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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UCCE(Unified Contact Center Enterprise) 환경의 RONA(Ring-No-Answer)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Cisco IVR(Interactive Response Unit)(예: IP-IVR 및 Cisco Voice
Portal(CVP)과 함께 설명하며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장합니다.예를 들어

배경 정보

구성 가능한 시간(초) 동안 벨소리 울림을 수행한 후 데스크에서 발신을 해제하거나 다른 상담원에
게 걸려오거나 대기열에 다시 넣으며 응답 없는 상담원이 준비 안 됨 상태에 놓였다고 가정합니다.

UCCE 응용 프로그램의 솔루션이 CVP와 큐잉 포인트 및 라우팅 클라이언트로 통합될 경우
RONA는 IP-IVR과 통합될 때와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차이점은 IP-IVR의 통화 제어가
CallManager에 있는 반면 CVP의 통화 제어는 CVP에 있는 것입니다.

IP-IVR을 사용하는 UCCE의 RONA 작업

이 기능은 RONA 시간 제한(예: 상담원 데스크 설정에서 벨울림 응답 없음 시간)을 설정하여 구현됩
니다.



구성된 시간(초)에 대해 통화가 울리면 CallManager PG가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1.

또한 Agent Desk 설정에서 전화 건 번호(Ring No Answer Dialed Number)를 통해
ICM(Intelligent Contact Manager)으로 사후 경로 요청을 보냅니다.

2.

통화의 새 대상을 결정하는 라우팅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다른 에이전트 또는 스크립트일 수
있으며, 이는 통화를 대기열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3.

RONA와 IP-IVR을 함께 사용할 경우 ICM은 통화에 대한 새 대상으로 CallManager에 다시 응
답합니다.CallManager는 올바른 대상(대기 또는 새 상담원을 위한 IP-IVR)으로의 통화 전달을
담당합니다.

4.

CVP를 사용하는 UCCE용 RONA 작업

CVP와 함께 UCCE를 사용하는 경우 CallManager는 CVP(queuing platform)를 제어하지 않으므로
다시 대기하기 위해 통화를 CVP로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대신 CVP는 통화를 제어하고 다시 대기
하는 작업을 대신합니다

이 솔루션은 두 가지 별도의 단계로 수행됩니다. 즉, 상담원 주변 장치의 RONA 기능을 사용하여 통
화에 응답하지 않을 때 상담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ICM 라우터 재쿼리 기능을 사용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상담원에서 통화를 제거합니다.



CVP 경로 재쿼리를 위한 RONA 에이전트 데스크 설정 구성

Agent Desk 설정 컨피그레이션에는 벨소리 없음 응답 시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벨소리 없음
응답 전화 건 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시간 초과는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할 수 있도록 허
용할 최대 시간(예: 2회 = 8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이 타이머는 CVP에서 라우터 재쿼리에 대한 응
답 없음 시간 제한보다 짧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RONA 타이머가 만료된 후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지만 RONA 메커니즘을 호출하여
통화를 다시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추가 Lab Testing(랩 테스트)에서는 에이전트 데스크톱 설정에서 Ring no Answer Dialed
Number(응답 없음 전화 건 번호)가 구성된 경우에도 라우트 재설정이 수행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큐잉 지점이 라우팅 클라이언트로 VRU PG(Voice Response Unit Peripheral Gateway)가 있
는 CVP에 있기 때문에 callmanager 에이전트 PG가 있는 전화 건 번호를 라우팅 클라이언트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라우터 재쿼리 컨피그레이션

CVP에서 RNATimeout(응답 없음 타이머) 설정이 만료되면 라우팅 클라이언트(CVP)에서 라우터
재쿼리를 트리거합니다.  CVP VB RNATimeout이 만료되면 CVP —> VRU PG가 라우터에
EventReport = No Answer(응답 없음)를 전송합니다.라우터는 라우팅 스크립트에 따라 다른 대상을



선택하고 연결 메시지를 CVP에 보냅니다.대상이 다른 에이전트이거나 통화를 다시 대기시키는
VRU 레이블일 수 있습니다.

라우터 재쿼리에 대한 응답 없음 타이머는 ICM이 아니라 스위칭 패브릭이 경우 CVP인 스위칭
패브릭에 의해 제어됩니다.CVP에는 RNATimeout이라는 구성 가능한 응답 없음 타이머가 있습
니다.RNATimeout을 상담원 전화기가 꺼지기 전에 울려야 하는 원하는 시간(초)으로 설정합니
다.어떤 경우든 이 시간 제한은 상담원 데스크 설정에 설정된 RONA 시간 제한보다 길어야 합
니다.

●

첫 번째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스크립트의 노드에서 Requery를 활성화합니다.사용된 노드 유형
에 따라 Requery 메커니즘은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에서 새 대상을 선택하거나 추가 스크립팅
이 필요합니다.ICM 스크립트 편집기 설명서에서는 여러 노드에서 Requery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

대기열 노드를 사용하여 라우터 재쿼리 예

대부분의 경우 UCCE는 대기열 노드를 사용합니다.대기열 노드에는 대기열 앞에 있는 통화의 재대
기열을 처리하려면 추가 스크립팅이 필요합니다.이 스크립트 예에서는 이 작업을 처리하는 표준 방
법을 제공합니다.

대기열 노드는 사용 가능한 상담원에 대해 구성된 직무 그룹에서 사용 가능한 최장 상담원을
선택합니다.

1.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 노드에 우선 순위가 설정된 상태로 통화를 대기시키고(아
래의 스크린 샷 참조) 노드의 성공 종료를 계속 진행합니다.

2.

상담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ICM은 항상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통화 중에서 대기열에 가장
긴 통화를 선택합니다.

3.

대기열 노드가 통화를 상담원에게 연결하고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 CVP 벨소리 응
답 없음 시간 제한이 만료되어 다시 쿼리 메커니즘이 시작됩니다.

4.

스크립트는 Re-query Status 변수가 No Answer(= 3)로 설정된 대기열 노드의 오류 종료를 통
해 즉시 계속됩니다.

5.

일반적인 방법은 통화가 뒤쪽이 아니라 대기열의 앞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를 동일
한 대기열로 다시 전환하지만 다른 모든 통화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6.



대기열 노드가 있는 ICM 스크립트에서 재쿼리 통화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스크립팅 논리

대기열 노드가 통화에 응답하지 않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대기열 노드의 실패 종료를 통해
스크립트가 종료됩니다.

1.

If 노드는 RequeryStatus 변수를 테스트합니다.2.

값이 0보다 큰 경우 이는 다시 쿼리 호출이며 스크립트는 통화를 다시 대기시킵니다.3.

위의 예에서는 보고용으로 통화 변수를 사용하여 플래그를 설정합니다(아래 참조).4.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가 없다고 가정하면 큐 노드는 성공 종료를 통해 즉시 종료됩니다.5.

If 노드는 이 통화가 다시 쿼리된 통화인지 확인합니다.6.

이 경우 통화의 대기열 우선 순위가 증가하여 대기열의 다른 통화보다 먼저 처리됩니다.7.

그런 다음 RunScripts를 사용하여 일반 대기 루프를 시작합니다.8.
라우터 재쿼리를 사용한 예상 RONA 동작

스크립트는 연결 메시지를 CVP에 전송하여(재쿼리가 활성화된 경우) 에이전트에 통화를 연결
합니다.

1.

상담원 전화 벨소리2.

RONA 시간 제한이 만료되면(상담원 데스크탑 설정 RONA) ICM이 상담원을 사용할 수 없게3.



합니다.

상담원 상태는 상담원으로부터 통화를 받을 때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에이전트 폰이 계속 울
리고 에이전트는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원이 지금 전화기를 픽업하면 상담원은
통화 후 준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RONA 타이머가 만료된 후에도).

4.

CVP RNATimeout이 만료된 후 ICM 라우터가 통화를 다시 대기시킵니다.5.

첫 번째 상담원에서 통화가 사라지면 상담원은 준비 안 됨 상태로 전환됩니다.6.

라우터 재쿼리 스크립트의 추가 애플리케이션

상담원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는 다른 상황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상담원에게 통화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예: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또는 상담
원이 다른 통화에서 통화 중인 경우(상담원이 예약된 후 상담원이 비 ACD 통화를 받은 경우 또는
상담원이 자신의 전화기에서 비 ACD 회선 모양에서 통화 중인 경우에만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라우터 재쿼리 메커니즘도 시작됩니다.Re-query Status 변수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한 이유(통화 중 또는 네트워크 오류)가 표시됩니다. 통화를 다시 대기시키고 동일한 방식으로 재전
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위 스크립트는 If 노드가 Queue 노드의 실패에 연결된 경우 노드가 다양한
오류를 식별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행합니다.

라우터 재쿼리 RONA로 보고 제한 사항

다시 쿼리된 통화의 속성이 올바르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상담원 및 직무 그룹 보고서의 응답 없음 재전송 필드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 재전송된 통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이 메커니즘에 의해 리디렉션되는 각 통화는 두 번, 한 번 취소된 것으로, 한 번은 처리된 것으
로 계산됩니다(통화가 마지막으로 처리된 경우).

●

이 통화에 대해 두 개의 CCE TerminationCallDetail 레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라우팅된 통
화(벨울림 중 CallDisposition이 취소됨, 코드 3)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가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CallDisposition에 대해 처리된 통화에 대한 것입니다.

●

위의 스크립팅 예제에서는 주변 장치 통화 변수를 사용하여 응답이 없어 다시 쿼리된 통화를 표
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이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에 사용자 지정 보고 템플릿을 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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