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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정보

변경

날짜

원격 사무실에 대한 G.711의 대역폭 영향 관련 참 2016년 2월 2일
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Unified CCE 관리 웹 도구는 기본 AW에서만 사
용 가능하다는 참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가용성 장에서 활성 PG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
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Unified ICMH/CCH 제품에 대한
일부 참조가 제거되었습니다.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에서는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구축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독자가 컨택 센터의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합
니다. Unified CCE를 올바르게 구축하려면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에 나와 있는 정보도 숙지해야 합니다.

대상
이 설명서는 주로 컨택 센터 설계자 및 시스템 관리자용으로 제공됩니다.

관련 문서
제목

링크

컨피그레이션 및 사용법을 포함하여 Unified CCE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
서. 웹 페이지 주소: http://www.cisco.com/c/en/us/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feature-guides-list.html

문서 가져오기 및 서비스 요청 제출
문서 가져오기, Cisco BST(Bug Search Tool) 사용, 서비스 요청 제출, 추가 정보 수집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Cisco 제품 문서의 새로운 내용(http://www.cisco.com/c/en/us/td/docs/general/whatsnew/whatsnew.html)
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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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알림 및 필드 고지 사항

신규 및 개정된 Cisco 기술 문서를 모두 보여주는 Cisco 제품 문서의 새로운 내용을 RSS 피드로 구독
하면 콘텐츠가 데스크톱으로 곧바로 전달되어 리더 애플리케이션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RSS 피
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필드 알림 및 필드 고지 사항
Cisco 제품은 수정될 수 있으며 주요 프로세스는 중요한 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및 지정 사항은 Cisco 필드 알림 및 Cisco 필드 고지 사항을 통해 공지됩니다. Cisco.com에서 제품 알
림 도구를 통해 필드 알림 및 필드 고지 사항 수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모든 관
심 제품을 선택하여 공지를 수신할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www.cisco.com에 로그인한 다음 http://www.cisco.com/cisco/support/notifications.html에
서 도구에 액세스해 주십시오.

문서 피드백
이 문서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하려면 contactcenterproducts_docfeedback@cisco.com으로 이메일 메시
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표기 규칙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 규칙을 사용합니다.
표기 규칙

설명

굵은 글꼴

굵은 글꼴은 사용자 입력, 키, 버튼, 폴더, 하위 메뉴 이름 등의 명령을 나타
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Edit(편집) > Find(찾기)를 선택합니다.
• Finish(마침)를 클릭합니다.

기울임꼴 글꼴

기울임꼴 글꼴은 다음 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새 용어 소개. 예: 스킬 그룹은 비슷한 스킬을 공유하는 에이전트의 집
합입니다.
• 사용자가 대체해야 하는 구문 값. 예: IF(조건, true 값, false 값)
• 문서 제목. 예: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치 및 업그레이
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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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규칙

설명

윈도우 글꼴

Courier 등의 윈도우 글꼴은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코드나 윈도우에 표시되는 텍스트. 예: <html><title>Cisco

Systems,

Inc. </title></html>

< >

꺾쇠 괄호는 다음 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ASCII 출력 등 컨텍스트에서 기울임꼴을 사용할 수 없는 인수
• 비밀번호 등 사용자가 입력하지만 윈도우에는 표시되지 않는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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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개요
• 아키텍처 개요, 1 페이지
• 솔루션 구성 요소, 3 페이지
•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13 페이지
• 같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IP 텔레포니 및 Unified CCE 결합, 28 페
이지
• 같은 IP 폰에서 IP 텔레포니 및 Unified CCE 확장 결합, 28 페이지
• 요금 바이패스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에이전트 폰, 29 페이지
• Unified CCE 환경의 통화 대기, 30 페이지
• Unified CCE 환경의 전송 및 컨퍼런스, 30 페이지
• 다이얼 플랜, 31 페이지

아키텍처 개요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는 인텔리전트 통화 라우팅, 네트워크 및 데스크톱 간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그리고 IP 네트워크를 통한 컨택 센터 에
이전트의 멀티채널 연락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소프트웨어 IP ACD(Automatic Call
Distribution) 기능과 Cisco Unified Communication이 결합되어 있는 Unified CCE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는 고급 분산형 컨택 센터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 및 Collaboration 솔루션 설계 지침(http://www.cisco.com/c/en/us/support/
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system/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에 설명되어 있는 기본적인 Unified Communication 아키텍처와 기능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경로,
레이블, 전화 건 번호 등의 항목에 대해 해당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개념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설계 설명서에서는 구축 모델과 확장성, 내결함성, 솔루션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등 이러한 모델
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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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제품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IP IVR,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Cisco VoIP 게이트웨이 및 Cisco Unified IP Phone과 통합됩니다. 이와 같이 통합된 제품
은 인텔리전트 통화 라우팅, 멀티채널 ACD 기능, VRU(Voice Response Unit, 음성 응답 장치) 기능, 네
트워크 통화 대기 및 통합형 기업 전체 보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컨택 센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r와 Unified CCE를 통합하여 레거시 ACD 시스템
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통합된 통신 플랫폼으로의 원활한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솔루션은 단일 컨택 센터와 멀티사이트 컨택 센터에서 모두 구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Unified CCE는 기존 Cisco IP 네트워크를 사용하므로 관리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며 지사, 홈 에
이전트 및 컨택 센터 내 지식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일반적인 Unified CCE 설
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 일반적인 Unified CCE 솔루션 구축

Unified CCE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4개 Cisco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 인프라: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 통화 대기 및 셀프 서비스: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또는 Cisco Unified IP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 컨택 센터 라우팅 및 에이전트 관리: Unified CCE. 이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는 CallRouter, 로거,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그리고 관리 및 데이터 서버/관리 클라이언트입니다.
• 에이전트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Cisco Finesse, CTI 툴킷 데스크톱(CTI OS) 또는 Cisco Unified
CRM Connector를 통한 서드파티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소프
트웨어와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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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TI 툴킷 데스크톱은 Unified CCE 릴리스 11.0(1)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구축에는
CTI 툴킷 데스크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향후 릴리스에서는 CTI 툴킷 데스크톱 지원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이 솔루션은 다음을 포함하는 Cisco IP Telephony 인프라에서 구축됩니다.
• Cisco Unified IP Phone
•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 Cisco LAN/WAN 인프라
다음 섹션에서는 각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각 제품 간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cisco.com)에서 제공되는 특정 제품 문
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Cisco Packaged CCE는 Unified CCE의 미리 설계된 바인딩 구축 모델입니다. Packaged CCE 솔루션
의 범위 내에서 컨택 센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간소화된 관
리 인터페이스, 소형 하드웨어 사용 공간, 설치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ackaged
CCE 고객은 Unified CCE 및 Unified CVP의 포괄적인 기능 집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ckaged
CCE는 최대 1,000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하며, Cisco Unified Intelligent Center의 포괄적인 보고 기
능과 Cisco Finesse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
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packaged-contact-center-enterprise/
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솔루션 구성 요소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음성 게이트웨이 및 IP 폰을 제어하여 VoIP 솔루션의 토대
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하드웨어 또는 동급 사양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 VM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
어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라고 합니다. 확장성과 내결함성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를 클러스터 하나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및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와 같은 표준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SIP를 사용하여 IP 폰과 통신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통화 처리 기능 및 클러스터링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의 최신 버전(http://www.cisco.com/go/ucsrnd)을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JTAPI(Java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
해 Unified CCE와 통신합니다. 내결함성 설계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는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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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 내에서 지원되는 에이전트 수와 BHCA(최번
시 통화 시도) 수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Cisco 지침에 따라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nified CCE 솔루션을 설계할 때는 먼저 음성 트래픽용 도착 포인트 하나 이상과 컨택
센터 에이전트의 위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구축 시나리오를 정의합니다. 구축 시나리오를 정의한
후에는 Unified CCE 설계 내의 개별 구성 요소 크기 조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
내에 필요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의 수 등을 결정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Cisco SAF CCD(Service Advertisement Framework Call Control
Discovery)를 통해 소유한 디렉토리 번호 범위를 보급할 수 있으며,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대한 경로를 검색하고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SAF CCD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게이트키퍼 및 SIP 프록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항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 조정, 269 페이지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Unified CCE 구축용으로 음성 게이트웨이를 선택할 때는 필요한 PSTN 트렁크의 수뿐만 아니라 해당
트렁크의 최번시 통화 완료 속도도 충족하는 음성 게이트웨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컨택 센터에
서는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보다 PSTN 트렁크당 최번시 통화 완료 속도가 더 높습니다. 순수 컨택 센
터 구축에서 사용되는 Cisco CMM(Catalyst Communications Media) 모듈 음성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음성 게이트웨이가 만족할 만한 통화 처리 용량을 제공하도록 최대 4개의 T1/E1 인터페이스를 프로
비저닝해 주십시오.

에이전트 폰
Unified CCE는 모든 에이전트 디바이스에 대한 단일 회선 모니터링(단일 회선 에이전트 모드)을 지원
하며, 주변 장치에서 다회선 에이전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에이전트 회선 모니터
링도 지원합니다. 다회선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폰의 모든 회선에서 통화를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다회선 사용 가능 데스크톱에서 ACD가 아닌 내선 번호에 대한 통화 시작 이외의 기타 모든 통
화 제어 기능이 지원됩니다. 초기 통화 설정 이후 하드 폰에서 시작된 통화를 제어할 수 있습니
다.
• 통화 중에는 폰에서 다른 내선 번호로 통화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통화 중 트리거는 1(통화 대
기 없음)로 설정해야 합니다.
• 최대 2개 통화를 표시해야 합니다.
• 폰당 최대 4개 회선(ACD 회선 1개 및 ACD 이외의 회선 최대 3개)이 지원됩니다.
• ACD가 아닌 회선에서는 공유 회선이 지원되지만 ACD 회선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통화 파킹은 ACD 및 ACD가 아닌 회선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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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선 에이전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Unified CCE는 서드파티 CTI 애플리케이션의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드파티 벤더와 다회선 지원을 검증해야 합니다.

참고

JAL(Join Across Line) 및 DTAL(Direct Transfer Across Line) 폰 기능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구축에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원되는 에이전트 폰 목록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
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에이전트 인사말 기능은 폰의 BIB(Built-In Bridge) 기능을 사용하여 발신자와 에이전트에게 모두 인
사말을 재생합니다.
에이전트 인사말을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폰에 BIB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폰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와 함께 제공되는 최신 펌웨어 버전을 실행해야 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BIB가 활성화되도록 폰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이러한 요건은 로컬 에이전트에만 적용됩니다.
에이전트 인사말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펌웨어 및 에이전트 폰 목록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
성 매트릭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Finesse 및 다중 회선
Finesse는 Unified CCE가 다중 회선용으로 구성된 경우 에이전트 폰에서 여러 회선을 포함하는 컨피
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에이전트 폰에서 하나 이상의 보조 회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Finesse 서버는 에이전트의 보조 회선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결과로 CTI 서버에서 전송하는 모든
이벤트를 차단합니다. Finesse 서버는 이러한 이벤트를 Finesse 클라이언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에
이전트가 보조 회선에서 처리하는 통화에 대한 정보는 Finesse 데스크톱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8900 Series 또는 9900 Series 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
변 장치에서 다중 회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옵션은 주변 장치 전체에 적용되는 옵
션이므로 8900 Series 또는 9900 Series 폰을 사용하는 에이전트 한 명에 대해서만 다중 회선을 활성화
하려는 경우에도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 다중 회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 설정을 사용하여 모든 폰을 구성해야 합니다.
• 최대 통화 수를 2로 설정합니다.
• 통화 중 트리거를 1로 설정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5

아키텍처 개요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는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하드웨어 또는 동급 사양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CVP는 표준 웹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프롬
프트, 수집, 대기 및 통화 제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VP 아키텍처는 분산형 내결함성 아키텍처이며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CVP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VoiceXML(음성) 및 SIP(통화 제어)를 사용
하여 Unified CVP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음성이 종료됩니다.
Unified CVP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 제어용 Cisco Unified CCE 소프트웨어와 긴밀하게 통합됩
니다. CVP는 VRU(음성 응답 장치)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Unified CCE와 상
호작용합니다. Unified CCE 스크립트 환경은 재생 미디어, 재생 데이터, 메뉴, 수집 정보 등의 구성 요
소 기능 실행을 제어합니다. Unified CCE 스크립트는 CVP VoiceXML Server, Eclipse, 그리고 J2EE 기
반 스크립팅 및 웹 서버 환경에서 실행하도록 외부 VoiceXML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VoiceXML 서버는 복잡한 대용량 VRU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며, 사용자 맞춤형 또는 서드파티 J2EE
기반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완료 시 Unified CCE 스크립트
로 결과 및 컨트롤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Cisco CSS(Content Services Switch) 및 Cisco IOS 게이트키퍼
또는 Cisco Unified Presence SIP Proxy 서버를 통해 모든 CVP 구성 요소에 걸친 고급 로드 밸런싱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

여러 클러스터가 포함된 Unified CCE 구축에서는 Unified CVP의 향상된 위치 통화 허용 제어 기
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Unified CVP는 다양한 언어로 미리 녹음된 공지에 대한 여러 문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
요에 따라 자동 음성 인식 및 TTS(Text-to-Speech)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CVP는 Cisco Unified
CCE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 데이터베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VP는 Unified CCE 솔루션용 대기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음성 및 화상 통화는 컨택 센터 에
이전트 또는 외부 시스템으로 라우팅될 때까지 CVP에 대기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발신자가 대기 상태인 동안 음악이나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가 에이전트에게 통
화를 라우팅하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신자에게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설계 설명서의 최신 버전(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ustomer-voice-portal/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CVP는 Unified CCE와 통합하는 경우 에이전트 인사말 녹음 및 재생도 지원합니다. 에이전트
가 인사말을 녹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 설치된 CVP VXML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Unified
CCE는 에이전트가 통화에 응답할 때 발신자와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의 특정 인사말을 재생하도록
CVP에 지시합니다.
또한 Unified CVP는 에이전트가 통화에 응답할 때 미리 녹음된 공지를 에이전트에게 재생하는 귓속
말 공지 기능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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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IP IVR
Unified IP IVR은 Unified CCE 솔루션을 위한 프롬프트 표시, 수집 및 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Unified IP IVR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뒤에 있으며 SCI(Service Control Interface, 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Unified CCE 소프트웨어에서 제어되므로 Unified CVP와 같은 통화 제어 기
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해지면 Unified CCE 소프트웨어는 선택한 에이전트
폰으로 통화를 전송하도록 Unified IP IVR에 지시합니다. 그러면 Unified IP IVR은 선택한 에이전트
폰으로 통화를 전송하도록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요청합니다.
Unified IP IVR은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하드웨어 또는 동급 사양 하드웨어에서 실행
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Unified CCE에 의해 제어되는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여러 Unified IP IVR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Unified IP IVR에는 기존 VRU와 같은 물리적 텔레포니 트렁크 또는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텔레포
니 트렁크는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종료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음성 게이트웨이
에서 Unified IP IVR로의 G.711 또는 G.729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스트림을 설정하기 위한
통화 처리 및 스위칭 기능을 제공합니다. Unified IP IVR은 JTAPI(Java Telephony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Java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 통신합니다. 또한 Unified IP IVR은 VRU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또는 시스템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를 사용하여 SCI(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Unified CCE와 통신합니다.
완벽한 내결함성이 필요한 구축의 경우에는 Unified IP IVR이 2개 이상 필요합니다.
관련 항목
컨택 센터 리소스 크기 조정, 245 페이지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73 페이지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r
Unified CCE를 Unified ICM과 함께 구축하여 기업 통화 관리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Unified
ICM은 Cisco Unified CCE를 비롯한 여러 벤더의 ACD, Cisco Unified IP IVR 및 Unified CVP를 비롯한
VRU, 그리고 텔레포니 네트워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기업 내 리소스의 위치에 관계없이 통화, 이
메일 등의 고객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Unified CCE는 CallRouter, 로거,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기타 구성 요소 등이 Unified ICM과 Unified CCE
간에 공유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Unified ICM과 함께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Unified ICM이 상위 항목이고 Unified CCE가 하위 항목인 상위/하위 모델에서 Unified CCE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타 벤더의 ACD와 함께 Unified ICM을 구축하는 모델과 비슷하며, 각
제품에 대해 CallRouter, 데이터 서버 등을 제공하므로 확장성이 뛰어난 구축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축에서는 다른 구성 요소도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아웃소싱 작업에서와 같이
Unified ICM과 Unified CCE를 격리해야 하는 분산 모델에서도 사용됩니다.
관련 항목
상위/하위 , 37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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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기화
작업 및 보고를 정확하게 수행하려면 컨택 센터 솔루션의 모든 구성 요소가 동일한 시간 값을 사용해
야 합니다. SNTP(Simple Network Time Protocol) 서버를 사용하면 솔루션 전체에서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솔루션 내 여러 구성 요소의 요구 사항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

솔루션 전체에서 동일한 NTP 소스를 사용해 주십시오.
구성 요소 유형

참고

도메인 컨트롤러

모든 도메인 컨트롤러는 같은 NTP 서버를 가리
켜야 합니다.

ESXi 호스트

모든 ESXi 는 같은 NTP 서버를 기본 도메인 컨트
롤러로 가리켜야 합니다.

컨택 센터 도메인에 있는 Windows 구성 요소

도메인의 Windows 머신은 NTP의 기본 도메인 컨
트롤러를 가리키며 해당 도메인 컨트롤러와 자동
으로 동기화됩니다. 따라서 NTP용 컨피그레이션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택 센터 도메인에 있지 않은 Windows 구성 요
소

Microsoft 문서의 내용에 따라 NTP 서버와 직접
동기화합니다.

Windows 이외의 구성 요소

Unified Intelligence Center, Finesse, Social Miner,
Unified Communication 등의 구성 요소는 도메인
컨트롤러와 같은 NTP 서버를 가리켜야 합니다.

Cisco Integrated Service Routers

로깅 및 디버깅용으로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려면
Cisco IOS 음성 게이트웨이에 대해 솔루션과 같
은 NTP 소스를 사용합니다.

IPv6 지원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은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Finesse 데스크톱과 폰에 대해 IPv6 연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IPv6가 지원되므로 구축의 대다수 엔드포인트가 IPv6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v6가 활성화된 구축에서는 IPv6 엔드포인트만 사용할 수도 있고 IPv4 엔드포인트와 IPv6 엔드포인
트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엔드포인트와 통신하는 서버는 이제 IPv4 연결뿐 아니
라 IPv6 연결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서버 간의 통신에서는 IPv4 연결을 계속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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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IPv6 데스크톱 및 폰만 포함된 구축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 IPv6 에이전트만 포함된 구축

이러한 IPv6 전용 구축에서는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가 서버의 듀얼 스택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Finesse 및 브라우저 기반 도구를 사용합니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역시 듀얼 스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음성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구축에서는 브라우저를
통해 액세스하지 않는 컨피그레이션 도구를 실행하기 위한 IPv4 기반 관리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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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IPv6 및 IPv4 엔드포인트가 모두 포함된 혼합 구축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 IPv4 및 IPv6 에이전트가 모두 포함된 구축

Finesse 데스크톱은 IPv4 또는 IPv6 연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TI OS 데스크톱 또는 Cisco Agent
Desktop을 사용하는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는 IPv4 연결을 사용해야 합니다. Unified WIM 및 EIM 에
이전트도 IPv4 연결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CTI OS 데스크톱 및 Cisco Agent Desktop은 릴리스 11.0(1)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
한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기존 구축을 업그레이드할 수는 있지만, 신규 구축에는 이러한 데스크톱
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향후 릴리스에서는 이러한 데스크톱 지원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IPv6를 지원하는 엔드포인트의 목록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
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IPv6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사용하여 Unified Communication 네트워크에서 IPv6 구축(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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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 IPv6 설계 관련 고려 사항
컨택 센터의 모든 구성 요소 서버에서 IPv6를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구축에서 IPv6 폰은 사용할 수
있지만 데스크톱은 IPv4 버전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구축에서는 데스크톱
에 연결하는 구성 요소 서버에 대해 IPv6를 활성화합니다.
IPv4 엔드포인트가 IPv6 엔드포인트와 통신할 때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버전 불일치를
협상하기 위해 MTP(Media Termination Point, 미디어 종료 포인트)를 호출합니다. 이로 인해 VXML
브라우저와 같은 IPv4 전용 엔드포인트에 추가 MTP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CVP 기능을
사용하려면 IPv4 및 IPv6 간 협상을 위한 MTP가 필요합니다.
설치 시에는 IPv6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IPv6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IPv6에서 IPv4를 사용하도록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듀얼 IP 스택이 포함된 호스트에는 IPv6 주소를 할당합니다. 솔루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IPv6
주소가 아닌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을 사용합니다.

데스크톱 지원
아래 표에는 각 연결 유형을 지원하는 데스크톱이 나와 있습니다.
데스크톱

IPv6 연결

IPv4 연결

Finesse

예

예

참고

Citrix XenApp를 통해
Finesse 데스크톱에 연결
하는 데 IPv6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CTI OS

아니요

예

Cisco Agent Desktop

아니요

예

이메일/채팅용 Unified WIM 및 EIM은 IPv6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Finesse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Live Data에서 실시간 보고 통계를 받습니다. Live Data는 IPv4 및
IPv6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퍼바이저용 기능에서는 IPv6가 지원됩니다.
• Unified CCE 관리를 사용하는 수퍼바이저 리스킬링(NAT64 컨피그레이션 필요)
• IPv6 폰을 사용한 무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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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보고서 실행
수퍼바이저 팀에는 IPv4 또는 IPv6 연결 지원 Finesse 데스크톱 및 IPv4 연결 지원 CTI OS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구 지원
제품 설명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솔루션 구성
요소에는 컨피그레이션 및 관리용 IPv4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Finesse,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등의 구성 요소는 예외입니다.

기타 구성 요소 및 기능 지원
아래 표에는 IPv6가 활성화된 환경에서 각 구성 요소 또는 기능이 지원하는 연결 유형이 나와 있습니
다.
구성 요소 또는 기능

IPv6가 활성화된 환경에서 지 참고
원되는 연결
IPv6

IPv4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예

예

모바일 에이전트

아니요

예

모바일 에이전트용 CTP 포트에서는 IP
Addressing Mode(IP 주소 지정 모드)로 IPv4
Only(IPv4 전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utbound Option

아니요

예

Outbound Option 다이얼러는 IPv4를 사용하여
전화를 겁니다. IPv4와 IPv6를 모두 지원하는
음성 게이트웨이는 IPv6 에이전트에 대한 추
천 중에 IPv6에 대한 통화 시그널링 및 미디어
를 재협상합니다. Outbound Option에서는 IPv6
전용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Pv6 클라이언트를 Outbound Option으로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Video Contact Center

아니요

Unified
예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
링

예
예

Unified IP IVR

아니요

예

Unified WIM 및 EIM

아니요

예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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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또는 기능

MediaSense

IPv6가 활성화된 환경에서 지 참고
원되는 연결
IPv6

IPv4

아니요

예

상위/하위 PG 또는 시 아니요
스템 PG

아니요

SocialMiner

아니요

예

음성 브라우저

아니요

예

IPv6가 활성화된 환경에서는 시스템 PG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IPv6가 활성화된 환경에서는 음성 브라우저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act Center Enterprise 솔루션에서 IPv6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
고해 주십시오.
구성 요소

문서

Unified CVP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설계 설명서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컨피그레이션 설명서

Finesse

Cisco Finesse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Cisco Finesse 관리 설명서

Cisco Unified Intelligence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관리 콘솔 사용 설명서
Center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는 에이전트 상태 관리, 에이전트 선택, 통화 라우팅/대기
열 제어, VRU 제어, CTI 데스크톱 화면 팝업, 컨택 센터 보고 등의 컨택 센터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Unified CCE는 가상 환경의 Cisco UCS(Unified Computing System) 하드웨
어 또는 동급 사양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며,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및 Microsoft SQL Server 2014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유동적인 가상 머신을 통해
다양한 구축 요건을 충족하도록 Unified CCE 소프트웨어를 확장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25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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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이 항목에서는 Unified CCE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몇 가지 중
요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고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Cisco Unified CCE 소프트웨어는 여러 VM(Virtual Machine, 가상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성 요소
의 집합입니다. 단일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성 요소의 수와 유형은 기본적으로 BHCA(최번시 통
화 시도) 및 VM의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드웨어 크기 조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으로는 에이
전트의 수,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수, Unified IP IVR 포트의 수, 라우팅 스크립트의 VRU 스크립트 노
드 수, ECC(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사용법 및 에이전트의 데스크톱에 필요한 통계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핵심 Unified CC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나와 있으며,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표 1: 핵심 Unified CC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Unified CC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명

CallRouter

통화 또는 고객 연락을 라우팅할 방법과 관련한 모든 라
우팅 결정을 내립니다. Unified CCE 구성 요소 컨텍스트
에서는 대개 “라우터”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우
터는 중앙 컨트롤러의 일부분입니다.

로거

컨택 센터 컨피그레이션 데이터가 저장되며 데이터 서버
로 분산하기 위해 기록 보고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로거는 중앙 컨트롤러의 일부
분입니다.

Cisco Finesse 서버

Finesse 서버는 에이전트 PG의 CTI 서버에 Finesse 데스크
톱을 연결합니다.

CTI OS(CTI Object Server)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용 CTI 인터페이스입니다.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여러 주변 장치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VRU(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멀티채널 제품(이메일 및 채팅용 EIM
및 WIM) 등이 포함됩니다. PG에는 특정 디바이스 인터페
이스용 PIM(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관리자)이 하나 이상
포함됩니다.

에이전트 PG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이 있는 PG입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주 JTAP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ommunications
변 장치 인터페이스 관리자)
Manager 클러스터와 상호작용하는 PG 부분입니다.
VRU 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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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명

MR PIM

콜센터 멀티미디어 제품(구체적으로는 이메일 및 채팅용
EIM 및 WIM)과 상호작용하는 PG 부분입니다.

CTI 서버

CTI OS와 상호작용하는 PG 부분으로, 일부 서버 간 통신
과 Finesse 및 서드파티 CTI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한 개방
형 CTI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컨피그레이션 인터페이스 및 보고용과 같은 실시간/기록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 구성 요
소의 여러 구축 모델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리 클라이언트

컨피그레이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구성 요소에는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기능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
으로 구축되는 경량 구축형 클라이언트입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Unified
Intelligence Center)

웹 브라우저 기반 실시간 및 기록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
다. Unified Intelligence Center는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제품과도 연동됩니다.

CallRouter 및 로거의 조합을 중앙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CallRouter와 로거 모듈이 같은 VM에서 실행
되는 경우 해당 서버를 Rogger라고 합니다.

이중화 및 내결함성
CallRouter와 로거는 쌍으로 지정된 이중화 방식으로 구축합니다. 이중화된 구축의 양측을 A측과 B
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CallRouter A와 CallRouter B는 서로 다른 두 VM에서 실행되는 CallRouter
의 이중화 인스턴스입니다. 정상 작동 시에는 양측이 모두 실행됩니다. 양측 중 하나가 다운되면 컨
피그레이션은 독립형 모드로 실행됩니다. 이러한 모드는 대개 듀플렉스 및 심플렉스 모드라고 합니
다.

참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CallRouter 및 로거의 독립형, 즉 심플렉스 구축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중
화된 쌍으로 이러한 구성 요소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측은 로드 밸런싱이 아닌 이중화에 사용되므로 양측 중 하나가 솔루션의 모든 로드를 실행할 수 있
습니다. A측과 B측은 모두 같은 메시지 집합을 실행하며 같은 결과를 생성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에서는 논리적으로 CallRouter가 하나뿐인 것으로 표시됩니다. CallRouter는 두 VM에서 동기화된 상
태로 실행되므로 양측이 모든 호출을 처리합니다. 장애 중에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통화 라우터가
통화 중간 스트림을 선택하며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처리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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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구성 요소는 핫 대기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즉, 하나의 PG만 활성화되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또는 해당 주변 장치를 제어합니다. 활성측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지
속적으로 작동하는 측이 애플리케이션 처리를 자동으로 계속합니다. 장애 중에 지속적으로 작동하
는 측은 이중화측이 복원될 때까지 심플렉스 모드로 실행되며 컨피그레이션은 자동으로 이중화된
작동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CTI OS 구성 요소는 함께 작동하며 서로를 백업하는 서버 쌍을 통해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활성/수
동 서버 또는 기본/보조 서버의 개념은 없으며 두 서버가 모두 항상 활성화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두
서버 중 하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버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대
체 서버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및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내결함성을 위해 쌍으로 구축됩
니다. 확장성을 위해 여러 쌍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록 데이터용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이중화 및
확장성을 위해 n+1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각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는 기본 설정/기본 데이터 소스로
로거(A측 또는 B측)가 있습니다.
관련 항목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관리 클라이언트, 18 페이지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PIM
Unified CCE 환경 내 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의 에이전트 PG(주변 장치 게이트
웨이)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이 있습니다. 확장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같은 클러
스터에 대해 여러 PIM이 필요한 구축도 있습니다. 각 PIM은 서로 다른 에이전트 PG에 구축해야 합니
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이 포함된 각 에이전트 PG는 에이전트를 2,000개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각 에이전트 PG에는 해당 클러스터의 폰과 연결된 데스크톱과 통신하기 위한 CTI 서버 구성 요소 하
나와 CTI OS 구성 요소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참고

A측과 B측의 CTI OS 구성 요소는 데스크톱 통신을 로드 밸런싱하기 위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각 Unified IP IVR 또는 CVP 서버에는 VRU PIM 하나가 있습니다. VRU PIM은 에이전트 PG의 일부분
입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 CTI 서버, CTI OS 및 여러 VRU PIM을 같은 VM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G 내부에는 중앙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PG 에이전트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세
스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중화된 PG 구축에서 PG 동기화도 수행하는 OPC(Open Periph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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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개방형 주변 장치 컨트롤러)라는 또 다른 내부 PG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여
러 PG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간의 통신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4: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간의 통신

대규모 멀티사이트(멀티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보통 여러 에이전트 PG가 구축됩니다. 여러 클러스터
를 구축하면 Unified CCE는 모든 에이전트와 통화를 중앙에서 추적합니다. Unified CCE는 통화에서
사용 중인 사이트나 클러스터에 관계없이 가장 적절한 에이전트로 통화를 라우팅하여 모든 통화를
단일 기업 전체 대기열 하나가 포함된 단일 논리적 기업 전체 컨택 센터의 일부분으로 표시합니다.

Unified CCE 에이전트 데스크톱 옵션
Cisco는 Unified CCE 에이전트용으로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Finesse 데스크톱 - Cisco Finesse는 표준화된 웹 구성 요소를 통해 데스크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 데스크톱 솔루션입니다. Cisco Finesse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
다.
◦ 브라우저 기반 솔루션
◦ 제한적 기능이 포함된 Cisco IP Phone 기반 솔루션
◦ 표준 OpenSocial 가젯을 사용하는 확장 가능 데스크톱 인터페이스
◦ 문서화된 REST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서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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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CTI OS 데스크톱 툴킷 - CTI OS 데스크톱 툴킷은 사용자 맞춤형 데스크톱을 작성하거나,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데스크톱을 통합하거나,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서버 간 통합
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킷을 제공합니다.

참고

CTI 툴킷 데스크톱은 Unified CCE 릴리스 11.0(1)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
다. 신규 구축에는 CTI 툴킷 데스크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향후 릴리스에서는
CTI 툴킷 데스크톱 지원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면 통화 제어(응답, 끊기, 대기, 대기 해제, 임의/수신자 지정 전송, 컨퍼
런스), 아웃바운드 통화, 상담 통화 및 통화 컨텍스트 데이터(CTI 화면 팝업) 전송/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다양한 Unified CCE용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CTI OS 데스크톱 툴킷 기반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사용하면 CRM Connector를 통해 연결되는 서드
파티 CRM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데스크톱 구축 시나리오, 131 페이지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관리 클라이언트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는 관리, 실시간 데이터 서버, 기록 데이터 서버, 세부 데이터 서버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Unified CCE 구축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관리 및 데이터 서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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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최소 VM 수로 필요한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
니다.
• 관리 서버 및 실시간 데이터 서버(AW)
• 구성 전용 관리 서버
• 관리 서버, 실시간/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AW-HDS-DDS)
• 관리 서버 및 실시간/기록 데이터 서버(AW-HDS)
• 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HDS-DDS)

참고

구축 옵션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축, 33 페이지 장을 참고해 주십시오.

• 관리 클라이언트(이전의 클라이언트 AW)는 관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확장성을 위해 관리 서버
의 하위 항목으로 구축됩니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컨피그레이션을 확인 및 수정하고 AW에서
실시간 보고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 자체를 저장하지는 않으며 데이터베이스도 포
함하지 않습니다.
CallRouter 및 로거 프로세스의 실시간 통화 처리 중단을 방지하려면 프로덕션 시스템용의 별도 VM
에 각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설치해 주십시오. 실험실 시스템 또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경우에는
CallRouter 및 로거와 같은 VM에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AW는 Cisco Finesse용 인증 서버로 사용됩니다. AW는 Finesse 구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고가용
성 모드(기본 AW와 백업 AW 모두 포함)로 실행해야 합니다.
가상화된 구축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가상화 DocWiki(http://
docwiki.cisco.com/wiki/Virtualization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리 서버 및 관리 클라이언트
관리 서버, 구성 전용 관리 서버 및 관리 클라이언트는 Unified CCE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컨피그
레이션 관리자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스킬 그룹/전화 건 번호/통화 유형 추가, 스킬
그룹에 에이전트 할당/통화 유형에 전화 건 번호 할당/라우팅 스크립트에 통화 유형 할당 등의 기능
이 컨피그레이션 옵션에 포함됩니다.
관리 서버 및 관리 클라이언트에는 라우팅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크립트 편집기 도구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우팅 스크립트를 통해 연락처를 라우팅하고 대기열에 추가하는 방법을 지
정합니다. 즉, 이 스크립트는 특정 연락처를 처리하는 스킬 그룹이나 에이전트를 식별합니다.
Unified CCE에서는 정밀 라우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밀 라우팅을 구성하려는 경우 웹 기반 애플
리케이션인 Unified CCE Administr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밀 라우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featur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
시오. 서드파티 컨피그레이션의 경우에는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여 정밀 라
우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개발자 참조 설명
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programming-referenc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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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및 구성 전용 관리 서버에서는 다음 구성 도구도 지원합니다.
• 인터넷 스크립트 편집기 서버 - 스크립트 편집기 클라이언트용 HTTPS(기본 프로토콜) 연결
이 도구 및 기타 컨피그레이션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관
리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리 서버는 관리 및 실시간 데이터 서버(AW)의 일부분으로 구축됩니다. AW는 내결함성을 위해 쌍
단위로 구축됩니다. 정상 작동 시 기본 AW는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확인을 위해 중앙 컨트롤러와 직
접 통신하며, 보조 AW는 데이터 확인을 위해 기본 AW에 연결됩니다. 기본 AW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보조 AW가 중앙 컨트롤러에 연결됩니다. 이 두 가지 AW 유형은 모두 컨피그레이션 및 실시간 데이
터를 AWDB(AW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각 AW는 중앙 컨트롤러와 같은 위치에 구축할 수도
있고 중앙 컨트롤러에서 원격 위치에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AW를 기본 AW와 함께 배치할 필
요는 없습니다.

참고

Unified CCMP(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및 Unified CCE 관리 웹 도구를 사용하려면 기본
AW에 연결해야 합니다. 보조 AW에 연결하는 경우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을 저장할 때 오류가
표시됩니다.
여러 관리 클라이언트를 구축하여 기본 또는 보조 AW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 클라이언트는 해
당 AW에 지리적으로 로컬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

관리 클라이언트 및 관리 워크스테이션은 원격 데스크톱 액세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클라이언트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에서는 같은 클라이언트나 워크스테이션에서 여러 사용자의 동시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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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피그레이션 전용 관리 서버는 AW와 동일하지만 실시간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
클라이언트는 AW에 연결할 수 없으며 스크립트 편집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림 6: 중앙 컨트롤러와 단일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간의 통신

그림 7: 중앙 컨트롤러와 여러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간의 통신

AW, 컨피그레이션 전용 관리 서버 및 관리 클라이언트는 지정된 VM에서 단일 인스턴스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서버
AW의 실시간 데이터 서버 부분에서는 AW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실시간 보고서에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거의 최
신 상태에 가까운 시스템의 일시적인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21

아키텍처 개요
Unified CCE 보고

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
HDS(Historical Data Server, 기록 데이터 서버) 및 DDS(Detail Data Server, 세부 데이터 서버)는 장기적
인 기록 데이터 저장에 사용됩니다. 15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요약된 기록 데이터가 저장되는 HDS는
보고용으로 사용됩니다. 각 통화 또는 통화 세그먼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저장되는 DDS는 통화 추적
용으로 사용됩니다. 웨어하우징 및 사용자 맞춤형 보고를 위해 이러한 소스 중 하나에서 데이터를 추
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서버는 보통 3개 역할(AW-HDS-DDS)을 모두 수행하는 단일 서버로 기본 AW와 함께
구축됩니다. 초대형 구축에서는 확장성을 위해 이러한 서버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Unified CCE 보고
Unified CCE 보고 솔루션은 시스템의 기록 및 실시간 상태를 설명하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보고 솔루션은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Cisco Unified Intelligent Center - 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 컨피그레이션 및 보고 데이터 - 하나 이상의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참고

보고 관련 개념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의 보고 개념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사용하는 보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Unified Intelligence Center)는 Unified CCE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고급 보고 제품입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Web 2.0 기능, 뛰어난 확장성, 성능 및 고급 기능(예: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제품이나 서드파티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
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Unified Intelligence Center에는 특정 사용자에 대해 각기 다른 액세스
및 기능을 정의하는 보안 모델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Unified Intelligence Center Standard는 Unified CC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nified Intelligence Center
Premium은 추가 기능이 포함된 선택적 제품입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사용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intelligence-center/
products-user-guide-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Intelligence Center는 다른 Unified CCE 구성
요소와 함께 배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VM에 설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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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은 컨택 센터 관리자, 팀 리드 또는 관리자가 수행하는 일상
적인 프로비저닝 및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관리 포털이 제공하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폰, 에이전트, 스킬 그룹, 팀 이동/추가/수정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과 IP 컨택 센터의 일반적인 기
타 컨택 센터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작업 기반 단일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하는 IP 컨택 센터 요소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구성 요소를 모두 테넌트에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통합 컨피그레이션
• 완벽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여러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분할된 시스템
• 여러 비즈니스 레벨 사용자(구체적인 역할 및 책임을 통해 각 사용자가 정의됨)를 지원하는 계
층적 관리 방식
• 관리 포털의 모든 사용자별로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과 사용 현황을 자세히 보여 주는 감사 내
역 보고서
관련 항목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313 페이지

JTAPI 통신
Unified CCE 및 Unified IP IVR 등의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간에 JTAPI
통신이 수행되도록 하려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JTAPI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구성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 또는 Unified IP IVR은 시작 시 JTAPI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로그인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 또는 Unified
IP IVR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프로세스에서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JTAPI 통신이 설정됩니
다. 각 Unified IP IVR 서버에는 별도의 JTAPI 사용자 ID가 필요합니다. 클러스터 하나와 Unified IP
IVR 2개가 포함된 Unified CCE 구축에는 JTAPI 사용자 ID가 3개(Unified CCE용으로 하나, 2개 Unified
IP IVR용으로 2개) 필요합니다. 각 PG 쌍에 PG 사용자 1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Unified Communications 소프트웨어에는 CTI Manager라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TI Manager는
JTAPI를 통해 Unified CCE 및 Unified IP IVR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합니다. 클러스터 내의 각 가
입자는 CTI Manager 프로세스의 인스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 PG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은 클러스터 내의 단일 CTI Manager(단일 노드)와만 통신합니다. CTI
Manager 프로세스는 클러스터 내의 다른 노드와 CTI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구축에서 CTI Manager를 통해 가입자 1을 사용하여 VG(음성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고 가
입자 2를 사용하여 Unified CCE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에 대한 통화가 VG에 도착하면 가입
자 1이 클러스터 내 메시지를 가입자 2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가입자 2는 Unified CCE에 경로 요청을
보내 통화를 라우팅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 Unified IP IVR도 클러스터 내의 단일 CTI Manager와만 통신합니다. 위의 예에서 설명한 PIM 및
Unified IP IVR 2개는 서로 다른 CTI Manager와 통신할 수도 있고 모두 같은 CTI Manager와 통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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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항목은 각기 다른 사용자 ID를 사용합니다. CTI Manager는 사용자 ID를 통
해 각 애플리케이션을 추적합니다.
PIM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쪽만 활성화되어 클러스터와 통신합니다. 에이전트 PG A의 PIM은 다른
가입자의 CTI Manager와 통신합니다. Unified IP IVR은 중복 쌍으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CTI Manager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 Unified IP IVR은 클러스터 내의 다른 CTI Manager로 장애
조치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와 Unified CCE 간의 JTAPI 통신에는 다음의 세 가지 고유 메시징 유형이 포함됩니다.
• 라우팅 제어
클러스터는 라우팅 제어 메시지를 사용하여 Unified CCE에서 라우팅 지침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디바이스 및 통화 모니터링
클러스터는 디바이스 모니터링 메시지를 사용하여 디바이스(폰) 또는 통화의 상태 변경에 대해
Unified CCE에 알릴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 및 통화 제어
클러스터는 디바이스 제어 메시지를 사용하여 디바이스(폰) 또는 통화 제어 방법에 대한 지침을
Unified CC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Unified CCE 통화에서는 몇 초 이내에 이 세 가지 유형의 JTAPI 통신이 모두 포함됩니다. 새
전화가 오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Unified CCE로부터 라우팅 지침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Unified CCE에서 라우팅 응답을 받는 가입자는 통화를 에이전트 폰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폰
이 울리고 있음을 Unified CCE에 알립니다. 이 알림이 수신되면 에이전트 데스크톱의 Answer(응답)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에이전트가 Answer(응답) 버튼을 클릭하면 Unified CCE에서 폰을 들어 전화를
받을 것을 가입자에게 지시합니다. 라우팅 제어 통신이 수행되도록 하려면 가입자에게 CTI 경로 포
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CTI 경로 포인트를 특정 JTAPI 사용자 ID와 연결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 가입
자는 해당 CTI 경로 포인트에 대한 라우팅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DN(Dialed Number, 전화 건 번호)을 CTI 경로 포인트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가입자가
해당 DN으로 새 전화가 올 때 Unified CCE에 대한 경로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정 CTI 경로 포인트에 대한 DN을 다른 파티션의 다른 CTI 경로 포인트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
다. 모든 파티션의 모든 CTI 경로 포인트에서 DN이 고유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폰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려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JTAPI 사용자 ID와 폰을 연결해
주십시오. Extension Mobility 또는 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를 사용할 때는 Extension Mobility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대신 연결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환경에서는 IP 폰 또는 해당 Extension
Mobility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Unified CCE JTAPI 사용자 ID와 연결합니다. 에이전트 데스크톱이 로
그인하면 PIM은 해당 폰의 모니터링 및 제어 시작을 허용하도록 가입자에게 요청합니다. 에이전트
가 로그인할 때까지 가입자는 Unified CCE가 해당 폰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도록 허용하지 않습
니다. 디바이스 또는 해당 Extension Mobility 디바이스 프로파일이 Unified CCE JTAPI 사용자 ID와 연
결되어 있지 않으면 에이전트 로그인 요청이 실패합니다.
EMCC(Extension Mobility Cross Cluster)를 사용하는 경우 Extension Mobility 로그인 후에 로컬 클러스
터에 등록되는 Unified CCE PIM 폰은 WAN에 배치된 에이전트처럼 표시됩니다. Unified CCE 주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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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클러스터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폰 디바이스가 아닌 Extension Mobility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에이전트 디바이스를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
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두 가지 방법, 즉 디바이스나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하여 Extension Mobility 디바이스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CCE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Extension Mobility
를 연결합니다.
디바이스가 아닌 EM Profile을 구성하면 콜센터에서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폰을 보다 유동적으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폰 디바이스를 구성하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제한됩니다.
컨택 센터에서 사용하는 옵션은 고객의 사업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Unified IP IVR은 JTAPI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와도 통신하므로 Unified IP IVR에서도 동일한
세 가지 유형의 통신이 수행됩니다. 그러나 Unified CCE와는 달리 Unified IP IVR은 모니터링 및 제어
되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와 디바이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Unified CCE가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디바이스는 물리적 폰입니다. Unified IP IVR에는 기존 VRU와
같은 물리적 포트가 없습니다. Unified IP IVR 포트는 CTI 포트라는 논리적 포트입니다. Unified IP IVR
의 각 CTI 포트에 대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CTI 포트 디바이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기존 PBX 또는 텔레포니 스위치와 달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통화를 보내는 Unified IP
IVR 포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CTI 경로 포인트를 통해 Unified IP IVR JTAPI 사용자와 연결된 DN
으로 전화를 걸면 가입자는 Unified IP IVR에 통화를 처리할 CTI 포트를 묻습니다. Unified IP IVR에
사용 가능한 CTI 포트가 있으면 Unified IP IVR이 해당 통화를 처리할 CTI 포트의 디바이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라우팅 제어 요청에 응답합니다.
SIP는 DTMF(Dual Tone Multi-Frequency, 복합 주파수 부호) 숫자를 전송하지만 Unified IP IVR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대역 외 DTMF 숫자만 지원합니다. 클러스터로부터의 JTAPI 메시
지가 발신자가 입력한 DTMF 숫자를 Unified IP IVR에 알려 줍니다. 클러스터는 MTP 리소스를 사용
하여 대역 내 시그널링을 대역 외 시그널링으로 변환합니다. CTI 포트는 대역 외 DTMF 숫자만 지원
합니다. 구축에 SIP 폰 또는 게이트웨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변환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MTP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해 주십시오.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에도 이 변환을 위한 추가 MTP 리소스가 필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Unified IP IVR 디바이스 및 통화 제어의 예를 보여 주는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사용 가
능한 CTI 포트를 통화에 할당하면 Unified IP IVR 내에서 Unified IP IVR 워크플로가 시작됩니다. 워크
플로가 수락 단계를 실행하면 해당 CTI 포트에 대한 통화에 응답할 수 있도록 JTAPI 메시지가 가입
자에게 전송됩니다. Unified IP IVR 워크플로는 통화를 전송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통화에 대
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가입자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발신자가 Unified IP IVR과 상호작용하면서 통화를 해제하면 VG가 발신자의 해제를 탐지합니다. VG
가 MGCP(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를 사용하여 가입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나면 가입자는 JTAPI
를 사용하여 Unified IP IVR에 알림을 보냅니다. VG는 DTMF 신호음을 탐지하면 H.245 또는 MGCP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입자는 JTAPI를 통해 Unified IP IVR에 알림을 보냅니다.
CTI 포트 디바이스 제어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도록 하려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CTI 포
트 디바이스를 적절한 Unified IP IVR JTAPI 사용자 ID와 연결해 주십시오. 150포트 Unified IP IVR이
2개인 경우 CTI 포트의 수는 300개입니다. CTI 포트 중 절반은 JTAPI 사용자 Unified IP IVR 1과 연결
하고, 나머지 절반은 JTAPI 사용자 Unified IP IVR 2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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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자체적으로 Unified IP IVR에 통화를 라우팅하도록 구성할 수는
있지만, Unified IP IVR이 하나뿐이며 모든 통화에서 초기 VRU 처리를 수행해야 하더라도 Unified
CCE는 Unified CCE 환경에서 Unified IP IVR에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Unified CCE
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Unified IP IVR이 포함된 구축의 경우 이 라우팅 방식을 사용하면 Unified
CCE가 여러 Unified IP IVR 전반에 걸쳐 통화의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73 페이지

멀티채널 하위 시스템: EIM 및 WIM
Unified CCE에는 멀티채널 컨택 센터에 EIM(E-Mail Interaction Manager) 및 WIM(Web Interaction
Manager)을 제공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과 관련된 설계 정보는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email-interaction-manager/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Outbound Option
에이전트는 인바운드 연락과 아웃바운드 연락을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컨택 센터 리소스를 최적
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isco Outbound Option을 사용하면 다기능 컨택 센터에서 Cisco Unified CCE
기업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캠페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컨택 센터 관리자는
Cisco Unified CCE가 에이전트 리소스에 대해 유지 관리하는 기업 보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용 Cisco Outbound Option, 185 페이지

Cisco Unified Mobile Agent
Cisco Unified CCE는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데스크톱과 CTI OS 서버 간에 고품질 고속 데이터 연결 및
원하는 PSTN 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련 항목
Cisco Unified Mobile Agent, 203 페이지

서비스 가용성
진단 도구
Unified CCE에는 진단용 내장 웹 기반(REST형) 인터페이스인 진단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모든 Unified CCE 서버에 있는 진단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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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T(Real-Time Monitoring Tool,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에 통합되어 있는 분석 관리자 기능은 이 진
단 프레임워크에서 진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측 도구로 제공됩니다. 분석 관리자 외에,
클라이언트가 모든 Unified Communication 서버의 진단 프레임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줄 인터페이스인 Unified System CLI 도구도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CLI 사용 권한을 받기 위해 먼저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자는 분석 관리자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Unified Communication 디바이스에 연결해 추적 레벨
을 설정하고, 추적 및 로그 파일을 수집하고,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데이터와 버전
및 라이센스 정보를 수집합니다. 즉, 관리자가 모든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과 디
바이스에서 진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분석 관리자입니다.
분석 관리자는 인증을 위한 로컬 사용자 및 도메인 보안 기능과, 교환되는 데이터 및 진단 프레임워
크 보호를 위한 보안 HTTP를 제공합니다.
모든 Unified CCE 서버에서 실행되는 Unified CCE 진단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서비스 가용성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를 참고
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관리 도구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사용하여 Unified CCE를 관리합니다. Unified CCE 디
바이스는 SNMP v1, v2c, v3을 지원하는 내장 SNMP 에이전트 인프라를 포함하며
CISCO-CONTACT-CENTER-APPS-MIB로 정의된 계측을 표시합니다. 이 MIB는 표준 SNMP 관리 스
테이션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검색 및 상태 계측을 제공합니다. Unified CCE는
시스템의 결함을 관리자에게 알리는 다양한 SNMP 알림 집합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정보
를 제공하는 이벤트 집합을 활용하려는 관리자를 위해 RFC 3164를 준수하는 표준 syslog 이벤트 피드
도 제공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 구축을 관리하려는 고객은 Cisco Unified Operations Manager(Unified Operations
Manager)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는 Unified
Operations Manager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구축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비저닝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Unified Operations Manager는 네트워크의 기본 전송 인프라와 IP 통신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모두 모
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SNMP, HTTP 등의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IP 통신 구축 내의
여러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원격으로 폴링합니다. Unified Operations Manager는 이와 같은 인프라
모니터링 기능 외에 Unified CCE를 비롯한 Unified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능도 제공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cloud-systems-management/
prime-unified-operations-manager/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서 Unified Operations Manager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CCE SNMP 에이전트 인프라 및 syslog 피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SNMP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를 참고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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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의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서비스 가용성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같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IP 텔
레포니 및 Unified CCE 결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는 일반 IP 텔레포니(사무실) 내선 번호와 Unified CCE(콜
센터) 내선번호를 둘 다 사용하여 Cisco Unified IP Phone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IP 텔레포니 및 Unified
CCE 내선 번호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 사용 방식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를 실행할
때는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
Unified_CCE)에서 설명하는 대로 솔루션의 모든 요소가 호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컨택 센터 환경에서는 유지 관리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는 Unified CCE 에이전트가 일반적인 관리자 폰 사용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통화를 처리하므로 디바이스 가중치, 즉 에이전트당 필요한 처리 기능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폰 사용
자에 비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전용 클러스터는 폰 20,000개를 지원할 수 있지만 Unified CCE
클러스터는 이러한 폰의 일부분만 에이전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에이전트를 지원하기 위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필요한 통화량과 메시징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환경 제한 사항으로 인해, IP 텔레포니 내선 번호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를 Unified CCE 내선 번호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Unified CCE를 구축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IP 폰에서 IP 텔레포니 및 Unified CCE 확장 결합
Unified CCE는 IP 폰에서 에이전트 ACD 회선을 하나만 지원합니다. 이 회선에는 Unified CCE가 해당
회선에서 에이전트에게 전송되는 모든 통화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음성 메일 또는 통화 전달
기능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 확장은 에이전트의 DID 또는 개인 회선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별도의 회선을 에이전트 폰에 할당할 수 있으며, 음성 메일 및 기
타 통화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회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폰의 회선 위치에 따라 에이전트가 핸드셋을 들 때 응답하거나 사용되는 회선이 결정됩니다. 일반적
인 콜센터에서는 에이전트가 인바운드 ACD 통화에 보다 쉽게 응답하고, 에이전트가 폰을 사용하여
거는 전화를 시스템에서 외부 통화로 추적할 수 있도록 폰의 첫 번째 회선이 ACD 회선으로 사용됩니
다. 에이전트 상태는 이 회선의 활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폰을 드는 에이전트는 준
비 안 됨 모드로 설정되며, Unified CCE는 해당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에이전트가 지식 노동자이거나 일반 내선 번호 통화만큼 많은 ACD 통화를 처리하지 않
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센터 관리자는 ACD와 관련이 없는 폰 활동을 추적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
자는 DID 전화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항상 ACD 회선에 먼저 연결해야 하므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CD 회선을 폰에 표시되는 마지막(맨 아래) 회선으로 배치하고 DID 또는 일반 내선 번
호를 폰의 첫 번째 회선으로 배치하여 회선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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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을 정렬하면 사용자가 폰을 들어 첫 번째 회선에 응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는 모든 전화에도
해당 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D 통화에 응답하려는 경우에는 폰에서 해당 회선을 선택해야 하
거나,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해당 회선에 표시되는 통화에 직접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내선 번호에서 전화를 걸려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상태를 관리하여 준비 안 됨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회선을 사용 중일 때 Unified CCE가 이러한 에이전트에게 통화 라우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내선 번호가 에이전트의 DID 또는 개인 회선과 동일한 구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전트 폰에 통화 대기가 구성되어 있으면 에이전트 간의 통화로 인해 고객 통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려면 에이전트 간 라우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가 통화 중이면 통화를
대기하거나 거부하도록 에이전트 간 라우팅 스크립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이전트 활동을
확인해야 하며 에이전트에 대해 모든 통화 중단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유용합니
다.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에이전트 DID 대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CTI 경로 포인트
를 사용하여 에이전트 간 라우팅을 위해 통화를 Unified CCE로 전송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을 손쉽게
수행하여 CTI 경로 포인트를 줄이려는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와일드카드 기능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단, Unified CCE에는 각 에이전트당 하나씩 고유한 라우팅 DN이 필요합니다.

참고

특정 CTI 경로 포인트에 대한 DN을 다른 파티션의 다른 CTI 경로 포인트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
다. 모든 파티션의 모든 CTI 경로 포인트에서 DN이 고유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 바이패스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에이전트 폰
인도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통신 규정이 적용되므로 음성 인프라를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시스템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 조직 내 경계 간의 통신을 활성화하는 CUG(Closed User Group) 또는 VoIP(Voice over IP)용 인프
라 하나
• 로컬 PSTN 액세스용 인프라 하나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고객 통화 액세스용 회선과, 컨택 센터 외부에 있는 팀원
또는 전문가에 대한 VoIP 액세스용의 다른 폰을 동시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논리적 분할 기능을 사용하면 동일한 기능을 통해 허용되거
나 금지되는 특정 컨피그레이션을 기준으로 하여 통화와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의 일
반적인 텔레포니 시스템에서는 PSTN 및 VoIP 네트워크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
템에는 제어되는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고 요금 바이패스를 방지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
니다.
논리적 분할 기능을 활성화하여 요금 바이패스 통화를 방지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
용하는 경우 Unified CCE 시스템의 에이전트는 같은 폰을 통해 고객 전화를 받는 동시에 다른 직원과
의 VoIP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에이전트가 두 번째 폰을 사용할 필요
가 없지만, 컨택 센터 관리자는 고객 통화용으로 전용 회선이나 폰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 통화용으로 다른 회선이나 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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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환경의 통화 대기
컨택 센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통화 대기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에이전트가 처리하도록 신규 통화가 대기 중인 경우
• 두 번째 또는 후속 에이전트가 처리하도록 전송된 통화가 대기 중인 경우
• 벨이 울렸는데 응답이 없어 다시 라우팅된 통화가 최초 또는 후속 에이전트가 처리하도록 대기
중인 경우
Unified CCE 구축을 계획할 때는 대기 및 다시 대기를 처리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Unified CCE 구축에서 통화를 대기시키려면 Unified CCE에 대한 SC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VRU 플
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중의 하나가 Unified IP IVR입니다. Cisco는 Unified CCE 구축
용 대기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VRU 플랫폼인 Unified CVP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
축, 33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CCE 환경에서 VRU는 에이전트의 응답을 대기하는 동안 음성 공지 및 대기 처리 기능을 제공
합니다. Unified CCE는 SCI 인터페이스를 통한 통화의 대기 처리 유형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
다. Unified CCE가 특정 대기 처리 재생을 VRU에 명령하도록 하는 구성 요소는 Unified CCE 라우팅
스크립트의 VRU 실행 스크립트 노드입니다.
VRU가 발신자에게 대기 처리를 재생하는 동안 Unified CCE는 라우팅 스크립트에 정의된 스킬을 보
유한 사용 가능 에이전트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의된 스킬을 보유한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
해지면 Unified CCE가 해당 에이전트를 예약하고 해당 에이전트 폰에 음성 경로를 전송하도록 VRU
에 지시합니다.

Unified CCE 환경의 전송 및 컨퍼런스
컨택 센터에서는 전송과 컨퍼런스가 흔히 사용됩니다. 전송 및 컨퍼런스 시에는 적절한 시스템 리소
스가 사용 가능하며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컨택 센터의 전송 및 컨퍼
런스 처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전트 폰의 DN 컨피그레이션에서 통화 녹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컨퍼런스 설정 시 코덱을
다시 협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폰이 G.722를 사용하여 연결된 상태에서 컨퍼런스 통화를
시작하면 코덱이 G.711로 다시 협상되지 않으므로 하드웨어 컨퍼런스 브리지 또는 트랜스코더
가 필요합니다.
• 단일 단계 전송 중에 통화 컨텍스트를 유지하려면 같은 주변 장치에 구성된 라우팅 DN 또는 에
이전트로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 Unified CVP에서 네트워크 전송을 실행하려면 같은 주변 장치에서 라우팅 DN을 구성합니다.
관련 항목
구축,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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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플랜
Unified CCE용 구축 모델에 관계없이 항상 구축을 시작하기 전에 다이얼 플랜을 준비하면 유용합니
다. 사용하는 다이얼 플랜은 전화망 및 전화 걸기 패턴과 연결됩니다. 다이얼 플랜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구현: 다이얼 플랜 소개"는 다른 Cisco용으
로 작성되기는 했지만 다이얼 플랜의 개념을 소개하고 다이얼 플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
다.
다음 섹션에서는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샘플 다이얼 플랜 및 컨피그레이션 플랜을 제시합니
다.

Unified CVP 다이얼 플랜을 사용하는 샘플 Unified CCE
아래 표에는 대기용 VRU 애플리케이션으로 Unified CVP를 사용하는 Unified CCE 시스템의 샘플 다
이얼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여기에 표시된 일부 값의 점은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때 입력하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
어 “55551291..” 값에서 점은 00에서 99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다이얼 피어

내선 번호

대상 패턴 또는 수 유형 또는 서비스
신되는 전화 건 번
호

세션 대상

음성 게이트웨이
51291

55551291..

VoIP

512919

5555129199T

부트스트랩

Unified CVP

Unified CVP
전화 건 번호

내선 번호

대상

유형

5129199>

5555129199

5555129199 <상관 VRU 레이블
관계 ID>

51291>

55551291[00-99]

55551291[00-99]

CVP 경로 포인트

Unified CVP

512>

55512....

555512....

디바이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Target
음성 게이트웨이

Unified CM(경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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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건 번호

내선 번호

대상

5129101!

5555129101

5555129101 <상관 Unified
Communications
관계 ID>
Manager 레이블

1[000-9999]

5555121[000-999]

에이전트 내선 번
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2[000-9999]

2[000-999]

경로 포인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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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Target
Unified CVP

2

장

구축
• Unified CCE 기본 모델 , 33 페이지
• Enterprise Unified CCE 주변 장치, 39 페이지
•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 40 페이지
• Live Data, 44 페이지
• 에이전트 유형 구축 시나리오, 47 페이지
•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 68 페이지
•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68 페이지

Unified CCE 기본 모델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는 인텔리전트 통화 라우팅, 네트워크 및 데스크톱 간
CTI(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그리고 IP 네트워크를 통한 컨택 센터 에이전트의 멀티채널 연락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Unified CCE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 프레임워크에 IP
ACD(Automatic Call Distribution)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통합 솔루션
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고급 분산 컨택 센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연락처를 정렬하도록 Unified CC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는 리소스 가용성을 모니
터링하고 각 문의를 기업의 가장 적합한 리소스로 연결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화 건 번호, 통화 회선
ID, 발신자가 입력한 번호, 웹 양식으로 제출된 데이터, 고객 데이터베이스 조회로 얻은 정보 등의 관
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고객 문의를 프로파일링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컨택 센터의 가용 리소스
를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에이전트 스킬 및 가용성,
VRU(음성 응답 장치) 상태, 대기열 길이 등이 포함됩니다.
Unified CCE를 사용하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 채팅, 웹 협업 및 이메
일과 같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수행하면 고객이 선
택하는 통신 채널에 관계없이 단일 에이전트가 여러 상호작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기본 모델에는 지원되는 여러 Unified CCE 모델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공통 기능 집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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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기본 모델 아키텍처
다음 그림에는 Unified CCE 기본 모델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로컬인 에이전
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 8: Unified CCE 기본 모델 - 논리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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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델 구성 요소
Unified CCE 기본 모델에는 여러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라우팅 서비스, 통화 제어,
VRU(음성 응답 장치), 보고 등의 주요 솔루션 구성 요소를 호스팅합니다.
그림 9: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 - 논리적 보기

표 2: Unified CCE 기본 모델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Unified CCE 통화 라우터

통화 또는 고객 연락을 라우팅할 방법과 관련한
모든 라우팅 결정을 내립니다. Unified CCE 구성
요소 컨텍스트에서는 대개 라우터로 지칭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라우터는 중앙 컨트롤러의 일부
분입니다.

Unified CCE 로거

컨택 센터 컨피그레이션 데이터가 저장되며 데이
터 서버로 분산하기 위해 기록 보고 데이터가 임
시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로거는
중앙 컨트롤러의 일부분입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컨피그레이션 인터페이스 및 보고용과 같은 실시
간/기록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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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설명

Live Data

Unified CCE Live Data 보고서용으로 라우터와 PG
에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PG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VRU(Unified Customer Voice Portal/Unified IP IVR)
또는 이메일 및 채팅용 멀티채널 제품(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등의 여러 주변 장치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데스크톱 서버

Unified CCE PG와 함께 배치됩니다.
데스크톱은 Finesse, CTI OS, Cisco Agent Desktop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Unified Intelligence Center

웹 브라우저 기반 실시간 및 기록 보고 기능을 제
공합니다. Unified Intelligence Center는 다른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제품과도 연동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Communication System의 통화 처리
구성 요소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IP 폰, 미디어 처리 디바이스, VoIP 게이트웨이,
모바일 디바이스 및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서 기업 텔레포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
합니다.

Cisco 음성 게이트웨이

음성 게이트웨이는 PSTN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프레임워크 간의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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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OS 데스크톱 및 Cisco Agent Desktop
은 Unified CCE 릴리스 11.0(1)부터 더 이
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구축에는 이
러한 데스크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향
후 릴리스에서는 이러한 데스크톱 지원
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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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Unified CCE의 선택적 구성 요소

선택적 구성 요소

설명

Cisco Unified CCMP(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컨택 센터 시스템 관리자, 비즈니스 사용자 및 수
퍼바이저용으로 설계된 브라우저 기반 관리 애플
리케이션인 Unified CCMP는 Unified CCE,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Unified CVP 장비를
포함하는 고밀도 다중 테넌트 프로비저닝 플랫폼
입니다.

자동 음성 인식 및 TTS(Text-to-Speech)

발신자는 ASR을 통해 단어나 구를 말하여 메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TS는 일반 텍스트(UNICODE)를 음성으로 변환
합니다.

멀티채널(Unified WIM 및 EIM)

Cisco Unified EIM(E-Mail Interaction Manager)을
사용하는 조직은 인바운드 이메일, 웹 양식 조회,
팩스, 서신 등을 지능적으로 라우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Cisco Unified WIM(Web Interaction
Manage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도구 집합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즉, 콜센터 에이전트는 텍스트 채팅 메시
지와 페이지 푸시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 맞
춤형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ified WIM을 사용하여 웹 채팅을 통해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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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데이터 센터 구성 요소 - 물리적 보기

Unified CCE 기본 모델 설계 요건
Unified CCE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기능을 제공하는 컨택 센터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요건은
Unified CCE 기본 모델이 고가용성을 제공하도록 구축됨을 의미합니다.
Unified CCE 기본 모델 설계에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Unified CCE 구축을 이중화해야 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노드를 1:1로 이중화해야 합니다.
• Unified CVP는 N+1로 이중화하거나 지리적 이중화의 경우 1:1로 이중화해야 합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는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N+1로 이중화해야 합니다.
Unified CCE 기본 모델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LAN의 데이터 인프라
• 음성 게이트웨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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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게이트웨이 및 트렁크의 수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을 참고해 주십
시오.

필요한 OVA의 수와 유형을 확인하려면 Unified CCE 가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Virtualization_
의 수와 OVA의 수 및 유형
for_Unified_CCEt)를 참고해 주십시오.
• Unified CVP 서버의 수
통화를 대기하고 상담 전송과 컨퍼런스를 이러한 리소스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Cisco Collaboration
완료하는 데 필요한 DSP(Digital Signal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을 참고해 주십
Processor,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리소스의 시오.
양

참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에는 vCPU가 2개인 OVA를 사용해야 합니다. Unified CCE
구축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용으로 vCPU가 1개인 OVA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련 항목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73 페이지

Unified CCE 기본 모델 변형
Unified CCE의 기본 모델에는 두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 중 하나는 음성 게이트웨이를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용 전화망)이 아닌 PBX의 회선측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변형은 동일한 단일 사이트에서 여러 PSTN 및 PBX에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구축에 로컬 PSTN,
수신자 부담 PSTN 및 기존 PBX/ACD의 트렁크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에서 지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STN과 음성 게이트웨이 간에 사용할 시그널링의 유형(예: ISDN, 복합 주파수 시그널링, R1)
• 음성 게이트웨이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간에 사용할 시그널링(SIP 또는 MGCP)
관련 항목
ACD 통합 및 상위/하위 구축, 397 페이지
기존 VRU 통합, 397 페이지

Enterprise Unified CCE 주변 장치
Enterprise Unified CCE 주변 장치 구축에서 Unified CCE 소프트웨어는 VRU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각기 별도의 주변 장치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각 주변 장치에 대해 한 번씩 라우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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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통화가 주변 장치에 도달하면 각 주변 장치에 대해 종료 통화 세부사항 레코드가 생성
됩니다. 주변 장치 간에 통화를 이동할 때는 변환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와 VRU PG를 서로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VRU용으로 각기 별도의 PIM이 포함된 일반 PG에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VRU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을 더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축에서는
VRU 주변 장치에 연결된 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을 사용합니다. 여러 VRU 간에 로드 밸런
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역할마다 다양한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구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구축은 서로 다른 기능을 포함
하며 각기 다른 양의 보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역할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및 처리 가능한 통화 로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역할로
분류됩니다.
관리 서버(컨피그레이션 및 실시간 보고)
이 역할은 컨피그레이션 변경 및 실시간 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이전의 배포자 AW 모델과 비슷
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보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실시간 보고 기능을 지
원합니다. 기록 보고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림 11: 컨피그레이션 및 실시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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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구성 전용 AW)
이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구축 역할에서는 HDS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실시간 보고 기능이 꺼집
니다. 이 배포자 구축은 컨피그레이션 변경 기능만 제공합니다. 실시간 및 기록 보고 기능은 지
원되지 않습니다.
이 구축 역할에서는 CCMP가 특정 Unified CCE 고객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량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서는 로드가 낮으므로 VMware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서버 한
대로도 충분합니다.
그림 12: 구성 전용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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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AW-HDS-DDS)
이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구축 역할은 컨피그레이션 변경 및 실시간/기록 보고 기능을 모두 제공
하는 기존 배포자 AW(HDS 포함) 모델과 비슷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Unified
Intelligence Center 보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실시간 및 기록 보고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록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맞춤형 보고 데이터 추출용으로 통화 세부사항 및 통화 변수
데이터가 지원됩니다.

참고

Unified Intelligence Center는 기본 솔루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림 13: 관리 서버, 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AW-HDS-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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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서버 및 기록 데이터 서버(AW-HDS)
이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구축 역할은 컨피그레이션 변경 및 실시간/기록 보고 기능을 모두 제공
합니다.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보고 사용자를 사용하여 실시간 및 기록 보고 기능을
지원합니다.

참고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는 기본 솔루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기능은 비활성화되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 통화 세부사항, 통화 변수 및 에이전트 상태 추적 데이터
• 사용자 맞춤형 보고 데이터 추출
그림 14: 관리 서버 및 기록 데이터 서버(AW-H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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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HDS-DDS)
HDS-DDS 구축 모델은 데이터 추출 및 통화 세부사항 제공을 위한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TCD
및 RCD)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다음 기능은 비활성화되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시간 데이터 보고
• 컨피그레이션 변경 기능
이 구축 역할은 로거측당 하나로 제한됩니다.
그림 15: 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HDS-DDS)

Live Data
Live Data는 Unified CCE Live Data 보고서용 고가용성 기능을 사용하여 실시간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이터 프레임워크이며 자체 VM에 구축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Live Data는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보고 클라이언트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계속 푸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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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ive Data는 UCCE 8,000개 에이전트 라우터/로거, UCCE 12,000개 라우터/로거 및 UCCE 4,000개
에이전트 Rogger 구축 유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 Live Data 보고 데이터 흐름

에이전트 및 통화 이벤트가 발생하면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와 라우터가 해당 이벤트를 Live Data
로 푸시합니다. 그런 다음 Live Data는 스트림 내에서 이벤트를 계속 집계 및 처리하고 정보를 게시합
니다. Unified Intelligence Center는 메시지 스트림에 가입하여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Live Data
보고서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에이전트 상태 등 설정되는 즉시 새로 고쳐지는 상태 값도 있고, 대
기열의 통화 수와 같이 약 3초마다 새로 고쳐지는 값도 있습니다.
Live Data는 Unified CCE에 Cisco VOS(Voice Operating System)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그림 17: Live Data 서비스

ServM은 VOS의 서비스 관리자입니다.
Storm은 Live Data 보고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집합입니다.
• Nimbus(CCE Live Data Storm Nimbus 서비스) - Live Data의 구축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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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bus는 Live Data 보고 서비스의 토폴로지, 구축 및 상태를 관리하는 보고 서버 클러스터 내의
프로세스입니다.
• DRPC(CCE Live Data Storm DRPC 서비스) - DRPC(Distributed Remote Procedure Call) 서비스입
니다. Storm DRPC 서비스는 다음 작업을 조정합니다.
• RPC 요청 수신
• Storm 토폴로지로 요청 전송
• Storm 토폴로지에서 결과 수신
• 대기 클라이언트로 결과 다시 전송
• Supervisor(CCE Live Data Storm Supervisor 서비스) - 작업자 프로세스 컨트롤러입니다.
Supervisor는 토폴로지의 작업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각 노드의 단일 프로세스이며, 작업자 프
로세스를 시작/중지하고 작업자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 작업자 프로세스에서는 Live Data 보고 서비스에 대한 모든 클라이언트 코드를 실행합니다.
Supervisor는 기타 외부 관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작업자 프로세스만 관리합니다.
• Socket.IO(Socket.IO 서비스) - Live Data를 Unified Intelligence Center Live Data 보고서로 푸시합
니다. Socket.IO는 Live Data JMS 피드에서 데이터를 수신한 다음 가입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를 푸시합니다.
• NGINX(NGINX 서비스) - Socket.IO 및 Live Data웹 서비스와의 역방향 프록시 통신 기능을 제공
합니다.
• Zookeeper(CCE Live Data Zookeeper 서비스) - 분산형 처리 서비스입니다.
Zookeeper는 모든 Live Data 상태 저장 및 프로세스를 조정합니다.
• ActiveMQ(CCE Live Data ActiveMQ 서비스) - Live Data 보고 서버 인스턴스 간의 통신 기능을 제
공합니다.
• 웹 서비스(CCE Live Data 웹 서비스) - Unified Intelligence Center에서 REST 요청을 수신하여 Live
Data 스냅샷, 인증 및 권한 부여를 표시합니다.
• Cassandra 서비스 - Live Data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입니
다.
관련 항목
Live Data 설계 관련 고려 사항, 93 페이지

AWDB의 라우터 및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TIP 서비스 자동 컨피그레이션
Live Data 서비스는 배포자 서버에 연결한 다음 라우터 및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TIP 연결 정보를
확인하여 Live Data 피드를 설정합니다. 해당하는 라우터/PG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 연결 정보가 AW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PG에서 피드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 Live Data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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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Data를 지원하는 새 PG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 PG를 최신 버전의 Unified CCE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기존 PG를 해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Live Data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여 서비스의 해당 PG에 대
한 연결 설정 시도를 중지해 주십시오.

참고

현재는 CUCM(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유형 PG 및 CUCM 주변 장치가 포함된 일
반 PG만 Live Data용으로 지원됩니다. 주변 장치 유형 Unified CCE 시스템의 PG는 지원되지 않습
니다.

에이전트 유형 구축 시나리오
로컬 에이전트
데이터 센터에는 모든 Unified CCE 기본 모델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로컬 에이전트 구축
시나리오에서는 에이전트, 수퍼바이저 및 관리자가 데이터 센터의 로컬 위치에 있습니다.

로컬 에이전트 아키텍처
다음 그림에는 로컬 에이전트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8: 로컬 에이전트 - 논리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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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로컬 에이전트의 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9: 로컬 에이전트 - 물리적 보기

로컬 에이전트 구성 요소
로컬 에이전트 구축 시나리오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Unified CCE 기본 모델 구성 요소
• 로컬에서 보고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한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 관리 도구: Unified CCE 컨피그레이션 도구, 인터넷 스크립트 편집기 또는 로컬 관리 워크스테
이션
• 에이전트 또는 고객 통화의 VoIP 캡처용 서드파티 녹음 서버(선택 사항)
• 무음 모니터링 지원용 에이전트 폰: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 CTI OS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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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에이전트의 이점
로컬 에이전트 구축 시나리오에서 제공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코덱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에이전트 설계 요건
다음 표에서는 로컬 에이전트의 설계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4: 로컬 에이전트 설계 요건

요건

참고

인프라

위치 기반 허용 통화 제어는 필요하지 않습니
다

로컬 에이전트는 LAN 대역폭
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이
대역폭으로 모든 Unified CCE
트래픽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
습니다.

데스크톱

Finesse
CTI OS
Cisco Agent Desktop
고객 관계 관리

코덱

트랜스코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데이터 센터
에서 로컬 위치에 있어 WAN 연
결이 필요하지 않으면 G.729 또
는 기타 압축 RTP 스트림을 사
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음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BIB

MediaSense에서는 오디오 전용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MediaSense는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미디어 분기를 사용하는 녹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BIB
CTI OS 기반

다음 표에서는 로컬 에이전트의 미디어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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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로컬 에이전트 미디어 리소스

리소스

메서드

통화 대기 음악

유니캐스트

참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컨퍼런스 브리지

BIB가 포함된 IP 폰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이
에 배치됨)

미디어 종료 포인트

지원되지 않음

트랜스코더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이 a-Law를 사용하는 SIP 트렁크의
에 배치됨)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원격 사무실
원격 에이전트 지원 기능은 광대역 네트워크 연결 또는 가정 전화선을 통해 지사 또는 재택 근무 원
격 에이전트에게 CTI(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문의 분산 및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Unified CCE는
에이전트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택 센터에서 Unified Mobile Agent 기능을 사용하면 빠르게 이동하는 모바일 인력에 맞도록 작업 방
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로그인 시에 대상 폰 번호를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드파티 스위치 인프라의 모든 폰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원격 사무실 기능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기존 및 온디맨드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확장된 기업 전반에 걸쳐 CTI 기능을 완전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위치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에이전트만 있는 사무실
•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사무실
•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있는 사무실
• 광대역을 사용하는 홈 에이전트
• Unified Mobil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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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 원격 사무실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20: 에이전트 원격 사무실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은 중앙 사무실이나 지사에 배치됩니다.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아키텍처
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1: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 논리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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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2: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 물리적 보기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구성 요소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로컬에서 보고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한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 관리 도구: Unified CCE 컨피그레이션 도구, 인터넷 스크립트 편집기 또는 로컬 관리 워크스테
이션
• 에이전트 또는 고객 통화의 VoIP 캡처용 서드파티 녹음 서버(선택 사항)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무음 모니터링 지원용 BIB가 포함된 에이전트 폰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이점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 사이트에 일부 에이전트용으로 소수의 데이터 스위치와 라우터, IP 폰 및 에이전트 데스크
톱만 있으면 됩니다.
• 원격 사이트에서 제한적인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스킬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 소규모 원격 사이트 및 사무실에 PSTN 트렁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WAN 링크가 끊기는
경우 긴급 서비스(911)에 사용할 로컬 POTS 회선은 예외입니다.
• 인커밍 트래픽용 PSTN 트렁크가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므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Unified CCE 대기열 포인트(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가 집계되므로 효율성이 향상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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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대기 중에는 VoIP WAN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발신자의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때만 WAN을 통해 통화가 확장됩니다.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설계 요건
다음 표에서는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설계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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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설계 요건

인프라

요건

참고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위치 기반 통
화 허용 제어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라우
팅된 통화의 연결이 끊깁니다. 이 경우 원격
사이트에 적절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하고
Quality of Service WAN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역폭

다음 트래픽을 위한 대역폭 용량을 계획합니
다.
• 발신자에서 에이전트로의 RTP 트래픽
• IP 폰으로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그널링용 트래픽
• 클라이언트 데스크톱에서 PG로의 트래
픽(CTI 데이터)
• ISE 클라이언트에서 ISE 서버로의 트래
픽
• 관리 클라이언트 트래픽
• Unified Intelligence Center 클라이언트에
서 Unified Intelligence Center 서버로의
트래픽
• 무음 모니터링 RTP 트래픽
• 녹음 RTP 트래픽(원격 사무실에 녹음 서
버가 없는 경우)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유니캐
스트 통화 대기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대기 통화에 대한 통화 대기 음악 트래
픽
• Live Data
참고

고객 연락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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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데스크톱에서 PG로의 링
크에는 적절한 대역폭 및 QoS를 프로
비저닝해야 합니다.

고객은 중앙 사무실에 연결하기 위해 로컬
PSTN 번호가 아닌 장거리 번호로 전화를 걸
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수신자 부담
번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컨택
센터에서 수신자 부담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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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데스크톱

참고

Finesse
CTI OS 데스크톱
Cisco Agent Desktop
고객 관계 관리

코덱

G.711 또는 G.729a

G.729a에 비해 G.711에 대역폭이 훨씬 더 많
이 필요합니다.

녹음

BIB

Cisco MediaSense에서는 오디오 전용 통화 녹
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디오를 분기하려면 Unified Border Element
가 필요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
반 BIB

다음 표에서는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용 미디어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7: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미디어 리소스

리소스

메서드

참고

통화 대기 음악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를 사용하는 유니캐스트

컨퍼런스 브리지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이 컨퍼런스 브리지는 로컬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에 배치됨)
Telephony)를 사용합니다.

미디어 종료 포인트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이 Unified Mobile Agent의 경우에는
에 배치됨)
데이터 센터에만 MTP가 필요합
니다.

트랜스코더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이 트랜스코더는 로컬 Unified SRST
에 배치됨)
를 사용합니다.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에이전트와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모델은 각각 수신 통화용 로컬 PSTN 트렁크가 필요
한 소형 사이트가 많은 회사에 적합합니다. 이 모델은 로컬 전화 걸기 및 로컬 긴급 서비스 액세스를
위한 로컬 PSTN 연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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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아키텍처
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3: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 논리적 보기

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4: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 물리적 보기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구성 요소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로컬 PSTN을 사용하는 Unified CVP로 제어되는 인그레스 음성 고객 통화용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음성 게이트웨이. Unified SRST 백업에는 트렁크가 필요합니다.
• 로컬에서 보고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한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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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도구: Unified CCMP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인터넷 스크립트 편집기 또는 로컬 관리 워크스
테이션
• 에이전트 또는 고객 통화의 VoIP 캡처용 서드파티 녹음 서버(선택 사항)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무음 모니터링 지원용 BIB가 포함된 에이전트 폰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이점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에서 제공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서버, 장비 및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이 중앙 위치에서 관리되므로 원격 사이트에서는
제한적인 시스템 관리 스킬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 원격 사이트에 도착하여 원격 사이트의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통화에는 WAN RTP 트래픽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 Unified CVP는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Cisco ISO의 VoiceXML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원격 사이트
에서 통화 처리 및 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화 처리와 대기가 이루어지므로
VoIP WAN을 사용하는 통화를 중앙 대기열 및 처리 포인트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설계 요건
다음 표에서는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설계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8: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설계 요건

인프라

요건

참고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위치 기반 통화 허용 제어 기능에
서 장애가 발생하면 라우팅된 통
화의 연결이 끊깁니다. 이 경우 원
격 사이트에 적절한 대역폭을 프
로비저닝하고 QoS WAN을 설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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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참고

대역폭

다음 트래픽을 위한 대역폭 용량
을 계획합니다.
• 다른 원격 사무실로 전송되
는 통화에 대한 RTP 트래픽
또는 통화가 도착하는 원격
사무실로 제한되지 않는 경
우의 트래픽
• IP 폰으로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
그널링용 트래픽
• 클라이언트 데스크톱에서
PG로의 트래픽(CTI 데이터)
• Unified Intelligence Center 클
라이언트에서 Unified
Intelligence Center 서버로의
트래픽
• 무음 모니터링 RTP 트래픽
• 녹음 RTP 트래픽(원격 사무
실에 녹음 서버가 없는 경우)
• VXML 게이트웨이 트래픽
(VXML 문서 및 VXML 파일
검색)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유니캐스트 통화 대
기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대
기 통화에 대한 통화 대기 음
악 트래픽
• ISE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의 트래픽
•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관리
서버 및 실시간 데이터 서버
로의 트래픽
• L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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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데스크톱

참고

Finesse
CTI OS 데스크톱
Cisco Agent Desktop
고객 관계 관리

코덱

G.711 또는 G.729a

G.729a에 비해 G.711에 대역폭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녹음

BIB

MediaSense에서는 오디오 전용 통
화 녹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디오를 분기하려면 Unified
Border Element가 필요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BIB

다음 표에서는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의 미디어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
다.
표 9: 에이전트 및 음성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 미디어 리소스

리소스

메서드

참고

통화 대기 음악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사용하는 유니캐
스트

컨퍼런스 브리지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 컨퍼런스 브리지는 로컬 Unified
이에 배치됨)
SRST를 사용합니다.

미디어 종료 포인트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 Unified Mobile Agent의 경우에는
이에 배치됨)
데이터 센터에만 MTP가 필요합
니다.

트랜스코더

하드웨어 기반(음성 게이트웨 트랜스코더는 로컬 Unified SRST
이에 배치됨)
를 사용합니다.

광대역을 사용하는 홈 에이전트
연결 요건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
ucsrnd)에 나와 있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대역폭 및 레이턴시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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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라우터 기능은 데스크톱용 QoS를 포함해야 합니다.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등의 애플리케이
션, 데스크톱 및 녹음 등의 추가 통화 흐름에서는 대역폭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253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 조정, 269 페이지

Unified Mobile Agent
원격 에이전트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광대역을 사용하는 홈 에이전트
• Unified Mobile Agent
Unified Mobile Agent는 Unified CCE가 직접 제어하지 않는 폰을 사용하는 콜센터 에이전트를 지원합
니다. 모바일 에이전트는 물리적으로 컨택 센터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컨택 센터 외부의 에이전트는 집의 아날로그 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 컨택 센터 내부의 에이전트는 Unified CCE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제어하지 않
는 IP 폰 연결을 사용합니다.
또한 모바일 에이전트가 로그인 시에 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폰
번호를 통해 모바일 에이전트와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다이얼 플랜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는 모든 폰 번호를 사용하여 Unified Mobile Agent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고정(영구) 연결 또는 통화별 연결을 사용하도록 Unified Mobile Agent를 구성합니
다. 10.0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Cisco Unified Mobile Agent, 203 페이지
Unified Mobile Agent, 60 페이지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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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Mobile Agent 아키텍처
다음 그림에는 Unified Mobile Agent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5: Unified Mobile Agent - 논리적 보기

다음 그림에는 Unified Mobile Agent의 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6: Unified Mobile Agent - 물리적 보기

Unified Mobile Agent 구성 요소
Unified Mobile Agent 구축 시나리오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 VPN 데이터 연결용 Cisco Virtual Office 871 케이블/DSL 라우터(음성
없음)
• 에이전트가 기존 로컬 폰 서비스를 통해 인바운드 통화를 수락하는 데 사용하는 로컬 폰
• Cisco Virtual Office 871 케이블/DSL 라우터에 연결하는 에이전트 CTI 데스크톱
• 관리 도구: Unified 컨피그레이션 도구, 인터넷 스크립트 편집기 또는 로컬 관리 워크스테이션

Unified Mobile Agent의 이점
Unified Mobile Agent 구축 시나리오에서 제공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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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Mobile Agent는 모든 PSTN 또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중앙 집중식 IP
컨택 센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합니다.
• 컨택 센터에서는 스킬을 보유한 해당 지역 거주 직원을 고용하여 동일한 기업 애플리케이션 액
세스 권한이 있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에 원격 근무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컨택 센터는 통화량이 많은 계절 동안 임시로 에이전트를 온라인 상태로 설정해 시작 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로그인 시 대상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원하는 횟수만큼 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택 센터에서는 빠르게 이동하는 모바일 인력에 맞도록 작업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홈 오피스 등 지리적으로 분산된 위치에서 중앙 사이트와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컨택 센터 에이전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내장 백업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Unified Mobile Agent 설계 요건
다음 표에서는 Unified Mobile Agent의 설계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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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Unified Mobile Agent 설계 요건

구성

요건

참고

다이얼 플랜

모바일 에이전트가 전용 게이트
웨이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전화
를 건 전화번호에 관계없이 CTI
포트로부터의 모든 통화가 데이
터 센터의 특정 게이트웨이를 통
과하도록 구성합니다.
에이전트 선택 시의 라우팅 레이
블인 로컬 CTI 포트 DN(Directory
Number, 디렉토리 번호)을 정의
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의 로그인 상태
를 유지하려면 최대 통화 시간
타이머 및 최대 통화 대기 타이
머의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합니
다.
이러한 타이머를 구성하려면
Unified Communication Service를
통해 서비스 매개변수를 제공하
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웹 페이지를 사용
해 주십시오.
Cisco Unified Mobile Agent 연결
음을 통해 통화가 고정 연결 모
바일 에이전트로 전달될 때 소리
로 알릴 수 있습니다. 연결음은
고정 연결 모바일 에이전트가 통
화에 응답할 때 재생되는 두 가
지 경보음입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
니다. Cisco Unified Mobile Agent
연결음을 활성화하려면 PG 레지
스트리 키 PlayMAConnectTone
을 사용합니다.

SIP 트렁크(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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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참고
CUBE는 통화 중에 미디어 포트
를 동적으로 변경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 엔드포인트에 연결하
는 SIP 트렁크에는 MTP 리소스
가 필요합니다.

코덱

G.711 또는 G.729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음성 게이
트웨이는 G.711 또는 G.729 중 하
나일 수 있으며 두 코덱을 혼합
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PG의 모든 CTI 포트는 같은 코덱
유형을 보급해야 합니다. 모든
모바일 에이전트는 같은 코덱을
사용해야 하지만 수퍼바이저 팀
의 로컬 에이전트는 여러 코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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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요건

참고

DNS

모바일 에이전트 데스크톱에 대
한 DNS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데스크톱에 대
한 DNS 항목이 없으면 에이전트
가 CTI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
다.

방화벽

방화벽이 포함된 구축에서 고정
연결 모드의 에이전트가 방화벽
유휴 시간 초과 값보다 오랫동안
유휴 상태이면 방화벽 유휴 시간
초과 만료 시 방화벽이 미디어
스트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 미디어 스트림을 차단
하지 않도록 하려면 방화벽 유휴
시간 초과 값을 늘리십시오.

대역폭

지원되는 최소 대역폭 속도:
• 업로드 256kbps
• 다운로드 1.0Mbps
대역폭 계산기를 사용하여 충분
한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
인해 주십시오.
QoS는 원격 에이전트 라우터 경
계에서만 활성화됩니다. 통신 사
업자는 현재 QoS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레이턴시

Unified CCE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바일 에이전트 왕벽 지연은
150ms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지터 지연은
60ms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음성 게이트웨이

모바일 에이전트용 이그레스 게
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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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참고

통화 제어

모바일 에이전트가 로그인하여
통화할 준비가 된 상태이지만 전
화를 받을 수는 없는 경우 RONA
를 사용합니다.
특정 PG의 모바일 에이전트가
다른 PG의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두 PG가 같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임의 전송 및 컨퍼런스가 지원됩
니다.

데스크톱

폰

통화 대기, 통화 전달, 음성 메일
등의 에이전트 폰 통화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에이전트 워크스테이션

DHCP를 사용하도록 모바일 에
이전트 워크스테이션을 설정합
니다.

보안

원격 에이전트 라우터의 보안 기
능을 활성화합니다.

Finesse

Finesse는 SPAN(Switched Port
Analyzer) 포트 무음 모니터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CTI OS 데스크톱
Cisco Agent Desktop
녹음

SPAN 포트

데이터 센터의 녹음 서버를 사용
합니다. MediaSense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음 모니터링

SPAN 포트

CTI OS 데스크톱의 경우 데이터
센터의 CTI OS 무음 모니터 서버
를 사용합니다. CAD의 경우에는
CAD SPAN Port Monitoring을 사
용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Unified Mobile Agent 미디어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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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Unified Mobile Agent 미디어 리소스

리소스

메서드

참고

통화 대기 음악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통화 대기 음악 서버가 G.729 코
유니캐스트
덱을 사용하여 스트리밍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 발신
자가 통화 대기 음악을 수신할
수 있도록 트랜스코더를 설정해
야 합니다.

컨퍼런스 브리지

데이터 센터의 음성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인사말을 사용하려면
컨퍼런스 브리지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종료 포인트

데이터 센터의 음성 게이트웨이 각 Unified Mobile Agent에 MTP
2개를 할당합니다.
• 원격 CTI 포트용 MTP
• 로컬 CTI 포트용 MTP
CTI 포트는 대역 내 DTMF(복합
주파수 부호) RFC 2833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MTP가 변환을
수행합니다.
MTP를 이그레스 게이트웨이에
배치하지 마십시오.
SIP 트렁크를 사용하는 경우
MTP(미디어 종료 포인트)를 구
성해야 합니다.
트렁크에 대해 MTP 사용을 활성
화하면 컨택 센터 통화가 아닌
통화를 포함하여 해당 트렁크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에 영향을 줍
니다. 사용 가능한 MTP의 수가
트렁크를 통과하는 통화 수를 지
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트랜스코더

데이터 센터의 음성 게이트웨이 모든 모바일 에이전트는 동일한
코덱(G.711 또는 G.729)을 사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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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는 모든 Unified CCE 기본 모델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앙 집
중식 데이터 센터에서는 에이전트, 수퍼바이저 및 관리자가 데이터 센터의 로컬 위치에 있습니다. 중
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에이전트 위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는 로컬 에이전트 외에 다음 에이전트 위치도 포함됩니다.
• Unified Mobile Agent
• PSTN 및 VXML 게이트웨이가 있는 원격 사무실(분산된 음성 게이트웨이)
• 에이전트와 폰만 있는 원격 사무실
• VPN을 사용하는 홈 에이전트가 있는 원격 사무실
•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있는 사무실
그림 27: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세계화, 보안 및 재해 복구 고려 사항으로 인해 기업은 여러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
다. 또한 조직은 컴퓨터 간에 워크로드를 분산하고, 네트워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에서는 중요한 애플리
케이션이 두 데이터 센터 간에 분할됩니다. 기업은 계획한 다운타임 또는 계획하지 않은 다운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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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여러 지역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
니다.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에는 각 데이터 센터에 하나씩 최소 2개의 로드 밸런서가 포함됩니
다. 로컬 이중화를 위해 각 데이터 센터에 로드 밸런서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기능을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다음 그림에는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통해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28: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기능을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는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분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그리고 Unified CVP, SIP Proxy, 음성 게이트웨이,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등에 대
한 1:1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HA(고가용성) WAN에 대한 레이턴시 요건은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에 적용되는 현재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릴리스 6.1 이상에서는 단
방향 40ms의 최대 레이턴시(왕복 80ms)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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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또는 SONET과 같이 모든 트래픽을 전송하는 단일 내결함성 네
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의 별도 경로에 공용 트래픽과 프라이빗 트래픽을 유지하
고 표준 레이턴시 및 대역폭을 준수해 주십시오.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에서 Unified IP IV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위/하위 방식 구축 관
련 부록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하위 데이터 센터(Unified IP IVR 사용), 389 페이지

분산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지리적으
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원격 사무실에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센터의 Unified Communication 클러스터는 대개 독립적인 클러스터입니다. 이 분산 통화
처리 모델에서 각 데이터 센터에는 자체 Unified Communication 클러스터가 있으며, 이 클러스터에는
고유한 에이전트 및 PG 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3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원격 사무실의 WAN
연결은 데이터 센터로 다시 연결됩니다. 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는 독립적이며
고유한 에이전트 및 PG 쌍을 포함합니다. JTAPI는 WAN을 통해 지원되지 않으므로, 각 데이터 센터
는 데이터 센터에 로컬인 가입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A는 데이터 센터 B의 가입자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로드 밸런서, SIP 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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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Unified CVP는 데이터 센터 내에 있습니다. TDM 및 VXML 음성 게이트웨이는 로컬 PSTN 트
렁크를 사용하는 원격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림 29: 분산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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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용성 설계, 7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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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TI Manager 설계 관련 고려 사항, 78 페이지
• Unified CVP 설계 관련 고려 사항, 81 페이지
• Unified IP IVR 설계 관련 고려 사항, 82 페이지
• Cisco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설계 관련 고려 사항, 84 페이지
• Cisco Outbound Option 설계 관련 고려 사항, 8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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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설계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제품의 모든 표준 구축에는 고가용성 기능이 통합됩니다.
각 제품 구축에서는 핵심 Unified CCE 구성 요소를 이중화해야 합니다. 이중화된 구성 요소는 자동으
로 장애 조치되며 수동 개입 없이 복구되도록 설계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고가용성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설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를 올바르게 구축하려면 데이터 및 음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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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네트워킹, 시스템 관리 및 Unified CCE 애플리케이션 설계/컨피그레이션 관련 경험이 있는 팀을 구
성해야 합니다.
고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을 수행할 때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비용으로는 추가 하드웨
어, 추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추가 네트워크 대역폭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경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점과 비용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조치 시나리오에서
연결 끊김 방지 기능의 중요성, 시스템의 일부분이 복구되는 동안 고객이 몇 분 더 대기 상태로 기다
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장애 시간 동안 고객이 일부 통화 컨텍스트 손실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향
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컨택 센터를 배치하기 위해 초기 설계 중에 내결함성 개선을 위한 투자가 가능
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설명서에서는 컨택 센터 자체의 설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컨택 센터는 다른 시스
템이 포함된 프레임워크에서 작동합니다. 이 설명서에서 컨택 센터를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
한 전체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서는 Cisco Unified CCE 제품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설명서에서 다른 시스템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
en/US/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guides/UCgoList.html에서 Cisco 솔루션 설계 관련 문
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그림에는 내결함성 Unified CCE 단일 사이트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30: Unified CCE 구성 요소 이중화

이 설계에서는 이중화를 위해 각 Unified CCE 구성 요소를 중복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모든
Unified CCE 구축에서는 이중화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nified CCE 및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또는 Unified IP IVR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중화로 인해 Unified
CCE 구축에서 핵심 시스템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도 해당 구축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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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Unified CCE 구축은 Unified CVP를 통해 통화를 계속 작동하는 구성 요소에 연결된 에이전
트 또는 VRU 세션으로 다시 라우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에서 디바이스, 통화 처리 또는 CTI Manager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는
Unified CCE를 구축해 주십시오.
자동 장애 조치 및 복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화된 구성 요소 쌍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인터커넥트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장애 탐지를 위해 100ms 간격으로 TCP 연결 유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장애 조치 및 복구를 위한 클러스터 설계를 사용합니
다. 각 클러스터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하나와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를 포함합니다. 에이전트 폰 및 컴퓨터는 기본 대상에 등록되지만 기본 대상에서 장애가 발생
하면 백업 대상에 자동 등록됩니다.

고가용성 및 가상화
가상화된 구축에서는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신중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고가용
성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단일 장애에서 수행되는 다수의 장애 조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DAS(Direct Attached Storage) 전용 시스템에 구축할 때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 VM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VM에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가 다운됩니다.
• 물리적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VMware vSphere 호스트에 설치된 모든 VM이 다운됩니다.
공유 스토리지가 있는 시스템에 구축하는 경우에는 일부 VMware 고가용성 기능을 사용하여 탄력성
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VMware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가상화된 환경의 Unified
Communication(http://docwiki.cisco.com/wiki/Unified_Communications_in_a_Virtualized_Environment)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드웨어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동일한 물리적 서버, 섀시 또는 사이트에 기본 VM과 백업 VM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물리적 서버, 섀시 또는 사이트에 장애 조치 그룹의 모든 활성 구성 요소를 배치하지 않
습니다.
• 동일한 물리적 서버, 섀시 또는 사이트에 같은 역할의 모든 VM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배치할 수 있는 구성 요소와 동일 VM에 함께 배치해야 하는 구성 요소도 고려해 주십시오.
가상 환경의 구성 요소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
wiki/Virtualization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데이터 네트워크 설계 관련 고려 사항
고가용성 컨택 센터를 설계할 때는 먼저 데이터, 멀티미디어 및 음성 트래픽용 네트워크 인프라를 결
정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에 단일 장애 포인트가 있으면 컨택 센터에서 설계하는 기타 고가용성 기
능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먼저 PSTN을 배치한 다음, 들어오는 통화가 초기 처리 및 대기를 위해 여
러 경로로 Unified CVP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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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Cisco UBE(Unified Border Element)에 연결하는 2개 이상의 SIP 트렁크를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Cisco UBE 또는 SIP 트렁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PSTN이 나머지 SIP 트렁크
를 통해 모든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PSTN은 모든 SIP 트렁크를 대규모 트렁크 그룹으로 구
성하거나, 다른 SIP 트렁크로의 다시 라우팅 또는 오버플로 라우팅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라
우팅합니다. 각 SIP 트렁크에 이중화된 Cisco UBE를 연결하여 Cisco UBE 장애 시에도 용량을 유지하
고 SIP 트렁크가 계속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PSTN이 단일 사이트에 대해 여러 SIP 트렁크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isco Unified SIP Proxy에 SIP 트렁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Cisco UBE를 Unified SIP
Proxy에 연결하면 이중화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UBE는 초기 처리 및 대기를 위해 Unified CVP로 통화를 전달합니다.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경
우에는 별도의 Unified CVP에 각 Cisco UBE를 등록해 주십시오. 내결함성을 개선하려는 경우 백업으
로 사용할 다른 Unified CVP에 각 Cisco UBE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Cisco UBE가 Unified CVP에 연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TC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일부 통화 처리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TCL
스크립트는 통화를 다른 사이트 또는 전화 건 번호로 다시 라우팅하거나, 로컬에 저장된 .wav 파일을
발신자에게 재생한 다음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

Unified CVP 대신 Cisco Unified IP IVR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통화 흐름은 이와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설계에서는 통화 인그레스 포인트에서 대기 및 처리 프로세스로의 이중화된 경
로를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Cisco UBE, Unified CVP 및 전반적인 음성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
guides/UCgo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 31: 고가용성 인그레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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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Cisco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옵션을 사용
하는 음성 게이트웨이 역시 유사한 장애 조치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제어 가입자에서 연결이 끊기는
게이트웨이는 SRST 모드로 장애 조치됩니다. 장애 조치에서는 모든 음성 통화가 끊어지며 게이트웨
이가 SRST 모드로 재설정됩니다. 그리고 로컬 통화 제어를 위해 폰의 홈이 로컬 SRST 게이트웨이로
다시 설정됩니다.
SRST 모드에서 실행하는 동안 Unified CCE는 에이전트가 데스크톱에서 CTI에 연결하지 않는 것처
럼 작동합니다. Unified CCE 라우팅 애플리케이션은 에이전트가 통화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탐지
하며 이러한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게이트웨이와 가입자의 연결이 다시 설정되
면 가입자가 게이트웨이와 폰을 다시 제어하게 되므로 에이전트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용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
Unified CCE 구성 요소는 공용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이러한 네트
워크는 서로 다른 물리적 네트워크여야 합니다. 고가용성을 유지하려면 공용 네트워크에 이중화된
연결을 포함해 주십시오. 각 연결이 서로 다른 캐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oS 및 대역폭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으면 설계에서 공용 또는 프라이빗 WAN링크를 다른 회사 트
래픽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 트래픽이 아닌 트래픽을 병합하는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 트래픽과 프라이빗 트래픽이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 경로와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 경로로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할해서는 안 됩
니다. 같은 링크를 통해 지정된 구성 요소의 모든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해야 합니다. 우
선순위가 낮은 트래픽과 높은 트래픽을 서로 다른 링크에서 전송하면 구성 요소 장애 조치 동작이 비
활성화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에서 통화 라우터의 낮은 우선순위 및 높은 우선
순위 주소로 전송되는 모든 낮은 우선순위 및 높은 우선순위 트래픽도 같은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용 네트워크가 장애 상태인 동안에는 임시로 공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트래픽을 프라
이빗 네트워크로 장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트래픽을 포함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공용 트래픽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장애 조치될 때는 공용 네트워크가 정
상 작동 상태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빨리 복원해 주십시오.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Unified CCE가 불안정해지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때 로거 데이터베이스 하나
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SONET 파이버 링은 이중화 기능이 내장된 탄력성이 매우 뛰어난 네트워크입니다. 정상 작동 시나
네트워크 장애 조치 이후에 동일한 SONET 링을 통해 공용 및 프라이빗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에는 프라이빗 트래픽용으로 별도의 링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화를 위해 WAN
의 양측에 2개의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정상 작동 시에는 두 라우터를 Unified CCE 공용 트래픽과
Unified CCE 프라이빗 트래픽용으로 하나씩 사용합니다. 이 경우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다른 규칙도
적용됩니다.
그림 32: SONET 링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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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TI Manager 설계 관련
고려 사항
데이터 네트워크를 설계한 후에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인프라를 설계합니다. 텔레포니 애플
리케이션을 배치하려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도록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CTI Manager를 배치해야 합니다.
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 CTI Manager
• CallManager
• TFTP
• Cisco 메시징 인터페이스
• RIS(Real-Time Information Server, 실시간 정보 서버) 데이터 컬렉터
이러한 모든 서비스의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guides/UCgoList.html)
을 참고해 주십시오.
클러스터에서 고가용성 설계를 사용하려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TI Manager 및
CallManager 서비스의 상호작용 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CTI
Manager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든 CTI 리소스를 처리합니다. CTI Manager는 특정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로의 물리적 애플리케이션 바인딩을 추상화하는 애플리케이션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CallManager 서비스는 모든 Cisco Unified Communication 디바이스를 등록 및 모니터링합니다.
CTI Manager는 에이전트 PG(CTI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수락한 다음 클러스터의 적절한 리소
스로 전송합니다. CTI Manager는 Cisco JTAPI 링크를 사용하여 PG와 통신하는 JTAPI 메시징 라우터
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JTAPI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CallManager 서비스에 직접 연결하는 대신 CTI Manager에 연결합니다.
CallManager 서비스는 시스템의 모든 Cisco Unified Communication 리소스와 디바이스용 스위치 역할
을 합니다. 각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의 CallManager는 SDL(Signal Distribution Layer, 신호 분
산 레이어)을 사용하여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 클러스터가 동기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각 CTI Manager는 해당 서버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allManager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클러스터 내의 CTI Manager가 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에이전트 PG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CTI가 활성화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
계정을 보통 JTAPI 사용자 또는 PG 사용자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PG는 CTI Manager에 로그인하여
해당 사용자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로컬 CallManager가 적절한 디바이스에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CTI Manager가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요청을 처리합니다. 로컬 가입자에 디바이스
가 없으면 CallManager 서비스는 다른 CallManager 서비스로의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 적절한 가입자
에게 요청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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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클러스터 내의 연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33: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내의 연결

고가용성을 보장하려면 클러스터의 모든 가입자로 디바이스 등록을 분산해 주십시오. 단일 가입자
에 디바이스를 집중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여 로드가 증
가합니다. 에이전트 PG가 등록된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 객체 역시 가입자
에 대한 디바이스의 가중치를 증가시킵니다.
해당 가입자에 연결된 PG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대신 사용되는 이중화된 PG가 모든 요청을 다른 가
입자에게 전송합니다. 그러면 로컬 CallManager 서비스는 해당 요청에 대한 CTI Manager 메시징을 클
러스터를 통해 원래 가입자에게 라우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 조치 상황에서는 메시징이 추가되
어 클러스터에 대한 로드가 더욱 증가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이중화
일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구축에서는 2:1 이중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본 가입자의 각
쌍은 단일 백업 가입자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컨택 센터에서는 폰 사용량이 많으며, 업그레이드 프로
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Unified CCE는 가입자에 대해 1:1 이중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각 기
본 가입자에는 자체 백업 가입자가 있습니다.
기타 클러스터 구축 및 이중화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의 최신 버전(http://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guides/
UCgo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그림에는 다양한 크기의 클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옵션 1에서는 Unified CCE 에이전트가 150
개까지 지원됩니다. 옵션 2~5는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클러스터를 보여 줍니다. 이 그림에서 N의
값은 컨택 센터에서 사용하는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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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Unified CVP가 포함된 Unified CCE 구축의 경우 N은 2,000입
니다.
• Unified IP IVR이 포함된 구축에서는 N이 500입니다.
그림 34: 이중화 컨피그레이션 옵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로드 밸런싱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에 대해 1:1 이중화 방식을 사용하면 기본 가입자 및 백업 가
입자 쌍으로 디바이스를 균형 있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가입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는 백업 가입자에 디바이스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이중화 그룹 및 디바이스 풀 설정을 통해 로드 밸런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바이스 로드 중 절반을 기본 가입자에서 보조 가입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서버에 대한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의 영
향을 최소화하려면 모든 디바이스 및 통화량을 모든 활성 가입자에게 균일하게 분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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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VP 설계 관련 고려 사항
Unified CCE 참조 설계는 통화 처리 및 대기를 위해 Unified CVP를 사용합니다. Unified CVP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JTAPI 통화 제어용으로 사용하는 대신 SIP를 사용하여 통화를 제어합니
다.
그림 35: Unified CVP 고가용성 구축

Unified CVP는 다음 시스템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UBE(Unified Border Element)는 SIP 트렁킹으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Cisco UBE는 PSTN
과 컨택 센터 간의 상호 연동, 구분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isco VG(음성 게이트웨이)는 TDM PSTN 트렁크를 종료하여 IP 네트워크의 IP 기반 통화로 변
환합니다. Unified CVP는 보다 유동적으로 통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SIP를 지원하는 특정 Cisco
IOS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Unified CVP를 통해 제어되는 VG는 Cisco IOS 내장
VoiceXML(Voice Extensible Markup Languag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발신자 처리 및 통화 대기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를 Unified IP IVR 또는 서드파티
VRU 플랫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Unified CVP는 Cisco IOS 음성 게이트웨이의
MRCP(Media Resource Control Protocol)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게이트웨이에 ASR(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자동 음성 인식) 및 TTS(Text-to-Speech) 기능을 추가합니다.
• Unified CVP 서버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와 다른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 또는 Unified CCE 에
이전트 간에 통화가 전환될 때 통화 제어 시그널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CVP 서버는 Unified
CCE VRU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로의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CVP 서버는 특정 Unified
CCE VRU 명령을 Unified CVP VG에서 렌더링할 수 있도록 VoiceXML 코드로 변환하며, 솔루션
의 일부분으로 SIP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VP 미디어 서버는 VoiceXML 처리의 일부분으로 음성 브라우저에 미리 정의된 오디오
파일을 제공하는 웹 서버 역할을 합니다. Cisco CSS(Content Services Switch) 제품을 사용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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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서버를 클러스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링하는 경우 모든 음성 브라우저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단일 URL에서 여러 미디어 서버가 포함된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VP 서버는 Unified CVP VoiceXML 런타임 환경을 호스팅합니다. VoiceXML 서비스 생
성 환경에서는 Unified CVP Call Studio 애플리케이션에서 Eclipse 툴킷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런타임 환경에서는 동적 VoiceXML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외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액
세스용으로 Java 및 웹 서비스 호출을 처리합니다.
• Unified CVP 구축의 Cisco Unified SIP Proxy 서버는 음성 브라우저를 선택한 다음 전화를 건 특
정 번호와 연결합니다. 통화가 네트워크로 진입하면 VG는 Unified SIP Proxy를 쿼리하여 전화를
건 번호를 기준으로 통화를 전송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중요

Unified CCE 구축에서는 Unified CVP의 향상된 위치 통화 허용 제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Unified CVP의 고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ified CVP 서버 전체에서 자동 통화 밸런싱 기능을 제공하려는 경우 Unified CCE PG가 제어
하는 이중화된 Unified CVP 서버를 추가합니다.
• 게이트웨이가 Unified CVP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을 처리하려면 Unified CVP 게이트웨이
에 지속 가능 TCL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Unified CVP 제어 게이트웨이의 다른
Unified CVP 서버로 통화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 여러 Unified CVP 미디어 서버 간의 오디오 파일 요청과 여러 서버 간의 VoiceXML URL 액세스
에 대해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려면 Cisco 콘텐츠 서버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ustomer-voice-portal/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서 Unified
CVP 제품 문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Unified IP IVR 설계 관련 고려 사항
Cisco Unified IP IVR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내 여러 가입자에서 두 CTI Manager
와의 JTAPI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CTI Manager 레벨에서 Unified IP IVR을 이중
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Unified IP IVR 서버를 구축하여 이중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Unified IP IVR 서버를 구축하면 통화 라우팅 스크립트가 사용 가능한 IP IVR 리소스 간에 통화를 로
드 밸런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단일 클러스터에서 이중화 방식으로 설정된 두 Unified IP IVR 서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서버가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의 CTI Manager에 연결되는 방식으
로 Unified IP IVR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각 Unified IP IVR 서버에 백업으로 두 번째 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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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를 추가합니다. 기본 CTI Manager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Unified IP IVR 서버는 백업 CTI
Manager로 장애 조치됩니다.
그림 36: IP IVR 고가용성 구축

통화 전송을 통한 고가용성 유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화 전달 기능을 사용하여 Unified IP IVR 포트
사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중 전달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포트가 통화 중임을 탐지하면 다른 포트 또
는 경로 포인트로 통화를 전달합니다.
• 응답 없음 전달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시간 초과 기간 내에 포트가 전화를 받지
않았음을 탐지하면 다른 포트 또는 경로 포인트로 통화를 전달합니다.
• 장애 시 전달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한 포트 장애를 탐
지하면 다른 포트 또는 경로 포인트로 통화를 전달합니다.
통화 전달 기능을 사용할 때는 통화 전달을 시작한 CTI 포트로 다시 이동하는 경로를 설정하지 마십
시오.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면 모든 Unified IP IVR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루프가 생성됩니다.

통화 흐름 라우팅 스크립트를 통한 고가용성 유지
Unified CCE 통화 흐름 라우팅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고가용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Unified IP IVR
로 통화를 전송하기 전에 통화 흐름 라우팅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Unified IP IVR 주변 장치 상태를 확
인해 주십시오. 이 확인을 수행하면 비활성 Unified IP IVR로 통화가 대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
휴 포트가 가장 많은 Unified IP IVR을 선택하도록 VRU(음성 응답 장치)로의 변환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가 개별적으로 균일하게 분산됩니다. 여러 Unified IP IVR에
걸쳐 포트를 로드 밸런싱하도록 이 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변환
경로 또는 VRU로 전송 노드 내 클러스터의 모든 Unified IP IVR에서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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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nified IP IVR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Unified IP IVR의 모든 전화가 끊깁니다. 여러 Unified
IP IVR 서버로 통화를 분산하면 이러한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Unified IP IVR에서
는 VRU PG에 대한 Unified IP IVR 링크가 끊겨도 기본 스크립트가 통화 손실을 방지합니다.

Cisco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설계 관련 고려 사
항
Cisco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는 에이전트와 관리자용의 공통 웹 서버 및 페이지 집합을 통
해 웹 및 이메일 상호작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Unified WIM 및 EIM은 Unified CCE 플랫폼과 통
합되어 여러 미디어 채널의 에이전트에 대한 범용 문의 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Unified WIM 및 EIM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 및 설계 정보는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email-interaction-manager/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를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CCE 통합
Unified WIM 및 EIM에는 Unified CCE와의 통합을 위해 EAAS(External Agent Assignment Service) 및
리스너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비스 서버가 추가되었습니다. EAAS는 미디어 라우팅 인터페이스를 통
해 MR PG(Media Routing Peripheral Gateway)와 상호작용합니다. 리스너 서비스는 ARM(Agent Resource
Management) 인터페이스를 통해 에이전트 PG와 상호작용합니다.
Unified EIM 및 WIM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연결하여 관련 컨피그
레이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또한 Cisco Interaction Manager 데이터베이스의 Unified WIM 및 EIM 객
체에 컨피그레이션을 매핑합니다.
특정 Unified CCE 구축에서는 서비스 서버에만 Unified CCE의 MR PG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 관련 고려 사항
애플리케이션에 동시에 액세스하는 여러 에이전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nified WIM 및 EIM
구축의 웹 서비스 구성 요소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여 로드 밸런
서 뒤에 웹 또는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
여 Unified WIM 및 EIM에 액세스하면 로드 밸런서는 해당 주소 뒤의 서버 중 하나로 요청을 전송한
다음 에이전트에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보안 측면에서 볼 때 로드 밸런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역방향 프록시 서버 역할도 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쿠키 기반 지속성을 통한 스티키 세션도 지원해야 합니다. 예약된 모든 유지 관리 작
업 후 에이전트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모든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여 로드를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모든 서버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액세스를 허용하면 스티키 연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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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인해 첫 번째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오버로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다음 목표를 충족하는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로드 밸런싱
• 기본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 격리
• 저전력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더 적은 수의 요청 전송
로드 밸런서는 클러스터 내 모든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장애 발생 시
로드 밸런서는 사용 가능한 서버 풀에서 지정된 서버를 제거합니다.

장애 조치 관리
Unified EIM 및 WIM은 클러스터링된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구축에서는 투명한 복제, 로드 밸런
싱 및 장애 조치를 통해 고가용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Unified WIM 및 EIM과 Unified CCE
의 통합 구축 내에서 장애 상황을 처리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해 주십시오.
• 여러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현합니다. 이 경우 기본 서버가 다운되면 로드 밸런서가 대
체 서버로 요청을 라우팅하여 장애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장
애를 탐지한 후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요청을 리디렉션합니다. 대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새 사용자 세션을 생성하며, 에이전트는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에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요구 시의 외부 변경 또는 인프라의 내부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클러스터에서 서버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MR PIM, 에이전트 PIM 등의 이중화된 Unified CCE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Unified WIM 및 EIM
서비스 장애 조치를 활성화합니다.
Unified WIM 및 EIM의 단일 장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JMS 서버 장애
• 서비스 서버 장애
• 데이터베이스 서버 장애

Cisco Outbound Option 설계 관련 고려 사항
Cisco Outbound Option을 사용하면 컨택 센터에서 전화 걸기 캠페인을 위해 발신 전화를 걸 수 있습니
다. Cisco Outbound Option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Outbound Option Campaign Manager는 통화와 연결된 규칙 및 전화 걸기 목록을 관리합니다. 이
구성 요소는 항상 A측 로거 플랫폼에 있습니다. B측 로거에 이중화된 복사본을 설치할 수는 없
습니다.
• Outbound Option 다이얼러는 Campaign Manager 대신 전화 걸기 작업을 수행하며, 아웃바운드 통
화를 위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용 IP 폰 집합을 에뮬레이션합니다. 또한 전화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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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탐지하고 Cisco Finesse 또는 CTI OS 서버와의 상호작용 작업을 관리하여 통화를 에이
전트로 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MR PG(Media Routing Peripheral Gateway)와도 통신합니다. MR
PG에는 각 다이얼러의 고유 PIM(Peripheral Interface Manager,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관리자)이
있습니다.
• Outbound Option Import 구성 요소는 이중화된 쌍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A측
로거에 설치합니다.
• MR PG는 Unified Outbound Option 또는 멀티채널 제품과 같은 인바운드가 아닌 음성 시스템의
경로 요청을 수락합니다.
Cisco Outbound Op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용 Outbound Option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user-guide-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다이얼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용 에이전트 PG 및 MR PG가 포함된 VM에 함께 배치합니다.
• MR PG만 포함된 VM에 함께 배치합니다.
시스템은 기업 전체에서 여러 다이얼러를 지원할 수 있지만 중앙 Campaign Manager가 모든 다이얼러
를 제어합니다. SIP 다이얼러의 이중화된 쌍은 PG 내결함성 모델과 마찬가지로 수신자 지정 대기 모
드에서 작동합니다.
Cisco Outbound Option에서 고가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화된 쌍으로 MR PG를 구축합니다.
• 각 이중화 에이전트 PG 쌍에 대해 이중화된 SIP 다이얼러 쌍을 구축합니다. Campaign Manager
에서 이중화된 SIP 다이얼러를 사용하여 장애 중의 자동 장애 복구를 활성화합니다.
• 아웃바운드 전화 걸기용으로 이중화된 음성 게이트웨이를 구축합니다. 이중화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게이트웨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이얼러가 전화를 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충분
한 트렁크가 제공됩니다. 아웃바운드 전화 걸기가 주요 적용 분야인 경우에는 이러한 게이트웨
이를 아웃바운드 전화 걸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P 다이얼러 설계 관련 고려 사항
SIP 다이얼러가 포함된 Outbound Option은 SIP 다이얼러, 에이전트 PG 및 Unified SIP Proxy의 내결함
성 설계를 통해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SIP 다이얼러가 포함된 Outbound Option의 대다수 구성 요소
는 이중화된 쌍으로 실행됩니다.
Campaign Manager는 주변 장치당 단일 활성 다이얼러를 지원합니다. SIP 다이얼러 하나를 구성하되,
이중화된 다이얼러 쌍의 두 부분을 모두 설치할 때는 같은 다이얼러 이름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변
장치 설치 프로그램의 설정 페이지에서 각 SIP 다이얼러에 대해 다이얼러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각 이름에는 SIP 다이얼러를 2개만 등록해야 합니다. Campaign Manager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추가 다이얼러의 등록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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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Manager는 등록된 SIP 다이얼러 풀에서 Ready(준비) 상태의 SIP 다이얼러 하나를 활성화합
니다. 활성화된 SIP 다이얼러의 상태가 Ready(준비)에서 Not Ready(통화 불가능)로 변경되거나 다이
얼러 연결이 끊어지면 Campaign Manager는 대기 SIP 다이얼러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시간 초과
기간이 지나면 모든 미해결 레코드를 Pending(보류 중) 상태로 되돌립니다.
CTI 서버, 에이전트 PG 또는 SIP 서버에서 활성 SIP의 연결이 끊기면 SIP 다이얼러가 장애 조치됩니
다. SIP 서버는 VG(음성 게이트웨이) 또는 Unified SIP Proxy일 수 있습니다. SIP 다이얼러는 하트비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VG 또는 Unified SIP Proxy에 대한 연결을 확인합니다. 각 SIP 다이얼러가 서로
다른 VG 또는 Unified SIP Proxy에 연결하도록 구성해 주십시오.
장애 조치 중에 SIP 다이얼러는 모든 활성 및 보류 중 고객 레코드를 Campaign Manager로 전송합니
다. Campaign Manager를 사용할 수 없으면 다이얼러는 내부에서 이러한 레코드를 닫습니다.
Unified SIP Proxy 서버는 각 게이트웨이를 서버 그룹 컨피그레이션의 일부분으로 구성하여 다중 게
이트웨이 구축에서 가중치가 지정된 로드 밸런싱 및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게이트웨이가 오버로드
되거나 PSTN 네트워크에 대한 WAN 링크가 끊기면 Unified SIP Proxy는 사용 가능한 다음 게이트웨
이로 아웃바운드 통화를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Unified SIP Proxy는 HSRP(Hot Swappable Router Protocol)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두 Unified SIP
Proxy 서버가 서로 연결을 계속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Campaign Manager 및 SIP 다이얼러에는 수신자 지정 대기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Unified
SIP Proxy에 대해 HSRP를 구성하면 Outbount Option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Outbound
Option 전용 Unified SIP Proxy 서버에는 HSRP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에이전트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설계 고려 사항
에이전트 PG는 CTI Manager를 통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통신합니다. 에이전
트 PG는 클러스터의 어디서나 에이전트 폰 및 CTI 경로 포인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PG
는 클러스터 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의 CTI Manager에 등록됩니다. CTI Manager
는 클러스터의 PG에서 모든 JTAPI 요청을 수락합니다. PG가 다른 가입자의 폰이나 경로 포인트를 요
청하면 CTI Manager는 CallManager SDL 링크를 사용하여 다른 가입자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참고

이 섹션에서는 에이전트 PG를 사용하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을 포함하는 PG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이전트 PG는 일반 PG일 수도 있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일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는 일반 PG를 사용하여 가입자에 연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
니다. 이러한 일반 PG는 에이전트 PG 역할을 합니다.
내결함성 설계에서는 이중화된 컨피그레이션에서 Unified CCE 에이전트 PG를 구축합니다. PG는 단
일 CTI Manager를 통해서만 클러스터에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CTI Manager에서 오류가 발생하
면 PG는 클러스터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이중화된 PG는 클러스터 내 다른 가입자의 다른 CTI Manager
를 통해 두 번째 경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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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용성 클러스터용 최소 설계에는 게시자 하나와 가입자 두 개가 포함됩니다. 기본 가입자에서 오
류가 발생하면 디바이스의 홈이 클러스터의 게시자가 아닌 보조 가입자로 다시 지정됩니다.
그림 37: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의 고가용성 설계

이중화된 PG 서버는 공용 네트워크와는 격리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 상태를 유지합니
다. 두 서버가 같은 사이트의 서로 다른 물리적 머신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NIC
간에 이더넷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연결하여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PG 서버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프라이빗 네트워크용으로 별도의 WAN 연결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에서 단일 장애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용 네트워크에 대해 동일한 회선이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에이전트 PG 내에서는 JTAPI 게이트웨이 및 에이전트 PG PIM이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을 관리합니
다. 그리고 JTAPI 게이트웨이가 PIM과 CTI Manager 간의 JTAPI 소켓 연결 프로토콜 및 메시징을 처
리합니다. PIM은 Unified CCE, JTAPI 게이트웨이 및 클러스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며, 특정 객
체가 클러스터의 경로 요청을 모니터링 및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PG는 JTAPI 게이트웨이 및 PIM
을 노드 관리 프로세스로 자동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호환성을 유지하려면 PG 설치 중에 클러스터에서 JTAPI 게이트웨이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PG 또
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JTAPI 게이트웨이를 제거한 후에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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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중화 에이전트 PG의 JTAPI 서비스는 초기화 후 CTI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에이전트 PG A측
은 기본 CTI Manager에, B측은 보조 CTI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 각 쌍의 PG 하나만 실제로 등록되
며 폰 및 CTI 경로 포인트를 모니터링합니다. 이중화된 PG는 핫 대기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이 PG는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하고 장애 조치에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용도로만 보조 CTI Manager
에 로그인합니다. 이러한 정렬이 사용되므로 장애 조치 시간이 크게 감소합니다.
시스템 시작 중에 Unified CCE 통화 라우터 서버에 처음 연결하여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요청하는 PG
가 활성 PG로 지정됩니다. 통화 라우터는 연결이 최적 상태인 PG측이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명목상
의 "A측"과 "B측" 지정은 활성화되는 PG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링크 장애로 인한 PG 장
애 조치 중에는 컨택 센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가 적용된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
PG를 선택합니다.
PIM 시작 프로세스에서는 먼저 모든 CTI 경로 포인트를 등록합니다. 이 등록은 초당 5개 경로 포인트
를 등록하는 속도로 수행됩니다. CTI 경로 포인트가 많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이 에이전트 로그인
을 허용할 때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PIM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를 클러스터에
분산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PIM이 작동하기 전에 통화가 CTI 경로 포인트에 도착하는 경우 복구 번호를 사용하여 경로 포인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통화가 실패합니다. 미등록 시 통화 전달 또는 장애 시 통화 전달 설정에서 복구 번
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 자동 교환 시스템용 Cisco Unity 음성 메일 시스템으로 복구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 PG 종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활성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안 됩니다. 이 서비스를 종료하
면 다른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활성화되는 동안 1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서비스 중단 시간은
컨피그레이션의 크기와 주변 장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VRU 주변 장치의 경우 중단
시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 VRU의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용 에이전트 PG 구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에이전트 PG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2개마다 에이전트 PG를 하나씩 구축합니다. 각 가입자
는 CTI Manager를 포함합니다. 각 에이전트 PG는 각기 다른 가입자에서 실행되는 CTI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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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는 가입자가 4개인 클러스터에 연결되는 2개 에이전트 PG 쌍
을 사용하는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38: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용 2개 에이전트 PG 쌍

•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단일 에이전트 PG 쌍을 구축합니다. 이 구축에서는 두 가입자의 CTI
Manager에서만 에이전트 PG 쌍으로의 직접 링크가 설정됩니다. 에이전트 PG 쌍에 직접 연결되
는 가입자만이 아닌 모든 가입자에 대해 에이전트 폰을 분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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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결된 가입자를 통해 에이전트 PG 메시지를 보내고 받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는 가입자
가 4개인 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단일 에이전트 PG 쌍을 사용하는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39: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용 단일 에이전트 PG 쌍

이 모델에서는 컨택 센터의 PG 서버 수가 감소하지만, PG 크기 조정 제약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통화가 단일 에이전트 PG 쌍을 통과하므로 여러 가입자를 포함하는 팀을 생성할 수
도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팀을 통해 클러스터 전반에 등록된 에이전트 폰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축에서는 클러스터의 리소스 사용률이 약간 더 높아질 수 있습니
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91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중앙 컨트롤러 설계 관련 고려 사항

중앙 컨트롤러 설계 관련 고려 사항
이중화된 Unified CCE 서버는 지리적으로 분산 배치할 수도 있고 같은 물리적 사이트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덕션 구축에서는 통화 라우터, 로거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공용 네트워크에서 격리
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그림 40: 중앙 컨트롤러의 고가용성 설계

이 설계에서는 이중화를 위해 각 Unified CCE 구성 요소를 중복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모든
Unified CCE 구축에서는 이중화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nified CCE 및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또는 Unified IP IVR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중화로 인해 Unified
CCE 구축에서 핵심 시스템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도 해당 구축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Unified CCE 구축은 Unified CVP를 통해 통화를 계속 작동하는 구성 요소에 연결된 에이전
트 또는 VRU 세션으로 다시 라우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에서 디바이스, 통화 처리 또는 CTI Manager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는
Unified CCE를 구축해 주십시오.
자동 장애 조치 및 복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화된 구성 요소 쌍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인터커넥트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장애 탐지를 위해 100ms 간격으로 TCP 연결 유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장애 조치 및 복구를 위한 클러스터 설계를 사용합니
다. 각 클러스터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하나와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를 포함합니다. 에이전트 폰 및 컴퓨터는 기본 대상에 등록되지만 기본 대상에서 장애가 발생
하면 백업 대상에 자동 등록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92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Live Data 설계 관련 고려 사항

Live Data 설계 관련 고려 사항
Live Data는 2개 Live Data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고가용성 시스템입니다. A측과 B측이 시스템이 하나
씩 구축됩니다. 설계상 Live Data 구축은 모든 단일 장애 포인트에 대한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Live
Data에는 다음과 같은 3개 장애 조치 레이어가 있습니다.
• 서버
• TIP
• Socket.IO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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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ive Data 서버 장애 조치를 Live Data 클러스터 장애 조치라고도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Live Data
서버 장애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림 41: Live Data 보고 토폴로지

서버 장애 조치
Live Data 서버는 수동 활성 또는 대기 모드로 작동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Live Data 서버만 활성화되
고 다른 Live Data 서버는 대기 상태로 유지됩니다. 대기 Live Data 서버는 활성 서버의 상태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활성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대기 서버가 대신 작동하여 활성 상태가 됩니
다. 장애가 발생한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면 대기 서버로 지정됩니다.
다음의 두 시나리오에서는 가중치 적용 알고리즘에 따라 활성화되는 Live Data 서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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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두 Live Data 서버가 동시에 시작되면 더 많은 수의 PG에 연결된 서버가 활성화됩니다.
양측의 가중치가 동일하면 A측에 더 높은 우선순위가 지정됩니다.
시나리오 2: 활성 Live Data 서버에서 일부 PG 연결이 끊기는 경우 대기 서버가 2분 이상 활성 서버에
비해 30% 이상의 PG에 연결되어 있음을 탐지하면 활성 상태를 선점한다는 대화 상자를 활성 서버에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대화 상자 표시가 완료되면 대기 서버가 활성 서버로 설정되고 이전에 활성이
었던 서버는 대기 서버가 됩니다.

TIP 장애 조치
Live Data는 TIP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nified CCE 라우터 및 PG 서버와 통신합니다. 활성 Live
Data 서버는 Unified CCE 라우터 및 PG의 양측에 대한 TIP 연결을 설정합니다. 대기 Live Data 서버는
TIP 연결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TIP 연결은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A측 또는 B측 연
결). 활성 TIP 연결에 장애가 발생하면 활성 Live Data 서버가 유휴 TIP 연결로 복구됩니다.

Socket.IO 장애 조치
Socket.IO 클라이언트는 Live Data 서버의 특정 측에 연결하여 Live Data 보고서 이벤트 스트림(Socket.IO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Socket.IO 클라이언트의 예로는 Unified Intelligence Center 클라이언트가 있습
니다. 대기 Live Data 서버도 ActiveMQ NetBridge 연결을 사용하여 활성 서버에서 데이터를 프록시하
므로 Socket.IO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Socket.IO 클라이언트 하트비트가 손실되면 Socket.IO 연결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Socket.IO 클라이언트는 다른 Live Data 서버로 장애 조치됩니다.

장애 조치를 지원하는 일반 프로세스
장애 조치 시나리오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장애 또는 네트워크 장애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음 섹션에서는 구성 요소 장애 조치 동작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애 탐지 방법
Unified CCE는 MDS(Message Delivery Subsystem, 메시지 전송 하위 시스템)를 사용하여 동기화 메시
지를 전송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100ms 간격으로 생성되는 TCP 연결 유지 메시지를 사용합니
다. 500ms 동안 TCP 연결 유지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네트워크 또는 구성 요소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용 네트워크는 PG와 중앙 컨트롤러 간에 UDP 하트비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중화된 구성 요
소는 100ms 간격으로 UDP 하트비트를 생성합니다. 라우터와 PG는 400ms 간격으로 UDP 하트비트를
생성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시스템은 UDP 하트비트 5개를 받지 못하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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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과반수
디바이스 과반수에 따라 통화 라우터가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화 라우
터는 이중화된 통화 라우터 연결이 끊기면 디바이스 과반수를 확인합니다. 각 통화 라우터는 자체적
으로 디바이스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통화 라우터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디바이스 과반수를 동시에
포함할 수도 있고 두 통화 라우터가 모두 디바이스 과반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 과반수를 포함하려면 통화 라우터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통화 라우터가 A측 라우터이며 활성화된 전체 PG 중 절반 이상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화 라우터가 B측 라우터이며 활성화된 전체 PG 중 절반이 넘는 PG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
다.

PG 가중치
프라이빗 링크 장애 발생 시의 장애 조치 중에는 가중치가 적용된 값에 따라 활성화되는 PG가 결정
됩니다. 양측의 활성 구성 요소 수와 유형에 따라 PG의 가중치가 적용된 값이 결정됩니다. 각 구성 요
소에 할당되는 가중치는 해당 구성 요소의 복구 시간과, 구성 요소가 다운되는 경우의 컨택 센터 중
단을 반영합니다. 에이전트 PIM의 가중치가 VRU PIM 및 CTI 서버보다 높습니다. 구성 요소 가중치
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장애 조치 중의 레코드 보관
장애 조치 중에 레코드를 받는 통화 데이터는 장애가 발생하는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
상황에 따라 일부 통화 데이터는 손실됩니다. 라우터는 장애로 인해 진행 중인 통화에 액세스하지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통화는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되지만 통화 라우터는 전화가 끊긴 것
처럼 응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트 PG는 이 시점에서 Unified CCE 데이터베이스에
TCD(Termination Call Detail, 종료 통화 세부사항)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미 연결된 통화는 장애 조치 중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PG는 이러
한 통화가 종료되면 해당 통화에 대해서도 다른 TCD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통화 지속 가능성
장애 조치 중의 통화 지속 가능성은 구축 및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Unified CVP 구축에서는 중앙 컨트롤러의 라우팅 대화 상자가 중지되고 Unified CVP에서 제어
하는 통화가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의 지속 가능 TCL 스크립트를 통해 처리됩니다. 지속 가
능 스크립트가 다른 활성 Unified CCE 구성 요소로 리디렉션하는 통화는 시스템에 "새 통화"로
표시되며 보고 또는 추적을 위한 원래 통화와의 관계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 Unified IP IVR 구축에서는 통화가 종료되면 VRU의 지속 스크립팅을 통해 일부 통화가 처리될
수는 있지만 해당 통화가 다른 활성 Unified CCE 구성 요소로 다시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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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PG에 장애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통화가 지속됩니다. 하드 폰을 사용하는 에이전트는
구축에서 허용하는 경우 통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계속 활성 상태인 동안 다시 로그
인하는 에이전트는 진행 중인 통화에 다시 연결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시의 Unified CCE 장애 조치
네트워크 장애는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를 통해 트래픽을 전송하는 모든 구성 요소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Unified CCE 구성 요소는 공용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 링크를 모두 사용하여 통신합
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 구성 요소 시작 중 상태 전송
• 통화 라우터의 이중화된 쌍 동기화
• PG의 이중화된 쌍 동기화
공용 네트워크는 음성 데이터, 통화 컨텍스트 데이터, 보고 데이터 등 컨택 센터 구성 요소 간의 나머
지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공용 네트워크에는 Unified CCE 구성 요소 간의 모든 공용 네트워크 링크가
포함됩니다.

참고

가상화된 컨택 센터에서는 가상 NIC 등의 가상 환경 장애 또는 물리적 리소스의 장애로 인해 네
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장애 대응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컨택 센터는 시스템 토폴로지에 따라 네트워크 양측 중 하
나 또는 둘 다가 격리 활성 작동 상태로 즉시 전환됩니다. 통화 라우터가 프라이빗 네트워크 복원을
탐지할 때까지는 이러한 격리 작동 상태가 유지됩니다. 복원이 탐지되고 나면 이중화된 라우터 및 PG
쌍이 다시 동기화되고 정상 작동이 재개됩니다.
A측은 쌍이 활성화된 통화 라우터이고 B측은 쌍이 비활성화된 통화 라우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A측 통화 라우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 A측 통화 라우터에 디바이스 과반수가 있는 경우 통화 라우터는 격리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며
트래픽을 계속 처리합니다.
• A측 통화 라우터에 디바이스 과반수가 있지 않은 경우 통화 라우터는 격리 비활성화 상태로 전
환되며 트래픽 처리는 중지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B측 통화 라우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 B측 통화 라우터에 디바이스 과반수가 있지 않은 경우 통화 라우터는 격리 비활성화 상태로 전
환되며 트래픽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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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측 통화 라우터에 디바이스 과반수가 있는 경우 통화 라우터는 테스트 상태로 설정됩니다. 이
라우터는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A측 통화 라우터에 연결하도록 활성화된 PG에 지시합니다. 그
런 다음 B측 통화 라우터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A측 통화 라우터에 연결하여 해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PG가 없으면 B측 통화 라우터는
격리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며 트래픽 처리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A측과 B측이 모두 격리
활성화 상태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 PG가 A측 통화 라우터에 연결하여 이 통화 라우터가 격리 비활성화 상태임을 확인하는 경
우 B측 통화 라우터는 격리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며 트래픽 처리를 시작합니다.
◦ PG가 A측 통화 라우터에 연결하여 이 통화 라우터가 격리 활성화 상태임을 확인하는 경우
B측 통화 라우터는 격리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며 트래픽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통화 라우터 장애 조치 처리 중에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통화 라우터가 격리 활성화 상태가 될 때까
지 통화 라우터로 전송되는 경로 요청이 대기됩니다. 통화 라우터 장애는 VRU 또는 에이전트로 이미
라우팅된 진행 중인 통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로거는 유휴 상태로 설정되는 통화 라우터를 종료합니다. 각 로거는 자체 통화 라우터와만 통신합니
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이 12시간 이내에 복원되면 격리 활성화 상태의 통화 라우터 로거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로거를 다시 동기화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이 12시간보다 오랫동
안 다운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관리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로거를 수동으로 다시 동기
화해 주십시오.
이중화된 각 PG 쌍에는 활성화된 PG와 비활성화된 PG가 있습니다. 시스템 시작 시 처음 연결되는
PG가 활성화된 PG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장애 이후에는 이중화된 쌍에서 가중
치가 가장 높은 PG가 활성화된 PG로 설정되고 나머지 PG는 비활성화된 PG로 설정됩니다.

공용 네트워크 장애 대응
고가용성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공용 네트워크용 이중화 채널을 포함합니다. 채널 하나에서 장애
가 발생하면 다른 채널이 원활하게 작업을 계속합니다. 컨택 센터는 두 구성 요소 간의 모든 채널에
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공용 네트워크 장애를 탐지합니다.

참고

이중화된 공용 네트워크가 없는 컨택 센터의 경우 채널 하나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탐지합
니다.
컨택 센터가 공용 네트워크 장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이트의 수/기능 및 사이트의 연결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보다 일반적이거나 중요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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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간에 발생하는 장애
장애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가입자의 공용 링크가 끊기는 시나리오에서 발생합니다. 정상 작동
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는 통화 라우터와 에이전트 PG가 동기화 상태로 유지되므로 통화 라우
터는 모든 에이전트 디바이스를 계속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 라우터는 공용 네트
워크 장애가 발생한 반대측 가입자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전트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컬
CVP는 공용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반대측의 에이전트 디바이스로 연결 정보를 전달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통화는 실패하지만 라우팅 클라이언트는 원격 가입자의 에이전트 디바이스로 통화가 라
우팅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에서 데이터 센터 간에 발생하는 장애
WAN 구축을 통한 클러스터링에서는 가용성과 탄력성이 뛰어나고 레이턴시가 낮으며 대역폭이 충
분한 WAN이 필요합니다. Unified CCE 내결함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공용 네트워크입니다. 고
가용성 WAN는 단일 장애 포인트가 없으며 대개 여러 캐리어로 장애 포인트가 분산되는 완전 이중화
방식입니다. WAN의 일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이중화된 링크에서 QoS 매개변수 범위
내에 데이터 센터의 전체 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화된 WAN 대신 SONET
파이버 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용성과 탄력성이 뛰어난 WAN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Cisco Design Zone에서 전반적인 WAN 아키텍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데이터 센터 위치 간의 공용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
니다.
1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가 장애를 탐지합니다. 가입자는 로컬 통화 처리 및 통화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설정된 통화
는 실패합니다.
2 통화 라우터 및 에이전트 PG에서 장애를 탐지합니다. 에이전트 PG는 데이터 통신 스트림을 자동
으로 로컬 통화 라우터로 다시 정렬합니다. 그리고 나면 로컬 통화 라우터가 통화 처리를 계속하
기 위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반대측의 통화 라우터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변경된 데이터
경로로 인해 에이전트 PG 또는 통화 라우터가 장애 조치되지는 않습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공용 네트워크 장애의 영향은 에이전트 폰 및 데스크톱이 등록된 항목에 따라 달라
집니다.
• 에이전트 데스크톱과 에이전트 폰이 모두 동일측(이 예제에서는 A측)의 가입자의 에이전트 PG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간의 공용 링크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에이전트는 정상적으로 통화 처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에이전트 데스크톱(여기서는 A측)과 에이전트 폰(여기서는 B측)이 서로 반대측에 등록되는 경
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TI Manager는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폰 이벤트를 반대측의 에이전
트 PG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간의 공용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 폰의 홈이
클러스터 A측으로 다시 지정되지 않습니다. 즉, 폰은 B측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A측의 에이전
트 PG는 이 폰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Unified CCE는 더 이상 에이전트 폰으로 통화를 전송할 수
없으므로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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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이중화된 데스크톱 서버 쌍이 에이전트 데스크톱 연결의 로드 밸런싱을 수행합
니다. 따라서 데스크톱 중 절반은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 CTI 서버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CG)에 연결하는 데스크톱 서버에 등록됩니다. 공용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원격 CG에
서 데스크톱 서버의 연결이 끊깁니다. 데스크톱 서버는 활성 에이전트 데스크톱 연결을 끊어 강
제로 해당 데스크톱의 홈을 원격 사이트의 이중화된 데스크톱 서버로 다시 지정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이중화된 데스크톱 서버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이중화된 데스크톱 서버에 연결될 때까지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에서 에이전트 사이트에 발생하는 장애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용 Unified CCE 모델에서는 Unified CCE 에이전트가 여러 사이트에 원격으
로 배치된다고 가정합니다. 각 에이전트 사이트는 이중화를 위해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두 데이터 센
터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연결은 기본적
인 SRST 기능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에이전트 사이트는 긴급(911) 전화를 계속 걸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에이전트 사이트에서 데이터 센터 중 하나에 대한 공용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 시스템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1 연결이 끊긴 데이터 센터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가 홈으로 설정된 모든 IP 폰
의 홈이 다른 데이터 센터의 가입자로 자동 설정됩니다. 이러한 홈 재설정 동작을 사용하려면 이
중화 그룹을 구성해 주십시오.
2 연결이 끊긴 데이터 센터의 데스크톱 서버에 연결된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다른 데이터 센터의 이
중화 서버로 자동 재정렬됩니다. 재정렬 프로세스 중에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이 비활성화됩니다.
Unified CCE 에이전트 사이트에서 데이터 센터 둘 다에 대한 공용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1 로컬 VG(음성 게이트웨이)가 클러스터로의 통신 경로 장애를 탐지합니다. 그런 다음 로컬 다이얼
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SRST 모드로 전환됩니다.
2 VG가 Unified CVP를 사용하여 Unified CVP 서버에 대한 연결 끊김을 탐지합니다. 그런 다음 로컬
지속 가능 TCL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인바운드 통화를 다시 라우팅합니다.
3 로컬 PSTN 연결에서 연결이 끊긴 에이전트 사이트로 유입되는 활성 통화는 활성 상태로 유지됩
니다. 그러나 에이전트 PG는 통화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TCD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4 Finesse 서버 또는 CTI OS 서버가 에이전트 데스크톱에 대한 연결 끊김을 탐지하여 에이전트를 시
스템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합니다. IP 폰은 SRST 모드로 설정된 동안에는 Unified CCE 에
이전트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공용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모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공용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개별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Unified
CCE 에이전트 및 통화에 제한적인 영향만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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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시스템에서는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대단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장 백업 및 탄력성 기능을 활용하여 WAN을 신중하게 설계하면 이러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의 두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면 사이트가 종료됩니다.
두 사이트 간의 공용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모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1 두 통화 라우터가 모두 디바이스 과반수를 확인합니다. 디바이스 과반수가 포함되어 있는 라우터
는 격리 활성화 모드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은 라우터는 격리 비활성화 모드로 설정됩니다.
2 PG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통신을 자동으로 로컬 통화 라우터로 다시 정렬합니다. 활성 통화 라우
터에 연결할 수 없는 PG는 비활성화됩니다.
3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가 장애를 탐지하며 로컬 통화 처리 및 통화 제어에 영향
을 주지 않고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4 공용 WAN 링크를 통해 활성 음성 경로 미디어를 전송하는 모든 진행 중인 통화는 실패하며 해당
링크에서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통화가 실패하면 PG는 통화에 대한 TCD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5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구축에서는 양측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가 로컬 구
성 요소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로 작동합니다.
6 Unified CCE 통화 라우팅 스크립트는 회선의 주변 장치 상태 확인 기능을 사용하여 오프라인 디바
이스에서 자동으로 라우팅됩니다.
7 폰과 데스크톱이 모두 로컬 가입자에 등록된 에이전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 에이전
트의 경우 폰과 데스크톱의 홈이 다시 설정되는 동안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
다. 그리고 정확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는 이러한 에이전트가 로그아웃될 수도 있습니
다.
8 Unified CCE는 비활성화측으로 걸려 오는 신규 통화를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TI 경로 포
인트용 표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장애 시 리디렉션 기능 또는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
웨이의 Unified CVP 지속 가능 TC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이러한 통화를 리디렉션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일 구성 요소 장애 시의 Unified CCE 장애 조치
Unified CCE 구성 요소는 이중화된 쌍으로 실행되므로 구성 요소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구성
요소가 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장애 조치는 자동으로 수행되며 활성 에이전트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Unified CCE가 구성 요소의 장애에 대응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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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러한 섹션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이 설치된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를 설명
하기 위해 "에이전트 PG"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각 Unified CCE 구축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형 PG에
PIM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일반 PG에 다른 구성 요소와 함께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PG에서 장애 발생
이 시나리오는 PG AC측 장애에서 복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A에 기본 CTI Manager가 있습니다.
• 이중화를 위해 가입자 A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폰 및 게이트웨이는 백업 서버로 가입자 B를 사
용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PG A측의 장애와 PG B측으로의 장애 조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CTI Manager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비스는 계속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림 42: 에이전트 PG A측에서 장애 발생

장애 복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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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G B측이 PG A측의 장애를 탐지합니다.
2 PG B측에서 모든 전화 건 번호와 폰을 등록합니다. 통화 처리는 PG B측을 통해 계속됩니다.
3 폰과 게이트웨이는 계속 가입자 A에 등록된 상태로 작동하며 장애 조치되지 않습니다.
4 진행 중인 통화는 에이전트 폰에서 활성 상태로 유지되지만 에이전트는 다시 로그인할 때까지 전
송 등의 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PG B측으로의 장애 조치 중에 점유되지 않은 에이전트와 해당 데스크톱의 상태가 컨피그레이션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드파티 통화용 옵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조
치가 완료된 후 에이전트가 다시 로그인하거나 상태를 수동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장애에서 복구된 후 PG B측은 활성 상태로 유지되며 가입자 B의 CTI Manager를 사용합니다. PG
는 A측으로 장애 복구되지 않으며 통화 처리는 PG B측에서 계속됩니다.

에이전트 PG로의 CTI Manager 링크가 없는 가입자에서 장애 발생
에이전트 2,000개를 지원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하나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가입자는 에이전트 500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에이전트 PG는 CTI Manager 연결을 하나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입자에는 CTI Manager가 있지만 가입자 중 2개만 에이전트 PG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모든 가입자가 에이전트 PG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에이전트 PG 쌍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 PG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가입자 A의 장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화를 위해 가입자 A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폰 및 게이트웨이는 백업 서버로 가입자 B를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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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C와 D는 에이전트 PG에 연결되며 각각 CTI Manager의 로컬 인스턴스를 실행하여 PG에
대해 JTA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림 43: 에이전트 PG로의 링크가 없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장애 발생

장애 복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가입자 A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 가입자에 등록된 폰 및 게이트웨이의 홈이 백업 가입자 B로 다
시 설정됩니다.
2 에이전트 PG A측은 가입자 C의 CTI Manager에 연결된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JTAPI 및 CTI
Manager 간 연결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PG는 장애 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G는
가입자 A에서 가입자 B로 폰 및 디바이스 등록이 자동으로 전환됨을 탐지합니다.
3 가입자 A에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통화 처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4 에이전트 폰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안에는 에이전트 PG가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비활성화합니
다. 이 응답으로 인해 에이전트는 가입자에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
트 PG는 이 전환 중에 통화가 라우팅되지 않도록 에이전트를 로그아웃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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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폰이 백업 가입자에 등록되고 나면 해당 폰에 대한 통화 처리가 재개됩니다.
6 진행 중인 통화는 가입자 A에 등록된 폰에서 계속되지만 에이전트는 다시 로그인할 때까지 전송
등의 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진행 중인 통화가 종료되면 해당 폰이 백업 가입자에 등록됩니다. 에이전트 PG는 이 전환 중에 통
화가 라우팅되지 않도록 에이전트를 로그아웃 처리합니다.
8 가입자 A가 복구되면 폰과 게이트웨이의 홈이 해당 가입자로 다시 설정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폰과 디바이스 그룹이 다시 원래 가입자에 등록되도록 가입자에 대한 홈 재설정 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콜센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 관리 기간 동안 수
동 작업을 통해 폰을 다시 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홈 재설정 프로세스 중에 CTI Manager는
등록이 가입자 B에서 원래 가입자 A로 다시 전환되었음을 에이전트 PG에 알립니다.
9 폰과 디바이스가 원래 가입자에 다시 등록되고 나면 통화 처리가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에이전트 PG와의 CTI Manager 링크에서 장애 발생
에이전트 2,000개를 지원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게시자 하나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가입자는 에이전트 500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에이전트 PG는 CTI Manager 연결을 하나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입자에는 CTI Manager가 있지만 가입자 중 2개만 에이전트 PG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모든 가입자가 에이전트 PG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에이전트 PG 쌍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 PG에 대한 연결이 설정된 CTI Manager의 장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입자 C와 D만 에이전트 PG에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화를 위해 가입자 A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폰 및 게이트웨이는 백업 서버로 가입자 B를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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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C와 D의 CTI Manager는 에이전트 PG에 대해 JTA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림 44: 에이전트 PG와의 CTI Manager 연결이 실패함

장애 복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가입자 C의 CTI Manager에 장애가 발생하면 에이전트 PG A측에서 장애를 탐지하고 PG B측으로
의 장애 조치를 유도합니다.
2 에이전트 PG B측이 모든 전화 건 번호 및 폰을 가입자 D의 CTI Manager에 등록하며, 통화 처리가
계속됩니다.
3 진행 중인 통화는 활성 상태로 유지되지만 에이전트는 다시 로그인할 때까지 전송 등의 폰 서비스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자 C의 CTI Manager가 복구되면 에이전트 PG B측은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되며 가입자 B의
CTI Manager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에이전트 PG가 장애 복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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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VP와 달리 Unified IP IVR은 통화 제어를 위해 CTI Manager를 사용합니다. Unified IP IVR 구
축에서 에이전트 PG가 연결된 CTI Manager에 장애가 발생하면 Unified IP IVR JTAPI 하위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이처럼 하위 시스템이 종료되면 Unified IP IVR 서버가 처리 중인 모든 음성 통화가 끊어
집니다.
그리고 나면 JTAPI 하위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며 백업 가입자의 CTI Manager에 연결됩니다. Unified
IP IVR은 Unified IP IVR JTAPI 사용자와 연결된 모든 CTI 포트를 다시 등록합니다. 모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서버는 VRU(음성 응답 장치) 기능을 재개
하며 새 통화를 처리합니다.

음성 응답 장치 PG에서 장애 발생
VRU(음성 응답 장치) PG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Unified CVP에서 진행 중이거나 대기된 통화는 끊어
지지 않습니다. 음성 게이트웨이의 지속 가능 TCL 스크립트가 보조 Unified CVP 또는 SIP 다이얼 플
랜의 번호(사용 가능한 경우)로 통화를 리디렉션하기 때문입니다.
Unified IP IVR을 사용하는 구축의 경우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대기되어 있거나
처리 중인 모든 통화가 끊어집니다.
• Unified IP IVR용으로 정의된 기본 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CTI 포트용으로 정의된 복구 번호
장애 조치 후 이중화된 VRU PG는 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P에 연결하여 새 통화 처리를 시작
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VRU PG측이 복구되어도 현재 실행 중인 VRU PG가 활성 VRU PG로 계속 작
동합니다. VRU PG를 이중화하면 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이 활성 대기 포인트로 작동하거나
통화 처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Unified IP IVR 구축에 이중화된 VRU PG가 없으면 VRU PG는 작동하는 Unified IP IVR 서버 사용
을 계속 차단합니다.

그림 45: VRU PG에서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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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에서 장애 발생
Unified CCE 로거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컨피그레이션(에이전트 ID, 스킬 그룹, 통화 유형) 및 스크
립팅(통화 흐름 스크립트)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합니다. 또한 통화 처리의 최근 기록
데이터도 유지 관리합니다. 로거는 로컬 통화 라우터에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통화 라우터는 동기화
되므로 로거 데이터도 동기화됩니다.
로거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통화 처리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중화된 로거가 로컬 통화 라우
터에서 전체 통화 데이터 집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발생한 로거를 12시간 이내에 복원하면 해
당 로거는 오프라인 상태였을 때 수행된 모든 트랜잭션을 백업 로거로부터 자동으로 요청합니다. 로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녹음된 각 항목의 날짜와 시간을 추적하는 복구 키를 유지 관리합니다. 이중화
된 로거는 이러한 키를 사용하여 누락된 데이터를 식별합니다.
로거가 12시간보다 오랫동안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되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다시 동
기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Unified ICMDBA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로거를 수
동으로 다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수동 프로세스에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
할 편리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거 복제 프로세스에서는 로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관리 및 데이터 서버의 HDS 데이터베이
스로 전송합니다. 또한 동기화 수행 시 로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각 새 행을 자동으로 복제합니
다.
Cisco Outbound Option을 사용하는 구축에서는 Campaign Manager가 기본 로거에서만 로드됩니다. 해
당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로거가 다운된 동안 아웃바운드 통화가 중지됩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서 장애 발생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시스템이 컨피그레이션 및 스크립팅 변경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웹 기반 보고 도구 및 인터넷 스크립트 편집기도 호스팅할 수 있
습니다. 다른 Unified CCE 구성 요소와 달리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이중화된 쌍으로 작동하지 않습
니다. 이 서버의 기능에 대해 이중화를 제공하려는 경우 설계에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장애 조치 동작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실시간 배포자를 통해 통화 라우터에서 Unified CCE 전체의 실시간 데이터 피
드를 수신합니다. 같은 사이트에 관리 및 데이터 서버가 여러 대 있는 경우에는 단일 관리 사이트에
실시간 배포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이트에는 기본 배포자와 하나 이상의 보조 배포자가 포
함됩니다. 기본 배포자는 통화 라우터에 등록되며 라우터에서 네트워크 전체의 실시간 피드를 수신
합니다. 보조 배포자는 기본 배포자를 실시간 피드의 소스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배포자를 정렬하
면 라우터가 지원하는 실시간 피드의 수가 감소하며 대역폭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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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시간 배포자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 실시간 배포자가 라우터
에 등록되어 실시간 피드를 수신합니다. 기본 또는 보조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 등록할 수 없는 관리
클라이언트는 배포자가 복원될 때까지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림 46: 기본 실시간 배포자의 장애

관리 및 데이터 서버가 Cisco Unified CCMP(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용 인터페이스를 호스
팅하는 구축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에서는 관리 및 데이터 서버가 다운되면 Unified CCE 또는 Unified
CCMP 시스템에 대해 수행하는 컨피그레이션 변경 사항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CTI 서버에서 장애 발생
CTI 서버는 에이전트 PG 트래픽에서 전화벨 울림, 수화기 들기 이벤트 등의 특정 CTI 메시지를 모니
터링합니다. 그리고 Cisco Finesse 서버, CTI OS 서버 등의 CTI 클라이언트에 이러한 메시지를 제공합
니다. 또한 CTI 클라이언트에서 전화 걸기, 통화 응답 등의 서드파티 통화 제어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CTI 서버는 이러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PG를 통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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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서버는 이중화된 쌍으로 구축합니다. 이중화된 쌍의 서버 중 하나는 이중화된 에이전트 PG 쌍의
PG 하나와 함께 VM에 배치합니다. 활성 CTI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중화된 CTI 서버가 활성화
되어 통화 이벤트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림 47: CTI 서버에서 장애 발생

Finesse 서버와 CTI OS 서버는 모두 CTI 서버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장애 조치 중에는 CTI 서버가 아
닌 데스크톱 서버가 에이전트 상태를 유지 관리합니다. CTI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Finesse 및 CTI
OS는 모두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부분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장애 조치 완료 후 에이전트가 다시 로
그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활성 CTI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설정된 기간 후 장애 조치를 강제로 수
행하는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이 장애 조치는 CTI 클라이언트가 활성 CTI 서버에 연결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가상의 원인을 격리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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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Finesse 서버에서 장애 발생
Cisco Finesse 서버는 전용 가상 머신에서 이중화된 쌍으로 구축합니다. 두 Finesse 서버는 모두 항상
활성 모드로 실행됩니다.
그림 48: Finesse 서버에서 장애 발생

Cisco Finesse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장애 복구가 수행됩니다.
1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이 연결 끊김을 탐지하고 이중화된 서버로 장애 조치
됩니다.
2 에이전트는 장애 조치 이후 새 서버로 자동 로그인됩니다.
3 Cisco Finesse REST API를 사용하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논리 내에서 장애 조
치를 수행하여 이중화된 서버로 이동해야 합니다.
4 Cisco Finesse 서버에서 Cisco Finesse Tomcat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Cisco Finesse 서버를 다
시 시작하기 전에 Cisco Finesse Tomcat을 다시 시작하려고 시도합니다.
5 장애 발생 서버가 다시 시작되면 새 에이전트 데스크톱 세션이 해당 서버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
다. 이중화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해당 서버에 유지됩니다.

Finesse IP Phone Agent 장애 동작
Finesse 데스크톱과 달리 Finesse IP Phone Agent는 대체 Finesse 서버로 자동 장애 조치되지 않습니다.
장애 상황에서도 작업을 계속 수행하려면 Unified CM에서 각기 다른 Finesse 서버를 가리키는 둘 이
상의 Finesse IP Phone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Finesse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Finesse IPPA는 5초마다 해당 서버에 다시 연결하려고 합니다. 다
시 연결을 3회 시도한 후에도 Finesse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이면 Finesse IPPA는 에이
전트에게 서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총 시
간은 약 15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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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나리오에서는 Finesse IPPA 에이전트가 현재 Finesse 서비스를 종료한 다음 대체 Finesse 서버
를 가리키는 다른 구성된 Finesse 서비스에 수동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대체 Finesse 서비스에 올바
르게 로그인한 에이전트는 정상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성 요소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의 Finesse 동작
다음 섹션에서는 다른 Unified CCE 구성 요소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의 Finesse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
다.
에이전트 PG에서 장애 발생
두 Finesse 서버가 모두 활성 에이전트 PG에 연결됩니다. 활성 에이전트 PG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Finesse는 대체 에이전트 PG 연결을 시도합니다. 대체 에이전트 PG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Finesse에
서 잠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연결이 끊기면 Finesse 데스크톱에 빨간색
배너가 표시될 수 있으며, 에이전트가 다시 연결되면 이 배너는 녹색으로 바뀝니다.
CTI 서버에서 장애 발생
두 Finesse 서버가 모두 활성 CTI 서버에 연결됩니다. 활성 CTI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Finesse는
대체 CTI 서버 연결을 시도합니다. 대체 CTI 서버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Finesse에서 잠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연결이 끊기면 Finesse 데스크톱에 빨간색 배너가 표시될 수
있으며, 에이전트가 다시 연결되면 이 배너는 녹색으로 바뀝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서 장애 발생
Finesse는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인증합니다. Finesse 관리자는 Finesse 관리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관리 및 데이터 서버의 설정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백업 관리 및 데이터
서버의 설정도 구성합니다. 백업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관리 및 데이
터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Finesse 에이전트는 데스크톱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 조치 수행
시 로그인되어 있는 에이전트는 데스크톱에서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백업 관리 및 데이터 서버가 구성되어 있으면 Finesse는 백업 서버 연결을 시도합니다. Finesse가 백업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 연결하고 나면 에이전트는 데스크톱에 로그인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CTI OS 서버에서 장애 발생
CTI OS 서버는 이중화된 쌍으로 구축합니다. 이중화된 쌍의 서버 중 하나는 이중화된 에이전트 PG
쌍의 PG 하나와 함께 VM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핫 대기 모드에서 실행되는 PG 프로세스와 달리 CTI
OS 서버 프로세스는 둘 다 항상 활성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CTI OS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장애 복구가 수행됩니다.
1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이 연결 끊김을 탐지하고 이중화된 서버로 장애 조치
됩니다.
2 장애 발생 서버가 다시 시작되면 새 에이전트 데스크톱 세션이 해당 서버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
다. 이중화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해당 서버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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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구성 요소 장애 시의 Unified CCE 장애 조치
둘 이상의 구성 요소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Unified CCE는 단일 구성 요소 장애 시와 같이 원활
하게 장애 조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Unified CCE가 여러 구성 요소의 장애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에이전트 PG와 CTI Manager에서 장애 발생
CTI Manager는 로컬 가입자 및 단일 에이전트 PG에만 연결되며 클러스터의 다른 CTI Manager와 직
접 통신하지는 않습니다. CTI Manager는 다른 구성 요소의 데이터를 통해 동기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특정 측의 에이전트 PG와 반대측의 CTI Manager에 모두 장애가 발생하면 Unified CCE는 클러스터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스템이 해당 클러스터의 에이전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 PG 또는 백업 CTI Manager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될 때까지 클러스터는 연결이 끊긴 상태
로 유지됩니다.
그림 49: 에이전트 PG가 백업 CTI Manager에 연결할 수 없음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113

고가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및 CTI Manager에서 장애 발생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및 CTI Manager에서 장애 발생
이 섹션의 시나리오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A 서버 전체에서 발생하는 장애
에서 복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A에 기본 CTI Manager가 있습니다.
• 이중화를 위해 가입자 A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폰 및 게이트웨이는 백업 서버로 가입자 B를 사
용합니다.
그림 50: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TI Manager에서 장애 발생

장애 복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가입자 A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등록되어 있는 모든 비활성 폰 및 게이트웨이가 가입자 B에 다시
등록됩니다.
2 진행 중인 통화는 활성 상태로 유지되지만 에이전트는 전송 등의 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3 에이전트 PG A측에서 장애를 감지하여 에이전트 PG B측으로의 장애 조치를 유도합니다.
4 에이전트 PG B측이 활성화되어 모든 전화 건 번호와 폰을 등록합니다. 통화 처리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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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 중인 각 통화가 종료되면 해당 에이전트 폰 및 데스크톱이 백업 가입자에 등록됩니다. 에이
전트 데스크톱의 정확한 상태는 컨피그레이션과 데스크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가입자 A가 복구되면 모든 유휴 상태 폰과 게이트웨이가 해당 가입자에 다시 등록됩니다. 활성 디
바이스의 경우 유휴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본 가입자에 다시 등록됩니다.
7 에이전트 PG B측은 가입자 B의 CTI Manager를 사용하여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8 장애에서 복구된 후 에이전트 PG는 이중화된 쌍의 A측으로 장애 복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CTI 메
시징은 가입자 B의 CTI Manager를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이 CTI Manager는 가입자 A와 통신하여
폰 상태 및 통화 정보를 가져옵니다.

고가용성을 위한 기타 고려 사항
Unified CCE 장애 조치는 솔루션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결함 시나리오에서는
다른 제품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보고 관련 고려 사항
Unified CCE 보고 기능은 실시간, 5분 및 보고 간격(15분 또는 30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고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합니다. 5분 간격과 보고 간격이 종료될 때마다 각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는 로컬 데이
터를 수집하여 통화 라우터로 전송합니다. 통화 라우터는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 기록 데이터 저장을
위해 로컬 로거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로거가 기록 데이터를 HDS/DDS 데이터베이스에 복제합니다.
PG는 메모리와 디스크에서 5분 데이터 및 보고 간격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G는
이 버퍼링된 데이터를 사용해 느린 네트워크 응답을 처리하며 네트워크 서비스가 복원된 후 데이터
를 자동으로 다시 전송합니다. 이중화된 쌍의 두 PG에서 모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 컨트롤러
로 전송되지 않은 5분 데이터 및 보고 간격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로그아웃하면 에이전트의 모든 보고 통계가 중지됩니다. 에이전트가 다음 번에 로그인
하면 에이전트의 실시간 통계는 0부터 시작됩니다. 에이전트 데스크톱 및 장애 중에 에이전트가 수
행 중인 작업에 따라서는 일부 장애 조치가 수행될 때 컨택 센터에서 에이전트가 로그아웃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의 보고 개념(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user-guide-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CCE 관리 도구를 위한 로드 밸런싱
다음과 같은 두 시나리오에서 Unified CCE 관리 도구와 함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Unified CCE 관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수퍼바이저는 다운되거나 연결할 수 없는 Unified CCE 관리 도구로 이동하려는 경우 로
그인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오류가 수신되며, 관리자나 수퍼바이저는 다른 서버의
Unified CCE 관리에 수동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동 단계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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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URL 리디렉션 모드를 사용해 작동하는 서버로 사용자를 이동하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용 시나리오:
1 사용자가 Unified CCE 관리에 로그인하여 브라우저에서 로드 밸런서로 이동합니다.
2 로드 밸런서가 사용자 브라우저를 적절한 Unified CCE 관리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3 사용자가 Unified CCE 관리 서버에 직접 로그인합니다.
고객이 Unified CCE 관리 API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Unified CCE 관리 REST API를 직접 사용하는 고객은 고가용성 관리를 위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도
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 밸런서는 모든 사용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처럼 Cisco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객 또는 파트너가 로드 밸런
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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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라우팅
정밀 라우팅은 스킬 그룹 라우팅 대신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라우팅 전략입니다. 스
킬 그룹 라우팅에서는 미리 정의된 그룹을 사용합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특정 유형의 통화를 처
리할 수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는 에이전트가 수신 통화를 처리할 수 있는 그룹에 에이전트를 수동으
로 할당합니다.
정밀 라우팅에서는 특성 정의를 생성하고, 각 에이전트에게 특정 값을 할당하고, 라우팅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통화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특성이 지정된 에이전트를 동적으로 찾습니다. 특성의 몇 가지
예로는 언어 숙련도 레벨, 제품 판매 자격, 에이전트의 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에이
전트의 스킬을 정확하게 표시하면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각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라우팅
할 수 있습니다.
정밀 라우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featur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정밀 라우팅 특성
특성은 언어, 위치, 에이전트 전문 지식 등의 통화 라우팅 요건을 식별합니다. 각 정밀 대기열에는 고
유 특성을 10개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여러 용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
성 유형(부울 또는 숙련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특성 값을 참이나 거짓으로 식별하려면
부울 특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보스턴에 있음을 지정하는 Boston 특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 레벨을 1~10 범위로 설정하려면 숙련도 특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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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레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가 모국어인 에이전트는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에 비해
언어 숙련도 값이 큽니다.
정밀 대기열을 생성할 때는 대기열에 포함할 특성을 식별한 다음 스크립트에서 해당 대기열을 구현
합니다. 에이전트에 새 특성을 할당하면 특성 값이 에이전트를 기준이 일치하는 정밀 대기열과 자동
으로 연결합니다.

정밀 라우팅 제한 사항
현재는 음성 에이전트에만 정밀 라우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밀 라우팅은 비음성 미디어를 지원
하지 않습니다.
CCE의 에이전트 PG에만 정밀 라우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Outbound Option은 정밀 라우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킬 그룹을 사용하여 아웃바운
드 캠페인 또는 비음성 활동에 참가하는 에이전트도 정밀 대기열에서 인바운드 통화를 처리할 수 있
습니다.

에이전트 인사말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인사말 기능을 사용하여 발신자가 에이전트에 연결할 때 자동으로 재생되는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메시지를 통해 발신자에게 인사를 하고, 에이전트를 소개하고,
기타 유용한 상황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발신자는 에이전트 인사말에서 적절한 언어와 속
도로 명확하고 적극적인 에이전트 소개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에이전트가 모든
통화에서 같은 소개 문구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사말이 재생되는 시간 동안 데스
크톱 화면의 팝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녹음하는 방식은 음성 메일의 메시지를 녹음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콜센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에이전트는 각 발신자 유형에 대해 재생할 서로 다른 인사말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발신자에 대해서는 영어 인사말,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발신자에 대해서
는 이탈리아어 인사말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면 기본적으로 인사말 재생이 활성화됩니다. 에이전트는
필요에 따라 인사말 재생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로컬 에이전트에 대한 에이전트 인사말 폰 요건
BIB(Built-In Bridge)가 있는 IP 폰을 사용하는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는 에이전트 인사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는 보통 컨택 센터 내에 있습니다. 에이전트 인사말에 사용하는 폰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폰에 BIB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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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IB를 비활성하는 경우 시스템은 에이전트 인사말 통화 흐름에 컨퍼런스 브리지
사용을 시도하며 경고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 폰에서 펌웨어 버전 CM 8.5(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설치를 업그레이드하면 폰 펌웨어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 지원되는 Cisco Unified Call Center 폰 모델의 목록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
/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에이전트 인사말 기능 제한 사항
에이전트 인사말에는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에이전트 인사말은 에이전트가 거는 아웃바운드 통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바운드 통화에
대해서만 공지가 재생됩니다.
• 에이전트 인사말 파일은 통화당 하나만 재생됩니다.
• 수퍼바이저는 에이전트가 녹음한 인사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 라우터가 레이블 노드를 통해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인사말이 재생되지 않
습니다.
• 기본 CTI OS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에는 Agent Greeting(에이전트 인사말) 버튼이 포함되어 있
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인사말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Agent Greeting(에이전트 인사말) 버튼
을 클릭해도 아무 기능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기본 데스크톱을 사용하되 에이전트 인사말은 사
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버튼을 제거해야 합니다.
• 에이전트 인사말은 CTI OS 및 Unfied CM 기반 무음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단, Unified CM 기
반 무음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수퍼바이저에게 인사말 자체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인사말이 재
생되는 동안 수퍼바이저가 CTI OS 데스크톱에서 Silent Monitor(무음 모니터) 버튼을 클릭하면
인사말이 재생되고 있으므로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에이전트 인사말을 사용하는 귓속말 공지 기능
귓속말 공지 기능과 함께 에이전트 인사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을 함께 사용할 때 고려
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에서는 귓속말 공지가 항상 먼저 재생됩니다.
• 통화 처리 시간을 줄이려면 두 기능 중 하나만 사용할 때에 비해 짧은 귓속말 공지 및 에이전트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긴 귓속말 공지가 재생된 다음 긴 에이전트 인사말이 재생되면 에이전트
가 실제로 통화를 처리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 귓속말 공지를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가 “영어-골드 회원-카드 활성화”, “영어-골드 회원-카드
분실 보고”, “영어-플래티넘 회원-계좌 조회” 등의 여러 통화 유형을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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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처럼 광범위한 통화 유형을 포함하도록 에이전트가 일반적인 인사말을 녹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귓속말 공지 기능
귓속말 공지 기능은 에이전트가 각 발신자와 연결하기 직전에 미리 녹음된 짤막한 메시지를 에이전
트에게 재생합니다. 이 공지는 에이전트에게만 재생되며 공지가 재생되는 동안 발신자에게는 기존
벨소리 패턴에 따라 벨소리가 재생됩니다.
공지의 내용에는 에이전트가 통화 처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신자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정보로는 발신자의 언어 환경 설정, 발신자가 메뉴에서 선택한 항목(판매, 서비스), 고
객 상태(플래티넘, 골드, 일반) 등이 있습니다.
귓속말 공지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통화 라우팅 스크립트에서 재생할 공지를 지정합니다. 이 스크립
트는 전화 건 번호,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고객 ID, 발신자가 VRU 메뉴에서 선택한 항목 등
의 여러 입력을 기준으로 하여 재생할 공지를 결정합니다.
귓속말 공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featur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귓속말 공지 오디오 파일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미디어 서버에서 귓속말 공지 오디오 파일을 저장 및 제
공합니다. 이 기능은 웨이브(.wav) 파일 유형만 지원합니다. 귓속말 공지의 최대 재생 시간은 시간
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디오 파일의 실제 길이와 관계없이 시간이 초과되면 재생은 종료됩
니다. 기본 시간 초과 값은 15초입니다. 실제로는 통화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메시지를 5초 이내로
재생하는 등 이 기본값보다 훨씬 짧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송 및 컨퍼런스 통화를 사용하는 귓속말 공지 기능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 대해 컨퍼런스 통화를 전송하거나 시작할 때 두 번째 에이전트의 번호
가 귓속말 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두 번째 에이전트에게 공지가 재생됩니다. 상담 전송 또는 컨
퍼런스의 경우 귓속말이 재생되는 동안 발신자에게는 대기 중에 일반적으로 재생되는 안내가 재생
됩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에게는 벨소리가 재생됩니다. 임의 전송의 경우 귓속말 공지가 재생되는 동
안 발신자에게는 벨소리가 재생됩니다.

귓속말 공지 기능의 제한 사항
귓속말 공지 기능에는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에이전트가 거는 아웃바운드 통화에 대해서는 공지가 재생되지 않으며 인바운드 통화에 대해
서만 공지가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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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간 통화에서 귓속말 공지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통화를 에이전트에게 전송하기
전에 SendToVRU 또는 TranslationRouteToVRU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통화를 다른 에이
전트에게 전송하기 전에 Unified CVP로 전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Unified CVP로 통화를 전송하
는 노드에 관계없이 Unified CVP가 통화를 제어하고 공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라우터가 레이블 노드를 통해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지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 CVP 참조 전송에서는 귓속말 공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귓속말 공지 기능은 CTI OS 및 Unfied CM 기반 무음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단,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무음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수퍼바이저에게 공지 자체가 재생되
지 않습니다. 공지가 재생되는 동안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서는 Silent Monitor(무음 모니터) 버
튼이 흐리게 표시됩니다.
• 공지는 통화당 하나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공지가 재생되는 동안에는 통화를 대기/전송/해제하
거나, 컨퍼런스를 시작하거나, 수퍼바이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지 재생이 완료된
후에 이러한 기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녹음한 귓속말 공지와 에이전트 폰의 코덱 설정이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귓속말 공지가
G.711 ALAW로 녹음된 경우 폰의 코덱 역시 G.711 ALAW여야 합니다. 귓속말 공지를 G.729로
녹음하는 경우에는 폰이 G.729 사용을 지원하거나 G.729를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 IPv6가 활성화된 환경에서는 귓속말 공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MTP(미디어 종료 포인트)가 추
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잡 제어
혼잡 제어 기능은 높은 통화 속도로 인한 오버로드 상황으로부터 중앙 제어 라우터를 보호합니다. 기
본적으로 혼잡 제어는 시스템이 극단적인 오버로드 상태에서도 정격 용량에 가까운 상태로 실행되
도록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오버로드 상황에서 모든 통화에 대해 품질이 매우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용량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소수의 일부 통화에 대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통화 엔트리 포인트에서 라우팅 클라이언트의 거부 통화를 기준으로 시스
템의 용량을 제한합니다. 용량을 제한하면 라우팅되는 통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지연 또
는 시간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에서 측정되는 CPS는 시스템의 혼잡 식별을 위한 트리거입니다. 지정된 구축에서 구축 유형
을 선택하면 지원되는 용량이 설정됩니다. 라우터는 모든 라우팅 클라이언트에서 새로 수신되는 통
화 요청을 측정한 다음 샘플 기간 동안의 가중치가 적용된 이동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 CPS가 각
수준의 임계값을 초과하면 혼잡 수준과 감소 백분율이 변경됩니다. 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혼잡 수준
3개를 사용하여 해당 수준의 감소 백분율에 따라 수신 통화를 거부/처리합니다. 그리고 라우팅 클라
이언트로 혼잡 수준 변경 사항 알림이 전송됩니다. 라우팅 클라이언트는 감소 백분율에 따라 통화 거
부/처리를 시작합니다.
모든 ICM/CCE 구축 인스턴스에 대해 사용자는 구축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축 유형 선택의 일환
으로 CPS 용량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NAM/CICM(Network Application
Manager/Customer ICM)과 같이 여러 인스턴스가 포함된 구축에서는 각 인스턴스에서 측정된 통화 속
도에 따라 혼잡 제어가 수행됩니다. 거부된 통화는 해당 인스턴스의 혼잡 수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라우팅 클라이언트를 통해 NAM 인스턴스에 통화가 도착했는데 NAM 라우터가 혼잡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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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면 라우팅 클라이언트는 혼잡 논리를 적용하여 통화를 거부/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CICM이 혼
잡한 상태인 경우 NAM이 통화 라우팅을 위해 CICM 조회를 수행하면 CICM 인스턴스의 INCRP 라우
팅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통화에 대해 혼잡 제어를 수행합니다.
그림 51: NAM/CICM 구축

구축 유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설치한 후에는 유효한 구축 유형으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다음 표에
는 지원되는 구축 유형과 유효한 구축 유형 선택을 위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요
건은 Unified CCE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Virtualization_for_Unified_C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2: 구축 유형

구축 유형 코드

구축 이름

선택 지침

0

지정되지 않음

시스템 기본 구축 유형입니다.
사용자는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새 설치/업
그레이드 후에 적용되는 기본 설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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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유형 코드

구축 이름

선택 지침

1

NAM

Contact Director 구축의 NAM 인
스턴스에 대해 이 구축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각기 다
른 VM에 라우터와 로거가 설치
된 분산형 구축이어야 합니다.
이 구축 유형에서는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구성되어 로그인하면 용량은
Enterprise Contact Center의 최대
용량(Unified CCE 12,000개 에이
전트 라우터/로거)으로 조정됩니
다.

2

IVR-ICM

Unified CVP 또는 서드파티 IVR
시스템을 사용하는 셀프 서비스
통화 흐름 전용 ICM 인스턴스에
대해 이 구축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각기 다른 VM에 라우
터와 로거가 설치된 분산형 구축
이어야 합니다. 이 구축 유형에
서는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에이전트가 구성되어 로그
인하면 용량은 Enterprise Contact
Center의 최대 용량(Unified CCE
12,000개 에이전트 라우터/로거)
으로 조정됩니다.

3

NAM Rogger

Contact Director 구축의 NAM 인
스턴스에 대해 이 구축 유형을
선택합니다. 단일 VM에 라우터
와 로거가 함께 배치된 경우 지
정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구
축 유형에서는 에이전트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구
성되어 로그인하면 용량은
Enterprise Contact Center의 최대
용량(Unified CCE 12,000개 에이
전트 라우터/로거)으로 조정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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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유형 코드

구축 이름

선택 지침

4

ICM 라우터/로거

레거시 TDM ACD PG 및 CCE
PG가 모두 구축된 ICM Enterprise
시스템 유형에 대해 이 구축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각기 다
른 VM에 라우터와 로거가 설치
된 분산형 구축이어야 합니다.

5

Unified CCE 8,000개 에이전트
라우터/로거

CCE PG만 구축된 CCE Enterprise
시스템 유형에 대해 이 구축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8,000개 CCE 에이전트에 대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각기 다
른 VM에 라우터와 로거가 설치
된 분산형 구축이어야 합니다.

6

Unified CCE 12,000개 에이전트 CCE PG만 구축된 CCE Enterprise
라우터/로거
시스템에 대해 이 구축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12,000개 CCE 에이전트에 대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각기 다
른 VM에 라우터와 로거가 설치
된 분산형 구축이어야 합니다.

7

Packaged CCE: CCE-PAC-M1

Packaged CCE: CCE-PAC-M1을
구축하는 경우 이 구축 유형을
선택합니다.

8

ICM Rogger

레거시 TDM ACD PG 및 CCE
PG가 모두 구축된 ICM Enterprise
시스템에 대해 이 구축 유형을
선택합니다. 라우터와 로거는 지
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VM
에 함께 배치됩니다.

9

Unified CCE 4,000개 에이전트
Rogger

CCE PG만 구축된 CCE Enterprise
시스템에 대해 이 구축 유형을
선택합니다. 라우터와 로거는 지
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VM
에 함께 배치됩니다.

10

Packaged CCE: CCE-PAC-M1 Lab Packaged CCE: CCE-PAC-M1 Lab
Only
을 구축하는 경우 이 구축 유형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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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유형 코드

구축 이름

선택 지침

11

HCS-CC 1,000개 에이전트

HCS-CC 1,000개 에이전트를 구
축하는 경우 이 구축 유형을 선
택합니다.

12

HCS-CC 500개 에이전트

HCS-CC 500개 에이전트를 구축
하는 경우 이 구축 유형을 선택
합니다.

13

Unified CCE 450개 에이전트
Progger

모든 실험실 구축의 경우 라우터,
로거 및 PG가 같은 VM에 있지
않더라도 이 유형을 선택합니다.
참고

참고

프로덕션 시스템에는 이
구축 유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14

HCS-CC 4,000개 에이전트

Unified CCE PG만 구축된 Unified
CCE 시스템에 대해 이 구축을
선택합니다. 이 구축은 4,000개
Unified CCE 에이전트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서버의 라우터 및
로거를 포함하는 분산 시스템용
구축입니다.

15

HCS-CC 12,000개 에이전트

HCS-CC 12,000개 에이전트를 구
축하는 경우 이 구축 유형을 선
택합니다.

시스템의 구축 유형을 평가하여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구축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시스템이 오버로드로부터 보호되지 않거나 잘못된 용량 설정을 기준으로 하여 통화를 거부/처리
합니다.

혼잡 처리 모드
5가지 옵션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혼잡 상태로 인해 거부 또는 처리 예정인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컨택 센터 관리자는 다음 중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건 번호의 기본 레이블을 사용하여 통화 처리 - 새 통화가 도착한 전화 건 번호의 기본 레이
블을 사용하여 혼잡 상태로 인해 거부 예정인 통화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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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팅 클라이언트의 기본 레이블을 사용하여 통화 처리 - 새 통화가 도착한 라우팅 클라이언트
의 기본 레이블을 사용하여 혼잡 상태로 인해 거부 예정인 통화를 처리합니다.
• 시스템 기본 레이블을 사용하여 통화 처리 - Congestion Control(혼잡 제어) 설정의 시스템 기본
레이블 집합을 사용하여 혼잡 상태로 인해 거부 예정인 통화를 처리합니다.
• 대화 상자 표시 실패 또는 RouteEnd를 사용하여 통화 종료 - 대화 상자 표시 실패 기능을 사용하
여 새 통화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 라우팅 클라이언트에 대한 해제 메시지를 사용하여 통화 처리 - 해제 메시지를 사용하여 새 통
화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라우팅 클라이언트 또는 글로벌 레벨 시스템 혼잡 설정에서 처리 옵션을 설정합니다. 라우팅 클라이
언트에서 처리 모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통화 처리에 시스템 혼잡 설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레이블을 반환하여 공지를 통해 통화를 처리하는 처리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공지 시스템은 CCE
인스턴스의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처리되는 통화가 추가 처리를 위해 시스템으
로 다시 유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잡 제어 수준 및 임계값
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3개 수준에서 작동하며, 각 수준에는 시작 값과 완화 값이 있습니다. 평균 CPS
가 해당 수준의 시작 값을 초과하면 높은 혼잡 수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혼잡
수준이 0인데 측정된 CPS가 수준 2 시작 용량을 초과하면 혼잡 수준이 2로 바로 이동됩니다. 측정된
평균 CPS가 해당 수준의 완화 값보다 낮아지면 낮은 혼잡 수준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혼잡 수준은 증
가할 때는 여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감소할 때는 한 번에 한 수준씩만 낮아집니다.
표 13: 혼잡 수준

혼잡 수준

혼잡수준임계값(용량의백분율) 설명

Level1Onset

110%

수준 1 시작 값입니다. 평균 CPS
가 이 값을 초과하면 혼잡 수준
이 1로 이동합니다.

Level1Abate

90%

수준 1 완화 값입니다. 평균 CPS
가 이 값보다 낮아지면 혼잡 수
준이 0(정상 작동 수준)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L1Reduction

10%

수준 1 혼잡에서 거부되는 수신
통화의 백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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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혼잡 수준

혼잡수준임계값(용량의백분율) 설명

Level2Onset

130%

수준 2 시작 값입니다. 평균 CPS
가 이 값보다 높아지면 혼잡 수
준이 2로 이동합니다.

Level2Abate

100%

수준 2 완화 값입니다. 평균 CPS
가 이 값보다 낮아지면 혼잡 수
준이 1로 다시 이동합니다.

Level2Redution

30%

수준 2 혼잡에서 거부되는 수신
통화의 백분율입니다.

Level3Onset

150%

수준 3 시작 값입니다. 평균 CPS
가 이 값보다 높아지면 혼잡 수
준이 3으로 이동합니다.

Level3Abatement

100%

수준 3 완화 값입니다. 평균 CPS
가 이 값보다 낮아지면 혼잡 수
준이 2로 다시 이동합니다.

Level3Reduction

100%에서 10%로 가변 감소

수준 3 혼잡에서 거부되는 수신
통화의 백분율입니다. 수신 통화
속도에 따라 혼잡 수준이 수준 3
으로 진입할 때 감소 백분율은
30%~100% 범위에서 다르게 적
용됩니다.

시작, 완화 및 감소 설정은 시스템에서 정의된 값이며 사용자가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값
은 시스템에 대해 정의된 CPS 용량의 백분율로 정의됩니다.

실시간 용량 모니터링
“실시간 시스템 용량” 실시간 보고서는 사용자에게 혼잡 레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핸드북(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에 나와 있
는 System_Capacity_Real_Time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보기를 제공합니다.
• 혼잡 정보 보기
• 거부율 보기
• 핵심 성과 지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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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용량 보기
이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보고 사용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user-guide-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혼잡 제어 컨피그레이션
혼잡 설정 가젯 및 라우팅 클라이언트 탐색기 도구를 사용하여 혼잡 제어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혼잡 제어 설정을 사용하면 시스템 레벨 혼잡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클라이언트
탐색기 도구를 사용하여 라우팅 클라이언트 레벨 처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축 유형을 선택하면 시스템은 혼잡 제어 및 시스템 용량과 관련된 여러 메트릭 계산을 시작하며 실
시간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Congestion Enabled(혼잡 활성화됨) 옵션을 Settings(설정) 탭
(Unified CCE Administration(Unified CCE 관리) 도구에 있음)에서 활성화해야 시스템에서 통화를
거부/처리합니다.

혼잡 레벨 알림
CCE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기 위해 Windows 애플리케이션 이벤트에 혼잡 레벨 변경 사항이 기록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Unified CCE SNMP 관리 설정에 구성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대상으
로 SNMP TRAP으로도 전송됩니다.

Outbound Option의 통화 처리
Outbound Option은 혼잡 제어를 사용한 통화 처리의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Outbound Option
용으로 MRPG(Media Routing Peripheral Gateway)를 통합할 때는 PG의 라우팅 클라이언트가 항상 대
화 상자 표시 실패를 전송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 간격이 지나면 다이얼러가 거부된 예
약 통화를 다시 시도합니다.

특수 작동 조건
ICM/CCE 9.0(1) 이상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중앙 컨트롤러와 PG가 모두 오버
로드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9.0(1) 이전 릴리스의 PG 라우팅 클라이언트는 통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구축에서 9.0(1) 릴리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은 PG가 9.0 이전 릴리스로 계속 작동합니다. 이러한 경우 9.0(1) 릴리스를 사용하는 PG는 통화를 거
부하기 시작하지만 9.0 이전 릴리스를 사용하는 PG는 통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PG가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9.0 PG가 더 많은 통화를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혼잡 제어를 활성화하기 전에 모든 PG 업그레이드 - 시스템의 모든 PG가 9.0으로 업그레이드된
후에만 통화를 거부/처리하도록 혼잡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의 모든 라우팅 클라
이언트에서 통화가 동일하게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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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PG 업그레이드: 기업에 일부 PG가 더 많은 통화를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PG를 먼저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 PG를 업그레이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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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데스크톱 구축 시나리오
• 데스크톱 아키텍처, 131 페이지
• 데스크톱 솔루션, 136 페이지
• 무음 모니터링, 148 페이지
• 구축 고려 사항, 173 페이지

데스크톱 아키텍처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에이전트나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관리 및 데이터 서버 또는 관리 클
라이언트에서 실행됩니다.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Unified CCE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서버 또는 자체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 PG에는 활성 데스크톱 서비스 집합이
하나씩 있습니다.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CTI 서버
Unified CCE 솔루션에서는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를 이중화된 컨피그레이션(A측 및 B측)으로 구
축하고 PG에 CTI 서버를 설치합니다. 에이전트 CTI 서비스는 활성측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특정 측
에 연결합니다.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에이전트 PG에 통화 제어 및 에이전트 요청을 전달합니다. 에이전트 PG는
에이전트 상태 요청을 처리하며 라우팅 결정에서 고려하기 위해 중앙 컨트롤러를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통화 제어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폰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 및 제어합니다. 에이전트 PG 및 데스크톱 서비스는 에이전
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에이전트의 IP 폰 상태와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Cisco Finesse 서버
Cisco VOS(Voice Operating System)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전용 VMware VM(가상 머신)에서 Cisco
Finesse 서버를 구축합니다. Finesse 서버는 Cisco Finesse 데스크톱 솔루션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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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Finesse 소프트웨어는 내결함성이며 이중화된 VM에서 구축됩니다. 두 Finesse 서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Finesse 서버는 에이전트 PG의 CTI 서버에 연결합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 대한 연결을 통해 Unified
CCE에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 Cisco Finesse 데스크톱 아키텍처

Finesse를 사용하려면 백업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함께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
본 관리 및 데이터 서버가 다운되면 Finesse는 에이전트가 계속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용 백업 서버
에 연결합니다.
Finesse 서버는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를 통해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작업을 표시합
니다. 이처럼 REST API가 사용되므로 개발자는 CTI 서버 유선 프로토콜과 관련된 대부분의 세부사
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Unified CCE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Finesse는 SQL 인증 또는 Windows 인증을 사용
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Finesse 클라이언트는 Finesse 서버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을 가리키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Finesse 서버에 연결합니다.
활성/활성 구축에서 Finesse 서버를 구축합니다. 이 구축에서는 두 Finesse 서버가 모두 에이전트 PG
의 활성 CTI 서버에 연결합니다. 표준 Cisco VOS 복제 메커니즘이 이중화를 제공됩니다.
Finesse 서버 서비스
CLI를 사용하여 다음 Finesse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Cisco Finesse 알림 서비스: 이 서비스는 메시징 및 이벤트에 사용됩니다. Finesse 데스크톱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화 이벤트, 에이전트 상태 변경 및 통계를 확인합니다.
• Cisco Finesse Tomcat 서비스: 이 서비스에는 구축된 모든 Finesse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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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ss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은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용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 Finesse IP Phone Agent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isco IP Phone에서 Finesse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Finesse REST API 애플리케이션: Finesse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되는 서버 기
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REST API를 제공합니다. REST API는 HTTP 또는 HTTP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ST API는 서드파티 애플리
케이션이 Finesse와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
다. REST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finesse/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서 Cisco Finesse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Finesse 관리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은 Finesse의 관리 작업을 제공합니다.
◦ Finesse 진단 포털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은 Finesse의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합니다.

CTI Object Server
CTI OS(Object Server)는 CTI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고성능 내결함성 서버 기반 확장 가능 솔루션
이며 CTI 툴킷 데스크톱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CTI OS 서버는 이중화된 쌍으로 실행되며, 에이전
트 PG를 호스팅하는 각 VM에 서버가 하나씩 있습니다.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에이전트 상태 변경 요청 및 통화 제어와 같은 통신 내용을 CTI OS 서버에
전달합니다. CTI OS는 CRM(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워크플로 솔루션 등의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및 CTI 툴킷 데스크톱용 단일 통합 포인트입니다.
CTI Object 서버는 TCP/IP를 통해 CTI 서버에 연결하며 모든 통화 제어 및 에이전트 요청을 CTI 서버
로 전달합니다.
그림 53: CTI OS 데스크톱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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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OS 서버는 CTI 툴킷 데스크톱 컨피그레이션 및 동작 정보도 관리하므로 사용자 정의,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를 간소화하며 원격 관리를 지원합니다.
CTI Object Server 서비스
• 데스크톱 보안: PG의 CTI Object Server와 에이전트, 수퍼바이저 또는 관리자 데스크톱 PC 간의
보안 소켓 연결을 지원합니다. CTI OS 데스크톱 툴킷(CTI 툴킷) C++/COM CIL SDK를 사용하여
작성된 모든 CTI 애플리케이션은 데스크톱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데스크톱 보안은 현재 .NET 및 Java CIL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QoS(Quality of Service): 네트워크에서 데스크톱 통화 제어 메시지에 대한 패킷 우선순위 지정을
지원합니다.

참고

QoS는 현재 .NET 및 Java CIL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장애 조치 복구: 장애 조치 시 자동 에이전트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 채팅: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 간의 메시지 전달 및 텍스트 채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 무음 모니터링: 활성 통화의 VoIP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CTI Object Server는 SMS(Silent Monitor
Service, 무음 모니터 서비스)와 통신하여 VoIP 패킷 스트림 전달을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CTI Object Server는 이중화된 쌍으로 구축하며 에이전트 PG A와 에이전트 PG B에 하나씩 배치합니
다. 두 CTI OS 서버는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CTI 툴킷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두 서버 중 하나에
임의로 연결합니다. 원래 서버에 대한 연결이 실패하면 데스크톱이 대체 서버로 자동 장애 조치됩니
다.

참고

CTI OS 서버는 CTI 툴킷 SDK를 사용하여 작성된 모든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합니
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253 페이지

에이전트 데스크톱
Unified CCE 구축에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상태
제어 및 통화 제어를 위해 이 데스크톱을 사용합니다. 데스크톱은 이러한 필수 기능 외에도 기타 여
러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다음과 같은 주요 Unified CCE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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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Finesse: 기본 에이전트 기능 확장을 위한 가젯 기반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브라우저 기반
에이전트 데스크톱 솔루션입니다.
• CTI 툴킷 데스크톱: CTI 툴킷을 사용하여 작성된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며 다른 애
플리케이션, 고객 데이터베이스 및 CRM(고객 관계 관리)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및 완전한 사
용자 정의를 지원합니다.

참고

CTI 툴킷 데스크톱은 Unified CCE 릴리스 11.0(1)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
다. 신규 구축에는 CTI 툴킷 데스크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향후 릴리스에서는
CTI 툴킷 데스크톱 지원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 Siebel용 Cisco Unified CRM Connector: Siebel Communication Server용 CTI 드라이버입니다.
Cisco 파트너가 제공하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트너 에이전트 데스크톱: 사용자 맞춤형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Cisco Technology
Partner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CTI 툴킷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에서
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Finesse REST API를 사용하여 파
트너 데스크톱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 Prepackaged CRM 통합 애플리케이션: CRM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Cisco Unified CRM Technology
Partner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CTI 툴킷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
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Cisco Agent Desktop, 403 페이지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Cisco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외에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합니다.
컨택 센터 수퍼바이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팀 구성원의 에이전트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통해 통화 중에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Cisco는 다음과 같은 Unified CCE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제공합니다.
• Cisco Finesse:수퍼바이저 기능을 통해 기본 Finesse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확장하는 완벽한 브라
우저 기반 수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CTI 툴킷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CTI 툴킷을 사용하여 작성된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
션이며 다른 애플리케이션, 고객 데이터베이스 및 CRM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및 사용자 정의
를 지원합니다.
• Cisc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되는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 Prepackaged CRM 통합 애플리케이션: CRM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Cisco Unified CRM Technology
Partner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CTI 툴킷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
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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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D에서도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D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Cisco Agent Desktop, 403 페이지

Agent Mobility
Unified CCE 구축에서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특정 에이전트 또는 IP 폰 내선 번호와 정적으로 연결
하지 않습니다. Unified CCE 내에서 에이전트 및 폰 내선 번호를 구성한 다음 특정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데스크톱에 로그인하면 해당 세션에 사용할 에이전트 ID/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및 폰 내
선 번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때 에이전트 ID, 폰 내선 번호 및 에이전트 데스크
톱 IP 주소가 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에이전트가 로그아웃하면 연결은 해제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에이전트는 책상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떤 워크스테이션에서나 작업
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구성된 모든 Cisco Unified IP
Phone에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한 다음 해당 디바이스에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isco Extension Mobility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폰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용 기능 컨피그레이션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
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의 Extension Mobility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데스크톱 솔루션
컨택 센터의 요건에 따라 적절한 데스크톱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아래 표에는 다양한 데스크톱 애플
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의 요약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특정 솔루션
요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하는 데스크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과 Cisco.com의 개별 제품 사양에서 각 Cisco 데스크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데스크톱 기능

Cisco Finesse

CTI 툴킷

브라우저 기반 데스크톱 예
사용자 맞춤형 개발

예(HTML, JavaScript 등 예(C++, .NET 및 Java 사
의 표준 웹 구성 요소 사 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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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기능

Cisco Finesse

CTI 툴킷

데스크톱 보안

예

예

참고

워크플로 자동화

Finesse는 에이
전트가 1,500명
이하인 구축에
대해서만
HTTPS를 지원
합니다.

예

모바일(원격) 에이전트 예

예

무음 모니터링

예

예

모니터 모드 애플리케이
션
아웃바운드 통화

Siebel용 Cisco Unified
CRM Connector

예

예

예

예

Microsoft 터미널 서비스
지원

예

Citrix Presentation Server
지원

예

Agent Mobility

예

예

에이전트 인사말

예

예

예

Cisco Finesse 데스크톱 솔루션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솔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 및 에이전트 데스크톱인 Cisco
Finesse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존 컨택 센터 기능을 씬 클라이언트 데스크톱에 통합하는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 Web 2.0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되는 브라우저 기반 데스크톱
• 컨택 센터 에이전트에게 여러 자산 및 정소 소스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단일 인터페이스
•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통합을 간소화하는 개방형 Web 2.0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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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Finesse 서버는 VM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Finesse 서버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에 Finesse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설치 및 업
그레이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Finesse 클라이언트(관리 콘솔, 에이전트 데스크톱,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용으로 지원되는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는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Cisco Finesse는 지원되는 모든 Internet Explorer 버전에서 호환성 보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Finess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는 OpenSocial 1.0 사양을 통해 가젯으로 분산되는 HTML, JavaScript 등의 표준 웹 프로그래밍 요소로
구성됩니다. 레이아웃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Cisco 및 서드파티 가젯을 사용하도록 에이전트 데스크
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Finesse는 기업 매시업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일부분입니다. 기업 매시업은 클라이언
트측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하는 웹 중심 방법입니다. Finesse에는 가젯 기반 아키텍처가 사용되
므로 클라이언트측 매시업 및 보다 손쉬운 통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젯 업그레이드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므로 버전 호환성에 대한 종속성이 낮아집니다.
Finesse 관리 콘솔을 통해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데스크톱에 나타나는 탭 이름을 정의하고 각 탭에 표시할 가젯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Finesse REST API
Finesse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되는 서버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REST API를
제공합니다. REST API는 XML 페이로드에 대한 전송 프로토콜로 HTTP 또는 HTTPS(보안 HTT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nesse는 서드파티 통합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 및 샘플 가젯
코드도 제공합니다. REST API, JavaScript 라이브러리 및 샘플 가젯과 관련된 개발자 문서는 Cisco
Developer Network(https://developer.cisco.com/site/fines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esse Agent Desktop
Finesse 기본 제공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본 통화 제어(응답, 대기, 검색, 종료, 전화 걸기)
• 고급 통화 제어(상담, 상담 후 전송, 상담 후 컨퍼런스)
• 단일 단계 전송(에이전트가 먼저 상담 통화를 시작하기 않고 통화를 전송할 수 있음)
• 대기열 통계 가젯(에이전트가 할당된 대기열에 대한 정보 확인용)
• 통화 불가능 및 로그아웃 이유 코드
• 전화번호부
•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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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에이전트 지원
• 진행형, 예측형, 아웃바운드 미리 보기 및 아웃바운드 직접 미리 보기

Finesse Supervisor Desktop
Finesse 수퍼바이저 기능은 수퍼바이저가 액세스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젯을 통해 에이전트 데스크
톱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전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팀 성과 가젯
• 수퍼바이저 대기열의 대기열(스킬 그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열 통계 가젯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
• 통화 참여
• 통화 감청
• 에이전트 상태 변경(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를 로그아웃 처리하거나, 통화 불가능 상태 또는 준
비 상태로 강제 설정할 수 있음)

Finesse IP Phone Agent
에이전트는 Finesse IPPA(IP Phone Agent)를 사용하여 브라우저를 통해 Finesse에 액세스하는 대신
Cisco IP Phone에서 Finesse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Finesse IPPA는 브라우저 사용 시 지원되는
모든 Finesse 기능 집합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는 연결이 끊기거나 PC에 액세
스할 수 없더라도 Finesse 통화를 수신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퍼바이저는 IP 폰에서 Finesse에 로그인하여 모든 에이전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모니터, 참
여, 감청 등의 수퍼바이저 작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퍼바이저 작업을 수행하려면 수퍼바이저
가 Finesse 데스크톱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Finesse IPPA가 지원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로그아웃
• 통화 변수 표시
• 보류 중 상태
• 마무리 이유
• 선택적 마무리
• 통화 불가능 이유
• 이유 코드를 사용한 상태 변경
• 버튼 하나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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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sse 관리 콘솔
Cisco Finesse에는 관리자가 다음 항목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CTI 서버와 관리 및 데이터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 VOS 복제를 위한 클러스터 설정
• 통화 불가능 및 로그아웃 이유 코드
• 마무리 이유
• 전화번호부
• 워크플로 및 워크플로 작업
• 통화 변수 및 ECC 변수 레이아웃
• 데스크톱 레이아웃
• 팀 리소스
• Finesse IPPA(IP Phone Agent)
이유 코드, 마무리 이유, 전화번호부, 워크플로 및 데스크톱 레이아웃은 모든 에이전트에게 적용되는
글로벌 설정일 수도 있고 특정 팀에게만 할당될 수도 있습니다.

Finesse 멀티서버 지원
단일 에이전트 PG는 Finesse 인스턴스 2개를 지원합니다. 각 Finesse 서버는 CTI 서버에서 지원하는
사용자를 2,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량이 지원되므로 특정 Finesse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서버가 전체 로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Finesse 서버 간의 총 사용자 수는 2,000명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Finesse 서버에는 단일 CTI 연결이 필요합니
다.
그림 54: 다중 Finesse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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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Unified_Communications_
Virtualization)에 요약되어 있는 공동 배치 정책에 따라 Finesse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Finesse 로드 및 용량
Finesse는 Finesse 서버 쌍당 최대 1,800명의 에이전트 및 200명의 수퍼바이저(총 사용자 2,000명)를 지
원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음 항목도 지원합니다.
• Outbound Option 에이전트 최대 1,000명
• Finesse IPPA 에이전트 최대 500명
Finesse IPPA 에이전트는 라이센스에서 허용되는 경우 지원되는 총 사용자 수에 영향을 주지 않
고 Finesse 데스크톱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 Finesse 서버와 데스크톱에 동시에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퍼바이저 200명, Outbound Option 데스크톱 에이전트 1,000명, Finesse IPPA 인바운드 에
이전트 500명, 인바운드 데스크톱 전용 에이전트 300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Finesse는 시간당 최대 54,000건의 통화를 지원합니다.

참고

사용자가 1,500명보다 많은 구축에서는 HTTP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HTTPS를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 최대 1,350명과 수퍼바이저 150명(총 사용자 1,500명)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Finesse 에이전트 인사말 레코드용 사용자 맞춤형 전화 건 번호 구성
Finesse는 CTI OS와 함께 제공되는 기본 Record Greeting(인사말 녹음) 버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Finesse에서 에이전트 인사말을 녹음하려면 녹음용으로 사용자 맞춤형 전화 건 번호를 직접 생성해
야 합니다. 각 고객에 대해 서로 다른 전화 건 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을 녹음하려는 에이전트는 데스크톱의 다이얼 패드를 사용해 레코드 전화 건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VRU를 사용하여 각 고객에 대한 에이전트 인사말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라우팅
스크립트의 TranslationRouteToVRU 노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VRU를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Finesse 에이전트 인사말 레코드용으로 사용자 맞춤형 전화 건 번호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
십시오.
1 Unified CM에서 CTI 경로 포인트를 생성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사용자(PG 사용자)와 연결합니다.
2 Unified CM에서 생성한 CTI 경로 포인트에 대해 Unified ICM에서 전화 건 번호를 생성합니다.
3 사용자 맞춤형 전화 건 번호의 통화 유형을 생성합니다.
4 통화 유형 및 전화 건 번호를 레코드 에이전트 인사말 스크립트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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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이전트가 사용자 맞춤형 전화 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Finesse에서 전화번호부 항목을 생
성합니다.

참고

Unified ICM에서 Send to VRU(VRU로 보내기) 노드를 사용하는 경우 Unified CM PG 라우팅 클라
이언트용 VRU 레이블을 생성해 주십시오.

Finesse의 로드 밸런싱
에이전트가 Finesse 데스크톱에 로그인하고 나면 Finesse 데스크톱 클라이언트가 장애 조치를 관리합
니다. 예를 들어 Finesse 서버의 서비스가 중단되면 Finesse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리디렉션되어 다
른 Finesse 서버로 에이전트를 로그인 처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 서버 장애 활용
사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측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로그인 후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이 지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Finesse에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시나리오는 Finesse 데스크톱에만 적용되며 Finesse IP Phone Agen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에이전트가 Finesse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에이전트는 다운되거나 연결할 수 없는 Finesse 서버로 이동하려는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에게는 오류가 표시되므로 다른 Finesse 서버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러한 수동 단계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객은 URL 리디렉션 모드를 사용해 작동하는 Finesse 서
버로 에이전트를 이동하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옵션 중 하나
는 Finesse 서버의 상태를 제공하는 Finesse SystemInfo REST AP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API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Finesse 웹 서비스 개발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Finesse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로드 밸런서를 구성할 때의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이전트는 Finesse에 로그인할 때 브라우저에서 로드 밸런서를 가리키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로드 밸런서가 에이전트 브라우저를 적절한 Finesse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3 에이전트가 Finesse 서버에 직접 로그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로드 밸런서는 통화 흐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Finesse API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Finesse REST API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Finesse 클라이언트측 장애 조치 논리가 통화 흐
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고가용성을 관리하기 위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로드 밸런서는 모든 사용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처럼 Cisco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객 또는 파트너가 로드 밸런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142

Unified CCE 데스크톱 구축 시나리오
CTI OS 데스크톱 툴킷 솔루션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기 전에 Finesse 클라이언트와 Finesse 서버 간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연결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요청 및 응답용 REST 채널
•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하는 XMPP 채널
지정된 클라이언트의 두 채널은 모두 같은 Finesse 서버에 연결해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를 Finesse 서버 하나에 대해서는 REST 연결에 연결하고 다른 Finesse 서버에 대해서는
XMPP 채널 연결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제공하므로 지원되
지 않습니다.

CTI OS 데스크톱 툴킷 솔루션
참고

CTI 툴킷 데스크톱은 Unified CCE 릴리스 11.0(1)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구축에는
CTI 툴킷 데스크톱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향후 릴리스에서는 CTI 툴킷 데스크톱 지원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CTI OS 데스크톱 툴킷(CTI 툴킷)은 기본 제공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과 컨택 센터 모니터
링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컨택 센터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도록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TI 툴킷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맞춤형 개발을 위한 SDK도 제공하며 C++, Java 및
.NET 개발 CIL을 지원하고 사용자 정의용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CTI 툴킷은 데이터베이스, CRM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컨택 센터 애플리케이션과 데스크톱 애플리
케이션 통합을 위한 고급 도구를 제공합니다.
CTI 툴킷은 다음과 같은 컨택 센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 협업: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와 직접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이 활성화된 경
우에는 에이전트도 수퍼바이저 또는 다른 팀 구성원과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랙티브 방식의 협업을 통해 컨택 센터 내에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대응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는 협업을 통해 에이전트를 코칭 및 교육
할 수도 있습니다.
• 보안 데스크톱 연결: CTI 툴킷은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과 CTI OS 서버 간에 데스크
톱 보안을 제공합니다.
• 무음 모니터링: 수퍼바이저가 팀에 속한 에이전트와의 무음 모니터링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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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OS 데스크톱 툴킷 SDK 및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다음 그림에는 CTI OS 데스크톱 툴킷의 아키텍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55: CTI OS 툴킷 데스크톱 아키텍처

CTI 툴킷은 다음과 같은 사용자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CTI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
CTI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COM CIL 및 ActiveX 컨트롤을 기반으로 작성된 Microsoft Windows
Visual Basic 애플리케이션으로, 에이전트 PC에서 실행되며 하드웨어 IP 폰 또는 Cisco IP Communicator
에서 작동합니다. CTI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통화 제어 및 에이전트 상태 이벤트 처리를 위해 CTI
OS 서버와 상호작용합니다.
에이전트는 CTI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통해 데스크톱으로 라우팅되는 수신 전화에 대해 에이전
트 인사말 재생 켜기/끄기(활성화/비활성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에이전트 인사말을 녹음
할 수도 있습니다.
CTI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에이전트 IP 폰의 음성 스트림을 캡처하는 데스크톱 모니터링을 지원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CTI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무음 모니터링 및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TI 툴킷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CTI 툴킷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은 COM CIL 및 ActiveX 컨트롤을 기반으로 작성된 Microsoft Windows
Visual Basic 애플리케이션으로, 수퍼바이저 PC에서 실행되며 CTI OS 서버와 상호작용하여 에이전트
상태 변경 이벤트와 실시간 통계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수퍼바이저는 CTI 툴킷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에이전트 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의 에이전트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이러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에이전트를 선택해 상태를 변경하거나, 해당 에이전트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에이전트
와 채팅을 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 통화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통화에 참여하거나 통화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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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통해 긴급 지원 요청을 수퍼바이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Unified CCE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는 에이전트 폰의 표준 집합을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I 툴킷 아웃바운드 데스크톱
CTI 툴킷 아웃바운드 데스크톱은 COM CIL 및 ActiveX 컨트롤을 기반으로 작성된 Microsoft Windows
Visual Basic 애플리케이션으로, 에이전트 PC에서 실행되며 하드웨어 IP 폰 또는 Cisco IP Communicator
에서 작동합니다. CTI 툴킷 아웃바운드 데스크톱은 통화 제어 및 에이전트 상태 이벤트 처리를 위해
CTI OS 서버와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표준 CTI 툴킷 에이전트 데스크톱 컨트롤 외에 아웃바운드
통화 캠페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 집합도 제공합니다. Unified CCE는 아웃바운드 통화를 자동으로 관
리하며, 에이전트는 추가 컨트롤을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통화를 수락합니다.
CTI 툴킷 콤보 데스크톱
CTI 툴킷 콤보 데스크톱은 에이전트 PC에서 실행되며 하드웨어 IP 폰 또는 Cisco IP Communicator에
서 작동하는 Microsoft Windows .NET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화 제어 및 에이전트 상태 이벤트 처리를
위해 CTI OS 서버와 상호작용합니다.
콤보 데스크톱에는 CTI 툴킷 에이전트, 수퍼바이저 및 아웃바운드 데스크톱의 기능이 단일 .NET 애
플리케이션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Microsoft .NET Framework를 사용한 사용자 맞춤형 데스크톱 개발
을 위한 기준으로 콤보 데스크톱 소스 코드가 제공됩니다.
CTI 툴킷 콤보 데스크톱은 에이전트 인사말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새 에이전트 인사말 녹음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CTI 툴킷 모든 에이전트 모니터
CTI OS 데스크톱 툴킷은 즉시 실행 가능한 모든 에이전트 모니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관리
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컨택 센터 내의 에이전트 로그인 및 상태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
니다. CTI 툴킷 모든 에이전트 모니터는 C++ CIL을 기반으로 하는 Window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참고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만 CTI 툴킷 모든 에이전트 모니터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I 툴킷 모든 통화 모니터
CTI OS 데스크톱 툴킷은 즉시 실행 가능한 모든 통화 모니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컨택 센터 내의 통화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CTI 툴킷 모든 통화
모니터는 C++ CIL을 기반으로 하는 Window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참고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만 CTI 툴킷 모든 통화 모니터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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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IL API
C++ CIL API는 C+ CT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Windows SDK로, Microsoft Visual Studio .NET을
사용하여 C++ CTI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한 헤더 파일 및 정적 라이브러리 집합을 제공합니다.
C++ CIL은 PG의 CTI Object Server와 에이전트 PC 간의 보안 데스크톱 연결을 지원합니다.
CTI 툴킷 C++ CIL은 에이전트 인사말 활성화/비활성화 및 에이전트 인사말 녹음을 지원합니다.
Java CIL API
Java CIL API는 Java CT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CIL은 에이
전트 인사말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에이전트 인사말 녹음용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NET CIL API
.NET CIL API는 사용자 맞춤형 .NET Framework CT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Windows SDK입니
다. 이 CIL은 기본 .NET 클래스 라이브러리 및 .NET 콤보 데스크톱을 제공합니다. .NET 콤보 데스크
톱은 .NET CIL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이 CIL은 에이전트 인사말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에이전트 인사말 녹음용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OM CIL API
COM CIL API는 Visual Basic 6.0 CTI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위한 COM DLL(COM Dynamic Link Library)
집합입니다. COM CIL을 사용하여 Visual Basic 6.0을 통해 작성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CTI 툴킷 에
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입니다.
CTI 툴킷 COM CIL은 에이전트 인사말 활성화/비활성화 및 에이전트 인사말 녹음을 지원합니다.
CTI OS 런타임 호출 가능 래퍼
CTI OS 런타임 호출 가능 래퍼는 기본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COM CIL 및 ActiveX 컨트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NET 어셈블리 집합을 제공합니다.
ActiveX 컨트롤
CTI 툴킷에는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ActiveX 컨트롤 집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ctiveX
컨트롤은 다양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맞춤형 CTI 애플리케이션을 끌어서 놓는 방식
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UI 구성 요소입니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에는 Microsoft Visual Basic .NET,
Microsoft Internet Explorer, Microsoft Visual C++ 8.0, Borland Delphi 및 OC96 ActiveX 표준을 지원하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다.
CTI 툴킷에 포함되어 있는 ActiveX 컨트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전트 인사말 활성화/비활성화 컨트롤
• 에이전트 상태 컨트롤
• 채팅 컨트롤
• 긴급 지원 컨트롤
• 대체 컨트롤
• 응답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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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회선 컨트롤
• 통화 표시 컨트롤
• 컨퍼런스 컨트롤
• 통화 대기 컨트롤
• 전화 걸기 컨트롤(에이전트 인사말 녹음 가능)
• 다시 연결 컨트롤
• 상태 표시줄 컨트롤
• 레코드 컨트롤
• 전송 컨트롤
• 에이전트 통계 컨트롤
• 스킬 그룹 통계 컨트롤
• 에이전트 선택 컨트롤
• 수퍼바이저 컨트롤
• 무음 모니터 컨트롤
CTI OS 데스크톱 툴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개발자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computer-telephony-integration-option/
products-programming-referenc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Siebel용 Cisco Unified CRM Connector 솔루션
Siebel용 Cisco Unified CRM Connector는 Siebel CRM 환경과 Unified CCE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설치하
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Siebel 에이전트 데스크톱이 에이전트 상태 및 통화 제어 인터
페이스를 제공합니다. Unified CRM Connector는 CTI OS 데스크톱 툴킷 C++ CIL을 기반으로 구축됩
니다. Siebel 데스크톱은 Unified CRM Connector를 사용하여 CTI OS 서버와 통신합니다.
Siebel용 Cisco Unified CRM Connector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전트 인사말 활성화/비활성화
• 새 에이전트 인사말 녹음
Siebel용 Cisco Unified CRM Connecto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products/
ps9117/tsd_products_support_series_home.html에서 제품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Siebel eBusiness 솔
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iebel 웹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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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모니터링
수퍼바이저는 무음 모니터링을 통해 팀 내의 에이전트 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퍼바이저
가 대화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으며, 에이전트와 발신자는 대화가 모니터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
니다. Cisco Finesse 및 CTI OS(Object Server)는 무음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Cisco Finesse는 Unified Communication 무음 모니터링만 지원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무음 모니터링을 구성합니다. Finesse 서버에서는 추가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TI OS는 두 가지 무음 모니터링 유형, 즉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 및 CTI OS
기반 무음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CTI OS 서버가 CTI OS 기반 무음 모니터링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 무음 모니터링을 비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은 CTI OS 서버에 연결할 때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합니
다. Start Silent Monitor(무음 모니터링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이 구성된 무음 모
니터링 유형을 호출합니다. CTI OS 서버는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의 초기 메시지를 사용하여 CTI OS
기반 무음 모니터링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CTI OS에 대해 무음 모니터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System Manager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CTI OS 기반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개발자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computer-telephony-integration-option/
products-programming-referenc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G.711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지역의 경우에도 Unified CCE는 G.722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에 대해
서는 G.722를 기본 코덱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G.722는 CTI OS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기반으로 하는 무음 모니터링 및 통화 녹음용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기본값을 비
활성화하려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Administration(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
리)에서 Enterprise Parameters(기업 매개변수)로 이동한 다음 Advertise G.722 Codec(G.722 코덱 보
급)을 Disabled(비활성화됨)로 설정합니다.

참고

음성 스트림이 암호화된 경우에는 무음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성 스트림을 캡
처할 수는 있지만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가 해당 스트림을 올바르게 디코딩할 수 없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수퍼바이저 디바이스와 모니터링 대상 에이
전트 디바이스 간의 통화를 통해 무음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에이전트 폰은 에이전트의 대화를 믹
싱한 다음 수퍼바이저 폰으로 전송하며, 수퍼바이저 폰에서 해당 대화 내용이 수퍼바이저에게 재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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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사용 가능한 무음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은 같은 에이전트 폰에 대해 무음 모니터링 세션과 녹
음 세션을 하나씩만 지원합니다.

참고

모바일 에이전트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Siebel을 포함한 모든 Unified
CCE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대상 에이전트가 호환되는 Cisco Unified IP Phone 또는 Cisco IP Communicator를 사용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
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 컨택 센터에서 호환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퍼바이저는 Cisco IP Communicator를 비롯한 모든 Cisco IP Phone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은 컨퍼런스, 전송 등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제공하는 기타 통화 제어 기능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세션이 시작되면 데
스크톱은 Unified CCE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무음 모니터링이 실행되는 폰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처럼 메시지가 Unified CCE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전송되므로 Unified CCE 성
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참고

기업의 에이전트 폰만 지원되며, 폰 프록시 또는 VCS Expressway 뒤의 경계에 있는 에이전트 폰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253 페이지

Cisco Finesse
Cisco Finesse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을 통해 무음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
니다. Finesse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과 연동됩니다.
1 수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이 무음 모니터링 시작을 위한 REST 요청을 Finesse 서버로 전송합니다.
2 Finesse 서버가 무음 모니터링 세션 시작을 위한 AgentSuperviseCall() 메시지를 Unified CCE로 전
송합니다.
3 Unified CCE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CallStartMonitor()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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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에이전트 폰의 BIB(Built-In Bridge)에 전화를 걸도록 수퍼바이
저 폰에 지시합니다.
5 수퍼바이저 폰이 에이전트 폰의 BIB로 전화를 겁니다.
6 에이전트 폰이 에이전트 음성 스트림과 고객 음성 스트림 조합을 전달합니다.
7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무음으로 모니터링되는 통화에 대한 통화 이벤트를 Unified
CCE로 전송합니다.
8 Unified CCE가 업데이트 이벤트를 Finesse 서버로 전송합니다.
9 Finesse 서버가 XMPP 업데이트를 Finesse 수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합니다.
Finesse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무음 모니터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퍼바이저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으며 모바일 수퍼바이저는 무음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퍼바이저는 Finesse IP 폰에서 무음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Finesse 데스크톱에서만 무음 모
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TI OS
CTI OS 서버가 Unified Communication 무음 모니터링을 사용할 때 CTI OS는 다음과 같이 무음 모니
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수퍼바이저가 Unified CCE에 Agent.SuperviseCall() 메시지를 전송하여 무음 모니터링을 시작합니
다.
2 Unified CCE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Call.startMonitor()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3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에이전트 폰의 BIB(Built-In Bridge)에 전화를 걸도록 수퍼바이
저 폰에 지시합니다.
4 수퍼바이저 폰이 에이전트 폰의 BIB로 전화를 겁니다.
5 에이전트 폰이 에이전트 음성 스트림과 고객 음성 스트림 조합을 전달합니다.
6 무음으로 모니터링되는 통화에 대한 통화 이벤트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Unified
CCE로 전송됩니다.
7 CTI OS가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SilentMonitorStarted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8 CTI OS가 에이전트 데스크톱에 SilentMonitorStarted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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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TI OS가 무음으로 모니터링되는 통화에 대한 통화 이벤트를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으로 전송합
니다.
그림 56: CTI OS용 Unified CM 무음 모니터링

CTI OS 기반 무음 모니터링
CTI OS 기반 무음 모니터링에서는 에이전트 데스크톱(데스크톱 기반 모니터링) 또는 별도의 VoIP 모
니터 서버(서버 기반 모니터링)에 있는 하나 이상의 VoIP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CTI OS는
데스크톱 기반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기존 Unified CCE 에이전트를 지원하며 서버 기반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모바일 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또는 Citrix 구축에서 무음 모니터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음 모니터링
기능은 CIL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에이전트의 음성 스트림 및 수퍼바이저의 사운드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각 구축 모델에 대해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각 다이
어그램의 빨간색 선은 모니터링되는 음성 스트림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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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서는 에이전트가 IP 폰을 사용하는 구축을 보여 줍니다. 이 구축에서는 에이전트가 로컬
에이전트이든 모바일 에이전트이든 관계없이 무음 모니터링을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는 CIL과 함께 실행되어 무음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 57: 모바일 또는 로컬 에이전트가 IP 폰을 사용하는 경우의 Cisco Unified CCE용 CTI OS 기반 무음 모니터링

다음 그림에서는 에이전트가 IP 폰을 사용하는 Citrix 구축을 보여 줍니다. 이 구축의 에이전트는 로
컬 에이전트 또는 모바일 에이전트일 수 있습니다.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는 Citrix 클라이언트에 구축
되며, 이 클라이언트에서 에이전트의 음성 스트림 및 수퍼바이저의 사운드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CIL은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에 연결한 다음 무음 모니터링 세션을 시작 및 중지하라는 명령을
TCP 연결을 통해 전송합니다.
그림 58: 모바일 또는 로컬 에이전트가 IP 폰을 사용하는 경우의 Citrix가 포함된 Cisco Unified CCE용 CTI OS 기반 무
음 모니터링

다음 그림에는 PSTN 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용 구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에이전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되는 음성 트래픽에 액세스하기 위해 스위치 SPAN 포트에 단일 무
음 모니터링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에이전트는 SPAN 포트에 연결된 서비스를 사용하여 음성 스트림
을 수퍼바이저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로컬 수퍼바이저는 Unified CCE 수퍼바이저와
동일하게 구축됩니다. 원격 수퍼바이저도 Unified CCE 수퍼바이저와 동일하게 구축되지만,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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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있습니다. 즉,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 음성 스트림을 받으려면 하드웨어 기반 VPN이 포함된
Cisco 800 Series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그림 59: PSTN 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용 무음 모니터링

다음 그림에는 Citrix 또는 Microsoft 터미널 서비스 환경에서 PSTN 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
용 무음 모니터링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전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되는 음성 트래픽에 액세
스하기 위해 스위치 SPAN 포트에 단일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에이전트는 SPAN 포트
에 연결된 서비스를 사용하여 음성 스트림을 수퍼바이저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로 전달합니다. 모바
일 에이전트는 Citrix 클라이언트만 실행하면 됩니다. Citrix 서버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무음 모니터링 서버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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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수퍼바이저는 Citrix Unified CCE 수퍼바이저와 동일하게 구축됩니다. 원격 수퍼바이저도 Citrix
Unified CCE 수퍼바이저와 동일하게 구축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수퍼바이저가 에이전
트 음성 스트림을 받으려면 하드웨어 기반 VPN이 포함된 Cisco 800 Series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그림 60: Citrix 또는 Microsoft Terminal Services에서 PSTN 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용 무음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PSTN 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 구축에서는 음성 트래픽이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를 벗어나지 않는 통화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화에는 에이전트 간 통화와 에
이전트와 다른 에이전트의 상담이 포함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솔루션에는 네트워크에 음성 트래
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신자와 에이전트를 위한 별도의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므로, 에이전트와 고
객 간의 통화만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두 게이트웨이 중 하나를 통해 모바일 에이전트 로그인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두 무음 모니터링 서
버를 함께 클러스터링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된 서버는 통화를 처리하는 게이트웨이에 관계없이
무음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기반(SPAN) 구축에서는 무음 모니터링 서버를 2개까지
지원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서버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
하면 피어로 해당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두 무음 모니터 서버가 스트림 탐지를 시도합니다. 서
버는 에이전트 음성 스트림을 탐지하면 수퍼바이저의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에 스트림을 전달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및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System Manager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연결 프로파일
모바일 에이전트 구축에서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CTI OS 연결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무음 모니터링
서버에 연결할 위치 및 방법을 결정합니다. 에이전트가 로그인할 때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다음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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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 프로파일에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으면 해당 서비스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2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가 없으면 데스크톱이 Citrix에서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3 데스크톱이 Citrix에서 실행 중이면 Citrix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서 실행 중인 무음 모니터링 서
비스에 연결합니다.
4 데스크톱이 Citrix에서 실행 중이지 않으면 localhost에서 실행 중인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은 다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를 찾습니다.
1 데스크톱이 Citrix에서 실행 중이면 Citrix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서 실행 중인 무음 모니터링 서
비스에 연결합니다.
2 데스크톱이 Citrix에서 실행 중이지 않으면 localhost에서 실행 중인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IPCCSilentMonitorEnabled 키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데스크톱은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 연결을 시
도하지 않습니다.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Cisco RSM(Remote Silent Monitoring)을 사용하면 전화 걸기 서비스 형식으로 에이전트를 실시간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CTI OS 툴킷 데스크톱 솔루션과 함께 RS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SM 솔루션은 다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VLEngine
• PhoneSim
• Unified CVP 및 Unified IP IVR용 통화 흐름 스크립트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설치 및 관리(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플랫폼 관련 고려 사항
RSM 솔루션은 Cisco Unified CCE 환경에 긴밀하게 통합됩니다. RSM이 작동하려면 Unified CCE 플
랫폼의 다른 구성 요소에 있는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RSM을 적절하게 통합하고 용량을 계획/프로비
저닝/관리하려면 RSM이 환경의 나머지 부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RSM은 주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상호작용합니다.
RSM 서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구성된 환경 내의 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에 연결됩니다.
• 시뮬레이션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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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 PhoneSim 구성 요소를 사용하려면 이 구성 요소가 관리하도록 구성된 각각의 시뮬레이션
된 폰(simphone)에 대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Cisco Unified IP Phone
7941 디바이스 항목을 생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
터에서 전화를 걸어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는 수퍼바이저를 100명까지 처리하도록 구성된 RSM
시스템에는 simphone이 100개 이상 필요합니다. 이러한 simphone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Cisco Unified IP Phone 7941 SIP 폰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simphone
은 물리적 폰 디바이스가 아니며, PhoneSim을 홈으로 사용하고 PhoneSim에 의해 제어됩니다.
일반적으로 simphone은 물리적 폰 디바이스의 사용 프로파일에 비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더 적은 로드를 생성합니다. simphone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작만을
수행합니다.
• PhoneSim이 시작될 때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등록
• 전화를 건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 모니터링을 요청할 때 해당 에이전트의 폰에 모니터링
전화 걸기. 그러면 에이전트 폰이 에이전트 대화의 복사본을 simphone으로 분기합니다.
• JTAPI
RSM을 환경에 통합할 때는 JTAPI 사용자가 생성되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각 에이전트 폰 디바
이스 및 클러스터의 각 simphone 디바이스에 연결됩니다.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때 RSM 서버는 해당 에이전트의 폰을 관리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JTAPI 모니터 요청 전화를 겁니다. 또한 RSM이 사용 중인
동안에는 JTAPI CallObserver가 각 simphone 디바이스에 연결됩니다. JTAPI CallObserver는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JTAPI 모니터 요청이 발급되는 동안에 한해 에이전트 폰 디바이스에도 연결됩
니다.
필요한 경우 JTAPI 연결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 로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
우에는 암호화를 수행하면 서버의 성능이 약간 저하될 수 있습니다. JTAPI 연결 보안을 활성화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설치 및 관리(http://www.cisco.com/
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CTI OS 서버
RSM은 사용하도록 구성된 각 CTI OS 서버에 대해 영구 모니터 모드 연결을 설정합니다. 통화 시작,
통화 종료, 에이전트 대기 등의 특정 플랫폼 이벤트는 이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됩니다.
수퍼바이저가 전화를 걸어 인증을 하면 RSM은 각 CTI OS 서버에 대한 단기간 에이전트 모드 연결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이 연결에서는 CTI OS에 대한 해당 로그인을 수행해 수퍼바이저 자격 증명을 검
증합니다. RSM 통화 흐름의 내장 인증 메커니즘(예: checkCredentials API 통화)이 사용되지 않는 경
우 RSM은 이 연결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RSM 서버는 수퍼바이저의
팀 구성원 자격을 요청합니다. 요청이 반환되면 로그아웃이 호출되며 연결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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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nified CCE의 총 수퍼바이저 수는 CTI OS 데스크톱 사용자 및 RSM 전반에 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2,000개인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최대 200개 에이전트가 수퍼바이저일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CTI OS와 RSM 간의 총 수퍼바이저 수는 2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IPSec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CTI OS 연결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
로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선택적 암호화를 수행하면 서버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
니다. CTI OS 연결 보안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설
치 및 관리(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CTI 서버
RSM은 CTI 프로토콜을 통한 Unified CCE 통합도 지원합니다. RSM 컨피그레이션 관리자에서는
Unified CCE 통합용으로 CTI 또는 CTI O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TI 통합과 CTI OS 통합 중에서 선
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 CTI OS 서버 없이 Finesse를 설치하려면 CTI 통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각 PG 쌍에 대해 활성 에이전트 2,000개와 구성된 에이전트 12,000개를 지원하려면 RSM에 대해
CTI 통합을 사용합니다. RSM은 Java CIL을 사용하는 CTI OS를 통해 활성 에이전트 2,000개와
구성된 에이전트 8,000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구축에서 CTI OS 서버는 최대 5개의 모니터 모드 연결을 지원합니다. CTI 서버는 최
대 7개의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에이전트 PG당 모니터 모드 연결과 모든 이벤
트 클라이언트를 합한 최대값은 9입니다. 대형 4코어 OVA에서 생성되는 VM의 경우 모든 이벤
트 클라이언트가 CTI 서버 프로톸톨 통합에서 이벤트 최소화를 사용한다면 이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 모드 연결 제한

음성 응답 장치
RSM 플랫폼은 인바운드 통화의 미디어를 직접 종료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퍼바이저가 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 기반 VRU(음성 응답 장치) 시스템으로 전화를 겁니다. VRU 시스템에서는 HTTP
를 통해 RSM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통화 흐름 스크립트 논리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RSM 설치에서 수퍼바이저를 40명까지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 수준을 제공
하는 VRU와 필요한 PRI/네트워크 리소스가 있어야 합니다.
RSM 통화에서는 기존의 VRU 유형 통화에 비해 VRU 프로세서와 메모리에서 로드가 더 많이 발생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VRU 통화 흐름은 더 짧게 재생되며 대개 캐시되는 프롬프트 또는 스트리
밍되지 않는 프롬프트입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발신자 입력 수집 시간과 무음 시간으로 구분됩니
다. RSM을 사용하는 경우 주로 수행되는 활동은 에이전트 통화 모니터링입니다. VRU에서 통화 모
니터링은 장시간의 스트리밍 오디오 프롬프트 재생과 같이 표시되며, 이 과정에서는 VRU 프로세서
가 사용되는 수준이 비교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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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VP 구축에서 지원되는 VXML 게이트웨이 모델은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하드
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양(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ustomer-voice-portal/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에 나와 있습니다.
RSM에서 사용하도록 VRU를 프로비저닝할 때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 사용량 계산 시 각 RSM 통화를
RSM이 아닌 통화 1.3건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동시 통화 40건을 처리할 수 있는 VRU
의 경우 RSM 통화는 30건(40/1.3 = 30)만 처리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RSM은 Unified CVP 및 Unified IP IVR 둘 다에서 VXML 음성 브라우저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RSM은 RTSP 프롬프트 스트리밍을 지원하며, Unified CVp 설치용으로 전용 VXML 게이트웨이를 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Unified CVP IOS 요건과 상충하는 “ivr prompt streamed http option”을
VXML 게이트웨이에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Unified CVP의 RSM 확장성 기능은 모든 Unified
CVP 지원 VXML 음성 게이트웨이 모델 및 IOS 버전에서 동시 세션 80개를 지원합니다.

에이전트 폰
RSM을 사용하려면 에이전트 폰에 BIB(Built-In Bridge)가 있어야 합니다. BIB를 사용하면 폰에서 현
재 대화 스트림의 복사본을 RSM 서버로 분기할 수 있습니다. BIB 기능을 지원하는 폰 모델의 최신
목록은 Unified CM 음성 모니터링 녹음이 지원되는 디바이스 매트릭스(https://developer.cisco.com/web/
sip/wiki/-/wiki/Main/Unified+CM+Silent+Monitoring+Recording+Supported+Device+Matrix)를 참고해 주
십시오.
Cisco Unified Contact Manager는 에이전트당 활성 모니터링 세션을 1개까지 제공합니다. 에이전트 폰
은 지정된 시간에 활성 모니터링 세션과 활성 녹음 세션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레
코더가 에이전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도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또는 RSM을 사용하
여 에이전트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SM 기반 수퍼바이저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기반 수퍼바이저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에이전트 모니터링을 시도하는 경우 모니터링 제한이 초과
되므로 요청이 실패하며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시도한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게 됩
니다.
RSM은 모니터링되는 단일 에이전트에 대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모니터링 세션
을 하나만 설정합니다. RSM 사용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에이전트 통화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
RSM은 모든 RSM 사용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스트림을 분기합니다. 따라서 두 명 이상의 RSM 기반
수퍼바이저가 같은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내에 같은 에이전트를 모니터
링하는 여러 RSM 서버가 있는 경우 각 서버는 해당 에이전트에 대해 각기 별도의 모니터링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특정 에이전트에 대한 모니터링 제한에 도달했는데 전화를 건 수퍼바이저가 같은 에이전트 모니터
링을 시도하면 수퍼바이저의 요청이 거부됩니다. 이 경우 수퍼바이저는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수
없음을 알리는 오디오 프롬프트를 시스템에서 수신하게 됩니다.

RSM 서버 관련 고려 사항
RSM 서버는 활성 에이전트 12,000개, 구성된 에이전트 72,000개, 그리고 최대 80개의 동시 모니터링
세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RSM은 여러 PG에 분산된 이러한 에이전트의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각
서버에서 PG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6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컨피그레이션을 지원
하려는 경우 RSM 서버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RSM 컨피그레이션에서 VLEngine
및 PhoneSim 구성 요소는 같은 VM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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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무음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설치 및 관리(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RSM 구성 요소 상호작용
다음 그림에는 수퍼바이저가 RSM 활성화 플랫폼으로 전화를 걸어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때 수행
되는 상호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1: 원격 무음 모니터가 활성화된 통화 흐름

RSM 통화 흐름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퍼바이저가 전화를 걸면 VRU(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에서 해당 통화의 미디어가 종
료됩니다. 그러면 VRU가 RSM callflow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통화를 처리합니다. 사용자에게 인
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통화가 시작되면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2 VRU가 HTTP를 통해 RSM에 로그인을 요청합니다.
3 RSM의 VLEngine 구성 요소가 CTI 또는 CTI OS 서버와 상호작용하여 인증 자격 증명을 검증합니
다.
4 VLEngine이 인증 결과로 HTTP를 통해 VRU 노드에 응답합니다.
5 수퍼바이저가 인증되면 VRU의 스크립트가 주 메뉴 프롬프트를 재생합니다.
6 수퍼바이저가 주 메뉴에서 단일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도록 선택하고, 모니터링할 에이전트의
DN(디렉토리 번호)을 입력합니다.
7 VRU가 VLEngine을 통해 해당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VLEngine은
CTI 또는 CTI OS 서버에서 이전에 캐시된 이벤트 피드 정보를 사용항여 해당 DN의 에이전트가
로그인되어 있고 통화 중 상태이며 수퍼바이저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 VLEngine은 VRU 노드에 다시 응답합니다.
8 VRU 노드가 입력한 DNS를 모니터링하라는 모니터 요청을 PhoneSim에 전송합니다. Unified CVP
의 경우 이 요청은 RS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Unified IP IVR의 경우에는 이 요청이
HTTP를 통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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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LEngine이 HTTP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10 VLEngine이 에이전트 폰을 모니터링하라는 JTAPI 요청을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전
송하며 JTAPI 성공 응답을 수신합니다.
11 PhoneSim 구성 요소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SIP 기반 명령을 수신하여 에이전트
폰과의 모니터링 통화를 설정합니다.
12 시뮬레이션된 폰이 에이전트 폰과의 모니터링 통화를 설정합니다.
13 모니터링 통화가 설정되고 나면 에이전트 폰의 BIB(Built-In Bridge)가 통화 대화를 RTP 패킷 형식
으로 PhoneSim에 전달합니다.
14 Unified IP IVR의 경우 PhoneSim은 RTP 헤더를 스트립한 다음 8단계에서 수행했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HTTP를 통해 이 데이터를 VRU 노드로 스트리밍합니다. Unified CVP의 경우 PhoneSim
은 RTSP 및 R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오디오를 CVP 게이트웨이로 다시 스트리밍합니다.
15 VRU가 데이터를 스트리밍 오디오 프롬프트인 것처럼 수퍼바이저에게 재생합니다.

RSM 구축 모델
다음 섹션에서는 지원되는 몇 가지 기본 RSM 구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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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사이트
다음 그림에는 일반적인 단일 사이트 컨피그레이션 내에 구축된 RSM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연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2: 일반적인 RSM VLAN 설정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퍼바이저는 VoIP 폰 또는 PSTN을 통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퍼바이저 통화를 처리하는 VRU는 Unified IP IVR입니다.
이 RSM VLAN 컨피그레이션에는 RSM 및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 간의 여러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도
나와 있습니다.
• HTTP: RSM 시스템으로의 VRU 기반 요청에서는 HTTP를 캐리어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요청
은 다음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URL 형식을 사용합니다.
http://rsmserver:8080/vlengine/checkUserCredentials?supervisorID=1101&pin=1234&outputFormat=plain
http://rsmserver:8080/vlengine/canMonitorAgentID?supervisorID=1101&agentID=1001&outputFormat=vxml

첫 번째 요청은 checkUserCredentials API 통화에 대한 요청이고 두 번째 요청은 canMonitorAgentID
API 통화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매개변수는 GET 메서드를 사용하여 전달됩
니다. HTTP 응답으로 반환되는 데이터는 사용되는 API 통화 및 outputFormat 매개변수(해당 통
화에 대해 사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 지정된 값에 따라 일반 텍스트이거나 VoiceXML에서 캡슐
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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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I 또는 CTI OS: RSM 서버는 CTI 또는 CTI OS에 대해 여러 연결을 설정합니다. 연결 하나(모
니터 모드 연결)는 플랫폼 이벤트 수신용이고, 다른 연결(에이전트 모드 연결)은 표준 인증 설비
를 사용하는 경우 수퍼바이저 로그인을 인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JTAPI: 에이전트 폰 모니터링 시작 요청은 JTAPI를 통해 진행됩니다. 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JTAPI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정의하여 모든 에이전트 폰에 연결해야
합니다.
• RTP: 전화를 건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는 동안에는 에이전트 폰의 BIB에서 RSM
서버로의 모니터링 통화가 진행됩니다. 이 통화의 시그널링 데이터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이동하며 RTP 트래픽은 에이전트 폰과 RSM 서버 간을 이동합니다.

멀티사이트 WAN
다음 그림에는 멀티사이트 구축의 RSM에 대해 지원되는 기본 컨피그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3: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단일 VRU가 포함된 멀티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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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Unified CCE 환경은 애틀랜타에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스틴 위치에는 전체 최종 사용자 인구가 포함됩니다. VRU는 Unified CVP 서버(역시 애
틀랜타에 있음)에 의해 제어되는 애틀랜타의 VXML 게이트웨이/음성 게이트웨이입니다.
오스틴의 수퍼바이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RSM 시스템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PSTN을 통해 - 이 경우 수퍼바이저는 E.164 번호로 전화를 걸며, 해당 통화에는 음성 게이트웨
이를 통해 헤어핀이 지정됩니다. Unified CVP RSM 통화 흐름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포인트에서
통화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VoIP 확장으로 - 이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VRU에 대해 트렁크 컨피그레이
션이 설정됩니다. 통화는 VoIP에 계속 유지됩니다. Unified CVP RSM 통화 흐름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통화를 처리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RSM 트래픽은 애틀랜타 사이트에서만 사용됩니다.
• 모니터링되는 에이전트의 RTP 트래픽
• 플랫폼으로의 실제 수퍼바이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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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여러 VRU가 포함된 멀티사이트 구
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4: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여러 VRU가 포함된 멀티사이트 구축

이 시나리오는 이전 시나리오와 비슷하며, 오스틴 사이트에 PSTN 액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애
틀랜타 사이트에 담당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오스틴에서 PSTN 이그레스 포인트가 추가되었으므로 수퍼바이저가 오스틴 위치에서 RSM 시스템
으로 거는 전화를 WAN을 통해 백홀하거나(VoIP 엔드 투 엔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RSM 애플리
케이션과 연결된 애틀랜타 DID로 전화를 건 경우에는 PSTN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Unified CVP와 Unified CVP 서버가 모두 사용됩니다. 그러나 VXML 게이트웨이는 각
사이트에 하나씩 2개입니다. 이 환경은 오스틴에서 RSM으로 전화를 거는 수퍼바이저의 경우 오스틴
VXML 게이트웨이의 RSM 통화 흐름 애플리케이션으로 라우팅되고, 애틀랜타에서 전화를 거는 수
퍼바이저는 애틀랜타 VXML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되도록 구성됩니다.
애틀랜타 사이트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Unified CCE 환경이 있으므로 모든 RSM 관
련 JTAPI 및 CTI 또는 CTI OS 트래픽은 계속 애틀랜타 사이트에서만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스틴에
VXML 게이트웨이가 추가되었으므로 사이트 간의 HTTP 기반 트래픽이 WAN을 통해 스트리밍됩니
다. 이 트래픽은 서비스용으로 게이트웨이에서 RSM 서버로 전송되는 비교적 작은 요청과 RSM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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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으로 구성됩니다. 응답 자체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특히 모니터링되는 대화의 데이터인
경우).
오스틴의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때는 해당 대화의 RTP 데이터도 WAN을 통해 RSM 서버로 다시 전
송됩니다.
다음 그림에는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단일 VRU가 포함된 멀티사이트 구
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5: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단일 VRU가 포함된 멀티사이트 구축

이 시나리오에는 애틀랜타 및 오스틴 사이트 둘 다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애
틀랜타의 단일 Unified IP IVR VRU가 포함됩니다. 클러스터 1은 애틀랜타 사이트의 폰 디바이스를
처리하고 클러스터 2는 오스틴 사이트의 폰 디바이스를 처리합니다. RSM 서버는 두 클러스터의 CTI
또는 CTI OS 서버에 연결하여 기업의 모든 에이전트를 추적합니다.
이 구축에서는 Unified IP IVR이 사용되므로 RSM 통화 흐름으로의 수퍼바이저 통화는 PSTN 또는 IP
WAN을 통해 이 Unified IP IVR 시스템으로 라우팅되며 이 시스템에서 미디어 종료됩니다. 이 컨피그
레이션에는 VXML 게이트웨이가 포함되지 않으며, 모든 RSM 관련 HTTP 상호작용은 애틀랜타 사이
트에서 RSM 및 Unified IP IVR 시스템 간에만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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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가 오스틴 사이트에 있으므로 RSM이 환경 상태를 추적하
고 에이전트 모니터링 요청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 클래스(CTI 또는 CTI OS 및 JTAPI
트래픽)는 IP WAN을 통해 전송됩니다.
다음 그림에는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여러 VRU가 포함된 멀티사이트 구
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6: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여러 VRU가 포함된 멀티사이트 구축

이 시나리오에서는 각 사이트에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Unified CVP VXML 게
이트웨이/음성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구축 모델은 앞에서 설명한 모델이 결합된 것이며, 해당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ified CVP 서버가 각 사이트의 VXML 게이트웨이를 제어합니다.
• 두 사이트에 모두 에이전트 폰이 있으므로,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한 에이전트가 애틀랜타에 있
으면 RTP 데이터를 애틀랜타의 LAN 내에서 스트리밍할 수도 있고 요청한 에이전트가 오스틴
에 있으면 WAN을 통해 스트리밍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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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멀티사이트/멀티클러스터 구축과 마찬가지로 이 구축에서도 RSM은 전체 기업
의 상태를 추적합니다. 수퍼바이저는 두 사이트 중 하나에서 전화를 걸거나 PSTN을 통해 전 세
계 어디서나 전화를 걸어 애틀랜타 또는 오스틴의 에이전트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PG/CTI OS가 포함된 단일 클러스터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여러 에이전트 PG/CTI OS 서
버(최대 4대)가 포함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7: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여러 에이전트 PG/CTI OS 서버(최대 4대)

이 시나리오에서는 각 가입자 노드 쌍(기본 노드 및 백업 노드)에 대해 별도의 에이전트 PG/CTI OS
서버가 구축됩니다.
각 에이전트 PG/CTI OS 서버 및 해당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 쌍에 해당하는 별도의
RSM 클러스터를 단일 RSM 인스턴스에 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에이전트 PG 구축, 27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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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PG/CTI OS가 포함된 다중 클러스터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와 여러 에이전트 PG/CTI OS 서
버가 포함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8: 여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여러 에이전트 PG/CTI OS 서버

이 시나리오에서는 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대해 별도의 에이전트 PG/CTI OS
서버가 구축됩니다.
각 에이전트 PG/CTI OS 서버 및 해당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가입자 쌍에 해당하
는 별도의 RSM 클러스터를 단일 RSM 인스턴스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역폭 요건
RSM 솔루션을 구축하기 전에 네트워크 인프라가 RSM의 대역폭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
다.
RSM 솔루션은 대규모 Cisco 대규모 환경에서 여러 구성 요소에 연결됩니다. 다음 표에는 이러한 구
성 요소와 교환되는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상대적 대역폭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RSM
이 특정 구성 요소와 여러 데이터 유형을 교환하는 경우 표에서 해당 구성 요소가 여러 번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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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대역폭 요건

RSM 피어 목적

사용되는 프
로토콜

데이터 형식

상대적 대역폭 요 링크 레이턴시
건
요건

TCP(HTTP)

텍스트

최소

VRU

서비스 요청/
응답

VRU

PhoneSim에 TCP(HTTP)
서 VRU로 요 TCP(RTSP)
청된 음성 데
UDP(RTP)
이터

IP IVR의 경우 - G.711 높음(세션당 약
67~87kbps)
u-law(WAV 형식 및
HTTP 청크 전송 인코
딩 형식)

평균 500ms 미
만
평균 400ms 미
만

CVP의 경우 - G.711
u-law, G.711 a-law 및
G.729(RTP)
Unified
CM

에이전트 폰
모니터링 실
행

CTI 또는 환경 이벤트/
CTI OS
수퍼바이저
서버(PG) 로그인

TCP(JTAPI)

이진(JTAPI 스트림)

최소

TCP(CTI 또는 이진(CTI 또는 CTI OS 최소(에이전트
CTI OS)
스트림)
1,000개 미만)

평균 300ms 미
만

평균 300ms 미
만

보통(에이전트
1,000개 초과)
(에이전트가
2,000개인 경우
약 100kbps)

에이전트 시뮬레이션된 TCP 또는
폰
폰 시그널링 UDP(SIP)

텍스트

최소

에이전트 모니터링되는 UDP(RTP)
폰
폰 음성 데이
터

이진(G.711 u-law,
높음(세션당 약
G.711 a-law 및 G.729) 67~87kbps)

평균 400ms 미
만
평균 400ms 미
만

에이전트 폰 대역폭 수치
RSM 서버의 시뮬레이션된 폰은 에이전트 폰과의 모니터 통화를 설정하기 위한 G.711 u-law, G.711
a-law 및 G.729 코덱을 지원 및 보급합니다.
대역폭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Voice Over IP - 통화당 대역폭 소비량 기술 참고 사항을 참
고해 주십시오.
통화에 대해 일반적인 음성 스트림 외에 모니터링 음성 스트림을 지원하려면 에이전트 IP 폰에서 RSM
서버로의 대역폭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원격으로, 집에서, 그리고 대역폭 또는 WAN 연결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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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는 소규모 지사에 근무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이러한 대역폭 요건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통화
에도 일반 CAC(Call Admission Control, 통화 허용 제어) 및 대역폭 계산이 적용됩니다.
추가 대역폭 용량을 계획하려면 Cisco TAC 음성 대역폭 코덱 계산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RSM 코덱 지원
RSM 시뮬레이션 폰(simphone)과 에이전트 폰 간에 설정되는 모니터링 통화에서는 일반적인 CAC(Call
Admission Control, 통화 허용 제어) 절차가 수행됩니다. RSM 서버의 simphone은 에이전트 폰과의 모
니터 통화를 설정하기 위한 G.711 u-law, G.711 a-law 및 G.729 코덱을 지원 및 보급합니다.
폰(BIB)에서 RSM으로의 수신 통화
폰(BIB)에서 RSM으로의 모든 수신 통화에 대해 내장 폰 트랜스코딩 리소스는 필요에 따라 통화를 트
랜스코딩한 다음 모니터링 통화 구간으로 전송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또는 음성 게
이트웨이에서 추가 트랜스코딩 리소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신 전화가 G.729 형식인 경우에는 최
대 오디오 비트 속도 8Kbps를 허용하도록 RSM simphone 지역을 구성합니다. 수신 전화가 G.711 형식
인 경우에는 최대 오디오 비트 속도 64Kbps를 허용하도록 RSM simphone 지역을 구성합니다.
RSM에서 Unified CVP 시스템으로의 발신 통화
CVP 게이트웨이로의 발신 모니터링 통화는 G.711 u-law, G.711 a-law 또는 G.729 형식일 수 있습니다.
RSM 서버에서 필요한 트랜스코딩을 수행합니다. 음성 게이트웨이 트랜스코딩 리소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RSM 애플리케이션이 포괄적인 흐름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RSM 및 CVP 간 통화 구간용
으로 G.711 a-law 또는 G.711 u-law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 이유는 에이전
트 인사말 및 기타 ICM 기능과 관련된 다른 종속성으로 인해 G.729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VP 통화 구간에 대해 G.729를 사용하려면 독립형 통화 흐름에서 RSM을 구성합니다.

RSM에서 Unified IP IVR 시스템으로의 발신 통화
발신 모니터링 통화 구간은 G.711 u-law입니다. 트랜스코딩이 필요한 경우 RSM 서버가 통화를 G.711
u-law로 트랜스코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용 기능 컨피그레이션 설명서(http://www.cisco.com/
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에서 통화 모니터링 및 녹음용 코덱 관련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장애 조치 이중화 및 로드 밸런싱
RSM은 실제 장애 조치 또는 로드 밸런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일 Unified CCE 환경 내의
여러 독립 RSM 서버 구축은 지원합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고급 구축 시나리오에서 이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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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는 각각의 여러 구성 요소 장애가 라이브 수퍼바이저 통화에 주는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표 15: 수퍼바이저 통화에 대한 장애의 영향

장애 발생 구성 요소

발생 가능한 최악의 영향

VRU 노드(Unified IP
IVR, Unified CVP)

VRU 장애 조치가 수행되면 수퍼바이저 통화는 종료됩니다(경우에 따라
다름). 수퍼바이저는 VRU 장애 조치가 완료되거나 원래 장애가 발생했던
VRU가 다시 작동하면 다시 전화를 걸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RSM 서버(하드웨어 장
애)

장애가 발생한 서버의 음성 스트림을 청취 중인 발신자의 음성 스트림이
종료되고 발신자에게 주 메뉴가 다시 표시됩니다. 장애가 발생한 서버에
대해 발신자가 다음 번에 서비스 요청을 시도하거나 새 발신자가 이러한
요청을 처음으로 시도하면 요청 시간이 초과되고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
므로 통화가 3~5초 지연됩니다. 이 지연 시간은 구성 가능합니다. 또한 로
그인하거나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려는 등 RSM 서버 연결을 시도하는
작업은 실패합니다. RSM 통화 흐름은 VRU 노드에서 호스팅되므로 응답
이 가능합니다.

VLEngine 또는
PhoneSIM 소프트웨어
장애

서비스가 래퍼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요청이 진행 중
인 수퍼바이저에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 경우 수퍼바이저는 마지
막 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 동안
로그인하거나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려는 등 RSM 서버 연결을 시도하는
작업은 실패합니다. RSM 통화 흐름은 VRU 노드에서 호스팅되므로 계속
응답이 가능합니다.

Unified CCE 장애(CTI 또 PG가 장애 상태이거나 사이클링 중이면 CTI 또는 CTI OS에서 RSM 연결
는 CTI OS)
이 끊어집니다. 클러스터의 두 CTI 서버에 대한 연결이 모두 실패하면 RSM
은 두 서버에 대한 연결을 계속 다시 시도하며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서버
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모든 연결 시도에서는 CIL 장애 조치 코드가 사용
됩니다. CTI 서버에 대한 연결이 다시 작동하면 에이전트가 오래된 상태
로 유지되지 않도록 에이전트 및 통화 목록이 지워지며 새로 고쳐집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새 통화 이벤트가 수신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오래된 에
이전트 및 통화 목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부 모니터링 요청이 실패하
며 에이전트가 통화 중인데 통화 중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
한 시스템에서 에이전트가 현재 통화 중이 아닌데 통화 중으로 인식하여
일부 모니터링 요청이 실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버가 다운되면 캐시
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는 시나리오(모니터링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보
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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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 구성 요소

발생 가능한 최악의 영향

Unified Communications JTAPI 제공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연결이 끊깁니다. 클러스터당 최대 2개
Manager 장애(JTAPI)
의 JTAPI 제공자에 연결하도록 RSM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성하는 경우 두 제공자 중 하나에 대한 연결이 끊기면 VLEngine이 필요에
따라 다른 제공자로 장애 조치되므로 다른 제공자가 활성 상태가 되며 이
제공자를 통해 요청이 진행됩니다. 두 제공자에 대한 연결이 모두 끊어지
면 VLEngine은 주기적으로 두 제공자 연결을 다시 시도하며,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제공자에 대해 연결을 다시 설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에이전
트 통화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에이전트 모니터링 시도는 JTAPI 연결이 다
시 설정될 때까지 실패합니다.

호스트 레벨 보안
Windows Server OS의 호스트 기반 ACL(액세스 제어 목록) 기능을 사용하면 RSM 서버로의 인커밍
액세스를 필요한 구성 요소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RSM 시스템
에 대한 인커밍 액세스를 VRU 시스템에서 허용합니다. 이 호스트 기반 액세스 제어 방식을 적용해
Windows 원격 데스크톱, VNC 등의 원격 관리 메커니즘과 같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액세스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ACL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서버 RSM 컨피그레이션용 ACL 컨피그레이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인커밍 액세스 거부
• 환경 내 각 VRU 노드에 대해 포트 8080의 인커밍 TCP 허용(VLEngine HTTP API 액세스)
• 환경 내 각 VRU 노드에 대해 포트 29001의 인커밍 TCP 허용(PhoneSim HTTP API 액세스)

전송 또는 세션 레벨 보안
RSM은 컨택 센터 환경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연결을 유지 관리하므로 전송 또는 세션 레벨
보안 지원은 프로토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참고 사항에서는 프로토콜 유형별 전송 또는 세
션 레벨 보안을 위한 RSM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RSM 및 VRU 간(HTTP, RTSP, RTP)
RSM과 VRU 노드 간의 HTTP, RTSP 및 RTP 기반 데이터 교환 암호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SM 및 PG/CTI OS 서버 간(CTI)
RSM은 Java CIL을 사용하므로 RSM을 사용하는 모든 CTI OS 서버는 보안을 비활성화한 상태
로 설정해야 합니다. IPSec 전송 모드 암호화를 사용하여 CTI OS 트래픽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설치 및 관리(http://www.cisco.com/c/en/us/
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에서 보안 설정 관련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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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간(JTAPI)
JTAPI 트래픽도 CTI OS 트래픽과 마찬가지로 IPSec 전송 모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설치 및 관리에서 보안 설정 관련 섹션
을 참고해 주십시오.
RSM 및 에이전트 폰 간(RTP)
에이전트 폰(BIB)과 RSM SimPhone 간의 RTP 스트림 암호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SM SimPhone
은 SRTP(Secure RTP, 보안 RT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IP Communicator 및 기타 엔드포인트 지원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모니터링 기능은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니
터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Cisco Mobile Agent
• BIB(Built-In Bridge)가 없는 폰
• 미디어가 종료된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
• 암호화된 폰 통화 모니터링
그러므로 이러한 제품은 RSM을 통해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폰 목록은 Unified CCE 솔루
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
십시오.
관련 항목
무음 모니터링, 148 페이지

구축 고려 사항
Citrix 및 Microsoft Terminal Services
이 섹션에서는 Citrix 또는 MTS(Microsoft Terminal Services) 환경의 Unified CCE 데스크톱에 대해 설
명합니다.

Cisco Finesse
Cisco Unified CCE는 Citrix 환경 내에서 Cisco Finesse 데스크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Finesse
는 Citrix XenApp 및 XenDesktop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
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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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OS 툴킷 데스크톱
Cisco Unified CCE는 Citrix 및 MTS(Microsoft 터미널 서비스) 환경 내에서 CTI 툴킷 데스크톱 실행을
지원합니다. CTI 툴킷 데스크톱과 함께 Citrix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
려해 주십시오.
• 버전 4.0 또는 4.5 이전 Citrix MetaFrame Presentation Server 버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
에는 Microsoft .NET 애플리케이션 게시와 관련한 제한이 있습니다.
• CTI OS Java CIL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Windows 플랫폼용 Citrix MetaFrame Presentation
Server 4.0 및 4.5에서만 지원됩니다. UNIX에서는 Citrix MetaFrame Presentation Server 4.0 또는
4.5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 Citrix 또는 MTS 환경 내에서는 무음 모니터링이 지원됩니다.
• 다이얼 톤 및 DTMF 신호음과 같은 CTI OS 클라이언트 데스크톱 사운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구현 관련 세부사항은 Citrix Metaframe Presentation Server/Microsoft 터미널 서비스 환경에 Cisco CTI
OS 통합(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computer-telephony-integration-option/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CTI OS는 Citrix 및 VMware의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CTI OS는 Cisco VXI 엔드포
인트를 지원합니다. VDI 또는 VXI를 구축할 때는 이 문서에 정의된 CTI OS의 성능, 대역폭 및 타
이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NAT 및 방화벽
이 섹션에서는 둘 이상의 분리된 네트워크가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를 사용하여 상호 연결되는
환경에서 CTI 툴킷 데스크톱 및 Cisco Finesse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NAT 및 방화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보호” 장을 참고해 주
십시오.

Cisco Finesse 및 NAT
Cisco Finesse는 NAT를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Finesse는 Finesse 서버와 Finesse 클라이언트 간의 기
본적인 NAT(일대일 IP 주소 매핑)를 지원합니다.
Finesse와 NAT 간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nesse 서버와 Finesse 클라이언트 간에 PAT/NPAT(포트를 사용하는 일대다 주소 매핑)를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 Finesse 서버 및 이러한 서버가 연결하는 서버(예: Unified CCE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간에는 NA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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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sse IPPA(IP Phone Agent)는 NA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CTI 툴킷 데스크톱 및 NAT
NAT가 둘 이상의 분리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Cisco CTI 툴킷 데스크톱을 구축
하는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물리적 IP 폰, CTI OS 서버, CTI 툴킷 데스크톱 및 CTI OS
Unified CCE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이 모두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합니다.

동일 PG의 Cisco Finesse 및 CTI OS 에이전트
Unified CCE 구축에서는 같은 PG에서 Finesse 및 CTI OS 에이전트의 동시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
다. 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CTI 서버가 지원하는 CTI 모든 이벤트 연결의 최대 수(7개)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Finesse 및 CTI OS 에이전트를 합한 총 수가 일반 PG의 용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두 에이전트를 모두 구축하는 경우에는 Finesse의 크기 조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참고

Finesse 수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은 Finesse 에이전트만 모니터링할 수 있고 CTI OS 수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은 CTI OS 에이전트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P 폰 및 IP Communicator 지원
Cisco Finesse 및 CTI 툴킷 데스크톱은 Cisco IP 하드웨어 폰 및 Cisco IP Communicator 소프트웨어 폰
사용을 지원합니다.
각 데스크톱이 지원하는 폰 모델 및 IP Communicator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IP 폰 및 무음 모니터링
무음 모니터링에서는 IP 하드웨어 폰 및 Cisco IP Communicator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 폰 및 모바일 에이전트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는 데 특정 유형의 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날로그 폰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 폰 및 Citrix 또는 MTS
Finesse 및 CTI 툴킷 데스크톱은 Citrix 또는 MTS 사용 시 IP 하드웨어 폰과 Cisco IP Communicator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PC에 Cisco IP Communicator를 설치해야 합
니다. Citrix 또는 MTS 서버에 Cisco IP Communicator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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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Jabber 지원
Cisco Finesse는 컨택 센터 음성 엔드포인트로 Windows용 Cisco Jabber를 지원합니다. Finesse가 지원
하는 Jabber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Voice and Video
• 무음 모니터링용 BIB(Built-In Bridge)
• IM 및 프레즌스

참고

에이전트는 Jabber를 사용하여 통화를 전송하거나 컨퍼런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송 및 컨퍼런
스 시에는 Finesse 데스크톱을 사용해야 합니다.
Jabber를 Finesse와 함께 사용하려면 기본 Jabber 컨피그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 최대 통화 수를 6에서 2로 변경합니다.
• 통화 중 트리거를 2에서 1로 변경합니다.

데스크톱 레이턴시
에이전트 PG에서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원격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구축에서는 높은 시간 초과 값으로 인해 데스크톱 서버 및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간의 지연이 너무 길
어질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길어지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며, 사용자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이 업데이트되기 전에 폰의
벨이 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Finesse 및 CTI OS의 경우 서버 및 에이전트 데스크톱 간의 레이턴
시를 왕복 400ms로 제한해 주십시오.
Finesse에서는 Finesse 서버와 PG 간의 레이턴시도 왕복 200ms로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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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utbound Option 설명
• Outbound Option 기능 설명, 177 페이지
• Cisco Outbound Option 프로세스, 178 페이지
• Cisco Outbound Option의 이점, 178 페이지
• Cisco Outbound Option 구축 고려 사항, 179 페이지
• 아웃바운드 다이얼링 모드, 180 페이지
• Unified CCE용 Cisco Outbound Option, 185 페이지

Outbound Option 기능 설명
Outbound Option 다이얼러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에 함께 배치되는 소프트웨어 전용
프로세스입니다. SIP 다이얼러 프로세스는 음성 게이트웨이 또는 Cisco UBE, Outbound Option Campaign
Manager, CTI 서버 및 MR PIM과 통신합니다. 다이얼러는 Campaign Manager와 통신하여 아웃바운드
고객 연락처 레코드를 검색하고 라이브 응답, 자동 응답기, RNA 통화 중 등의 아웃바운드 통화 분류
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음성 게이트웨이와 통신하여 아웃바운드 고객 전화를 걸며, CTI 서버와 통신
하여 스킬 그룹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에이전트 폰에 대한 서드파티 통화 제어를 수행합니다. 또한
MR PIM과 통신하여 경로 요청을 제출해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Outbound Option 다이얼러는 주변 장치에 배치된 모든 에이전트를 대신해 고객에게 전화를 걸 수 있
습니다. 다이얼러는 다음 모드로 실행될 수 있는 라우팅 스크립트를 사용해 구성됩니다.
• 완전 혼합 모드 - 에이전트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약 모드 - 예를 들어 오전 8시~정오까지는 인바운드 모드로 실행되고 오후 12시 1분~오후 5시
까지는 아웃바운드 모드로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완전 아웃바운드 모드
혼합 모드를 활성화하면 다이얼러가 에이전트에 대한 인바운드 통화를 처리하기 위해 경쟁하게 됩
니다. 다이얼러는 관리 스크립트의 아웃바운드 비율 변수에 구성된 것보다 많은 에이전트를 예약하
지 않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통화 중이면 다이얼러는 추가 에이전트 예약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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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음성 게이트웨이 및 Unified SIP Proxy 서버를 사용하여 SIP 다이얼러 구축의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화 SIP 다이얼러를 통해 이중화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Cisco Outbound Option은 캠페인별로 통화 진행률 분석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
화하면 SIP 다이얼러가 미디어 스트림을 분석해 통화의 특성(음성, 자동 응답기, 모뎀, 팩스 탐지)을
확인하도록 음성 게이트웨이 또는 Cisco UBE에 지시합니다.
캠페인은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 또는 VRU 기반 캠페인으로 실행됩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통화 중일
때 오버플로 통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VRU는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에서 구성됩니다. VRU 기반 캠
페인으로 전송 시 모든 통화는 아웃바운드 통화에 응답한 후 VRU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됩니다.

Cisco Outbound Option 프로세스
Unified CCE용 Cisco Outbound Option은 음성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웃바운드 전화를 겁니다. Outbound
Option 다이얼러는 텔레포니 카드가 없어도 신호음을 생성하거나 신호음 또는 음성을 탐지할 수 있
습니다.
Cisco Outbound Option에서는 다음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 Campaign Manager 및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캠페인을 관리합니다.
• Campaign Manager 및 가져오기 프로세스는 항상 A측 로거에 설치되며 고객 인스턴스 하나에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이얼러 프로세스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적절한 스킬을 보유한 에이전트 또는 사용 가능한
VRU와 고객을 연결합니다. 다이얼러는 모든 문의 시도의 결과를 Campaign Manager에 다시 보
고합니다. 중앙 Campaign Manager가 모든 다이얼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다이얼러는 에이전
트 PG와 같은 플랫폼에 설치됩니다.
• 다이얼러가 아웃바운드용으로 에이전트를 예약하려면 미디어 라우팅 주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주변 장치는 Unified CCE 구축에서 다른 서버와 함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밀 라우팅은 Cisco Outbound Option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웃바운드 캠페인에서는 스킬 그룹
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웃바운드 스킬 그룹을 통해 아웃바운드 캠페인을 진행하는 에이전트는
정밀 대기열에 로그인하여 인바운드 정밀 대기열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253 페이지

Cisco Outbound Option의 이점
Cisco Outbound Option에서 제공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콜센터 사이트에 IP 다이얼러를 배치하여 기업 전체에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Campaign
Manager 서버가 중앙 사이트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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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통한 중앙 집중식 관리 및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 인바운드 통화와 아웃바운드 통화를 통화 단위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웃바운드 모드를 유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모드의 유형과 특정 스킬 범위 내에서 아웃바운드 활동에 사용할 에이전트의 백분
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보고 기능을 아웃바운드 관련 보고 템플릿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Cisco Outbound Option 구축 고려 사항
Cisco Outbound Option을 구현할 때는 다음 요건을 따르십시오.
•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에서 VRU로의 통화 중단을 구성합니다. 텔레마케팅법에 따라 이 동작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Campaign Manager는 A측 로거와 같은 시스템에서 실행되므로, 문의 목록 및 통화 제외 목록의
대규모 가져오기는 통화량이 적은 시간으로 예약합니다.
• Cisco Outbound Option용으로 구성된 에이전트에는 Cisco IP Communicator 소프트 폰을 사용하
지 않습니다. IP Communicator를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에게 고객 통화를 전송할 때 시간이 추
가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IPv6 클라이언트를 Outbound Option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 Finesse IPPA(IP Phone Agent)는 Cisco Outbound Option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IP 다이얼러 구축 고려 사항
에이전트는 Cisco Outbound Option을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으며 SIP 소프트웨
어 다이얼러를 통해 인바운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SIP 다이얼러를 구현할 때는 다음 요건을 따르십시오.
• 아웃바운드 SIP 다이얼러에는 PSTN에 대한 T1 PRI 및 E1 PRI 인터페이스만 지원됩니다.
• 이중화된 SIP 다이얼러용 미디어 라우팅 PIM 하나가 포함된 미디어 라우팅 PG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특정 SIP 다이얼러가 수신자 지정 대기 모드인 동안 다른 SIP 다이얼러가 활성화됩니다.
각 SIP 다이얼러에 MR PIM이 하나씩 사용됩니다. 이중화된 MR PG 환경에서 각 PG측에는 다이
얼러가 활성화될 때 로컬 다이얼러에 연결하는 PIM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SIP 다이얼러 구축의 캠페인 컨피그레이션에서 녹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게이트웨이의 다
이얼러 피어 컨피그레이션에서 G.711 코덱을 사용합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 오버로드 방지를 위해 SIP 다이얼러 통화 제한을 활성화합니다.
• SIP 다이얼러가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음성 게이트웨이 다이얼 피어 및 CUSP 라우팅
정책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요금 바이패스 기능과 저렴한 로컬 통화 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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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다이얼러와 Unified CVP가 게이트웨이를 공유하는 경우, 즉 VRU 캠페인으로 전송하거나
VRU 기능에서 처리하도록 중단하기 위한 아웃바운드 전화를 거는 게이트웨이와 같은 VXML
게이트웨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DSP 리소스 사용량을 줄이고 미디어 전송 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Unified CVP가 통화를 전송한 게이트웨이로 다시 보내도록 구성해 주십시오.
• Outbound Option 다이얼러는 IPv4를 사용하여 전화를 겁니다. IPv6로 통화를 변환하려면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IPv6 NAT를 사용해 주십시오.

참고

Cisco Finesse는 현재 진행형, 예측형, 미리보기 및 직접 미리보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관련 항목
SIP 다이얼러 제한, 196 페이지

아웃바운드 다이얼링 모드
Cisco Outbound Option은 스킬 그룹에 따라 여러 모드를 사용하여 통화를 시작합니다.
• 예측형 모드 - 통화 간의 에이전트 유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이전트당 전화를 거는 회선
수를 동적으로 계산합니다.
• 진행형 모드 - 관리자가 설정하는 에이전트당 고정 회선 수를 사용합니다.
• 미리 보기 모드 - 에이전트가 활성화된 데스크톱 버튼을 통해 고객 통화를 수동으로 수락 또는
거부하거나 건너뜁니다. 에이전트당 회선 하나에 전화를 겁니다.
• 직접 미리 보기 모드 - 에이전트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데스크톱에서 에
이전트에게 전화 걸기 신호음을 재생합니다. 에이전트당 회선 하나에 전화를 겁니다.
• 개인 콜백 모드 - 전화를 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에이전트는
동일 에이전트에게 콜백이 전송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요청한 에이전트
와 고객 간에 설정된 미리 정해진 시간에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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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의 통화 흐름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에서 완료된 다이얼러 통화는 Unified IP Phone 및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라이브
에이전트로 라우팅됩니다. 다음 그림에는 직접 VG 구축을 사용하는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의 SIP 다
이얼러 통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69: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 - 직접 VG 구축의 SIP 다이얼러 통화 흐름

예측형/진행형 전화 걸기를 위한 직접 VG 구축을 사용하는 SIP 다이얼러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
행됩니다.
1 가져오기가 예약되고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레코드가 다이얼러로 전달됩니다.
2 다이얼러 프로세스가 CTI 서버의 주변 장치 스킬 그룹 통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용 가
능한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그와 동시에 캠페인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레코드를 모니
터링하여 활성 레코드를 다이얼러로 전달합니다. 다이얼러는 아웃바운드 캠페인에서 사용 가능
한 에이전트를 식별하면 MR PIM으로 경로 요청을 보냅니다.
3 MR PIM이 경로 요청을 라우터로 전달합니다.
4 Unified ICM/CCE/CCH CallRouter가 라우팅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택합
니다. 그런 다음 해당 에이전트를 예약하고 예약된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라우팅 레이블(폰 내선
번호)을 반환합니다.
5 미디어 라우팅 PIM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다이얼러에 알립니다. 그러면 다이얼러가 에
이전트 예약 요청을 에이전트 PG로 보냅니다. 에이전트 PG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에 대해 가상 에
이전트 예약 통화를 생성하고 해당 가상 예약 통화를 응답한 상태로 자동 설정한 다음 통화 대기
상태로 설정합니다.
6 다이얼러가 SIP INVITE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도록 게이트웨이에 시그널링
합니다.
7 VG가 고객에게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고, 다이얼러는 VG가 통화를 시도 중이라는 알림을 받습니
다.
8 VG에서 통화 진행률 분석이 수행됩니다. 음성이 탐지되고 다이얼러가 알림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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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이얼러가 응답한 아웃바운드 통화를 에이전트 내선 번호에 따라 예약된 에이전트에게 전송하
도록 VG에 요청합니다.
10 VG는 응답한 아웃바운드 통화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
다. 이때 에이전트 내선 번호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호스트 주소를 사용합니다. 다이
얼러는 CTI 서버를 통해 에이전트에 대해 전송된 통화에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 고객과 에이전트 간의 음성 경로가 빠르게 설정됩니다.
다음 그림에는 Unified SIP Proxy 구축 내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의 SIP 다이얼러 통화 흐름이 나와 있
습니다.
그림 70: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 - Unified SIP Proxy 구축의 SIP 다이얼러 통화 흐름

예측형 또는 진행형 모드 전화 걸기를 위한 Unified SIP Proxy 구축 내의 SIP 다이얼러 통화 흐름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가져오기가 예약되고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고객 레코드가 다이얼러로 전달됩니다.
2 다이얼러가 미디어 라우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3 MR PG가 요청을 라우터로 전달합니다.
4 라우팅 스크립트가 에이전트를 식별하여 MR PG에 응답합니다.
5 미디어 라우팅 PIM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다이얼러에 알립니다.
6 다이얼러가 게이트웨이를 찾도록 Unified SIP Proxy 서버에 시그널링하며, SIP INVITE를 통해 고
객에게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도록 명령합니다.
7 VG가 고객에게 아웃바운드 전화를 겁니다.
8 VG에서 통화 진행률 분석이 수행됩니다. 음성이 탐지되고 다이얼러가 알림을 받습니다.
9 다이얼러가 응답한 아웃바운드 통화를 에이전트 내선 번호에 따라 예약된 에이전트에게 전송하
도록 VG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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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VG가 Unified SIP Proxy 서버로의 전송을 시작하며 SIP Proxy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로 초대를 전달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에이전트 폰으로 통화 초대를 전달합니
다. 다이얼러는 CTI 서버를 통해 에이전트에 대해 전송된 통화에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 고객과 에이전트 간의 음성 경로가 빠르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메시지 흐름에서는 예측형 또는 진행형 모드 전화 걸기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이 두 전화 걸
기 모드의 차이점은 다이얼러가 전화 걸기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동적 또는 고정)뿐입니다. 미리보기
모드 전화 걸기의 경우 에이전트가 고객 레코드 화면 팝업을 수신합니다. 에이전트는 고객에게 전화
를 걸려면 에이전트 데스크톱의 Accept(수락)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CTI 이벤
트가 트리거되어 다이얼러가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한 통화 흐름
SIP 다이얼러는 CTI R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PG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 중에 아웃바
운드 통화를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CTI RP에서는 SIP 다이얼러의 ECC 변수가 손실됩
니다. 그러므로 SIP 다이얼러는 MR 라우팅 인터페이스를 대신 사용하여 라우터에서 전송된 레이블
을 요청합니다.
Unified SIP Proxy 서버 및 Unified IP IVR 구축을 사용하는 VRU 기반 캠페인에 대한 SIP 다이얼러 통
화 흐름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림 71: VRU 캠페인에 대한 SIP 다이얼러 및 Unified IP IVR 통화 흐름

1 무인 VRU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고객 레코드가 다이얼러로 전송됩니다.
2 다이얼러가 통화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게이트웨이로 초대를 전달하도록 SIP Proxy에 요
청합니다.
3 VG(음성 게이트웨이)가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4 VG가 통화 진행률 분석을 수행하고 라이브 음성을 탐지하며 다이얼러가 알림을 받습니다.
5 다이얼러가 VRU의 위치를 MR PG에 요청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183

Cisco Outbound Option 설명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한 통화 흐름

6 MR PG가 요청을 라우터로 전달합니다.
7 라우팅 스크립트가 VRU를 식별하고 MR PG에 알림을 보냅니다.
8 MR PG가 경로 응답을 다이얼러로 전달합니다.
9 다이얼러가 VRU로 통화를 전송하도록 VG에 알림을 보냅니다.
10 VG가 SIP Proxy로의 전송을 시작하며 SIP Proxy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로 통화 초대
를 전달합니다.
11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Unified IP IVR로 통화 초대를 전달합니다.
12 VG와 Unified IP IVR 간에 미디어가 설정됩니다.
Unified SIP Proxy 서버 및 Unified CVP 구축을 사용하는 VRU 기반 캠페인에 대한 SIP 다이얼러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림 72: VRU 캠페인에 대한 SIP 다이얼러 및 Unified CVP 통화 흐름

1 이 예제에서는 무인 VRU 캠페인이 시작되고 고객 레코드가 다이얼러로 전송됩니다.
2 다이얼러가 통화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음성 게이트웨이로 초대를 전달하도록 SIP Proxy
에 요청합니다.
3 VG가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4 VG가 통화 진행률 분석을 수행하고 라이브 음성을 탐지하며 다이얼러가 알림을 받습니다.
5 다이얼러가 VRU의 위치를 MR PG에 요청합니다.
6 MR PG가 요청을 라우터로 전달합니다.
7 라우팅 스크립트가 VRU를 식별하고 MR PG에 알림을 보냅니다.
8 MR PG가 경로 응답을 다이얼러로 전달합니다.
9 다이얼러가 VRU로 통화를 전송하도록 VG에 알림을 보냅니다.
10 VG가 SIP Proxy로 초대를 보내면 SIP Proxy가 해당 초대를 Unified CVP로 전달합니다. 전송이 완
료되고 Unified CVP와 VG 간에 미디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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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용 Cisco Outbound Option
전사적 구축
Unified CCE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Virtualization_for_Unified_CCE)에 최신 버
전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VM에서 Cisco Outbound Option을 실행합니다.
신규 구축의 경우 통화 프로세스 리소스 및 통화 진행률 분석 작업을 게이트웨이로 오프로드하여 뛰
어난 확장성을 제공하는 SIP 다이얼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IP 다이얼러에는 Unified
CM 또는 게이트웨이 근접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R-PG만 포함된 VM이나 MR-PG 및 에이전트 PG가 포함된 VM에 SIP 다이얼러를 구축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이중화된 MR-PG 및 에이전트 PG가 필요합니다.
이중화된 에이전트 PG는 이중화된 SIP 다이얼러만 지원합니다. 이때 다이얼러 하나는 활성 상태이
고 다른 하나는 수신자 지정 대기 모드입니다. 이중화된 SIP 다이얼러 설치에서는 각 SIP 다이얼러가
같은 MR PG측(A측 또는 B측)의 MR PIM에 연결됩니다.

SIP 다이얼러용 단일 게이트웨이 구축
다음 그림에는 게이트웨이 하나가 포함된 이중화 SIP 다이얼러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이얼러는 이중화 PG의 A측과 B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트 용량은 구축하는 Cisco 음성 게이트
웨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장성과 고가용성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구축 모델
을 사용합니다.
그림 73: SIP 다이얼러용 단일 게이트웨이 구축

SIP 다이얼러 아키텍처는 주변 장치당 활성 SIP 다이얼러를 하나만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SIP 다이얼
러를 하나만 구성하면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개별 PG 플랫폼에 다이얼러 2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각 다이얼러는 같은 다이얼러 이름을 사용하여 설치됩니다.
Unified CCE 구축에서는 SIP 다이얼러 및 미디어 라우팅 PG 프로세스를 별도의 VM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 PG와 같은 VM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PG에 이중화 SIP 다이얼러 및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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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가 포함되어 있는 구축에서 각 MR PG에는 함께 배치된 SIP 다이얼러에 연결되는 MR PIM 하나가
있습니다.
단일 게이트웨이 구축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다이얼러 설정 대화 상
자에서 Sip Server Type(SIP 서버 유형)을 Voice Gateway(음성 게이트웨이)로 설정하면 SIP 다이얼러
는 로컬 정적 경로 파일을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통화를 걸고 전송합니다. 이러한 아웃바운드 통화는
Unified CVP, Unified IP IVR 또는 아웃바운드 에이전트에 전송됩니다. SIP 다이얼러가 단일 게이트웨
이 구축에 대해 로컬 정적 경로 파일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단일 게이트웨이 구축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다이얼러 설정 대화 상
자에서 Sip Server Type(SIP 서버 유형)을 CUSP Server(CUSP 서버)로 설정하면 SIP 다이얼러는
Unified SIP Proxy 서버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통화를 걸고 전송합니다. Unified CVP, Unified IP IVR
또는 아웃바운드 에이전트에 대해 이러한 전화를 걸거나 전송합니다.

참고

코덱 컨피그레이션(G.729 또는 G.711)은 게이트웨이의 CPU 사용률 및 포트 용량에 영향을 줍니
다. G.729를 구성하는 경우 게이트웨이에 더 많은 DSP 및 CPU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SIP 다이얼러용 다중 게이트웨이 구축
다음 그림에는 Unified SIP Proxy 및 8개 음성 게이트웨이의 구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활성 다이얼
러는 Unified SIP Proxy 서버를 가리킵니다. 프록시가 로드 밸런싱 및 장애 조치를 처리합니다. SIP 다
이얼러는 Cisco 3845 Integrated Services Router에서 Unified SIP Proxy를 지원합니다.
그림 74: SIP 다이얼러용 다중 게이트웨이 구축

다중 게이트웨이 구축의 SIP 다이얼러에는 게이트웨이를 식별하기 위한 Unified SIP Proxy 서버의 서
버 그룹 및 경로 테이블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이얼러가 고객 통화를 전송하도록 게이
트웨이에 요청할 때 게이트웨이가 통화를 보낼 위치(Unified CVP, Unified IP IVR 또는 에이전트)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값도 필요합니다. 다중 게이트웨이 구축에서는 다이얼러 설정 대화 상자
에서 Sip Server Type(SIP 서버 유형) 라디오 버튼을 SIP Proxy로 설정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186

Cisco Outbound Option 설명
분산 구축

관련 항목
SIP 다이얼러의 고가용성 설계, 199 페이지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WAN을 통해 Unified CCE를 클러스터링하는 구축 모델에서는 WAN의 반대쪽 끝에 이중화된 구성
요소를 구축함으로써 고가용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구축, 33 페이지 참고). Cisco Outbound Option
고가용성 모델은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에서 사용되는 모델과는 다르므로 WAN을 통한 클러스터
링을 구축할 때는 인바운드 트래픽 성능만 향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산 구축
분산 구축 모델에는 특정 사이트에 배치된 중앙 Unified CCE 시스템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이 사이트의 로거에 설치된 Campaign Manager, 그리고 WAN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두 번
째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이 두 번째 사이트는 다이얼러, PG 및 Cisco Outbound Option이 포함된 두 번
째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SIP 다이얼러 구축의 경우 각 PG측의 단일 SIP 다이얼러용으로 Unified SIP Proxy 서버가 설치되며, A
측/B측 다이얼러는 자체 Unified SIP Proxy 서버를 통해 동일한 음성 게이트웨이 집합을 대상으로 사
용합니다. 고객 폰에 로컬로 여러 음성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수도 있고, 임대 회선 또는 IP MPLS WAN
회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영역에 로컬로 각 음성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Campaign Manager는 WAN을 통해 다이얼러 레코드를 전송하며 다이얼러가 로컬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두 번째 사이트도 인바운드 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미국의 고객 환경 간에 사용 가능한 대역폭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 P2P 임대 2Mbps 회선
2 지상 P2P DS3(44Mbps) 임대 회선
3 IP MPLS WAN 회선. 고객의 요구에 따라 통신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속도가 제공됩니다. 일반적
으로는 44Mbps를 사용합니다.
4 통신 사업자가 인도에 PRI(E1) 트렁크를 제공합니다. 대개 통신 사업자가 SIP에 WAN 클라우드를
구축합니다. 통신 사업자는 미국의 인그레스/이그레스 포인트에서 TDM을 IP로 변환하고 인도에
서는 IP를 TDM으로 변환합니다.
위 목록에서는 옵션 1 및 2가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MPL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고객에게
연결할 수 있으므로 옵션 3은 아웃소서에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섹션의 다
이어그램에서는 다수의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 또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해 아웃바운드 컨
택 센터 시스템이 미국과 인도의 여러 사이트에 걸쳐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미국 등 한 국가에
만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용 분산 구축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에 대한 이 분산 구축 예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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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로거 A 서버는 미국의 두 사이트(사이트 1과 3)에 분산되어 있습니
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는 에이전트 PG와 함께 인도의 사이트 2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이중화 MRPG/다이얼러 및 이중화 에이전트 PG는 인도의 사이트 2에 있는 동일 VM에 설치되
어 있습니다.
• SIP 다이얼러는 미국의 사이트 3에 배치된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는 다이어그램에서 미국의 사이트 3에 CT3 인터페이스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라우터는 다이얼러 통화를 위한 1:1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 라이브 아웃바운드 통화 전송을 위한 WAN SIP 시그널링 트래픽을 방지할 수 있도록 Unified SIP
Proxy 서버는 사이트 2에서 로컬로 이중화됩니다.
• 각 SIP 다이얼러는 사이트 2의 자체 Unified SIP Proxy 서버에 연결됩니다.
• 각 Unified SIP Proxy 서버는 미국에 있는 사이트 3의 음성 게이트웨이 집합을 제어합니다.
• 각 Unified SIP Proxy 서버는 미국에 있는 사이트 3의 음성 게이트웨이 집합을 제어합니다.
SIP 다이얼러에서 녹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의 대역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웃바운드 통화에 응답하려면 각 에이전트 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G.711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80kbps가 필요합니다.
◦ G.729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26kbps가 필요합니다.
• 아웃바운드 통화 알림을 표시하려면 각 에이전트 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역폭이 필요합니
다.
◦ G.711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80kbps가 필요합니다.
◦ G.729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26kbps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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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용 분산 구축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75: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용 분산 구축 예제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Unified CVP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한 분산 구축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에 대한 이 분산 구축 예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로거 A 서버는 미국의 두 사이트(사이트 1과 3)에 분산되어 있습니
다.
• 이중화 MRPG/다이얼러 및 이중화 에이전트 PG는 인도의 사이트 2에 있는 동일 VM에 설치되
어 있습니다.
• 로컬 이중화가 적용된 Unified CVP는 사이트 3(미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nified CVP에는 로
드 밸런싱 및 이중화를 위한 자체 Unified SIP Proxy 서버가 있습니다.
• VRU PG는 사이트 3(미국)에서 로컬로 이중화됩니다.
• SIP 다이얼러는 사이트 3(미국)에 배치된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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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게이트웨이는 다이어그램에서 사이트 3(미국)에 CT3 인터페이스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러한 라우터는 다이얼러 통화를 위한 1:1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 라이브 아웃바운드 통화 전송을 위한 WAN SIP 시그널링 트래픽을 방지할 수 있도록 Unified SIP
Proxy 서버는 사이트 3에서 로컬로 이중화됩니다.
• 각 SIP 다이얼러는 사이트 3의 자체 Unified SIP Proxy 서버에 연결됩니다. 각 Unified SIP Proxy
서버는 사이트 3(미국)의 음성 게이트웨이 집합을 제어합니다.
• Unified SIP Proxy 서버는 (N+1)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SIP 다이얼러에서 녹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의 대역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웃바운드 통화에 응답하려면 각 에이전트 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G.711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80kbps가 필요합니다.
◦ G.729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26kbps가 필요합니다.
• 아웃바운드 통화 알림을 표시하려면 각 에이전트 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역폭이 필요합니
다.
◦ G.711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80kbps가 필요합니다.
◦ G.729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26kbps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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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IP IVR에서 대기되거나 셀프 서비스로 처리되는 아웃바운드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76: Unified CVP를 사용하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한 분산 구축 예제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IP IVR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한 분산 구축
IP IVR을 사용하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한 이 분산 구축 예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
다.
• 음성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로거 A 서버는 미국의 두 사이트(사이트 1과 3)에 분산되어 있습니
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는 VRU PG와 함께 사이트 3(미국)에 배치되어 있습
니다.
• 이중화 VRU PG는 사이트 3(미국)에 있습니다.
• IP IVR은 사이트 3(미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중화 MRPG/다이얼러 및 이중화 에이전트 PG는 사이트 2의 동일 V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SIP 다이얼러는 사이트 3(미국)에 배치된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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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게이트웨이는 다이어그램에서 사이트 3(미국)에 CT3 인터페이스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러한 라우터는 다이얼러 통화를 위한 1:1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 라이브 아웃바운드 통화 전송을 위한 WAN SIP 시그널링 트래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
Unified SIP Proxy 서버가 사이트 2에 있습니다.
• 각 SIP 다이얼러는 사이트 2의 자체 Unified SIP Proxy 서버에 연결됩니다. 각 Unified SIP Proxy
서버는 사이트 3(미국)의 음성 게이트웨이 집합을 제어합니다.
• Unified SIP Proxy 서버는 (N+1)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SIP 다이얼러에서 녹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의 대역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웃바운드 통화에 응답하려면 각 에이전트 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 G.711 코덱 통화의 경우 통화 진행률 분석 기간 동안 WAN 대역폭 80kbps가 필요합니다.
◦ G.729 코덱 통화의 경우 통화 진행률 분석 기간 동안 WAN 대역폭 26kbps가 필요합니다.
• 아웃바운드 통화 알림을 표시하려면 각 에이전트 통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역폭이 필요합니
다.
◦ G.711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80kbps가 필요합니다.
◦ G.729 코덱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 26kbps가 필요합니다.
• IP IVR에서 대기되거나 셀프 서비스로 처리되는 아웃바운드 통화의 경우 WAN 대역폭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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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는 IP IVR에 대한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용 분산 구축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77: IP IVR을 사용하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한 분산 구축 예제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구축
Unified CCE용 Cisco Outbound Option 구성
Cisco Outbound Option은 에이전트가 인바운드 통화와 아웃바운드 통화를 교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
전 혼합형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축 크기를 조정할 때는 예상 적중률, 에이전트당 전화를 거는 회선 수 및 평균 시간도 확인한 후에
PG에서 허용되는 아웃바운드 에이전트의 최대 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Cisco Outbound Option 구축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Cisco Unified Communic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SIP 다이얼러는 PG당 PIM 하나에 대해 1,000개 아웃바운드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는 지원되는 에이전트 수가 줄어듭니다. 에이전트를 이 수만큼 지원하려면 아
웃바운드 전화 걸기 전용 하이엔드 게이트웨이를 5개 이상 구축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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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다이얼러는 초당 통화 30건(cps) 및 1,500개 포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30cps 속도를 달성하
려면 적중률 및 처리 시간에 따라 SIP 다이얼러가 포트 1,000~2,000개를 지원해야 합니다.
통화 시도당 평균 시간을 30초로 가정할 때 각 포트는 분당 2건의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
트 30개가 다이얼러에 대해 초당 통화 1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트가 통화 중 상태가 되는
시간이 평균 포트 통화 중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포트는 항상 유휴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이얼러 포트 수 계산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목표 통화 속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이얼러 포트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
다.
포트 수 = [목표 통화 속도*평균 통화 시간*(1+적중률%)]
예를 들어 아래 표에는 아웃바운드 통화의 평균 추정 시간이 30초이고 추정 적중률이 20%인 경우 목
표 아웃바운드 통화 속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포트 수가 나와 있습니다.
표 16: 목표 아웃바운드 통화 속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포트

초당 목표 아웃바운드 통화

필요한 포트 수

10

360

20

720

30

1,080

음성 게이트웨이 관련 고려 사항
가장 기능이 뛰어난 음성 게이트웨이는 최적의 조건에서도 초당 약 12건의 통화를 지원합니다. 즉,
게이트웨이가 5개이면 통화가 균일하게 분산되는 경우 초당 최대 60건의 통화(통화 급증 시의 집계
량)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송 후 포트가 에이전트 또는 VRU 통화와 연결될 때는 균일한 분
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송률이 50%인 경우 추정치를 적게 잡는다면 음성 게이트웨이
8개가 통화 급증 시 초당 통화를 60건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Unified CCE SIP 다이얼러에서 지원하는 음성 게이트웨이 모델 및 릴리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게이트웨이 크기 조정 고려 사항은 게시된 Cisco 게이트웨이 성능 데이터 및 Unified CCE 크기 조정
도구를 참고해 주십시오.

에이전트 PG 관련 고려 사항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은 초당 최대 15건의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의 음성 적중률이 15%인 경우 PG는 초당 통화 100건의 속도로 다이얼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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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련 고려 사항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는 초당 특정 수의 아웃바운드 통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이얼러가 에이전트 PG에서 초당 많은 수의 라이브 아웃바운드 통화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Unified
SIP Proxy 서버를 사용하여 여러 가입자로 다이얼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Cisco Unified SIP Proxy 관련 고려 사항
일반적인 아웃바운드 통화를 에이전트 또는 VRU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트랜잭션을 수행해
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웃바운드 통화를 에이전트 또는 VRU로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하나만 수행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는 Unified SIP Proxy 크기 조정 관련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표 17: Unified SIP Proxy 크기 조정

하드웨어 모델

초당 최대 트랜잭션 속도

NME-CUSP-522

100

Unified CVP 관련 고려 사항
변환 경로를 사용하여 통화를 Unified CVP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VP 전반의 모든 로드 밸
런싱은 라우팅 스크립트에서 수행됩니다.
Unified CVP를 사용하는 일부 아웃바운드 통화 시나리오에서는 4개 SIP Proxy 트랜잭션이 필요하므
로, 대규모 구축에서는 Unified CVP에 자체 Unified SIP Proxy 서버를 지정해 주십시오.

Unified IP IVR 관련 고려 사항
Unified IP IVR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모든 통화를 프론트엔
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구축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통화 로드가 증가합니다. 가입자는 통화를 초당 5
건만 지원하므로, Unified SIP Proxy 서버를 사용해 에이전트로 전송되는 통화와 VRU를 여러 가입자
로 분산시킵니다.

Unified Mobile Agent 관련 고려 사항
SIP 다이얼러는 에이전트 PG당 Unified Mobile Agent를 500개까지 지원합니다. SIP 다이얼러 솔루션
을 사용하는 경우 아웃바운드 통화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인바운드 통화와 같은 영향
을 줍니다. 인바운드 에이전트와 아웃바운드 에이전트 수의 비율은 2:1로 유지해 주십시오. SIP 다이
얼러 솔루션은 에이전트 PG당 일반 아웃바운드 에이전트를 1,000개까지 지원하므로, SIP 다이얼러
에서 에이전트 PG당 아웃바운드 모바일 에이전트는 500개까지 지원됩니다.
SIP 다이얼러용 Cisco Outbound Option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Cisco 솔루션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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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다이얼러 제한
단일 또는 다중 게이트웨이 구축에서는 게이트웨이가 오버로드되면 SIP 다이얼러가 경보를 생성합
니다. 또한 자동 제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면 다이얼러는 수정 비율이 50%가 될 때까지 오버로드된
게이트웨이의 전화 걸기 비율을 고객 통화 시도 5,000건당 구성된 포트 제한 값의 10%로 자동 제한합
니다. 수정 비율 50%란 구성된 포트 제한 값의 50%에 도달하면 SIP 다이얼러가 자동 제한을 중지한
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자동 제한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버로드된 게이트웨이를 자동으로
제한하려면 EnableThrottleDown 레지스트리 키의 값을 1로 설정하여 자동 제한 메커니즘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SIP 다이얼러는 게이트웨이가 오버로드되면 자동 제한 메커니즘이 비활성화되어 있어도 항상 경
보를 생성합니다.
다이얼러 컨피그레이션의 Port Throttle(포트 제한) 필드를 사용하여 SIP 다이얼러 제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포트 제한은 초당 제한할 포트 수를 나타냅니다. 포트 제한 값을 5로 설정하면 SIP 다이얼
러가 다이얼러별 초당 통화 5건의 속도로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구축에서 SIP 다이얼러가 음성 게이트웨이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이얼러 포트 제한을 게이트
웨이 크기 조정 테이블에 나와 있는 최대 다이얼러 통화 설정 속도로 제한해 주십시오.
구축에서 SIP 다이얼러가 CUSP를 통해 연결하는 경우 다이얼러의 포트 제한 설정은 총 게이트웨이
용량 추정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는 CUSP를 통해 로드 밸런싱되며, 각 게이트웨이는 사용
가능한 최대 용량을 사용합니다. 포트 제한은 CUSP 최대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현
재 다이얼러의 최대 제한 설정은 초당 통화 60건입니다. 일반적인 전송 속도에서 CUSP를 통과하는
통화 수는 CUSP가 아웃바운드 구축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CUSP 트랜잭션 속도를 초
과하지 않습니다.
포트 제한 값은 Cisco 2800 Series Integrated Services Router의 경우 5로, Cisco 3800 Series Integrated
Services Router의 경우 15로, Cisco 액세스 서버 및 범용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20으로 설정해 주십
시오.

단일 게이트웨이 구축
게이트웨이가 완전히 아웃바운드 캠페인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포트
제한을 계산합니다.
포트 제한 = (게이트웨이의 값)
게이트웨이가 아웃바운드 캠페인용의 여러 SIP 다이얼러에서 공유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
하여 포트 제한을 계산합니다.
포트 제한 = (게이트웨이의 값)/(SIP 다이얼러의 수)
게이트웨이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통화용의 여러 Unified CCE 구성 요소(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nified CVP 및 SIP 다이얼러)에서 공유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포트 제한을
계산합니다.
포트 제한 = (게이트웨이의 값)*(아웃바운드 통화의 백분율)*(1-적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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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게이트웨이 구축
게이트웨이가 완전히 아웃바운드 캠페인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포트
제한을 계산합니다.
포트 제한 = 게이트웨이의 전체 값
게이트웨이가 아웃바운드 캠페인용의 여러 SIP 다이얼러에서 공유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
하여 포트 제한을 계산합니다.
포트 제한 = (게이트웨이의 전체 값)/(SIP 다이얼러의 수)
게이트웨이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통화용의 여러 Unified CCE 구성 요소(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nified CVP 및 SIP 다이얼러)에서 공유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포트 제한을
계산합니다.
포트 제한 = (게이트웨이의 전체 값)*(아웃바운드 통화의 백분율)*(1-적중률)
SIP 다이얼러 프로세스의 제한 메커니즘은 아웃바운드 전화를 걸기 위해 Unified SIP Proxy 서버가 선
택하는 게이트웨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로드 밸런싱을 위해 Unified SIP Proxy 서버의 서버 그룹 컨
피그레이션 내 각 게이트웨이에 적합한 가중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중치 = (게이트웨이의 값)/(포트 제한)*100
예를 들어 Cisco 3800 Series 게이트웨이(192.168.10.3) 및 Cisco 2800 Series 게이트웨이(192.168.10.4)
를 다중 게이트웨이 구축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면 cucm.example.com 서버
그룹의 3800 Series 게이트웨이가 트래픽 중 75%를, 2800 Series 게이트웨이가 25%를 수신할 수 있습
니다.
netmod(cusp-config)> server-group sip group cucm.example.com enterprise
netmod(cusp-config-sg)> element ip-address 192.168.10.3 5060 tls q-value 1.0 weight 75
netmod(cusp-config-sg)> element ip-address 192.168.10.4 5060 tls q-value 1.0 weight 25
netmod(cusp-config-sg)> lbtype weight
netmod(cusp-config-sg)> end server-group

SIP 다이얼러 녹음
SIP 다이얼러는 CPA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화 진행률 분석을 녹음("녹음")하거나 서드파
티 애플리케이션의 통화 진행률 녹음을 활성화("미디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대화가
녹음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SIP 다이얼러와 음성 게이트웨이 간에는 미디어 스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컨피
그레이션에서 녹음 또는 미디어 종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SIP 다이얼러는 미디어 스트림을 SIP 다
이얼러로 전송하도록 음성 게이트웨이에 요청합니다. 음성 게이트웨이의 다이얼 피어 컨피그레이션
에 따라 미디어 스트림은 G.711 또는 G.729 코덱 형식입니다. SIP 다이얼러는 G.711 코덱으로만 미디
어 스트림을 녹음할 수 있지만 G.711 및 G.729 형식의 미디어 스트림을 모두 수신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녹음 서버가 아웃바운드 통화에 대해 SPAN 기반 녹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컨피그레이션에서 “녹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SIP 다이얼러는 미디어 스트림을 받아 G.711
코덱으로 RTP 패킷을 디코딩한 다음 녹음 파일에 씁니다. 미디어 스트림이 G.729 코덱 형식이면 SIP
다이얼러는 경보를 전송합니다. SIP 다이얼러를 테스트한 결과, CPU 리소스 및 디스크 I/O 제한으로
인해 다이얼러 서버당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녹음 세션의 수는 100개로 제한됩니다.
캠페인 컨피그레이션에서 “미디어 종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SIP 다이얼러는 서드파티 녹음 서버
가 SPAN 기반 녹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디어 스트림을 수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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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당 스레드 리소스 제한으로 인해 미디어 종료 세션의 수도 제한됩니다. SIP 다이얼러는 미디
어 스트림을 수신 대기할 스레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미디어 종료 세션의 현재 제한은 200개입니다.
SIP 다이얼러는 다음 레지스트리 키를 통해 사용자가 녹음 세션과 디스크 공간을 관리하도록 허용합
니다.
표 18: SIP 다이얼러 레지스트리 키

이름

데이터 유 설명
형

기본값

MaxRecordingSessions

DWORD

캠페인 컨피그레이션에서 녹음이 활성 100
화되어 있는 경우 SIP 다이얼러당 최대
녹음 세션의 수입니다.

MaxMediaTerminationSessions

DWORD

캠페인 컨피그레이션에서 녹음이 활성 200
화되어 있는 경우 SIP 다이얼러당 최대
미디어 종료 세션의 수입니다.

MaxAllRecordFiles

DWORD

SIP 다이얼러당 최대 녹음 파일 크기(바 500,000,000
이트)입니다.

MaxPurgeRecordFiles

DWORD

총 녹음 파일 크기인 MaxAllRecordFiles 100,000,000
에 도달하면 SIP 다이얼러가 삭제하는
최대 녹음 파일 크기(바이트)입니다.

통화 전송 타임라인
고객 통화를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텔레포니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송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 구성된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인프라 - 서버 간에 포트 속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역
폭이 부적절합니다.
• WAN - WAN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IP Communicator - 데스크톱에서 실행 중인 미디어 종료의 시스템 우선순위가 자체 하드웨어 플
랫폼(예: 하드 폰)에서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의 우선순위와 같지 않습니다. Outbound Option 사
용 시에는 소프트 폰 대신 하드 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 통화 진행률 분석 - 캠페인에 대해 통화 진행률 분석을 활성화하면 음성 품질이 양호한 경우 음
성과 자동 응답기를 구분하는 데 약 0.5초가 걸립니다. 휴대폰 통화 시에는 음성 품질이 최적 상
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이얼러 또는 음성 게이트웨이가 음성과 자동 응답기를 구
분하는 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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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다이얼러의 고가용성 설계
SIP 다이얼러가 포함된 Cisco Outbound Option은 SIP 다이얼러, 에이전트 PG 및 Unified SIP Proxy 서
버의 내결함성 설계를 통해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SIP 다이얼러가 포함된 Cisco Outbound Option의
대다수 구성 요소는 이중화를 위해 중복 배치됩니다.

Campaign Manager 및 가져오기
Outbound Option의 Campaign Manager 및 가져오기 프로세스 구성 요소는 로거와 함께 A측에 배치해
야 하는 단순한 구성 요소입니다.
Campaign Manager는 주변 장치당 단일 활성 다이얼러를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SIP 다이얼러를 하나
만 구성하면 됩니다. 각기 다른 PG 플랫폼에 SIP 다이얼러 2개를 설치하되 각 다이얼러는 같은 다이
얼러 이름을 사용하여 설치해 주십시오.
사용자는 주변 장치 설치 프로그램의 설정 페이지에서 각 SIP 다이얼러에 대해 다이얼러 이름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SIP 다이얼러는 시작 시 Campaign Manager에 대한 등록을 시도합니다. Campaign Manager는 SIP 다이
얼러가 등록 메시지의 다이얼러 이름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름으
로 구성된 SIP 다이얼러를 찾을 수 없으면 등록을 거부합니다. SIP 다이얼러는 2개까지 같은 이름으
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제한을 초과하면 Campaign Manager가 등록을 거부합니다.
Campaign Manager는 등록된 SIP 다이얼러 풀에서 준비 상태의 SIP 다이얼러를 하나만 활성화합니다.
CTI 서버로의 CTI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SIP 서버로의 하트비트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활성화된
SIP 다이얼러의 상태가 준비에서 통화 불가능으로 변경되면 Campaign Manager는 대기 SIP 다이얼러
를 활성화합니다.
Campaign Manager는 활성화된 SIP 다이얼러에서 연결이 실패했음을 탐지하면 대기 SIP 다이얼러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해결 레코드를 알 수 없음 상태로 표시하며 일정 시간 초과 기간이 지
나고 나면 레코드를 보류 중 상태로 되돌립니다.

SIP 다이얼러
SIP 다이얼러는 Campaign Manager에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올바르게 구성되고, CTI 서버/에이전트
PG에 대한 CTI 연결을 설정하고, SIP 서버로 하트비트를 정상적으로 전송하면 준비된 상태로 간주됩
니다. SIP 서버는 SIP 다이얼러가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또는 Unified SIP Proxy 서버일 수 있습니다.
CTI 링크 또는 하트비트 장애 발생 시 SIP 다이얼러는 모든 활성/보류 중 고객 레코드를 Campaign
Manager에 전송하거나(다이얼러 플러시), Campaign Manager로의 링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러한 레코드를 내부적으로 닫습니다. 그런 다음 알림이 표시된 통화를 취소하고, 아웃바운드 에이전
트 또는 VRU로 아직 전송되지 않은 연결된 통화를 중단하며, 전송된 아웃바운드 통화는 그대로 유지
합니다.
다이얼러는 단일 게이트웨이 구축에서는 게이트웨이로, 다중 게이트웨이 구축에서는 Unified SIP
Proxy 서버로 하트비트를 전송합니다. 하트비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초기 하트비트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에만 다이얼러는 준비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이얼러 레지스트리에서 EnableHeartBeat=0으로 설정하면 하트비트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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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러 레지스트리 HBNumTries에 정의된 횟수만큼 하트비트 전송 시도가 실패하면 SIP 다이얼러
는 상태를 통화 불가능으로 변경하고 Campaign Manager에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수신자 지정 대기 메
커니즘을 트리거합니다.
게이트웨이 또는 Unified SIP Proxy 서버는 SIP 다이얼러의 수신자 지정 대기 동작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SIP 다이얼러가 SIP 서버 하트비트 장애를 탐지하면 경보가 생성됩니다.

CTI 서버 및 에이전트 PG
활성화된 SIP 다이얼러와 대기 SIP 다이얼러는 둘 다 동시에 CTI 서버에 대한 활성 연결을 유지합니
다.
CTI 서버 또는 에이전트 PG 장애로 인해 CTI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SIP 다이얼러는 상태를 통화 불
가능으로 변경하고 Campaign Manager에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수신자 지정 대기 메커니즘을 트리거
합니다.
SIP 다이얼러가 SIP 링크 장애를 탐지하면 경보가 생성됩니다.

Cisco Unified SIP Proxy 서버
Unified SIP Proxy 서버는 각 게이트웨이를 서버 그룹 컨피그레이션의 일부분으로 구성하여 다중 게
이트웨이 구축에서 가중치가 지정된 로드 밸런싱 및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에서
는 cucm.example.com 서버 그룹의 게이트웨이 하나가 트래픽 중 50%를 수신하고 나머지 두 요소가
각각 트래픽 25%를 수신합니다. 가중치와 q 값을 변경하여 다른 우선순위 또는 로드 밸런싱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rver-group sip group cucm.example.com enterprise
element ip-address 192.168.10.4 5060 tls q-value 1.0 weight 50
element ip-address 192.168.10.5 5060 tls q-value 1.0 weight 50
element ip-address 192.168.10.3 5060 tls q-value 1.0 weight 100
fail-over-resp-codes 503lbtype weightpingend server-group

게이트웨이 하나가 오버로드되거나 PSTN 네트워크에 대한 WAN 링크가 끊기면 Unified SIP Proxy
서버에 SIP 503 응답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서버 그룹의 “fail-over-resp-codes 503” 컨피그레이션을 사
용하면 Unified SIP Proxy 서버가 사용 가능한 다음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여 아웃바운드 통화를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Unified SIP Proxy 서버는 HSRP(Hot Swappable Router Protocol)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두 Unified
SIP Proxy 서버가 서로 연결을 계속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이중화할 수 있습
니다. 특정 Unified SIP Proxy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서버가 통화를 처리합니다.
Cisco Outbound Option 전용 Unified SIP Proxy 서버에는 HSRP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Campaign Manager 및 SIP 다이얼러에는 수신자 지정 대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Unified
SIP Proxy 서버용으로 HSRP를 구성하면 Cisco Outbound Option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집니다.
서버 그룹 및 경로 테이블 컨피그레이션은 두 이중화 Unified SIP Proxy 서버용으로 복제됩니다.

Unified Mobile Agent용 Cisco Outbound Option
모바일 에이전트는 아웃바운드 캠페인용 고정 연결을 통해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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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Cisco Unified Mobile Agent, 203 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Cisco Outbound Option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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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Mobile Agent
• Cisco Unified Mobile Agent 아키텍처, 203 페이지
• Cisco Outbound Option이 포함된 Unified Mobile Agent, 218 페이지
• Cisco Unified Mobile Agent 내결함성, 218 페이지
• Unified Mobile Agent 크기 조정, 219 페이지

Cisco Unified Mobile Agent 아키텍처
Cisco Unified Mobile Agent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임의의 PSTN 폰 및 에이전트 데스크톱 통신용 광대
역 VPN 연결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JTAPI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되는 Cisco IP Phone을 사용하는 공식 콜센터 내의 Unifiedd CCE 에이전트와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Mobile Agent는 모바일 에이전트 폰(엔드포인트) 및 발신자 폰(엔드포인트)용 프록시로
작동하는 CTI 포트 쌍을 사용합니다. 로그인하는 모든 모바일 에이전트에게는 두 개의 CTI 포트(로
컬 및 원격)가 필요하며, 이 두 CTI 포트는 Unified CM JTAPI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되는 Cisco IP
Phone의 역할을 합니다. 로컬 CTI 포트 DN은 에이전트가 로그인 시에 사용하는 DN이자 해당 에이전
트 선택 시 발신자가 라우팅되는 DN입니다. 원격 CTI 포트는 고정 연결의 경우 에이전트가 로그인할
때, 그리고 통화별 연결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선택될 때 해당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두 CTI 포트는 미디어 리디렉션을 통해 두 VoIP 엔드포인트에 대한 시그널링을 수행하여 RTP
패킷을 직접 스트리밍합니다. 추가 통화 제어(전송, 컨퍼런스, 대기, 검색, 해제)가 필요할 때까지는
CTI 포트에서 다른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후속 통화 제어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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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PG는 통화 미디어에 대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 CTI 포트에
대해 필요한 후속 통화 제어를 JTAPI를 통해 Unified CM으로 전송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78: Cisco Unified Mobile Agent 아키텍처

두 CTI 포트(로컬 및 원격)는 문서화되어 있는 필요한 명명 규칙을 사용하여 PG 소프트웨어 내에서
논리적/정적으로 연결됩니다. CTI 포트는 PG 초기화 시에 등록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가 이러한
CTI 포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이 두 CTI 포트용으로 통화 관찰자가 추가됩니다. CTI 포트 및 통화
에 대한 통화 제어 기능은 PG에서 제공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음성 게이트웨이 간에는 음
성 경로가 있습니다.

참고

모바일 에이전트는 IPv6가 활성화된 CTI 포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에 있는 모바일 에이전트는 JTAPI로 모니터링 및 제어되는 폰에서 동일한 에이전트 ID를
사용하여 모바일 에이전트가 아닌 에이전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
일 에이전트가 아닌 에이전트를 로컬 에이전트로 지칭합니다. 기록 통화 보고 기능은 모바일 에이전
트로 처리되는 통화와 로컬 에이전트로 처리되는 통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Unified CVP 및 Cisco Unified IP IVR 둘 다에서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연결 모드
관리자는 Cisco Unified Mobile Agent를 통해 에이전트가 통화별 다이얼링 또는 고정 연결을 사용하도
록 구성하거나 로그인 시에 연결 모드를 선택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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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별 연결 모드
통화별 전화 걸기에서는 각 수신 전화에 대해 에이전트의 원격 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통화가 종료되
면 에이전트 전화의 연결이 끊긴 후 에이전트가 다음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전화 걸기 유형의 기본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시 모바일 에이전트가 로그인 이름이나 에이전트 ID, 비밀번호, 장비(CTI OS) 또는 내선
번호(Cisco Agent Desktop)로 사용할 로컬 CTI 포트 DN 및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거는 폰 번호를 지
정합니다. 관리자는 에이전트의 위치에 따라 이 CTI 포트 DN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고객 통화가 시스템으로 걸려 와 일반적인 Unified CCE 컨피그레이션 및 스크립팅을 통해 스킬 그
룹이나 에이전트가 응답하도록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은 로컬 에이전트에 대해
사용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3 통화할 에이전트를 선택할 때 해당 에이전트가 모바일 에이전트면 모바일 에이전트에 대한 새 처
리가 시작됩니다. Unified CCE CallRouter는 에이전트 로컬 CTI 포트의 디렉토리 번호를 라우팅 레
이블로 사용합니다.
4 에이전트의 로컬 CTI 포트에서 수신 통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에이전트 PG는 로컬 CTI 포트에서
벨소리가 울린다는 알림을 받지만 통화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발신자에게
벨소리가 재생됩니다.
5 그와 동시에 선택한 에이전트의 원격 CTI 포트에서 에이전트에 대한 통화가 시작됩니다. 연결 시
간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구성된 시간 이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RONA 처리가 시작됩니다.
6 에이전트가 수화기를 들어 폰으로 걸려 온 통화에 응답하면 이 두 번째 통화는 일시적으로 대기됩
니다. 즉, 에이전트는 원래 고객 통화에 응답하며 이 통화는 에이전트 통화 미디어 주소로 전송됩
니다. 그런 다음 에이전트 통화는 대기 해제 상태가 되어 고객 통화 미디어 주소로 전송됩니다. 그
러면 두 VoIP 엔드포인트 간의 직접 RTP 스트림이 생성됩니다.
7 통화가 종료되면 두 연결이 모두 끊기며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 및 에이전트 데스크
톱 입력에 따라 준비, 통화 불가능 또는 마무리 상태로 설정됩니다.
에이전트 폰이 음성 메일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RONA 통화 처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음
성 메일을 비활성화해 주십시오.
통화별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는 수화기를 들어 폰으로 걸려 온 전화에 응답해야 합니다. 에
이전트 데스크톱의 Answer(응답) 버튼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통화별 연결에서는 모바일 에이전트 폰의 수화기를 든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통화 제어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자동 응답 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
에이전트 위치 및 통화 허용 제어 설계, 208 페이지

고정 연결 모드
고정 연결 모드에서는 로그인 시 에이전트에게 한 번 전화를 걸면 여러 고객 통화에서 회선이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연결 유형의 기본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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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시 모바일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ID, 비밀번호, 장비(CTI OS) 또는 내선 번호로 사용할 로
컬 CTI 포트 DN 및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거는 폰 번호를 지정합니다. 관리자는 에이전트 위치에
따라 CTI 포트 DN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2 로그인 시 사용하는 로컬 CTI 포트와 정적으로 연결된 원격 CTI 포트가 모바일 에이전트 로그인
시 제공된 폰 번호로의 통화를 시작합니다. 에이전트가 응답하면 통화는 즉시 대기 상태가 됩니
다. 이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에이전트는 로그인하여 준비된 상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고객 통화가 시스템으로 걸려 와 일반적인 Unified CCE 컨피그레이션 및 스크립팅을 통해 스킬 그
룹이나 에이전트가 응답하도록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로컬 에이전트에 대해 사용
되는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4 통화할 에이전트를 선택할 때 해당 에이전트가 모바일 에이전트이면 모바일 에이전트에 대한 새
처리가 시작됩니다.
5 에이전트가 로그인 시 사용하는 로컬 CTI 포트에서 수신 통화를 알리는 벨소리가 울립니다. JTAPI
게이트웨이는 CTI 포트에서 벨소리가 울림을 탐지하지만 통화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발신자에게 벨소리가 재생됩니다.
6 에이전트 데스크톱에 전화가 왔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에이전트 폰은 이미 응답 준비 상태이
므로 벨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구성된 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RONA 처리가
시작됩니다.
7 에이전트는 Answer(응답) 버튼을 눌러 통화를 수락하고 고객 통화에 응답하며, 그러면 통화가 에
이전트 통화 미디어 주소로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에이전트 통화는 대기 해제 상태가 되어 고객
통화 미디어 주소로 전송됩니다.
8 통화가 종료되면 고객 연결이 끊기며 에이전트 연결은 다시 대기 상태로 설정됩니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 및 에이전트 데스크톱 입력에 따라 준비, 통화 불가능 또는 마무리 상태로
설정됩니다.
고정 연결 모바일 에이전트는 데스크톱을 사용하거나 폰에서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로그오프할 수
있습니다.
고정 연결에서는 자동 응답이 허용됩니다.
다음의 두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타이머를 통해 모바일 에이전트 고정 연결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최대 통화 시간 타이머(기본값: 720분)
• 최대 통화 대기 시간(기본값: 360분)
이러한 타이머에 의해 통화가 종료되면 고정 연결 모바일 에이전트가 로그아웃될 수 있습니다. 모바
일 에이전트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타이머가 만료되지 않도록 두 타이머의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이러한 타이머를 구성하려면 Unified Communication Service를 통해 서비스
매개변수를 제공하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관리 웹 페이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방화벽이 포함된 구축에서 고정 연결 모드의 에이전트가 방화벽 유휴 시간 초과 값보다 오랫동안 유
휴 상태이면 방화벽 유휴 시간 초과 만료 시 방화벽이 미디어 스트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이 미디어 스트림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려면 방화벽 유휴 시간 초과 값을 늘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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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결 모바일 에이전트용 모바일 에이전트 연결음
Cisco Unified Mobile Agent 연결음을 통해 통화가 고정 연결 모바일 에이전트로 전달될 때 소리로 알
릴 수 있습니다. 연결음은 고정 연결 모바일 에이전트가 통화에 응답할 때 재생되는 두 가지 경보음
입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연결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원되는 모바일 에이전트 및 발신자 VoIP 엔드포인트
Cisco Unified Mobile Agent는 Cisco 음성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되는 모든 PSTN 폰을 사용하여 Unified
CCE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에이전트 PG와 같은 클러스터 또는 다른 클러스터에 음성 게
이트웨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Mobile Agent는 폰을 사용해야 하는 동시에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해야 합니다.
Unified CM 및 Unified CCE에서 지원되는 모든 음성 게이트웨이는 모바일 에이전트용으로 지원됩니
다. MGCP 또는 SIP를 사용하여 발신자(인그레스) 및 모바일 에이전트(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음성 게이트웨이 유형의 조합도 지원됩니다. 수퍼바이저 무음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를 같은 음성 게이트웨이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
Cisco Unified Mobile Agent는 Cisco IP Phone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SIP용으로 IP 폰을
구성할 수 있으며 SIP와 SCCP용 IP 폰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된 에이전트 PG와 같은 클
러스터 또는 다른 클러스터에 이 IP 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IP IP 폰에서 모바일 에이전트에 대한
통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성능을 개선하려면 Unified Mobile Agent 기능 대신 Extension Mobility
를 사용할 수 있도록 IP 폰을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연결된 에이전트 PG와 같은 클러스터에서 구성해
주십시오. IP 폰 디바이스는 JTAPI 사용자와 연결되므로, 해당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성능이 약간 저하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음성 게이트웨이 1A와 1B가 모두 클러스터 1에 등록되어 있고 음성 게이트웨이 2는
클러스터 2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 1A에 도착하는 통화는 4개 에이전트 중
어디로나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4의 IP 폰은 JTAPI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되지
않으며 클러스터 2에 등록됩니다. 또한 클러스터 2에는 PG가 없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3의 무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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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 게이트웨이 2를 통해 연결하는 에이전트에 대해 무음 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림 79: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 시나리오

Unified Mobile Agent 솔루션을 설계할 때는 다음 요인을 고려해 주십시오.
• SIP 트렁크를 사용하는 경우 MTP(미디어 종료 포인트)를 구성합니다. TDM 트렁크를 사용하여
통신 사업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feature-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 트렁크에 대해 MTP 사용을 활성화하면 컨택 센터 통화가 아닌 통화를 포함하여 해당 트렁크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 가능한 MTP의 수가 트렁크를 통과하는 통화 수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에이전트 위치 및 통화 허용 제어 설계
모바일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CTI 포트 쌍은 에이전트의 VoIP 엔드포인트와 같은 위치를 사용하여
Unified CM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CTI 포트는 엔드포인트의 가상 유형이므로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
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모바일 에이전트 CTI 포트의 적절한 위치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콜
센터 관리자도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할당된 CTI 포트 쌍이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거는 음성 게이트웨
이 또는 VoIP 엔드포인트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TI 포트의 위치를 잘못 설정하
거나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 음성 게이트웨이와 다른 위치에 있는 CTI 포트 쌍을 모바일 에
이전트에 할당하면 통화 허용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79: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 시나리오 , 208 페이지의 모바일 에이전트 3에게 972-2003
으로 전화를 걸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Unified CM 클러스터 1과 2의 다이얼 플랜은 음성 게
이트웨이 2를 통해 통화를 972-2003으로 라우팅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 작동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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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이전트 3은 클러스터 1에서 클러스터 2로의 클러스터 간 트렁크와 같은 위치에 구성된 CTI 포트
쌍을 사용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 허용 제어에서 VoIP WAN
2를 통해 해당 모바일 에이전트에 대한 통화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3이 음성 게
이트웨이 1B와 같은 위치에 있는 CTI 포트 쌍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려고 하면 통화 허용 제어는 통화
가 VoIP WAN 2가 아닌 VoIP WAN 1을 통과한다고 잘못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 허용 제어에서는 이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를 완전히 다른 두 건의 통화로 파악하게 됩니
다. 통화 구간 1은 발신자에서 에이전트 로컬 CTI 포트로의 통화이고, 통화 구간 2는 원격 CTI 포트에
서 에이전트로의 통화입니다. CTI 포트는 에이전트 엔드포인트와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통화 허용
제어는 일반 통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신자 위치에서 에이전트 위치로의 통화만 계산합니다. 따라
서 에이전트는 현재 위치에 맞는 CTI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CTI 포트의 통화 허용 제어 위치 측면에서 보자면 3가지 구축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림에서 에이전트 1은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거는 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
이(음성 게이트웨이 1B)와 같은 위치에 구성되어 있는 CTI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2는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음성 게이트웨이 1A)와 같은 위치에 구성되어 있는 CTI 포트를 사용
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3과 4는 모두 클러스터 1에서 클러스터 2로의 클러스터 간 트렁크와 같은 위
치에 있는 CTI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각 위치에는 로컬 및 원격
CTI 포트 풀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림에 나와 있는 CTI 포트의 3개 풀은 에이전트의 VoIP
엔드포인트 유형(음성 게이트웨이 또는 IP 폰)과 함께 배치됩니다.
발신자와 에이전트는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의 VoIP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서 언급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Unified CM 클러스터와
연결된 로컬 음성 게이트웨이에서 원격 위치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
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이전트(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가 포함된 원격 사이트에 모니
터링 서버가 필요합니다.
통화 허용 제어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의 통화 허용 제어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CTI OS 무음 모니터링, 215 페이지

다이얼 플랜 설계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격 CTI 포트가 로그인 시 모바일 에이전트가 입력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때 모바일 에이전트 CTI 포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음성 게이트웨이로 통화가 라우팅되도
록 Unified CM 다이얼 플랜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 허용 제어 계정 관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Unified CM 다이얼 플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설계는, 전화를 거는 전화번호에 관계없이 CTI
포트로부터의 모든 통화가 특정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에이전트가
전용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이 컨피그레이션이 적합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은 보
다 쉽게 관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PSTN 트렁크 사용률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컨피그레이션
은 아닙니다.
다이얼 플랜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에서 다이얼 플랜 관련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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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대기 음악 설계
모바일 에이전트가 발신자를 대기 상태로 설정할 때 발신자에게 음악이 재생되도록 하려면 기존의
에이전트에 대해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발신자에게 연결되는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
크에 MoH(통화 대기 음악)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로컬 CTI 포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사용자 또는 네트
워크 오디오 소스를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에이전트가 대기 상태가 될 때 해당 에이전트에
게 음악이 재생되도록 하려면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연결되는 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 또는 트렁
크에 MoH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격 CTI 포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사용자 또는 네트워
크 오디오 소스를 지정합니다.

참고

로컬 및 원격 CTI 포트에는 MoH 리소스를 할당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할당은 불필요하며 시스템
의 성능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활성 통화가 없으면 고정 연결을 통한 모바일 에이전트 원격 통화는 대기 상태가 됩
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 연결 통화에 대해 모바일 에이전트 폰에서 MoH를 활성화합니다. MoH 리
소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MoH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에 연결되는 고정 연결 모바일 에이전트 원격 폰 디바이스에 대해 MoH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
우에는 모바일 에이전트 원격 폰을 제어하는 통화 처리 에이전트에 따라 대기 시간 동안 에이전트 폰
에 대기음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음은 Unified CM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며 모바일 에이전트
연결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Unified CM 대기음을 활성화하면 에이전트가 모바일 에이전트 연결음을
듣는 것만으로 전화가 왔는지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Unified CM에서 Tone on Hold
Timer 서비스 매개변수의 설정을 변경하여 Unified CM의 대기음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매개변
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com에서 제공되는 Unified CM 제품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MoH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
www.cisco.com/go/ucsrnd)에서 MoH 관련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코덱 설계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 간의 미디어 스트림은 G.711 또는 G.729 중 한 가지 형식일 수
있으며 두 형식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PG의 모든 CTI 포트는 같은 코덱 형식을 보급해야 하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G.729 형식이 아닌 G.711 형식의 통화가 WAN을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화가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라우팅
되는 경우에는 WAN을 통해 소수의 G.711 통화가 전송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든 모
바일 에이전트 통화를 G.729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모든 Unified CCE 통화 중 대부분이 항상
WAN 세그먼트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CTI 포트가 G.729를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 중 일부에는 G.711을 사용하고 나머지에는 G.729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모든 통화가 같은 인코딩 형식을 사용하도록 하
려면 CTI 포트 전용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측면에서 볼 때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은 G.711 또는 G.729를 무음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바일 에이전트는 같은 코덱을 사용해야 하지만 수퍼바이저 팀의 로컬 에이
전트는 여러 코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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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 설계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에서 미디어 리소스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CTI OS 무음 모니터링, 215 페이지

모바일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DTMF 관련 고려 사항
DTMF를 사용하여 탐색해야 하는 VRU 또는 기타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사용해 상담을 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경우 MTP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은 대역 내 DTMF(RFC
2833)를 지원하지 않는 Cisco Unified CM CTI 포트를 사용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가 사용 중인 엔드
포인트가 대역 내 DTMF만 지원하거나, 이러한 엔드포인트가 RFC 2833에 따라 대역 내 DTMF를 사
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능 불일치로 인해 Unified CM이 MTP 리소스를 자동으로 삽입합니
다.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 흐름에서 대역 내 DTMF(RFC 2833)가 필요한 경우에는 MTP 리소스를 충
분히 제공해 주십시오.

모바일 에이전트가 포함된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관련 고려 사항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또는 기타 세션 경계 컨트롤러와 같은 일부 SIP 디바이스는 통화 중에 미
디어 포트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이 사용된다면 에이전트 엔
드포인트에 연결하는 SIP 트렁크에 MTP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Cisco Unified Mobile Agent 인터페이스
CAD IPPA(IP Phone Agent)는 모바일 에이전트에 적용되는 에이전트 인터페이스가 아닙니다. JTAPI
가 모니터링 및 제어하며 XML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폰에서만 CAD IP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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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gent Desktop
Cisco Agent Desktop의 최신 릴리스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 에이전트 로그인 시 모바일 에
이전트 모드를 선택하면 에이전트에게 모바일 에이전트 로그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모바일 에
이전트는 로컬 CTI 포트 내선 번호, 통화 모드 및 전화를 걸 수 있는 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림 80: 모바일 에이전트 로그인

입력한 전화번호는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CTI 포트 쌍과 같은 위치에 있는 VoIP 엔드포인트(음성 게
이트웨이, IP 폰 또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로 라우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 허용 제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CSD(Cisco Supervisor Desktop)를 사용하는 수퍼바이저는 CAD(Cisco Agent Desktop)를 사용하는 모바
일 에이전트의 상태 및 실시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Supervisor Desktop을 사용하는
수퍼바이저는 Cisco Agent Desktop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통화에 참여하고 해당 통화를 감
청할 수도 있습니다. CSD를 사용하는 수퍼바이저는 CTI OS 툴킷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에이전
트를 관리(통계 확인, 무음 모니터, 녹음, 참여 또는 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
CSD(Cisco Supervisor Desktop)의 최신 릴리스는 모바일 에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의 Cisco Agent
Desktop SPAN Port Monitoring을 사용하여 모바일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sco Unified Mobile Agent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
터링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SPAN 포트 모니터 서버는 기본적으로 Cisco Agent Desktop 모바일 에이전트,
Cisco Agent Desktop IP Phone Agent 또는 에이전트 워크스테이션 연결용 데이터 포트가 없는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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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폰을 사용하는 에이전트에 대해 데스크톱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때 에이전트의 RTP 스트림에 액
세스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수퍼바이저가 CSD 애플리케이션의 Silent Monitor(무음 모니터)
버튼을 클릭하면 CSD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에이전트의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에이전트의 두
RTP 스트림 복사본을 모두 CSD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CSD 애플리
케이션은 두 RTP 스트림을 혼합하여 생성된 오디오 스트림을 수퍼바이저 워크스테이션 스피커를 통
해 수퍼바이저에게 재생합니다. 무음 모니터링에서는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서 CSD 워크스테이
션으로 이동하는 단방향 RTP 스트림 2개를 사용합니다.
CSD를 사용하는 수퍼바이저는 Cisco Agent Desktop을 사용하여 에이전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는
경우 Record(녹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CSD 애플리케이션이 녹음 서버에 요청을 보내 두 RTP
스트림 복사본을 모두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Cisco Agent Desktop 녹음 서버로 전달할 것을 적절
한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요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Cisco Agent Desktop 애플리케이
션의 Record(녹음) 버튼(활성화된 경우)을 클릭하여 통화 녹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
릭하는 경우에도 녹음 서버로 요청을 보내 두 RTP 스트림 복사본을 모두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녹음 서버로 전달할 것을 적절한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요청하게 됩니다. 녹음 시에는 SPAN 포
트 모니터 서버에서 CAD 녹음 서버로 이동하는 단방향 RTP 스트림 2개를 사용합니다.
에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의 Cisco Agent Desktop SPAN Port Monitoring은 로컬 에이전트 Cisco IP
Phone의 Cisco Agent Desktop SPAN Port Monitoring과는 다소 다릅니다. Unified CCE 로컬 에이전트가
JTAPI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되는 Cisco IP Phone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 LAN 세그먼트의 SPAN을
수행할 때 Cisco Agent Desktop SPAN Port Monitoring 소프트웨어는 로컬 에이전트의 Cisco IP Phone
MAC 주소를 사용하여 RTP 패킷을 검색합니다. 반면 모바일 에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LAN 세그먼트의 SPAN을 수행할 때 Cisco Agent Desktop SPAN Port Monitoring 소프트웨어는 에이전
트 음성 게이트웨이 IP 주소와 포트 간에 전송되는 RTP 패킷을 검색합니다.
단일 Cisco Agent Desktop SPAN 포트 모니터 서버가 로컬 에이전트 Cisco IP Phone 및 여러 모바일 에
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를 모두 포함하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SPAN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SPAN 포트 모니터 서버는 매우 지능적이므로 Cisco IP Phone을 사용하는 로컬 에이전
트이든, 에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된 모바일 에이전트이든 관계없이 에이전트의 RTP
스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Cisco Agent Desktop을 사용하는 경우 PG 인스턴스의 단일 구축이 최대
5대의 Cisco Agent Desktop SPAN 포트 모니터 서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음성 게이트웨이는 특정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정적으로 매핑되며, 네트워크 SPAN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에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를 같은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관리에서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정적으로 연결되는 로컬 Cisco Agent Desktop 에이전트와는 달
리, 모바일 Cisco Agent Desktop 에이전트는 특정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그러
므로 데스크톱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는 Cisco Agent Desktop 에이전트가 로컬 에이전트인 경우에
는 연결된 SPAN 포트 모니터 서버를 통해 SPAN이 수행되는 해당 LAN 세그먼트에서 IP 폰을 사용해
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에이전트가 모바일 에이전트로 로그인할 때는 RTP 스트림에 액세스하기 위
해 사용되는 음성 게이트웨이 또는 SPAN 모니터 서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SPAN 포트 모니터 서버는 에이전트 PG와 별도로 실행해야 하며, RTP 스트림을
캡처할 수 있도록 Cisco Catalyst 스위치의 SPAN 포트에 가상 NIC 하나를 연결해야 합니다. CSD 및
Cisco Agent Desktop 녹음 서버와 같은 기타 Unified CCE 구성 요소와 통신하려면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 두 번째 가상 NIC 인터페이스도 필요합니다. SPAN 포트 모니터 서버에는 이중화 기능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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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sco Agent Desktop 무음 모니터링 가상화는 UCS-C 시리즈 서버에서만 테스트되었습니다.
The Cisco Agent Desktop SPAN 포트 모니터 서버는 g.711 및 g.729 RTP 스트림을 모두 지원하지만 암
호화된 RTP 스트림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인그레스(고객) 음성 게이트웨이의 Cisco Agent Desktop SPAN Port Monitoring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Cisco IP Phone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Cisco Agent Desktop SPAN Port Monitoring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SPAN Port Monitoring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이그레스(에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화를 전달해야 하며, 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는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와는 다른 음성 게이
트웨이여야 합니다.
관련 항목
CAD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 411 페이지

CTI OS
최신 CTI OS 릴리스에서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
스템 관리자가 설치 중이나 후에 CTI OS 설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Mobile Agent(모바일 에이전
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Mobile Agent(모바일 에이전트)를 활성화해야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
에 Mobile Agent(모바일 에이전트) 확인란이 포함됩니다.
에이전트 로그인 시 Mobile Agent Mode(모바일 에이전트 모드)를 선택하면 에이전트에게 CTI 로그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는 장비로 로컬 CTI 포트 내선 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모드
를 선택하고 전화를 걸 수 있는 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림 81: CTI OS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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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전화번호는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CTI 포트 쌍과 같은 위치에 있는 VoIP 엔드포인트(음성 게
이트웨이, IP 폰 또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로 라우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 허용 제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수퍼바이저는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모바
일 에이전트의 상태 및 실시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사용하
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통화 참여, 감청 및 무음 모니터링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TI OS는 에이전트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TI OS 무음 모니터링
관리자는 CTI OS 데스크톱을 통해 모바일 에이전트에 대한 무음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I
OS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는 성능상의 이유로 별도의 가상 머신에서 실행됩니다. 가상 머신에는 Cisco
Catalyst 스위치에 있는 SPAN 포트로의 전용 가상 NIC 연결과, Unified CCE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한 두 번째 가상 NIC 연결이 필요합니다. Catalyst 스위치는 여러 인그레스 VG(음성 게이
트웨이) 또는 여러 이그레스 VG를 사용하여 VLAN 세그먼트의 SPAN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VLAN
세그먼트는 두 VG 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가상 머신은 표준 가상 NIC 2개를 사
용하여 CTI OS 서버에서 실행됩니다. 이 NIC 중 하나는 Unified CCE 공용 네트워크용이고 다른 하나
는 Unified CCE 프라이빗 네트워크용입니다.
수퍼바이저는 CTI OS를 통해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CTI OS에는 별도의 VM에서 실행되는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용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에는 Cisco Catalyst 스위치에 있는 SPAN 포트에
연결하기 위한 물리적 CTI OS Silent Monitor 서버의 NIC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Catalyst 스위치
는 여러 인그레스 또는 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VG)를 사용하여 VLAN 세그먼트의 SPAN을 수행
할 수 있지만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VG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CTI OS용 SPAN 기반 무음 모
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System Manager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는 SPAN 컨피그레이션의 대상 포트가 일반 네트워크 연결로 작
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AN 대상 포트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지원하지 않는 Cisco Catalyst 스위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치에서는 SPAN 포트에 연결되는 서버 NIC 인터페이스를 수퍼바이저 데스
크톱 및 기타 Unified CCE 구성 요소와의 통신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SPAN 포트 연결 전용 NIC 인터
페이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중화된 Unified CCE 설치에서는 두 번째 서버 NIC 인터페이스가 프라
이빗 WAN 연결에 사용되므로 무음 모니터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화된 Unified CCE
설치에서는 그림 79: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 시나리오 , 208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음 모니터
서비스를 실행하는 별도의 VM을 구축해야 합니다. NIC 인터페이스 하나는 수퍼바이저 데스크톱과
통신하며 다른 NIC 인터페이스는 Cisco Catalyst 스위치의 SPAN 포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SPAN 대상 포트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지원하지 않는 Cisco Catalyst 스위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트래픽 제한” 섹션(http://www.cisco.com/c/en/us/support/docs/
voice-unified-communications/icm-cti-desktop/28804-VOIP.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는 여러 인그레스 또는 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인
그레스 및 이그레스 VG를 둘 다 모니터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TI OS 인스턴스는 모니터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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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2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서버가 더 필요한 경우 Unified CM 클러스터는
여러 PG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P 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는 데스크톱 모니터링을 통해 RTP 스트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은 G.711 및 G.729 미디어 스트림 둘 다의 무음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에이전트 통화에서 사용되는 인코딩 형식의 복사본이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전송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통화의 양방향 미디어 스트림을 나타내는 단방향 미디어 스트림 2개가 모니터링 서버에서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으로 전송됩니다.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은 이러한 미디어 스트림을 혼합한 다음
수퍼바이저 워크스테이션의 사운드 리소스를 통해 혼합 결과로 생성된 미디어 스트림을 재생합니다.
수퍼바이저는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을 통해 동일 CTI OS 인스턴스의 CTI OS 무음 모니터링
서비스에 의해 SPAN되는 음성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모바일 CTI OS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톱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로컬 CTI OS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CAD SPAN Port Monitoring과 달리, CTI OS SPAN Port Monitoring에서는 에이전트를 특정 SPAN Port
Monitoring 서비스와 정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무음 모니터링, 148 페이지

Cisco Finesse
Cisco Finesse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지원하므로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Cisco Finesse
서버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시스템 관리자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기능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feature-guides-list.html)에 요약되어 있는 모든 컨피그레이션
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

Finesse IP Phone Agent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림 82: Cisco Finesse Agent Desktop 로그인

Finesse 로그인 페이지에서 Mobile Agent(모바일 에이전트) 확인란을 선택하면 에이전트에게 Mobile
Agent(모바일 에이전트) 옵션이 제공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는 Extension(내선 번호) 필드에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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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포트 내선 번호를 입력하고, 모드(통화별 또는 고정 연결)를 선택하고, 에이전트 폰의 전화 걸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림 83: Cisco Finesse 모바일 에이전트 로그인

통화 허용 제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에이전트가 입력하는 전화번호는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CTI 포트 쌍과 같은 위치에 있는 VoIP 엔드포인트(음성 게이트웨이, IP 폰 또는 클러스터 간 트렁크)
로 라우팅되어야 합니다.
Finesse 모바일 수퍼바이저는 무음 모니터링을 제외하면 일반 수퍼바이저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
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sco Finesse Mobile Agent 무음 모니터링
Cisco Finesse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무음 모니터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통합
CTI OS를 통해 CRM(고객 관계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Unified CCE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
합을 수행하면 에이전트가 CR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사용
을 지원하도록 CRM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개선의 일환으로 모바일 에이전트 체크
박스 옵션과 통화 모드 및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가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통해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통화 제어 및 추가 에이전트 상태 제어를 위해 통합 CRM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CRM 통합 제품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데스크톱 구축 시나리오, 1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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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utbound Option이 포함된 Unified Mobile Agent
모바일 에이전트는 아웃바운드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모든 아웃바운드 전화 걸기 모드
에 대해 고정 연결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측형 또는 진행형 전화 걸기의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전화번호로 로컬 CTI 포트 DN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다이얼러 프로세스는 선택되는 에이전트가 로컬 에이전트인지 아니면 모바일 에이전트인지를 모
르는 상태로 CTI 서버의 주변 장치 스킬 그룹 통계에서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계속 모니터링합
니다. 그와 동시에 캠페인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레코드를 모니터링하여 활성 레코드
를 다이얼러로 전달합니다. 다이얼러는 아웃바운드 캠페인에서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식별하
면 MR(Media Routing) PIM으로 경로 요청을 보냅니다.
3 MR PIM이 Unified ICM/CCE/CCH CallRouter로 경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4 Unified ICM/CCE/CCH CallRouter가 라우팅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택
하여 예약한 다음 예약된 에이전트를 식별하는 라우팅 레이블(폰 내선 번호)을 반환합니다.
5 MR PG가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의 레이블(로컬 CTI 포트 DN)을 다이얼러에 반환합니다.
6 다이얼러가 로컬 CTI 포트 DN에 예약 폰 전화를 겁니다. 이 경우 다이얼러는 CTI 서버를 통해 에
이전트에 대한 이 예약 통화에 자동 응답한 다음 해당 예약 통화를 자동으로 대기시킵니다. 이 시
점에서는 다이얼러 포트가 로컬 CTI 포트로 전화를 걸어 모바일 에이전트가 예약되었으며, CTI
포트가 해당 통화를 대기 상태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7 다이얼러가 캠페인에 대해 구성된 속도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고객 통화를 시
작합니다.
8 라이브 응답이 탐지되면 다이얼러는 화면 팝업 표시를 위한 통화 컨텍스트와 함께 통화를 다이얼
러가 유지 관리하는 목록에서 다음에 예약된 에이전트 내선 번호로 즉시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모
바일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에이전트 내선 번호는 로그인 시 해당 모바일 에이전트가 사
용한 로컬 CTI 포트입니다.
9 다이얼러가 CTI 서버를 통해 에이전트에 대해 전송된 통화에 자동 응답합니다. 따라서 고객과 에
이전트 간의 음성 경로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되는 다이얼러
포트가 해제됩니다. 그런 다음 다이얼러는 이 에이전트에 대한 예약 전화를 끊습니다. 또한 Campaign
Manager를 업데이트하여 이 통화에 대해 라이브 응답이 탐지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아웃바운드
통화 처리를 완료한 에이전트는 같은 메시지 흐름을 통해 다른 아웃바운드 통화를 위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Cisco Unified Mobile Agent, 203 페이지

Cisco Unified Mobile Agent 내결함성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의 RTP 스트림은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 간에 전송되므로
Unified CM 또는 Unified CCE에 장애가 발생해도 통화 지속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
애 조치 후에는 후속 통화 제어(전송, 컨퍼런스, 대기)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
트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장애 조치 알림을 받지만, Unified CM 또는 Unified CCE 장애 조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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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이후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Unified CM 및 Unified CCE 장애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가
용성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Mobile Agent 크기 조정
모바일 에이전트 통화 처리에서는 서버 리소스가 훨씬 많이 사용되므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와 에이전트 PG 둘 다에서 지원되는 최대 에이전트 수가 감소합니다. Unified Mobile Agent는
에이전트 인사말에 컨퍼런스 브리지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크기 조정 계산기를 사용하되 모
든 통화에서 각 모바일 에이전트에 대해 에이전트 인사말 대신 컨퍼런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253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 조정, 26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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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act Center 개요
Cisco Video Remote Expert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과 에이전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대면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에서 발신자와 원격 에이전트가 같은 곳에서 있는 것처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설계가
결합된 Cisco Contact Center Enterprise 포트폴리오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업무 방식을 획기적
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 기능을 통해 비용을 제어하고, 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고객과
의 친밀도를 높이고, 부족한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Video Remote Expert에서는 비디오 발신자를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신자
가 CVP ViQ(Video in Queue) 기능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비디오 프롬프트를 통해 상호작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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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MF 키를 사용하여 비디오 메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Video Remote Expert는 몰입형/키오스크 모
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 84: 몰입형/키오스크 모드 Remote Expert

Video Remote Expert를 소비자 모드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85: 소비자 모드 Remote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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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act Center 기능
다음 표에는 Cisco Video Remote Expert의 주요 기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능 요약

참고

비디오 엔드포인트

비디오 발신자 및 에이전트
• HD: EX, SX, C Series, DX650*
• SD: 8941, 8945, 9951, 9971

사용자 경험

• 이제 EX, SX, C Series, DX650*을 UCM에서
표준 Enterprise Contact Center 에이전트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에이전트 데스크톱(EX, SX, C Series,
DX650*)의 듀얼 데스크톱 지원 기능을 사용
하여 화면 공유를 통해 에이전트의 기능을
표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Finesse 및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은 에
이전트 로그인, 에이전트 상태(준비/통화 불
가능), 전화 걸기, 응답, 해제 및 CTI 데이터
를 지원합니다.
•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지원되는 보조 서비
스(대기, 검색, 대체, 다시 연결, 임의 전송/상
담 전송, 전송.컨퍼런스)가 제공됩니다.

선택 사항: CVP ViQ(Video in Queue)

고해상도 비디오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DTMF
키를 사용해 비디오 메뉴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발신자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Video Remote Expert
Video Contact Center 기능의 일부분인 Video Remote Expert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키오스크의 고객을
Remote Expert 에이전트에게 연결할 수 있는 비디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특정 활용 사례를 처리합
니다. 이 경우 고객과 에이전트는 고해상도 비디오 피드를 통해 연결되며, 문서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 거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에이전트는 카메라를 이동하여 고객에게 작업 수행 방
법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통화가 대기되어 Remote Expert에게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키오스
크의 고객에게 비디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신자가 CVP ViQ(Video in Queue) 기
능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비디오 프롬프트를 통해 상호작용하거나 DTMF 키를 사용하여 비디오 메뉴
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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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Remote Expert는 Unified CCE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능입니다. 다양한 구축 모델, 구성 요소 및
기능이 전체 Video Remote Expert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이 장에서는 Video Remote Expert의 컨택 센
터 구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비디오 토폴로지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토폴로지 통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86: 토폴로지 통화 흐름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고객이 지사 키오스크에서 CCE-CVP 데이터 센터로 비디오 통화를 제출합니다.
2 CCE 스크립트가 CVP 서버 "Call Studio"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합니다.
3 통화가 VXML 게이트웨이에 연결되며 미디어 서버에서 비디오 재생이 호출됩니다.
4 게이트웨이에서 지사의 폰으로 비디오 RTP가 스트리밍됩니다.
5 고객이 DTMF 번호를 눌러 VRU 비디오를 탐색합니다.
6 고객이 CCE를 통해 DTMF(번호 수집용, 통화 컨텍스트에 저장됨)를 제출합니다.
7 고객이 에이전트와의 통화를 선택하는 경우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면 CVP가 통화를
VXML 게이트웨이에서 Unified CM이 관리하는 Video Remote Expert로 전송합니다.
8 고객이 에이전트에게 연결되며 비디오 RTP가 고객 비디오 폰에서 에이전트 비디오 폰으로 스트
리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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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이전트는 원하는 경우 폰을 통해 비디오 카메라를 이동하여 비디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 필요한 경우에는 데스크톱 공유 기능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토폴로지의 논리적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87: 논리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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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통화 흐름
다음 그림에는 비디오 통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88: 통화 흐름

컨택 센터 기능에 대한 Video Remote Expert 지원
아래 표에는 Video Remote Expert의 기능 지원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기능

Video Remote Expert

비디오 무음 모니터

지원되지 않음

화상 녹화

지원되지 않음

비디오 수퍼바이저 참여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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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인프라
다음 표에는 비디오 인프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Video Remote Expert
Video Conference Bridge

• PVDM3을 사용하는 ISR-G2
• Codian MCU

Video Media Server

Cisco MediaSense
참고

ViQ 비디오는 G.711, AAC-LD 또는 G.722 중
엔드포인트에서 기본 설정된 코덱을 사용하여
재생됩니다. 그러나 MediaSense에는 비디오 해
상도 확장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320p 비디
오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320p로 재생되고 1080p
비디오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1080p로 재생됩
니다. 대부분의 디바이스는 확장에 필요한 보
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만 8941, 8945, 9951,
9971 디바이스는 이러한 보정을 처리할 수 없
습니다. 8941, 8945, 9951, 9971 디바이스에서
재생하려는 경우 480p 이하의 비디오를 업로드
해 주십시오. MediaSense는 비디오 재생용
G.711 A-Law 코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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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소개
Unified CCE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려면 컨택 센터 내의 액세스, 연결 요건 및 시스템 관리를 정확하
게 정의하는 효율적인 보안 정책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최신 Cisco
기술을 활용해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조치를 취하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무결성 및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에 대한 대략적인 보안 고려 사항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솔루션 내의 기타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고려 사항과 비슷합니다. Unified CCE 구축은 상황별로 크게 달라지며, 복잡한 네트
워크 설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축을 수행하려면 레이어 2 및 레이어 3 네트
워킹뿐만 아니라 음성, VPN, QoS, Microsoft Windows Active Directory 및 기타 네트워킹 문제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
나 이 장에 보안 Unified CCE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서와 함께 Unified Communication Security Solution 포털 및 기타 Cisco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설명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설계 및 구축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
서에서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용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절하게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특히 보안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와 관련한 다음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반 Cisco Unified Communication SRND
•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서버 팜 보안 SRNDv2
• 사이트 간 IPSec VPN SRND
• 음성 및 비디오가 활성화된 IPSec VPN(V3PN) SRND
• Business Ready Teleworker SRND
이러한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는 정기적으로 게시되므로 SRND 웹 사이트를 자주 방문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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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복잡한 Windows Active Directory 설계 및 구축 과정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지침을 제공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의 다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 Active Directory 논리적 구조 설계
• 최초 Active Directory 구축
• 기존 Windows 환경을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Active Directory로 업그레이드
• 현재 환경의 구조를 Windows Active Directory 환경으로 변경
특히 Microsoft Windows Server 2012 R2 구축 키트의 디렉토리 및 보안 서비스 설계/구축 섹션을 참고
해 주십시오. 이 섹션의 내용을 참조하면 조직의 모든 Active Directory 설계 및 구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키트 및 관련 문서는 Microsoft에서 제공됩니다.

보안 레이어
Unified CCE 구축의 보안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다양한 위협 중에서도 대상 지정 공격 및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멀티레이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Unified
CCE 구축 보호와 관련된 여러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지만 각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관련 제품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안 레이어를 구현하고 해당 레이어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합니다.
• 물리적 보안
Cisco 컨택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서버가 물리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러한 서버를 배치해야 합니다. 케이블
플랜트, 라우터 및 스위치에 대한 액세스도 제어해야 합니다. 강력한 물리적 레이어 네트워크
보안 계획을 구현하려면 데이터 스위치에 대한 포트 보안 등의 기능도 활용해야 합니다.
• 경계 보안
이 문서에서는 안전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축하는 방법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는 않
지만, 컨택 센터 애플리케이션용의 효율적인 보안 환경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에 대
한 참조 정보는 제공합니다.
• 데이터 보안
Unified CCE는 고객의 중요한 정보 도청 방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TI OS 및 Cisco Agent
Desktop에서 TLS(Transport Layer Security)를 지원합니다. 또한 서버 간의 통신 채널 보호를 위한
IPSec도 지원합니다.
• 호스트 기반 방화벽
Windows 방화벽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수신 트래픽을 사용해 서버를 공격하는 악의적인 사용
자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VM의 Windows 방화벽 컨피그레이션 유
틸리티 또는 Agent Desktop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Windows Server 2012 R2의 방화벽 구성
요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보호
모든 VM에서는 최신 바이러스 정의 파일(매일 업데이트가 예약됨)이 적용된 안티바이러스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며 지원되는 모든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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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의 목록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
Matrix_for_Unified_CCE)에 나와 있습니다.
• 패치 관리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모든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될 때까지 라이브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습
니다. Microsoft(Windows, SQL Server, Internet Explorer 등) 및 기타 서드파티 보안 패치를 사용하
여 모든 호스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보안 레이어에 대해 Unified CCE 솔루션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
안 Unified CCE 솔루션 구축과 유지 관리를 위한 기업 정책과 절차는 Cisco에서 제어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간 차이점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CE 네트워크에 필요한 여러 보안 레이어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Unified CCE 솔루션을 구성하는 각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Unified CCE Solution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여러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기본 서버는 라우터, 로거(중앙 컨트롤러라고도 함), 주변 장
치 게이트웨이, 관리 및 데이터 서버 등입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표준(기본) 운영 체제 설
치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Windows Server 2012 R2에 설치하는 Unified CCE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Windows Server 소프트웨어의 기본 정품 버전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보안
업데이트 등의 측면에서 이러한 운영 체제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해당 벤더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서버 범주에 대해 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서버 그룹, 즉 솔루션의 일부분으로 실행되기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는 애플리케이
션으로는 Cisco Unified CM(Communications Manager), Cisco Unified IP IVR 등이 있습니다. 고객은
Cisco에서 이 운영 체제와 관련된 모든 패치 및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운영 체제의 보안 강화
사양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및 http://www.cisco.com/c/en/us/
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
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의 기타 Unified CM 제품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여러 레이어와 관련하여 Unified CCE 솔루션을 보호하는 방식은 서버 그룹별로 다릅
니다. 환경에서 이러한 서버를 설계, 구축 및 유지 관리할 때 이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는 모든 Unified Communication 제품이 동일한 사용자 정의 운영 체제,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
이션 및 보안 경로 관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습니다.

보안 설계 요소
Cisco에서는 기본 서버 그룹용 보안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보안 구현에 대한 세부사
항과, Unified CCE 구축 보호를 위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보안 설명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암호화 지원
• IPSec 및 NA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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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방화벽 컨피그레이션
• 자동화된 보안 강화
• Microsoft Windows 업데이트
• SQL Server 강화
• SSL 암호화
• Microsoft Baseline Security Analysis
• 감사
• 안티바이러스 관련 지침
• 보안 원격 관리
보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지침은 Microsoft 및 기타 서드파티 벤더가 게시한 강화 지침을 일부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설
명서를 제품 내 대다수 보안 기능의 참조 항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애플리케
이션 설치 프로그램과 함께 번들로 제공되는 자동화된 OS 및 SQL 보안 강화, Windows 방화벽 컨피
그레이션 유틸리티, SSL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 네트워크 격리 IPSec 유틸리티 및 Unified CC 보안
마법사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기타 보안 설명서
아래에는 보안 지침이 포함된 일부 기타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표 19: 기타 보안 관련 문서

보안 항목

문서 및 URL

서버 스테이징 및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스테이징 설명서. 웹 페이지 주소:
Active Directory 구축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CTI OS 암호화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System Manager 설명서.
웹 페이지 주소: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및
Cisco Agent Desktop 설치 설명서. 웹 페이지 주소: http://www.cisco.com/c/en/us/
support/customer-collaboration/agent-desktop/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SNMPv3 인증 및 암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SNMP 설명서. 웹 페이지 주소:
호화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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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항목

문서 및 URL

Unified ICM 분할(데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관리 설명서. 웹 페이지 주소: http://
이터베이스 객체/액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세스 제어)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maintenance-guides-list.html
기능 제어(소프트웨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환경 설정 가이드. 웹 페이지 주소:
어 액세스 제어)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
실시간 클라이언트
검증

Cisco Unified ICM 설치 및 환경 설정 가이드. 웹 페이지 주소: 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

네트워크 방화벽
Unified CCE 네트워크에서 방화벽을 구축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Unified
CCE 솔루션을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DMZ(Demilitarized Zone, 비보호 영역)에 배치할 수 없
으며 외부에 표시되는 네트워크 및 내부 기업 네트워크에서 분할해야 합니다. VM은 데이터 센터에
배치해야 하며, ACL(Access Control List, 액세스 제어 목록)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방화벽 또는 라우터
를 구성해 VM을 대상으로 하는 트래픽을 제어함으로써 지정된 네트워크 트래픽만 통과하도록 허용
해야 합니다.
방화벽이 있는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용할 TCP/UDP IP 포트,
방화벽 구축 및 토폴로지 관련 고려 사항, 그리고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네트워크 주소 변
환)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TCP/IP 포트
컨택 센터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에 사용되는 포트 인벤토리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솔루션 포트 사용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설명서에서는 방화벽 컨피그레이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데스크톱 및 서버 간
통신,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보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포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서버 내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 목록도 제공됩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토폴로지
AD 관리자가 생성한 OU 관련 섹션에 나와 있는 구축은 Unified CCE 구축의 방화벽 및 기타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요소 배치를 나타냅니다. 이 설계 모델에는 상위 Unified ICM 시스템과 레거시 주변 장치
호스트가 통합되어 있으며 하위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와 Unified CM 클러스터가 통
합되어 있습니다. 이 구축 유형의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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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계 방화벽에서 다음 포트를 차단합니다.
◦ UDP 포트 135, 137, 138, 445
◦ TCP 포트 135, 139, 445, 593
• 포트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구성된 레이어 3 및 레이어 4 ACL을 구축합니다.
• 전용 기록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웹 서비스를 격리합니다.
• ADS(Administration & Data Server, 관리 및 데이터 서버)의 수를 최소화하고, 관리 클라이언트(데
이터베이스 필요 없음) 및 인터넷 스크립트 편집기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 상위 Unified ICM 또는 하위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동일한
구축 설명서를 사용합니다.
• 서버 내 통신을 위한 Windows IPSec(ESP)을 구축합니다.
•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이트, 원격 지사 사이트 또는 아웃소싱된 사이트 간의 사이트 간 VPN용으
로는 Cisco IOS IPSec을 사용합니다.
관련 항목
AD 관리자 생성 OU, 236 페이지
IPSec 구축, 236 페이지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는 프라이빗 IP 주소 지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라우터
의 기능입니다. 프라이빗 IP 주소는 인터넷에서 라우팅할 수 없는 IP 주소입니다. NAT를 활성화하면
프라이빗 IP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NAT 라우터를 통해 공용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NAT가 활성화된 라우터에 IP 패킷이 도착하면 라우터가 프라이빗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대체합
니다. HTTP 또는 텔넷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NAT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IP 패킷의 페이로드에서 IP 주소를 교환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IP 패킷의 페이로드에서 전송
되는 IP 주소가 대체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P 헤더의 IP 주소만 대체됩
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sco IOS 기반 라우터 및 PIX/ASA 방화벽은 여러 프로토콜 및 애플리케이
션에 대해 픽스업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는 CTIQBE(TAPI/JTAPI) 등이 포함됩니다.
라우터는 픽스업을 통해 전체 패킷을 확인한 다음 NAT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주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려면 Cisco IOS 또는 PIX/ASA의 버전이 Unified CM 버전과 호환되어
야 합니다.
Unified CCE는 CTI OS 데스크톱 모니터링/녹음을 사용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NAT를 통한 연결을 지
원합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 폰의 IP 주소는 NAT IP 주소로 표시되므로 에이전트 데스크톱이 IP 패킷
을 잘못 필터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PSec 및 NAT 지원” 섹션(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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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구축
이 섹션에서는 Active Directory 구축 토폴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AD(Active Directory)
구축 지침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스테이징 설명서(http://www.cisco.com/c/en/
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ICM 및 Unified CCE 시스템은 전용 Windows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계속 구축할 수 있지
만 반드시 이렇게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단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보안 주체 기능을
통해 이와 같은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AD와의 긴밀한 통합을 수행하고 보안 위임 기능을 활용
하면 도메인 구성원 자격 제공용 애플리케이션 서버, 사용자/서비스 계정 및 그룹을 저장하는 데 기
업 AD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AD 관리자 생성 OU, 236 페이지

AD 사이트 토폴로지
Unified ICM 또는 Unified CCE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구축에서는 각 사이트에 이중화된 도메인 컨트
롤러를 배치해야 하며, 각 사이트의 글로벌 카탈로그와 적절하게 구성된 사이트 간 복제 연결을 설정
해야 합니다. Unified CCE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사이트에 있는 AD 서버와 통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만 이 통신에는 Microsoft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구현된 사이트 토폴로지가 필요합니다.

조직 단위
애플리케이션 생성 OU
Unified CCE 또는 Unified ICM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VM에 구성원으로 속한 AD 도메인이 기본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 시에는 소프트웨어 작동에 필요한 다수의 OU 객체, 컨테이너,
사용자 및 그룹이 추가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사용자가 제어권을 위임받은 AD의 조직
단위에서만 이러한 객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OU는 도메인 계층의 어느 위치에나 배치할 수 있으
며, AD 관리자가 Unified ICM/Unified CCE OU 계층을 생성하고 채울 때의 중첩 수준을 결정합니다.

참고

로컬 서버 계정 및 그룹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생성되는 모든 그룹은 도
메인 로컬 보안 그룹이며 모든 사용자 계정은 도메인 계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로컬 관
리자 그룹에는 서비스 로그온 도메인 계정이 추가됩니다.
Unified ICM 및 Unified CCE 소프트웨어 설치는 도메인 관리자 도구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OU 계층 및 객체를 사전 설치하기 위해 독립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AD에서
동일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설치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중인 VM이 구
성원으로 속해 있는 도메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에서 AD/OU 생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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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관리자 생성 OU
관리자는 특정 AD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의 대표적인 예가 Unified CCE 서버용 OU
컨테이너입니다. 지정된 도메인의 멤버인 VM을 포함하기 위해 이 OU 컨테이너를 수동으로 추가합
니다. 도메인에 가입된 VM을 이 OU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없는
관리자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제어 위임). 그러나 이러한 분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OU의 애플리케
이션 서버가 상속할 수 있는/없는 AD 도메인 보안 정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IPSec 구축
Unified CCE 솔루션은 하나 이상의 Microsoft Windows IPSec 및 Cisco IOS IPSec을 사용하여 VM과 사
이트 간의 중요한 링크를 보호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솔루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VM과 사이트 간에 peer-to-peer IPSec 터널 구축
• Windows IPSec 및 Cisco IOS IPSec을 조합해 사용하여 보다 제한적이고 미리 구성된
• 네트워크 격리 IPSec 정책 구축
peer-to-peer IPSec을 구축하려면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보호해야 하는 각 통신 경
로에 대해 수동 컨피그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격리 IPSec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각 VM에서 네트워크 격리 IPSec 정책을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
유틸리티는 해당 VM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통신 경로를 보호합니다. 네트워크 격리 IPSec 유틸
리티는 모든 Unified CCE 서버에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
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에는 지원되는 경로는 물론 적절한 설정 등 사용자가 Windows IPSec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

IPSec을 활성화하면 다양한 주요 영역에서 확장성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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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의 여러 연결 경로는 IPSec을 지원합니다. 다음 그림에 이러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Windows IPSec 또는 Cisco IOS IPSec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하는 여러 서버 인터커넥션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 다이어그램에는 TLS를 지원하는 여러 경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89: IPSec 구축 예제

관련 항목
엔드포인트 보안, 240 페이지
구성 요소 및 기능의 확장성 영향, 370 페이지

호스트 기반 방화벽
Windows 방화벽은 네트워크 가장 안쪽 레이어에서 호스트 방화벽 보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심층
방어 보안 전략의 효율적인 요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는 VM에서 Windows 방화벽 구
축을 지원합니다.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에는 이 기능의 구현 및 컨
피그레이션에 대한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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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컨피그레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포트 열기는 Windows 방화벽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
를 통해 로컬에서 계속 수행됩니다. 이 유틸리티는 Unified CCE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nified CCE 설치 중에 Windows 방화벽을 설정하며, 이때 필요한 포트가 열립니다.
Windows 방화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Firewall 운영 설명서(http://technet.microsoft.com/en-us/
library/cc739696(v=WS.10).aspx)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버 보안 구성
Unified Contact Center 보안 마법사
Unified Contact Center 보안 마법사에서는 SQL Server 강화, Windows 방화벽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격리 IPSec 정책 구축 등 위에 정의되어 있는 보안 기능의 컨피그레이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마법사는 이러한 4개 유틸리티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법사 방식 인터페이스로 캡슐
화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보안 기능 구성 과정의 단계를 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네트워크 격리
IPSec 정책을 구축할 때는 이러한 방식이 특히 유용합니다. 보안 마법사는 Unified CCE와 함께 기본
적으로 설치됩니다.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http://www.cisco.com/c/
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에는 보안 마법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보호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
Unified CCE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서드파티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됩니다. 사용 중인
특정 Unified CCE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버전의 목록은 Unified CCE 솔
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 DocWiki)
및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양과, 지원되는 애
플리케이션용 Cisco Unified CCX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제품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러한 문서는 cisco.com에서 제공됩니다.
환경에서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만 구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충돌할 수 있습
니다.

컨피그레이션 지침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에는 VM에서 스캔할 데이터 및 데이터 스캔 방법을 자세하게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티바이러스 제품에서는 VM 성능과 스캔 기능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캔할 데이터를 많이 선택할수록 성능 오버헤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스
템 관리자는 특정 환경 내에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컨피그레이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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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Unified ICM 환경과 관련된 자세한 컨피그레이션 정보는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및 사용 중인 특
정 안티바이러스 제품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목록에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서드파티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의 지원되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최신 버전
의 경우 이전 버전보다 스캔 속도가 우수하므로 VM에 대한 오버헤드가 감소합니다.
• 네트워크 매핑, UNC 연결 등 원격 드라이브에서 액세스하는 파일은 스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각 원격 머신에는 자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모든 스캔을 로컬로
실행해야 합니다. 다중 계층 안티바이러스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전
반에 걸친 스캔(네트워크 로드가 추가로 발생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론 스캔의 경우 기존 안티바이러스 스캔에 비해 오버헤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고급 스
캔 옵션은 이메일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의 주요 데이터 엔트리
포인트에서만 사용해 주십시오.
• 실시간 또는 액세스 시 스캔은 수신 파일을 디스크에 쓸 때에 한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
분의 안티바이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설정이 기본값입니다.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서는 파일 읽기에서 액세스 시 스캔을 수행하는 경우 시스템 리소스에 대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 모든 파일을 온디맨드 방식으로 실시간 스캔하면 최적 상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ASCII 텍스트 파일과 같이 악성 코드를 지원할 수 없는 파일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시스템에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파일 또는 파일 디렉토리는 모든 스캔 모드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또한 Unified CCE 구현에서
제외할 특정 Unified CCE 파일에 대해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에
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 사용량이 적은 시간과 애플리케이션 활동이 가장 적은 시간 동안에만 정기 디스크 스캔을 예약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비우기 활동이 예약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전 항목에 나와 있는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침입 방지
Cisco는 Sygate, McAfee 등의 벤더에서 제공하는 침입 방지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보안 위협으로 잘못 식별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 기
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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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관리
보안 패치
Contact Center 제품용 보안 업데이트 자격 심사 프로세스 문서에서 보안 패치 관련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표준 Windows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VM에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적용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Microsoft 지침을 따르십시오. 모든 Contact Center 고객은 Microsoft
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안 패치를 별도로 평가해야 하며 환경에 적합한 패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패치 관리
VOS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Unified CCE 서버는 Microsoft의 Windows Server Update
Services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VM에 구축할 수 있는 패치와 패치를 구축할 수 있는 시
기는 고객이 제어하게 됩니다.
업데이트는 선택적으로 승인하고 프로덕션 VM에 업데이트를 구축하는 시기를 결정해 주십시오. 모
든 Windows 호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Windows 자동 업데이트 클라이언트가 기본 Windows
업데이트 웹 사이트 대신 Microsoft Windows Update Services를 실행하는 VM을 폴링해 업데이트를 검
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컨피그레이션 및 구축 정보는 Microsoft 구축 설명서 및 기타 단계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보안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에서도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운영 체제 컨피그레이션 및 패치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자동화된 패치
관리 프로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에이전트 데스크톱
CTI OS(C++/COM 툴킷) 및 CAD 에이전트 데스크톱 서버는 모두 서버에 대한 TLS 암호화를 지원합
니다. 이 암호화를 통해 에이전트 로그인 및 CTI 데이터의 스누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인증 메커니즘이 사용되므로 CTI OS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인증, 키 교환 및 스트림 암호화용 암호화
제품군을 합의 하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암호화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토콜: SSLv3
• 키 교환: DH
• 인증: RSA
• 암호화: AE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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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Digest Algorithm: SHA1
다음 그림에는 암호화 구현에서 에이전트 데스크톱과 서버의 X.509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현은 가장 안전한 구축을 위해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셀프 서명 CA(Certificate Authority, 인증 기관)를 설치하여 클라이언트
및 서버 요청에 서명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Cisco는 서드파티 CA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회
사 관리 CA 또는 Verisign 등의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 메커니즘이 기
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림 90: 보안 에이전트 데스크톱(인증서 기반 상호 인증)

다음 그림에는 에이전트 및 서버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한 인증 기관 등록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에이전트 데스크톱 인증서 등록 프로세스는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는 각 엔드포인트에서 CSR(Certificate Signing Request)을 생성해야 합니다. 생성된 CSR은 인증서 서
명 및 생성을 수행하는 인증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그림 91: 인증 기관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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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Finesse는 관리 콘솔과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대해 HTTPS를 지원합니다. 단, 에
이전트가 1,500개보다 많은 대규모 구축에서는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대해 HTTP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Unified IP Phone 디바이스 인증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기준으로 Unified CCE 솔루션을 설계할 때 고객은 Cisco Unified IP
Phone에 대해 디바이스 인증을 구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인증된 디바이스 보안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 ID - X.509 인증서를 사용하는 상호 인증
• 시그널링 무결성 - HMAC-SHA-1을 사용하여 인증되는 SIP 메시지
• 시그널링 프라이버시 - AES-128-CBC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는 SIP 메시지 콘텐츠

미디어 암호화(SRTP) 관련 고려 사항
특정 IP 폰은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지원합니다. 구축에서 SRTP를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 Unified CVP VXML 브라우저는 SRT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화는 VXML 브라우저에 연결되
어 있는 동안에는 SRTP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VXML 브라우저에서 미디어가 더 이
상 종료되지 않으면 통화에서 SRTP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 SPAN 기반 무음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구축에서는 SRT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모바일 에이전트는 SRTP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isco Outbound Option 다이얼러는 SRT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화는 다이얼러에 연결되어 있
는 동안에는 SRTP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더 이상 다이얼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통화에서 SRTP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IP 폰 강화
Unified CM의 IP 폰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다수의 폰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폰을 강화하는 기
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폰의 PC 포트를 비활성화하거나 PC의 음성 VLAN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 중 일부를 변경하면 Unified CCE 솔루션의 모니터링/녹음 기능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PC Voice VLAN Access(PC 음성 VLAN 액세스)
◦ 폰이 PC 포트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음성 VLAN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음성 VLAN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면 연결된 PC가 음성 VLAN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폰에서 보내고 받는 데이터를 PC에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기능을 비
활성화하면 데스크톱 기반 모니터링 및 녹음도 비활성화됩니다.
◦ 설정: Enabled(활성화됨)(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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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to PC Port(PC 포트로 SPAN)
◦ 폰이 폰 포트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패킷을 PC 포트로 전달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PC Voice VLAN Access(PC 음성 VLAN 액세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데스크톱 기반 모니터링 및 녹음도 비활성화됩니다.
◦ 설정: Enabled(활성화됨)
구축된 서드파티 모니터링 및/또는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음성 스트림을 캡처하는 데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MITM(Man-In-The-Middle) 공격 방지를 위해 다음 설정을 비활성화해 주십
시오. CTI OS 무음 모니터링 기능과 CAD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은 Gratuitous ARP를 사용하지 않습
니다.
• Gratuitous ARP
◦ 폰이 Gratuitous ARP 응답에서 MAC 주소를 학습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설정: Disabled(비활성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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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 센터 리소스 크기 조정
• 컨택 센터 리소스 크기 조정, 245 페이지
• 컨택 센터의 트래픽 관련 기본 용어, 245 페이지

컨택 센터 리소스 크기 조정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또는 모든 컨택 센터를 설계할 때는 해당 리소스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원하는 통화량과 서비스 레벨 등의 고객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컨택 센터 에이전트의 수, 통화 처리/프롬프트 및 수집/대기/셀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의
여러 통화 시나리오에 필요한 Unified IP IVR 포트의 수, 그리고 PSTN 또는 기타 TDM 소스(예: PBX
및 TDM VRU)에서 유입되는 트래픽 볼륨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음성 게이트웨이 포트의 수를 결정
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도구는 Unified CCE 구축의 여러 리소스에 적용되는 Erlang-B 및 Erlang-C
모델을 사용하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Unified IP IVR의 통화 처리(프
롬프트/수집) 및 에이전트 마무리 시간과 같은 여러 통화 시나리오에서 리소스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도구와 방법론은 컨택 센터 리소스의 크기 조정과 모든 텔
레포니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로 제공됩니다.

컨택 센터의 트래픽 관련 기본 용어
일반적인 컨택 센터 용어를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컨택 센터 리소스 크기를 조정하
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이러한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크기 조정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
다.
이 섹션에 나와 있는 용어는 컨택 센터 리소스 크기 조정을 위해 업계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
입니다. 컨택 센터 용어 정의를 위한 기타 리소스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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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번시 또는 통화 중 간격
통화 중 간격은 짧은 간격의 크기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30분, 15분 등 1시간 이내일 수 있습니다. 하
루 중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 중 간격이 적용됩니다. 최번시 또는 통화
중 간격은 날짜, 주 및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매주 최번시와 계절별 최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가장 통화량이 많은 최번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 최번시(1년 동안 가장 통화량이 많
은 10시간 동안의 평균)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그러나 마케팅 캠페인 또는 계절별 최번시(예: 연간
휴일의 통화량 증가)의 통화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이 필요한 경우 이 평균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
다. 컨택 센터에서는 통화량이 가장 많은 기간을 사용하여 최대 에이전트 수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교육, 코칭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에이전트 예약을 참조하여 전화를 받는
에이전트 수를 적절하게 예약하기 위해 나머지 시간 동안의 직원 요건은 각 기간에 대해 대개 1시간
단위로 별도로 계산합니다. 트렁크 또는 VRU 포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통화량이 가장 많은 기
간 동안 이러한 리소스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매일 트렁크나 포트를 추가 또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소매 환경에서는 통화량이 많은 계절 동안 트렁크를 더 추가하고 그 후에는 트
렁크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BHCA(최번시 통화 시도)
BHCA는 트래픽이 가장 많은 시간이나 간격 동안 컨택 센터에서 시도하거나 수신하는 총 통화 수입
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 음성 게이트웨이에 제공되는 모든 통화를 컨택 센터 리소스(에이
전트 및 Unified IP IVR 포트)가 수신하여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통화는 대개 PSTN에서 시작되지만
컨택 센터로의 통화는 헬프데스크 애플리케이션 등에 의해 내부에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 라우터에서 보고하는 CPS(초당 통화)
초당 Unified CCE 통화 라우터에서 수신하는 통화 라우팅 요청의 수입니다. 모든 통화에서는 단순 통
화 흐름에서 통화 라우팅 요청 하나가 생성됩니다. 이 흐름에서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서 들어오
는 통화가 VRU에서 처리된 다음 에이전트로 전송됩니다. 그러나 단일 통화가 적절한 에이전트에게
최종적으로 전송되려면 Unified CCE 통화 라우터에 대해 라우팅 요청을 두 번 이상 수행해야 하는 상
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가 전화를 받은 다음 게시 경로를 사용하여 다른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전송하거나
컨퍼런스를 요청하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라우팅 요청이 생성되어 같은
통화에서 Unified CCE 통화 라우터로의 라우팅 요청 2건이 생성됩니다. 통화/작업에 리소스가 필요
할 때마다 Unified CCE 통화 라우터에 라우팅 요청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이메일, 채팅, 혼
합 협업, 콜백 및 특정 아웃바운드 통화에 대한 멀티미디어 요청도 포함됩니다. 콜센터 관리자는 컨
택 센터 크기를 조정할 때 이러한 추가 통화 라우팅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최대 통화 속도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BHCA가 아니라 Unified CCE 통화 라우터에서
보고하는 통화 속도입니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BHCA 계산에서 이러한 추가 라우팅 요청을 고
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BHCA는 Unified CCE 통화 라우터에서 보고하는
해당 CPS 속도 이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황의 예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BHCA가 36,000인 경우 인그
레스 게이트웨이의 통화 속도는 10CPS입니다. 통화 중 10%가 통화 라우터를 통해 전송된다고 가정
할 때 통화 라우터가 보고하는 CPS는 11CPS가 됩니다. 이 경우 Unified CCE 플랫폼에 필요한 용량은
11CP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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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서버는 트래픽 로드 또는 통화를 처리하는 리소스입니다. 컨택 센터에는 PSTN 트렁크/게이트웨이
포트, 에이전트, 음성 메일 포트, VRU 포트 등 여러 유형의 서버가 있습니다.
통화 시간
통화 시간은 에이전트와 발신자의 통화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에이전트가 발신자를 통
화 대기 상태로 설정하는 시간과 상담 컨퍼런스에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시간(통화 후 작업 시간)
발신자가 에이전트와의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어 통화가 종료된 후에 계산되는 마무리 시간은 에
이전트가 다른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통화 녹음 등의 작업이나 기
타 활동을 수행하여 통화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개념에 해당하는 Unified CCE 용어
는 통화 후 작업 시간입니다.
AHT(Average Handle Time, 평균 처리 시간)
AHT는 지정된 기간 동안의 평균 통화 시간입니다. 이 용어는 보통 통화 처리 시간, 통화 시간, 통화
대기 시간 등 여러 처리 시간 유형의 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서 AHT는
에이전트 통화 시간과 에이전트 마무리 시간을 합한 값입니다.
Erlang
Erlang은 최번시 동안의 트래픽 로드를 측정하는 단위이며 동일 회선, 트렁크 또는 포트 내 3,600초(60
분/1시간) 동안의 통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통화 수 또는 평균 통화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1개
회선이 1시간 동안 통화 중인 시간을 계산합니다. 컨택 센터에서 최번시 동안 통화 30건이 수신되며
각 통화가 6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최번시의 트래픽은 180분, 즉 3 Erlang(180분/60분)에 해당합니다.
컨택 센터에서 최번시에 통화 100건이 수신되며 각 통화의 평균 시간은 36초인 경우 총 수신 트래픽
은 3,600초, 즉, 1 Erlang(3,600초/3,600초)입니다.
Erlang 값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Erlang 단위 트래픽 = (최번시의 통화 수*초당 AHT)/3,600초
이 용어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에서 사용되는 대기 이론의 창시자인 덴마크의 전화 공학자 A. K. Erlang
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Erlang 단위 BHT(Busy Hour Traffic, 최번시 트래픽)
최번시 동안의 트래픽 로드인 BHT는 다음과 같이 BHCA와 AHT의 곱을 1시간으로 정규화하는 방식
으로 계산됩니다.
BHT = (BHCA*초 단위 AHT)/3600 또는 BHT = (BHCA*분 단위 AHT)/60
예를 들어 컨택 센터에서 최번시에 통화 600건을 수신하며 각 통화의 평균 시간은 2분인 경우 최번시
트래픽 로드는 (600*2/60) = 20 Erlang입니다.
BHT는 대개 Erlang-B 모델에서 PSTN 트렁크 또는 셀프 서비스 VRU 포트와 같은 리소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BHCA 및 AHT를 사용하여 이 계산을 투명하게 수행하
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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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급(차단 비율)
최번시에 리소스나 서버가 통화 중일 확률을 측정한 값입니다.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모든 리소스가
점유 상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화가 손실되거나 차단됩니다. 이러한 차단은 일반적
으로 음성 게이트웨이 포트, VRU 포트, PBX 회선 및 트렁크와 같은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음성 게이
트웨이의 경우 서비스 등급은 총 BHCA 중에서 차단되거나 트렁크를 사용할 수 없어 통화 중 신호음
이 수신되는 통화의 백분율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등급이 0.01이면 최번시에 통화 중 1%가 차단된
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PSTN 트렁크에 사용되는 값은 차단율 1%이지만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 등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차단되는 통화
차단되는 통화는 즉시 처리되지 않는 통화입니다. 발신자가 다른 경로 또는 트렁크 그룹으로 다시 라
우팅되거나, 통화가 지연되어 대기열에 추가되거나, 통화 중 신호음 등의 신호음 또는 공지 사항이
재생되는 경우 통화가 차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단되는 통화의 특성에 따라 특정 리소스의 크기
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 결정됩니다.
서비스 레벨
컨택 센터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음성 게이트웨이 및 기타 소스에서 수신되어 제공
되는 통화량 중 x초 이내에 응답하는 통화의 백분율입니다. 여기서 x는 변수입니다. 영업 컨택 센터
에서는 대개 모든 통화 중 90%를 1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단, 일부 통화는 대기열에 추가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 중심 컨택 센터의 경우 다른 서비스 레벨 목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번시에 모든 통화 중 80%를 3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하는 등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의 서비스 레벨 목표에 따라 필요한 에이전트 수, 대기열에 추가되는 통화의 백분율, 통화가 대
기열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 시간, 그리고 필요한 PSTN 트렁크 및 Unified IP IVR 포트의 수가 결정됩
니다. Unified CCE 제품 내의 서비스 레벨에 대한 추가 정의를 확인하려면 컨피그레이션 관리자 온라
인 도움말에서 제공되는 Unified CCE 용어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통화 대기
에이전트가 다른 발신자와 통화 중이거나 통화 마무리 모드 이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면 에이
전트가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후속 발신자를 대기열에 추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 레
벨 및 에이전트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기되는 통화의 백분율과 대기열에서 소요되는 평균 시간
을 결정합니다. Cisco Unified CCE 솔루션은 Unified IP IVR을 사용하여 발신자를 대기열에 추가하고
공지 사항을 재생합니다. DTMF 입력 또는 계좌 번호나 기타 정보 수집을 위한 통화 처리, 프롬프트
및 수집 시에 통화 대기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통화를 초기에 처리할 수도 있으며, 발신자가 에이전
트와 통화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예: 은행 계좌 잔액, 항공편
도착/출발 시간 확인 등)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시나리오에서는 각 애플리
케이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Unified IP IVR 포트의 수가 각기 다릅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평균 처
리 시간이 서로 다르며 통화 로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트
렁크 또는 게이트웨이 포트의 수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택 센터 리소스 및 통화 타임라인
이 항목에서는 컨택 센터의 다음과 같은 주요 리소스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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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 게이트웨이 포트(PSTN 트렁크)
• Unified IP IVR 포트
따라서 컨택 센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리소스 및 각 리소스에 대한 대기 시간과 관련이 있는 인바운
드 컨택 센터 통화에 대해 먼저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면 유용합니다. 아래 그림에는 주요 리소스 및
이러한 각 리소스의 점유 상태(대기/처리 시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92: 인바운드 통화 타임라인

통화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벨소리 지연 시간(네트워크 벨소리)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지
연은 평균 몇 초가 될 수도 있으므로 트렁크 평균 처리 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 도구로 Erlang 계산기 사용
다양한 트래픽 모델을 사용하여 텔레포니 시스템 및 리소스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 트래픽 소스의 특성(유한 또는 무한)
• 끊긴 통화를 처리하는 방법(지우기, 대기, 지연)
• 통화 도착 패턴(임의, 원활, 최대)
이 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컨택 센터 리소스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Erlang-B와 Erlang-C
의 두 가지 트래픽 모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터넷에서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검색하면 다양한 모델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기타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lang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PSTN 트렁크의 수
• 필요한 에이전트의 수
• 필요한 VRU 포트의 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러한 계산기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 집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 BHCA(최번시 통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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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리소스의 AHT(평균 처리 시간)
• 서비스 수준(x초 이내에 응답할 수 있는 통화의 백분율)
• PSTN 트렁크 및 Unified IP IVR 포트에 대해 원하는 서비스 등급(차단 비율)
이 장의 다음 두 섹션에서는 일반적인 Erlang 모델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Erlang 모델의 입력/출력과 특정 컨택 센터 리소스(에이전트, 게이트웨이 포트, Unified IP IVR 포트)
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컨택 센터 크기
조정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버전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이러한
도구는 모두 두 가지 기본 트래픽 모델인 Erlang-B 및 Erlang-C를 사용합니다. Cisco는 특정 벤더의 제
품을 권장하지 않으며, 고객이 요구에 맞는 도구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도구에 필요한 입력 및 사
용되는 방법은 도구 자체와는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Erlang-C
Erlang-C 모델은 통화를 에이전트에게 연결하기 전에 대기시키는 컨택 센터 에이전트의 크기를 조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다음 사항을 가정합니다.
• 통화는 무작위로 도착합니다.
• 모든 에이전트가 통화 중이면 새 통화는 대기되며 차단되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 필요한 입력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전트가 응답해야 하는 BHCA(최번시 통화 수)
• 평균 대화 시간 및 마무리 시간
• 원하는 지연 또는 서비스 레벨. 지정된 시간(초) 이내에 응답하는 통화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Erlang-C 모델의 출력에는 필요한 에이전트의 수,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가 없을 때 지연되거나 대기
되는 통화의 백분율, 그리고 이러한 통화의 평균 대기 시간이 나열됩니다.

Erlang-B
Erlang-B 모델은 PSTN 트렁크, 게이트웨이 포트 또는 Unified IP IVR 포트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다음 사항을 가정합니다.
• 통화는 무작위로 도착합니다.
• 모든 트렁크/포트가 점유된 경우에는 새 통화가 끊기거나 차단되고 대기되지 않으며 통화 중 신
호음이 재생됩니다.
Erlang-B 모델의 입력과 출력은 다음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요인 중 2개를 파악하면 세
번째 요인은 모델에서 계산됩니다.
• 통화량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의 BHT(최번시 트래픽), 즉 통화 트래픽에 해당하는 시간 수(Erlang
단위). BHT는 BHCA(최번시 통화 수) 및 AHT(평균 처리 시간)의 곱입니다.
• 서비스 등급 또는 포트가 부족하여 차단되는 통화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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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회선) 또는 Unified IP IVR이나 게이트웨이 포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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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 Unified CCE의 크기 조정 관련 고려 사항, 253 페이지
•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서버 옵션, 26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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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67 페이지

Unified CCE의 크기 조정 관련 고려 사항
시스템 성능과 확장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솔루
션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크기 조정 고려 사항으로는 솔루션이 지원할 수 있는 에이전
트의 수, 최대 BHCA(최번시 통화 시도), 그리고 구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수/유형/
컨피그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기타 변수가 포함됩니다. 선택한 구축 모델에 관계없이 Unified CCE는
고도로 분산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용량, 성능 및 확장성 관련 정보는 솔루션 내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 솔루션에도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는 Unified CCE 구축의 확장성 및 용량을 중심으로 하는 설계 방식을 소개합니다. 이 장에
서 소개하는 설계 고려 사항 및 용량은 주로 테스트에서 확인된 것이며 보간된 테스트 데이터인 경우
도 있습니다. 이 정보를 참조하여 Unified CCE 솔루션을 적절하게 프로비저닝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크기 조정 도구를 참조합니다. 크기 조정 도구는 Cisco 내부 직원
과 Cisco 파트너에게만 제공되며 적절한 로그인 인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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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Unified CCE 구성 요소
Unified CCE 구축의 크기를 조정할 때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구성 요소는 용량 계획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요인입니다. 대량의 통화 로드를 지원하려면 여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효율적인 설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구성 요소의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의 최신 버전(http://www.cisco.com/go/ucsrnd)을 참고해 주십
시오.
또한 각 에이전트 및 스킬 그룹의 용량은 서로 다르므로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구성 요소와 함
께 Finesse 및 CTI OS 데스크톱 서버를 비롯한 에이전트 PG의 크기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Unified CCE 구성 요소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기는 하지만 특정 컨피그레이션
요소 크기 조정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시스템 리소스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섹션
에서 설명하는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구축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동 조건에 나와 있는 용량 정보는 인바운드 통화의 용량만 지
정하며 모든 Unified CCE 구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수행한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되는 최대 컨피그레이션을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와 이 장에
포함된 크기 조정 변수 정보는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크기를 조정하고 확장을 계획
할 때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참고

크기 조정 고려 사항은 용량 및 확장성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주요
Unified CCE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별 VM에서 실행하여 구체적인 CPU 및 메모리 사용량과
기타 내부 시스템 리소스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치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여러
vCPU VM의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추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 Unified CCE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단일 VM 내에서 함께 배치할 수 있는 경우와 특정 프로세스에 전용 VM
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참조용으로 제공됩니다. 표 20: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의
크기 조정 정보, 256 페이지 에서는 구축 시나리오에 완전 이중화된 VM 2개가 포함된다고 가정합
니다.

관련 항목
작동 조건, 254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 조정, 269 페이지

작동 조건
이 장에서 제공하는 크기 조정 정보는 다음 작동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에이전트당 BHCA(최번시 통화 시도)는 최대 30건입니다.
•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은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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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와 그림에 나와 있는 에이전트의 총 수에서 에이전트는 90%, 수퍼바이저는 10%를 차지
합니다. 예를 들어 표나 그림에 에이전트 수가 100으로 나와 있는 경우 에이전트를 90개, 수퍼바
이저를 10개로 가정합니다.
• 수퍼바이저는 통화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총 팀 수는 총 에이전트 수의 10%입니다.
• 팀 구성원은 에이전트 90%, 수퍼바이저 10%로 구성됩니다.
• 통화 유형은 직접 통화 85%, 상담 전송 10%, 상담 컨퍼런스 5%로 구성됩니다.
• 스킬 그룹 업데이트를 위한 기본 새로 고침 속도는 10초입니다.
• CTI OS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 스킬 그룹 통계 열의 기본 수는 17개입니다.
• 에이전트 통계는 켜져 있습니다.
• CTI OS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 에이전트 통계 열의 기본 수는 6개입니다.
• VRU 통화당 평균 5개의 VRU(음성 응답 장치) 스크립트가 Unified CCE 스크립트에서 연속적으
로 실행됩니다.
• ECC(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스칼라는 5개입니다.
• CTI OS의 TLS(Transport Layer Security)는 꺼져 있습니다.
• 모바일 에이전트는 없습니다.
• 아웃바운드 적중률은 평균 30%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은 이 항목의 모든 그림과 표에 적용됩니다.
• 에이전트 수는 로그인한 에이전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 서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G = 에이전트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 PGR = 실험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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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R = Rogger

그림 93: CTI OS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Unified CCE 구축에 필요한 최소 서버 수

위의 그림에는 다음 참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크기 조정은 위에 나와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 VRU(음성 응답 장치),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그리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구성 요소
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Rogger 및 중앙 컨트롤러라는 용어는 이 장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표 20: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의 크기 조정 정보

구성 요소

참고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실행하는 VM의 최신 사양은 Unified CCE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Virtualization_for_Unified_CCE)를 참고
해 주십시오.

VRU(음성 응답 장치) 에이전트 수가 아닌 포트 수를 사용합니다. 통화당 VRU 실행 스크립트 노드
PG
의 수는 평균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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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참고

아웃바운드 음성을 사
용하는 에이전트
PG(다이얼러 및 미디
어 라우팅 PG 포함)

최대 인바운드 에이전트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표의 인바운드 에이전트 PG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용량은 사용 중인 Unified CCE 소프트웨어 릴리
스, 하드웨어 서버 등급 및 에이전트 데스크톱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SIP 다이얼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 용량에 대한 아웃바운드 옵션의 영향: (최
대 PG 에이전트 용량)-(1.33x[SIP 다이얼러 포트 수])
이 공식을 통해 플랫폼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의 다이얼러
포트 수를 기준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수의 측면에서 아웃바운
드 리소스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각 아웃바운드 에이전트
에는 포트 2개가 필요하지만 아웃바운드 리소스는 구축 내 캠페인에 대한 적
중률, 중단 제한 및 통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아웃바운드 리소스를 확인하려면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Cisco Finesse 및 SIP 다이얼러 포트 30개가 포함된 에이전트 PG
사용 가능한 인바운드 Finesse 에이전트 = 2000-(1.33*30) = 1960
참고

Cisco Media Blender는 PG 시스템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
다.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에
대한 최신 서버 사양 및 크기 조정 지침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email-interaction-manager/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에서 최신 문서를 참고해 주십
시오.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음성 브라우
저

Unified CVP의 최신 서버 사양은 Cisco Unified CVP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
프트웨어 사양의 최신 버전(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ustomer-voice-portal/
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IP IVR 서버

최신 Unified IP IVR 서버 사양을 확인하려면 권한이 있는 Cisco 직원 또는 파
트너로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한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Unified
Intelligence Center)

Unified Intelligence Center의 최신 서버 사양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
어 사양(Bill of Material)의 최신 버전(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intelligence-center/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VM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화된 환경의 Unified Communications DocWiki 페이지를 참
고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서버 옵션, 262 페이지
Cisco Agent Desktop, 40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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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건 및 제약 조건, 331 페이지

추가 크기 조정 요인
Unified CCE 컨피그레이션 및 구축 옵션의 여러 변수는 하드웨어 요건 및 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이 섹션에서는 주요 크기 조정 변수 및 이러한 변수가 다양한 Unified CCE 구성 요소의 용량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BHCA(Busy Hour Call Attempt, 최번시 통화 시도)
최번시 동안 시도하는 통화의 수는 중요한 메트릭입니다. BHCA가 증가하면 모든 Unified CCE 구성
요소(특히 Unified CM, Unified IP IVR 및 Unified CM PG)의 로드가 증가합니다. 이때 에이전트의 용
량 수치는 에이전트당 시간별로 최대 통화 30회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구축에서 에이전트당 시간별
로 통화를 30회보다 많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PG의 지원되는 에이전트 최대 수가 감소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례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Unified CM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Unified CCE 서버 구성 요소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 메트릭은 에이전트 수입니다.
에이전트당 평균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
에이전트당 평균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의 수는 시스템당 총 스킬 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다음
항목에 큰 영향을 줍니다.
• CTI OS 서버
• Finesse 서버
• 에이전트 PG
• 통화 라우터
• 로거
가능한 경우에는 에이전트당 평균 스킬 그룹 및 정밀 대기열의 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시스템 성
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는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통계 업데이트 빈도 값을 늘려 CTI OS 서버에 대한 영향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Finesse 서버에는 사용하지 않는 스킬 그룹에 대한 통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에 할
당되는 스킬 그룹 수는 구성되는 스킬 그룹의 총 수보다 Finesse 서버의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Finesse 서버는 에이전트에 할당되는 스킬 그룹을 최대 1961개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 스킬
그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열(스킬 그룹) 통계는 10초 간격으로 Finesse 데스크톱에서 업데이트됩니다. Finesse 데스크톱은
고정된 수의 대기열 통계 필드도 지원합니다. 이 필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표에는 Unified CCE 시스템 용량에 영향을 주는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또는 PQ(Precision
Queue, 정밀 대기열) 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각 CTI OS 인스턴스의 용량을 보여 줍니
다. Finesse 서버는 CTI OS와 같은 수의 에이전트 및 스킬 그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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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는 수퍼바이저 팀의 모든 에이전트에서 고유한 스킬 그룹을 최대 50개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수퍼바이저의 스킬 그룹도 포함됩니다. 이 수를 초과하더라도 수퍼바이저가 모니터링하는
모든 스킬 그룹은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계속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수를 초과하는 경우 성능 문제
가 발생하므로 50개보다 많은 그룹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구성하는 각 정밀 대기열에는 에이전트 PG당 스킬 그룹이 하나씩 만들어지며, 스킬 그룹의 수는
PG당 지원되는 스킬 그룹 수까지 계산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수치는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21: 각 에이전트에 대한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의 크기 조정 효과(에이전트 12,000개)

각 에이전트에 시스템
일반 PG 제한
대해 구성되는
각 시스템의 최 각 PG의 최대
각 PG에 대해
각 PG에 대해
각 PG에 대해 구
평균 PQ 또는
대
동시
에이전
동시
에이전트
구성되는
최대
구성되는
최대
성되는 최대
SG
VRU PIM
트
PQ 또는 SG
VRU 포트

참고

5

12,000

2,000

4,000

1,000

4

10

11,038

1,832

4,000

1,000

4

15

10,078

1,663

4,000

1,000

4

20

9,116

1,495

4,000

1,000

4

25

8,156

1,326

4,000

1,000

4

30

7,194

1,158

4,000

1,000

4

35

6,234

989

4,000

1,000

4

40

5,272

820

4,000

1,000

4

45

4,312

652

4,000

1,000

4

50

3,350

484

4,000

1,000

4

CTI OS 모니터 모드 애플리케이션은 에이전트당 20개 이하의 스킬 그룹에서만 지원됩니다.

수퍼바이저 및 팀
수퍼바이저와 팀 구성원의 수 역시 CTI OS 서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를 여러 팀에 분산시키고 각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를 몇 개만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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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퍼바이저는 담당 팀 내의 에이전트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모든 에이전트는 같은 주변 장치에
서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팀당 최대 50개의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는 팀당 10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
니다.
Unified CCE 시스템은 아래의 가정 사항을 기준으로 할 때 수퍼바이저당 에이전트를 50개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환경에서 수퍼바이저당 에이전트가 50개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공식
을 사용하여 CTI OS 서버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영향이 없도록 에이전트 수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당 업데이트의 수입니다.
X = (Y*(N+1)/R)+((Z*N*A)/3600)(다음 정수로 반올림됨)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X =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서 수신하는 초당 업데이트 수입니다.
Y =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 수의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입니다. 에이전트가 총 10개
이고 에이전트 9개에는 1개 스킬 그룹, 에이전트 1개에는 12개 스킬 그룹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예
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당 스킬 수('Y')는 Y = 90%*1+10%*12 = 2.1개입니다. CTI OS
서버에서 구성되는 통계의 수는 17개입니다.
Z = 에이전트당 시간별 통화 수입니다.
A = 에이전트 상태의 수입니다. 이 값은 통화 흐름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은 10입니다.
N = 수퍼바이저당 에이전트의 수입니다.
R = CTI OS 서버에서 구성되는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 새로 고침 속도입니다. 기본값은 10초입
니다.
(Y*(N+1)/R) = 스킬 그룹 기준 초당 업데이트 수입니다.
(Z*N*A)/3600 = 통화 기준 초당 업데이트 수입니다.
초당 업데이트 수가 30개 이하이면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공식
을 사용해 수퍼바이저당 50개 에이전트(N = 50)의 업데이트 속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이 임계값
을 구합니다.
X = (5*(50+1)/10)+((30*50*10)/3600) = 25.5+5 = 초당 31개 업데이트
수퍼바이저당 최대 에이전트 수는 지정된 모든 컨피그레이션에서 20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
기에도 초당 업데이트의 최대 수는 위의 공식으로 계산된 31개입니다.
CTI OS 모니터 모드 애플리케이션
CTI OS 모니터 모드 애플리케이션은 CTI OS 서버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TI OS 서버는
서버 쌍당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2개만 지원합니다. 지정된 필터에 따라 CPU 사용률에 대한 영향으
로 인해 에이전트 PG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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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M 무음 모니터
각 통화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때는 PG 및 Unified CM의 처리량이 증가합니다. 무음으로 모니터링
하는 각 통화는 에이전트에 대한 모니터링하지 않는 통화 2건과 동일합니다. 모니터링하는 통화의
백분율은 PG 확장성 기능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CTI OS 스킬 그룹 통계 새로 고침 속도
스킬 그룹 통계 새로 고침 속도 역시 CTI OS 서버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속도를
기본값인 10초보다 짧게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 유형
대다수 Unified CCE 서버 구성 요소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 메트릭은 통화 유형입니다.
전송 및 컨퍼런스 수가 많아지면 시스템에 대한 로드도 증가하므로 총 용량이 감소합니다.
통화 대기
Unified IP IVR 및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는 대기열에서 전화를 걸고 에이전트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공지 사항을 재생합니다. 크기 조정을 수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VRU가 모든 통화를 처음 처리한 다음(통화 처리) 짧은 통화 대기 시간 후 발신자를 에이전트에
게 안내하는지 여부
• 에이전트가 통화를 즉시 처리하며 모든 에이전트가 통화 중인 경우 VRU가 받지 않은 통화만 대
기열에 추가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사항에 따라 VRU 크기 조정 요건이 결정되며, 통화 및 VRU(음성 응답 장치) PG의 성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변환 경로 풀
예상되는 통화 수신 속도에 따라 변환 경로 풀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변환 경로 풀의 크기를 조정하
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변환 경로 풀 = 20*(초당 통화 수)
이 계산은 Unified CCE에만 적용됩니다. 보다 일반적인 Unified ICM 구축의 경우에는 Cisco 계정 팀
또는 파트너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Unified CCE 스크립트 복잡성
Unified CCE 스크립트의 복잡성 및/또는 수가 증가하면 통화 라우터 및 VRU PG에 대한 프로세서와
메모리 오버헤드가 크게 증가합니다. VRU 실행 스크립트 재생 간의 지연 시간 역시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보고
실시간 보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므로 로거 및 Rogger 처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로거 및 Rogger에서 보고 오버헤드를 오프로드하려면 관리 및 데이터 서버용으로 별도의 VM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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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U 스크립트 복잡성
데이터베이스 쿼리 등의 기능을 사용함에 따라 VRU 스크립트 복잡성이 증가하면 IP IVR 서버 및 라
우터에 적용되는 로드 역시 증가합니다. 복잡한 스크립팅,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또는 트랜잭션
기반 용도로 사용되는 Unified IP IVR 성능의 특성을 결정하는 효율적인 규칙이나 벤치마크는 없습니
다. 복잡한 VRU 컨피그레이션을 실험실 또는 파일럿 구축에서 테스트하여 다양한 BHCA 하의 데이
터베이스 쿼리 응답 시간을 확인하고,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이 VRU 서버, PG 및 라우터의 프로세서
와 메모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Unified IP IVR 셀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Unified IP IVR이 셀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되는 구축에서는 Unified CCE 로드외에 셀프 서
비스 애플리케이션도 추가됩니다. 따라서 위의 크기 조정 표에 나와 있는 크기 조정 요건에 셀프 서
비스 애플리케이션도 포함해야 합니다.
서드파티 데이터베이스 및 Cisco Resource Manager 연결
외부 디바이스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Unified CCE 솔루션 구성 요소의 연결을 면밀하게 점검하
여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 영향을 확인합니다. Cisco Unified CCE 솔루션은 유동적이며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동시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컨택 센터에서는 대개 수익을 창출하는 고객 대상 미션 크리티
컬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Unified CCE 솔루션을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험과 자격을
보유한 Cisco 파트너 또는 Cisco Advanced Service를 활용해야 합니다.
ECC(Expanded Call Context, 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ECC 사용법은 PG, 라우터, 로거 및 네트워크 대역폭에 영향을 줍니다. ECC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
성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에 대한 영향은 ECC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달라지며 사례별로 처리해
야 합니다.
관련 항목
작동 조건, 254 페이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 조정, 269 페이지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서버 옵션
Unified CCE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Unified IP IVR, Unified
CVP 또는 VRU(음성 응답 장치)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공통 내부 서식이 지정된 메시지로 변환합
니다. 이렇게 변환된 메시지는 Unified CCE로 전송되어 해석됩니다. 또한 이 PG는 주변 장치 디바이
스로 전송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Unified CCE 메시지도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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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는 CTI OS가 포함된 에이전트 PG의 여러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94: CTI OS가 포함된 에이전트 PG 컨피그레이션 옵션

아래 표에는 PG 및 PIM용 크기 조정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표 22: PG 및 PIM 크기 조정 지침

크기 조정 변수

Unified CCE 릴리스 10 기반 지침

Unified CCE당 최대 PG 수

150

VM당 최대 PG 유형 수

VM당 PG 유형을 2개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각
VM이 최대 에이전트 및 VRU 포트 제한을 충족
해야 합니다.

VM당 최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
수

VM당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 일반
PG 또는 시스템 PG 하나만 허용됩니다.

PG당 최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 1
수
Unified CCE에서 원격 위치에 PG 배치

가능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원격 위치
에 PG 배치

불가능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의해 제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을
어되는 최대 VRU 수
참고해 주십시오.
PG당 최대 CTI 서버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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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조정 변수

Unified CCE 릴리스 10 기반 지침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와 함께 PG 불가능
배치

에이전트 인사말 크기 조정 관련 고려 사항
에이전트 인사말은 통화에서 인사말을 재생하기 위한 컨퍼런스 리소스를 호출합니다. 지원되는 하
드 폰에서는 폰의 BIB(Built-In Bridge)가 사용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소스
가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통화에 짧은 통화 구간이 추가되어 모든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됩
니다.

중앙 컨트롤러
에이전트 인사말은 라우터 및 로거에 대해 최대 일반 통화 1.5건에 해당하는 영향을 줍니다. 즉, 통신
사업자로부터 전송되는 신규 통화를 기준으로 측정할 때 Unified CCE의 최대 통화 속도가 초당 60건
에서 40건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각 에이전트 인사말이 재생될 때마다 추가 라우팅 요청이 수행되므
로 지원되는 전체 로드가 적용되는 경우 라우터 PerfMon 카운터에는 초당 통화 수가 80건으로 표시
됩니다. 시스템당 지원되는 에이전트 수는 전체 통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Unified CCE 크기 조정 도구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인사말은 PG 리소스 사용률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PG당 지원되는 에이전트 용량을 줄여
야 할 정도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에이전트당 추가 스킬 그룹, 구성된 총 스킬 그룹 등의 기타 요
인도 PG 크기 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G 크기를 조정할 때 크기 조정 계산기에서는 에이전
트 인사말을 고려합니다.

Communications Manager
에이전트 인사말 및/또는 모바일 에이전트와 Unified IP IV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가 지원하는 에이전트 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는 통화 속도와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시나리오의 용
량을 결정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모바일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인사말에서는 컨퍼런스 브리지 및 MTP 리소스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에이전트 인사말 통화는 비교적 짧으므로 크기 조정 고려 사항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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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및 UCM 리소스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려면 각 인바운드 통화에 대해 각 모바일 에이전트
의 에이전트 인사말(에이전트 인사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대신 컨퍼런스를 지정해 주십시오.

CVP 및 VXML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인사말은 CVP 및 VXML 게이트웨이 리소스도 사용하므로 크기 조정 시 통화 속도를 고려
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설계 설명서에는 통화 속도를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축에서는 포트 수를 기준으로 크기
를 조정합니다. 에이전트 인사말 사용 시에는 통화 시간은 짧지만 통화 속도는 높으므로 이 고려 사
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귓속말 공지 기능 크기 조정 관련 고려 사항
솔루션 구성 요소 크기 조정에 대한 귓속말 공지 기능의 영향은 에이전트 인사말에 의해 발생하는 영
향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귓속말 공지 기능의 영향을 고려하려면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
정 도구를 실행해 주십시오.

정밀 대기열 변경 중의 제한
API 또는 Unified CCE 관리 도구를 통해 정밀 대기열의 컨피그레이션을 업데이트하면 많은 에이전트
의 정밀 대기열 연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동시에 수행하면 시스템이 오버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데이트가 많은 에이전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시스
템 리소스를 기준으로 하여 에이전트를 점진적으로 개별 정밀 대기열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정밀 대기열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
데이트를 너무 빨리 제출하면 새 업데이트로 인해 보류 중인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가 시스템에서
대기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백로그를 방지하기 위해 보류 중인 동시 업데이트가 5개에 도달하면
새 정밀 대기열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를 거부합니다. 보류 중인 정밀 대기열 업데이트 수가 임계값
보다 작아지면 시스템은 새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를 수락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에이전트 주변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로드 상황을 완화하기 위
해 시스템은 오버로드 상황 동안 주변 장치로 전송되는 통화의 수를 제한합니다. 오버로드가 발생하
면 시스템은 잠시 동안 해당 주변 장치로의 정밀 라우팅 통화 전송을 중지합니다.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기업 솔루션을 지원하고 유지 관리하려면 여러 단계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고객 환
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시스템 성능 모니
터링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CE를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이 시스템 허용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는
시스템 모니터링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은 시간 동안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서비스 가용성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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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configuration-exampl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시스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CPU
• 메모리
• 디스크
• 네트워크
아래 목록에는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의 몇 가지 중요한 카운터와 해당 임계값이 나와 있습니다.
• CPU 모니터링
◦ %Processor Time: 이 카운터의 임계값은 60%입니다.
◦ ProcessorQueueLength: 이 값은 (2*[시스템의 총 CPU 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메모리 모니터링
◦ % Committed Bytes: 이 값은 (0.8*[총 물리적 메모리 양])보다 작게 유지해야 합니다.
◦ Memory\Available MByte: 이 값은 16MB 이상이어야 합니다.
◦ Page File %usage: 이 카운터의 임계값은 80%입니다.
• 디스크 리소스 모니터링
◦ AverageDiskQueueLength: 이 값은 (1.5*[어레이의 총 디스크 수])보다 작게 유지해야 합니
다.
◦ %Disktime: 이 값은 60%보다 작게 유지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리소스 모니터링
◦ NIC\bytes total/sec: 이 값은 (0.3*[NIC의 대역폭])보다 작게 유지해야 합니다.
◦ NIC\Output Queue Length: 이 카운터의 임계값은 1입니다.
• Unified CCE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 Cisco Call Router(_Total)\Agents Logged On
◦ Cisco Call Router(_Total)\Calls in Progress
◦ Cisco Call Router(_Total)\calls /sec

참고

위에 나와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용 성능 카운터는 구축 내의 모든 VM
에 적용됩니다. 기본 설정 샘플 속도는 15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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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구성 요소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려면 에이전트 수 및 최번시 통화 시도 이외에도 다
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당 여러 스킬 그룹을 포함하는 컨피그레이션, 장시간의 통화
대기 및 기타 요인도 개별 구성 요소의 총 용량에 영향을 줍니다. 판매 전 프로세스에서 적절한 계획
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검색하면 중요한 크기 조정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설계 및 하드웨
어 선택 시 이러한 고려 사항을 적용해 주십시오.
에이전트를 8,000개까지 포함하며 최대 BHCA가 216,000건인 대규모 시스템의 경우 적절한 크기 조
정과 설계를 수행하면 구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구축의 경우에는 면밀한 계획을 세
우고 Rogger, 에이전트 PG 등의 Unified CCE 구성 요소를 함께 배치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수와 같이 크기 조정 용량에 영향을 주는 크기 조정 변수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판매 전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특히 공동 배치 PG
를 구축할 때는 초기 설계에서 이러한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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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 조정
• Unified CCE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크기 조정, 269 페이지
• 클러스터 크기 조정 개념, 270 페이지
•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 271 페이지
• 클러스터 관련 지침 및 고려 사항, 271 페이지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이중화, 274 페이지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위한 로드 밸런싱, 275 페이지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에이전트 PG 구축, 276 페이지
• Unified Mobile Agent의 크기 조정 관련 고려 사항, 277 페이지

Unified CCE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크
기 조정
이 장에서는 Unified CCE 구축에서 사용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의 개념,
프로비저닝 및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클러스터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을 지원하
기 위해 통합 IP 네트워크 인프라 전체에서 통화 처리를 분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메커니
즘을 사용하면 이중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능의 투명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Unified CCE 작업에 대해서만 설명하며 구현을 위한 참조 설계를
제시합니다.
이 장의 정보는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
ucsrnd)에서 제공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통화 처리
아키텍처에서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인 Unified CCE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일
부 정보는 중복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중복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 장의
내용을 계속 확인하기 전에 해당 개념을 숙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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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Unified CCE 구축에서 사용되는 가입자 크기 조정을 위한 일반 요건 및 확장성 고려 사
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문서 내에서 확장성이란 가입자 및 클러스터 용량(Unified CCE 구축에서
사용되는 경우)을 지칭합니다. 게이트웨이 크기 조정 및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의 최신 버전에서 게이트웨이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클러스터 크기 조정 개념
Unified CCE 구축을 위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크기 조정을 시도하기 전에 다음 설계 작업
을 수행해 주십시오.
• 다양한 통화 흐름 유형을 결정합니다.
• 필요한 구축 모델(단일 사이트, 중앙 집중식, 분산형,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또는 중앙 집중
식/분산형 구축 내의 원격 지사)을 결정합니다.
• 통화 처리, 셀프 서비스 및 대기에 Unified CVP를 사용할지 아니면 IP IVR을 사용할지를 결정합
니다.
• 사용할 프로토콜을 결정합니다.
• 이중화 요건을 결정합니다.
• Unified CCE 구축과 클러스터를 공유하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의 기타 모든 고객 요건
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Cisco Unified IP Phone, Unified CCE에 포함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경로 패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완료한 후 필요한 클러스터의 크기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클
러스터 크기 조정에 영향을 주며, 아래 목록에는 이러한 요인 중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 사무실의 폰 수와 폰당 BHCA(최번시 통화 시도) 비율
• 인바운드 에이전트 폰의 수 및 폰당 BHCA 비율
• CTI 포트의 수 및 해당 VoIP 엔드포인트의 BHCA 비율. 통화 처리, 셀프 서비스 및 대기에 Unified
CV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음성 게이트웨이 포트의 수 및 해당 VoIP 엔드포인트의 BHCA 비율
• 아웃바운드 에이전트 폰의 수, 아웃바운드 전화 걸기 모드 및 폰당 BHCA 비율
• 아웃바운드 다이얼러 포트의 수, 아웃바운드 캠페인용 VRU 포트의 수 및 아웃바운드 다이얼러/
아웃바운드 캠페인에 대한 포트당 BHCA 비율
• 모바일 에이전트의 수 및 모바일 에이전트당 BHCA 비율
• 음성 메일 포트의 수 및 해당 VoIP 엔드포인트의 BHCA 비율
• VoIP 엔드포인트에서 사용되는 시그널링 프로토콜
• 에이전트 통화 전송 및 컨퍼런스의 비율
• 다이얼 플랜 크기와 복잡성(전화 건 번호, 회선, 파티션, 통화 검색 공간, 위치, 지역, 경로 패턴,
변환, 경로 그룹, 헌트 그룹, 당겨 받기 그룹, 경로 목록의 수 포함)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270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 조정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

• 트랜스코딩, 컨퍼런스, 암호화 등의 기능에 필요한 미디어 리소스의 양
• CTI Manager, E-911, 통화 대기 음악 등 함께 포함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릴리스(릴리스별로 크기를 다르게 조정함)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OVA의 유형
다른 요인도 클러스터 크기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위의 목록에는 리소스 사용량 측면에서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이러한 각 요인에 대해 리소스 사용량(CPU, 메모리, I/O)
을 예측합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 요건을 충족하는 VM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정확도로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서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http://tools.cisco.com/cucst/faces에서
제공되는 Cisco Unified CST(Collaboration Sizing Tool,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합니다.
Unified CST를 사용하면 복잡한 대규모 Unified Communication 시스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nified CCE, Unified IP IVR, Unified CVP, 게이트웨
이 등 여러 Unified Communication 구성 요소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ST는 Cisco 내부 직원과 Cisco 파트너에게 제공되며 적절한 로그인 인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이 도구의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클러스터 관련 지침 및 고려 사항
다음 지침은 Unified CCE가 포함된 모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
• 모든 기본 및 백업 가입자는 동일한 OVF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의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서비스 팩을 실행해야 합니다.
• 클러스터 내에서 Cisco Call Manager Service에 대해 최대 8개의 가입자(기본 가입자와 백업 가입
자 각 4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FTP, 게시자 및 통화 대기 음악과 같은 전용 기능에 추가
V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이전트가 4,000개이며 Unified CVP만 포함된 Unified CCE 구축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는
약 4,000개의 Unified CCE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12,000개인 Unified CCE
구축에서 기본 가입자 및 백업 가입자가 각각 4개씩 포함된 Unified CM 클러스터는 약 8,000개
의 Unified CCE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는 BHCA 통화 로드 및 구성된
모든 디바이스가 1:1 이중화로 8개 통화 처리 가입자에 동일하게 분산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
한 기능은 특정 구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
구 또는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구축의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최대 1,000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 시나리오에서 기본 가입자
는 최대 2,000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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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에이전트가 4,000개인 Unified CCE 구축에서 가입자가 4개(기본 가입자와 백업
가입자 각각 2개) 포함된 클러스터는 최대 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를
더 많이 포함하여 클러스터를 만드는 경우 클러스터당 에이전트 수가 최대 4,000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Unified IP IVR만 포함된 Unified CCE 구축에서 Unified CM 클러스터는 약 2,000개의 Unified CCE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는 BHCA 통화 로드 및 구성된 모든 디바이스
가 1:1 이중화로 8개 통화 처리 가입자에 동일하게 분산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정
구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 또는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구축의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최대 250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 시나리오에서 기본 가입자
는 최대 500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
적절한 수의 CTI 리소스에 대해 컨택 센터 솔루션을 지원하도록 클러스터 크기를 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에이전트의 구성된 폰
• 통화 녹음, Attendant Console, PC 클라이언트 등의 디바이스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 CTI 리소스를 사용하는 기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여러 회선, 컨택 센터 및 녹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여러
동시 CTI 리소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TI 리소스는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CTI 규칙을 따릅니다.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든 구축의 크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 폰, 통화 대기 음악, 경로 포인트, 게이트웨이 포트, CTI 포트, JTAPI 사용자, CTI Manager 등의
디바이스가 게시자에 있거나 등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시자에 디바이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
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면 통화 처리 및 CTI Manager 활동
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프로덕션 구축에서는 게시자를 장애 조치 또는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준 지침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Cisco Bid Assurance에서 사례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에이전트 폰이 150대보다 많은 구축에서는 최소 2개의 가입자가 필요하며 TFTP와 게시자를 결
합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백업 통화 처리 가입자이면 로드 밸런싱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본 가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 노드 간에
모든 에이전트를 동일하게 분산해 주십시오. 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BHCA 속도가 모든 에이
전트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 마찬가지로 모든 게이트웨이 포트 및 Unified IP IVR CTI 포트를 클러스터 노드 간에 동일하게
분산해 주십시오.
• 둘 이상의 Unified CCE JTAPI 사용자(CTI Manager) 및 둘 이상의 기본 가입자가 필요한 구축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에서는 가능하면 Unified CCE 경로 포인트 및 에이전트 디바이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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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Unified CCE JTAPI 사용자(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제공자)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모든
디바이스를 같은 VM에서 그룹화하고 구성합니다.
• 통화 처리 가입자에서만 CTI Manager를 활성화하여 클러스터에서 최대 8개의 CTI Manager를
허용해 주십시오. 탄력성, 성능 및 이중화를 최대화하려면 클러스터의 여러 CTI Manager에 걸쳐
CTI 애플리케이션을 로드 밸런싱해 주십시오. 자세한 CTI Manager 고려 사항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을 참고해 주십시오.
• Unified CCE와 일반 사무실용 IP 폰이 혼합된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만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별도의 VM에서 각 유형을 그룹화 및 구성해 주십시오. 모든 Unified CCE
에이전트 및 연결된 디바이스와 리소스가 하나 이상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에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일반 사무실용 IP 폰 및 여기에 연결된 게이트웨
이 포트 등의 디바이스는 클러스터 용량이 허용된다면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
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각
기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의 특정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여 도구를
개별적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이 도구는 모든 디바이스가 클러스터에서 균일하게 밸런싱된다
고 가정하므로 여러 번 실행해야 합니다. Unified CC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 이중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신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 도구는 에이전
트 폰을 위한 전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또는 혼합 클러스터가 포함된 구축을
지원하므로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하드웨어 기반 컨퍼런스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컨퍼런스 리소
스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클러스터 내에서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PG(Peripheral Gateway,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JTAPI 사용자와 연결된 모든 CTI 경
로 포인트를 해당 Unified CCE PG와 통신하는 CTI Manager 인스턴스를 실행 중인 가입자 노드
에 등록합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 및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는 현재
각 VM에서 CTI Manager의 영향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TI Manager는 해당 프로
세스를 실행하는 가입자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도구는 이러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리
소스 사용량을 보고합니다. 다른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가입자의 실제 리소스 사용량
은 약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PG JTAPI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지만 콜센터 에이전트가 사용하지는 않는 모든 디
바이스도 에이전트 디바이스로 계산합니다. 에이전트가 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PG는 이러한
폰에 대해 모든 디바이스 상태 변경 알림을 받습니다. 클러스터 확장성을 개선하려면 에이전트
가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는 Unified CCE PG JTAPI 사용자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 매우 많은 수의 VRU 포트가 필요한 구축의 경우 Unified IP IVR 대신 Unified CVP를 사용해 주
십시오. Unified IP IVR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대한 통화 처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Unified CVP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Unified CVP가
포함된 Unified CCE 구축을 사용하는 경우 클러스터당 더 많은 에이전트를 포함하고 BHCA 속
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구축의 크기를 조
정합니다.
• 여러 Unified IP IVR이 포함된 구축에서는 클러스터 전반에서 통화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밸
런싱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가입자의 각 CTI Manager와 이러한 서버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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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CPU 리소스 사용량은 활성화된 추적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
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추적 레벨을 Default(기본값)에서 Full(전체)로 변경하
면 높은 로드에서 CPU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
는 추적 레벨을 Default(기본값)에서 No tracing(추적 안 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클러스터의 모든 가입자를 같은 LAN 또는 MAN에 배치합니다. 클러스터
의 모든 구성원을 같은 VLAN이나 스위치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 클러스터에 IP WAN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이 설명서에 포함되
어 있음) 및 IP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에서 설명하는 대로 IP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관련 특정 지침을 따르십시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Unified CCE의 지원되는 릴리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
해 주십시오.
자세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링 지침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68 페이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이중화, 274 페이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이중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중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
다.
• 2:1 - 기본 가입자 2개마다 공유 백업 가입자 하나를 배치합니다.
• 1:1 - 모든 기본 가입자에 대해 백업 가입자를 배치합니다.
컨택 센터에서는 폰 사용량이 많으며 업그레이드 중에 다운타임이 길어지므로, Unified CCE가 포함
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구축에는 2:1 이중화 방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음 그림에 이러한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통화 처리 가입자만 표시되어 있으며 게시자,
TFTP, MoH(Music on Hold, 통화 대기 음악) 또는 기타 서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가 클러스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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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이중화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의 최신 버전(http://www.cisco.com/go/ucsrnd)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 95: 기본 이중화 방식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옵션은 모두 1:1 가입자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옵션 1은 지원되는 모든 Unified
CM 버전에서 Unified CCE 에이전트 150개 미만을 지원하는 클러스터에 사용됩니다. 옵션 2~5는 규
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클러스터를 보여 줍니다. 이 그림에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8.x 및
Unified CVP(Unified IP IVR 아님)가 포함된 구축의 경우 N은 2,000입니다. Unified IP IVR이 포함된
구축에서는 N이 500입니다. 다른 구축 유형의 경우에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 또는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림 96: 이중화 컨피그레이션 옵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위한 로드 밸런싱
1:1 이중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가입자 및 백업 가입자 쌍에서 디바이스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이중화 그룹 및 디바이스 풀 설정을 사용하
여 기본 가입자의 디바이스 로드 중 절반을 보조 가입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가입자에 대한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0/50 로드 밸런싱을 계획하려면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의 클러스터 용량을 계산한 다음
디바이스 및 통화량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가입자와 백업 가입자로 로드를 분산시킵니다. 기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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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가입자의 장애를 허용하려는 경우 기본 가입자와 보조 가입자의 총 로드가 단일 가입자의 총 로
드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1 이중화 쌍에서는 각 가입자에 에이전트를 절반씩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두 가입자 간에 로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결함성을 제공하려면 가입자 쌍에 대한 Unified
CCE 에이전트 폰, Unified IP Phone, CTI 제한 등이 가입자 VM에 대해 허용되는 제한을 초과하지 않
도록 모든 용량 제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모든 디바이스와 통화량은 모든 활성 가입자에 최대한 동일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nified
CCE 에이전트, CTI 포트, 게이트웨이, 트렁크, 음성 메일 포트 및 기타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모든 가
입자에게 동일하게 분산시키면 정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조 TFTP 서버 및 게이트키퍼 관련 고려 사항과 같은 일반적인 통화 처리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을 참
고해 주십시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에이전트
PG 구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서 에이전트 PG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각 가입자 쌍에 대해 에이전트 PG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가입자는
CTI Manager 서비스를 실행하며 각 에이전트 PG는 해당 가입자 쌍에서 실행되는 CTI Manager
에 연결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기본 가입자 4개가 필요하며 1:1 이중화를 제공하기 위해
4개 백업 가입자가 구축되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97: 각 가입자 쌍에 대해 에이전트 PG 구축

•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단일 에이전트 PG를 구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축 유형
에서는 CTI Manager를 실행하는 가입자 쌍 하나가 필요합니다. CTI Manager 서비스를 실행하는
가입자를 포함하여 모든 가입자에 에이전트 폰을 분산 등록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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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4개가 필요하며 1:1 이중화를 제공하기 위해 4개 백업 가입자가 구축되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98: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단일 에이전트 PG 구축

이 모델의 이점 중 하나는 PG용 서버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PIM이 하나뿐이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입자에 걸쳐 분산되는 팀을 생성함으로
써 수퍼바이저가 클러스터 내의 모든 가입자에 등록된 에이전트 폰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축 유형에서는 클러스터의 리소스 사용률이 약간 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 또는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구축의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크기를 조정해 주
십시오.

Unified Mobile Agent의 크기 조정 관련 고려 사항
Unified Mobile Agent는 컨택 센터 통화당 CTI 포트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CTI 포트 하나는 발신자
엔드포인트를 제어하고 다른 CTI 포트는 선택한 에이전트 엔드포인트를 제어합니다. 실제 RTP 스트
림은 두 엔드포인트 간에 전송되며 이 두 CTI 포트를 통해 브리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CTI 포트를 통해 모바일 에이전트로의 통화를 설정할 때는 로컬 Unified CCE 에이전트로의 통화를
설정할 때에 비해 Unified CM에서 추가적인 통화 처리 활동이 수행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는 고품질 광대역 연결 및 PSTN 폰을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위치에서나 에이전트 데
스크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되는 음성 게
이트웨이가 다른 클러스터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모바일 에이전트는 특정 Unified CCE 주변 장치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에 논리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전트
는 특정 주변 장치에 연결되며, 사용자 맞춤형 수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주변 장치로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습니다.
Unified CCE 구축을 위해 특정 가입자 및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 또는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크기를 조
정할 때는 동시에 로그인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최대 수를 입력합니다. 구성된 모바일 에이전트의
수가 동시에 로그인하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최대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BHCA 및 BHT가 0인 CTI 포
트 유형 1을 입력하여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모바일
에이전트용으로 CTI 포트 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용량 도구에서 CTI 서드파티 제어 회선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지 않은 로컬 에이전트 폰을 고려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 방법 대신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모바일 에이전트를 도구에 입력한 다
음 그에 따라 모바일 에이전트당 BHCA 및 BHT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총 BHCA 및 BHT는 실제 BHCA 및 BHT
를 사용하여 동시에 로그인하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고려할 때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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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Cisco Unified Mobile Agent, 20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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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의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이 장에서는 Unified CCE 네트워크 아키텍처, 네트워크의 구축 특성 및 Unified CCE 네트워크의 프로
비저닝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세그먼트, 연결 유지(하트비트) 트래픽,
흐름 분류, IP 기반 우선순위 지정/세그멘테이션 및 대역폭/레이턴시 요건과 같은 필수 네트워크 아키
텍처 개념을 소개합니다. 또한 WAN 트래픽 흐름에 적절한 QoS(Quality of Service)를 적용하는 방법
을 포함하여 WAN을 통해 이동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프로비저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Unified CCE는 해당 프라이빗 WAN 네트워크 구조 및 표시되는(공용) WAN 네트워크 구
조에 모두 사용되는 전용 포인트투포인트 임대 회선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여 구축합니다.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 특성을 적용하고 내결함성 장애 조치를 위해 여러 경로를 사용하려면 Unified CCE에
는 프라이빗 설비, 이중화된 IP 라우터 및 적절한 우선순위 대기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러 트래픽 클래스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에서는 증분 방식의 전용 네트워크를 다
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 네트워크는 비용 및 운영면에
서 모두 효율적이며, 이러한 지원은 Cisco Powered Networks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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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필요한 레이턴시 및 대역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 QoS 인식 공용 네트워크 및 통합 QoS
인식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하여 Unified CCE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Unified
CCE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 둘 다에 적용되는 QoS 표시, 대기 및 셰이
핑 지침을 제공합니다.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는 QoS용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모델을 사용합니다. DiffServ
는 트래픽을 서로 다른 클래스로 분류하며 각 네트워크 노드에서 트래픽 클래스에 특정 전달 처리를
적용합니다.
Unified CCE를 올바르게 구축하려면 QoS의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구현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필요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대역폭 지침과 관련 예제를 제공합니다.
관련 항목
아키텍처 개요, 1 페이지

Unified CCE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요
Unified CCE는 탄력적인 분산형/내결함성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요건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Unified CCE 네트워크를 올바르게 설계하려면 적절한 대
역폭, 낮은 레이턴시, 그리고 특정 UDP 및 TCP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우선순
위 지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계 요건을 충족하면 이중화된 Unified CCE 노드 간에 내결함성
메시지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전반에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 상태 데이
터(라우팅 메시지, 에이전트 상태, 통화 통계, 트렁크 정보 등)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를
사용하려면 정확한 상태 업데이트 및 실시간 보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 컨트롤러에 PG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 구축에서 WAN 및 LAN 트래픽은 다음 범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
음성 통화(음성 캐리어 스트림)는 PSTN 게이트웨이 포트, Unified IP IVR Q 포인트(포트) 및 IP
폰과 같은 여러 엔드포인트 간의 실제 음성 샘플을 포함하는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패킷으로 구성됩니다. 이 트래픽에는 무음으로 모니터링 및 녹음되는 에이전트 통화의 음성 스
트림이 포함됩니다.
• 통화 제어 트래픽
통화 제어는 통화에서 사용되는 엔드포인트에 따라 MGCP 또는 TAPI/JTAPI와 같은 여러 프로
토콜 중 하나에 속하는 패킷으로 구성됩니다. 통화 제어에는 통화를 설정, 유지 관리, 분할 또는
리디렉션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nified CCE의 경우 제어 트래픽에는 에이전트 또는
서비스와 같은 주변 장치 대상 및 Unified IP IVR 포트와 같은 기타 미디어 종료 리소스로 음성
통화를 라우팅하는 라우팅 및 서비스 제어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변 장치 리소스 상태의
실시간 업데이트도 포함됩니다.
•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트래픽은 에이전트 데스크톱으로 전송되는 이메일, 웹 활동 및 CTI 데이터베이스 애플
리케이션 트래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우선순위 데이터에는 보고 및 컨피그레이
션 업데이트 이벤트와 같은 실시간이 아닌 시스템 상태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다음 항목 간에 사용되는 데이터 흐름 및 대역폭의 유형에 대해 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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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CE CC(중앙 컨트롤러)
• PG나 CC의 A측 및 B측
•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Finesse, CTI OS 또는 Cisco Agent Desktop 서버
이러한 WAN 세그먼트용으로 우선순위 지정 방식을 구현하고 필요한 대역폭을 추정할 수 있도록 지
침과 예제가 제공됩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흐름에서는 통화 제어 및 데이터 트래픽이 캡슐화됩니다. 미디어(음성 및 비디
오) 스트림은 주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와 해당 엔드포인트 사이에서 유지 관리되
므로, 이 장에서는 음성 및 비디오 프로비저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Unified CCE 에이전트로의 통화에서 생성되는 음성 RTP 스트림 및 여러 프로토콜에서 생성되는 관
련 통화 제어 트래픽의 추정 대역폭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
/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
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데이터 트래픽 및 미션 크리티컬 트래픽은 사용되는 특정 통합 및 구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
트래픽용의 적절한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netsol/ns742/
networking_solutions_program_category_home.html 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및 QoS(Quality of Service) 관
련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세그먼트
Unified CCE에서 사용되는 내결함성 아키텍처에는 두 개의 독립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별도
의 경로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시스템 간의 동기화를 유지 관리 및 복원하고 MDS(메시지
전송 하위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통신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공용 네트워크는
각각의 동기화되는 시스템과 외래 시스템측 간에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또한 공용 네트워크는 내결
함성 소프트웨어가 노드 결함과 네트워크 결함을 구분하기 위한 대체 네트워크로도 사용됩니다.

참고

공용 네트워크 및 표시되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이 문서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인 시그널링 액세스 네트워크는 캐리어 네트워크(PSTN)와도 직접 상호작용하며
Unified CCE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Unified CCE 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시그널링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고

Cisco Unified CCH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컨택 센터용 Cisco HCS를 사용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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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는 듀플렉스 PG 및 듀플렉스 중앙 컨트롤러가 포함된 Unified CCE 시스템의 기본 네트워
크 세그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A측과 B측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림 99: Unified CCE 시스템의 공용 네트워크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 세그먼트 예제

위의 그림에는 다음 참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중앙 컨트롤러 또는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의 듀플렉스측 간에 Unified CCE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이 트래픽은 기본적으로 동기화된 데이터 및 제어 메시지로 구성되며, 격
리된 상태에서 복구할 때 듀플렉스측을 다시 동기화하는 데 필요한 상태 전송도 포함합니다.
WAN을 통해 구축하는 경우 Cisco Unified CCE의 전반적인 응답성을 높이려면 프라이빗 네트워
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엄격한 레이턴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프라이빗 네
트워크 링크에서는 IP 기반 우선순위 대기 또는 QoS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용 네트워크는 중앙 컨트롤러와 콜센터(PG와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간에 트래픽을 전송합니
다. 또한 공용 네트워크는 중앙 컨트롤러의 양측이 서로 격리되는 경우 제어권을 유지하는 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앙 컨트롤러 대체 경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네트워크는 동기
화 제어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공용 네트워크 WAN 링크에는 콜센터의 PG
와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대역폭도 있어야 합니다. 레이턴시와 지터 둘 다
에 대해 허용되는 결함 범위 내에서 Unified CCE 트래픽 클래스가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공용
네트워크의 IP 라우터는 IP 기반 우선순위 대기 또는 QoS를 사용해야 합니다.
• 중앙 컨트롤러의 특정 측에 로컬인 콜센터(PG와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공용 이더넷을 통해 로
컬 중앙 컨트롤러측에 연결되며 공용 WAN 링크를 통해 원격 중앙 컨트롤러측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정렬에서는 공용 WAN 네트워크가 A측과 B측 간의 연결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
라 브리지를 구축하여 PG와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중앙 컨트롤러 LAN 세그먼트에서 격리하면
LAN 정전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내결함성을 유지하려면 프라이빗 WAN 링크가 공용 WAN 링크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
어야 합니다. 즉, 별도의 IP 라우터, 네트워크 세그먼트 또는 경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독립적
인 WAN 링크를 사용하면 공용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 간에 단일 장애 포인트를 완전하
게 격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체에서 PG와 CC(Central Controller, 중앙 컨트롤러) 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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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라우팅되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공용 네트워크 WAN 세그먼트를 구
축해 주십시오. 여러 PG 및 CC 간 세션에 대해 공통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경로는 사용하지 마
십시오. 이러한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 공통 장애 포인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IP 기반 우선순위 지정 및 QoS
Unified CCE 구축의 공용 네트워크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포함된 각 WAN 링크에는 우선
순위 지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두 가지 우선순위 지정 방식은 IP 기반 우선순위 지정 및 QoS
입니다. 트래픽 우선순위 지정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낮은 대량의 트래픽이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보다 먼저 도착하여 수신측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이 지연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저속 네트워크 흐름에서는 크기가 1,500바이트인 패킷 등 단일 대형 패킷이 네트워크
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후속 패킷이 지연되는 시간)이 100ms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하트비트가 손실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은 우선순위가 낮은 트래픽에 대해 더 작은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최대 전송 단위) 크기
를 사용함으로써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이 더 빨리 전송되도록 합니다. 회선의 MTU 크기는 PG 설
정 시 구성한 회선 대역폭의 함수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계산됩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지정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항상 통화 시간이 초과되며, 애플리케이
션 로드가 증가하거나 보다 심각한 경우 네트워크에서 공유 트래픽이 발생할 때 하트비트 손실로 인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레이턴시가 매우 길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전송측에서 애플리케이
션 버퍼 풀이 소진되는 현상도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Unified CCE 애플리케이션은 높음, 중간, 낮음의 3개 우선순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QoS 개념이 도
입되기 전에 네트워크는 소스 및 대상 IP 주소로 식별되는 2개 우선순위만을 실제로 인식했으며, 우
선순위가 높은 트래픽은 별도의 IP 대상 주소로 전송되었습니다. UDP 하트비트의 경우에는 우선순
위가 네트워크의 특정 UDP 포트 범위로 식별됩니다. IP 기반 우선순위 지정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IP 주소가 지정된 TCP 패킷 및 UDP 하트비트를 다른 트래픽보다 우선적으로 처리
하는 방식의 우선순위 대기를 통해 IP 라우터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총 대역폭 중 90%가 우선순위가 높은 대기열에 부여됩니다.
QoS가 활성화된 네트워크는 IP 주소가 아닌 QoS 표식을 기준으로 하여 패킷에 우선순위가 지정된 처
리(대기, 예약, 정책 지정)를 적용합니다. Unified CCE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및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
용으로 레이어 3 DSCP의 표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Unified CCE에서 제공되는 트래픽 표식을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가 QoS를 인식하므로 각 NIC(Network Interface Controller,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컨트롤러)에서 이중 IP 주소를 더 이상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대신 네트
워크 경계에서 트래픽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IP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액세스 제어 목록을 통해 패
킷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중 IP 컨피그레이션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Microsoft Windows 패킷 스케줄러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레이어 2 802.1p 표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
다(PG/중앙 컨트롤러 트래픽에만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표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icrosoft
Windows 패킷 스케줄러는 Unified CCE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되거나 적절하게 연동되지 않으
며, 향후 버전에서는 해당 지원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802.1p 표식은 널리 사용되지도 않으며 DSCP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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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트래픽을 표시할 위치, 288 페이지

UDP 하트비트 및 TCP 연결 유지
UDP 하트비트 설계는 주로 회선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트비트 손
실 방향에 따라 연결 양쪽 말단 중 하나에서 탐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의 양쪽 말단에서는 주
기적 간격(대개 100ms 또는 400ms마다)으로 반대쪽 말단에 하트비트를 보냅니다. 각 말단은 반대쪽
말단에서 유사한 하트비트를 찾습니다. 각 말단은 하트비트 기간이 5회 반복될 때까지 하트비트를
수신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소켓 연결을 닫습니다. 이 시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결이 닫히는 측에서 TCP 재설정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하트비트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하트비트 전송 프로세스가 실패하는 경우
• 전송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VM이 종료되는 경우
• UDP 패킷에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하트비트에는 여러 매개변수가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매개변수는 시스템 기본값으로 설정
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결 설정 시에 지정되는 값도 있고, Microsoft Windows 2008 레지스트리
에서 값을 설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값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트비트 간 시간
• 시스템에서 회선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누락된 하트비트 수(현재
5로 하드 코드됨)
이중화된 구성 요소 간의 하트비트 간격 기본값은 100ms입니다. 특정 연결측이 반대측의 회선 장애
를 500ms 이내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 사이트와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간의 기본 하트비트 간격
은 400ms입니다. 이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 회선 장애 임계값에 도달하는 데 2초가 걸립니다.
Unified CCE QoS 구현에서는 중앙 컨트롤러를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는 공용 네트워크의
TCP 연결 유지 메시지가 UDP 하트비트를 대체합니다.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는 일관된 하
트비트 또는 연결 유지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반면, 프라이빗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는 연결 유지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QoS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TCP 연결 유지 메시지
가 전송되고 그렇지 않으면 UDP 하트비트가 유지됩니다.
TCP 스택에서 제공되는 TCP 연결 유지 기능은 비활성 상태를 탐지한 다음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측
을 종료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연결이 유휴 상태로 유지되면 TCP 연결 유지 기능이 연결을 통해 프
로브 패킷(연결 유지 패킷)을 전송합니다. 반대측의 연결 유지 응답이 수신되지 않으면 연결은 다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Microsoft Windows 2012에서는 연결당 연결 유지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Unified CCE 공용 연결의 경우 연결 유지 시간 초과는 5*400ms로 설정되며, 이 시간은 UDP 하
트비트의 장애 탐지 시간인 2초와 일치합니다.
QoS가 활성화된 TCP 연결 유지 기능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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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네트워크에서 라우터가 네트워크 혼잡 상황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TCP와
UDP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UDP 하트비트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혼잡으로 인해 시간이 초과되어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UDP 하트비트를 사용하는 경우 방화벽 환경에서 구축이 복잡해집니다. 하트비트 통신용으로
동적 포트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포트 번호가 개방되므로 방화벽 보안이 취약해집니
다.

HSRP가 활성화된 네트워크
Unified CCE 서버에 구성된 기본 게이트웨이에 HSRP(Hot Standby Router Protocol)가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다음 요건을 따르십시오.
• HSRP 대기 시간 및 관련 처리 지연을 하트비트 간격(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는 100ms, 공용 네
트워크에서는 400ms)의 5배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이 수준을 사용하면 HSRP 활성 라우터 전환
중에 Unified CCE 프라이빗 네트워크 통신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합 지연이 프라이빗 네트워크 또는 공용 네트워크 중단 알림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HSRP 장애 조치 시간이 네트워크 중단 탐지의 임계값을 초과하여 장애 조
치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HSRP 컨피그레이션에 기본 및 보조 경로 라우터가 지
정되어 있는데 기본 경로 라우터가 장애 조치되면 HSRP는 가능한 경우 기본 경
로를 복구합니다. 이러한 복구로 인해 두 번째 프라이빗 네트워크 중단이 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RP 통합 지연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경우 500ms, 공용 네트워크의 경우 2초에 가까
운 기본 및 보조 경로 라우터 지정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통합 지연이 탐지된 임계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 투명한 방식으로 HSRP 장애 조치가 수행되므로 기본 설
정 경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경로 값과 비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활성화된 라우터를 대칭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대역폭과 비용을 고려할 때 특정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경로 전환
이 투명하게 수행되는 경우에는 기본 경로와 라우터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ified CCE 내결함성 설계에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공용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해
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네트워크 트래픽 유형을 다른 네트워크 링크로 장애 조치하도록 HSRP
를 구성하지 마십시오.
• HSRP를 사용하여 Unified CCE의 대역폭 요건을 항상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동작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로드 공유용으로 HSRP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장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링크에 Unified CCE용으로 충분한 대역폭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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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VP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클러스터 내의 엔드포인트 간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를 지원합니다. 통화 허용 제어용 프로토콜인 RSVP는 네트워크의 라우터에서 통화용 대역
폭을 예약하는 데 사용됩니다.
RSVP는 폰과 같은 LAN에 있는 두 RSVP 에이전트 간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RSVP 에이전트는 Cisco
ISO 라우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MTP(미디어 종료 포인트)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 의해 제어되며 전화를 걸 때 두 폰 간의 미디어 스트림에 삽입됩니다. 전화를 거는 폰의 RSVP 에
이전트는 네트워크를 통과해 대상 폰의 RSVP 에이전트로 이동하며 대역폭을 예약합니다. 네트워크
라우터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대신 대역폭 사용량을 추적하므로 여러 클러스터에서 통
화를 제어하는 경우에도 여러 폰의 통화가 같은 RSVP 제어 링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클러스터가 같은 원격 사이트에서 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에서 RSVP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IP 콜센터를 처리하기 위한 클러스터가 할당되는 경우가 이러한 시나리오에 해당됩
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각기 다른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같은 사무실의 두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RSVP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의 대역폭 계산 작업을 네트워크 라우터로 오프로
드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RSV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cisco.com/go/ucsrnd)을 참고해 주십시오.

트래픽 흐름
이 섹션에서는 공용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트래픽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활성 PG는 개별 콜센터 사이트에서 에이전트, 통화, 대기열 등과 관련된 상태 정보를 사용하여 중앙
컨트롤러 통화 라우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PG 및 중앙 컨트롤러 간의 트래픽 유형
은 실시간 트래픽입니다. 또한 PG는 PG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15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기록 데이터
를 보냅니다. 기록 데이터는 우선순위가 낮지만 다음 간격이 시작되기 전에 중앙 사이트로의 이동을
완료하여 다음 30분 동안의 데이터 이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PG 시작 시에는 PG가 모니터링해야 하는 에이전트, 트렁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 사이트에서
해당 컨피그레이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네트워
크 트래픽이 매우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PG에서 중앙 컨트롤러로의 트래픽 흐름은 다음과 같은 개별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 - 라우팅 및 DMP(Device Management Protocol) 제어 트래픽이 포함됩니
다. 이 트래픽은 우선순위가 높은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TCP에서 전송됩니다.
• 하트비트 트래픽 - 우선순위가 높은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며 39500~39999 포트 범위에서 전송
되는 UDP 메시지입니다. 하트비트는 PG와 중앙 컨트롤러 간에 400ms 간격으로 양방향 전송됩
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286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대역폭 및 레이턴시 요건

• 중간 우선순위 트래픽 - PG에서 중앙 컨트롤러로의 실시간 트래픽 및 컨피그레이션 요청이 포
함됩니다. 중간 우선순위 트래픽은 우선순위가 높은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TCP에서 전송됩
니다.
• 낮은 우선순위 트래픽 - 기록 데이터 트래픽, 중앙 컨트롤러로부터의 컨피그레이션 트래픽 및
통화 닫기 알림이 포함됩니다. 낮은 우선순위 트래픽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공용 IP 주소를 사
용하여 TCP에서 전송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
중요 MDS(Message Delivery Service) 클라이언트(라우터 또는 OPC)를 대상으로 하는 트래픽은 프라
이빗 네트워크의 반대측에 복사됩니다.
프라이빗 트래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우선순위 트래픽 - 라우팅, MDS 제어 트래픽 및 PIM CTI 서버, 로거 등의 MDS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서 전송되는 기타 트래픽이 포함됩니다. 이 트래픽은 우선순위가 높은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TCP에서 전송됩니다.
• 하트비트 트래픽 - 우선순위가 높은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며 39500~39999 포트 범위에서
전송되는 UDP 메시지입니다. 하트비트는 듀플렉스측 간에 100ms 간격으로 양방향 전송됩니다.
• 중간/낮은 우선순위 트래픽 - 중앙 컨트롤러의 경우 이 트래픽에는 라우팅 클라이언트에서 제공
되는 공유 트래픽과, 통화 라우터 상태 전송(독립 세션)을 비롯한 비경로 제어 통화 라우터 메시
지가 포함됩니다. OPC(PG)의 경우 이 트래픽에는 공유 비경로 제어 주변 장치 및 보고 트래픽이
포함됩니다. 이 트래픽 클래스는 각각 중간 및 낮은 우선순위로 지정된 TCP 세션에서 우선순위
가 높지 않은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 상태 전송 트래픽 - 라우터, OPC 및 기타 동기화된 프로세스의 상태 동기화 메시지입니다. 이 트
래픽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TCP에서 전송됩니다.

대역폭 및 레이턴시 요건
중앙 컨트롤러(통화 라우터)와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간에 전송되는 트래픽의 양은 대개 해당 사이트
의 통화 로드 함수입니다. 하지만 시작 컨피그레이션 로드와 같은 일시적인 경계 조건과 특정 컨피그
레이션 크기도 트래픽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역폭 계산기 및 크기 조정 공식을 사용하면
대역폭 요건을 훨씬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및 표시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요건에 대한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ACD와 VRU가 모두 포함된 사이트에는 주변 장치가 2개 있으며, 대역폭 요건 계산에서는 두 주변 장
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초당 10건의 통화를 처리하는 4개 주변 장치가 포함된 사
이트의 경우 보통 대역폭을 320kbps로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역폭을 통화당 1,000바이트로 설
정하지만, 시스템이 작동 상태가 된 후 실제 동작을 모니터링하여 대역폭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
다. Unified CCE는 각 경로의 중앙 컨트롤러측과 PG측 둘 다에서 데이터 전송 통계를 측정합니다.
대역폭과 마찬가지로 특정 레이턴시 요건도 보장되어야 Unified CCE가 설계대로 작동합니다. 듀플
렉스 중앙 컨트롤러 및 PG 노드가 포함된 측면 간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최대 단방향 레이턴시는 1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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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50ms 권장). PG 및 CC 간 경로가 설계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최대 단방향 레이턴시를 200ms
로 설정해야 합니다. Unified CCE 사후 라우팅 및/또는 변환 경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레
이턴시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Unified CCE 대역폭 및 레이턴시 설계는 전적으로 기본 IP 우선순위 지정 방식
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절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WAN 연결이 실패합니다. Cisco Unified CCE
지원 팀에는 적절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구축 인증을 위한 특정 수준의 대역폭 사용률 모델링을 수
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도구(예: 클라이언트/서버)가 있습니다.
최종 네트워크 설계에 따라서는 다른 DNP 외 트래픽 흐름에 맞는 Unified CCE 트래픽 우선순위를 지
정할 수 있도록 공유 네트워크 환경에서 IP 대기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대기 전략은 전적으로
트래픽 프로파일 및 대역폭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제품의 엄격한 대역폭/레이턴시/우선순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유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 인사말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전반의 레이턴시가 더 짧아야 합니다. 예
를 들어 에이전트 인사말 기능을 설계대로 지원하려면 PG 및 CC 간 경로의 최대 단방향 레이턴시를
50ms로 설정해야 합니다.

QoS(Quality of Service)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CE QoS 솔루션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하는 계획 및 컨피그레이션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트래픽을 표시할 위치
QoS를 계획할 때는 Unified CCE 또는 네트워크 경계에서 트래픽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옵션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Unified CCE에서 트래픽을 표시하면 IP 라우터 및
스위치에서 트래픽을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목록이 저장됩니다.

참고

Unified CCE 8.5에서는 패킷 스케줄러를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릴리스에서는 패킷 스케줄러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 옵션은 제거될 예정입니다.
Unified CCE에서 트래픽을 표시하는 경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표시를 변경하기가 어렵습
니다. 예를 들어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표식 값을 변경하려면 모든 PG에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령 PG가 30개보다 많은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모든 변경을 수행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
합니다. 둘째로, 액세스 레이어 라우터 및 스위치에서 QoS 신뢰를 활성화해야 하므로 표식 수준이 매
우 많은 악의적인 패킷이 네트워크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참고

Windows에서는 그룹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여 QoS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패킷에 DSCP 수준
3 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tive Directory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하
는 Microsoft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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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네트워크 경계에서 트래픽에 표시를 하면 표식 정책을 중앙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액
세스 레이어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Unified CCE 패킷을 인식하기
위한 액세스 목록을 정의하는 데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경계 라우터 또는 스위치의 액세스
목록 정의 기준은 표 23: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 표식(기본값) 및 레이턴시 요건, 290 페이지, 표 24: 라
우터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 표식(기본값) 및 레이턴시 요건, 290 페이지 및 표 25: PG 프라이빗 네
트워크 트래픽 표식(기본값) 및 레이턴시 요건, 291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표에서는 포트 번호가
참조용으로 제공되지만, Unified CCE 트래픽 인식용 액세스 목록에서는 포트 번호를 사용하면 안 됩
니다. 포트 번호를 사용하면 액세스 목록이 매우 복잡해지며, 새 고객 인스턴스가 시스템에 추가될
때마다 액세스 목록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일반적인 Unified CCE 구축에서는 각 가상 NIC에 대해 IP 주소 3개가 구성되며 Unified CCE 애플
리케이션은 이 주소 중 2개를 사용합니다. 포트 번호는 액세스 목록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PCAnywhere 또는 VNC를 사용하는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원격 모니터링 트래픽이 실제 Unified
CCE 트래픽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세 번째 IP 주소를 사용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트래픽을 표시할 방법, 289 페이지

트래픽을 표시할 방법
필요한 경우 기본 Unified CCE QoS 표식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각각 공용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의 각 우선순위 흐름과 연관된 기본 표식, 레이턴시 요건, IP 주소 및 포트가 나와 있
습니다. 여기서 i#은 고객 인스턴스 번호를 나타냅니다. 공용 네트워크에서 중간 우선순위의 트래픽
은 높은 우선순위의 공용 IP 주소와 함께 전송되며 높은 우선순위 트래픽과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반
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트래픽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프라이빗 IP 주소와 함께 전송
되며 낮은 우선순위 트래픽과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Cisco Unified Communication 패킷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guides/
UCgo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Cisco에서는 음성 제어 프로토콜 표시를 DSCP 26(PHB AF31)에서 DSCP 24(PHB CS3)로 변경하
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시그널링 트래픽이 계속 DSCP 26(PHB
AF31)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표시가 모두 변경될 때까지는 통화 시그널링용으로 AF31 및
CS3을 모두 예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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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 표식(기본값) 및 레이턴시 요건

우선순
위

서버측 IP 주소 및 포트

단방향 레이
턴시 요건

DSCP/802.1p
표식

높음

IP 주소: 라우터의 높은 우선순위 공용 IP 주소

200ms

AF31/3

1,000ms

AF31/3

5초

AF11/1

TCP 포트:
• A의 DMP 높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0003+(i#*40)
• B의 DMP 높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1003+(i#*40)
UDP 포트: Unified CCE에서 QoS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
우 UDP 하트비트용 39500~39999
중간

IP 주소: 라우터의 높은 우선순위 공용 IP 주소
TCP 포트:
• A의 DMP 높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0017+(i#*40)
• B의 DMP 높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1017+(i#*40)

낮음

IP 주소: 라우터의 높지 않은 우선순위 공용 IP 주소
TCP 포트:
• A의 DMP 낮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0002+(i#*40)
• B의 DMP 낮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1002+(i#*40)

표 24: 라우터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 표식(기본값) 및 레이턴시 요건

우선순
위

서버측 IP 주소 및 포트

단방향레이턴 DSCP/802.1p
표식
시 요건

높음

IP 주소: 라우터의 높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IP 주소
TCP 포트: MDS 높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1005+(i#*40)

100ms(기본 설 AF31/3
정 50ms)

IP 주소: 라우터의 높지 않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IP 주소

1,000ms

중간

TCP 포트: MDS 중간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1016+(i#*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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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위

서버측 IP 주소 및 포트

단방향레이턴 DSCP/802.1p
표식
시 요건

낮음

IP 주소: 라우터의 높지 않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IP 주소

1,000ms

AF11/1

TCP 포트:
• MDS 낮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1004+(i#*40)
• CIC StateXfer 연결의 경우 41022+(i#*40)
• CLGR StateXfer 연결의 경우 41021+(i#*40)
• HLGR StateXfer 연결의 경우 41023+(i#*40)
• RTR StateXfer 연결의 경우 41020+(i#*40)

표 25: PG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 표식(기본값) 및 레이턴시 요건

우선순
위

서버측 IP 주소 및 포트

단방향 레이턴 DSCP/802.1p
표식
시 요건

높음

IP 주소: PG의 높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IP 주소

100ms(기본 설 AF31/3
정 50ms)

TCP 포트:
• PG 1의 MDS 높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3005+(i#*40)
• PG 2의 MDS 높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5005+(i#*40)
중간

IP 주소: PG의 높지 않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IP 주소

1,000ms

AF11/1

1,000ms

AF11/1

TCP 포트:
• PG 1의 MDS 중간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3016+(i#*40)
• PG 2의 MDS 중간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5016+(i#*40)
낮음

IP 주소: PG의 높지 않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IP 주소
TCP 포트:
• PG 1의 MDS 낮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3004+(i#*40)
• PG 2의 MDS 낮은 우선순위 연결의 경우 45004+(i#*40)
• PG 1의 OPC StateXfer의 경우 3023+(i#*40)
• PG 2의 OPC StateXfer의 경우 45023+(i#*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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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컨피그레이션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CE 시스템 내 여러 디바이스에 대한 몇 가지 QoS 컨피그레이션 예제를 제공
합니다.

Unified CCE에서 QoS 활성화
QoS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 표시되는 공용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는 QoS를 비활성화합니다. 대다수 구축에서 표시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QoS를 비활성화하면 장애 조치를 제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Windows 그룹 정책을 사용하거나 IP 경계 라우터에서 표식을 활성화하여 컨택 센터 애플리케이
션 외부에 QoS 표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치 중에 라우터에서 QoS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IOS 디바이스의 QoS 컨피그레이션
이 섹션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QoS 컨피그레이션 예제를 제공합니다. 캠퍼스 네트워크 설계, 스위
치 선택 및 QoS 컨피그레이션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nterprise QoS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아래 예제의 표식 값, 대역폭 데이터 및 대기 정책은 설명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변경을 수행하지 않고 예제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어서는 안 됩니다.

IP 스위치에서 802.1q 트렁크 구성
802.1p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며 NIC에서 표시되는 네트워크에 대해 802.1p 태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Unified CCE 서버가 연결하는 스위치 포트는 다음 컨피그레이션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02.1q
트렁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switchport mode trunk
switchport trunk encapsulation dot1q
switchport trunk native vlan [data/native VLAN #]
switchport voice vlan [voice VLAN #]
switchport priority-extend trust
spanning-tree port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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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신뢰 구성
Unified CCE DSCP 표식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IP 스위치 포트에서 신
뢰가 활성화됩니다.
mls qos
interface mod/port
mls qos trust dscp
표시된 트래픽에 작동하도록 대기 정책 구성
공용 네트워크, 즉 표시되는 네트워크를 예제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의 클래스 맵은 두 표식 레벨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레벨은 높은 우선순위 트래픽용 AF31 및 낮은 우선순위 트래픽용 AF11입니다.
AF31은 기본적으로 높은 우선순위 트래픽과 동일하게 표시되므로 중간 우선순위 공용 네트워크 트
래픽도 포함합니다.
class-map match-all Unified ICM_Public_High
match ip dscp af31
class-map match-all ICM_Public_Low
match ip dscp af11
링크를 Unified CCE 공용 트래픽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책 맵은 ICM_Public_High 트래픽을 우선
순위 대기열에 저장합니다. 이때 보장되는 최소 및 최대 대역폭은 500kbps입니다. 또한 ICM_Public_Low
트래픽은 일반 대기열에 추가하며, 최소 대역폭은 250kbps입니다.
policy-map ICM_Public_Queuing
class ICM_Public_High
priority 500
class ICM_Public_Low
bandwidth 250
priority percent 및 bandwidth percent 명령을 사용하여 백분율을 기준으로 대역폭을 할당할 수도 있
습니다. 우선순위 대기열에 링크 대역폭의 90%를 할당합니다.
공유 링크의 경우 대역폭 프로비저닝 섹션에서 소개하는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각 우선순위 레
벨의 대역폭 요건을 계산한 다음 동일한 대기열의 CCE 외 트래픽 할당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Unified CM ICCS 트래픽과 RTP 트래픽 간에 링크가 공유되고, 이러한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이 각
각 600kbps와 400kbps이며, 장애 조치 시 이 링크가 프라이빗 트래픽도 제공하고 높은 우선순위 및 낮
은 우선순위 프라이빗 Unified CCE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이 각각 200kbps 및 100kbps인 경우의 컨
피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policy-map Converged_Link_Queuing
class RTP
priority 400
class ICCS
bandwidth 600
class ICM_Public_High
bandwidth 500
class ICM_Public_Low
bandwidth 250
class ICM_Private_High
bandwidth 200
class ICM_Private_Low
bandwidt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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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percent 및 bandwidth percent 명령을 사용하여 백분율을 기준으로 대역폭을 할당할 수도 있습
니다. 링크를 Unified CCE 트래픽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링크 대역폭의 90%를 우선순위 대기
열에 할당합니다. 공유 링크의 경우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하여 각 우선순위 레벨의 대역폭 요건을
계산한 다음 동일한 대기열의 CCE 외 트래픽 할당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정책이 나가는 인터페이스에 적용됩니다.
interface mod/port
service-policy output ICM_Public_Queuing
트래픽을 표시하는 표식 정책 구성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Unified CCE에서 트래픽을 표시하는 대신 네트워크 경계에서 트래픽을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Unified CCE 트래픽 흐름을 인식하도록 액세스 목록을 정의합
니다.
access-list 100 permit tcp host Public_High_IP any
access-list 100 permit tcp any host Public_High_IP
access-list 101 permit tcp host Public_NonHigh_IP any
access-list 101 permit tcp any host Public_NonHigh_IP
그런 다음 클래스 맵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분류합니다.
class-map match-all ICM_Public_High
match access-group 100
class-map match-all ICM_Public_Low
match access-group 101
세 번째 단계로 정책 맵을 사용하여 표식 정책을 정의합니다.
policy-map ICM_Public_Marking
class ICM_Public_High
set ip dscp af31
class ICM_Public_Low
set ip dscp af11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인터페이스에 표식 정책을 적용합니다.
interface mod/port
service-policy input ICM_Public_Marking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295 페이지

QoS 성능 모니터링
QoS가 활성화된 프로세스를 작동 및 실행하면 Microsoft Windows PerfMon(Performance Monitor, 성능
모니터)을 사용하여 기본 링크와 연결된 성능 카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PerfMon 사용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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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프로비저닝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CE 시스템의 대역폭 프로비저닝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용 네트워크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대역폭 요건
이 섹션에서는 공용 네트워크(표시되는 네트워크)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대역폭 크기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용 네트워크 대역폭
다음과 같은 공용 네트워크 링크의 대역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도구가 제공됩니다.
•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에서 Unified CM PG로의 대역폭
Cisco 파트너 및 Cisco 직원은 ACD/CallManager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에서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로의 대역폭 계산기를 사용하여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와 Unified CM 간에 필요한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Steps to Success 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적절한 로그인
인증을 거쳐야 사용 가능합니다.
•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에서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PG로의 대역폭
Cisco 파트너 및 Cisco 직원은 VRU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에서 Unified 중앙 컨트롤러로의 대역
폭 계산기를 사용하여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와 VRU PG 간에 필요한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Steps to Success 포털을 통해 제공됩니다.
현재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의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PG 간의 통신을 직접적
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VRU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에서 Unified
중앙 컨트롤러로의 대역폭 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추정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
과를 얻으려면 Average number of RUN VRU script nodes(VRU 실행 스크립트 노드의 평균 수) 필드
에 Unified CVP와 상호작용하는 Unified CCE 스크립트 노드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프라이빗 네트워크 대역폭
다음 표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링크 및 대기열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나
와 있습니다.

참고

모든 경우의 최소 링크 크기는 1.5 Mbps(T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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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프라이빗 네트워크 대역폭 계산용 워크시트

구성 요소

유효 BHCA

곱셈 계수

계산된 링크 곱셈 계수

계산된 대기
열

참고

라우터+로거

*30

*0.8

총 라우터+
로거 높은 우
선순위 대기
열 대역폭

Unified CM
주변 장치

*100

*0.9

Unified IP
IVR 주변 장
치

*60

*0.9

Unified CVP
주변 장치

*120

*0.9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주변 장치

*((변수의 수
*평균 변수
길이)/40)

*0.9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더한 총계를
아래 상자에
입력하면 PG
높은 우선순
위 대기열 대
역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 링크 크기

총 PG 높은
우선순위 대
기열 대역폭

구축에서 프라이빗 통신을 위해 사이트 간에 전용 링크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링크 크기를 더하
여 총 링크 크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구축에서 라우터/로거 트래픽과 PG 트래픽에 대해 각각 별도의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우터/로거 요건의 첫 번째 행에서 다른 행의 값을 더하면 PG
프라이빗 링크 요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와 로거의 경우 컨퍼런스 및 전송을 포함한 콜센터의 총 BHCA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컨퍼런스 또는 전송 비율이 10%인 BHCA 인그레스 10,000의 경우 유효 BHCA가 11,000이 됩니다.
주변 장치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주변 장치의 유효 BHCA(유효 로드)를 별도로 추정하여 해당 주변 장
치의 링크 및 대기열 크기를 계산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지정된 PG의 모든 주변 장치 값을 더하여 해
당 PG에 필요한 대역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G에 Unified CVP 주변 장치 4개와 Unified
CM 주변 장치 1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PG에 필요한 대역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Unified CM 주변 장치의 BHCA에 100을 곱합니다.
2 4개 Unified CVP 주변 장치 각각의 BHCA를 확인합니다.
3 Unified CVP의 BHCA를 모두 더한 다음 120을 곱합니다.
4 Unified CM 및 Unified CVP의 값을 더하여 해당 PG에 필요한 대역폭을 구합니다.
각 주변 장치 유형의 유효 BHCA를 추정하려면 다음 지침을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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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M - 최종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전송되거나 Unified CM을 통해 제어되는 Unified CCE
경로 포인트를 통해 유입되는 모든 통화를 포함합니다. 이 값은 각 통화가 경로 포인트로 유입
되며 최종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전송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0건의 BHCA 인그레스
통화가 경로 포인트로 유입되어 에이전트에게 전송되며 컨퍼런스 또는 전송 비율이 10%인 경
우의 유효 BHCA는 11,000입니다.
• Unified IP IVR - 통화 처리 및 대기에 해당하는 총 BHCA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10,000건의
BHCA 인그레스 통화가 처리 후 종료되며 40%는 대기열에 추가되는 경우의 유효 BHCA는 14,000
입니다.
• Unified CVP - Unified CVP를 통해 유입되는 통화 처리 및 대기에 해당하는 총 BHCA를 예측합
니다. 이 계산에서는 통화 처리율이 100%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0건의 BHCA 인그레
스 통화가 종료되며 그 중에서 40%가 대기열에 추가되는 경우의 유효 BHCA는 14,000입니다.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변수의 경우에는 통화 및 ECC 변수의 수와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를 통해 라우팅되는 모든 통화의 변수 길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프라이빗 대역폭 계산의 예제
아래 표에는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결합된 전용 프라이빗 링크의 계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 컨택 센터로 유입되는 BHCA는 10,000건입니다.
• Unified IP IVR은 통화를 100% 처리하여 종료시키며, 그 중 40%는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 모든 통화는 끊기는 경우가 아니면 에이전트에게 전송됩니다. 에이전트에게 전송되는 통화 중
10%는 전송 또는 컨퍼런스입니다.
• Unified IP IVR 4개가 통화를 처리 및 대기하며 PG 쌍 하나가 이러한 IVR을 지원합니다.
• Unified CM PG 쌍 하나가 총 900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
• 40바이트 통화 변수 10개와 40바이트 ECC 변수 10개가 사용됩니다.
표 27: 결합된 전용 프라이빗 링크의 계산 예제

구성 요소

유효 BHCA

라우터+로거 11,000

곱셈 계수

계산된 링크 곱셈 계수

계산된 대기
열

*30

330,000

264,000

*0.8

총 라우터+
로거 높은 우
선순위 대기
열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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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유효 BHCA

곱셈 계수

계산된 링크 곱셈 계수

계산된 대기
열

Unified CM
주변 장치

11,000

*100

1,100,000

*0.9

990,000

Unified IP
14,000
IVR 주변 장
치

*60

840,000

*0.9

756,000

Unified CVP 0
주변 장치

*120

0

*0.9

0

Unified IP
14,000
IVR 또는
Unified CVP
주변 장치

*((변수의 수 280,000
*평균 변수
길이)/40)

*0.9

252,000

총 링크 크기 2,550,000

1,998,000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수
치를 더한 총
계를 아래 상
자에 입력하
면 PG 높은
우선순위 대
기열 대역폭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 PG 높은
우선순위 대
기열 대역폭

이 예제에서 결합된 전용 링크에 대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링크 크기 = 2,550,000bps
• 라우터/로거 높은 우선순위 대역폭 대기열 264,000bps
• PG 높은 우선순위 대기열 대역폭 1,998,000bps
개별 링크 2개(라우터/로거 프라이빗 링크 및 PG 프라이빗 링크)를 사용하여 이 예제를 구현하는 경
우의 링크 크기 및 대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우터/로거 링크 330,000bps(앞에서 정의한 대로 실제 최소 링크는 1.5Mb) 및 높은 우선순위 대
역폭 대기열 264,000bps
• PG 링크 2,220,000bps 및 높은 우선순위 대역폭 대기열 1,998,000bps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해 MLPPP(Multilink Point-to-Point Protocol)를 사용하는 경우 MLPPP 링크에
대해 다음 특성을 설정해 주십시오.
• 패킷별 로드 밸런싱 대신 대상별 로드 밸런싱을 사용합니다.

참고

각 대상별 로드 밸런싱에 대해 링크 하나씩 두 개의 개별 멀티링크가 필요합니다.

• 직렬화 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PPP(Point-to-Point Protocol) 조각화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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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의 대역폭 요건
모든 Unified CCE 프라이빗, 공용, CTI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CCS(Intracluster
Communication Signaling, 클러스터 내 통신 시그널링)에 대해 HA(Highly Available, 고가용성) WAN
에서 대역폭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용성 WAN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도 대역폭을 보
장해야 합니다. 모든 Unified CCE 시그널링에 대해 고가용성 WAN에 필요한 최소 총 대역폭은 2Mbps
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프라이빗 및 공용 네트워크의 대역폭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PG에서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로의 연결, CTI Server에서 CTI OS로의 연
결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CCS(클러스터 내 통신 시그널링)와 관련된 대역폭 분석에 대
해서도 설명합니다.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PG에서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로의 연결
현재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PG와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간의 통신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도구를 사용하면 필요한 대역폭을 비
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와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PG 간에 사용되는 대역폭은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PG와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간에 사용되는 대역폭과 비슷합니다.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에 대한 VRU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대역폭 계산기 도구는 (적절한 로그인
인증을 사용할 시)Cisco Steps to Success Portal을 통해 제공됩니다.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 PG가 WAN에 분할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총 대역폭은 도구에서 보
고하는 대역폭의 2배입니다. 중앙 컨트롤러에서 PG로의 연결과, PG에서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로의 연결에 대역폭이 각각 한 번씩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CTI 서버에서 CTI OS로의 연결
CTI OS가 CTI 서버로부터 원격 위치에 있는 경우 CTI OS 및 CTI 서버 간의 WAN 링크에서 대역폭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에 가용성을 보장하려면 대역폭 대기열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여 최악의 경우 대역폭 요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ECC(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또는 통화 변수가 없는 경우
BHCA*20 = bps
• ECC 및 통화 변수가 있는 경우
BHCA*(20+((변수의 수*평균 변수 길이)/40) = bps
예: BHCA가 10,000건이고 ECC 변수가 20개이며 평균 길이가 40비트인 경우
10,000*(20+((20*40)/40) = 10,000*40 = 400,000bps = 400kbps
CTI 서버에서 Cisco Finesse로의 연결
Cisco Finesse가 WAN 링크를 통해 CTI 서버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을 확인하려면 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finesse/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에서
Finesse 대역폭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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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CCS(클러스터 내 통신 시그널링)
Unified CCE를 구축하는 경우 가입자 간의 ICCS(클러스터 내 통신 시그널링)에 필요한 대역폭이 증
가합니다. Unified CCE에서는 클러스터 내 통신을 위해 더 많은 통화 리디렉션 및 추가 CTI/JTAPI 통
신을 수행해야 합니다. Unified CCE의 가입자 간 ICCS 및 데이터베이스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 ICCS(클러스터 내 통신 시그널링)
총 대역폭(Mbps) = (총 BHCA)/10,000)*[1+(0.006*지연)]. 여기서 지연은 왕복 시간 지연(ms)입니
다.
이 값은 음성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폰 및 에이전트 PG에 연결된 각 Unified CM 가입자 간에 필
요한 대역폭입니다. 이 링크의 최소값은 1.544Mbps입니다.

참고

이 수식에서는 BHCA가 10,000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BHCA가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값인 1.544Mbps를 사용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통신
게시자로부터 원격 위치에 있는 각 가입자의 경우 1.544Mbps
이 ICCS 공식에 사용하는 BHCA 값은 컨택 센터로 유입되는 모든 통화에 대한 총 BHCA입니다.
• CTI ICCS
대역폭(Mbps) = (총 BHCA/10,000)*0.53
이러한 대역폭 요건에서는 적절한 설계와 구축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이트 1의 인그레스 통화
가 사이트 2에서 처리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설계를 사용하는 경우 클러스터 내 통신이 증가하여 정
의된 대역폭 요건을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시그널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c/en/us/td/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guides/
UCgoList.html)의 로컬 장애 조치 구축 모델 관련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항목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68 페이지

Finesse 클라이언트에서 Finesse 서버로의 대역폭 요건
네트워크 관점에서 가장 부담이 큰 작업은 에이전트 또는 수퍼바이저 로그인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웹 페이지가 로드되며, CTI 로그인이 진행되고 초기 에이전트 상태가 표시됩니다. 데스크톱 웹 페이
지가 로드되고 나면 필요한 대역폭은 크게 줄어듭니다.
Cisco Finesse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므로 캐싱이 필요한 대역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에
이전트 로그인 이후에 캐싱을 수행하면 후속 로그인에 필요한 대역폭이 대폭 감소합니다. 또한 수퍼
바이저 로그인 시에는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포함된 추가 가젯으로 인해 에이전트 로그인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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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대역폭의 양을 최소화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캐싱이 활
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로그인 작업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대역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그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필요한 대역폭을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Cisco Finesse
는 클라이언트 로그인 시간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대역폭을 추정할 수 있는 대역폭 계산기를 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finesse/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에서
제공합니다.
장애 조치 중에 에이전트는 대체 Finesse 서버로 리디렉션되며 자동으로 다시 로그인됩니다. 예를 들
어 로그인에 5분이 걸리도록 대역폭을 구성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장애 조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에
이전트가 대체 Finesse 서버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하는 데 5분이 걸립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 둘 다에 대해 대역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경로
포인트로의 아웃바운드 전화를 겁니다. 수퍼바이저의 경우 팀 성능 및 대기열 통계 가젯 업데이트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Cisco Finesse 대역폭 계산기를 사용하면 모든 Finesse 클라이언트와 Finesse
서버 간의 연결에 필요한 총 대역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nesse 컨테이너의 서드파티 가젯 또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중인 기타 애플
리케이션에 필요한 대역폭은 Cisco Finesse 대역폭 계산기에서 수행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원격 클라이언트 위치에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원격 클라이언트에 대한 총 대역폭을 사용
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대역폭을 공유할 수 있는 음성 트래픽을 비롯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대역폭을 고
려한 후 대역폭 계산기에 표시된 대역폭을 Finesse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대역폭을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Finesse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 대역폭을 공유하는 음성
품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 컨피그레이션
자동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하위 PG가 전체 에이전트, 스킬 그룹 및 경로 포인트 컨피그레
이션을 상위 PG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축에서 대역폭을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가 많
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각 데이터 엔터티에 대해 전송되는 대략적인 바이트 수(최악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하위 PG 컨피그레이션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전송되는 컨피그레이션 데이터의 총 바이트 수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은 레코드당 항목을 하나만 보내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추정 값이며,
각 필드에는 최대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표 28: 최악의 상황에서 데이터 항목당 전송되는 바이트

전송되는 데이터 항목

크기

에이전트

500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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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는 데이터 항목

크기

통화 유형

250바이트

스킬 그룹

625바이트

디바이스(경로 포인트 등)

315바이트

예를 들어 하위 PG에 에이전트 100개, 통화 유형 10개, 스킬 그룹 5개, 경로 포인트 20개가 있으면 전
송되는 컨피그레이션 데이터의 추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 100개*500바이트 = 50,000바이트
통화 유형 10개*250바이트 = 2,500바이트
스킬 그룹 5개*625바이트 = 3,125바이트
경로 포인트 20개*315바이트 = 6,300바이트
50,000+2,500+3,125+6,300 = 61,925바이트
즉, 이 컨피그레이션에 대해 전송되는 총 데이터 양(예상 최대값)은 61,925바이트입니다.

게이트웨이 PG 및 Unified CCE용 옵션
대역폭 수요를 완화하려면 다음 옵션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하위 PG에서 더 적은 통화 및 CEE 변수를 사용합니다.
특정 메시지는 하위 Unified CCE 시스템에서 상위 시스템으로 통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사용
하는 변수의 수와 값을 줄이면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감소합니다.

참고

하위 PG에서 사용되는 통화 변수는 MAPVAR 매개변수 값 또는 사용법에 관계
없이 상위 PG로 전송됩니다. 하위 PG에서 통화 변수 1~8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
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상위 PG에서 참조되지 않으므로 MAPVAR
은 EEEEEEEEEE(내보내기는 모두 수행하고 가져오기는 수행하지 않음)로 설정
됩니다. 변수는 필터링이 수행되는 PG로 전송되므로 대역폭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상황에서는 대역폭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맵 설정이
MAPVAR = IIIIIIIIII이면 가져오기는 수행되지만 내보내기는 수행되지 않으므로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화 변수 데이터는 ROUTE_SELECT 응답에서 하
위 페이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매개변수에 대해 기본 설정인 BBBBBBBBBB가 아닌 MAPVAR = IIIIIIIIII 및 MAPECC
= IIIIIIIIII 주변 장치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위 항목으로 전송되는 모든 ROUTE_SELECT에 대해 상위 항
목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화 및 ECC 변수가 하위 항목으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에 대해
I(가져오기) 또는 N(없음)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PG는 하위 시스템으로 이러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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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상위 시스템에서 많은 통화 변수 및 ECC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매개변수 설정을 적용하면 대역폭이 절약됩니다.

참고

하위 시스템에서 게이트웨이 PG로 전송되는 ROUTE_REQUEST에서 데이터 가져오기(I 또는 B
설정)를 제거해도 대역폭은 절약되지 않습니다. 게이트웨이 PG가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하위 Unified CCE 시스템은 데이터를 계속 전송합니다.

Outbound Option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대부분의 Outbound Option 구축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가 중앙에 배치되므로 WAN 네트워크 트래픽
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웃바운드 콜센터는 인도 등의 특정 국가에 있고 고객은 미국 등의 다른 국가에 있는 일부 구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Unified CCE 환경의 WAN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 분산 Outbound Option 구축에서 음성 게이트웨이가 WAN에 의해 Outbound Option 다이얼러 서
버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해 Unified CVP 구축을 사용할 때 Unified CVP 서버가 WAN에 의
해 Outbound Option 다이얼러 서버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WAN 트래픽을 줄일
수 있도록 Unified CVP에 로컬 클러스터의 자체 Cisco Unified SIP Proxy 서버를 제공합니다.
•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해 Unified IP IVR 구축을 사용할 때 Unified IP IVR이 WAN에 의해
Outbound Option 다이얼러 서버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WAN 트래픽을 줄일 수
있도록 Unified IP IVR에 자체 Unified CM 클러스터를 제공합니다.
•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을 위해 SIP 다이얼러 솔루션을 구축할 때 SIP 다이얼러용 Cisco Unified
SIP Proxy 서버가 WAN에 의해 Outbound Option 다이얼러 서버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서드파티 녹음 서버가 WAN에 의해 Outbound Option 다이얼러 서버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러
한 경우에는 음성 게이트웨이에 로컬로 녹음 서버를 구성합니다.
Outbound Option을 올바르게 구축하려면 적절한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분산 SIP 다이얼러 구축
SIP는 텍스트 기반 프로토콜이므로 사용되는 패킷이 일부 프로토콜에 비해 더 큽니다. 일반적인 SIP
아웃바운드 통화 흐름에서는 아웃바운드 에이전트로 전송되는 통화당 평균 12,500바이트가 사용됩
니다. 평균 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 (통화당 12,500바이트)(바이트당 8비트) = 통화당 100,000비트 = 통화당
100Kb
일반적인 SIP 아웃바운드 통화 흐름에서는 아웃바운드 다이얼러에 의해 연결이 끊기는 통화당 약
6,200바이트가 사용됩니다. 통화 중 신호음이 울리거나 통화에 응답하지 않거나 잘못된 번호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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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는 등의 경우 이러한 아웃바운드 통화의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평균 미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중 시그널링 통화 대역폭 = (통화당 6,200바이트)(바이트당 8비트) = 통화당 49.600비트 = 통화당
49.6Kb
코덱 대역폭 = G.711 코덱의 경우 통화당 80Kbps, G.729 코덱의 경우 통화당 26Kbps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 – SIP 다이얼러 녹음 기능 없음
아래 그림에는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용 분산 아웃바운드 SIP 다이얼러 구축의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00: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용 분산 아웃바운드 SIP 다이얼러 구축

이 경우의 평균 WAN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WAN 대역폭 = 초당 통화 수* (적중률*(코덱 대역폭*평균 통화 시간+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1적중률)*미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 Kbps
예제 1
SIP 다이얼러의 통화 제한이 60cps이고,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의 적중률이 20%이고, WAN 링크에서
G.711 코덱을 사용하며 평균 통화 시간이 40초이면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20%*(80*40+100)+(1–20%)*49.6) = 41980.8kbps = 41.98Mbps
예제 2
SIP 다이얼러의 통화 제한이 60cps이고, 에이전트 기반 캠페인의 적중률이 20%이고, WAN 링크에서
G.729 코덱을 사용하며 평균 통화 시간이 40초이면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20%*(26*40+100)+(1–20%)*49.6) = 16060.8kbps = 16.06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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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기반 캠페인 – SIP 다이얼러 녹음 기능 있음
이 경우의 평균 WAN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WAN 대역폭 = 초당 통화 수* (코덱 대역폭*평균 통화 시간 +적중률*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1적중률)*미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 Kbps
예제 3
SIP 다이얼러의 통화 제한이 60cps이고, 에이전트 캠페인의 적중률이 20%이고, WAN 링크에서 평균
G.711 코덱을 사용하며 평균 통화 시간이 40초이면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80*40+20%*100+(1–20%)*49.6) = 199,180.8kbps = 199.18Mbps
예제 4
SIP 다이얼러의 통화 제한이 60cps이고, 에이전트 캠페인의 적중률이 20%이고, WAN 링크에서 평균
G.729 코덱을 사용하며 평균 통화 시간이 40초이면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26*40+20%*100+(1–20%)*49.6) = 67,660.8kbps = 67.66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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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U 캠페인으로의 전송 – SIP 다이얼러 녹음 기능 없음
아래 그림에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용 분산 아웃바운드 SIP 다이얼러 구축의 예제가 나와 있습니
다.
그림 101: Cisco Unified CVP를 사용하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용 분산 아웃바운드 SIP 다이얼러 구축

그림 102: Cisco Unified IP IVR을 사용하는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용 분산 아웃바운드 SIP 다이얼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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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평균 WAN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WAN 대역폭 = 초당 통화 수*적중률* 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초당 통화 수*(1-적중률)* 미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 Kbps
예제 5
SIP 다이얼러의 통화 제한이 60cps이고, IVR 캠페인으로의 전송에 대한 적중률이 20%이고, WAN 링
크에서 G.711 코덱을 사용하면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20%*100+60*(1–20%)*49.6 = 3,600kbps = 3.6Mbps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 – SIP 다이얼러 녹음 기능 있음
이 경우의 평균 WAN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WAN 대역폭 = 초당 통화 수*(코덱 대역폭*평균 통화 시간 +적중률*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1적중률)*미적중 통화 시그널링 대역폭) = Kbps
예제 6
SIP 다이얼러의 통화 제한이 60cps이고, 에이전트 캠페인의 적중률이 20%이고, WAN 링크에서 G.711
코덱을 사용하며 평균 통화 시간이 40초이면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80*40+20%*100+(1–20%)*49.6) = 199,180.8kbps = 199.18Mbps
예제 7
SIP 다이얼러의 통화 제한이 60cps이고, VRU 캠페인으로의 전송 적중률이 20%이고, WAN 링크에서
G.729 코덱을 사용하며 평균 통화 시간이 40초이면 대역폭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0*(26*40+20%*100+(1–20%)*49.6) = 67,660.8kbps = 67.66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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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의 대역폭 요건 및 QoS
Unified CCE 환경에서 에이전트 및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의 트래픽 및 대역폭 요건을 평가할 때는 여
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역폭 사용량 중에서 VoIP 패킷 스트림 대역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는 하지만 통화 제어, 에이전트 상태 시그널링, 무음 모니터링, 녹음, 통계 등의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VoIP 패킷 스트림 대역폭 요건은 G.729, G.711 등의 구축하는 음성 코덱에서 직접 파생되며, 음성 스
트림당 4kbps~64kbps 범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택 센터의 통화 프로파일을 적절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프로파일은 직접 통화(수신/발신 통화), 상담 전송 및 컨퍼런스 통화의 수와 이러한 통화
수에 따라 결정되는 네트워크에서 활성 상태인 VoIP 패킷 스트림의 수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적으로 VoIP 패킷 스트림의 수는 대기된 통화, 무음 모니터링 세션, 활성 녹음, 상담 전송 및 컨퍼런스
통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당 1보다 약간 큽니다.
통화 제어, 에이전트 상태 시그널링, 무음 모니터링, 녹음 및 통계 대역폭 요건을 합한 값은 총 대역폭
사용률의 25~5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VoIP 패킷 스트림 대역폭은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만, 이러한 기타 요인은 구현 및 구축 세부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
합니다.
WAN 링크는 대개 Cisco Unified Communication 네트워크에서 속도가 가장 느린 회선이므로, 대역폭
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링크를 통해 음성 트래픽이 전송되는 과정의 패킷 손실,
지연 및 지터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WAN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코덱은 G.729인데, 오디오를
샘플링할 때 G.729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레이턴시가 30ms로 가장 낮으며 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하
는 기타 지연도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G.729 코덱은 압축 특성이 우수하므로 뛰어난 음성 품질을 제
공하여 스트림당 대역폭 사용률도 8kbps로 비교적 낮습니다.
QoS와 관련한 다음 요인을 고려해 주십시오.
• 레이턴시와 관련된 총 지연 예산. 이와 관련하여 WAN 레이턴시, 트래픽이 이동하는 LAN의 직
렬화 지연,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전달 레이턴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 라우팅 프로토콜의 영향. 예를 들어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의 경우
통합 시간이 빠르며 대역폭을 적게 사용합니다. 또한 EIGRP 통합의 경우 통화 처리 및 Unified
CCE 에이전트 로그인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 에이전트 통화의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에 사용되는 방법.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네트워
크 링크에 대한 대역폭 로드가 결정됩니다.
• QoS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WAN 대역폭 사용률을 최적화하는 Cisco Unified Mobile Agent 구축
• 분산 및 핵심 영역에서 모두 고급 대기 및 예약 기술 사용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의 대역폭 요건
이 섹션에서는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과 CTI OS 서버 간의 트래픽 및 대역폭 요건에 대해 설명합
니다. 에이전트와 CTI OS 서버 간에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 및 QoS를 프로비저닝할 때는 이러한 요
건이 중요합니다. 특히 에이전트가 WAN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원격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
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에이전트가 레이어 2를 통해 연결되는 로컬 위치에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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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버스트 트래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대역폭 및 QoS 할당 방식을 적
용하기가 어려워지며,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기타 미션 크리티컬 트래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CTI OS 클라이언트/서버 트래픽 흐름 및 대역폭 요건
네트워크 대역폭 요건은 에이전트 스킬 그룹 구성원 자격의 함수로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네트워크
용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크기 조정 기준은 스킬 그룹 통계인 반면 시스템 통화 제어 트래픽의
영향은 전체 네트워크 로드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입니다. CTI OS 보안 역시 네트워크
로드에 영향을 줍니다. CTI OS 보안을 켜서 활성화하면 OpenSSL 오버헤드로 인해 대역폭 요건이 크
게 증가합니다.
다음 표에는 각 CTI OS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징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표 29: CTI OS 애플리케이션별 메시징 유형

애플리케이션 이름

메시지 유형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

에이전트 상태 변경
통화 제어
통화 상태 정보
채팅 메시지
에이전트 및 스킬 그룹 통계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에이전트 상태 변경
통화 제어
통화 상태 정보
모니터링 에이전트 상태
무음 모니터링
채팅 메시지
에이전트 및 스킬 그룹 통계

모든 에이전트 모니터 애플리케이션

모든 에이전트에 대한 에이전트 상태 변경

무음 모니터링 대역폭 사용량
무음 모니터링을 통해 수퍼바이저는 CTI OS를 사용하는 Unified CCE 콜센터에서 에이전트 통화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되는 에이전트의 IP 하드웨어 폰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음성 패킷은 네
트워크에서 캡처되어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으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음성 패킷은 수퍼바이저 데스크
톱에서 디코딩되어 수퍼바이저 시스템 사운드 카드를 통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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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무음 모니터링할 때는 추가 음성 통화와 거의 비슷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즉,
에이전트 한 명에 대해 음성 통화 1건에 해당하는 대역폭이 필요한 경우 동일 에이전트를 무음으로
모니터링할 때는 동시 음성 통화 2건에 해당하는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통화 로드에 필요한 총 네트워크 대역폭을 계산하려면 특정 코덱과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통화당 대역폭 수치를 통화 수에 곱합니다.

CTI OS 서버 대역폭 계산기
CTI OS는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CTI OS 서버 및 CTI OS 데스크톱 간의 대역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역폭 계산기를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computer-telephony-integration-option/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에서 제공합니다. 이 계산기
는 CTI OS 보안을 켜거나 끈 상태에서 총 대역폭, 에이전트 대역폭 및 수퍼바이저 대역폭 요건을 계
산합니다.
그림 103: CTI OS 서버 및 CTI OS 데스크톱 간 통신

CTI OS 서버 및 CTI OS 에이전트 데스크톱의 대역폭 절감
대역폭 수요를 완화하려면 다음 옵션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더 적은 수의 통계 구성
시스템 관리자는 CTI OS의 레지스트리에서 모든 CTI OS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통계 항목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선택은 각 통계 패킷의 크기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통계를 더 적게 구성하면 에이전트로 전송되는 트래픽도 감소합니다. 현재는
에이전트별로 통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System Manager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installation-guides-list.html)를 참고해 주
십시오.
에이전트별 통계 끄기
다른 연결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별 통계를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ified Mobile Agent
가 통계를 끈 상태의 연결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클라이언트 연결에서 CTI OS 서버와
Agent Desktop 또는 Supervisor Desktop 사이에는 통계 트래픽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
는 경우 원격 위치에서 별도의 CTI OS 서버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격 사이트에서 보다 제한적인 통계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격 수퍼바이저 또는 일부
에이전트가 통계를 활성화한 다른 연결 프로파일을 통해 통계를 계속 로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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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Mobile Agent가 스킬 그룹 통계를 끈 상태에서 에이전트 스킬 그룹 통계를 확인해야 하는 수
퍼바이저는 통계를 켠 다른 연결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퍼바이저에게 전송
되는 트래픽의 양이 훨씬 줄어듭니다. 각 스킬 그룹과 에이전트/수퍼바이저에 대한 스킬 그룹 통계
메시지의 패킷 크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 스킬 그룹에 속한 에이전트는 패킷 2개를
받고, 5개 스킬 그룹을 관찰하는 수퍼바이저는 5개 패킷을 받습니다. 원격 사이트에 에이전트 10명과
수퍼바이저 1명이 있고 모든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에 대해 동일한 스킬 그룹 2개가 구성되어 있다
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Unified CCE에서 수퍼바이저에게는 에이전트 팀의 에이전트가 속한
스킬 그룹에 대한 모든 통계가 표시됩니다. 수퍼바이저는 2개 스킬 그룹을 관찰하기 위해 통계를 켜
고 에이전트는 통계를 끄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하면 스킬 그룹 통계 트래픽이 90% 감소합니다.
또한 수퍼바이저가 다른 연결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 위치에서 스킬 그룹 통계를 켜려는
에이전트가 원격 위치에 대한 트래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통계를 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
CTI OS 서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격 위치가 여러 개인 경우 수퍼바이저만 통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모든 원격 수퍼바이저
에 대해 연결 프로파일을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CTI OS에서 모든 스킬 그룹 통계 끄기
스킬 그룹 통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통계를 끕니다. 이렇게 하면 CTI OS 서버와 Agent
Desktop 또는 Supervisor Desktop 간 연결이 제거되므로 모든 통계 트래픽도 제거됩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보고 기능의 대역폭 요건
Unified Intelligence Center의 대역폭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양
(Bill of Material)의 최신 버전(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intelligence-center/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EIM/WIM의 대역폭 요건
Cisco EIM/WIM 통합을 위한 대역폭 요건은 Cisco Unified Web 및 E-Mail Interaction Manager
SRND(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email-interaction-manager/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 도구의 대역폭 및 레이턴시 요건
관리 클라이언트가 도메인 컨트롤러와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서 원격 위치에 있는 경우, 즉 WAN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목록 도구에서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 네트워크 대역폭
및 레이턴시가 필요합니다. 30초 이내에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어야 성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으
로 정의됩니다. 이 정보는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치를 설정하고 향후 Cisco Unified CCE 릴리스
로의 업그레이드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버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구 성능을 개선하
기 위해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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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기타 여러 작업을 통해 사용자 목록 도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
습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도메인 컨트롤러를 관리 클라이언트에서 로컬인 위치로 이동하면 아
래 표의 LAN 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WAN 연결의 레이턴시를
줄이고 대역폭을 늘려도 성능이 개선됩니다.
아래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Unified CCE 7.2(3) 이상 릴리스에서 사용자 목록 도구가 30초 이내에 사용
자를 검색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 도구
는 단방향 레이턴시가 50ms보다 긴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 수에 관계없이 적절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 30: 사용자 목록 도구의 레이턴시 및 대역폭 요건

최대 단방향 레이턴시(ms)

가용 대역폭

지원되는 사용자 수

거의 없음

LAN

8,000

15

3.4Mbit 이상

4,000

15

2Mbit

500

15

256Kbit

500

50

64Kbit 이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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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 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313 페이지
• Unified CCMP 아키텍처, 314 페이지
• 포털 인터페이스, 314 페이지
• 구축 모드, 315 페이지
• 소프트웨어 호환성, 317 페이지
• 보고, 318 페이지
• 대역폭 요건, 318 페이지
• 참조, 318 페이지

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컨택 센터 시스템 관리자, 비즈니스 사용자 및 수퍼바이저용으로 설계된 브라우저 기반 관리 애플리
케이션인 Cisco Unified CCMP(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는 Cisco Unified CCE(Contact Center
Enterprise),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장비
를 포함하는 고밀도 다중 테넌트 프로비저닝 플랫폼입니다.
Unified CCMP 관점에서 볼 때 기본 Unified CCE 장비는 컨피그레이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항목을 대개 에이전트, IP 폰 등의 리소스라고 합니다. Unified CCMP는 친숙한 폴더 패러다임을 사용
하여 장비의 리소스를 분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폴더는 정교한 보안 구조를 통해 보호되므로, 관리
자는 지정된 폴더 내에서 각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MP는 고밀도 다중 테넌트 기능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므로 대기업의 비즈니스 계획을 지원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Unified CCMP를 사용하면 분산된/개별 컨택 센터 장비를 분할하여 다음과 같
은 비즈니스 목표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Unified CCMP는 기본 컨택 센터 장비를 추상화 및 가상화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구축과 분산형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러 수준의 사용자 명령과 제어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을 경제
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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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CM에서는 효율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기본 Unified CCE 프로비저닝 작업을 간단한 높
은 수준 작업으로 추상화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사용자가 가상화된 기업 전체 또는 일부분에
서 컨택 센터 서비스를 신속하게 추가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MP 사용자에게는 볼 권한이 있는 플랫폼의 리소스만 표시되므로 진정한 다중 테넌
트 기능이 제공됩니다.
• Unified CCMP 사용자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Unified CCMP 도구와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되는
리소스만 조작할 수 있으므로 역할 기반 작업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Unified CCMP 웹 인터페이스에서는 매우 많은 최종 사용자가 동시 프로비저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
으므로, 관리 및 데이터 서버(이전 명칭은 AW(Admin Workstation, 관리 워크스테이션))에서 활동이
급증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구축에서 사용량이 많은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 요
청이 누적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Unified CCMP에서는 이러한 활동 급증 현상
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중앙 사이트가 프로비저닝 요청으로 인해 오버로드되지 않습니다.

Unified CCMP 아키텍처
Unified CCMP는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다계층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연결 대상 컨택 센터 장비의 전체 데이터 모델을 유지 관리하며, 해당 데이터 모델은 기
본 Unified CCE 장비와 주기적으로 동기화됩니다. 이러한 Unified CCMP 데이터 모델이 사용되며 동
기화 활동이 수행되므로 Unified CCMP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또는 표준 장비별 사용자 인터페이스
(폐쇄 루프 프로비저닝 사이클이라고도 함)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MP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작하는 모든 프로비저닝 작업에서는 용량(Unified CCE용 공
간의 유무) 및 동시성(다른 사용자가 리소스를 이미 수정했거나 삭제했는지 여부)을 먼저 확인한 후
에 요청을 Unified CCMP로 커밋합니다. 그러면 Unified CCMP는 관련 Unified CCE API를 통해 프로
비저닝 요청을 실행하며 작업이 Unified CCE 서버를 통해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확인될 때까지 확인
을 수행합니다. 모든 단계에서는 프로세스를 감사하므로 비즈니스 사용자가 감사 보고서를 실행하
여 각 항목을 변경한 사람 및 변경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MP 백엔드 구성 요소는 기본 설정 연결 및 백업 연결을 사용하여 Unified CCE 인터페이스
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Unified CM 클러스터보다 듀얼 측이 지정된 Unified CCE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Unified CCMP는 일반적으로 로컬 관리 및 데이터 서버(기본 설정 연결)에 연결한 다
음 기본 설정 연결에 장애가 발생하면 백업 연결로 전환합니다. Unified CCMP는 모니터링 소프트웨
어에서 서비스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음을 탐지하면 기본 설정 연결로 다시 전환합니다.

포털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HTTP/S 연결을 통해 Unified CCMP에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Unified CCMP 웹 서버에 대한
표준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연결입니다.
Unified CCMP는 나머지 Unified CCM 부분에 대해 다음의 3개 인터페이스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 CMS(Configuration Management Service, 컨피그레이션 관리 서비스) 서버 -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에서 실행되며 Unified CCE용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로 작동합니다. 이 서버는 Java RMI 프로
토콜을 사용하며,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설치의 일부분으로 CMS 서버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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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데이터 서버 "AWDB"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 Unified CCE용 읽기 전용 컨피그레이션
확인 인터페이스로 작동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통합 보안 또는 SQL Server 통합을 사용하는
OLEDB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입니다. 통합 보안이란 Unified CCMP가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같
은 Active Directory 도메인에 있어야 하거나, 도메인 간에 적절한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Unified CM AXL 인터페이스 - Unified CM용 확인 인터페이스이자 프로비저닝 인터페이스로 작
동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HTTP 및 XML SO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표준 웹 서비스입니다.

구축 모드
Unified CCMP는 상위/하위 모드를 비롯한 모든 Unified CCE 구축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구축 모드 및 해당 모드와 관련된 지침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모든 구축에서 Unified CCMP 시스템에 연결된 각 Unified CCE 인스턴스에는 관리 및 데이터 서버
로 구성된 별도의 VM이 필요합니다.

실험실 구축
실험실 환경에 한해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 Unified CCMP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공동 배치 모델은 관리 및 데이터 서버의 처리 요건이 높으며 최대 컨피그레이션에 명
명된 에이전트를 200개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실험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구축
전용 서버 모드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구축이 지원됩니다.
• 단일 서버 - 이 심플렉스 모드에서는 모든 Unified CCMP 구성 요소가 단일 VM에 설치됩니다.
이 구축은 구축 및 소유권 유지 비용이 가장 저렴하므로 대부분의 Unified CCE 고객은 이 구축
을 사용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동시 에이전트 1,500개를 포함하는 최대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합
니다.
• 듀얼 서버 - 이 모드의 경우 프론트엔드 Unified CCMP 구성 요소는 특정 VM(웹 서버)에 설치되
고 백엔드 구성 요소는 다른 VM(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설치됩니다. 따라서 웹 서버와 데이터베
이스 서버 간에 방화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연결용 DMZ가 생성되며, 시스템
전체에서 용량과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동시 에이전트 8,000개를 포함하는
최대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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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의 두 구축은 모두 탄력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포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Unified CCMP
에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Unified CCE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서비스
를 프로비저닝하도록 되돌릴 수 있습니다. Unified CCMP가 복구되면 자동 다시 동기화가 수행됩
니다.

탄력적 구축
지리적으로 분산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Unified CCMP 통합 데이터 복제 설비가 포함된 중복 하
드웨어 집합을 사용하여 두 표준 구축 모드 중 하나를 탄력적 컨피그레이션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MP는 SQL Server 복제 기능을 사용하여 양측을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내결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구축의 탄력적 형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시스템 용량 제한은 동일한 표준 구
축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참고

Cisco Local/Remote Director와 같은 로드 밸런싱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솔루션이 '스
티키' 연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상위/하위 방식 구축
상위/하위 방식 구축에서는 단일 Unified CCMP 인스턴스가 각각의 하위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본 관리 및 데이터 서버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하위 인스턴스는 Unified CCMP 내에서 테넌트로 표시됩니다. Unified CCMP를 통해 추가된 리소
스는 테넌트에 연결되며 표준 복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Unified CCE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복제됩니다.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
Unified CCE 8.0(1)부터는 HDS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배포자 AW의 명칭이 관리 및 데이터 서버로 변
경되었습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의 기능 및 처리 가능한 보고 데이터의 양에 따라 각기 역할이 다
른 여러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구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및 처리 가능한 통화 로드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역할로 분류됩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역할(구성 전용 관리 서버)은 VM에서 경량의 관리 및 데이
터 서버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Unified CCMP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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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구축, 33 페이지

관리 서버(구성 전용 관리 서버)
구성 전용 관리 서버 역할에서는 HDS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실시간 보고 기능이 꺼집니다. 이 배포자
구축은 컨피그레이션 변경 지원만 제공합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또는 기록 보고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림 104: 구성 전용 관리 서버

게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시스템
환경의 요건이 이 문서에 요약된 용량 제한 및 가상화 DocWiki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용량 제한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isco Systems에 문의하여 Unified CCMP 구축 계획이 적합하며 성능 문제를 야
기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Unified CCMP 사용자는 시간당 프로비저닝 작업에 대한 제한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리소스 용량 기준 및 지리적으로 분산된 구축 내에서 필요한 네트워킹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Unified CCE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Unified_Communications_in_a_Virtualized_
Environment)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호환성
Unified CCMP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페이지의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
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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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최종 사용자는 Unified CCMP 다중 테넌트 및 분할형 보고 엔진을 사용하여 Unified CCMP에서 수집
하는 프로비저닝 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통화 데이터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Unified CCE의 고급 보고 플랫폼인 Cisco Unified IC(Intelligence Center)를 사용합니다.

대역폭 요건
Unified CCMP에는 음성 데이터 또는 통화 시그널링 경로가 없으므로 QoS 요건도 없습니다. 대역폭
이 매우 낮거나 혼잡한 네트워크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청 레이턴시가 길어지거나 사용자에
게 애플리케이션 시간 초과가 반환됩니다.
문제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역폭을 사용해 주십시오.
• Unified CCMP와 Unified CCE/AXL 간에 최소 256kbps의 링크를 사용합니다.

참고

AXL은 가져오기 단계 중에 반환되는 비교적 자세한 SOAP 패킷으로 인해 특히
저속 네트워크에서 성능이 크게 감소합니다.

•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와 Unified CCMP 웹 서버 간에 최소 2Mbps의 링크를 사용하고, 쿼드 구축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nified CCMP 웹 서버와 Unified CCMP 데이터베이스 서버 간에
2Mbps의 링크를 사용합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서 Unified CCMP 제품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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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목록
숫자
3DES
삼중 데이터 암호화 표준
A
ACD
자동 통화 배분
AD
Active Directory
ADSL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AHT
평균 처리 시간
ANI
자동 번호 식별
APG
에이전트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AQT
평균 대기 시간
ARM
에이전트 보고 및 관리
ASA
평균 응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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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자동 음성 인식
AVVID
음성, 비디오 및 통합 데이터용 Cisco 아키텍처
AW
관리 워크스테이션
AWDB
관리 워크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
B
BBWC
배터리 작동 쓰기 캐시
BHCA
최번시 통화 시도
BHCC
최번시 통화 완료
BHT
최번시 트래픽
BOM
Bill of Material
bps
초당 비트
Bps
초당 바이트
C
CAD
Cisco Agent Desktop
CC
컨택 센터
CCE
Contact Center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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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CTI 게이트웨이
CIPT OS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운영 체제
CIR
Cisco Independent Reporting
CMS
컨피그레이션 관리 서비스
CPE
고객 구내 장비
CPI
Cisco Product Identification 도구
CRM
고객 관계 관리
CRS
Cisco Customer Response Solution
CSD
Cisco Supervisor Desktop
CSS
Cisco Content Services 스위치
CSV
쉼표로 구분된 값
CTI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CTI OS
CTI Object Server
CVP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D
DCS
Data Collaboration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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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데이터 암호화 표준
DHCP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DID
자동 착신
DiffServ
Differentiated Services
DMP
디바이스 관리 프로토콜
DMZ
비보호 영역
DN
디렉토리 번호
DNP
전화 건 번호 플랜
DNS
Domain Name System
DSCP
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DSL
디지털 가입자 회선
DSP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TMF
복합 주파수 부호
E
ECC
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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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A WAN
고가용성 WAN
HDS
기록 데이터 서버
HSRP
Hot Standby Router Protocol
I
ICCS
클러스터 내 통신 시그널링
ICM
Cisco Unified Intelligent Contact Management
IDF
중간 배선반
IDS
침입 탐지 시스템
IntServ
통합 서비스
IP
인터넷 프로토콜
IPM
Internetwork Performance Monitor
IPPA
Unified IP Phone Agent
ISN
인터넷 서비스 노드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IXC
교환국 간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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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TAPI
Java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K
kb
킬로비트
kB
킬로바이트
kbps
초당 킬로비트
kBps
초당 킬로바이트
L
LAMBDA
로드 적응 메시지 기반 데이터 아카이브
LAN
로컬 영역 네트워크
LCC
논리적 컨택 센터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LEC
지역 교환 캐리어
LAA
최장 사용 가능 에이전트
LSPAN
로컬 Switched Port Analyzer
M
MAC
미디어 액세스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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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ps
초당 메가비트
MC
Management Center
MDF
주배선반
MDS
메시지 전송 하위 시스템
MED
최소 예상 지연
MGCP
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MoH
통화 대기 음악
MR
미디어 라우팅
MRCP
Media Resource Control Protocol
MTU
최대 전송 단위
N
NAT
네트워크 주소 변환
NDIS
네트워크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사양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O
OAMP
운영, 관리, 유지 관리 및 프로비저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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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
개방형 주변 장치 컨트롤러
OS
Object Server
OU
조직 단위
P
PAT
Port Address Translation
PerfMon
Microsoft Windows 성능 모니터
PG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PHB
홉별 동작
PIM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관리자
PLAR
전용 회선 자동 링다운
PPPoE
Point-to-Point Protocol over Ethernet
PSPAN
포트 Switched Port Analyzer
PSTN
공용 전화망
PVC
영구 가상 회선
Q
QoS
QoS(Quality of Service)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326

약어 목록

R
RAID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s
RIS
실시간 정보 서버
Rogger
라우터 및 로거
ROI
투자 수익
RONA
무응답 시 다시 라우팅
RSPAN
원격 Switched Port Analyzer
RSVP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RTD
실시간 배포자
RTMT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
S
SAA
서비스 보증 에이전트
SCI
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
SCSI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SDL
신호 분산 레이어
SE
시스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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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세션 시작 프로토콜
SLG
서비스 레벨 목표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PAN
Switched Port Analyzer
SRND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
SRST
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
SSL
Secure Socket Layer
SUS
Microsoft Software Update Services
T
TAC
시스코 TAC
TAPI
텔레포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TCD
텔레포니 통화 디스패처
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
TDM
시분할 다중화
TES
작업 이벤트 서비스
TFTP
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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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N 전송 철회
TOS
반대측 테스트
TTS
Text-to-Speech
U
UCS
Unified Computing System
UDP
User Datagram Protocol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V
V3PN
Cisco 음성 및 비디오 지원 Virtual Private Network
VLAN
가상 LAN
VMS
CiscoWorks VPN/Security Management Solution
VoIP
Voice over IP
VPN
Virtual Private Network
VPNSM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모듈
VRU
음성 응답 장치
VSPAN
가상 LAN Switched Port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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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ML
Voic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W
WAN
광역 네트워크
WUS
Microsoft Windows Update Services
X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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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참조 설계 소개
컴퓨팅 및 통신 기술이 변경됨에 따라 Cisco 컨택 센터 제품군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군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컨택 센터 제품의 범위와 복잡성 증
가에 대응하여 Cisco는 Unified CCE 참조 설계를 생성했습니다.
Unified CCE 참조 설계에서는 설계 순서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선택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프라의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항목도 있고, 특정 제품 기능의 향후 개발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설계는 컨택 센터의 공통 모델 집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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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설계를 구축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설계 및 수락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설계를 통해 EOL이 임박한 기술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구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
지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참조 설계에서는 다음 항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 가상화된 서버에 설계 설치
•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또는 Cisco Unified IP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 SIP 다이얼러
• 에이전트 데스크톱용 Cisco Finesse

참고

Unified CCE는 Cisco CTI OS(컴퓨터 텔레포니 통합 옵션) 데스크톱을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나
Unified CCE 참조 설계를 따르는 구축에서는 CTI O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ified CCE 참조 설계
Unified CCE 참조 설계는 컨택 센터의 일반적인 요건과 일치하는 모델을 정의합니다. 이 설계에는 다
음과 같은 모델이 포함됩니다.
Packaged CCE
Packaged CCE 제품은 자체 모델을 사용하며, 에이전트를 1,000개까지 지원하는 컨택 센터 구축
을 위한 미리 작성된 VM 템플릿 집합을 포함합니다. 이 미리 정의된 컨택 센터를 통해 비즈니
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새 컨택 센터 구축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Packaged
Contact Center Enterpri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packaged-contact-center-enterprise/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
서 Packaged CCE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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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Unified CCE는 매우 유동적이므로 다양한 참조 설계 모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는 에이전트를 12,000개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Unified CCE 제품군의 기본 설정 구성 요소를 구
현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는 여러 VM에 설치된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분산 환경으로 작
동합니다. 이러한 분산 환경은 유연성이 뛰어나므로 광범위한 성능, 용량 및 네트워크 토폴로
지 요건을 충족하는 구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에는 다음과 같은 참조 설계 모델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Unified CCE – 에이전트 4,000개. 이 모델은 CVP 대기 기능을 통해 순수 Unified CCE 에이
전트를 4,000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 에이전트 12,000개. 이 모델은 CVP 대기 기능을 통해 순수 Unified CCE 에
이전트를 12,000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Unified CCE. 이 모델은 Unified CCE - 에이전트 12,000개 모델을 초과하는 통화량
을 지원하기 위한 2계층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셀프 서비스 레이어로 작동하는
IVR ICM 시스템입니다. 이 레이어에는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IVR ICM 레이어는 두 번째
레이어의 에이전트 노드로 옵트 아웃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에이전트 노드에는 Unified
CCE – 12,000개 에이전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Unified CCE 참조 설계에서 지원되지 않는 컨피그레이션
다음 목록에는 Unified CCE 참조 설계에서 지원하지 않는 몇 가지 구성 요소, 옵션 및 컨피그레이션
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다중 CUCM PIM 컨피그레이션
• 일반적으로 이중화된 쌍으로 구축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심플렉스 컨피그레이션
• Progger 구축 유형
• 총 CPS가 300개를 초과하거나 에이전트 CPS가 90개를 초과하는 컨피그레이션
• 무음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는 모바일 에이전트
• 데스크톱 모니터링(BIB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폰에 사용됨)
• CAD 및 해당 IPPA 에이전트 데스크톱
• CAD VoIP 모니터 서버
• 원격 무음 모니터링
• 서드파티 ACD
• 데이터베이스와 DB 조회 통합(SQL 게이트웨이). CC용 HCS의 경우 이 통합이 지원되지만 제한
이 있습니다. 또한 CC용 HCS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멀티캐스트 통화 대기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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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소프트웨어 기반 컨퍼런스 브리지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소프트웨어 기반 트랜스코더(미디어 리소스)
• H.323 및 MGCP 프로토콜
• G.722, iSAC 및 iLBC 코덱
• Unified IP IVR
• DTMF용 KPML
• Tomcat(미디어 서버)
• CUBE-SP(통신 사업자)
• 사전 경로 인그레스 통화 흐름

Unified CCE 참조 설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제한 및 확장성 제약 조건
이 표에서는 Unified CCE 참조 설계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Unified CCE – 에이 Unified CCE – 에이 대규모 Unified CCE
전트 4,000개
전트 12,000개
모델 설명

CVP가 포함된 순 CVP가 포함된 순 Unified CCE – 12,000개 에이전트 모델
수 Unified CCE 에 수 Unified CCE 에 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 볼륨을 지
이전트
이전트
원하는 2계층 구축입니다. Contact
Director를 셀프 서비스 레이어로 사용
합니다. 옵트아웃 트래픽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노드에 대해 Unified CCE –
12,000개 에이전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다음 표에는 다양한 Unified CCE 구축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제한 및 확장성 제약 조건이 나와 있습니
다.
컨피그레이션 제한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구성되는 에이전트

22,000

72,000

해당 없음

구성되는 전화 걸기 번호

240,000

240,000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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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구성되는 레이블

100,000

160,000

160,000

에이전트 대상 규칙을 사용
합니다.

동시 사용자 수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동시 에이전트 수

4,000

12,000

각 UCM 클러스터의 동시
에이전트 수

4,000

8,000

활성 관리자(사용자)

350

1,000

12,000(에이
전트 노드에
서 각 구축당
에이전트 노
드 1개만 사
용 가능)

1,000

설정, 컨피그레이션 및 스크
립팅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각 배포자는 사용자를 64명
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전용 배포자(컨피그 4개(양측에 2 10개(양측에 10개(양측에
레이션에만 해당)
개)
5개)
5개)
동시 WIM/EIM 에이전트 수 200개(Lite)
또는 1,250개
분산
EIM/WIM

200개(Lite) 해당 없음
또는 1,250개
분산
EIM/WIM

동시 아웃바운드 옵션 에이 크기 조정을 크기 조정을 해당 없음
전트 수
수행해야 함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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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최대 클러스터 수

4

해당 없음

12

각 CUCM 클러스터의 최대
PG 수는 4개입니다.

런타임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참고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Contact
Director 구성 요
소
대기열에 추가 6,000
되는 최대 통화/
작업 수

10,000

10,000

CPS

90

Unified CCE 에
이전트 노드의
경우 90

30

참조 설계에서는 300을 초과하는 총 CPS 또는 90을
초과하는 에이전트 CP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Contact Director
의 경우 300
시간당 프로비
저닝 작업

120

120

120

이 값은 1시간 동안 솔루션의 모든 ADS에 대해 수
행하는 저장 작업의 최대 수를 나타냅니다.
컨피그레이션 관리자, CCMP 또는 AAS의 경우 각
리스킬링 작업에는 특성 추가, 스킬 제거 등의 변경
이 200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eadmin 가젯 및 관련 API의 경우 각 리스킬링 작
업에는 변경이 3,500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상태
추적에서 추적
하는 최대 에이
전트 수

100

100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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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상태 추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
치에서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환경 설정 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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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지리적 탄력성 WAN이 포 200ms
함된 컨택 센터의 왕복 시간
(WAN을 통해 클러스터링
되지 않음)

200ms

200ms

80ms
WAN을 통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
러스터의 왕복 시간

80ms

80ms

변수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ECC(Extended Context Call) 2,000
및 사용자 변수 크기(바이
트)

2,000

2,000

Unified CVP 및 Outbound
Option은 Unified ICM과의
통합을 위해 이 최대 제한의
하위 집합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값은
사용되는 ECC 및 사용자 변
수의 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각 값은 레코드당 약 50바이
트의 추가 스토리지를 나타
냅니다. 최대값에는 영구 변
수와 비영구 변수가 모두 포
함됩니다.

주변 장치(통화 변수)의 수 10

10

10

주변 장치 변수 길이(자)

40

40

40

40자(종료 NULL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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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PIM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최대 PG 수

시스템 용량
에 따라 최대
에이전트 PG
및 VRU PG
수가 제한됩
니다. 시스템
제한 사항을
참고해 주십
시오.

IVR ICM의
최대 VRU
PG 수는 40
시스템 용량 개입니다.
에 따라 최대
에이전트 PG
및 VRU PG
수가 제한됩
니다. 시스템
제한 사항을
참고해 주십
시오.

Unified CCE용 에이전트 PG
는 일반 PG 또는 Unified CM
PG(에이전트 최대 2,000개)
입니다.

12,000

36,000

72,000

참조 설계에서는 여러
Unified CM PIM 컨피그레
이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각 에이전트 PIM의 CTI OS 1
또는 Finesse

1

1

Unified ICM은 Finesse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

각 일반 PG의 CTI OS 또는 1
Finesse 서버

1

해당 없음

각 일반 PG의 VRU PI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UCM(Cisco Unified Call
Manager) PIM이 포함된 일
반 PG는 총 1,000개의 포트
만을 지원합니다.

각 시스템 PG의 VRU PI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IP-IVR PIM만 해당됩니다.

최대 VRU 포트

30개(에이전 150개(에이
트 PG의 경 전트 PG의
우 4개)
경우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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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가 450개 이하이며
Cisco Outbound Option이 포
함되는 구축의 경우에는 다
른 MR PG가 있습니다.
UCM PIM 제한을 참고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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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각 PG의 TDM PI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각 MR PG의 MR PIM

2

2

2

각 시스템의 PIM(전체)

18

52

40

PG에 PIM이 여러 개 있으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각
PG에 PIM이 하나씩 있는 경
우에 비해 PIM이 여러 개 있
으면 에이전트, VRU 포트
및 지원되는 통화량의 총 수
가 줄어듭니다. CTI OS가
함께 포함된 각 TDM PG의
최대 PIM 수는 1개입니다.

Cisco Outbound Option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플랫폼

B Series

해당 없음

최대 아웃바운드 에이전트 2,000
수

4,000

해당 없음

최대 통화/초

40

120

해당 없음

다이얼러당 최대 통화/초

30

30

해당 없음

1,500

해당 없음

C Series

각 SIP 다이얼러의 최대 다 1,500
이얼러 포트

각 PG 쌍의 SIP 다이얼러(A 다이얼러 쌍 다이얼러 쌍 해당 없음
측+B측)
1개
1개
각 시스템의 다이얼러 포트 4,000
(전체)

4,000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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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각시스템의다이얼러(전체) 4

6

해당 없음

각 시스템의 캠페인

600

600

해당 없음

각 시스템의 캠페인 스킬 그 300
룹

300

해당 없음

각 다이얼러의 캠페인 스킬 100
그룹

100

해당 없음

모든 캠페인의 총 스킬 그룹
수입니다.

각 캠페인의 캠페인 스킬 그 각 다이얼러 각 다이얼러 해당 없음
룹
의 각 캠페인 의 각 캠페인
당 1개
당 1개

스킬 그룹, 통화 유형 및 정밀 대기열
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각 PG의 스킬 그룹

4,000

4,000

해당 없음

정밀 대기열의 컨피그레이
션은 에이전트 PG당 스킬
그룹을 하나씩 만들며, 스킬
그룹의 수는 각 PG에서 지
원되는 스킬 그룹 수까지 계
산됩니다.

각 시스템의 스킬 그룹

16,000

27,000

해당 없음

정밀 대기열의 컨피그레이
션은 각 에이전트 PG에 대
해 스킬 그룹을 하나씩 만들
며, 스킬 그룹의 수는 각 시
스템에서 지원되는 스킬 그
룹 수까지 계산됩니다.

각 간격의 통화 유형 스킬
그룹

30,000

30,000

해당 없음

총 통화 유형 스킬 그룹 레
코드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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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Unified CCE – 대규모
참고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의 Contact
4,000개
12,000개
Director 구성
요소
구성되는 통화 유형

10,000

10,000

10,000

활성 통화 유형

8,000

8,000

8,000

각 시스템의 PR(정밀 라우
팅) 특성

10,000

10,000

해당 없음

각 에이전트에 대한 PR 특
성

50

50

해당 없음

각 시스템의 PR PQ(정밀 대 4,000
기열)

4,000

해당 없음

각 시스템의 PR PQ 단계

10,000

10,000

해당 없음

각 PQ 단계의 PR 용어

10

10

해당 없음

각 PQ의 PR 단계

10

10

해당 없음

각 PQ에 대한 PR 고유 특성 10

10

해당 없음

수퍼바이저 팀의 고유 스킬 50
그룹 및 PQ

50

해당 없음

구성되는 총 통화 유형의 수
입니다.

Unified CCE 참조 설계의 구성 요소 및 기능 지원
이 표에서는 Unified CCE 참조 설계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Unified CCE – 에이 Unified CCE – 에이 대규모 Unified CCE
전트 4,000개
전트 12,000개
모델 설명

CVP가 포함된 순 CVP가 포함된 순 Unified CCE – 12,000개 에이전트 모델
수 Unified CCE 에 수 Unified CCE 에 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 볼륨을 지
이전트
이전트
원하는 2계층 구축입니다. IVR ICM을
셀프 서비스 레이어로 사용합니다. 옵
트아웃 트래픽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노
드에 대해 Unified CCE – 12,000개 에이
전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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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다양한 Unified CCE 구축에 대한 구성 요소 및 기능 지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허용되는 서버 유형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컴퓨터 플랫폼

C Series

B Series(에이전
B Series(에이전 트가 8,000개를
트가 8,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필요함)
필요함)

IVR ICM 레이
어는 다음 시리
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동급 사양 기반
하드웨어를 사
용할 수도 있습
니다.

C Series
B Series

Packaged CCE 코어 단일 서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Rogger

예

아니요

아니요

라우터/로거

예

예

예

기록 및 RT 서버

AW-HDS-DDS HDS-DDS,
HDS-AW,
AWD

참조 설계에서
는 Progger 구축
유형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HDS-DDS,
HDS-AW,
AWD

고장 허용 범위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Unified CCE 이중화(A측 및 B측) 예

예

ICM A측 및 B
측

이중화 구성 요소의 심플렉스 설 아니요
치

아니요

아니요

N+1(중앙 집중식 컨택 센터)

CVP N+1

CVP N+1

CVP 1:1

CVP 1:1

CVP N+1

1:1(지리적인 탄력성을 제공하는 CVP 1:1
컨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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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Unified CCE 지리적 이중화

예

예

예

WAN의 Unified Communications 예
Manager 클러스터

예

해당 없음

SIP Proxy

CUSP 1:1(CVP 필수
서버가 4대를
초과하거나
Unified CM 클
러스터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함)

참고

CUSP 1:1

보고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보고 하위 시스템 구성 요소

CUIC

CUIC

CUIC

Live Data

예

예

아니요

서드파티 보고 하위 시스템

예

예

예

참고

데스크톱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Finesse 및 Finesse IPPA

예

예

해당 없음

CTI OS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CAD 및 해당 IPPA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예

예

해당 없음

참고

데스크톱 사용자 정의
Finesse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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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CTI OS 툴킷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예

예

해당 없음

참고

CRM 통합
Solution Plus 기반 CRM

에이전트 위치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로컬 에이전트

예

예

해당 없음

모바일 에이전트(통화별)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모바일 에이전트(고정 연결)

예

예

해당 없음

홈 에이전트(광대역)

예

예

해당 없음

참고

Unified CCE 참
조 설계에서는
모바일 에이전
트를 통한 무음
모니터를 지원
하지 않습니다.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무음 모니터링
Unified CM 기반(BIB)

예

SPAN/CTI OS 모니터 서버(모바 아니요
일 에이전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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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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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데스크톱 모니터링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BIB가 없는 폰
에만 사용됩니
다.

CAD VoIP 모니터 서비스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원격 무음 모니터링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예

예

해당 없음

SPAN/CTI OS 모니터 서버(모바 아니요
일 에이전트용)

아니요

해당 없음

CUBE 분기

예

예

해당 없음

MediaSense

예

예

예

독립형 서드파티 녹음 서버

예

예

예

메서드
CUCM 기반(BIB)

녹음 서버

서드파티 통합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녹음
CTI OS 모든 이벤트 피드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CTI 서버(GED-188)

예

예

해당 없음

CTI 서버 또는
Finesse

해당 없음

월보드
CTI 서버(GED-188), ODBC에서 CTI 서버 또는
Finesse
AW로의 실시간 테이블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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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Advanced Service 인력 관리 확장 예

예

해당 없음

참고

데이터베이스 통합
CVP 서버

예

예

예

앱 게이트웨이

예

예

예

DB 조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없음

없음

해당 없음

없음

예

예

서드파티 ACD
ACD
서드파티 VRU
VRU

Cisco 기능 옵션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소셜 미디어 고객 관리

예

예

해당 없음

에이전트 요청
API에는
SocialMiner가
필요합니다.

웹 상호작용 관리자

예

예

해당 없음

이메일 상호작용 관리자

예

예

해당 없음

음성 인프라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통화 대기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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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예
가입자 소스만 포함하는 유니캐
스트

예

해당 없음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아니요
가입자 소스만 포함하는 멀티캐
스트

아니요

아니요

VGW를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예

예

해당 없음

VGW 또는 SRST를 사용하는 컨 예
퍼런스 브리지

예

예

대부분의 경우
IVR ICM에는
미디어 리소스
가 필요하지 않
습니다.

Unified CM 소프트웨어 기반 컨 아니요
퍼런스 브리지

아니요

아니요

가능한 경우 컨
피그레이션을
신중하게 수행
해야 합니다.

VGW 또는 SRST를 사용하는 트 예
랜스코더 및 범용 트랜스코더

예

예

Unified CM 소프트웨어 기반 트 아니요
랜스코더

아니요

아니요

IOS 소프트웨어 MTP

예

예

예

CUSP

CUSP

CUSP

미디어 리소스

가능한 경우 컨
피그레이션을
신중하게 수행
해야 합니다.

프록시
SIP 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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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N 지원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ISDN 트렁크

예

예

참고

예

Cisco
예(일부 제한 사 예(일부 제한 사 예(일부 제한 사 Cisco UB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UBE-ENT(Enterprise) 항 적용됨)
항 적용됨)
항 적용됨)
Customer Voice Portal 설계 설명서(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ustomer-voice-portal/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를 참
고해 주십시오.
Cisco
아니요
UBE-SP(통신 사
업자, 대개 ASR)

아니요

아니요

서드파티 세션
경계 컨트롤러

아니요

참고 사항 참조

참고 사항 참조

SS7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Cisco Unified Customer Voice Portal 설계 설명서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ustomer-voice-portal/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를 참
고해 주십시오.

엔드포인트 및 프로토콜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Unified CCE 솔 Unified CCE 솔 Unified CCE 솔
루션 호환성 매 루션 호환성 매 루션 호환성 매
트릭스
트릭스를 참고 트릭스
해 주십시오.

대규모 구축의
경우 AS54xx도
포함될 수 있습
니다.

폰

Unified CCE 솔 Unified CCE 솔 해당 없음
루션 호환성 매 루션 호환성 매
트릭스
트릭스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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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VXI

참고

Unified CCE 솔 Unified CCE 솔 해당 없음
루션 호환성 매 루션 호환성 매
트릭스
트릭스

프로토콜
SIP over TCP

예

예

예

SIP over UDP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H.32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MGCP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코덱

G.711 ulaw,
alaw, G.729a

G.711 ulaw,
alaw, G.729a

G.711 ulaw,
alaw, G.729a

SIP

예

예

해당 없음

보안 RTP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다이얼러 제외

참조 설계에서
는 G.722, iSAC
및 iLBC를 지원
하지 않습니다.

폰 시그널링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

VRU 및 통화 대기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통화 대기
CVP

CVP 포괄 유형 CVP 포괄 유형 해당 없음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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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VRU만(유형 3)

아니요

아니요

VRU 유형 3은
INAP와 결합된
형태로만 사용
됩니다.

Unified IP IVR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CVP 순수 구
축의 경우), Call
Director 및 서
드파티 VRU

예

해당 없음

셀프 서비스
CVP 포괄 유형 10

ICM 조회 기능을 포함하는 독립 아니요
형 CVP
CVP Call Director

아니요

예(서드파티
예(서드파티
VRU에 포함됨) VRU에 포함됨)

서드파티

아니요

예

예
VRU-VRU의
경우:
셀프 서비스 포
트 36,000개

규모

크기 조정을 수 크기 조정을 수 VRU-VRU의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경우:
셀프 서비스 포
트 36,000개

발신자 입력

DTMF(옵션으 DTMF(옵션으 DTMF(옵션으
로 ASR/TTS 사 로 ASR/TTS 사 로 ASR/TTS 사
용)
용)
용)

DTMF
RFC2833

예

예

예

KPML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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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비디오
CVP 및 기본 비디오

예

예

아니요

대기열의 CVP 비디오

예

예

예

IIS

예

예

예

Tomcat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미디어 서버
참조 설계의 미
디어 서버는 전
용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 흐름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인그레스 포인트
사전 라우팅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CVP를 통해 사후 라우팅

예

예

예

아니요

해당 없음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아니요
를 통해 사후 라우팅
통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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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시스템에서 시작됨

참고

VRU 통합 검색 VRU 통합 검색 에이전트 노드
통화 후 설문조 통화 후 설문조 에서 CVP로의
변환 경로
사
사
콜백 서비스

콜백 서비스

수신자 지정 전 수신자 지정 전
송
송
임의 전송

임의 전송

라우터 재쿼리 라우터 재쿼리
CVP를 사용한
사후 라우팅

CVP를 사용한
사후 라우팅

변환 경로

예

예

에이전트가 시작함

ICM 스크립트
에 의한 모든 전
송, 컨퍼런스 및
직접 에이전트
통화

ICM 스크립트 해당 없음
에 의한 모든 전
송, 컨퍼런스 및
직접 에이전트
통화

에이전트 인사말

예(크기 조정
필요)

예(크기 조정
필요)

해당 없음

귓속말 공지 기능

예(크기 조정
필요)

예(크기 조정
필요)

해당 없음

콜백 서비스

예(크기 조정
필요)

예(크기 조정
필요)

해당 없음

예

관리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프로비저닝
ICM 컨피그레이션 도구, CVP 운 예
영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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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Unified CCE Web Admin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CCMP

예

예

예

VIM

예

예

예

스크립트 편집기

예

예

예

Call Studio

예

예

예

RTMT Analysis Manager 진단

예

예

예

시스템 CLI

예

예

예

CUOM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RTMTAnalyze 통화 경로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참고

서비스 만들기

서비스 가용성

API
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참고

관리
Finesse

예

예

예

WebAdmin API

예(일부)

예(일부)

아니요

예

예

해당 없음

Unified CCE는
PQ, 특성 만들
기, 특성 할당
및 에이전트 리
스킬링만 지원
합니다

데스크톱
GED-188(월보드 및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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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CE – 에 Unified CCE – 에 대규모 Unified
이전트 4,000개 이전트 12,000개 CCE의 IVR ICM
구성 요소
CTI OS 툴킷

아니요

아니요

해당 없음

MediaSense

예

예

예

아니요

예

예

GED-145(애플리케이션 게이트 아니요
웨이)

예

예

참고

VRU
GED-125

비참조 설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제한 및 확장성 제약 조
건
다음 표에는 Unified ICM/CCE 제품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제한 및 확장성 제약 조건이 지정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 제한은 Unified ICM/CCE 제품 설계 제약 조건의 일부이며 Cisco에서 테스
트한 시스템 크기 조정 특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매개변수 또는 해당 매개변수 조합은
대부분 시스템 용량에 영향을 주는 기여 요인입니다. 컨택 센터를 설계할 때는 설계가 이러한 제한
내에서 구축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의 코멘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특정
매개변수를 초과할 수 있는 특수 컨피그레이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Cisco에 문의해 주십시오.

중요

이 부록은 빠른 참조로 제공됩니다. 시스템 제약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화된 환경의
Unified Communications(http://docwiki.cisco.com/wiki/Unified_Communications_in_a_Virtualized_
Environment),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DocWiki의 http://docwiki.cisco.com/wiki/
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 페이지) 및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참
고해 주십시오.
호환성 매트릭스에는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릴리스 10.0에 대해 지원되는 모든 컨
피그레이션 및 버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환성 매트릭스의 정보는 기타 어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문서의 호환성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호환성 매트릭스에 명
시되어 있지 않은 컨피그레이션 또는 버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표의 확인 표시는 지정된 매개변수가 표시된 Unified ICM/CCE 제품 에디션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이 표 끝부분의 설명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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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컨피그레이션 제한 및 확장성 제약 조건

최대 제한

제한값

적용 대상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1개~12,000
(Unified CCE 개
만 해당)
관리자(사용자)

100

ECC(Extended Context
2,000
Call) 및 사용자 변수 크기
(바이트)

코멘트
Unified ICM

1,000

설정, 컨피그레이션 및 스크립팅 사용자
를 포함합니다.

2,000

Unified CVP 및 Outbound Option은
Unified ICM과의 통합을 위해 이 최대
제한의 하위 집합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값은 사용되는
ECC 및 사용자 변수의 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각 값은 레코드당 약 50바이트
의 추가 스토리지를 나타냅니다. 최대값
에는 영구 변수와 비영구 변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변 장치(통화 변수)의 수 10

10

주변 장치 변수 길이(자)

40

40

40자(종료 NULL 제외)

각 VRU PG의 VRU PIM

해당 없음

10

각 CVP PIM은 포트 900개를 지원하므
로 VRU PG의 총 최대 포트 수는 9,000
개입니다.

각 일반 PG의 VRU PIM

2

4

CUCM(Cisco Unified Call Manager) PIM
이 포함된 일반 PG는 총 1,000개의 포트
만을 지원합니다.

각 시스템 PG의 VRU PIM 해당 없음

5

각 PG의 TDM PIM

해당 없음

5

각 MR PG의 MR PIM

1

2

UCM PIM

1

12

—
—

IP-IVR PIM만 해당됩니다.
PG에 PIM이 여러 개 있으면 성능에 영
향을 줍니다. 각 PG에 PIM이 하나씩 있
는 경우에 비해 PIM이 여러 개 있으면
에이전트, VRU 포트 및 지원되는 통화
량의 총 수가 줄어듭니다. CTI OS가 함
께 포함된 각 TDM PG의 최대 PIM 수는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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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제한

제한값

적용 대상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1개~12,000
(Unified CCE 개
만 해당)

코멘트
Unified ICM

각 CUCM 클러스터의 최 4
대 PG 수

4

각 ICM 인스턴스의 이중
PG

1

150

에이전트가 450개 이하이며 Cisco
Outbound Option이 포함되는 구축의 경
우에는 다른 MR PG가 있습니다. 위의
UCM 제한을 참고해 주십시오.

각 시스템의 PIM(전체)

4

150

에이전트 PIM 1개, VRU PIM 2개 및 MR
PIM 1개(에이전트가 450개 이상인 경우
에만 적용됨)

각 시스템에서 구성되는
에이전트(전체)

해당 없음

65,000

각 시스템에서 구성되는
에이전트(전체)

3,000

76,000

각 주변 장치에서 구성되 3,000
는 에이전트

12,000

각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1,500
의 스킬 그룹

4,000

정밀 대기열의 컨피그레이션은 에이전
트 PG당 스킬 그룹을 하나씩 만들며, 스
킬 그룹의 수는 각 PG에서 지원되는 스
킬 그룹 수까지 계산됩니다.

각 시스템의 스킬 그룹

1,500

27,000

정밀 대기열의 컨피그레이션은 에이전
트 PG당 스킬 그룹을 하나씩 만들며, 스
킬 그룹의 수는 각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스킬 그룹 수까지 계산됩니다.

각 에이전트 PIM의 CTI
OS

1

1

시간당 프로비저닝 작업

30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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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제한

제한값

적용 대상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1개~12,000
(Unified CCE 개
만 해당)

코멘트
Unified ICM

에이전트 상태 추적에서
추적하는 최대 에이전트
수

100

각 다이얼러의 SIP 다이얼 해당 없음
러 포트

1,500

—

이 제한에서는 모델이 분산되며 관련 수
치는 구축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합니
다.

각 PG 쌍의 SIP 다이얼러 해당 없음
(A측+B측)

1

—

다이얼러 유형은 PG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서버의 SIP 다이얼러 포 해당 없음
트(전체)

1,500

—

다중 인스턴스 구축에 적용됩니다.

각 시스템의 다이얼러 포 해당 없음
트(전체)

4,000

—

각 시스템의 다이얼러(전 해당 없음
체)

32

—

각 시스템의 캠페인

600

—

해당 없음

에이전트 상태 추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 위치에서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 환경 설정
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
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
products-installation-and-configuration-guides-list.html

—

크기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규모
구축의 경우 전체 600개 캠페인을 지원
할 수 없습니다.
각 시스템의 캠페인 스킬 해당 없음
그룹

100

—

모든 캠페인의 총 스킬 그룹 수입니다.

각 캠페인의 캠페인 스킬 해당 없음
그룹

20

—

시스템당 최대 캠페인 스킬 그룹 수인
10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캠
페인의 스킬 그룹에 대한 제한입니다.

각 시스템에서 전화를 거 1,500
는 번호

240,000

각 시스템에서 구성되는
레이블

160,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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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제한

제한값

적용 대상

Unified CCE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1개~12,000
(Unified CCE 개
만 해당)

코멘트
Unified ICM

각 간격의 통화 유형 스킬 1,000
그룹

30,000

총 통화 유형 스킬 그룹 레코드 수입니
다.

구성되는 통화 유형

500

10,000

구성되는 총 통화 유형의 수입니다.

활성 통화 유형

250

8,000

각 시스템의 PR(정밀 라우 해당 없음
팅) 특성

10,000

—

각 에이전트에 대한 PR 특 해당 없음
성

50

—

각 시스템의 PR PQ(정밀
대기열)

해당 없음

4,000

—

각 시스템의 PR PQ 단계

해당 없음

10,000

—

각 PQ 단계의 PR 용어

해당 없음

10

—

각 PQ의 PR 단계

해당 없음

10

—

각 PQ에 대한 PR 고유 특 해당 없음
성

10

—

수퍼바이저 팀의 고유 스 50
킬 그룹 및 PQ

50

참고

시스템에서 구성되는 에이전트의 최대 수에 가깝게 구축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되고 통화 라우팅
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합 용량 제한도 최대 임계값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용량 관련 시스템 계획 시 파트너 또는 전문 서비스로
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성되는 에이전트 수가 많은 경우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로는 시스템 주변 장치의 총 수, 경로, 활성 에이전트의 수, 전반적인 통화 로드 등
이 있습니다. 성능 저하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은 최번시 및 30분의 업데이트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PG는 중앙 컨트롤러로 보고서를 보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하지 않는 구성된 에이전
트를 비우고, 비활성 주변 장치를 사용 중지하고, 현재 유지 관리 릴리스 레벨에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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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보고 서버 제한
구축 유형별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제한
각 로거에 대해 여러 관리 및 데이터 서버를 추가하는 방식의 구축만 가능합니다. AW를 더 구축하려
면 같은 수의 AW-HDS를 제거해야 합니다.
표 32: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구축 제한

각 로거측의 구성 요 에이전트 수 기준 제한
소
450

4,000

12,000

AW 전용

—

1

2

AW-HDS-DDS

1

1

—

AW-HDS

—

—

3

HDS-DDS

—

—

1

활성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사용자에 대한 제한
다음 표에는 활성 관리 및 데이터 서버 사용자 유형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Unified CCE 4,000개 에이 Unified CCE 12,000개 에
전트 구축
이전트 구축

참고

관리자

350

설정, 컨피그레이션 및
스크립팅 사용자를 포함
합니다. 각 배포자는 사
용자를 64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0

실시간 전용 배포자(컨 4개(양측에 2개)
피그레이션에만 해당)

10개(양측에 5개)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구축 용량 및 요건
이제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기능 및 처리 가능한 보고 데이터의 양에 따라 다양한 역할(구축이라고
도 함)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보고 서버(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와 함께 사용되는 관
리 및 데이터 서버의 하드웨어 요건 지정 사항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의 서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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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서버, 실시간/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AW-HDS-DDS)
• 관리 서버 및 실시간/기록 데이터 서버(AW-HDS)
• 기록 데이터 서버 및 세부 데이터 서버(HDS-DDS)
용량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을 포함하는 Intelligence Center 서버당 Intelligence Center 사용자 200명
◦ 15초마다 새로 고침되는 실시간 보고서 4개(행 100개/필드 10개 포함)
◦ 30초마다 새로 고침되는 기록 보고서 2개(각각 행 2,000개/필드 10개 포함)

참고

각 보고서 사용자는 스크립트 편집기 모니터링 사용자 1명에 해당합니다(인터넷 스크립트 편집
기 또는 관리 클라이언트 사용).

가상 머신 용량
다음 표에는 관리 및 데이터 서버 VM의 용량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가상 머신

보고 사용자 용량

vDisk

관리 서버 - AW

50

40GB 1개

AW-HDS-DDS

200

80GB 및 500GB 각 1개
1

AW-HDS

200

80GB 및 500GB 각 1개
2

HDS-DDS

200

80GB 및 500GB 각 1개
3

1

2개 vDisk를 같은 데이터 저장소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DB Estimator 도구를 사용하면 솔루션 요구에 맞도록 OVA 구축에서 DB vDisk의 크기를 사
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2개 vDisk를 같은 데이터 저장소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DB Estimator 도구를 사용하면 솔루션 요구에 맞도록 OVA 구축에서 DB vDisk의 크기를 사
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3
2개 vDisk를 같은 데이터 저장소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DB Estimator 도구를 사용하면 솔루션 요구에 맞도록 OVA 구축에서 DB vDisk의 크기를 사
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고 클라이언트
Unified CCE Live Data 독립형 서버에는 소규모 Live Data 구축 컨피그레이션이 사용됩니다. Unified
CCE Rogger 구축에서는 대개 소규모 Live Data 구축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Unified CCE Live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360

시스템 요건 및 제약 조건
표준 작동 조건

Data 독립형 서버에는 대규모 Live Data 구축 컨피그레이션이 사용됩니다. 별도의 라우터와 로거가
포함된 Unified CCE 구축에서는 대개 대규모 Live Data 구축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소규모 Live Data 구축 컨피그레 대규모 Live Data 구축 컨피그레
이션
이션
에이전트

4,000

12,000

모든 보고 클라이언트(폴링 클라 4,000
이언트 포함)

12,000

폴링 클라이언트

2,700

1,000

Unified CCE 에이전트 주변 장치 최대 4개

최대 12개

표준 작동 조건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Unified ICM/CEE 하드웨어 선택 항목은
다음 작동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Unified CCE 참조 설계, Unified ICM 또는 기타 Unified CCE 소프
트웨어 구현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여기서 제시하는 요인을 고려해 주십시오. 다양한 변수가 시스템
용량에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하위 집합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크기 조정 제한 사항은 이와 같은 변수 하위 집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 33: Unified ICM/Unified CCE의 작동 조건

작동 조건

값

적용 대상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0개
~12,000개

Unified CCE

PG당 최대 CTI OS 서 1
버수

1

PG당 최대 Cisco
Finesse 서버 수

2

2

팀당 에이전트별 평
균 스킬 그룹

5

코멘트
Unified ICM

독립형 CTI OS 시스
템(프로덕션 시스템
으로 사용 불가)

각 PG 쌍은 에이전트
2,000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기본 스킬 그룹은 포
함되지 않으며, 각 스
킬 그룹에 대해 17개
통계가 활성화된다
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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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조건

값

적용 대상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0개
~12,000개

Unified CCE

Unified ICM

수퍼바이저 수

10%

10%

—

총 에이전트 수의
10%

팀수

에이전
트/10

10%

—

총 에이전트 수의
10%(팀당 에이전트
9개, 수퍼바이저 1개)

모니터 모드 애플리
케이션(CTI OS)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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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조건

모든 이벤트 클라이
언트(CTI 서버)

값

적용 대상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0개
~12,000개

Unified CCE

1

코멘트
Unified ICM

55
소형 에이전트 PG
OVA에서 작성된 2개
vCPU VM의 경우입
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는 CTI OS 연결 2개
와 함께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더 많은
모니터 모드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의 수를 줄일 수 있습
니다.

—

206

대형 에이전트 PG
OVA에서 작성된 4개
vCPU VM의 경우입
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는 CTI OS 연결 2개
와 함께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더 많은
모니터 모드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의 수를 줄일 수 있습
니다.

ECC 변수

5개 스칼라 5개 스칼라

직접 통화의 통화 흐 85%
름 트래픽

85%

전송 통화의 통화 흐 10%
름 트래픽

10%

컨퍼런스 통화의 통
화 흐름 트래픽

5%

5%

각 40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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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조건

값

적용 대상

에이전트 에이전트
450개 이하 450개
~12,000개

Unified CCE

아웃바운드 다이얼러 해당 없음
통화 전송 속도

30%

코멘트
Unified ICM

—

에이전트나 VRU로
전송되는 통화의 백
분율

4
자세한 내용은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 모드 연결 관련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5
자세한 내용은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 모드 연결 관련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6
자세한 내용은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 모드 연결 관련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데이터 저장소 컨피그레이션
TRC(Tested Reference Configuration) 또는 사양 기반 서버를 설정하는 경우 UC 가상화 지원 하드웨어
페이지(http://docwiki.cisco.com/wiki/UC_Virtualization_Supported_Hardware)를 참고해 주십시오.

워크스테이션 사양
아래 목록에는 에이전트 및 관리자 워크스테이션의 최소 시스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 CPU - Intel®Pentium® 듀얼 코어 프로세서(2.5GHz)
• 메모리 - 4GB RAM
• 하드 드라이브 - 250GB SATA
• 사운드 카드 - 컨택 센터에서 Cisco IP Communicator, 무음 모니터링 또는 Jabber를 사용하는 경
우 Windows 호환 풀 듀플렉스 사운드 카드가 필요합니다.
관리 및 데이터 서버와 관리 클라이언트에는 다음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그래픽 카드 - 1024x768x64K 이상 색상을 지원하는 카드
• 디스플레이 모니터 - 17인치 이상
관련 항목
Cisco Finesse 데스크톱 솔루션, 1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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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 모드 연결 제한
CTI 서버는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며 CTI OS 서버는 모니터 모드 연결을 사용합니다. 사
용 가능한 클라이언트 및 연결 수에 대한 제한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또는 연결
중 하나를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하나는 더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vCPU 소형 에이전트 PG OVA 2개의 최대값
각 에이전트 PG에는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다음 수만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CTI 서버의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최대 7개
• CTI OS 서버의 모니터 모드 연결 최대 5개
•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와 모니터 모드 연결을 합해 최대 9개

중요

에이전트 PG에서는 CTI 서버에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7개를 포함하는 동시에 CTI OS 서버에
모니터 모드 연결 5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합한 수의 최대값인 9
개 내에서 두 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vCPU 대형 에이전트 PG OVA 4개의 최대값
vCPU가 4개인 대형 OVA에서 구축되는 VM의 경우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및 모니터 모드 연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에이전트 PG에는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다음 수만큼 포함할 수 있습
니다.
• CTI 서버의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최대 20개
• CTI OS 서버의 모니터 모드 연결 최대 5개

참고

이처럼 증가된 제한에서는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가 CTI 서버 프로토콜 통합에서 이벤트 최소
화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소형 OVA에서 구축되는 VM과 달리 이러한 제한은 서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클라이언트 이
벤트의 수로 인해 대상 VM에 포함할 수 있는 모니터 모드 연결의 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서 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각 유형을 최대 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다음 구성 요소는 사용 가능한 모든 이벤트 클라이언트 중 2개를 사용합니다.
• Cisco Finesse
• CTI OS 서버
• Cisco Agent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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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nesse IP Phone Agent(2개)
• CAD IP Phone Agent(2개)
• Real Time Adherence(2개)
• 일부 서드파티 녹음 솔루션 벤더(2개)
• Unified WIM 및 EIM(2개)
• Cisco Media Blender
• B&S MCAL
• Remote Silent Monitor
모니터 모드 연결
구축에서 CTI OS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처음에는 이중화된 쌍의 양측에서 각각 2개의 모니터 연결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장애 시 반대측으로 장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결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A측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A측의 CTI OS 서버에 연결된 리소스는 B측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설정되는 추가 연결로 인해 B측에서 연결 수를 합한 최대값이 9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G.711 오디오 코덱 지원
통화가 두 포인트 간에 처음 연결되면 Unified CCE가 오디오 코덱을 협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코덱을 협상합니다.
• 통화가 시스템에 도착하여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와 VXML 브라우저 간에 미디어가 설정되는 경
우
• 대기열의 통화가 에이전트에게 연결되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와 에이전트 폰 간에 미디어가
설정되는 경우
• 에이전트가 통화를 컨퍼런스 처리하여 모든 당사자와 컨퍼런스 리소스 간에 미디어가 설정되
는 경우
각 구성 요소가 지원하는 코덱에 따라 각 통화 구간에서 다른 코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711에는 두 가지 오디오 코덱 유형이 있습니다.
• G.711 muLaw - 북미와 일본에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 G.711 A-Law - 기타 모든 지역에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Unified CCE는 이 두 오디오 코덱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TDM 게이트웨이가 PCM이 ISDN 트렁크에서 사용하는 A-Law를 SIP 다이얼 피어
에서 G.711 muLaw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 컨택 센터 내의 음성 트래픽은 G.711
muLaw로 실행하고 EMEA PSTN은 A-Law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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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신 사업자는 TDM VGW를 바이패스하는 SIP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려면 A-Law의 내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는 지역 레벨에서 코덱 환경 설정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A-Law
와 muLaw를 모두 보급할 수 있습니다.

CVP의 코덱 지원
CVP 기본값 프롬프트
CVP에는 mu-law 및 A-Law 둘 다에 대한 기본값 프롬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축에서는 코덱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인사말
mu-law 또는 A-Law 중 하나로 에이전트 인사말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ASR/TTS
CVP는 mu-law 또는 A-Law를 사용하는 ASR/TTS를 지원합니다.

Unified CCE의 코덱 지원
모바일 에이전트
모바일 에이전트는 G.711 muLaw 또는 A-Law 코덱을 보급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코덱만 보급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장치의 모든 모바일 에이전트는 같은 코덱을 사용해야 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다른 코덱으로 된 통화를 모바일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려는 경우 트랜스
코더를 삽입해야 합니다.
Cisco Outbound Option 다이얼러
특정 설계 관련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Cisco UBE가 포함된 SIP 다이얼러는 A-Law를 지원할 수 있습
니다. SIP 다이얼러는 A-Law 코덱을 보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SIP 다이얼러와 SIP 통신 사업자
간의 초기 협상(미디어 없음) 중에는 구축의 Cisco UBE에 DSP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다이얼러에서
에이전트로의 REFER 중에 Cisco UBE는 A-Law 코덱을 사용하도록 에이전트와 코드를 다시 협상하
며, 그 후에 DSP 리소스(트랜스코더)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무음 모니터 지원
다음 무음 모니터링 솔루션은 muLaw 및 A-Law를 모두 지원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무음 모니터링
• CTI OS 기반 무음 모니터링
• Cisco Remote Sil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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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Agent Desktop 무음 모니터링

지원되지 않는 혼합 환경
혼합 모드 A-Law 및 muLaw 구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uLaw에서 A-Law로 전환하는 사이트의 경우 설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주변 장치의 모든 모바일 에이전트는 같은 코덱을 사용해야 합니다.
CVP 프롬프트
모든 CVP 프롬프트는 같은 코덱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축 유형별 솔루션 구성 요소 및 기능 가용성
아래 표에는 여러 구축 유형의 특성 구성 요소 및 기능 가용성이 나와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 요
소 및 기능

구축 유형별 가용성
1 - NAM
3 - NAM Rogger

2 - Contact
Director

4 - ICM 라우터/
로거
8 - ICM Rogger

5 - UCCE 8,000개
에이전트 라우
터/로거
6 - UCCE 12,000개
에이전트 라우
터/로거
9 - UCCE 4,000개
에이전트 Rogger
13 - UCCE 450개
에이전트
Progger

7 - Packaged
CCE:
CCE-PAC-M1
10 - Packaged
CCE:
CCE-PAC-M1 Lab
Only

11 - HCS-CC 1,000
개 에이전트
12 - HCS-CC 500
개 에이전트
14 - HCS-CC 4,000
개 에이전트
15 - HCS-CC
12,000개 에이전
트

Unified
아니요
CCE/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이전
트

아니요

예

예

예

예

서드파티 ACD
에이전트 PG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서드파티 IVR
PG

아니요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정밀 라우팅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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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 요
소 및 기능

구축 유형별 가용성
1 - NAM
3 - NAM Rogger

2 - Contact
Director

4 - ICM 라우터/
로거
8 - ICM Rogger

5 - UCCE 8,000개
에이전트 라우
터/로거
6 - UCCE 12,000개
에이전트 라우
터/로거
9 - UCCE 4,000개
에이전트 Rogger
13 - UCCE 450개
에이전트
Progger

7 - Packaged
CCE:
CCE-PAC-M1
10 - Packaged
CCE:
CCE-PAC-M1 Lab
Only

11 - HCS-CC 1,000
개 에이전트
12 - HCS-CC 500
개 에이전트
14 - HCS-CC 4,000
개 에이전트
15 - HCS-CC
12,000개 에이전
트

Live Data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7

예

아니요

ICM 간 게이트
웨이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Cisco Finesse

아니요

아니요

예8

예

예

예

에이전트 요청
API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아니요

Unified CCMP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아니요

Unified CCDM9

웹 관리 및
REST API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일부분10

예

Unified CCDM11

상위 또는 하위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CICM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7
UCCE 450 에이전트 Progger에는 Live Data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8
Finesse는 Unified CCE/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이전트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서드파티 ACD 에이전트에는 Finesse를 사용할 수 없습니
다.
9
Unified CCDM은 Unified HCS for Contact Center용 관리 도구입니다.
10
정밀 라우팅 컨피그레이션만 표시됩니다.
11
Unified CCDM은 Unified HCS for Contact Center용 관리 도구입니다.

구축 유형별 혼잡 제어 제한
혼잡 제어는 높은 통화 속도로 인한 오버로드 상황으로부터 중앙 제어 라우터를 보호합니다. 오버로
드가 매우 심해지면 혼잡 제어 기능이 실행 중인 시스템의 상태를 정격 용량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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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제어는 오버로드 상황 동안 모든 통화에 대해 품질이 매우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소수의
일부 통화에 대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통화 엔트리 포인트에서 라우팅 클라
이언트의 통화를 거부함으로써 시스템을 용량 범위 내로 유지합니다. 용량을 제한하면 라우팅되는
통화 서비스를 시간 초과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통해 라우터 오버로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오버로드 상황에서도 설계된 통화 처리 처리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
는 지원되는 구축 유형과 지원되는 최대 CPS(Calls Per Second, 초당 통화 수)가 나와 있습니다.
표 34: 구축 유형

구축 유형

초당 최대 통화 수

Unified CCE 12,000개 에이전트 라우터/로거

105

Unified CCE 8,000개 에이전트 라우터/로거

69

Unified CCE 4,000개 에이전트 Rogger

35

Unified CCE 450개 에이전트 Progger

4

HCS-CC 4,000개 에이전트

32

HCS-CC 1,000개 에이전트

8

HCS-CC 500개 에이전트

5

Unified ICM Rogger

58

Unified ICM 라우터/로거

115

NAM

300

NAM Rogger

150

구성 요소 및 기능의 확장성 영향
컨택 센터에서 특정 선택적 구성 요소 및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성 요소와 기능은 Unified
ICM/Unified CCE 확장성 및 용량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표에는 이러한 영향 중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 요소 또는 기 영향
능
CTI OS 보안

CTI OS 보안을 활성화하면 에이전트 용량이 25%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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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또는 기 영향
능
IPSec

IPSec을 활성화하는 경우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E 구축에서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에 대해 지원되는 최대 작동 용량이
25% 감소합니다. 이러한 용량 감소는 에이전트, VRU 포트, SIP 다이얼러
포트 및 통화 속도에 적용됩니다.
• CCE 구축이 지원하는 최대 통화 속도(초당 통화 수)가 25% 감소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Unified CCE는 모바일 에이전트의 통화를 직접 제어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전
송 모드(통화별 모드 및 고정 연결 모드)에서는 리소스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
용합니다. 모바일 에이전트의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려면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실행해 주십시오.
Cisco Outbound
Option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에이전트 PG의 에이전트 용량이 다음과 같이 감소합
니다.
최대 에이전트 수 = (최대 PG 에이전트 용량)-(1.33x(SIP 다이얼러 포트 수))
이러한 공식은 플랫폼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구축의 다이얼러 포트 수를 기
준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 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각 아웃바운드 에이전트에 포트 2개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바
운드 리소스는 캠페인에 대한 적중률, 중단 제한 및 통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아웃바운드 리소스를 확인하려면 크기 조정 도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에이전트 인사말 에이전트 인사말 기능은 라우터, 로거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영
향을 줍니다.
• 라우터와 로거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수행되는 경로 요청 수가 증가
하므로 최대 통화 속도가 약 1/3로 감소합니다.
•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려면 Cisco
Unified Collaboration 크기 조정 도구를 실행해 주십시오.
정밀 대기열 및 스 각 에이전트에 대한 정밀 대기열 또는 스킬 그룹의 평균 수가 많아지면 각 PG 및
킬 그룹
전체 시스템의 최대 동시 에이전트 수는 감소합니다.
ECC(확장된 통화 ECC(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사용량이 작동 조건에 지정된 것보다 많으면 Unified
컨텍스트)
CCE의 중요 구성 요소 성능과 확장성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용량에 대한 영향은
ECC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달라지며, 사례별로 전문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항목
추가 크기 조정 요인, 25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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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ICM/Unified CCE 구성 요소 관련 참고 사항
이 섹션에는 기타 Unified ICM/Unified CCE 서버 요건에 대한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TI OS 서버
CTI OS 서버 구성 요소는 에이전트 PG와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독립형 CTI OS 서버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CTI OS 서버의 시스템 요건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
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CTI OS용 무음 모니터 서비스
무음 모니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단일 실행 파일입니
다.
• 독립형 서버(무음 모니터 서버)로 구축
• CTI OS 클라이언트 툴킷 애플리케이션(Unified CCE 툴킷용 무음 모니터 서비스)과 함께 구축
무음 모니터 서버
무음 모니터 서버는 모바일 에이전트 집합용 무음 모니터 기능을 제공하는 독립형 서버입니다. 무음
모니터 서비스를 독립형 서버로 구축할 때는 다른 CTI OS 또는 Unified CCE 구성 요소와 서버를 함께
배치하지 마십시오. 아래 표에는 표준 Remote Silent Monitor VM의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표 35: 가상 머신 용량

가상 머신 유형

용량(동시 세션)

Remote Silent Monitor

80

Unified CCE 툴킷용 무음 모니터 서비스
단일 Unified CCE 에이전트에 대해 무음 모니터 기능을 제공하도록 무음 모니터 서비스를 구성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무음 모니터 서비스는 에이전트 또는 수퍼바이저 데스크톱과 같
은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Citrix 환경에서 무음 모니터 서비스는 에이전트 또는 수퍼바이저의 Citrix
클라이언트와 같은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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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의 시스템 요건, 서버 컨피
그레이션, 기능 및 제한 사항은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양(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web-interaction-manager/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Finesse 서버
Cisco Finesse를 사용하려면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필
요합니다. Cisco Finesse 클라이언트에 대해 지원되는 버전 및 시스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
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Finesse 서버는 VMware ESXi에서 실행되는 가상 머신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Cisco Finesse의 가상화 DocWiki 페이지(http://docwiki.cisco.com/wiki/Virtualization_for_Cisco_Finesse)
를 참고해 주십시오.
Finesse는 Unified Communication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Unified_Communications_
Virtualization)에 요약되어 있는 공동 배치 정책에 따라 구축할 수도 있고 자체 가상 머신에 구축할 수
도 있습니다.

Unified 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
이 섹션에서는 Unified CCE 환경의 Cisco Unified CCMP(Contact Center Management Portal)용 서버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각 구축 모델에서는 사이트 간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n측 서버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폴더 구조를 조직 구조와 매핑하면 리소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 36: 가상 머신 용량

VM

용량
에이전트(동시 에이
전트/구성된 에이전
트)

구성된 CCMP 사용 폴더
자

폴더 수준

1,500/1,500

1,500

200

5

소형CCMP(컨피그레이 1,500/1,500
션 AW 포함)

1,500

200

5

소형 CCMP 단일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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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용량
에이전트(동시 에이
전트/구성된 에이전
트)

구성된 CCMP 사용 폴더
자

폴더 수준

대형 CCMP 웹/애플리
케이션 서버

8,000/48,000

8,000

—

—

대형 CCMP DB 전용

8,000/48,000

8,000

600

6

네트워크 연결
Unified CCMP용 네트워크 연결을 설계할 때는 다음 요인을 고려해 주십시오.
• LAN - 기가비트(1000BASE-T) 연결을 통해 Unified CCMP 시스템을 Unified ICM/CCE 및 기타
서버에 연결합니다.
• WAN - Unified CCMP 시스템을 Unified ICM/CCE에 연결하거나 WAN을 통한 분산 CCMP 구축
에 사용하기 위한 용량 1.5MB/s 이상의 전용 링크를 할당합니다.
• 로드 밸런싱 - 분산 CCMP 시스템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사이트 간에 로드를 분산할 수 있
습니다. Windows 내장 기능이 아닌 전용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로드 밸런싱 솔
루션은 요청 간에 웹 세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티키 연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Unified CCMP 서버의 소프트웨어 요건
Unified CCMP 서버의 소프트웨어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contact-center-management-portal/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
서 Unified CCMP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단일 서버 시스템의 경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 둘 다의 소프트웨어 필수
구성 요소 및 Unified CCMP 구성 요소를 단일 서버에 설치합니다. 단일 서버 시스템은 최소 구축
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164 다이얼 플랜 설계 관련 고려 사항
Unified CCE는 E.164 다이얼 플랜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이 '+' 접두사를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 에이전트 내선 번호에는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에이전트 주변 장치에서 "모든 회선" 에이전트 컨트롤을 활성화하는 경우 에이전트 보조 회선
에 '+'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CTI 경로 포인트 또는 VRU를 통과하는 경로 DN에는 '+' 접두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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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얼러에서 가져온 연락 번호 및 캠페인 접두사에는 '+' 접두사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에이전트는 Finesse 또는 활성화된 사용자 정의 데스크톱을 통해 '+' 접두사와 E.164 번호를 조합
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 에이전트는 자신의 폰을 통해 '+' 접두사와 E.164 번호를 조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 외부에서 에이전트 내선 번호를 보급하는 컨택 센터의 경우에는 다음 고려 사항이 적용됩
니다.
• 변환 패턴을 사용하여 발신 통화의 전화 거는 번호에 '+' 접두사를 추가합니다. 이 경우 폰 컨피
그레이션에 발신자 변환 C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접두사가 있는 E.164 번호로 주소가 지정된 수신 통화를 라우팅하려면 변환 패턴의 수신자
변환을 사용하여 전화를 건 번호에서 '+' 접두사를 스트립합니다.
• Attendant Console에서는 폰 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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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상위/하위
• 상위/하위 아키텍처, 377 페이지
• Unified ICM을 통한 Unified CCE 고가용성, 391 페이지
• 기존 ACD 통합, 396 페이지
• 기존 VRU 통합, 397 페이지

상위/하위 아키텍처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사용하면 Unified CCE를 Unified ICM 시스템에 연결된 기존 ACD로 표
시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Unified CCE 시스템 PG의 CTI 인터페이스와 통신하
는 PG를 Unified ICM 시스템에 제공합니다.
상위/하위 모델에서는 하위 Unified CCE가 자체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합니다. 즉, Unified CCE는 에
이전트에게 통화를 라우팅하기 위해 상위 항목에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독립적 작동 방식
으로 인해 하위 항목과 상위 항목 간의 연결 장애 중에도 미션 크리티컬 컨택 센터에서 로컬 지속 가
능성이 보장됩니다.
하위 시스템은 Unified ICM 컨피그레이션에 삽입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 객체를 상위 Unified ICM으
로 자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수행되므로 로컬 ACD와 Unified ICM에서 객체를 두
번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자동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이 기
능을 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고객용 에이전트도 지원하는 아웃소서 하위 시스템에서는 자
동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Unified CCE 시스템 PG를 사용하는 하위 Unified CCE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하위 Unified CCE에 여러 Unified CCE 시스템 PG 및 주변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하위 PG
에 대해 상위 시스템에 별도의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설치 및 구성해 주십시오. 별도의 VM에
구축하는 경우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가 여러 하위 Unified CCE 주변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하위 Unified CCE에서는 통화 처리 및 대기용으로 Unified IP IVR 또는 Unified CVP를 구축할 수 있습
니다. Unified CVP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VRU PG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 모델은 Unified IP IVR
구축 시 사용되는 단일 주변 장치 모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위 항목에서 대기되는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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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 및 통화 대기 시간을 상위 항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항목에서 해당
대기 시간을 사용하는 계산이 부정확해지므로 상위 항목의 라우팅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상위/하위 구성 요소
다음 섹션에서는 Unified ICM(상위) 및 Unified CCE(하위) 구축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
합니다.

Unified ICM(상위) 데이터 센터
Unified ICM 데이터 센터 위치에는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는 중복 중앙 컨트롤러 쌍이 있습니다. 중앙 컨트롤러에는 통화 라우터 및 로거 서버가 있습니다. 서
버를 개별 통화 라우터 및 로거로 구축할 수 있으며, 내결함성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분산된 두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는 데이터 센터 위치에 있는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를 제어합니다. 이
중화된 VRU PG 쌍이 아키텍처 전체에서 Unified CVP를 제어합니다. 이 레이어에서 PG를 더 삽입하
여 TDM 또는 레거시 ACD와 VRU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Unified CCE로의 마이그레
이션 또는 TDM이나 레거시 ACD를 사용하는 아웃소싱 위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Unified ICM 상위 항목은 직접 제어되는 에이전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위/
하위 방식 구축에서 Unified ICM은 이 Unified ICM 상위 항목에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
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Unified CC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Unified ICM 상위 시스템 외
부에서 모든 에이전트를 제어해야 합니다.
Unified CVP VRU PG 쌍은 Unified CVP 서버를 제어합니다. CVP 서버는 Unified ICM에서 전송하는
VRU PG 명령을 VoiceXML로 변환한 다음 하위 사이트의 VG(음성 게이트웨이)로 VoiceXML을 보냅
니다. 데이터 센터 위치에서 시작되는 통화는 상위 위치에 있는 Unified CVP의 제어 하에 원격 콜센
터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시스템이 모든 사이트에서 통화의 전체 네트워크 대기열을 제
어합니다. 상위 시스템은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사이트의 VG에 있는 대기열에 통화를 대
기시킵니다.

Unified CCE 콜센터(하위) 사이트
Unified CCE 콜센터에는 로컬 IP-PBX 기능용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및 IP 폰용
통화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컬 Unified IP IVR은 Unified CCE 사이트용 로컬 통화 대기 기
능도 제공합니다. 이중화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쌍이 WAN을 통해 이 사이트를 Unified ICM
상위 사이트의 중앙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별도의 VM에 구축하거나 CCE 시스템 PG와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및 Unified CCE 시스템 PG 인스턴스 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PG에 대
해 각기 다른 PG 번호를 사용합니다.
•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및 Unified CCE 시스템 PG 인스턴스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PG에 대
해 같은 PG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VM에는 VRU PG, MR PG 등 다른 PG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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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구축하는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및 Unified CCE 시스템 PG의 확장성 제한을 따릅니
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Unified CCE 하위 사이트에서 상위 사이트로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 및
에이전트 상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모두는 아님)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캡처하여 상위 Unified
ICM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로 전송합니다.
하위 사이트의 Unified IP IVR은 로컬 Unified CVP 인스턴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VP는 에
이전트 컨트롤러용 시스템 PG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Unified CVP가 포함된 Unified CCE
설치에서는 Unified CVP용으로 별도의 VRU PG를 정의합니다. Unified CVP는 시스템 PG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상위 Unified ICM에 대기 또는 처리 중인 통화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상위 라우팅에서 대기 또는 처리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Unified CVP를 포함하는 구축이
요구를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컬 Unified CCE 하위 시스템은 ACD 기능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Unified CCE 에이전트 PG 서버를
통해 Unified CCE 하위 시스템(Rogger)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Rogger에는 통화 라우터 및 로
거가 포함됩니다. 이중화된 에이전트 PG 서버 집합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Unified IP IVR,
CTI 서버 및 CTI OS 서버용 시스템 PG와 Unified CVP용 VRU PG(선택 사항)를 포함합니다.
이 두 컨피그레이션에는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 및 스크립팅 도구를 호스팅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및 데이터 서버가 필요하며, 선택적인 기록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웹 기반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보고 도구도 필요합니다.
관련 항목
Unified CCE 구성 요소 및 서버 크기 조정, 253 페이지

데이터 센터의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Unified ICM 데이터 센터에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축 모델을 사용하면 중앙에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하위 및 상위 사이트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으로 인해 Unified
ICM 데이터 센터에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구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서/서비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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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상위 사이트의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에 연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림 105: 데이터 센터의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사용하는 상위/하위 방식 구축

데이터 센터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네트워크 장애 후 보고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위 사이트의 Unified CCE 시스
템 PG와 상위 사이트 간의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 해당 기간 동안 상위 사이트의 모든 보고 내용이
손실됩니다.

참고

Unified CCE 시스템 PG에 로컬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
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 간의 연결이 끊기더라도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되면 상위 사이트의 기록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중앙 집중화할 때의 또 다른 단점은, PG 간의 연결에 대한 대역폭 요건
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에서 중앙 컨트롤러로의 대역폭
다른 TDM PG를 통한 PG 및 CC 간의 연결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에이전트 보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해
당 설정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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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대역폭 및 레이턴시 요건, 287 페이지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에서 시스템 PG로의 대역폭
다음 그림에는 상위 PG/PIM과 하위 시스템 PG 간의 연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06: 게이트웨이 PG와 시스템 PG 간의 연결

참고

일반적으로는 게이트웨이 PG를 모니터링 대상 시스템 PG와 같은 VM에 구축합니다. 아웃소싱 모
델의 경우에는 시스템 PG에서 원격 위치에 게이트웨이 PG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된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 크기는 통화 데이터, 에이전트 ID, 확장의 크기 등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데이터가 없는 경로 요청은 작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통화 변수 및 ECC 변수에 큰 값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메시지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됩니다.
• 통화 시나리오에 따라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통화당 메시지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순한 통화 시나리오에서는 회선을 통해 21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화 대기, 대
기 검색, 컨퍼런스 또는 전송이 포함되는 보다 복잡한 통화 시나리오에서는 각 통화에 대해 회
선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 에이전트가 속한 스킬 그룹이 많을수록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도 많아집니다. 단순한 통
화 시나리오에서는 각 스킬 그룹이 추가될 때마다 통화당 메시지가 2개씩 추가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필드 크기에 따라 각각 약 110바이트입니다.
기본 통화 흐름의 대역폭 계산
단일 스킬 그룹 하나가 포함되는 기본적인 통화 흐름(다른 단계가 없는 단순한 ACD 통화)에서는 보
통 메시지 21개가 생성됩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대역폭을 초당 2,700바이트로 계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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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통화 흐름에는 4개 위치로 통화 변수 및 ECC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통화 데이터 및 ECC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화 흐름 중에 데이터와 변수가 4번 전송됩니다.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하
는 경우 통화당 추정 대역폭인 초당 2,700바이트가 2배 이상 증가하기 쉽습니다.

참고

하위 PG에서 사용되는 통화 변수는 MAPVAR 매개변수 설정 또는 사용법에 관계없이 상위 PG로
전송됩니다. 하위 PG는 통화 변수 1~8을 사용하는데 상위 PG는 해당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MAPVAR = EEEEEEEEEE이면 내보내기는 수행되지만 가져오
기는 수행되지 않으며, 그러면 필터링이 수행되는 PG로 변수가 전송됩니다. 따라서 대역폭이 여
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맵 설정이 MAPVAR = IIIIIIIIII이면 가져오기는 수행되지만 내보내기는
수행되지 않으므로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화 변수 데이터는 ROUTE_SELECT 응답에
서 하위 페이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기본 통화 흐름 예제
통화 속도가 분당 단순 통화 300건(초당 5개 통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에이전트는 통화
변수 또는 ECC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는 단일 스킬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대역폭은
5*2,700bps = 13,500bps이므로 필요한 대역폭은 108kb입니다.

참고

보다 복잡한 통화 흐름 또는 통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통화 흐름의 경우 이 대역폭 요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nified CCE 시스템 주변 장치
Unified CCE 시스템 주변 장치는 VRU 주변 장치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변 장치의 기
능을 결합하는 단일 논리적 Unified ICM 주변 장치로 작동합니다. Unified CCE에서는 Unified IP IVR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변 장치를 단일 주변 장치로 처리하므로 처리 및 대기를 위해
통화 경로를 Unified IP IVR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Unified IP IVR가 구성되어 있으면 Unified
CCE 시스템 주변 장치는 사용 가능한 용량이 있는 Unified IP IVR 간에 통화를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
합니다.
단일 주변 장치로 사용되는 TCD(종료 통화 세부사항) 레코드 및 기타 보고 데이터는 주변 장치에서
통화가 진행되는 전체 시간 동안의 통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Unified CCE 시스템 PG는 각 통
화에 대해 3개 TCD(원래 경로, VRU 및 에이전트 처리 시간에 대해 각각 하나씩)를 작동하는 대신 레
코드를 하나만 생성합니다.
Unified CCE 시스템 PG는 Unified CV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Unified CCE 시스템 PG의 모든 대기 및
처리 과정에서는 Unified IP IVR을 사용합니다. Unified CCE 시스템 주변 장치가 포함된 자체 PG에서
별도의 Unified CV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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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하위 방식 구축 관련 제한 사항
정밀 라우팅
상위/하위 방식 구축에서는 정밀 라우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밀 라우팅은 Unified CCE 시스템 주
변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멀티채널 라우팅
상위/하위 컨피그레이션에는 상위 Unified ICM을 통해 멀티채널 라우팅 및 통합이 진행되지 않습니
다. 미디어 라우팅 PG는 하위 Unified CCE에 연결해야 합니다. 각 하위 항목에는 개별 Cisco Interaction
Manager 또는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Enterprise Unified CCE 주변 장치 구축
Unified CCE가 Unified ICM의 하위 항목인 Enterprise Unified CCE(CallManager 및 VRU가 각각 별도의
주변 장치로 구축됨) 구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축에는 Unified CCE 시스템 주변 장치
구축을 사용해 주십시오.
귓속말 공지 기능
귓속말 공지 기능은 특정 상위/하위 컨피그레이션만 지원합니다. 해당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하위 시
스템 PG의 Unified IP IVR을 사용하여 통화를 대기시키고 귓속말 공지를 제공합니다. 에이전트 인사
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위 시스템의 전용 CVP에서 전용 VRU PG를 통해 에이전트 인사말을 제공
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위/하위 방식 컨피그레이션에서 귓속말 공지 기능을 사용
하려면 Cisco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Cisco에서 이러한 설계를 분석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상위/하위 구축의 Unified IP IVR을 사용하는 귓속말 공지 기능은 하위 시스템 PG의 에이전트 크기
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Unified IP IVR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에이전트 인사말
에이전트 인사말은 특정 상위/하위 컨피그레이션만 지원합니다. 해당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하위 시
스템 PG의 Unified IP IVR에서 통화를 대기시킵니다. 하위 시스템의 전용 CVP에서 전용 VRU PG를
통해 에이전트 인사말을 제공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위/하위 방식 컨피그레이션
에서 에이전트 인사말을 사용하려면 Cisco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Cisco에서 이러한 설계를 분
석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하위 시스템에서 통화 처리, 대기 및 귓속말 공지 기능에 Unified IP IVR을 사용합니다.
• 에이전트 인사말에 한해 하위 시스템의 CVP를 사용합니다. 통화 대기에는 CVP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CVP에는 별도의 VRU PG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상담 전송
상위/하위 방식 구축에서는 NCT(Network Consultative Transfer, 네트워크 상담 전송)에 의해 하위 시
스템에서 종료되는 통화를 상위 시스템의 라우팅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송할 수 없습니다. TDM 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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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ACT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위/하위 방식 구축 아키텍처도 이와 유사하지만, 상위/하위 방식 구
축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TDM PG의 경우 CTI 서버는 상위 시스템의 일부분인 ACD PG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정렬은 게이트
웨이 PG에 연결되는 CTI 서버와 동일합니다. 상위/하위 방식 구축에서는 CTI가 하위 PG에 연결됩니
다. 이처럼 CTI가 하위 PG에 연결되므로 네트워크 상담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통화 ID 및 기타 정
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위 시스템에서 상위 시스템으로의 사후 라우팅이 시작되면 상위 시스템에서 Unified CVP 등의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임의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위/하위 방식 Active Directory 구축
상위/하위 시스템을 같은 AD 도메인 또는 포리스트에 구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AD 환경에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소싱한 컨택 센터 사이트에 하위 Unified CCE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 구축의 일
반적인 시나리오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위 AD 도메인에는 상위 노드인 게이트웨이 PG가 포
함됩니다. 관리 제한이 있으므로 작업 그룹 구성원 자격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구축에서는 라우터,
로거 및 배포자를 포함하는 중앙 사이트 도메인의 구성원인 PG를 사용하는 원격 지사가 지원됩니다.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토폴로지는 이 구축의 두 AD 도메인에 대한 AD 경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애
플리케이션 서버가 가입된 도메인도 보여 줍니다. 상위 AD 도메인 경계는 중앙 데이터 센터를 벗어
나 연장됩니다. 상위 AD 경계에는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 및 함께 사용되는 서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버에는 레거시 사이트의 ACD PG과 하위 Unified CCE 사이트의 게이트웨이 PG가 있습니
다. 하위 Unified CCE 사이트 및 해당 AD 경계에는 Unified CCE 서버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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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D 경계는 아웃소서 회사 AD 환경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Unified CCE 전용 AD 도메인일 수도 있
습니다.
그림 107: Active Directory 및 방화벽 구축

상위/하위 방식 구축용 Unified CCMP
상위/하위 방식 구축에서는 단일 Unified CCMP 인스턴스가 각각의 하위 Unified CCE 관리 및 데이터
서버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본 관리 및 데이터 서버로 구성합니다. 각
하위 인스턴스는 Unified CCMP 내에서 테넌트로 표시됩니다. Unified CCMP를 통해 추가된 리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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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에 연결되며, 표준 프로세스에서 추가된 리소스를 Unified CCE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복제됩니다.

여러 사이트에 걸친 상위/하위 구축
상위/하위 모델은 각 사이트(하위 항목)에서 로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및 Unified CCE를
통한 로컬 분산 통화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중앙 집중식 상위 Unified ICM Enterprise는 기업 전체
의 라우팅, 보고 및 통화 제어를 위해 하위 사이트를 제어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각 사이트가 정전 중
에도 계속 작동하므로 WAN 정전 시에도 보다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에 이 모델이 나
와 있습니다.
그림 108: 분산 통화 처리 기능과 상위/하위 항목이 포함된 다중 사이트 구축

이 설계에는 Unified CVP 및 자체 관리/데이터 서버를 포함하는 상위 Unified ICM Enterprise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분산 하위 사이트는 하나 이상의 VM에서 중앙 컨트롤러로 구성되는 완전한
Unified CCE 구축입니다. Unified CCE용 로컬 관리 및 데이터 서버는 해당 특정 사이트에 대한 컨피
그레이션, 스크립팅 및 보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Unified CCE를 상위
Unified ICM에 연결하며, 상위 Unified ICM에 구축된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의 일부분입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에 대한 선택적 구축에서는 다음 지침에 따라 해당 PG를 Unified CCE 시
스템 PG와 함께 배치합니다.
•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및 Unified CCE 시스템 PG 인스턴스 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PG에 대
해 각기 다른 PG 번호를 사용합니다.
•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및 Unified CCE 시스템 PG 인스턴스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PG에 대
해 같은 PG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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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M에는 VRU PG 또는 MR PG 등의 다른 PG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설계에서 로컬 Unified CCE 구축은 시스템의 다른 사이트를 확인하지 않고 자체 로컬 IP ACD로
작동합니다. 즉, 이 모델에서는 사이트 1의 에이전트가 사이트 2의 통화나 리포트를 확인할 수 없습
니다. Unified ICM Enterprise 상위 시스템만이 Unified ICM Enterprise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사이트에
서 모든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fied ICM 상위 사이트의 Unified CVP는 분산 사이트로 걸려 오는 통화를 제어합니다. Unified CVP
는 VG(Voice Gateway, 음성 게이트웨이)의 VoiceXML Browser에서 통화 대기 및 처리 기능을 제공합
니다. 장애 또는 응답 시간 초과 중에 통화를 제어하려면 상위 항목의 Unified CVP가 Unified CVP
Router Requery를 사용하도록 구성해 주십시오. 하위 Unified CCE는 하위 Unified CVP 또는 하위 Unified
IP IVR로의 인그레스 통화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로컬 Unified IP IVR 서버는 이러한 VG에서 상위
Unified CVP 통화 제어 서버로의 연결에 대한 로컬 백업만을 제공합니다. 또한 로컬 Unified IP IVR은
RONA(로컬 에이전트가 응답하지 않음) 상태의 통화를 다시 대기열에 추가하도록 Unified CVP로 보
내는 대신 해당 통화에 대한 로컬 대기열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위 Unified CCE 구축에서는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통해 Unified ICM 사후 라우팅을 사용하
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이트 간에 통화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하
위 Unified CCE가 Unified ICM에 다른 사이트의 최적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전송하거나 통화 가능한
다음 에이전트가 받도록 중앙의 대기열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도록 허용합니다.
분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가 포함된 기존 Unified CCE 모델과는 달
리, 상위/하위 모델은 컨택 센터 사이트에서 완전한 로컬 이중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컬 Unified CCE
는 Unified CVP 게이트웨이로부터 인바운드 통화에 대한 통화 처리를 인계받으며, 로컬 Unified IP
IVR에서 로컬 통화 대기 및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WAN 장애로 인해 다운되면 안 되는 컨택 센터
의 경우 이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면 완벽한 이중화와 100% 업타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TDM ACM 플랫폼과 함께 Unified ICM을 이미 설치한 고객의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CCE에 새 사이트 추가
• 기존 사이트를 Unified CCE로 변환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Unified ICM이 기업 전체에서 모든 사이트에 걸쳐 라우팅 및 보고를 계속 수
행하면서 사이트별로 새 Unified CCE 기술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Unified CVP는 상위 항목이 될 수도 있고 하위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위 항목의 Unified CVP
와 하위 항목의 IP IVR에서 통화 흐름은 비슷합니다.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통화 흐름에서 중
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하위 Unified CVP에서 대기열에 추가되는 통화에 대한 정보를 상위 항목
에서는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통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위 항목에서는 서비
스 또는 CallsQNow를 통해 MED(Minimum Expected Delay, 최소 예상 지연) 등의 라우팅 요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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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Unified CVP는 상위 Unified ICM이 제어하는 모든 분산 사이트에 걸쳐 가상 네트워크 대기열을
제공합니다. 상위 Unified ICM가 모든 분산 사이트를 확인한 다음 가상 대기열에서 통화 가능한
다음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보냅니다.
• 각 분산 사이트를 단일 Unified CCE 구축에서 지원되는 에이전트의 최대 수까지 확장할 수 있습
니다. 여러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를 단일 클러스터에 연결하여 클러스터당 지원되는 최대
에이전트 수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위 항목의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가 Unified CCE
시스템을 상위 Unified ICM에 연결합니다. 상위 Unified ICM Enterprise 시스템당 지원되는 최대
에이전트 수까지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경우 모든/대부분의 VoIP 트래픽을 각 사이트의 LAN 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
이트 간에 음성 통화를 전송하려면 그림 19에 나와 있는 QoS WAN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수
및 전송 또는 전송 연결과 같은 PSTN 전송 서비스를 사용하면 QoS WAN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
니다. 원하는 경우 고객 서비스 레벨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로 걸려 오는 통화 중 소량을
다른 사이트의 에이전트 리소스에 대해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Unified ICM 사전 라우팅을 통해 에이전트 또는 Unified CVP 세션 가용성을 기준으로 통화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ified ICM은 VoIP 트래픽에 대한 WAN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사이트로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이트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사이트의 작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각 사이트의 요건에 따라 사이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위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는 기업 내 모든 통화에 대한 라우팅 컨피그레이션용 중앙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상위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는 단일 기업 전체 대기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상위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는 모든 사이트에 대한 통합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점
상위/하위 모델에서는 대개 VM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Unified CCE 시스템 PG와 함께 배치할 수 없
는 경우 필요한 추가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각 하위 항목용 추가 중앙 컨트롤러 등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수가 늘어나면 여분의 VM이 필요합니다.
요건
•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Unified IP IVR 및 Unified
CCE(가능한 경우)를 컨택 센터 사이트에 함께 배치합니다.
• 상위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에서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로의 통신 링크 크기를 적절하
게 조정해야 하며 대역폭 및 QoS를 위해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 WAN 대역폭을 사용할 수 없으면 게이트키퍼 기반 또는 RSVP 에이전트 기반 통화 허용 제어를
사용하여 PSTN을 통해 사이트 간에 통화를 다시 라우팅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통화량에
적합한 WAN 대역폭을 사이트 간에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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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및 상위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 간 통신 링크가 손실되면 해당
사이트의 통화에 대한 모든 컨택 센터 라우팅을 로컬 Unified CCE가 제어하게 됩니다. Unified
CVP가 제어하는 인그레스 음성 게이트웨이에는 인바운드 통화를 로컬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TI 경로 포인트로 리디렉션하는 지속 가능 TCL 스크립트가 있으며, WAN 정전 중에
는 로컬 Unified IP IVR을 사용하여 로컬 통화 대기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상위/하위 모델의 이
기능을 통해 콜센터의 지속적인 로컬 운영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통화에 대한 2개 클러스터 간 통화 구간에서 불필요한 RTP 스트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는 두 클러스터 간에 서로 다른 2개 통화 시그널링 제어 경로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논리적 헤
어핀이 생성되며 클러스터 간 트렁크의 수가 2개로 감소합니다. 클러스터 간 트렁크 용량의 크
기를 조정할 때는 사이트 간 전송의 백분율을 고려해 주십시오.
• 상위 Unified ICM 중앙 컨트롤러와 원격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간의 레이턴시는 단방향
200ms(왕복 400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하위 데이터 센터(Unified IP IVR 사용)
세계화, 보안 및 재해 복구 고려 사항으로 인해 기업은 여러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
다. 또한 조직은 컴퓨터 간에 워크로드를 분산하고, 네트워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에서는 중요한 애플리
케이션이 두 데이터 센터 간에 분할됩니다. 기업은 계획한 다운타임 또는 계획하지 않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여러 지역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
니다.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에는 각 데이터 센터에 하나씩 최소 2개의 로드 밸런서가 포함됩니
다. 로컬 이중화를 위해 각 데이터 센터에 로드 밸런서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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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를 통해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하위 데이터 센터
다음 그림에는 Unified IP IVR을 사용하여 CoW(Clustering over the WAN,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를
통해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하위 데이터 클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09: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을 통해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하위 데이터(Unified IP IVR 사용)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는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
스터, 그리고 IP IVR, SIP Proxy, 음성 게이트웨이,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등에 대한 1:1 이중
화를 사용합니다.
HA(고가용성) WAN에 대한 레이턴시 요건은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에 적용되는 현재 Cisco Unified
Communication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는 단방향 최대 레이턴
시 40ms(왕복의 경우 80ms)가 허용됩니다.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또는 SONET과 같은 특정 내결함성 네트워크는 단일 네트워크
에서 모든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별도 경로에 공용 트
래픽과 프라이빗 트래픽을 유지하고 표준 레이턴시 및 대역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음성, 제어 및 CTI를 위한 대역폭이 있는 에이전트 사이트로 WAN 연결을 프로비저닝합니다. 로컬
및 911 통화를 위한 로컬 음성 게이트웨이를 원격 사이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위치에 있는 Cisco Unified Communication 및 Collaboration 솔루션 설계 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guides/UCgoList.html
적절하게 균형이 조정된 구축에서는 중앙 사이트가 정전되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의 절반이 손실됩
니다. 그러므로 단일 사이트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두 사이트에서 모두 전체 로드를 처리하도록
게이트웨이를 확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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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통화 라우팅에서는 장애 중에 대체 사이트로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 Unified CCE 시스템 주변 장치가 모든 Unified IP IVR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제어
합니다. Unified IP IVR은 로드가 가장 적은 Unified IP IVR로 통화를 분산합니다. 데이터 센터 B의
Unified IP IVR은 데이터 센터 A로 들어오는 통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의 A측과 B측은
모든 Unified IP IVR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PIM 활성화 논리에 따라 각 Unified IP IVR에 연결되는
PIM의 해당 측(A측 또는 B측)이 결정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센터 A의 PG가 데이터 센터
B의 Unified IP IVR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WAN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대역폭 오버헤드를 방지하려는 경우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구축에 대해 Unified CV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VP를 사용하는 경우 Unified IP IVR에 비해 클러스터당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
다.
관련 항목
WAN을 통한 클러스터링 기능을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이중화된 데이터 센터, 69 페이지

분산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포함된 Unified IP IVR 기반 하위 데이터 센터
원격 사무실에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는 대개 독립적인 클러스터입니다.
원격 사무실의 WAN 연결은 데이터 센터로 다시 연결됩니다. 각 클러스터는 독립적이며 고유한 에이
전트 및 PG 쌍을 포함합니다. JTAPI는 WAN을 통해 지원되지 않으므로, 각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
터에 로컬인 가입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A는 데이터 센터 B의 가입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Unified CCE 중앙 컨트롤러, Unified Intelligence Center, 로드 밸런서, SIP Proxy 서버 및
Unified IP IVR은 데이터 센터 내에 있습니다. TDM 및 VXML 음성 게이트웨이는 로컬 PSTN 트렁크
를 사용하는 원격 사무실에 있습니다.
관련 항목
대역폭 프로비저닝 및 QoS 관련 고려 사항, 279 페이지

Unified ICM을 통한 Unified CCE 고가용성
상위/하위 방식 구축에서 Unified ICM은 Unified CCE 하위 ACD를 하나 이상 제어하는 상위 항목 역
할을 합니다. Unified ICM 시스템은 컨택 센터의 네트워크 통화 라우팅 엔진입니다. 네트워크 대기에
서는 Unified CVP 및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사용하여 하위 Unified CCE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하위 Unified CCE 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에 대한 WAN 연결이 끊겨도 로컬 통화 처리 기능을 사용하
여 완전하게 작동하는 개별 ACD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은 Unified CCE 솔루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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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레벨의 이중화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이 제공되므로 사이트는 중앙의 통
화 처리 리소스에서 연결이 끊기더라도 Unified CCE 사이트로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0: 상위/하위 방식 구축 모델

상위/하위 통화 흐름
다음 섹션에서는 항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 간의 통화 흐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인바운드 PSTN 통화 흐름
PSTN에서 수신되는 일반적인 인바운드 통화 흐름에서 캐리어 네트워크는 미리 정의된 비율 할당 또
는 자동 라우팅 방법을 사용하여 컨택 센터 사이트로 통화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통화는 Unified ICM
상위 항목에 있는 Unified CVP의 제어 하에 컨택 센터 위치에 있는 Unified CVP VG(음성 게이트웨이)
에서 종료됩니다.
이 경우의 인바운드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위 ICM 데이터 센터의 Unified CVP VG에 통화가 도착합니다.
2 Unified CVP VG가 전화 건 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사이트의 특정 Unified CVP 서버에 통화를
매핑합니다. 그러면 VG가 Unified CVP 서버로 새 통화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3 Unified CVP 서버가 Unified ICM 상위 사이트의 Unified CVP VRU PG로 새 통화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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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fied CVP PG가 Unified ICM 상위 항목으로 새 통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Unified ICM은 인바
운드 전화 건 번호를 사용하여 라우팅 스크립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통화에 대해 고려할
적절한 통화 처리(메시징) 또는 에이전트 그룹을 결정합니다.
5 Unified ICM이 사이트의 VG에 통화를 대기시키도록 Unified CVP에 지시합니다. Unified CVP는
발신자에게 대기 음악에 해당하는 .wav 파일을 재생하라는 특정 명령을 전송하면서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6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해지면 Unified ICM은 변환 경로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에게 통
화를 전송하도록 Unified CVP에 지시합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동일한 물리적 사이트에 있지 않으
며 WAN을 통해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Unified ICM 상위 Unified CVP에서 통화에 대해 수집
되는 데이터는 원격 PG(TDM, 레거시 PG 또는 Unified CCE용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중 하
나)로 전송됩니다.
7 대상 사이트에서 Unified ICM 상위 항목이 선택한 특정 변환 경로 DNIS에 통화가 도착합니다. 하
위 사이트의 PG는 이 DNIS로 통화가 도착하기를 기다린 다음 해당 통화와 연결된 통화 전 CTI 데
이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로컬 ACD 또는 Unified CCE는 PG(대상 ACD에 따라 TDM PG 또
는 게이트웨이 PG)에 대한 사후 경로 요청을 수행하여 CTI 데이터 및 통화의 최종 대상을 요청합
니다. 통화의 최종 대상은 대개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의 스킬 그룹 리드 번호입니다.
8 에이전트가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상위 사이트의 Unified CVP는 ICM 통화 라우팅
스크립트의 라우터 재쿼리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대상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사후 경로 통화 흐름
이미 주변 장치 ACD 또는 VRU에 있으며 인텔리전트 방식으로 다른 에이전트 또는 위치로 라우팅하
려는 통화에 대해 사후 라우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ACD 또는 Unified CCE에서 다른
스킬 그룹 또는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전화를 받으면 사후 경로 기능을 사용하여 통화를 다시 라우팅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사후 경로 통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이전트가 CTI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다시 라우팅 처리를 위해 통화를 로컬 CTI 경로
포인트로 전송합니다.
2 다시 라우팅 애플리케이션 또는 스크립트가 로컬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 연결을 사용하여
Unified ICM 상위 항목에 사후 경로 요청을 수행합니다.
3 Unified ICM 상위 항목이 Unified CCE에서 CTI 경로 포인트를 전화 건 번호로 매핑하며 해당 번호
를 사용하여 라우팅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통화를 다른 사이트, 같은 사이트의
다른 스킬 그룹 또는 Unified CVP로 대기를 위해 이동할 수 있는 레이블 또는 라우팅 명령을 반환
합니다.
4 Unified CCE가 Unified ICM 상위 시스템에서 사후 경로 응답을 수신한 다음 반환된 라우팅 레이블
을 전송 번호로 사용하여 다음 대상으로 통화를 전송합니다.

상위/하위 내결함성
상위/하위 모델은 내결함성을 위해 전체 ACD를 사이트에 구축된 Unified CCD와 함께 유지하는 기능
과, 로컬 IP-PBX 및 통화 처리/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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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ICM에 대한 하위 Unified CCE의 연결 끊김
하위 항목과 상위 항목 간의 WAN 장애가 발생하면 로컬 Unified CCE 시스템이 상위 항목 및 Unified
CVP VG로부터 격리됩니다. 이 경우 사이트로 걸려 오는 통화가 Unified ICM 상위 항목의 제어 하에
Unified CVP에서 더 이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려면 하위 사이트의 컨피그레이
션에 따라 다음 기능을 로컬에 복제해 주십시오.
• 대기 및 처리를 위해 로컬 IP IVR 리소스를 사용하는 Unified CCE 하위 컨피그레이션의 경우:
◦ 로컬 VG에는 상위 Unified CVP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로컬 Unified CM 클러스터로
통화 제어권을 전달하기 위한 dial peer 명령문이 있어야 합니다. 로컬 Unified CM 클러스터
에는 상위 Unified CVP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로컬 VG가 제공하는 전화 건 번호 또는
인바운드 DNIS에 매핑된 CTI 경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통화 처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하위 시스템이 로컬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적절
한 오디오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로컬 IP IVR을 구성합니다.
◦ 하위 CCE 라우팅 스크립트는 로컬 스킬 그룹의 에이전트에 대한 통화 대기를 처리해야 합
니다. 스크립트는 에이전트의 응답을 대기하는 동안 처리 대기 중 음악을 재생하도록 IP
IVR에 지시해야 합니다.
◦ 에이전트가 라우팅 및 화면 팝업에 대한 응답을 위해 모든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허
용하려면 상위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조회 또는 외부 CTI 액세스 기능
을 로컬에서 프로비저닝합니다.
◦ 이 중단 시간 동안에는 모든 라우팅 후 전송 스크립트가 실패하므로 Unified CCE가 이러한
중단 상황을 처리하도록 구성하거나 라우팅 후 스크립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합니다.
• 대기 및 처리를 위해 로컬 Unified CVP 리소스를 사용하는 Unified CCE 하위 컨피그레이션의 경
우:
◦ 로컬 VG에는 하위 사이트의 로컬 Unified CVP 서버로 통화 제어권을 전달하기 위한 dial
peer 명령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위 사이트에서 이러한 통화를 로컬로 처리하려면 로컬 VG
가 하위 Unified CVP에 제공하는 전화 건 번호 또는 인바운드 DNIS를 하위 Unified CCE에
서 구성합니다.
◦ 기본적인 통화 처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하위 시스템이 로컬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적절
한 .wav 파일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로컬 VXML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VP 서버를
구성합니다.
◦ 상위 Unified ICM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셀프 서비스 또는 Unified CVP Studio VXML
애플리케이션을 복제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적 VXML을 생성하려면 하위
사이트에서 Unified CVP 서버(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합니다.
◦ 하위 Unified CCE 라우팅 스크립트는 로컬 스킬 그룹의 에이전트에 대한 통화 대기를 처리
해야 합니다. 스크립트는 에이전트의 응답을 대기하는 동안 처리 대기 중 음악을 재생하도
록 하위 사이트의 로컬 Unified CVP에 지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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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가 라우팅 및 화면 팝업에 대한 응답을 위해 모든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허
용하려면 상위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조회 또는 외부 CTI 액세스 기능
을 로컬에서 프로비저닝합니다.
◦ 이 중단 시간 동안에는 모든 라우팅 후 전송 스크립트가 실패하므로 Unified CCE가 이러한
중단 상황을 처리하도록 구성하거나 라우팅 후 스크립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합니다.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가 Unified ICM에 연결할 수 없음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PG가 Unified ICM 상위 항목과 통신할 수 없는
경우 Unified ICM 상위 항목은 하위 항목의 에이전트 상태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Unified ICM
상위 Unified CVP가 인바운드 통화를 계속 제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Unified ICM
상위 항목은 원격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실제 Unified CCE ACD
에서 로컬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상위 위치에 있는 Unified ICM은 PG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에이전트 상태를 다시 보고할 때까
지는 이 사이트가 다운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이트로의 통화를 자동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또
는 Unified CM의 로컬 인바운드 CTI 경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일정 비율의 통화를 임의 전송으로 사
이트 Unified CCE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에 Unified CVP의 CTI 데이터
가 포함되지 않지만, 사이트의 에이전트는 Unified CCE 시스템을 사용하여 로컬에서 계속 전화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로컬 Unified CCE 하위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해당 시스템에 연
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Unified ICM 상위 항목은 모든 에이전트가 오프라인이며 사용 불가능한 상
태로 간주합니다. 하위 Unified CCE 시스템이 다운되어 있는 동안 로컬 클러스터가 통화를 받으면 장
애 시 통화 전송 처리에서 CTI 경로 포인트에 대한 통화를 대신 처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가 다른 사이트 또는 응답 리소스로 리디렉션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라는
메시지를 발신자에게 재생합니다.

보고 및 컨피그레이션 관련 영향
Unified ICM 상위 항목에서 Unified CCE 하위 항목의 연결이 끊겨도 로컬 ACD는 보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며, 로컬 관리자는 하위 라우팅 스크립트 및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위 사이트
의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는 이러한 객체를 캐시한 다음 Unified ICM 상위 항목이 사용 가능해
지면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이 기능은 Unified CCE 게이트웨이 PG를 하위 Unified CCE 사이
트에 함께 배치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고가용성 관련 고려 사항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E-mail Interaction Manager 및 Cisco Outbound Option과 같은 멀
티채널 구성 요소는 상위 수준이 아닌 하위 Unified CCE 수준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
성 요소는 사이트별 노드 구현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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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CD 통합
기존 ACD를 Unified CCE와 통합하려는 기업은 상위/하위 방식 구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에서 Unified ICM과 Unified CCE에는 각각 중앙 컨트롤러 또는 하이브리드 구축이 포함됩니다.
하이브리드 구축에서는 TDM ACD PG나 게이트웨이 PG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포함된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가 같은 중앙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구축 내에서 통화를 라우팅하는 방
법에 따라서는 이러한 범주 내에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됩니다.

고정 PSTN 전송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축
PSTN은 통화를 PSTN에서 사전 라우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PSTN에서 프로비저닝하는 정적
규칙 집합에 따라 사이트 하나로만 통화를 전송하거나 두 사이트로 통화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통화
가 두 사이트 중 하나에 도착하면 기존의 ACD 또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가 하이브리드
Unified ICM/CCE에 대해 경로 요청을 생성하여 해당 통화에 가장 적합한 사이트를 결정합니다. 통화
가 원래 라우팅된 반대측 사이트의 에이전트에 적합한 통화인 경우 사이트 간에 TDM 회선이 필요합
니다. 통화가 라우팅되는 위치의 결정 및 사이트 간에 통화가 전송되는지 여부와 전송 시기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 목표 및 비용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Unified CVP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축
고객은 Unified CVP를 사용해 모든 통화를 프론트엔드 처리하여 TDM AC 및 Unified CCE 에이전트
모두에 대해 초기 통화 처리 및 대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에서는 모든 통화가 Unified CVP를 통해 제어되는 VG(음성 게이트웨이)로 먼저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Unified ICM/CCE 통화 라우터가 통화를 이동시킵니다. Unified ICM/CCE는 TDM ACD 및
Unified CCE PG에 대한 PG 연결을 통해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합니다. 두 환경 중 하나에
서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통화는 Unified CVP에서 대기됩니다. TDM ACD로 전송된 통화
는 PSTN 캐리어 네트워크에서 T1 인터페이스의 VG로 이동한 다음 두 번째 물리적 T1 인터페이스로
전송되어 TDM CAD에 트렁크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화 헤어핀 처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의 TDM ACD는 VG의 IP에서 인바운드 통화를 수락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리적 T1 인터페이스 연
결이 필요합니다. Unified CCE 에이전트는 IP 음성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를 직접 수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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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 통합 및 상위/하위 구축
다음 그림에는 상위/하위 방식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1: Unified CCE와 기존 ACD의 상위/하위 방식 통합

이 모델에서 Unified ICM Enterprise 상위 항목의 PG는 한 사이트의 Unified CCE 시스템 PG와 두 번째
사이트의 Unified ICM TDM ACD PG에 연결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Unified ICM이 여러 사이트에 분
산된 Unified CVP 음성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가상 기업 전체에 라우팅, 통화 처리 및 대기 기능을
계속 제공합니다. 또한 Unified ICM은 모든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통화와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 모델의 차이점은 Unified CCE가 로컬 지속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Unified CCE
에서 Unified ICM 상위 항목의 연결이 끊겨도 통화는 TDM ACD 사이트에서와 같이 로컬에서 계속
처리됩니다.

기존 VRU 통합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존의 VRU를 Unified CCE 구축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VRU에서
통화를 전송할 때 VRU 더블 트렁킹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PBX 전송을 통한 통합
대부분의 콜센터에는 재작성할 준비가 되지 않은 기존의 VRU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VRU 애플리케이션을 보존하고 Unified CCE 환경에 통합하려면 VRU에 Unified CCE에 대한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397

상위/하위
PBX 전송을 통한 통합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Unified CCE에 대한 이 VRU 인터페이스가 SCI(서비스 제어 인터페이
스)입니다. VRU는 SCI를 통해 Unified CCE에서 대기 명령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PBX 모델에서는
SC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VRU에 SCI 인터페이스가 있더라도 모든 통화 대기를 위해 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을 구축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VRU 포트가 추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를 위해
Unified IP IVR을 사용하면 후속 전송 또는 RONA 처리 시에 통화를 다시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112: PBX 전송을 사용한 기존의 VRU 통합 방식

이 설계에서는 통화가 표준 T1 트렁크 인터페이스의 PSTN 캐리어 네트워크에서 PBX로 처음 전송됩
니다. PBX는 대개 헌트 그룹을 사용하여 통화를 VRU로 전송하며 모든 VRU 포트를 자동 사용 가능
모드의 에이전트로 헌트 그룹에 추가합니다. 이때 PG가 PBX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Unified CCE
에는 PBX가 PSTN처럼 표시됩니다. 즉, Unified CCE는 VRU로의 원래 전송에서 통화를 추적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Unified CCE는 통화가 VRU에 도착하여 VRU가 Unified CCE에 통화 알림을 보낸 시
간의 통화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VRU 애플리케이션에서 옵트 아웃하면 VRU는 Unified CCE에 사후 경로를 전송합니다. 그
러면 Unified CCE가 시스템 전체에서 에이전트 상태를 확인한 다음 통화를 전송할 에이전트를 선택
하거나 대기를 위해 통화를 Unified IP IVR로 변환 라우팅합니다.
에이전트에게 또는 대기열로 전송되는 통화는 T1 트렁크 포트의 PSTN에서 PBX로 진입한 다음 PBX
의 두 번째 T1 트렁크 포트에 있는 VG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통화 수명 동안 계속 사용됩니다.
PBX 진입 시점부터 통화를 추적하거나 발신자 ANI 또는 원래 전화 건 번호를 캡처하려는 경우 PBX
에 PG를 설치하면 됩니다. PBX는 Unified CCE로의 사후 경로를 통해 통화를 전송할 PBX 뒤의 VRU
포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PBX는 헌트 그룹을 사용하여 PBX에서 VRU로 통화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Unified CCE에서는 변환 경로가 통화 데이터를 PBX에 수집된 상태로 유지하고 VRU에 제
공할 수 있도록 직접 DNIS 종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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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N 전송을 통한 통합
PBX 전송 모델과 비슷한 이 모델에서는 VRU가 PBX 전송 대신 PSTN 전송을 호출하여 기존 VRU 포
트를 해제합니다. 여기서도 기존 VRU 포트의 추가적인 점유와 VRU의 더블 트렁킹을 방지하기 위해
Unified IP IVR이 모든 대기를 수행합니다. Unified CCE는 기존 VRU 애플리케이션이 수집한 모든 통
화 데이터를 에이전트 데스크톱 또는 Unified IP IVR로 전달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TDM VRU가 인바운드 통화용 직접 PSTN 연결을 포함하는 VRU 플랫폼 팜으로 설정
됩니다. VRU에는 시스템의 모든 통화를 추적하는 Unified CCE에 대한 PG 연결이 있습니다. 발신자
가 VRU 처리에서 옵트 아웃하면 VRU는 Unified CCE에 사후 경로 요청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Unified
CCE가 대기를 위해 통화를 에이전트 또는 Unified IP IVR로 이동하는 레이블을 반환합니다.
TDM VRU로 반환되는 레이블은 전송 신호음(캐리어 네트워크에서 *8과 대상 레이블을 사용하여 생
성함)을 사용하여 대역 내 전송 명령을 전송하도록 TDM VRU에 지시합니다. VRU는 신호음 생성 기
능을 사용하여 이러한 신호음을 통신 사업자에게 출력 펄스 처리하거나 녹음된 파일을 사용하여 신
호음을 재생합니다.

VRU 더블 트렁킹을 통한 통합
일부 기존 VRU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대부분의 발신자가 기존 VRU에서 완전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통화를 하고 발신자 중 소수만 에이전트에게 전송되므로 통화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에이전트에게 전송되는 소수의 통화에 대해 기존 VRU에서 통화를 더블 트렁킹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는 달리 기존 VRU에 SCI(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해당 기존 VRU에서 초기 통
화가 대기됩니다. 이 경우 VRU 더블 트렁킹에서는 두 번째 기존 VRU 포트를 사용하여 통화를 Unified
IP IVR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기존 VRU가 초기에 통화를 대기시키면 해당 통화에 대해서는 기존
VRU 포트 하나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더블 트렁킹을 방지하려면 전송 또는 RONA 처리로 인한 후속
통화 대기는 Unified IP IVR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설계 설명서, 릴리스 11.0(1)
399

상위/하위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전송 및 VRU 더블 트렁킹

기존 VRU에 SCI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 VRU는 Unified CCE에 대한 사후 경로 요청을 생성하여 통
화가 전송되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통화 대기가 Unified IP IVR에서 수행됩
니다.
그림 113: VRU 더블 트렁킹을 사용한 기존 VRU 통합

이 모델에서는 TDM VRU가 인바운드 통화용 직접 PSTN 연결을 포함하는 VRU 플랫폼 팜으로 설정
됩니다. VRU에는 시스템의 모든 통화를 추적하는 Unified CCE에 대한 PG 연결이 있습니다. 발신자
가 VRU 처리에서 옵트 아웃하면 VRU는 Unified CCE에 사후 경로 요청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Unified
CCE는 통화를 에이전트에게 전송하거나 SCI(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TDM VRU에서
로컬로 통화를 대기시키는 레이블을 반환합니다. TDM VRU는 음성 게이트웨이 및 Unified CCE 에이
전트로 통화를 헤어핀 처리하기 위한 두 번째 포트를 선택하여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전송합니다. 헤
어핀 연결에서는 에이전트가 통화를 처리하는 시간 동안 최대 2개의 포트를 사용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전송 및 VRU 더블 트렁킹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VRU 애플리케이션을 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나리오에서 일부 기존 VRU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 VRU를 두 번
째 VG(음성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PSTN에서 VG에
도착하는 통화를 라우팅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는 특정 DN을 기존 VRU로 라우팅
하거나 Unified CCE, Unified CVP 또는 Unified IP IVR이 기존 VRU로 통화를 전송하는 경우를 결정하
도록 할 수 있습니다. Unified CCE 에이전트에게 기존 VRU의 통화를 전송하려면 통화 중에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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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U 포트, 트렁크 및 VG 포트를 사용합니다. 전송 시나리오에서 여러 루프를 만들 수 없도록 해 주
십시오. 여러 루프가 만들어지면 음성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림 114: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전송 및 VRU 더블 트렁킹

이 모델에서 Unified CVP는 VG를 사용해 TDM VRU를 프론트엔드 처리하여 통화 처리 기능을 제공
할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Unified IP IVR 및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Unified CCE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Unified CVP를 사용하는 경우 VG로 통화가 유입되면 SCI(서비스 제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Unified
CCE와의 라우팅 대화 상자가 즉시 시작됩니다. 최초로 전화를 건 번호 또는 Unified CVP의 프롬프트
에 따라 Unified CCE는 통화를 전송할 대상(특정 셀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용 Unified CVP 또는 TDM
VRU)을 결정합니다. 통화가 TDM VRU로 전송되면 발신자가 옵트 아웃할 때 TDM VRU가 Unified
CCE에 경로 요청을 보냅니다. 이 경우 응답이 TDM VRU로 다시 전송되지 않으며 원래 라우팅 클라
이언트인 Unified CVP로 다시 전송됩니다. 그러면 Unified CVP가 TDM VRU에서 통화 구간을 제거합
니다. 그런 다음 VoIP 네트워크를 통해 Unified CCE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전송하거나, VG의 로컬 대
기열에서 통화를 대기 상태로 유지합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VG의 통화는 가입자 CTI 경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적절한 통화 처리 디바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Unified CCE에 경로 요청을 보냅니다. CTI 경로 포
인트가 아직 TDM VRU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경우, Unified CCE는 VG의 두 번째 T1 포트
를 사용해 통화 헤어핀을 생성하여 TDM VRU로 통화를 전송하도록 가입자에게 지시합니다. 또한
Unified CCE는 통화 처리 또는 프롬프트 표시를 위해 Unified IP IVR로 통화를 변환 라우팅하도록 가
입자에게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Unified CCE는 추가 처리를 위해 TDM VRU로의 후속 전
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TDM VRU에서 옵트 아웃하면 TDM VRU에 대한 레이블을 가져
오기 위해 Unified CCE로 사후 경로 요청이 전송됩니다. 이 레이블은 VRU의 두 번째 T1 포트를 사용
하여 통화를 VG로 다시 전송하도록 TDM VRU에 지시합니다. VG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다이얼 플랜에 따라 Unified CCE 에이전트로 통화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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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를 통해 제어되는 모델에서는 VG가 통화를 처음 수신한 다음 두 번
째 T1 포트의 TDM VRU로 전송합니다. VRU는 Unified CCE 에이전트에게 통화를 반환할 때 VG의
두 번째 TDM VRU 포트와 세 번째 포트를 사용합니다. 에이전트가 발신자와 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3개 VG 포트가 모두 사용됩니다. 나머지 통화에서는 두 TDM VRU 포트가 모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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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기본 서비스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패키지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인 CAD(Cisco Agent Desktop)
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및 CAD 기본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Unified CCE 구축 내의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와 함께 배치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CAD 구축에만 필요합니다. CAD 기본
서비스는 이중화 및 수신자 지정 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

Cisco Agent Desktop은 Unified CCE 릴리스 11.0(1)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구축에
는 CAD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향후 릴리스에서는 CAD 지원이 제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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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기본 서비스
• Cisco 채팅 서비스: 메시지 전달 및 텍스트 채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 Cisco 기업 서비스: Unified CCE 구성 요소와 통신하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통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Cisco 브라우저 및 IP Phone Agent 서비스: CAD IPPA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용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Cisco 동기화 서비스: Unified CCE 및 CAD 관련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 Cisco LDAP 모니터 서비스: CAD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저장 및 검색을 관리합니다.
• Cisco 녹음 및 통계 서비스: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통화 녹음, 에이전트 통화 및 에이전트 상태 변
경 데이터 저장과 검색을 관리합니다.
• Cisco 라이센싱 및 리소스 관리자 서비스: 사용자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장애 조치 동작을 제어
합니다.
• Cisco 녹음 및 재생 서비스: 통화 녹음 및 재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 Cisco VoIP 모니터 서비스: 서버 기반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 녹음 및 무음 모니터링 기
능용 음성 스트림을 제공합니다.
CA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agent-desktop/
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서 제품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Agent Desktop 솔루션
CAD(Cisco Agent Desktop) 솔루션은 패키지형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품군입니다. CAD
는 다음을 비롯하여 컨택 센터 환경용으로 다양한 기능 집합을 제공합니다.
• 에이전트 상태 및 통화 제어
Agent Desktop은 통화 제어 기능(통화 응답, 대기, 컨퍼런스, 전송) 및 ACD 상태 제어(준비/통화
불가능, 마무리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 워크플로 자동화
관리자는 워크플로 자동화 기능을 통해 에이전트 환경 및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자동화를 사용하는 경우 텔레포니
이벤트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 이벤트 발생 시에
는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팝업을 표시하고 끊김 이벤트에서는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자동화는 Microsoft Windows 브라우저 및 터미널 에뮬레이터용으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합니다. 화면 팝업을 위한 키 입력 매크로를 사용하는 등의 간단한 방
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도 있습니다.
• 온디맨드 녹음
수퍼바이저와 에이전트(에이전트에 대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는 나중에 수퍼바이저가 검토
할 수 있도록 고객 폰 통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 Cisco IP Phone Agen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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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P Phone을 사용하는 에이전트는 이 XML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한 다음 폰을 사용하여 에
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협업
수퍼바이저는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 팀과 직접 텍스트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
당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에이전트도 수퍼바이저 또는 다른 팀 구성원과 텍스트 채팅을 진
행할 수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는 에이전트에게 웹 페이지를 푸시하고 에이전트 데스크톱으로
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협업을 통해 컨택 센터의 통신 효율성, 생산
성, 고객 대응성을 개선하고 에이전트 코칭이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자동화
이메일, 지식 노동자와의 컨퍼런스, 다른 애플리케이션 시작, 우선순위가 높은 채팅 등의 일상
적인 에이전트 작업을 에이전트 툴바에서 작업 버튼으로 구성하면 통화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
대응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무음 모니터링
수퍼바이저는 팀의 에이전트에 대한 무음 모니터링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CAD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컨택 센터 에이전트, 수퍼바이저 및 관리자용으로 제공되는 CAD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는 다음 항
목이 포함됩니다.
• Cisco Agent Desktop: Windows 기반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 CAD IPPA(IP Phone Agent): IP 폰 서비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 CSD(Cisco Supervisor Desktop): Windows 기반 수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
• CDA(Cisco Desktop Administrator): 웹 기반 관리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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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Desktop Work Flow Administrator: Windows 기반 워크플로 컨피그레이션 도구
그림 115: Cisco Agent Desktop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및 구성 요소

CAD 애플리케이션 기능
아래 표에서는 사용자가 구축에 적합한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
요 CAD 기능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 37: 주요 CAD 기능 비교

기능

CAD

CAD IPPA

통화 제어

예

해당 없음**

VPN/모바일 에이전트 지원

예

예

채팅/Unified Presence 통합

예

아니요

Cisco IP Communicator 지원

예

아니요

팀 메시지

예

아니요

모바일 에이전트 지원

예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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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CAD

CAD IPPA

실시간 대기열 및 에이전트 표시 예

예

Cisco 아웃바운드 다이얼러 지원 예

아니요

통합 브라우저

예

해당 없음

통화 이벤트 워크플로 자동화

예

아니요

에이전트 상태 워크플로 자동화 예

아니요

씬 클라이언트 환경 지원

예

해당 없음

데스크톱 모니터링 및 녹음*

예

아니요

SPAN 모니터링 및 녹음*

예

예

Unified CM 모니터링 및 녹음*

예

예

*

지원되는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oIP 모니터링 구성 및 문제 해결(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agent-desktop/
products-troubleshooting-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

IP 폰 통화 제어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통화 제어 작업을 수행합니다.

CAD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Agent Desktop
에이전트 PC에서 실행되는 Windows 애플리케이션인 Cisco Agent Desktop은 하드웨어 IP 폰 또는 Cisco
IP Communicator 소프트 폰에서 작동합니다. Agent Desktop은 통화 제어 및 에이전트 상태 변경 이벤
트의 경우 CTI OS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며 기타 모든 기능의 경우 CAD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Agent Desktop은 데스크톱, SPAN, Unified CM 모니터링 및 녹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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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는 컨택 센터에서 에이전트 데스크톱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6: CAD 에이전트 및 구성 요소

• 에이전트 A에는 하드웨어 IP 폰을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표시됩니다. IP 폰은 네트워크 케이블
을 통해 에이전트 PC에 직접 연결합니다. 데스크톱 모니터링에는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이 필요
합니다. CAD는 에이전트 PC와 컨택 센터 네트워크 간의 VPN 연결을 지원합니다.
• 에이전트 B에는 Cisco IP Communicator를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표시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역시 컨택 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VPN 연결을 지원하며, 모바일 에이전트용으로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컨피그레이션이기도 합니다.
• 에이전트 C에는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에 사용되는 Agent Desktop이 표시됩니다. 모바일 에이전
트는 폰이 Unified CM을 통해 직접 제어되지 않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집 전화 또는 휴
대폰을 에이전트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는 로그인할 때 원격 폰과
연결할 CTI 포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한 에이전트에 대한 ACD 통화는 해당 CTI 포트로 전송
되며, 그러면 모바일 에이전트의 폰 디바이스에 통화가 표시됩니다. 에이전트와 휴대폰 간에는
논리적 관계(파선)가 설정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CAD는 에이전트와 컨택 센터 네트워크
간의 VPN 연결을 지원합니다. SPAN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모바일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고 통
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gent Desktop 사용 설명서(http://www.cisco.com/
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agent-desktop/products-user-guide-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Agent Desktop IP Phone Agent
CAD IPPA(Cisco Agent Desktop IP Phone Agent)는 IP Phone XML 서비스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에이
전트에게 PC가 없어도 됩니다. CAD IPPA에는 컨택 센터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모든 기본 기능과 이
유 코드, 마무리 데이터, 온디맨드 녹음 등의 고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CAD IPPA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Unified CM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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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IPPA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agent-desktop/products-user-guide-list.html에서 CAD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그림에는 CAD IP Phone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7: CAD IP Phone Agent 구성 요소

Cisco Supervisor Desktop
Cisco Supervisor Desktop에서는 수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에이전트 팀의 그래픽 보기를 제공합니다.
Windows 탐색기와 비슷한 확장 가능한 탐색 트리를 사용하여 팀 리소스를 탐색 및 관리합니다.
수퍼바이저는 팀의 에이전트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이러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
습니다. 수퍼바이저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전트 상태 확인 및 변경
• 에이전트와 관련된 연락처 정보 확인
• 에이전트 통화 무음 모니터링 및/또는 녹음
• 에이전트 통화 참여 또는 감청
• 인스턴트 메시지 윈도우를 사용하여 에이전트와 채팅
•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웹 페이지 푸시
Supervisor Desktop 설치 시에는 Agent Desktop 인스턴스도 설치됩니다. Agent Desktop은 수퍼바이저
의 전화 받기, 통화 참여/감청 및 스킬 그룹 통계 검색에 필요합니다.
컨택 센터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수퍼바이저 워크플로 모듈에서 구성 가능한 작업을 트리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스킬 그룹에 대한 대기열의 통화 수가 10개보다 많을 때마다 수퍼바
이저 데스크톱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스킬 그룹 이름이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되도록 수퍼바이저 워
크플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워
크플로도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상황과 관련된 정보 및 사용자 맞춤형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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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 레코드 뷰어를 사용하여 녹음 내용을 검토하고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해 선
택한 녹음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 보존을 위해 모든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
는 형식으로 녹음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Supervisor Desktop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ICM/Contact Center Enterprise용 CTI OS
Supervisor Desktop 사용 설명서(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ontact-center-enterprise/products-user-guide-list.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Desktop Administrator
관리자는 Cisco Desktop Administrator에서 CAD 서비스 및 CAD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를 포함하는 개별 워크플로 그룹을 별도로 구성하여 특정 에이
전트 그룹에게 특정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esktop Administrator는 다음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Cisco Desktop Work Flow Administrator(Windows 기반 애플리케이션)
• Cisco Desktop Administrator(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Cisco Desktop Work Flow Administrator는 다음 항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전화 걸기 문자열
• 전화번호부
• 이유 코드
• 마무리 데이터
• 녹음/모니터 알림
• 워크플로 그룹
전화 걸기 문자열, 전화번호부, 이유 코드 및 마무리 데이터는 글로벌 및 워크플로 그룹 레벨에서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특정 에이전트 유형에 대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Cisco Desktop Administrator는 다음 항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업 데이터 필드 및 레이아웃
•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
• 담당자 및 워크플로 그룹에 사용자 할당
• Cisco Unified Presence 설정
Cisco Desktop Administrator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agent-desktop/products-user-guide-list.html에서 CAD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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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Desktop Monitoring Console
Cisco Desktop Monitoring Console은 CAD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Java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관
리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AD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AD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
이 섹션에서는 CAD(Cisco Agent Desktop) 무음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CAD 녹음 기능은 규정 준수용 녹음 솔루션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온디맨드 녹음
또는 필터링된 통화 목록 녹음에만 적합합니다.

CAD 기반 모니터링
CAD 기반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니터링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데스크톱 모니터링
• 서버 모니터링
• 모바일 에이전트 모니터링

데스크톱 모니터링
데스크톱 모니터링에서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Cisco Agent Desktop)를 사
용하여 에이전트 폰(하드웨어 폰 또는 소프트웨어 폰)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스니
핑해 RTP 패킷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디코딩용으로 해당 RTP 패킷을 네트워
크를 통해 적절한 소프트웨어로 전송합니다. 데스크톱 모니터링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여
특정 Cisco IP Phone과 에이전트 PC 간의 데이지 체인을 수행하는 기능과, 이 연결을 통해 폰이 PC에
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패킷 스니
핑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 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음성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는 이 트래픽을 복사한 다음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는 수퍼바이저에게 전송하거나, 통화를 저장하
여 나중에 청취할 수 있도록 녹음 서비스로 전송합니다. 데스크톱 모니터링은 최소한 서비스 제어 관
리자 측면에서는 실제 서비스가 아니라 Cisco Agent Desktop의 일부분인 DLL(Dynamic-Link Library),
즉 실행 가능한 모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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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모니터링
서버 모니터링은 하나 이상의 Cisco Desktop VoIP 모니터 서비스를 사용하여 Cisco Catalyst 스위치에
서 실행되는 네트워크를 스니핑해 음성 스트림을 확인합니다. Cisco Desktop VoIP 모니터 서비스는
모니터링 또는 녹음 중인 폰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특정 스트림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모니터링을
수행 중인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또는 저장용 녹음 서비스로 음성 패킷을 전송합니다.
Cisco Desktop VoIP 모니터 서비스는 특정 Cisco Catalyst 스위치의 SPAN(Switched Port Analyzer) 또는
RSPAN(Remote SPAN, 원격 SPAN)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스니핑합니다. 이 스위치
는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소스에서 대상 포트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복사합니다. 소
스는 포트 및/또는 VLAN(Virtual LAN, 가상 LAN)일 수 있습니다. RSPAN을 사용하는 경우 원격 스위
치에 있는 소스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VoIP 모니터 서비스는 대상 포트를 사용하여 스위
치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Cisco VoIP 모니터 서비스가 IP 폰에서 전송 및 수신되는 음성 트래픽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에이전트 모니터링
Cisco Agent Desktop에는 에이전트 음성 게이트웨이(역시 SPAN 기능을 사용함)에서 유입되는 트래
픽을 확인할 수 있는 Cisco VoIP 모니터 서비스를 구축하여 모바일 에이전트의 RTP 세션을 모니터링
하고 녹음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com에서 제공되는 Cisco Agent Desktop 제품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CAD 기반 모니터링 및 녹음을 위한 내결함성
데스크톱 모니터링
데스크톱 모니터링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장애가 발생
하면 해당 에이전트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및 녹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버 모니터링 및 모바일 에이전트 모니터링
서버 모니터링 및 모바일 에이전트 모니터링에서는 내결함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Cisco Desktop
VoIP 모니터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와 연결된 모든 에이전트 폰 및 모바일 에이전
트 음성 게이트웨이에 대해 모니터링 및 녹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백업 서비스는 지정할 수 없습
니다. 다른 Cisco Desktop VoIP 모니터 서비스와 연결된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녹음을 계
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녹음에서는 내결함성이 제공됩니다. 고가용성 구축에서 녹음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녹음
서비스가 모든 녹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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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내용 재생
녹음 내용 재생에서는 내결함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해당 녹음을 캡처한 녹음 서비스와 연
결됩니다. 녹음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가 복원될 때까지 서비스와 연결된 모든 녹
음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D 기반 모니터링 및 녹음을 위한 로드 밸런싱
데스크톱 모니터링
데스크톱 모니터링에서는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싱이 수행됩니다. 모니터링 로드는 에이전트 데스크
톱 간에 분산됩니다.
서버 모니터링 및 모바일 에이전트 모니터링
Cisco Desktop VoIP 모니터 서비스용으로 SPAN 포트를 구성하고 해당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 로드 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려면 각 VoIP 모니터 서비스가 같은 수
의 에이전트 폰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정해 주십시오.
녹음
녹음 서비스는 데스크톱에 의해 런타임에 Round Robin 방식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나 녹음 서비스 간
에 로드 밸런싱이 시도되지는 않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프레즌스 통합
지금까지 Cisco Agent Desktop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채팅 서비
스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해 왔습니다. 이제 환경에 Cisco Unified Presence를 구축한 고객의 경우 에이
전트와 수퍼바이저가 동일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SME(Subject Matter Experts, 주제
전문가)의 프레즌스 상태와 기업의 기타 중요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와 채팅 세션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제 전문가는 친숙한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를 사용하여 Unified
Presence 사용자로 구성된 에이전트와 채팅 세션을 시작하고 이러한 에이전트의 채팅 요청에 응답합
니다. 또한 Cisco Unified Presence가 페더레이션 사용자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Microsoft Office
Communicator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Unified Presence와 CAD가 통합된 Cisco Unified Contact Center에 고객이 전화를 거는 경우를 예
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통화는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에게 라우팅됩니다. 에이전트는 발
신자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Agent Desktop 툴바에서 연락처 선택 윈
도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선택 창에는 에이전트의 워크플로 그룹에 할당된 다른 에이전트,
수퍼바이저 및 주제 전문가의 프레즌스 상태가 표시됩니다. 에이전트는 사용 가능한 연락처를 선택
하여 해당 연락처와의 채팅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에이전트는 연락처 선
택 윈도우를 사용하여 특정 연락처를 통화 컨퍼런스로 초대하거나 고객 통화를 연락처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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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CAD 및 Cisco Unified Presence의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그
림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8: CAD 및 Cisco Unified Presence 간의 상호작용

위의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1 Cisco Desktop Administrator가 SME 검색 기능 및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제공을 위해 LDAP 서버
에 바인딩됩니다.
2 관리자가 연락처 목록이라는 논리적 그룹에 SME를 저장한 다음 특정 워크플로 그룹에 할당합니
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관리자는 연락처 목록을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 워크플로 그룹에 할당된
에이전트에게만 적절한 연락처 목록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은 CAD LDAP
디렉토리에 저장되므로 각 에이전트/수퍼바이저는 Cisco Unified Presence LDAP 서버에 액세스하
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결 및 기타 매개변수의 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SME가 에이
전트의 프레즌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3 CAD가 에이전트의 워크플로 그룹과 연결된 연락처 목록을 검색합니다.
4 CAD가 SIP REGISTER 메시지를 보내 Cisco Unified Presence에 등록한 다음 연락처 목록의 각 사
용자에 대해 개별 SIP SUBSCRIBE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한 Cisco Unified Presence에 구성된 연락
처에 대해 "user-contacts"에 해당하는 SIP SUBSCRIBE 메시지도 보냅니다. 연락처 목록의 연락처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SIP NOTIFY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CAD는 에이전트가 프레즌스 상태를 변
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에이전트가 로그인할 때 단일 SIP PUBLISH 메시지를 Cisco Unified
Presence로 보낼 뿐입니다.
기존 CAD 주요 윈도우 통화 컨트롤을 통해 CTI를 사용하여 통화 제어를 수행합니다.
CAD와 Cisco Unified Presence 간에 전송되는 모든 SIP 트래픽 및 프레즌스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으며
TCP 또는 UDP를 통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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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Presence는 등록된 모든 사용자를 Cisco Unified Presence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에 균
일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에게 할당되지 않은 노드에 연결하려고 하면 CAD는 게시
자의 리디렉션 메시지에 지정된 Cisco Unified Presence 서버에 연결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CAD 에이전트와 SME 간의 모든 통신은 Cisco Unified Presence 서버를 통해 수행되며 CAD 서버를 통
해 라우팅되지 않습니다. 구축 지침은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
/www.cisco.com/en/US/docs/voice_ip_comm/uc_system/design/guides/UCgo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
오.

Cisco Agent Desktop 및 NAT
둘 이상의 분리된 네트워크가 NAT를 사용하여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CAD 데스크톱을
구축할 때는 모든 CAD 기본 서비스를 같은 네트워크에 배치해야 합니다. CAD 기본 서비스 서버 간
에는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및 PAT(Port Address Translation)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CAD 및
CSD(Cisco Supervisor Desktop) 애플리케이션은 VPN 연결을 통해서만 NAT와 PAT를 지원합니다.
CDA(Cisco Desktop Administrator) 및 SMC(Services Management Console)는 NAT 또는 PAT를 지원하
지 않으며 CAD 기본 서비스와 같은 네트워크에 설치행야 합니다.
CAD 서비스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간에는 방화벽이 지원됩니다. 또한 방화벽이 필요한 트래픽
유형 통과를 허용하며 적절한 포트가 열려 있으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간에도 방화벽이 지원됩
니다. 방화벽에서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를 허용해야 Unified CCE 및 Unified CM이
CAD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D, CTISVR(CTI Server, CTI 서버) 및 Unified CM 간의 하트비트
시간 초과 탐지에도 ICMP가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CAD 구성 요소 간에 사용되는 트래픽 유형
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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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솔루션 포트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 119: CAD 구성 요소 간 통신

위의 그림에서는 VoIP 제공자(CAD, VoIP 모니터 서비스, 녹음 및 재생 서비스)와 VoIP 요청자(CSD,
녹음 및 재생 서비스) 간에 IP 음성 스트림이 교환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CTI 및 통화 제어 데이터(에이전트 상태, 스킬 정보, 통화 이벤트)의 흐름은 CTI OS 서비스(CAD의 경
우) 또는 CTI 서버와 직접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CAD 기본 서비스(CAD 및 CAD IPPA 에이전트의 경
우)에서 시작됩니다.
IP Phone Agent XML 서비스의 경우에는 CAD IPPA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에이전트가 요청하는
에이전트 상태 변경 및 폰에 표시되는 스킬 정보에 대해서만 교환되는 CTI 정보가 적용됩니다. 통화
제어 메시지는 폰과 Unified CM 간에 계속 교환됩니다.
CAD 기본 서비스 머신에서 실행되는 SMC 서블릿과 SMC 애플릿 간에는 HTTP 통신이 수행됩니다.
CAD IPPA 서비스가 브라우저 및 IP Phone Agent 서비스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 역시 HTTP
입니다.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UDP/TCP 트래픽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소켓 연결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서비스 및 정보를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CORBA 연결이 포함됩니다.
CAD 기본 서비스 머신에서 실행되는 SMC 서블릿은 SNMP를 사용하여 설치의 일부분인 모든 CAD
서비스에 대한 상태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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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폰 및 IP Communicator 지원
CAD는 Cisco IP 하드웨어 폰 및 Cisco IP Communicator 소프트웨어 폰 사용을 지원합니다.
CAD 및 CAD IPPA와 같은 일부 CAD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특정 폰 모델이 필
요합니다. 설치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폰이나 소프트웨어 폰 중 하나만 지원되며 둘 다 지원되지는 않
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정확한 폰 모델 및 IP Communicator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gent Desktop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IP 폰 및 무음 모니터링
에이전트 무음 모니터링에서는 IP 하드웨어 폰 또는 Cisco IP Communicat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 폰 및 모바일 에이전트
모바일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는 데 특정 유형의 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날로그 폰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 폰 및 Citrix 또는 MTS
CAD는 Citrix 또는 MTS 사용 시 Cisco IP 하드웨어 폰과 Cisco IP Communicator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PC에 Cisco IP Communicator를 설치해야 합니다. Citrix 또는
MTS 서버에 Cisco IP Communicator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IP Phone Agent
IP Phone XML 서비스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데스크톱 버전이 없으므로 하드웨어 IP 폰만을
지원합니다.

Cisco Agent Desktop 및 Citrix
Cisco Unified CCE는 Citrix 터미널 서비스 환경 내에서 Cisco Agent Desktop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CAD용으로 Citrix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 CSD(Cisco Supervisor Desktop) 및 CDA(Cisco Desktop Administrator)는 Citrix 터미널 서비스 환경
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무음 모니터링 및 통화 녹음용 데스크톱 모니터링은 Citrix 터미널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대신 SPAN Port Monitoring을 사용해야 합니다.
• Citrix 서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매크로만 작동합니다.
• 클라이언트 PC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매크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Citrix 사용자 이름은 CAD 애플리케이션 로그인당 하나만 지원됩니다.
• CAD 시작 시 로그인 대화 상자에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로그인 ID 및 내선 번호는 사용자의 마
지막 로그인과 연결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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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rix 웹 클라이언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Windows Server 2012 R2는 XenApp 7.5를 지원합니다.
• Citrix 버전별로 지원되는 Cisco Agent Desktop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agent-desktop/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에서 CAD 문서를 참고
해 주십시오.
구현 세부사항은 CAD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같은 PG에서 CAD 및 CTI OS 에이전트 동시 사용 지원
Unified CCE 구축에서는 같은 PG에서 CAD 및 CTI OS 에이전트의 동시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에이전트를 모두 구축하는 경우에는 CAD의 크기 조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CSD(Cisco Supervisor
Desktop)는 CAD 에이전트만 모니터링할 수 있고 CTI OS 수퍼바이저 애플리케이션은 CTI OS 에이전
트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같은 PG에서 CAD 및 Finesse 에이전트 동시 사용 지원
Unified CCE 구축에서는 같은 PG에서 CAD 및 Finesse 에이전트의 동시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에이전트를 모두 구축하는 경우에는 CAD의 크기 조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CSD(Cisco Supervisor
Desktop)는 CAD 에이전트만 모니터링할 수 있고 Finesse 수퍼바이저는 Finesse 에이전트만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팀의 모든 에이전트와 수퍼바이저는 같은 데스크톱 유형을 실행해야 합
니다. 에이전트 중 일부는 Finesse를, 나머지는 CAD를 사용하는 팀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Cisco Agent Desktop의 고가용성
이 섹션에서는 Cisco Agent Desktop 구축의 고가용성 계획에 대해 살펴봅니다.

Cisco Agent Desktop 장애 조치 시나리오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Cisco Agent Desktop CTI 연결에 대해 자동 장애 조
치 및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는 CTI OS의 클라이언트입니다.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변 장
치 게이트웨이 또는 CTI 서버(CG)가 장애 조치되면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로그아웃된 상태를 표시하며, 대체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또는 CTI
서버(CG)와의 정상 작동하는 연결이 설정되면 자동으로 로그인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CTI OS 관
련 고려 사항에서 설명하는 시나리오가 적용됩니다.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기업, 채팅, RASCAL 등)를 이중으로 구축하여 핵심 Cisco Agent Desktop
구성 요소 장애 조치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이중
화된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를 인식하며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하드웨어 장
애 발생 시 자동으로 장애 조치를 수행합니다.
다음 서비스는 한 번에 한 측에서만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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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브라우저 및 IP Phone Agent 서비스
• Cisco 채팅 서비스
• Cisco 기업 서비스
• Cisco 라이센싱 및 리소스 관리자 서비스
• Cisco 녹음 및 통계 서비스
• Cisco 동기화 서비스
다음 서비스는 항상 양측에서 모두 활성화되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LDAP 모니터 서비스
• Cisco 녹음 및 재생 서비스
• Cisco VoIP 모니터 서비스
Cisco 라이센싱 및 리소스 관리자 서비스의 활성측에서 장애 발생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 항상 활성 상태가 아닌 A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가 유휴 상태로 전환됩니다.
• B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유휴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B측으로 복구됩니다.
활성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에서 5분 동안 2회 장애 발생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 항상 활성 상태가 아닌 A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가 유휴 상태로 전환됩니다.
• B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유휴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B측으로 복구됩니다.
활성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가 3분 동안 다운된 상태로 유지됨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 항상 활성 상태가 아닌 A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가 유휴 상태로 전환됩니다.
• B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유휴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B측으로 복구됩니다.
활성측과 유휴측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 간에 네트워크 장애 발생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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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는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 B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유휴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 Cisco Agent Deskto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A측의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A측과 B측 간에 네트워크 연결이 복원되면 Cisco 라이센싱 및 리소스 관리자 서비스가 비활성
측을 비선호측으로 설정합니다. 복구측 환경 설정은 설치 후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CAD IP Phone Agent
CAD IP Phone Agent는 Cisco 브라우저 및 Unified IP Phone Agent 서비스를 통해 CTI 서버와 통신합니
다. 데스크톱을 시작할 때 에이전트는 원하는 측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양측 중 하나의 URL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후에는 데스크톱이 활성측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CAD IP Phone Agent를 시작
할 때 에이전트는 폰의 Services(서비스) 메뉴에서 Active Side(활성측)를 선택해야 합니다. Idle Side(유
휴측)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측이 유휴 상태이므로 반대측에 연결을 시도한다는 오류가 사용자에
게 표시됩니다.
유휴측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가 장애 후 활성화됨
이 시나리오에서 로그인된 데스크톱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다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데스크톱 애플릿이 로그아웃 상태로 변경되고 사용자에게 연결이 끊겼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 데스크톱 애플릿이 B측의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되며 에이전트를 로그인 처리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로그인된 CAD IP Phone Agent에 대해서는 다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 폰 에이전트에게 서버 연결이 끊겼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 폰 에이전트는 Services(서비스) 목록에서 Side B(B측)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다시 로그인해야 합
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MSDE 교체
MSDE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설치 후에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
치 후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따라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LDAP에는 선택한 구현을 나타내는
값이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구현을 선택 및 저장하여 초기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한 후에는 구현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경우 Unified CCE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FCRasSvr 데이터베
이스를 구성합니다. Unified CCE는 HA용 데이터베이스 복제 설정 및 해제를 위한 스크립트를 계속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현에는 3개 테이블(에이전트 상태 데이터, 통화 로그 데이터, 녹음 메타
데이터)이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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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릴리스 9.0(3)부터는 모든 Cisco Agent Desktop 버전을 새로 구축하는 모든 고객이 데이터 저장소
로 플랫 파일이 아닌 SQL Server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된 이유는,
완전하게 복제되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구축의 경우 더욱 완벽한 기능 집합과
뛰어난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Cisco Agent Desktop 구성 요소 크기 조정
Cisco Agent Desktop CTI 옵션의 서버 용량은 총 에이전트 수, SPAN(Switched Port Analyzer) 모니터링
및 녹음 사용 여부 및 동시 녹음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섹션에서는 Cisco Agent Desktop 서버 구성 요소의 크기 조정 지침을 제공합니다.
관련 항목
Cisco Agent Desktop, 403 페이지

Cisco Agent Desktop 작동 조건
이 장에서 제공하는 크기 조정 정보는 다음 작동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에이전트당 BHCA(최번시 통화 시도)는 최대 30건입니다.
• 에이전트당 스킬 그룹 또는 정밀 대기열은 5개입니다.
• 다음 표와 그림에 나와 있는 에이전트의 총 수에서 에이전트는 90%, 수퍼바이저는 10%를 차지
합니다. 예를 들어 표나 그림에 에이전트 수가 100으로 나와 있는 경우 에이전트를 90개, 수퍼바
이저를 10개로 가정합니다.
• 수퍼바이저는 통화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총 팀 수는 총 에이전트 수의 10%입니다.
• 팀 구성원은 에이전트 90%, 수퍼바이저 10%로 구성됩니다.
• 통화 유형은 직접 통화 85%, 상담 전송 10%, 상담 컨퍼런스 5%로 구성됩니다.
• 스킬 그룹 업데이트를 위한 기본 새로 고침 속도는 10초입니다.
• CTI OS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 스킬 그룹 통계 열의 기본 수는 17개입니다.
• 에이전트 통계는 켜져 있습니다.
• CTI OS 서버에 구성되어 있는 에이전트 통계 열의 기본 수는 6개입니다.
• VRU 통화당 평균 5개의 VRU(음성 응답 장치) 스크립트가 Unified CCE 스크립트에서 연속적으
로 실행됩니다.
• ECC(확장된 통화 컨텍스트) 스칼라는 5개입니다.
• CTI OS의 TLS(Transport Layer Security)는 꺼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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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에이전트는 없습니다.
• 모든 이벤트 CTI 서버 클라이언트는 1개입니다.
• 아웃바운드 적중률은 평균 30%입니다.
아래 참고 사항은 이 항목의 모든 그림과 표에 적용됩니다.
• 에이전트 수는 로그인한 에이전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 서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G = 에이전트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 PGR = 실험실 구축
◦ RGR = Rogger

참고

Rogger 및 중앙 컨트롤러라는 용어는 이 장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림 120: Cisco Agent Desktop을 사용하는 Unified CCE 구축에 필요한 최소 서버 수

위의 그림에는 다음 참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VRU(음성 응답 장치), 관리 및 데이터 서버, 그리고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구성 요소
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대값은 모든 CAD 클라이언트(CAD 및 CAD IPPA)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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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참고

VRU(음성 응답 장치) PG

에이전트 수가 아닌 포트 수를 사용합니다. 통화당 VRU
실행 스크립트 노드의 수는 평균 5개입니다.

아웃바운드 음성을 사용하는 에이전트 [최대 인바운드 에이전트 용량]-1.33*[SIP 다이얼러 포트
PG(다이얼러 및 미디어 라우팅 PG 포함) 수]
최대 인바운드 에이전트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표의 인바
운드 에이전트 PG 항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용량은 사
용 중인 Unified CCE 소프트웨어 릴리스, 하드웨어 서버
등급 및 에이전트 데스크톱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공식을 통해 플랫폼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이 공식을 사용하여 구축의 다이얼러 포트 수를 기준
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수의 측면에서 아웃
바운드 리소스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각
아웃바운드 에이전트에는 포트 2개가 필요하지만 아웃바
운드 리소스는 구축 내 캠페인에 대한 적중률, 중단 제한
및 통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필요
한 아웃바운드 리소스를 확인하려면 크기 조정 도구를 사
용해 주십시오.
참고

Cisco Media Blender는 PG 시스템에 설치하는 경
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Cisco Unified Web Interaction Manager 및 Unified E-Mail
Unified E-Mail Interaction Manager
Interaction Manager에 대한 최신 서버 사양 및 크기 조정
지침은 http://www.cisco.com/c/en/us/support/
customer-collaboration/unified-email-interaction-manager/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에서 최신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Unified CVP(Customer Voice Portal) Unified CVP의 최신 서버 사양은 Cisco Unified CVP의 하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음성 브라우저
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양의 최신 버전(http://
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customer-voice-portal/
products-technical-reference-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Unified IP IVR 서버

최신 Unified IP IVR 서버 사양을 확인하려면 권한이 있는
Cisco 직원 또는 파트너로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한 문서
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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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isco Unified Intelligence Center(Unified
Intelligence Center)

Unified Intelligence Center의 최신 서버 사양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양(Bill of Material)의 최신 버전
(http://www.cisco.com/c/en/us/support/customer-collaboration/
unified-intelligence-center/
products-implementation-design-guides-list.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가상화 DocWiki(http://docwiki.cisco.com/wiki/Virtualization_for_Unified_
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VXI용 CTI OS
VDI 또는 VXI를 구축할 때는 이 문서에 정의된 CTI OS의 성능, 대역폭 및 타이밍 요건을 충족해야 합
니다. VDI 클라이언트에 충분한 성능 또는 대역폭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VDI 또는 VXI를 구축
하는 경우 에이전트의 통화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Citrix 또는 VMWare 서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VDI 클라이언트의 수는 구축에서 실행되는 기타 애
플리케이션 또는 사용량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CTI OS 데스크톱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 조정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Agent Desktop 기본 서비스
Cisco Agent Desktop 기본 서비스는 Microsoft Windows 서비스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집합으
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채팅 서비스, 디렉토리 서비스, 기업 서비스, Unified IP Phone Agent 서비스,
LDAP 모니터 서비스, 라이센싱 및 리소스 관리자 서비스, 녹음 및 통계 서비스, 동기화 서비스가 포
함됩니다. 또한 기본 서버와 같은 VM 또는 별도의 VM에 배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있습
니다. 이러한 추가 애플리케이션으로는 VoIP 모니터 서비스, 녹음 및 재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Cisco Agent Desktop 기본 서비스와 추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단일 또는 이중화 설치)가 포함된 집합
이 PG 쌍과 연결되는 LCC(Logical Call Center)에 해당합니다.

Cisco Agent Desktop VoIP 모니터 서비스
VoIP 모니터 서비스를 통해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모니터링의
경우 VoIP 모니터 서비스는 에이전트 PG 확장성과 관련한 설계 지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
다. SPAN(Switched Port Analyzer)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개의 에이전트 폰에 대해
VoIP 모니터 서비스를 에이전트 PG에 함께 배치할 수 있습니다. 100개보다 많은 폰에서 SPAN 모니
터링 및 녹음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용 VM에 VoIP 모니터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전용 VoIP 모니터 서비스는 기가비트 NIC에서 폰을 1,000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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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gent Desktop 녹음 및 재생 서비스
녹음 및 재생 서비스에서는 녹음된 대화를 저장하여 수퍼바이저 로그 뷰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용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최대 32개의 동시 녹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Premium 버전에서 제공되
는 전용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동시 녹음을 80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녹음 및 재생 서비스의 용
량은 사용하는 코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는 원시 녹음 및 재생 서비스의 용량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38: 녹음 및 재생 서비스의 용량

녹음 및 재생 서비스 유형

최대 동시 녹음 수

공용

32

전용

80

Cisco Agent Desktop의 주변 장치 게이트웨이 및 서버 옵션
Unified CCE PG(주변 장치 게이트웨이)는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서버, Unified IP IVR, Unified
CVP 또는 VRU(음성 응답 장치)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공통 내부 서식이 지정된 메시지로 변환합
니다. 이렇게 변환된 메시지는 Unified CCE로 전송되어 해석됩니다. 또한 이 PG는 주변 장치 디바이
스로 전송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Unified CCE 메시지도 변환합니다.
아래 그림에는 Cisco Agent Desktop이 포함된 에이전트 PG의 여러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나와 있습니
다.
그림 121: Cisco Agent Desktop이 포함된 에이전트 PG 컨피그레이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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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는 PG 및 PIM용 크기 조정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표 39: PG 및 PIM 크기 조정 지침

크기 조정 변수

Unified CCE 릴리스 10 기반 지침

Unified CCE당 최대 PG 수

150

VM당 최대 PG 유형 수

VM당 PG 유형을 2개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각
VM이 최대 에이전트 및 VRU 포트 제한을 충족
해야 합니다.

VM당 최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
수

VM당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G, 일반
PG 또는 시스템 PG 하나만 허용됩니다.

PG당 최대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PIM 1
수
Unified CCE에서 원격 위치에 PG 배치

가능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원격 위치
에 PG 배치

불가능

단일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 의해 제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go/ucsrnd)을
어되는 최대 VRU 수
참고해 주십시오.
PG당 최대 CTI 서버 수

1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와 함께 PG 불가능
배치

Cisco Agent Desktop의 대역폭 요건
이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하고, 기업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보안 기능 및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고, CAD(Cisco Agent Desktop) 제품을 포함하는 Unified CCE 설치에 대해 QoS(Quality
of Services)를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설계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대역폭 사용량
라이브 통화 청취, 에이전트 통화 녹음, 녹음된 통화 청취 등을 포함하는 Cisco Agent Desktop 소프트
웨어의 무음 모니터링 기능에는 Cisco Agent Desktop 제품에 대한 최고 대역폭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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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WAN 연결을 통해 주요 사이트에 연결하는 Unified Mobile Agent의 경우 이 기능을 올바르게 구성
해야 합니다.
무음 모니터링 기능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VoIP 제공자로 요청을 보냅니다. VoIP 제공자는 통화를 나
타내는 음성 스트림(통화당 음성 스트림 2개)을 네트워크에서 캡처하거나 디스크에서 읽은 다음 요
청자에게 다시 보냅니다. 요청자는 스트림을 받아 청취를 위해 디코딩하거나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이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대역폭 요건은 요청자와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 링크에 적용됩니다.
무음 모니터링 요청자
Cisco Agent Desktop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개 요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Cisco Supervisor Desktop
• 녹음 및 재생 서비스
Cisco Supervisor Desktop은 수퍼바이저가 에이전트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이전에 녹음된
통화를 청취하려는 경우 무음 모니터링 요청을 보냅니다.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수퍼바이저 또는 에
이전트가 통화를 녹음하려는 경우 녹음 요청을 보냅니다. 라이브 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는 경
우 VoIP 제공자는 음성 스트림을 캡처하여 요청자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스트림은 수퍼바이저 데스
크톱에서 디코딩되어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사운드 카드를 통해 재생됩니다. 녹음의 경우 녹음 및 재
생 서비스는 음성 스트림을 받아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Unified CCE를 설치할 때는 녹음 서비스 하나 두 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음 모니터링 제공자
Cisco Agent Desktop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3개 VoIP 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Cisco Agent Desktop
• VoIP 모니터 서비스
• 녹음 및 재생 서비스
Cisco Agent Desktop 애플리케이션에는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실행되는 데스크톱 모니터 서비스라
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 모니터 서비스는 데스크톱의 Cisco Agent Desktop 애플리케
이션에 로그인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무음 모니터링 요청만 처리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에이전트
와 연결되어 있는 폰 또는 IP Communicator 소프트웨어 폰으로 전송되는 음성 패킷을 캡처합니다. 이
폰은 네트워크와 에이전트 컴퓨터에 모두 연결할 수 있도록 추가 네트워크 포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폰은 이 추가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파하기 위한 허브 및 스위치 기
능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데스크톱 모니터 서비스는 에이전트의 폰에서 폰 대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폰 목록은 Unified CCE 솔루션 호환성 매트릭스(http://docwiki.cisco.com/
wiki/Compatibility_Matrix_for_Unified_CCE)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모든 에이전트 데스크톱에서 활성화됩니다. Cisco
Agent Desktop 서버의 초기 설치를 수행하고 나면 모든 에이전트가 무음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데스
크톱 모니터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VoIP 모니터 서비스는 여러 무음 모니터링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위치의
SPAN(Switched Port Analyzer)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스위치에서 패킷을 직접 캡처합니다. 단일 설치
에서 각기 다른 머신에 VoIP 모니터 서비스를 5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프보드 VoIP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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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사무실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복잡성 및 용량 계획으로 인해 이 서비스가 필요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VoIP 모니터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구성해야 에이전트
디바이스에 대한 무음 모니터링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데스크톱이 없는 CAD IP Phone Agent의 경우 무음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VoIP 모니터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수퍼바이저가 녹음된 에이전트 통화를 재생할 때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폰 통화를 나타내는 스트림
2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스트림은 이전 녹음 세션에서 디스크에 이미 저장된 상태입니
다.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디스크에서 원시 데이터 파일을 읽은 다음 네트워크를 통해 수퍼바이저
데스크톱에 RTP 스트림을 보냅니다. 이 데스크톱에서 사운드 카드를 통해 스트림이 재생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요청자(라이브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제
공자(녹음된 통화를 재생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VoIP 서비스와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Cisco Agent Desktop 기본 서비스와 함께 설치됩니
다. 추가 VoIP 서비스와 두 번째 녹음 및 재생 서비스를 다른 박스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WAN을 통해 원격 사무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Unified CCE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본사와 원격 사무실에는 모두 온사이트 VoIP 모니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림 122: 주요 사이트와 원격 사이트의 VoIP 모니터 서비스

요청자 및 제공자를 배치할 때는 무음 모니터링 기능용 대역폭이 필요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가 에이전트 디바이스에 특정 VoIP 서비스를 할당할 수는 있지만, 통화를 녹음할 때 사용
되는 녹음 서비스는 요청 시에 결정됩니다. 설치 로드 밸런싱을 위해 2개 녹음 서비스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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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공자와 요청자가 WAN에 의해 분리되어 WAN에 대역
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녹음 및 재생 서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본사 서버
에서 Cisco Agent Desktop 기본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LAN에 설치해 주십시오.
• VoIP 통신 사업자가 VoIP 모니터 서비스이고 요청자가 녹음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같은
머신에 있는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추가 대역폭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청자와 VoIP 제공자에 관계없이 이러한 두 포인트 간의 대역폭 요건은 모니터링 및/또는 녹음 중인
IP 통화의 대역폭입니다. 총 대역폭을 계산하려는 경우 각 모니터링/녹음 세션을 새로운 폰 통화로 생
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음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대역폭을 계산하려는 경우 통화 트
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단, VoIP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성 스트림은 같은 방향의 스트림 2개로 구성된다는 점은 예외입니
다. 일반 IP 폰 통화에는 폰으로 전송되는 스트림과 폰에서 전송되는 스트림이 하나씩 포함되는 반면
VoIP 제공자의 경우 두 스트림이 모두 제공자에서 전송됩니다. WAN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를
프로비저닝할 때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러한 음성 스트림의 대역폭 요건을 확인하려면 Cisco Collaboration System Solution Reference Network
Design(http://www.cisco.com/c/en/us/support/unified-communications/
unified-communications-manager-callmanager/tsd-products-support-series-home.html)을 참고해 주십시오.

Cisco Agent Desktop 애플리케이션 대역폭 사용량
CAD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Cisco Agent Desktop
• Cisco Supervisor Desktop
• Cisco Desktop Administrator
• Cisco Desktop Monitoring Console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음 모니터링 기능보다는 훨씬 적지만 특정량의 대역폭
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통신 유형에서 버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
로 에이전트가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않을 때는 대역폭 사용량이 낮습니다. 기능이나 작업을 요청
하면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통 1초 미만) 동안에는 대역폭이 증가하며, 그 이후에는 대역
폭 사용량이 안정적인 상태 레벨로 다시 낮아집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 측면에서 모든 에이전트가
동시에 특정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콜센터의 특성을 보다 쉽게 지정하고
동시 작업의 최대 수(최악의 경우)를 결정하여 즉각적인 대역폭 요건을 확인한 후 요청된 작업 백분
율에 대해 허용되는 지연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1,000개가 동시에 로그인하는 경우의 원시 대역폭 요건이 초당 6.4킬로바이트이
고 각 에이전트의 로그인 시간은 약 9초(네트워크 지연은 없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WAN 링크
에 이 정도 분량의 대역폭이 없으면 패킷이 전송 및 수신되기 전에 대기열에 추가되므로 로그인 시간
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 대기 지연으로 인해 로그인 시도 시간이 2배로 증가하는 경우(이 예에서는
18초) 해당 지연이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허용되지 않으면 더 많은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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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 애플리케이션은 VM에서 실행되는 Cisco Agent Desktop 기본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또한
에이전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통화 제어 작업 및 상태 변경을 위해 CTI OS 서버를 통해 CTI 서
버와 통신합니다. 아래 표에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시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표 40: CAD 애플리케이션별 메시징 유형

애플리케이션 이름

메시지 유형

Cisco Agent Desktop

로그인/로그오프
에이전트 상태 변경
통화 제어
통화 상태 정보
데스크톱 모니터링 및 녹음
채팅 메시지
팀 성과 메시지
보고서 생성
실시간 데이터 새로 고침

CTI OS 수퍼바이저 데스크톱

로그인/로그오프
에이전트 상태 변경
통화 상태 업데이트
보고서 생성
무음 모니터링
통화 녹음
통화 재생
채팅 메시지
팀 성과 메시지
실시간 데이터 새로 고침

Cisco Desktop Administrator

컨피그레이션 정보 검색 및 저장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새로 고침

Cisco Desktop Monitoring Console

서비스 검색
SNMP 메시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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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gent Desktop 대역폭 사용량
Cisco Agent Desktop 에이전트는 로그인/로그오프하고, 에이전트 상태를 변경하고, 통화를 처리하고,
기본 서버에 보고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대역폭 요건은 적은 편이지만 많은 수의
에이전트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다양한 에이전트 수에 대한 평균 대역폭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역폭 데이
터에 대한 대역폭 테스트 및 추정을 기반으로 유추된 것입니다. 많은 변수가 대역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악의 상태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역폭 사용량이 더 많은 컨피그레이션
을 선택했습니다. 에이전트의 WAN 링크가 이 표에 나와 있는 대역폭 요건을 충족하거나 요건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 과정의 지연 없이 Cisco Agent Desktop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는 대역폭에 영향을 주며 아래 표와 Cisco Agent Desktop 애플리케이션
대역폭 사용량, 429 페이지에 모두 적용됩니다.
• 에이전트당 스킬 수: 10
• 팀당 에이전트 수: 20
• 팀 수: 50
• 시간당 에이전트별 에이전트 상태 변경 수: 10(통화 처리로 인한 상태 변경은 포함되지 않음)
• 시간당 에이전트별 통화: 60
• 시간당 팀별 팀 성과 메시지: 8
• 시간당 보내거나 받는 채팅 메시지: 20
• 평균 채팅 메시지 크기(바이트): 40
• 시간당 녹음되는 통화 수: 10

참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역폭 요건에는 통화/녹음/모니터링 세션용 RTP 스트림의 대역폭은 포함되지
않으며 세션을 시작 및 중지하는 데 필요한 메시징만 포함됩니다.

표 41: Cisco Agent Desktop의 평균 대역폭 요건

에이전트 수

평균 다운로드 대역폭(초당 킬로 평균 업로드 대역폭(초당 킬로바
바이트)
이트)

1

0.02

0.003

100

1.7

0.1

200

3.4

0.3

300

5.0

0.4

500

8.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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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수

평균 다운로드 대역폭(초당 킬로 평균 업로드 대역폭(초당 킬로바
바이트)
이트)

600

10.0

0.8

700

11.7

1.0

800

13.4

1.1

900

15.1

1.3

1,000

16.8

1.4

Cisco Supervisor Desktop 대역폭 사용량
Cisco Supervisor Desktop은 수퍼바이저가 로그인하는 팀의 모든 에이전트에 대한 이벤트를 수신합니
다. 이 정보에는 상태 변경, 통화 처리, 로그인/로그오프 등이 포함됩니다. 에이전트, 스킬 및 통화가
많을수록 수퍼바이저에게 전송되는 데이터도 많아집니다. 또한 특정 보고서는 수퍼바이저가 보고서
를 확인하는 동안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동 새로 고침됩니다. 보고서를 새로
고칠 때는 대역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Cisco Agent Desktop 애플리케이션 대역폭 사용량, 429 페이지에서 대역폭 수치를 확
인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본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표에서는 팀 스
킬 통계 보고서를 확인 중이며 새로 고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표 42: Cisco Supervisor Desktop의 평균 대역폭 요건

에이전트 수

평균 다운로드 대역폭(초당 킬로 평균 업로드 대역폭(초당 킬로바
바이트)
이트)

1

0.02

0.003

100

1.3

0.1

200

2.5

0.3

300

3.7

0.4

400

5.0

0.5

500

6.2

0.6

600

7.5

0.8

700

8.7

0.9

800

10.0

1.0

900

1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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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수

평균 다운로드 대역폭(초당 킬로 평균 업로드 대역폭(초당 킬로바
바이트)
이트)

1,000

12.4

1.3

Cisco Desktop Administrator 대역폭 사용량
Cisco Desktop Administrator의 대역폭 요건은 매우 소량이며, 관리자가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때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비저닝 측면에서 볼 때 Cisco Desktop Administrator에서 사용하는 대역
폭은 무시해도 됩니다.
Cisco Desktop Monitoring Console 대역폭 사용량
Cisco Desktop Monitoring Console의 대역폭 요건은 매우 소량이며 단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적으로 프로비저닝 측면에서 볼 때 Cisco Desktop Monitoring Console에서 사용하는 대역폭은 무시해
도 됩니다.

Cisco Agent Desktop 서비스 배치
Cisco Agent Desktop을 사용하는 Unified CCE 설치에서는 VoIP 모니터 서비스와 녹음 및 재생 서비스
를 제외한 모든 CAD 서비스를 PG와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VoIP 모니터 서비스와 녹음 및 재생 서비
스는 다른 VM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VoIP 모니터 서버
단일 VoIP 모니터 서비스는 동시 무음 모니터링 세션을 114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VoIP 모니터
서비스가 추가되면 설치의 SPAN 기반 모니터링 용량이 증가합니다.
CAD 설치에는 VoIP 모니터 서버를 5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VM에는 VoIP 모니터
서비스를 하나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VoIP 모니터 서비스의 주요 로드는 동시 모니터링 세션의 수가 아니라 VoIP 모니터 서비스에 할당된
디바이스에 대해 해당 VoIP 서비스로 전송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바이스
에서 특정 VoIP 서비스로 트래픽을 전송하도록 SPAN(Switched Port Analyzer)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활성 모니터링 세션이 없어도 VoIP 서비스 패킷 스니퍼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니
터링되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 VoIP 서비스에 할당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수가 제한됩니다.
VoIP 모니터 서비스는 PG에 CAD 기본 서비스와 함께 배치하는 경우 최대 100개 에이전트의 네트워
크 트래픽을 지원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SPAN 대상 포트 전용으로 세 번째 가상 NIC를 지정할 수 있
지만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개보다 많은 에이전트가 단일 VoIP 모니터 서비스를 사
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다른 VM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동해 주십시오. 단일 VoIP 모니터 서비스
는 1,000개 에이전트 폰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지원하며, 기가비트 NIC를 사용하여 스위치에 연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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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위치가 동일한 스위치 포트에서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트래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SPAN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가상 NIC를 사용해 주십시오.

녹음 및 재생 서버
CAD 설치에는 녹음 및 재생 서비스를 2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VoIP 모니터 서비스와 마찬가지
로 단일 컴퓨터에는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PG에 CAD 기본 서비스와 함께 배치하는 경우 최대 32개의 동시 녹음 세션을
지원합니다. 녹음 및 재생 세션이 더 필요한 경우 녹음 및 재생 서비스를 다른 VM으로 이동해 주십시
오.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오프보드 VoIP 모니터 서비스와 함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프보드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최대 80개의 동시 녹음을 지원합니다.
녹음 및 재생 서비스는 RTP 패킷 복사본을 RAW 파일로 변환한 다음 Cisco Supervisor Desktop을 사용
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파일을 저장합니다. VoIP 모니터 서버(SPAN 캡처) 또는 Cisco Agent
Desktop(데스크톱 캡처)은 이러한 RTP 패킷을 녹음 및 재생 서버로 옮깁니다. 그러므로 SPAN 캡처
환경에서 녹음을 수행하는 경우 모니터링 세션과 녹음 및 재생 세션이 모두 사용됩니다.
두 번째 녹음 및 재생 서비스를 추가해도 녹음 용량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로드 밸런싱
및 이중화는 제공됩니다. 두 녹음 및 재생 서버가 모두 활성 상태이면 녹음 클라이언트는 두 서버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며 녹음 파일을 한 서버에 먼저 저장한 후에 다른 서버에 저장합니다.

기타 구축 고려 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구축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어 3 디바이스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용 음성 패킷을 캡처하도록 구성된 VoIP 모니터 서비스에 사용되는 스위치 포
트와 에이전트 전화 디바이스(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폰) 사이에 레이어 3 네트워크 디바이스(라
우터 및 게이트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한은 VoIP 모니터 서비스가 음성 스트림 캡처용 기
본 또는 백업 서비스로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데스크톱 모니터링이 기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 방법은 없는 경우에는 이 정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NIC의 NDIS 준수
VoIP 모니터 서비스와 에이전트 PC(데스크톱 모니터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NIC(Network Interface Card)는 해당 설명에 따라 무차별 모드 패킷 스니핑을 지원해야 합니다. NIC 카
드 또는 드라이버가 NDIS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
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암호화된 음성 스트림
음성 스트림이 암호화된 경우에는 무음 모니터링 및 녹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성 스
트림은 캡처할 수는 있지만 올바르게 디코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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