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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이용 가이드

WizCampaign powered by NCP

최고의 기술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맥소프트웨어





고객과 전화를 이용한 컨택은 이제 마케팅 활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자체 컨택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투자의 한계
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NCP 기반의 ‘WizCampaign’ 솔루션을 통해 컨택 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되며 컨
택 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전문 상담 직무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NCP기반의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아웃바운드 컨택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세일즈 & 마케팅 비즈니스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객과의 컨택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 보세요~

‘WizCampaign’ 솔루션 이란?



‘WizCampaign’ 솔루션 주요 특장점

아직도 전화기를 붙잡고 고객마다 일일이 컨택 하세요?
오늘 컨택 해야 하는 고객들은 넘쳐나고 고객은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WizCampaign’은 컨택 해야하는 고객들을 관리해줄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컨택을 시도하고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다시 컨택을 시도합니다.
컨택하지 못한 고객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발신번호 설정

 고객이 전화를 안받을 경우 대기 하는 시간

 컨택 자동 시작/종료 스케줄



‘WizCampaign’ 솔루션 주요 특장점

진행중인 컨택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다수의 고객들을 순차적으로 컨택할 수 있으며, 진행 중에라도 발신량 조절 등 가능한 모든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의 반응과 캠페인 성과를 비교해서 일일 컨택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시작/일시중지/종료

 캠페인 성과

 고객 반응 유형



서비스 개념도

SIP-Soft switch고객
Trunk/Access

SBC 상담원

 브릿지 방식은 고객 콜과 상담원 콜을 PDS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고객 통화 성공 시 대기
상담원에게 1초 이내로 매우 빠르게 호연결을 보장합니다.

 PDS 전용의 CTI M/W를 제공하여 기존의 CTI M/W 위주의 상담그룹과 별개로 PDS O/B 업무만의
최적화된 상담원 관리를 지원하며, PDS에 참여하는 상담원의 콜통계 지원과 동시에 실적 향상을 위한 분석
지표 도출이 용이한 구성입니다. (상담원콜 복구(재연결) 기능 포함)

브릿지 방식의 우수성

Soft Phone

UsersSK텔링크

④ 고객콜과 상담원콜 연결

공중전화망

IP-PDS

① PDS참여

② 상담원콜 연결

③ 고객콜 발신 및 검출



서비스 워크 플로우

관리 툴 (캠페인 운영자)관리 툴 (캠페인 기획자)

② 대상자
리스트
전송

④ 캠페인
전략 설정

① 캠페인
기획

③ 캠페인
생성

⑤ 캠페인 실행 / 
모니터링 / 
리포트주요 업무 프로세스

상담프로그램
(상담원)

⑤” 콜 연결
및 고객 상담, 
녹취

캠페인 아웃바운드 컨택

⑥ 발신
결과 전송

⑦ 발신
결과 수신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SK텔링크한맥소프트웨어NBP

통신 가입
(회선 청약 시)

서비스 개통 알림 회선 발신 번호 부여

NCP 회원가입 서비스 가입

통신 변경
(회선 변경 시)

서비스 변경

통신 해지
(통신 해지 시만)

NCP 해지
(NCP 해지 시만)

서비스 해지

솔루션 사용하기

서비스 개통 알림



이용 요금 청구

SK텔링크 한맥소프트웨어

서비스이용료 과금

총 서비스이용료 합산

합산요금 부과

합산요금 접수

전화료 과금

NBP

NCP 이용료 과금

※ 요금은 전월 1일부
터 말일까지의 사용량
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익월에 청구 됨





<소프트폰 설치>

(1) 제공 받은 X-Lite.zip 파일을 압축 해제 합니다.

(2) 압축 해제한 X-Lite.exe 를 실행 합니다.

(3) 하단부에 I accept the terms In the License 
Agreement 체크 후 Accept 를 누릅니다.

(4) 바탕화면의 X-Lite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
여 사용 합니다.

1 2 3 4



1

2

3
(1) SoftPhone > Account Settings 클릭

(2) Account Setting 화면

발급받은 내선번호

전달받은 도메인 정보 입력

전달받은 패스워드 입력

(3) 설정완료 (Available 정상여부 확인) 



1

2

<상담어플리케이션 설치>

(1) 제공 받은 App.zip 파일을 압축 해제 합니다.

(2) AgentSK.html 을 실행 합니다.



상담제어 버튼

고객 기본 정보 표시

서버IP, 서버Port, 내선정보는 제공드린 입력 정보 기입

※ 상담원ID 의 경우 WizStudio 에서 생성한 아이디 사용



접속 주소 (http://slb-679767.ncloudslb.com:8008/)

관리프로그램(WizStudio) 화면 글자 크기 및 깨짐 현상에 대한 설정 방법

(1) 웹브라우저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WizStudio 접속 주소 입력 후 추가

(2) 웹브라우저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 >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 > 사이트
WizStudio 접속 주소 입력 후 추가

(3) 하단부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 필요 체크해제

1

2

3

http://slb-679767.ncloudslb.com:8008/


WizStudio 로그인 화면이며, 최초 발급 받은 아이디 입력, 패스워드는 임의로 입력 후 로그인을 누르고 패스워드 재설정 뒤 재로그인 진행을 합니다.

접속 주소 (http://slb-679767.ncloudslb.com:8008/)

http://slb-679767.ncloudslb.com:8008/


1 2

3

4

<전체적인 전화 받기에 대한 흐름 설명>

1. 캠페인 시작
2. 소프트폰 실행
3. 상담프로그램 로그인 버튼 클릭
4. 상담프로그램 전화 받기

(1) 캠페인을 실행 합니다. 플레이 버튼이 (▶) 비
활성화되면 시작 됨을 의미합니다.

(2) 소프트폰을 실행합니다.

(3) 상담프로그램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 로그아웃으로 버튼이 바뀌게 됩니
다.

(4)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폰으로 전화가
들어 옵니다. Answer를 누르면 PDS에 참여
됩니다.



2

1

<전체적인 전화 받기에 대한 흐름 설명>

1. 대기 버튼 클릭 시 고객호가 인입되며,
고객 정보란에 고객 정보가 보입니다.

2. 대기, 이석 버튼은 비활성화 되고,
끊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3. 로그인은 최초1회만 진행하고,
콜 받을시 대기버튼 > 후처리 > 상담결과 저장>
대기버튼 > 후처리 > 상담결과 저장 의 과정만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1) 고객과 전화가 끊기게 되면 (1)통화중인 상태
가 후처리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2) 이때 (2)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과의 통화
결과값을 지정하고 상담 이력 저장을 누릅니
다.



•캠페인 (단일, 멀티) 모니터링 / 콜링리스트 (단일, 멀티) 모니터링모니터링

•캠페인캠페인관리

•콜링리스트 / 고객자료조회자료관리

•트리트먼트 / 스케줄설정관리

•상담조직 / 상담사 / 상담그룹 / 채널그룹자원관리

•서비스시간 / 휴일환경관리

•사용자이력 / 가져오기이력 / 재통보이력이력관리

•캠페인 (기본, 수행) 통계 / 콜링리스트 (기본, 수행) 통계통계

•사용자 / 사용자그룹사용자관리

주요 기능



캠페인관리 > 캠페인

캠페인이름 및 설명 입력

발신될 전화번호

상담사 업무가중치

고객에게 발신시 응답대기 시간

재시도 발신전략 설정

캠페인 생성 > 캠페인 기본 설정



캠페인관리 > 리소스

(1) 새로 생성된 상담그룹 및 할당되지 않은 상담그룹에
대한 목록을 보여줍니다.
▶ 클릭시 해당 캠페인에 참여할수 있는 그룹이 됩니다.
◀ 클릭시 해당 캠페인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현재 할당된 상담그룹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상담그룹 등록이 가능합니다.

1 2

캠페인관리 > 콜링리스트

(3) 업로드하여 배정된 리스트들의 집계 데이터 목록
입니다. 체크박스 클릭 후 수정시 해당 리스트를 사용
하게 됩니다.

<리스트 설명>
Callinglist-1 ~ Callinglist-7 의 의미
- Callinglist-1 일 경우 처음 사용되는 데이터일 경

우 해당 리스트에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 Callinglist-2 ~ 7 일 경우 2회차 3회차 4회차 등

재사용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여 분배됩니다.

3

캠페인 생성 > 리소스 설정



자원관리 > 상담조직

1

2

※생성방법
(1)생성 > 팝업 > 상담사조직명 입력

상담사 조직명이란?
상담사가 소속되어있는 조직을 의미함.
상담조직안에 상담그룹이 존재하고 상담그룹
안에는 상담사가 존재함.
(예, 상담조직> 상담그룹 > 상담사)

※수정 및 삭제 방법
(2) 체크 후 수정 버튼 또는 삭제 버튼 클릭

자원관리 > 상담조직 생성



자원관리 > 상담그룹

※생성방법
(1)생성 > 팝업 > 상담사그룹명 입력

※수정 및 삭제 방법
(2) 체크 후 수정 버튼 또는 삭제 버튼 클릭

1

2

3

※상담사 할당 방법
(3) 상담그룹에 소속될 상담사 체크 후
▶ 클릭시 소속이 됩니다.
◀ 클릭시 소속에서 해제됩니다.

자원관리 > 상담그룹 생성



자원관리 > 상담사

※생성방법
(1)생성 > 팝업 > 상담사ID 및 상담사명 입력
조직 옆의 돋보기 모양클릭 > 소속될 상담 조직 선
택, 녹취 사용 체크

설정 콜수 : 고객과 실제 연결된 콜 수
예) 설정콜수 30 = 고객과 연결된 콜수 30콜 이
상 받을 수 없음

예) 설정콜수 -1 = 고객과 연결된 콜수 무제한

※수정 및 삭제 방법
(2) 체크 후 수정 버튼 또는 삭제 버튼 클릭

2

1

자원관리 > 상담사 생성



- 고객 데이터 업로드 포멧

(1)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035 -> 고유값으로 제공한 값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7777 -> 고유값으로 파일단위 중복값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파일별 값이 모두 상이하여야 합니다)
1 -> 리스트 순서 값
0317538239 -> 자택번호
0299999999 -> 회사번호
01012345678 -> 휴대폰번호
01066666666 -> 기타번호
20180129 -> 캠페인업로드일자
20180229 -> 캠페인종료일자

(2) 파일명 맨 앞에 위치한 문자는 요청한 드린 문자로 세팅
하여야 합니다.

예) NCP_xxxxxxx.csv

1

(3) 파일 저장시 파일 형식은 CSV(쉼표로 분리) 형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3

자료관리 > DB(고객리스트 파일) 준비

2



- 자료관리> 콜링리스트

(1)업로드 > 팝업 > 찾아보기 > 업로드버튼 클릭

파일 확장자명은 csv 이고, 파일 구분자는 쉼표로 작성된
파일만 정상적으로 생성 됩니다.

※삭제 방법
(2) 리스트 체크 후 수정 버튼 또는 삭제 버튼 클릭

1

※배정 회수 방법
(3) 리스트 체크 후 배정회수 버튼 클릭

배정회수란 ?
-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고객리스트에 대하여 더 이상 사용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배정회수를 진행하면 해당 리스트
는 다시 배정하지 않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자료관리 > DB(고객리스트) 업로드



(1)실행할 캠페인을 선택하고 우측의
플레이버튼 (▶) 을 누르면 캠페인
이 시작 됩니다.1

2 3 4

5

(2) 현재 배정되어 있는 콜에 대한 실행
상태 모니터링 화면

(3) 가상의 발신전화기의 상태
(시스템 전화기)

(4) 캠페인에 속한 상담사 상태 모니터링

(5) 고객단위 콜에 대한 결과 값
※ 콜결과 값은 부록 참조

모니터링 > 캠페인 실행



이력관리 > 상담사통화이력

(1) 이력관리> 상담사통화이력
- 좌측 이력관리 클릭 후 상단의 상담사 통화이력

을 누른다.
- 조회 조건에 맞도록 설정 후 조회를 누릅니다.

(3) 플레이어 화면
- 플레이가능하며, (3) 버튼(디스켓모양) 클릭시

플레이 중인 PC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2) 리스트의 오른쪽에 위치한 ▶ 버튼을 누릅니다.

※ 최초 1회 실행시 플레이어 설치가 진행됩니다.      

2

1

3

이력관리 > 녹취 확인



(1)통계에는 캠페인통계, 상담사 통계 2개의 통계가
제공 됩니다.

1

2

3

4

(2) 조회 클릭시 조회 조건과 유형에 따른 통계 화면이
나옵니다.

(3) 조회된 통계 화면 입니다.

(4)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시길 원하신다면
4번 디스크 모양을 클릭하여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 상담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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