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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기본 통화 대기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다음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CUCM 9 이상 버전●

기본 통화 헌트 기능●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CUCM 11.X 이상 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정보

CUCM의 경우 헌트 파일럿이 지정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통화가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CUCM Native Call Queuing(CUCM 기본 통화 대기) 기능을 사용하면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헌트 파일럿 발신자를 대기열에서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기본 통화 대기 기능을 사용하면 헌트 파일럿당 최대 100명의 발신자를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

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Media resources(미디어 리소스) > Music on Hold Source(대기 중 음
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새 오디오 소스를 만듭니다.

3단계. 멀티캐스팅을 원하는 설정으로 설정하고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공지 매개변수를 설정합니
다.



4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초기 알림을 선택합니다.

5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Periodic Announcement를 선택합니다.

6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주기적인 알림 간격(기본값은 30초)을 선택합니다.



7단계: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공지할 로캘을 선택합니다.

발신자가 대기 중인 동안 발신자는 해당 헌트 파일럿의 네트워크 MOH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MOH(Music On Hold) 처리를 받습니다.첫 번째 알림을 재생한 다음 헌트 파일럿을 호출하는 옵션(
Music on Hold 오디오 소스 페이지 및 field is Initial announcement played)이 있습니다.상담원이 통
화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발신자가 대기 중(대기 중)으로 전환되고 제공된 성공 시 공지와 음악(주
기적으로 제공됨)이 보류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먼저 파일럿 DN(디렉토리 번호)을 추적하는 통화를 제공하고, 통화에 응답하지 않
으면 발신자를 대기 상태로 둡니다. 성공 시 초기 알림, 반복 공지(주기적으로 제공됨) 및 대기 음악
을 제공합니다.

8단계.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Call Routing(통화 라우팅) > Route/Hunt(경
로/헌트) > Hunt Pilot(헌트 파일럿)으로 이동합니다.



9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헌트 목록을 정의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10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헌트 파일럿 페이지에서 대기열 통화를 선택하여 이 헌트 파일럿에
대한 대기를 활성화합니다.



각 헌트 파일럿에 대한 대기열에 있는 최대 동시 발신자 수는 1~100(기본값 32)에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각 헌트 파일럿의 대기열에서 최대 대기 시간은 0~3600(기본값 900)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각 헌트 파일럿에 대해 발신자를 구성 가능한 보조 대상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
다.

최대 대기열 대기가 충족되었습니다.●

최대 대기열 용량에 도달했습니다.●

로그인하거나 등록된 상담원이 없습니다.●

11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MOH 및 공지용 오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12단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최대 수신자 수 및 최대 대기열 대기 시간을 설정합니다.

13단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2차 라우팅을 구성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대기열 상태 소프트키

전화기의 모든 회선에 Queue Status 옵션이 구성된 새 전화기 버튼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해당 전화기에 전화기 버튼 템플릿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화기에 전화기 버튼 팀플레이트가 할당되면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회선에 Queue Status(큐 상태
)가 표시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대기열 통계가 표시됩니다.



서비스 가용성 카운터

새 서비스 가용성 카운터가 RTMT(Real-Time Monitoring Tool)의 Cisco Hunt Pilots에서 모니터 대
기열에 추가됩니다.



문제 해결

현재 이 컨피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문제 해결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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