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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에서는 버전 11.x 이전 버전의 UCCE용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UCCE) 리살링
도구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추적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다음 질문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1. 재살인은 언제 일어났니?
2. 누가(예: 어느 감독관급 계좌) 재조사를 했습니까?
3. 수퍼바이저는 무엇을 했습니까?예: 어떤 직무 그룹이 어떤 상담원에서 추가/제거되었습니까?
4. 특정 감독자가 사용하는 PC는 어디나 어디인가?

A.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다음 추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 CMSNode
Windows 시작 메뉴에서 regedit를 시작한 다음 HKLM\SOFTWARE\Cisco Systems,
Inc.\ICM\<instance>\Distributor\EMS.\CurrentVersion\Library\Processes\cms\EMSTraceMask으로
이동하고 값을 ff로 설정합니다.
로그를 수집하려면 window의 명령줄을 사용하고 disk가 총판사를 의미하는 cdlog <instance> dis를
입력하고 dumplog cms /last /of cms.log를 실행합니다.

2. 신청서 재작성
\icm\tomcat\webapps\uiroot\WEB-
INF\properties\common\apiserver\logManager\APIServer.properties로 이동하고
verbosity=LOCAL_DUMP(파일의 맨 아래)를 수정하여 로깅을 활성화합니다. 기본 로깅은 (off)
verbosity=VERBOSITY_NONE입니다.
보낸 사람
  
APIServer.TraceFilter.localTraceFilter.className=com.cisco.ics.util.log.trace.WLTraceMessageFil
ter
   APIServer.TraceFilter.localTraceFilter.verbosity=VERBOSITY_NONE
받는 사람
  APIServer.TraceFilter.localTraceFilter.className=com.cisco.ics.util.log.trace.WLTraceMessage
Filter
  APIServer.TraceFilter.localTraceFilter.verbosity=LOCAL_DUMP



C:\icm\tomcat\webapps\uiroot\WEB-INF\logs\에서 문제가 재생성된 후 다음 로그를 수집합니다.*

3. 아파치 토마트
1단계. C:\icm\tomcat\conf\server.xml 파일을 다른 폴더로 백업합니다.
2단계. Windows 서비스에서 Apache Tomcat 서비스 중지

3단계. 강조 표시된 부품을 추가하여 \icm\tomcat\conf\server.xml 파일을 수정합니다.

 <호스트 이름="localhost" appBase="webapps"
 unpackWAR="true" autoDeploy="true"
 xmlValidation="false" xmlNamespaceAware="false">

  <밸브 className="org.apache.catalina.valves.AccessLogValve" directory="logs"
prefix="localhost_access_log" suffix=".txt" pattern="common" resolveHosts="false"/>
 </Host>

4단계. Tomcat 서비스 시작
\icm\tomcat\logs\에서 localhost_access_log.2014-02-14.txt로 시작하는 파일 수집

이제, 처음에 제기되었던 그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 1. 언제 재공격이 일어났습니까?
CMSNode 로그 또는 Reskilling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활동이 표시됩니다. 

샘플 로그:
—CMSNode 로그—
11:26:44:208 dis-cms 추적:[2014/06/16 12:26:44] [ProcessID=5236, ThreadID=5524] 8 DIAG-
TRACE(42071) 프로세스:Transporter - PREM Received - [BLOCK-START][REM-START]"2014-6-
16-11-26-44""300000""192.168.250.63:87999af:14550696d71:-800":"192.168.250.63:"aa9-59
6ef:146a1f65ce4:-7ff4""6""4""0"""""IPCCAdmin""2""175""0""1584""[REM-END][STATUS-
START]"2014-6-16-111-26-4"" """0""0""0""0""0""0""0"""""STATUS-END][VECTOR-START][TABLE-
START]"Skill_Group_Member"[COLUMN-START]"SkillGroupSkillTargetID""COLUMN[END]-
START]"-1""2""0""5004""5001"[ROW-END][TABLE-END][VECTOR-END][BLOCK-END]
CMSSVR.DLL E:\Jenkins\workspace\SHARED_ICM\icm\AW\Cms\CmsSvr\cmssvr.cpp 행 #523

CMS 로그에서 IPCCAdmin을 검색합니다.재처리 도구인 IPCCAdmin 응용 프로그램이 11:26:44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동일한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재실행 로그에서도 동일한 활
동이 표시됩니다.ipccAdmin.reskill.saveAgent 검색

—애플리케이션 로그 복구—
06/16/2014 11:26:44.195 TRACE LOCAL_DUMP "Servlet com.cisco.ics.inf.servlet.UIServlet"
com.cisco.ics.inf.servlet.UIServlet UIServlet.service "UIServlet_13
:start=140282004194SID=24tlnjkq30 SD = null req =

ipccAdmin.reskill.saveAgent" "" - URL에 대한 HTTP 서블릿 요청
:http://192.168.250.63/uiroot/uicommander
매개 변수:
personChangeStamp = 1
성 = 하나
agentChangeStamp = 4
loginEnabled = true
useDBListCachedParams = false

http://192.168.250.63/uiroot/uicommander


생성 = false
agentID = 1001
agentTeamID = 팀1
설명 =
skgIDList = 5004
deskSetting = ADS_Default
직무 그룹 편집 목록 입력 = 5004
firstName = agent1
req = ipccAdmin.reskill.saveAgent
키 = 5001
supervisorAgent = false
loginName = agent1

질문 2. 누가(어떤 수퍼바이저 계정) 재평가를 했습니까?
이는 응용 프로그램 재실행 로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다음은 샘플 로그 조각입니다.

06/16/2014 11:44:04.846 TRACE CLASS_DUMP "명령 디스패치"
com.cisco.ics.inf.uiserver.APIServer APIServer.dispatch명령
"UIServlet_15:start=140283044845SID=24tlnjkq30 SD = 기본 req =
ipccAdmin.reskill.loginSupervisor" "" - 명령 덤프:메시지:name = ipccAdmin.reskill.loginSupervisor
<u>ipccAdmin.reskill.loginSupervisor</u>의 MsgProperties
<UL>
<li>암호(입력 값)
<li>이름 = supervisor1
<li>req = ipccAdmin.reskill.loginSupervisor
<li>svcDomain = 기본값
<li>loginByAgentID = false
</ul>

ipccAdmin.reskill.loginSupervisor를 검색하면 재작업을 수행한 supervisor1이 표시됩니다.

질문 3. 슈퍼바이저는 무엇을 했습니까?예: 어떤 직무 그룹이 어떤 상담원에서 추가/제거되었습니
까?
CMS 로그 또는 애플리케이션 로그 재배포에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은
CMS 로그 조각입니다.

11:26:44:208 dis-cms 추적:[2014/06/16 12:26:44] [ProcessID=5236, ThreadID=5524] 8 DIAG-
TRACE(42071) 프로세스:Transporter - PREM 수신 - [BLOCK-START][REM-START]"2014-6-16-
11-26-44""300000""192.168.250.63:8799af:14506996d71:-8000""192.168.250.63:-
59aa9:146a1f65ce4:-7ff4""6""4""0"""""IPCCAdmin""2""175""0""1584"""[REM-END][STATUS-
START]"2014-6-16-11-11-26-4""0""0"""0"""""""" "0""0""0""0""0"""""0""[STATUS-END][VECTOR-
START][TABLE-START]"Skill_Group_Member"[COLUMN-
START]"SkillGroupSkillTargetID""AgentSkillTargetID"[COLUMN-END]

[ROW-START]"-1""2""0""5004""5001"[ROW-END][TABLE-END][VECTOR-END][BLOCK-END]
CMSSVR.DLL E:\Jenkins\workspace\SHARED_ICM\icm\AW\Cms\CmsSvr\cmssvr.cpp 행 #523

위에서 강조 표시된 메시지에서 얻은 정보는 Reskilling Tool(IPCCAdmin)이 SkillTargetID 5004의
직무 그룹을 SkillTargetID = 5001이 있는 상담원에 추가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강조 표시된
부분의 번호 2는 추가를 나타냅니다).

13:23:52:973 dis-cms 추적:[2014/06/16 13:23:52] [ProcessID=5236, ThreadID=5524] 8 DIAG-



TRACE(42071) 프로세스:Transporter - PREM 수신 - [BLOCK-START][REM-START]"2014-6-16-
12-23-52""300000""192.168.250.63:8799af:14506996d71:-8000""192.168.250.63:-
59aa9:146a1f65ce4:-7ff4""8""4""0"""""IPCCAdmin""2""175""0""1584"""[REM-END][STATUS-
START]"2014-6-16-16-12-23-52""0""""0""" "0""0""0""0""0"""""0""[STATUS-END][VECTOR-
START][TABLE-START]"Skill_Group_Member"[COLUMN-
START]"SkillGroupSkillTargetID""AgentSkillTargetID"[COLUMN-END]

[ROW-START]"-1""3""0""5004""5002"[ROW-END][TABLE-END][VECTOR-END][BLOCK-END]
CMSSVR.DLL E:\Jenkins\workspace\SHARED_ICM\icm\AW\Cms\CmsSvr\cmssvr.cpp 행 #523

그리고 위의 CMS 메시지는 Reskilling Tool(IPCCAdmin)이 SkillTargetID 5004의 직무 그룹을
SkillTargetID = 5002가 있는 상담원에게 삭제하려고 시도했음을 확인합니다(강조 표시된 부분의
번호 3은 삭제를 나타냅니다).

응용 프로그램 재실행 로그에서 상담원 프로필에 대한 정확한 변경 내용을 볼 수 없지만 재실행 도
구에서 저장하려고 시도하는 직무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
06/16/2014 11:26:44.195 TRACE LOCAL_DUMP "Servlet com.cisco.ics.inf.servlet.UIServlet"
com.cisco.ics.inf.servlet.UIServlet UIServlet.service "UIServlet_13
:start=140282004194SID=24tlnjkq30 SD = null req = ipccAdmin.reskill.saveAgent" "" - URL에 대한
HTTP 서블릿 요청:http://192.168.250.63/uiroot/uicommander
매개 변수:
personChangeStamp = 1
성 = 하나
agentChangeStamp = 4
loginEnabled = true
useDBListCachedParams = false
생성 = false
agentID = 1001
agentTeamID = 팀1
설명 =

skgIDList = 5004
deskSetting = ADS_Default
직무 그룹 편집 목록 입력 = 5004
firstName = agent1
req = ipccAdmin.reskill.saveAgent
키 = 5001
supervisorAgent = false
loginName = agent1

위의 로그 조각에서 상담원이 재검사 활동 전에 속한 직무 그룹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재평
가 활동 후에 상담원이 직무 그룹 5004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4. 특정 수퍼바이저가 사용한 PC는 어디입니까?
클라이언트가 Tomcat 액세스 로그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
:

192.168.250.101- - [16/2014:11:44:02 +100] "GET
/uiroot/uicommander?req=ipccAdmin.reskill.logoutSupervisor HTTP/1.1" 2003769

192.168.250.101- - [16/Jun/2014:11:44:04 +100] "POST

http://192.168.250.63/uiroot/uicommander


/uiroot/uicommander?svcDomain=default&req=ipccAdmin.reskill.loginSupervisor HTTP/1.1.1.1"
2000020202202002

위 메시지에서 IP 주소가 192.168.250.101인 클라이언트 PC가 로그아웃되어 11:44에 Reskilling
Application에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에서 위의 디버거가 켜져 있으면 Reskilling Tool에서 만든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co 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재교육 도구의 유용한 추적 설정
	목차
	소개
	Q.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