활동 보
고서(Email Contact Service Queue 
Agent Activity Report) 67
Cisco Unified CCX Hi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Email Contact Service Queue Activity 
Report) 66

전자 메일 응답 세부 정보 보고서(EMail 
Response Detail Report) 69

정렬 방법 4, 5

주 창 3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 2, 10

지원되지 않는 언어 19

ㅊ

차트 3

취소 단추 14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 2, 9

ㅌ

텍스트 검색 도구 16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 5, 59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 3, 36

트래픽 분석 보고서 6

ㅍ

파일 이름 드롭다운 목록 9

프로필, 클러스터 8

필터 매개 변수 4, 6, 7
색인-5
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릴리스 7.0(1)



 

색인
ㅎ

현재 보기 닫기 도구 19, 20

형식 8
색인-6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드
, 릴리스 7.0(1)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Historical Reports 사용자 가이 드 ,릴리스 7.0(1)
	목차
	서문
	개요
	대상
	구성
	규칙
	관련 문서
	문서 구하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개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인터 페이스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시작
	로그인 및 서버 정보 변경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종료
	온라인 도움말 보기

	장애 조치

	설치 및 구성
	선행 조건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설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다 시 설치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업그 레이드
	사용자에게 Cisco Unified CCX Historical Reports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구성 파일
	hrcConfig.ini 구성 파일
	sch.ini 구성 파일

	클라이언트 언어 변경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설명
	보고서 개요
	보고서 세부 정보
	취소된 통화 세부 활동 보고서
	중단된/거부된 통화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통화 요약 보고서
	상담원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상담원 준비 안 됨 이유 코드 요약 보고서
	상담원 상태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상담원별)
	상담원 상태 요약 보고서(간격별)
	상담원 요약 보고서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세부 정보 보고서
	상담원 후속 작업 데이터 요약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성능 분석 보고서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통화 맞춤 변수 보고서
	수신 번호 요약 활동 보고서
	일반 기술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CSQ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간격별)
	연결 서비스 대기열 통화 배포 요약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연결 서비스 대기열 서비스 수준 우선순위 요약 보고서
	CSQ-상담원 요약 보고서
	통화 CCDR별 세부 통화 보고서
	세부 통화, CSQ, 상담원 보고서
	전자 메일 상담원 활동 보고서(Email Agent Activity Report)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활동 보고서(Email Contact Service Queue Activity Report)
	전자 메일 연결 서비스 대기열 상담원 활동 보고서(Email Contact Service Queue Agent Activity Report)
	전자 메일 받은 편지함 트래픽 분석 보고서(Email Inbox Traffic Analysis Report)
	전자 메일 응답 세부 정보 보고서(EMail Response Detail Report)
	다중채널 상담원 연결 요약 보고서
	다중채널 상담원 로그인 로그아웃 활동 보고서
	다중채널 응용 프로그램 요약 보고서
	다중채널 CSQ 활동 보고서
	다중채널 CSQ 상담원 요약 보고서
	아웃바운드 상담원 세부 성능 보고서
	아웃바운드 캠페인 요약 보고서
	우선순위 요약 활동 보고서
	원격 모니터링 세부 정보 보고서
	트래픽 분석 보고서

	보고서 각주

	기록 보고서 생성
	일반 보고서 설정
	생성할 보고서 선택
	보고서에 차트 포함
	보고서의 날짜 및 시간 범위 선택

	세부 보고서 설정
	정렬 방법 지정
	필터 매개 변수 지정

	보고서 설정 저장 및 로드
	보고서 설정 저장
	보고서 설정 로드
	보고서 설정 변경 및 저장
	샘플 기록 보고서

	보고서 뷰어
	보고서 보기
	표시 크기 변경
	보고서 이동
	특정 텍스트를 찾아 이동
	그룹에 대한 정보 표시
	그룹 트리를 사용하여 그룹 정보 표시
	보고서 차트에서 그룹 정보 표시

	보고서 인쇄
	보고서 내보내기


	기록 보고서 예약
	예약된 보고서의 정보
	예약 권장 사항
	일정 관리기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 설정
	예약할 보고서 선택
	예약된 보고서에 차트 포함
	예약된 보고서의 인쇄 또는 내보내기 여부 선택
	예약된 보고서 인쇄
	예약된 보고서 내보내기


	예약된 보고서에 대한 세부 설정
	예약 설정 선택
	예약 저장
	예약 보기 및 삭제
	표시 순서 정렬
	예약 삭제

	누락된 예약 처리

	로그 파일
	로그 파일 개요
	클라이언트 시스템 로그 파일
	Historical Reports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일정 관리기 로그 파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열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로그 파일 해석

	서버 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Servlets 로그 파일


	Cisco Unified CCX 이유 코드
	이유 코드 정보
	시스템 생성 이유 코드 이벤트
	AGT_RELOGIN
	CLOSE_CAD
	CONNECTION_DOWN
	CRS _FAILURE
	AGT_RNA
	AGT_OFFHOOK
	AGT_RCV_NON_ICD
	AGT_LOGON
	PHONE_DOWN
	WORK_TIMER_EXP
	CM_FAILOVER
	PHONE_UP
	CALL_ENDED
	DEVICE_RESTRICTED
	LINE_RESTRICTED


	용어
	색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