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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조직 전체에서 Cisco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간소화하
는 유연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모델인 Cisco Smart Software Licensing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솔
루션을 사용하면 라이센스 및 소프트웨어 사용 트렌드의 상태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단일 어
카운트에 라이센스 엔타이틀먼트를 풀링하고 가상 어카운트 간에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Smart Licensing은 대부분의 Cisco 제품에서 활성화되며 직접 클라우드 기반 또는 조정
된 구축 모델로 관리됩니다.

기고자: Vinayak Kumar, Cisco TAC 엔지니어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isco UCCX(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릴리스 12.5●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온프레미스 릴리스 7●

사용된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UCCX(Unified Contact Center Express) 릴리스 12.5●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온프레미스 릴리스 7●

배경 정보 

UCCX의 스마트 라이센싱 아키텍처

기존 라이센싱보다 스마트 라이센싱의 이점

Smart Licensing은 사용하기 쉬운 하나의 포털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장치에 대한 전체 라
이센스 보기 제공

●

스마트 라이센싱에는 PAK 기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라이센스는 하나의 디바이스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연하며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자 및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라이센싱 구축 유형

Smart Licensing에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구축 옵션이 있습니다.

직접 - Cisco Smart Software Manager(Cisco SSM)●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On-Prem(Cisco SSM On-Prem)●

직접 - Cisco Smart Software Manager(Cisco SSM)

참고: UCCX 서버는 직접 구축하려면 인터넷 또는 프록시 서버를 통해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Cisco SSM을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어카운트를 생성, 관리 또는 봅니다.●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추적합니다.●

가상 어카운트 간에 라이센스를 이동합니다.●

제품 인스턴스 등록 토큰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Cisco Smart Software Manager On-Prem(Cisco SSM On-Prem)

Cisco SSM On-Prem은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구성 요소입니다. 이 옵
션을 선택하면 Unified CCX는 Cisco SSM On-Prem에 라이센스 소비를 등록하고 보고합니다.
Cisco SSM On-Prem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cisco.com에서 호스팅되는 Cisco SSM과 정기적으로
동기화합니다.

Cisco SSM On-Prem이 cisco.com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Cisco SSM On-Prem을
Connected 또는 Disconnected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 Call-Home URL을 사용하여 Cisco SSM On-Prem의 전송 URL을 구성합니다.
https://<OnpremCSSM_IP>/Transportgateway/services/DeviceRequestHandler

Connected(연결됨) - Cisco SSM On-Prem에서 cisco.com에 직접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Smart Account 동기화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

Disconnected(연결 끊김) - Cisco SSM On-Prem에서 cisco.com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합
니다. Cisco SSM On-Prem은 최신 라이센스 엔타이틀먼트를 반영하려면 Cisco SSM과 수동으
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

참고: Cisco SSM On-Pre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isco.com/c/en/us/buy/smart-
accounts/software-manager.html을 참조하십시오.

https://<OnpremCSSM_IP>/Transportgateway/services/DeviceRequestHandler
/content/en/us/buy/smart-accounts/software-manager.html


UCCX 구축의 라이센싱 옵션

1. UCCX 12.5 Smart 라이센싱의 신규 설치는 UCCX 12.5에서 라이센싱 옵션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 스마트 라이센싱은 UCCX 12.5에서만 사용 가능

2. UCCX 버전 12.0에서 12.5로 업그레이드
      a)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존 라이센스로 유지됨
      b) 스마트 라이센스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한 번만).

3. UCCX 버전 10.X ,11.X에서 12.5로 업그레이드
     a) 고객은 기존 라이센싱 또는 스마트 라이센싱 중 하나의 라이센싱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기존 라이센싱 옵션을 선택한 고객은 스마트 라이센싱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한
번만). 그 반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Cisco WFO(Workforce Optimization) 라이센스는 Smart Licensing에서 지원되지 않습니
다. 따라서 12.5로 업그레이드한 고객은 Cisco WFO를 계속 사용하려면 기존 라이센싱을 계



속 사용해야 합니다.또는 Unified CCX용 Smart Licensing으로 전환하려는 고객은 Solutions
Plus 버전의 Workforce Optimization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마트 라
이센싱 옵션이 선택된 경우 WFO의 경우에만 Cisco 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마트 라이센스 유형

UCCX에는 5가지 스마트 라이센스 유형이 있습니다.

  

1. 플렉스
      a) 표준
      b) 프리미엄

2. 영구
   a) 프리미엄
   b) 고급

3 .  Flex(HCS)

4 .  NPS/NFR

Flex(HCS)는 CCX의 Hosted Collaboration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선택이며 UCCX의 온프레
미스 구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PS/NFR 라이센싱 옵션은 랩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각 라이센싱 유형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참고: 라이센스 유형에서 다른 라이센스 유형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라이센스 관리의 작업 탭
에 있는 스마트 라이센싱 시작 드롭다운 옵션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라이센스 옵션에서 "라이
센스 유형 변경" 옵션을 선택하고 라이센스 유형에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라이센스 유
형이 변경되면 UCCX 클러스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상태

1. 등록국

Unregistered(등록되지 않음) - 제품 인스턴스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Registered(등록됨) -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Cisco SSM에 제품 인스턴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Cisco SSM에 등록하려면 Cisco SSM 포털에서 등록 토큰을 생성합니다. 등록 토큰을 사용하여
제품 인스턴스를 등록합니다.

●

Registration Expired(등록 만료됨) - Cisco SSM에서 발급한 ID 인증서가 12개월 이상 갱신되지
않으므로 제품 인스턴스 등록이 만료되었습니다. 제품 인스턴스를 다시 등록합니다.

●

2. 승인 상태

사용 중인 라이센스 없음●

평가 모드 - 제품 인스턴스 라이센스의 평가 기간은 90일입니다. 평가 기간 동안 제품 기능이 가
장 높고 라이센스 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한 무제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Cisco SSM 또는 Cisco SSM On-Prem에 시스템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평
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되지 않으면 특정 시스템 기능이 제한되는 시행 상태로 이동됩니다.

●

In Compliance(규정 준수 중) - 라이센스 소비가 구매 수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제품이 규정
을 준수합니다.

●

평가 만료—제품 인스턴스 평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Authorized(승인됨)—제품 인스턴스가 권한 있음 또는 규정 준수 상태입니다. 인증은 30일마다
갱신됩니다.

●

Out of Compliance—제품 인스턴스에서 15분마다 Cisco SSM에 라이센스 사용량을 보고합니
다. 라이센스 소비가 5개의 연속 보고 간격에 대한 엔타이틀먼트보다 클 경우 제품 인스턴스는
규정 위반 상태로 전환됩니다. 규정 위반 기간은 90일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추가 라이센
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품 인스턴스가 적용 상태로
전환됩니다.

●

Authorization Expired(권한 부여 만료) - 제품 인스턴스 권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
로 제품이 Cisco SSM과 90일 이상 통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한이 적용되기 전
90일 동안 초과 기간이 경과됩니다.

●

3. 시행국

규정 준수 위반, 평가 기간 또는 권한 부여 기간의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제품 인스턴스는 컨택 센터
구성 요소의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상태로 이동합니다. 제품 인스턴스는 다음 시나리
오에서 적용 상태입니다.

Out-of-Compliance expiry(규정 준수 위반 만료) - 90일의 규정 위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시행 상태를 종료합니다.

권한 부여 만료 - 제품 인스턴스가 Cisco SSM 또는 Cisco SSM On-Prem과 90일 동안 통신하
지 않고 자격 인증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은 경우

●

권한 부여를 갱신하여 권한 부여 만료 상태를 종료합니다.



평가 만료 - 라이센스 평가 기간이 90일 만료되고 제품 인스턴스가 Cisco SSM에 등록되지 않
은 경우

●

Cisco SSM에 제품 인스턴스를 등록하여 평가 만료 상태를 종료합니다.

시행 모드 중에 Unified CM의 동기화가 차단됩니다. 이 때문에 에이전트의 새 추가, 수정 또는 삭제
가 Unified CCX 시스템과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여러 라이센스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센스 계산

Smart Licensing을 사용하면 Cisco Unified CCX 구축의 라이센스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원
에 대한 라이센스 소비량은 구성된 기술에 따라 계산되고 Finesse 데스크톱에 로그인 상태가 됩니
다. 라이센스 소비는 15분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로그인한 모든 에이전트의 집계된 데이터는 고정
시간 간격으로 Cisco SSM 또는 Cisco SSM On-Prem으로 전송되며 Unified CCX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합니다. 라이센스 사용 세부 정보는 시스템의 라이센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라이센스 계산 시나리오 1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스템 컴퓨테이션 라이센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이 경우 규정 준수
상태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구매한 라이센스 수 = 100



Cisco SSM이 1시간 동안 사용량에 대한 라이센스 인스턴스를 5회 연속 등록하는 경우, 제품 인스
턴스는 되돌릴 수 없는 준법 위반으로 전환됩니다. 그런 다음 제품 인스턴스는 적자 라이센스(130-
100=30)를 구매할 때까지 잠긴 사용량(위 시나리오의 경우 130)을 보고합니다. Locked usage는
Out-of-Compliance 상태에서 라이센스 사용량(130)이 가장 많습니다. 제품 인스턴스가 Out-of-
Compliance 상태인 경우 제품 인스턴스는 실제 라이센스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RTMT 알림은 시스템이 컴플라이언스 모드에서 벗어날 때마다 생성됩니다.

MCVD(Cluster view daemon) 로그에는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는 준수 모드로 전환될 때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MCVD-LIB_LICENSE-1-SYSTEM_TO_ENTER_OOC_STATE: [REPORT_ENTITLE]

com.cisco.smartlicense.util.SmartLicenseUtil This Product Instance will enter Out of Compliance

state because of insufficient licenses.: This Product Instance will enter Out of Compliance

state in =45 minutes

%MCVD-LIB_LICENSE-0-SYSTEM_TO_ENTER_OOC_STATE_SHORTLY: [REPORT_ENTITLE]

com.cisco.smartlicense.util.SmartLicenseUtil The time required for the Product to be in

compliance is about to expire. Else, you will have to procure more licenses.: This Product

Instance will enter Out of Compliance state in =15 minutes

참고: 고객은 Cisco Commerce 웹 사이트(CCW)에서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규정 준수 위
반 상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산 시나리오 2  

https://apps.cisco.com/Commerce/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스템이 컴플라이언스 상태를 벗어나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매한 라이센스 수 = 100

이 예에서 Product Instance는 2개의 초과 인스턴스(1시간)가 발생한 후 In-compliance 상태로 돌아
갑니다. 다음 번에 제품 인스턴스가 규정 준수 위반 상태가 될 경우 그 수는 1/5가 됩니다. 따라서
45분(Cisco SSM의 첫 번째 규정 준수 위반 알림 후)을 얻어 허용 범위 내에서 소비량을 회수하여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합니다.

참고: 다른 규정 준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CUIC의 라이센스 기능 목록 테이블 및
Unified License Consumption Report 보고서를 사용하여 그러한 시나리오를 식별합니다.

RTMT 알림

관리자는 알림(Unified CCX 관리 및 RTMT의 랜딩 페이지)과 이벤트 로그(시스템 로그)를 통해 알
림을 받습니다. 관리자는 Smart 및 Virtual Account의 라이센스 상태에 대한 이메일(Cisco SSM에
구성)을 통해 알림을 받습니다.

규정 준수 위반 경고는 RTMT 중앙의 Unified CCX 옵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nt Viewer-System Log(이벤트 뷰어-시스템 로그)에서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전환되고
시스템이 규정 준수 상태가 아닌 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남은 시간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C_LIB_LICENSE-0-SYSTEM_TO_ENTER_OOC_STATE_SHORTLY: %[The time remaining to enter OOC state=15

minutes][AppID=Cisco Unified CCX Cluster View Daemon][ClusterID=][NodeID=uccxpubsu1]: The time

required for the Product to be in compliance is about to expire. Else, you will have to procure

more licenses.

%UC_LIB_LICENSE-1-SYSTEM_IN_OOC_STATE: %[AppID=Cisco Unified CCX Cluster View

Daemon][ClusterID=][NodeID=uccxpubsu1]: This Product Instance is currently in Out of Compliance

state because of insufficient licenses.

UCCX GUI의 라이센스 관리 페이지에서 시스템이 규정 준수 모드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할 수도 있
습니다.

문제 해결

1. Cisco SSM 서버의 DNS A 레코드가 Cisco SSM 온프레미스 구축을 위해 UCCX의 DNS 서버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직접배치포트 80 및 443을 방화벽에 열어야 한다

3. 추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 lib_license 레벨로 클러스터 뷰 데몬 및 관리 로그를 수집합니다.

4. 라이센스 구성의 경우 LIB_LICENSE 및 SS_RM을 CCX 엔진의 디버깅 레벨로 활성화합니다.

5. Serviceability(서비스 가용성) 페이지의 Cisco Unified CCX Cluster View Daemon 서비스는
INSERVICE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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