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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 7.5 

Cisco
®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은 유무선 네트워크의 음성, 비디오, 데이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다양한 위치의 작업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간편한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품 개요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멀티 채널 컨택 관리, 지능형 라

우팅 및 네트워크 투 데스크탑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CTI)을 결합함으로써 고객을 분할하

고 자원 가용성을 모니터하여 전사적으로 가장 적절한 자원에 컨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DN(dialed number), CLID(calling-line ID), 

CED(발신자가 입력한 숫자), 웹 양식에 제출된 정보,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

출된 정보 등 모든 컨택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고객을 프로파일링합니다. 동시에 시

스템은 다양한 컨택 센터에서 에이전트 기술, 에이전트 가용성, 자동응답시스템(IVR) 상태, 

큐 길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가용 자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을 수행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컨택 센터 이용 고객이 커뮤니케

이션 방법(전화, 웹, 채팅, 전자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고객 컨택에 대한 중앙집중식 관리 제

어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통합 비즈니스 규칙 세트를 구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컨택 채널

이나 자원의 위치에 관계없이 고객의 요구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컨택 센터 데이터의 이러한 결합은 기업의 비즈니스 규칙을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사용자 정의 라우팅 스크립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라우팅 스크립트를 통해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가장 적절한 자원에 각 컨택을 라우팅

합니다. 컨택이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은 에이전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고유하고 풍부한 호 

이벤트와 고객 프로파일 정보를 특정 담당자의 데스크탑으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개인화하

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전체 프로세스 내내 네트워크에서 데스크탑에 이르는 통신사업

자급 분산형 장애 방지 기능이 가동되므로 중단되지 않는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제품 성능 및 이점 

Cisco Pre-Routing 및 Post-Rout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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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Pre-Routing 기능은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각 호에 대한 라우팅을 결정하

는 동시에 시스코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고객을 분할하여 전사적으로 호를 고르게 조정함으

로써 가장 적절한 자원에 한 번 만에 각각의 컨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Cisco Post-Routing 기능은 회사 네트워크의 주변 장치(ACD, PBX, IVR 또는 웹/전자메일 서

버)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컨택을 지능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컨텍을 리디렉션해야 할 경우,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주변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비즈

니스 로직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자원으로 컨텍을 전송합니다. Post-Routing은 사이트 간 

또는 에이전트, 기능 그룹 또는 IVR 간의 컨택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Pre-Routing 기능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고객 상호작용을 최적화합니다. 이때 이전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므로 고객이 정보를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 프로파일 라우팅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컨택 라우팅을 결정하고 에이전

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확장합니다. 예

를 들면,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을 

분할하고 각 컨택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라우팅하는 동안 고객 프로파일 데

이터베이스에서 조회(Lookup)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 관리(CRM) 

패키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보다 정확하게 에이전트에 매치시키고 화면 팝

업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옵션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를 사용하면 에이전트의 워크스테이

션에 포괄적인 기능이 포함된 완전한 네트워크 투 데스크탑 CTI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

다. 이 제품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풍부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대상 에이전트의 

데스크탑에 전사적 호 이벤트와 고객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최소한의 맞춤식 개발 또는 시스템 통합으로 전사적 네

트워크 투 데스크탑 CTI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CT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CRM(고객 관계 관리) 통합 

Cisco Unified CRM Connector를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CRM 애플리케이션을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과 통합할 경우 기업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 및 매

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에이전트는 타사 CRM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인터랙션을 

관리하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RM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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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는 로그인, 에이전트 상태 제어 및 호 안내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호가 수신되면 CRM 정보에 대한 화면 팝업이 에이전트 단말기에 즉각 나타납니다. CRM 

정보는 전화번호, IVR 정보 또는 에이전트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표시됩니다. 에이전트는 

호를 라우팅하고, 이 호를 회의로 연결하거나 CRM 화면에서 이들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호 활동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오늘날 호 센터는 호 관리 및 비즈니

스 트랜잭션을 위해 통합된 콜 흐름, 통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데스크탑을 원하고 

있습니다. Cisco Unified CRM Connector는 Oracle PeopleSoft, Oracle Siebel, SAP, Microsoft 

CRM, Salesforce.com, Remedy 등의 주요 CRM 패키지를 바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툴입니다. 에이전트는 Cisco Unified CRM Connector를 사용하여 타사 CRM 고객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완전하게 액세스하여 고객 인터랙션을 만들고 수신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과 매출 증가, 모니터링 개선 효과와 함께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는 회사 웹 사이트에 채팅 또는 실시간 웹 협업 기능

을 추가하여 컨택 센터 에이전트가 고객 질문에 즉시 응답할 수 있게 합니다. 에이전트도 

음성 대화와 함께 웹 협업을 사용하여 음성과 시각적 인터랙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웹 협업을 통해 컨택 센터 에이전트와 고객이 웹 페이지를 함께 공유하고 온라인 양식

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Enterprise는 

음성 호에 사용된 로직과 동일한 라우팅 로직을 사용하여 회사 웹 사이트에서 접수된 고객 

요청을 라우팅합니다. 또한 보고 기능은 연락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인터랙션에 대한 컨택 

센터 통계를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는 이처럼 효율적이고 개인

화된 고객 지원을 편리하게 제공하므로 영업 지향 컨택 센터든 서비스 지향 컨택 센터든 

모든 컨택 센터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Cisco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는 회사 사서함이나 웹 사이트로 제출된 고객의 전

자메일 문의 조회를 대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입니다. Cisco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는 고객이 비즈니스 규칙을 직접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가장 적절한 에이전트나 지원부서로 해당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달하고, 메

시지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며, 관련 응답 템플릿을 제안하고, 경우에 따라 자동 응답

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모두 자동화함으로써 응답 프로세스를 단

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의 문의 조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 관계를 공

고히 할 수 있으며, 추가 가치를 창출하고 컨택 센터의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