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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호출 센터 (call center)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사이에서 전화 호출들 및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및 시스
템이 제공된다.  호출 센터 응용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 (flow connection module)들은 호
출 센터에서 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및 전화 호출들이 전달되도록 허
용한다.  흐름 연결 모듈들은 호출 센터에서 자동 호출 분포기 ('ACD (automatic call distributor)'를 
배치하도록 위치지정자 (locator) 프로그램과 조합될 수 있다.  흐름 연결 모듈들은 모듈의 호출 센터들
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agent workstation)들이 용이하게 증가 및 감
소되도록 허용한다.  동작시, 한 응용은 워크스테이션내의 전화 호출이 또 다른 응용으로 전달되어야 함
을 흐름 연결 모듈에 통보한다.  흐름 연결 모듈은 다른 응용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과 데이터 연결을 
이룬다.  흐름 연결 모듈은 그 다음에 다른 응용과 연관된 전화 확장을 복귀시키는 다른 흐름 연결 모듈
에 호출-관련 데이터를 전달한다.  흐름 연결 모듈은 호출을 다른 응용의 전화기에 전달하도록 전화 스위
치와 연관된 컴퓨터 전화 인터페이스 ('CTI (computer telephony interface)') 링크에 요청한다.  CTI 링
크는 원래 응용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다른 워크스테이션의 전화로 전화 호출을 전달하도록 전화 스위치에 
지시한다.  전달된 호출의 통보를 수신하면, 다른 흐름 연결 모듈은 호출이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원
래 흐름 연결 모듈에 알리고, 이어서 원래 흐름 연결 모듈은 데이터 연결을 단절시킨다.

대표도

도2

색인어

PSTN, 클라이언트 전화기, 루팅 프로그램, 호출 처리 응용, 흐름 연결 모듈, 위치 지정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소프트폰 (Softphone)-구성의 호출 센터 (call center)를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호출 센터의 응용들 사이에서 전화 호출들 및 데이터를 전달하는 흐름 
연결 모듈들의 배열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도 2의 흐름 연결 모듈들이 호출 센터에서 종래 ACD의 기능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본 발명의 실
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흐름 연결 모듈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5는 도 2에 도시된 흐름 연결 모듈들과 같은 흐름 연결 모듈들을 사용할 때 호출 센터의 다양한 소자
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들을 프로그래밍함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호출 센터내의 한 응용에서 또 다른 응용으로 호출을 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7a는 본 발명의 기본 위치지정자 (basic locator)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7b는 본 발명의 대기열 위치지정자 (queuing locator)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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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2의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한 호출 센터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도 2의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해 호출-처리 응용과 연관된 모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
공된 디스플레이를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워크스테이션내의 하나 이상의 응용이 흐름 연결 모듈을 억세스하고 하나 이상의 응용이 전달 호
출 및 호출-관련 데이터를 흐름 목적물 (flow object)로부터 수신하는 본 발명의 다른 두 실시예를 설명
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클라이언트 전화                        108 : 대리인 전화

104 : 루팅 프로그램                          201 : 호출 처리 응용

202 : 데이터                                 304 : 위치지정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전화 호출 센터 (telephone call center)들에 관한 것이며, 특히 호출 센터에서 호
출-처리 응용들 중에 전화기 및 데이터 흐름 연결들을 제공함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통상적인 호출 센터는 시내 전화 호출을 처리하고 시외 전화 호출을 배치하는 다수의 대리인 (agent)들을 
포함한다.  호출 센터 전화 호출들은 때때로 예를 들어 고객 정보와 같은 연관 데이터를 갖는다.  대리인
은 잠재적인 고객들로부터 시외 판매 호출을 배치하거나 시내 호출들(예를 들면, 800개의 전화번호로)을 
처리한다.  대리인들은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 (Skill/Split Hunt Group)이라 공지된 그룹들로 조직화된
다.

종래의 호출 센터는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호출들을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를 통해 수신하고 그 호출들을 특정한 대리인 보다는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과 같이 
유사한  기술을  갖는  ACD  대리인들의  그룹으로  전달하는  자동  호출  분배기  ('ACD  (Automatic  Call 
Distributor)') 또는 구내전화 교환시스템('PBX (Private Branch Exchange)')을 구비한다.  ACD는 통상적
으로 PBX에 의해 제공되는 대형세트의 기능들을 포함한다.  ACD/PBX 특성 전화기들로 알려진 전문화된 전
화기들는  특수  제작자의  ACD/PBX와  인터페이스하고,  대리인들에게  진보된  전화  기능의  어레이를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최근에, 호출 센터 전화는 특수 ACD/PBX를 위해 설계된 독점 ACD/PBX 특성으로부터 독점 ACD/PBX 특성 전
화기와 공존하거나 반드시 임의의 특별한 ACD/PBX을 위해 설계되지 않는 전화기 세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제어 전화 응용들 ('소프트폰 (Softphone)들')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호출 센터가 ACD/PBX 
독점 특성 전화기를 갖추는데는 통상적으로 비독점 전화기와 연관된 소프트폰들을 갖추는 것의 3 내지 4
배의 비용을 든다.  더욱이, ACD/PBX 자체도 또한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종래의 ACD/PBX 호출 센터는 
독점 ACD/PBX 특성 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독점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CD/PBX 인터페이스 라인 카드 
(line card)들을 요구한다.  소프트폰들은 “POSTS”(plain-old-telephone set) 및 연관된 덜 비싼 라인 
카드와 조합하여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면서 ACD/PBX 특성 전화기의 기능을 많이 포함하는 덜 비싼 수단
을 제공한다.  소프트폰들 및 POTS를 갖춘 소프트폰 호출 센터는 ACD/PBX 특성 전화기들로 구성된 호출 
센터 보다 설립되고 최신으로 업그레이되는데 비용이 훨씬 덜 든다.  소프트폰은 ACD/PBX 특성 전화기로
의 값비싼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지 않고 영구적인 호출 센터 대리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호출 센터 전화 
특성이 제공되는 추가 이점을 갖는다.

소프트폰 호출 센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제어 응용은 일반적으로 전화 기능들을 제어하도록 대리인에 
의해 사용되는 ACD/PBX 특성 전화기에서 기능 제어 버튼들을 대치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호출 센터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소프트폰을 통해 호출자와 상호작용하
면서, 대리인은 워크스테이션 화면에서 전화기 기능들을 선택하는데 핫 키 (hot key)들이나 전자 마우스
를  사용한다.   핫  키는  소프트폰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명령을  전달하는  키스트로크 
(keystroke) 또는 키스트로크들의 조합이다.  소프트폰 전화기 특성들은 ACD/PBX 특성 전화기에서 특성 
버튼들을 에뮬레이트 (emulate)하고,  컴퓨터-전화기 집적기 ('CTI  (Computer-Telephone  Integration)') 
링크를 통해 ACD 또는 PBX로 지지된다.  CTI 링크는 소프트폰 시스템이 CTI 링크를 통해 요구들을 전달하
고 이벤트 (event) 메시지들을 수신함으로서 호출 응답, 호출 생성, 호출 전달, 및 회의 호출 생성과 같
은 ACD/PBX에서의 전화기 호출 처리 동작들을 제어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벤트 메시지는 소프트폰이 응
답할 수  있는  동작이나 사건이다.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서버  CTI  미들웨어 (Middleware)  제품들은 
ACD/PBX 독점 CTI 링크에 인터페이스되고, ACD/PBX와 통신하도록 소프트폰에 의해 필요로 되는 응용 프로
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간략화한다.

도 1은 종래의 소프트폰-구성 호출 센터를 도시한다.  이 소프트폰 호출 센터에서, ACD(102)는 클라이언
트 전화 호출(100)들과 대리인 워크 스테이션(120)내의 대리인 전화기(108) 사이를 인터페이스한다.  클
라이언트들는 통상적으로 PSTN(10)(Public Switched Telephone Telephone Network)을 통해 대리인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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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들에 전화 호출들을 배치한다.  클라이언트 전화 호출(100)이 ACD(102)에 도착할 때, 호출은 ACD 루
트점 (route point)(103)에 의해 수신된다.  PSTN 호출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대리인 보다 유사한 기술들
을 갖는 ACD 대리인들의 그룹 (ACD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으로 전달된다.  ACD(102)는 통상적으로 호출-
처리 지시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루팅(routing) 프로그램(104)과 연관되어 작업하는 ACD (102)의 숫자 면
(numbering plan)에서 전화 번호를 구비하는 ACD 루트 점(103)을 통해 들어오는 호출들을 전한다.  통상
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ACD 벡터(105)는 ACD(102)에서 주문형 호출 처리 조건들을 인에이블시키도록 
루팅 프로그램(104)을 제어한다.  루팅 프로그램(104)은 클라이언트의 호출(100)을 다루는 방법을 ACD의 
호출 처리 소프트웨어에 전해준다.  루팅 프로그램(104)은 통상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공고(announcemen
t)와 적어도 하나의 대기열 (queue) 명령문을 포함한다.  ACD 벡터(105)와 루팅 프로그램(104)은 몇몇 종
래의 ACD들로 조합될 수 있다.  대기열 명령문은 호출을 특정한 ACD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106)으로 전
한다.  ACD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106)은 ACD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106)내에서 이용가능한 대리인 전
화기(108)들중 하나에 직접 클라이언트의 전화 호출을 연속하여 전하는 파일럿 디렉토리 번호 ('파일럿 
DN (Pilot Directory Number)')인 단일 전화 번호를 갖는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ACD(102)는 다수
의 루트점(103)들, 다수의 루팅 프로그램(104)들, 다수의 ACD 벡터(105)들, 및 다수의 ACD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 (106)들을 갖는다.  각 ACD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106)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대리인 워크스테
이션(120)들을 포함하게 된다.

각 대리인 워크스테이션(120)은 두 번호들중 하나로 전해진 호출들을 수신하는 대리인 전화기(108)를 갖
는다.  제 1 번호는 대리인 워크스테이션(120)에서 전화기 지시 자체에 대한 전화 번호, 또는 전화 디렉
토리 번호 ('전화기 DN (Phone Directory Number)')이다.  제 2 번호는 대리인에 대응하는 전화 번호, 즉 
대리인 디렉토리 번호 ('대리인 DN (Agent Directory Number)')이다.  대리인 DN은 개별 호출 센터 대리
인에 따른다.  따라서, 대리인은 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120)에서 또 다른 대리인 워크 스테이션(120)으
로 교환될 수 있고, 또한 같은 대리인 DN을 보유할 수 있다.  대리인 DN은 대리인에 대한 개인 전화 번호
를 구성하고, 대리인이 ACD(102)로 로그(log)되지 않는 경우 통화중(busy) 신호를 복귀시킨다.  대리인 
DN은 호출이 도착할 때 대리인이 이용가능하면 그 호출을 대리인에게 연결시킨다.  대리인이 또 다른 호
출에 대해 통화중이면, 호출자는 대리인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 호출음 (ringback tone)을 듣는다.  대리
인이 특별한 날에 작업 중이지 않거나 호출 센터로 로그되지 않을 때, 대리인 DN은 활성화되지 않고 대리
인 DN을 호출하는 파티(party)는 그 효과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호출 제어 응용 서버(110)는 컴퓨터 전화기 집적기 ('CTI') 링크(109)를 통해 ACD(102)와 통신한다.  호
출 제어 응용 서버(110)는 PC와 같은 표준적인 컴퓨팅 시스템과, 대리인 워크스테이션(120)에서 소프트폰 
응용(111)을 통해 대리인에 대한 호출 정보를 처리하는 CTI 서버 응용을 구비한다.  각 대리인은 통상적
으로 소프트폰 응용(111)에 GUI를 제공하는 터미널을 갖는다.  소프트폰 응용(111)은 종래 ACD/PBX 특성 
전화기의 버튼 기능들을 에뮬레이트한다.  호출 제어 응용 서버(110)는 소프트폰 기능이 제공된 대리인 
DN 및 전화기 DN 세트에 관련된 소프트폰 응용(111)에 이벤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서 소프트폰 응용(11
1)을 ACD(102)와 동기화한다.  호출 제어 응용 서버(110)는 대리인에게 소프트폰을 제공하도록 소프트폰 
응용(111)으로부터  전화기  명령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프트폰  응용(111)  및  전화기(108)와  같은 
POTS를 사용하는 대리인 워크스테이션(120)의 조합은 보다 값비싼 ACD/PBX 특성 전화기들에서 이용가능한 
특성들을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소프트폰 응용의 요구조건들은 로봇식의 호출-처리 응용의 요구조건들과 유사하다.  주요 차이점은 소프
트폰이 특정한 전화기 DN에 도착하는 호출들을 관리하는 반면, 로봇식 응용은 특정한 루트점 DN에 도착하
는 호출들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로봇식 응용들은 루트점(103), ACD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106)과, 대
리인 워크스테이션(120)에서의 대리인 DN 및 전화기 DN과 모두 통신할 수 있다.  몇몇 로봇식 응용들은 
클라이언트 호출들(100)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일부 경우에서는 호출 센터 대리인과 많이 유사한 방식
으로 호출을 처리할 수 있다.  로봇식 기술들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로봇식 응용들은 다수의, 또는 몇
몇 경우들에서는 모든 호출 센터 대리인들을 대치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로봇식 응용은 인간 호출 센
터 대리인에 대해 많은 유사한 필요성들을 갖는 로봇식 호출 센터 대리인 또는 상술된 ACD 기능의 다수를 
대치하는 로봇식 응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서, 로봇식 응용들은 인간 대리인 보다 더 많은 
호출들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인간 호출 센터 대리인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넘어선 기능을 요구한다.

소프트폰을 갖춘 호출 센터들이 ACD/PBX 특성 전화기들을 갖춘 종래 호출 센터의 기능을 넘어선 어떤 등
급의 모듈 방식을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폰 호출 센터들은 아직까지 ACD/PBX의 존재에 의
존한다.  종래 ACD는 호출 센터에서 중요한 호출 루팅 작업들을 실행하지만, 호출-관련 데이터를 포함하
는 데이터를 전하지는 않는다.  몇몇 종래의 호출 센터들에서, ACD 외부의 컴퓨팅 시스템은 ACD가 호출을 
전하는 장소, 즉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을 결정하도록 ACD를 모니터할 수 있다.  외부 컴퓨팅 시스템은 그 
다음에 모니터된 ACD로부터 전해진 호출을 수신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에 호출-관련 데이터를 전할 수 있
다.  또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들은 호출들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시지들을 다른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들에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상기에 논의된 바와 같이, 종래 ACD는 비탄력적이고 호출 센터 
설계에서 진정한 모듈 방식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값비싼 장비이다.  따라서, 호출 센터 설계는 종래 
ACD를 철저하게 대치하거나 의존도를 감소시킴으로서 개선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호출 센터 (call center)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간에 전화 호출 및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호출 센터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은 데이터 및 전화 호출이 간단한 
프로그래밍 인보케이션 (invocation) 명령문을 통해 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달
되도록 허용한다.

본 발명은 또한 호출 센터에서 자동 호출 분포기 ('ACD (automatic call distributor)')내의 흐름 제어를 
제공할 필요를 없애는 방식으로 호출 센터에서 전화 호출을 전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흐름 연
결 모듈 자체는 호출 센터의 ACD 흐름 제어 작업을 대치하거나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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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흐름 연결 모듈, 위치지정자 프로그램, 및 호출 센터의 ACD를 집합적으로 대
치하는 구내전화 교환시스템('PBX (private branch exchange)')를 구비한다.  그래서, 흐름 연결 모듈은 
저비용으로 개발될 수 있고, 모듈형 호출 센터에서는 호출 센터 대리인 (agent) 워크스테이션이 쉽게 증
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동작시,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응용은 워크스테이션내의 호출 전화가 호출 센터에서 또 다른 응용으로 전달
되어야 함을 흐름 연결 모듈내의 흐름 목적물 (flow obhect)에 통보한다.  흐름 목적물은 그 다른 응용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과 데이터를 연결시킨다.  흐름 목적물은 호출-관련 데이터를 다른 흐름 연결 모듈
에 전달하고, 이는 다른 응용과 연관된 전화 확장을 복귀시킨다.  흐름 목적물은 다른 응용의 전화기에 
호출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  스위치와  연관된  컴퓨터  전화  인터페이스  ('CTI  (computer  telephony 
interface)')를 요구한다.  전달된 호출의 수신 통보를 가지면, 다른 흐름 연결 모듈은 이어서 호출이 성
공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흐름 목적물에 알리고, 흐름 목적물은 이어서 데이터 연결을 단절시킨다.  다른 
흐름 연결 모듈은 전화 호출과 연관된 데이터를 다른 응용에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기술

본 발명의 실시예는 호출 센터에서 전화 호출 및 데이터에 대한 흐름 연결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흐름 연결 또는 흐름 제어는 호출 센터내의 두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사이와 같이, 네트워크내의 두 지점 
사이에서 정보 전달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호출 센터내의 호출-처리 응용은 본 발명에 따라 호출 센
터에서 다른 호출-처리 응용과 각각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에 전화 호출 및 데이터를 전달하는 모든 특성
을 포함하는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을 억세스할 수 있다.  흐름 연결 모듈은 호출 대리인에 의해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제어 전화기 응용 ('소프트폰 (Softphone)')과 로봇식 호출-처리 응용을 포함하여 호출 센
터에서 임의의 응용에 의해 억세스될 수 있다.

흐름 연결 모듈은 호출 센터에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의 수가 쉽게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는 모듈형 호
출 센터의 개발을 허용한다.  위치지정자 프로그램 및 전화 루팅 (routing) 스위치와 연관되어 적용되는 
흐름 연결 모듈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호출 센터에서 종래의 자동 호출 분포기 ('ACD')를 대치할 
수 있다.  흐름 연결 모듈은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호출 센터의 ACD에 대한 부속물로 적
용될 수 있다.  전화 루팅 스위치는 양호하게 수신기 픽업(pickup)에서의 다이얼음, 호출을 생성하는 기
능, 시내 호출과 연관된 전화벨음, 호출에 응답하는 기능, 호출을 전달하는 기능, 확장 숫자면을 제공하
는 공간, 및 트렁크 라인 (trunk line) 선택과 같이, 구내전화 교환시스템('PBX')과 연관되어 유사한 기
능을 제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호출 센터내의 응용 사이에서 전화 호출 및 데이터를 전달하는 흐름 연
결 모듈의 배열을 도시한다.  워크스테이션(120a)내의 호출-처리 응용(201)은 워크스테이션(120a)과 연관
된 대리인 전화기(203)상의 호출과 연관되어 데이터 세트(202)를 처리한다.  전화기(203)는 고객과의 활
성 연결 (호출)을 포함하고, 데이터 세트(202)는 전화기(203)상의 고객과 연관된 데이터를 구비한다.  호
출-처리 응용(201)은 워크스테이션(120a)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 (204)에서 흐름 목적물(205)를 발동시
킴으로서 워크스테이션(102b)상의 호출-처리 응용(206)에 전화기(203)상의 호출 및 데이터 세트(202)를 
전달하기 시작한다.  흐름 목적물(205)과 같은 목적물은 목적물-지향 프로그램에서 이산적 실체로 다루어
지는 데이터와 루틴을 모두 구비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처리 응용(206)에 대한 어드레스와 함께 
데이터 세트(202)를 수신한다.  어드레스는 호출-처리 응용 (206)에 대한 위치, 호출 센터 대리인 (호출-
처리 응용(206)에 배치되는)에 대한 대리인 위치 식별자, 및 호출-처리 응용(206)을 위한 데이터를 수신
하는 파일명을 칭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처리 응용(206)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209)과의 데
이터 연결을 이룬다.  흐름 연결 모듈(209)은 흐름 목적물(210)을 설명하고, 흐름 목적물(205)은 데이터 
연결을 거쳐 흐름 목적물(210)에 데이터 세트(202)를 전달한다.

흐름 연결 모듈(209)은 다시 워크스테이션(120b)과 연관된 대리인 전화(208)에 대한 전화 번호를 흐름 목
적물(205)에 전달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흐름 연결 모듈(209)에 의해 제공되는 전화 번호를 사용해 
전화(203)상의 호출을 전화 (208)에 전달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전화 스위치 (도시되지 않은)와 컴퓨
터-전화  인터페이스  ('CTI')  링크  (도시되지  않은)를  사용해  호출을  전달한다.   상기에  논의된  바와 
같이, 전화 스위치의 동작은 통상적으로 PBX와 연관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요구한다.  일단 호출이 전달
되면, 흐름 연결 모듈(209)은 호출의 전달을 흐름 목적물(205)에 통보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이어서 
흐름 연결 모듈(209)과의 데이터 연결을 단절시킨다.  흐름 연결 모듈(209)은 흐름 목적물(210)과 연관된 
데이터를 호출-처리 응용(206)과 연관된 데이터 세트(207)에 제공한다.  호출-처리 응용(206)은 전화기
(208)에서 이제 전달된 호출을 처리하는데 데이터 세트(207)를 사용할 수 있다.  호출-처리 응용(206)이 
호출-처리 응용(201)에 데이터 세트(207)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과정은 금방 설명된 것과 역순서로 
동일하게 된다.  예를 들면, 흐름 목적물(210)은 흐름 연결 모듈(204)과 통신 링크를 이루게 된다.

위치지정자 프로그램과 결합된 흐름 연결 모듈의 배열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종래의 ACD와 연관된 
복잡한 하드웨어를 요구하지 않고 ACD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는 또한 대리인 워
크스테이션이 쉽게 부가 및 제거될 수 있는 모듈형 호출 센터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도 3은 흐름 연
결 모듈이 호출 센터(350)에서 ACD의 기능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호출 센터(350)는 PBX(300b)와 CTI 링크(300a), 호출 루팅 워크스테 이션(301), 하나 이상의 대리인 워크
스테이션 (120a, 120b), 위치지정자(304), 및 고객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305)를 포함한다.  대리인 워
크스테이션 (120a, 120b)은 각각 대리인 전화기 (203, 208), 호출-처리 응용 (201, 206), 흐름 연결 모듈 
(204,  209),  및 대리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시되지 않은)를 구비한다.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120a, 
120b)은 개인용 컴퓨터나 호스트/서버 배열에서, 또는 각 호출 센터 대리인에게 호출-처리 응용, 흐름 연
결 모듈, 호출 센터 전화, 및 위치지정자(304)로의 억세스를 제공하는 다른 컴퓨팅 설계에서 동작될 수 
있다.  루팅 워크스테이션(301)은 루팅 응용(310), 전화(303), 및 흐름 연결 모듈(302)을 포함한다.  전
화(303)는 전화기, 전화 스터브 (stub), 전화 스위치, 또는 호출을 수신하고 이를 배치하는 설비를 구비
할 수 있다.  위치지정자(304)는 호출 센터(350)에서 활성적인 호출-처리 응용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또
한 호출 센터(350)에서 대리인 및 전화기에 대한 전화기 DM과 대리인 DN의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위
치지정자(304)는 이후 설명될 바와 같이, 종래의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과 유사한 호출 센터 대리인-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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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전화(100)는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101)를 
통해  호출  센터(350)에  호출을  배치한다.   PBX(300b)는  호출  센터(350)로의  전화  호출을  수신한다.   
PBX(300b)와 연관된 CTI 링크 (300a)는 먼저 루팅 워크스테이션(301)과 연관된 전화기(303)로 호출을 전
한다.  루팅 워크스테이션(30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여기서 설명된 호출-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호
출-처리 하드웨어 일부가 될 수 있다.  전문화된 호출-처리 응용인 루팅 응용(310)은 예를 들면, 호출 센
터 클라이언트 전화 번호로 호출이 배치되었던 호출에 대한 프로파일 (profile)을 결정한다.  루팅 응용
(310)은 또한 호출 센터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305)를 참고할 수 있다.  데
이터베이스(305)는 또한 호출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호출자 ID가 이용가능한 경우 기준으로 호출자의 
전화 번호를 사용해 회복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루팅 응용(310)은 위치지정자(304)내의 데이터를 
참고함으로서 호출에 대해 적절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120a 또는 120b)을 식별한다.  루팅 응용(310)은 
기본적으로 호출에 대해 적절한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 식별자를 결정하도록 위치지정자(304)를 억세스한
다.  루팅 응용(310)은 이어서 흐름 연결 모듈(302)에서 흐름 목적물 (320)을 발동시킨다.  흐름 목적물
(320)은 데이터베이스(305)로부터 루팅 응용 (310)에 의해 회복된 데이터와 전화(303)상의 호출에 대한 
식별자를 호출-관련 데이터로서 수신한다.  흐름 목적물(320)은 또한 루팅 응용(310으로부터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 식별자와 같은 목적물 기준을 수신하고, 그 목적물 기준을 위치지정자 (304)에게 질문하여 적
절하고 이용가능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의 위치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위치지정자(304)는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예를 들면 워크스테이션(120a)에서 호출-
처리 응용에 대한 어드레스를 흐름 목적물(320)로 복귀시킨다.  위치지정자(304)는 호출 센터(350)내에서 
이용가능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정보 대기열을 유지시킨다.  위치지정자(304)는 또한 대리
인 워크스테이션에서 호출-처리 응용의 이용가능성에 관련된 정보를 유지한다. 위치지정 자(304)는 호출 
센터의 전화에 대한 전화기 DN 및 대리인 DN의 리스트 뿐만 아니라, 호출 센터(350)에서 호출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도 유지할 수 있다.  위치지정자(304)내의 정보 대기열은 종래의 ACD내에서 스
킬/스플릿 헌트 그룹에 어느정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흐름 목적물(320)은 워크스테이션(120a)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204)과의 데이터 연결을 이룬다.  흐름 
목적물(320)은  이어서  호출-관련  데이터를  워크스테이션(120a)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204)에 
전달한다.   흐름  연결  모듈(204)은  흐름  목적물(320)에  워크스테이션(120a)의  전화(203)와  연관된 
식별자, 예를 들면 전화기 DN을 복귀시킨다.  식별자는 전화(303)로부터 전화(203)로 호출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식별자를 수신하면, 흐름 목적물(320)은 전화(303)에서 전화(203)로 호출을 전달하도록 CTI 링크(300a)에 
요구를 전달한다.  CTI 링크(300a)는 흐름 연결 모듈 (204)에 전화(203)로 들어오는 전화 호출을 통보하
고, PBX(300b)는 전화(303)에서 전화(203)로 호출을 전달한다.  워크스테이션(120a)으로의 전달 호출을 
수신하면,  흐름 연결 모듈(204)은  전화 호출의 전달을 흐름 목적물(320)에게 통보한다.   흐름 목적물
(320)은 이어서 흐름 연결 모듈(204)과의 데이터 연결을 단절시킨다.  흐름 연결 모듈(204)은 워크스테이
션(120a)내의 대리인이 호출을 처리할 수 있도록 흐름 목적물(205)에서 호출-처리 응용(201)에 호출-관련 
데이터를 전한다.

호출이 워크스테이션(120b)과 같이 또 다른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리인이 결
정하면, 처리 과정은 도 2에 대해 기술된 방식으로 동작된다.  물론, 호출 센터(350)로 들어오는 호출은 
또한 초기에 워크스테이션 (120b)이나 다른 워크스테이션 (도시되지 않은)에 적절하게 전해질 수 있고, 
항상 워크스테이션(120a)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4a 및 도 4b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흐름 연결 모듈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를 
구비한다.  호출-처리 응용(201)은 흐름 연결 모듈(204)에서 흐름 목적물(205)에게 데이터(200) 및 목적
지를 전달한다 (단계 401).  호출-처리 응용(201)은 통상적으로 호출 설명문, 예를 들면 
'Send(destination, data)'를 통해 흐름 목적물(205)을 발동시킨다.  목적지나 어드레스는 흐름 연결 모
듈(209)에 대한 위치, 호출-처리 응용(206)에 대한 위치, 호출 센터 대리인에 대한 대리인 위치 식별자 
(호출-처리 응용(206)에 머물게되는), 또는 호출-처리 응용(206)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파일명
을 칭한다.  데이터(202)는 임의의 종류의 호출-관련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흐름 목적물(205)은 도 3에 도시된 위치지정자(304)와 같은 위치지정자 프로그램으로 목적지 어드레스를 
구한다 (단계 403).  위치지정자 프로그램은 흐름 목적물(205)이 활성화 상태가 아닐 때 호출-처리 응용
(206)에 호출을 전달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응용으로의 전달을 방지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제1 목적지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흐름 목적물(205)이 다른 목적지에 대한 어드레스를 
구하도록 (단계 407) 하는 루프 형태로 위치지정자 프로그램을 발동시킨다 (단계 405).  일단 흐름 목적
물(205)이 목적지를 구하면,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처리 응용(206)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209)과 
접촉할 수 있다.

흐름  목적물(205)이  호출-처리  응용(206)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209)로  통신  링크를  이룬다  (단계 
409).  흐름 목적물(205)이 흐름 연결 모듈(209)과 연결을 이룰 수 없으면 (단계 410), 흐름 목적물(20
5)은 구성가능한 회수로 재연결을 시도한다 (단계 411).  구성가능한 회수 이후에 흐름 목적물(205)이 아
직 연결을 이룰 수 없으면,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처리 응용(201)에게 연결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통
보한다 (단계 413).

흐름 목적물(205)이 흐름 연결 모듈(209)과 연결을 이룰 수 있으면 (단계 410),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
-관련 데이터를 흐름 연결 모듈(209)에 전한다 (단계 415).  흐름 연결 모듈(209)은 흐름 목적물(210)에 
설명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흐름 목적물(210)에 옮긴다.  흐름 연결 모듈(209)은 그 목적지와 연관된 실
제 전화 어드레스를 흐름 목적물(205)에 다시 전달한다 (단계 417).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호출 센터
내의 각 전화는 전화기 DN과 대리인 DN을 모두 갖는다.  예를 들어, 흐름 연결 모듈(210)이 대리인 DN을 
제공하면, 흐름 목적물(205) (또는 CTI 링크)은 흐름 연결 모듈(209)과 연관된 실제 물리적인 전화 번호 
(전화기 DN)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처리 응용(201)과 연관된 전화 호출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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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리 응용(206)과 연관된 전화기에 전달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호출 센터의 CTI 링크에 전달 요구를 전
달한다 (단계 419).  CTI 링크는 이어서 흐름 연결 모듈(209)에게 호출이 호출-처리 응용(206)과 연관된 
전화기로 전달되려함을 통보한다 (단계 421).  흐름 목적물(205)에 의해 제공되는 전화 번호를 사용해, 
전화 스위치는 워크스테이션(120a)내의 호출-처리 응용의 전화기에서 워크스테이션 (120b)내의 호출-처리 
응용의 전화기로 호출을 전달한다.

일단 전화 호출이 전달되었음을 흐름 연결 모듈(209)이 확인하면, 흐름 연결 모듈(209)은 흐름 목적물
(205)에게 호출의 수신을 통보한다 (단계 423).  흐름 목적물(205)은 흐름 연결 모듈(209)로 데이터 연결
을 단절시킨다 (단계 425).  흐름 연결 모듈(209)은 흐름 목적물(210)내의 데이터를 호출-처리 응용(20
6)으로 전달한다 (단계 427).  호출-처리 응용(206)은 그 대신에 흐름 목적물(210)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흐름 연결 모듈(209)로의 요구, 예를 들어 'Receive(fo, data)'를 발동시킨다.  여기서, 'fo'는 흐
름 목적물(210)에 대한 식별자이다.  흐름 연결 모듈(209)에 대한 호출-처리 응용의 요구는 동기화되거나 
비동기화된 요구가 될 수 있다.  흐름 목적물(21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호출-처리 응용(206)은 전
화 호출을 처리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데이터에 동작한다.

도 5는 흐름 연결 모듈을 통해 호출 및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이용가능한 응용을 만들 때 이루어지는 인터
페이스를 포함하여,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할 때 호출 센터의 다양한 소자 사이에 이루어진 인페이스와, 
호출 및 호출-관련 데이터를 또 다른 호출 센터 응용에 전달할 때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를 프로그래밍하
는 것을 도시한다.

호출 센터에서 호출을 수신 및 전달하기 위해, 응용은 전화 확장이 초기화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응용(508)은 흐름 연결 모듈(507)에 초기화 명령, 예를 들면 'initialize(DN2)'를 전달함으로서 그 
자체를 이용가능하게 만드는 처리를 시작한다.  여기서, DN2는 응용(508)이 위치하는 워크스테이션과 연
관된 전화의 전화 번호 (전화기 DN)이다.  흐름 연결 모듈(507)은 'monitor(DN2)' 명령을 전화 스위치 및 
CTI 링크(504)에 전달한다.  초기화 확장을 위해 전화 스위치 및 CTI 링크(504)에 도착한 호출 (예를 들
면, DN2)은 또한 호출을 전달하는 것에 부가하여, 전화 스위치 및 CTI 링크(504)가 확장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 (예를 들면, 흐름 연결 모듈 507)에 통보를 전달하게 한다.  초기화 이후에는 호출 전달 및 호
출 배치 (call park)와 같이, 종래 CTI 명령이 인에이블된다.  호출 배치는 호출이 종료되거나 유지되고, 
호출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조치가 주어질 수 있는 위치에 호출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조치
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정보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초기화 과정은 전화선이 '제 1 집단의 호
출 제어' 또는 '제 3 집단의 호출 제어'인가 여부를 발생시켜야 한다.  제 1 집단의 호출 제어는 대리인
이 그 전화선에서만 호출을 수신 및 전달하도록 허용한다.  제 3 집단의 호출 제어는 전달 이후에도 호출
을 통한 일부 제어를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위치지정자(505)는 어느 호출 센터 응용 및 대리인이 현재 활성 중인가 뿐만 아니라 어느 호출 센터 대리
인이 현재 이용가능한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응용의 초기화는 응용(508)이 
위치지정자(505)에 알려지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응용(508)은 흐름 연결 모듈(507)에 'setAvailable' 
명령을 전달한다.  흐름 연결 모듈(507)은 이어서 위치지정자(505)에 'setAvailable (FlowC onn2Addr)' 
명령을 전달한다.  'FlowConn2Addr'은 컴퓨팅 네트워크에서의 어드레스와 같이 응용(508)에 대한 어드레
스를 말한다.  'setAvailable' 과정으로, 위치지정자(505)는 응용(508)에 대한 어드레스를 하나 이상의 
대기열에 놓게 된다.

위치지정자(505)는 각각이 그 특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수의 대기열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명령 'setAvailable(FlowConn2Addr)'은  위치지정자(505)가  어느 대기열로 응용(508)에  대한 어드레스를 
배치하는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특성을 제공한다.  위치지정자(505)내의 'Queuing'은 호출 센터에서 
ACD형의 동작을 제공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는 위치지정자(505)에 의해 제공되
는 '대기열' 과정이 없이 호출과 연관된 데이터와 호출의 전달을 포함할 수 있다.  위치지정자(505)의 두 
실시예에서는 초기화에 이어서, 응용(508)이 호출 센터에서 호출 및 호출-관련 데이터를 전달 및 수신하
는데 흐름 연결 모듈(507)을 사용할 수 있다.

응용(501)이  호출  및  연관  데이터를  응용(508)에  전달하기  원한다고  가정한다.   응용(501)은  먼저 
'send(Attributes, Data)' 명령을 흐름 목적물(503)에 전달한다.  흐름 목적물(503)은 위치지정자(505)에 
지정된 찾기 명령을 발동시킨다.  찾기 명령은 위치지정자(505)가 기본 위치지정자인가 대기열 위치지정
자인가 여부에 의존하여,  'find()'  포맷이나 'find(Attributes)'  포맷을 가질 수 있다.   흐름 목적물
(503)이 'find(Attributes)' 명령을 사용해 위치지정자(505)를 호출할 때, 위치지정자(505)는 
'Attributes'로 식별된 대기열을 탐색한다.  위치지정자(505)가 식별된 대기열에서 응용을 찾으면, 위치
지정자(505)는 대기열로부터 응용의 어드레스 (예를 들면, 'FlowConn2Addr')를 복사하고, 그 응용의 어드
레스를 호출 프로그램, 예를 들면 흐름 목적물(503)에 복귀시킨다.  위치지정자(505)가 지정된 대기열에
서 응용을 찾을 수 없으면, 위치지정자(505)는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기 전에 대기열에 나타나도록 응용 
어드레스에 대해 구성가능한 시간량을 대기한다.

목적지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흐름 목적물(503)은 흐름 연결 모듈(507)에 연결하기 위해 
'establishDataConnection(FlowConn2Addr)'  명령을  발동시킨다.   흐름  연결  모듈(507)은  흐름 목적물
(506)에 대한 식별자 ('FlowObj2')를 흐름 목적물(503)에 복귀시킨다.  흐름 목적물(503)은 이어서 호출-
관련  데이터를  흐름  목적물(506)에  전달한다.   흐름  목적물(506)은  응용(508)과  연관된  전화  확장 
('DN2')을 흐름 목적물(503)에 제공한다.  흐름 목적물(506)은 이어서 호출이 응용(508)과 연관된 전화기
에 전달되었을 때 흐름 연결 모듈(507)이 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notifyonCall').

흐름 목적물(503)은 호출이 응용(501)과 연관된 전화기로부터 응용(508)과 연관된 전화기에 전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달 지시 ('transfer(DN2)')를 전화 스위치 및 CTI 링크(504)에 전달한다.  전화 스위치 및 
CTI 링크(504)는 전화 스위치 및 CTI 링크(504)가 호출을 연관된 전화기에 전달하고 있음을 흐름 연결 모
듈(507)에  통보한다 ('notifyTransferln').   흐름 연결 모듈(507)은  호출이 전달되었음을 흐름 목적물
(506)에 통보하여, 호출의 데이터를 흐름 연결 모듈(507)에 이용가능하게 만든다.  흐름 목적물(506)은 
호출의 전달을 흐름 목적물(503)에 통보하고, 흐름 목적물(503)은 그에 따라 흐름 목적물(506)과의 데이
터 연결을 종료한다.  흐름 연결 모듈(507)은 이어서 전달된 데이터를 응용(508)에 제공한다.  도 5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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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바와 같이, 응용(50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응용(508)이 비동기화되어 
흐름 연결 모듈(507)을 대기하게 하는 명령 ('recv(FlowObj2, Data)')을 흐름 연결 모듈(507)에 전달하였
다.

흐름 연결 모듈(502)이 흐름 목적물(506)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호출 및 데이터를 응용(508)
에서 응용(501)으로 전달하는데는 유사한 처리가 사용된다.  흐름 연결 모듈(507)이 응용(508) 및 흐름 
목적물(506)에 제공함에 따라, 흐름 연결 모듈(502)은 똑같은 기능을 흐름 목적물(503) 및 응용(501)에 
제공하게 된다.

도 6은 도 3에 앞서 도시된 호출 센터(350)와 같은 호출 센터에서 한 응용으로부터 또 다른 응용으로 호
출을 전달하는 처리를 도시한다.  워크스테이션(120a)과 연관된 대리인은 전화기(203)에서 호출을 처리하
고 있다고 가정한다.  호출-처리 응용(201)을 사용해, 대리인은 데이터베이스(305)로부터 호출과 연관된 
데이터를 회복한다.  호출에 대해 회복된 데이터로부터, 대리인은 호출과 연관된 고객이 호출 센터내의 
또 다른 대리인과 앞서 똑같은 산업적 트랜잭션 (transaction)을 논의하였음을 알게된다.  워크스테이션
(120a)의 대리인은 또한 고객이 앞서 얘기했던 똑같은 대리인과 고객을 재연결시킴으로서 고객 호출의 처
리가 촉진될 것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대리인은 호출-처리 응용(201)이 전화(203)상의 호출을 다른 대
리인의 워크스테이션(120b)의 전화기(208)에 전달하고 호출-관련 데이터도 다른 대리인의 워크스테이션
(120b)에 전달하게 지시한다.  호출-처리 응용(201)은 'Send (destination, data)'와 같은 명령을 사용해 
흐름 연결 모듈(204)에서 흐름 목적물(205)을 발동시킨다.  'destination' 칸은 대리인 DN이나 대리인 ID
와 같이, 다른 대리인에 대한 식별자이다.  'data' 칸은 데이터베이스(305)로부터 회복된 정보 및 호출-
처리 응용(201)이 수신하는 호출-처리 응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다른 데이터와 같은 호출-관련 데이터
를 구비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처리 응용(201)에 의해 제공된 대리인 DN이나 대리인 ID와 연관
된 워크스테이션에서 호출-처리 응용을 식별하도록 위치지정자(304)를 억세스한다.  위치지정자(304)는 
제공된 대리인 DN이 워크스테이션(120b)에서의 호출-처리 응용(206)에 대응한 것으로 결정한다.  위치지
정자(304)는  또한  호출-처리  응용(206)이  현재  활성  상태이고  호출  센터에서  이용가능한  것으로 
결정한다.  위치지정자(304)는 호출-처리 응용(206)에 대한 어드레스를 흐름 목적물(205)에 복귀시킨다.

흐름 목적물(205)은 호출-처리 응용(206)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209)을 접촉한다.  흐름 연결 모듈
(209)은 흐름 목적물(210)을 설명한다.  흐름 목적물 (205)은 데이터를 흐름 목적물(210)에 전송한다.  
흐름 목적물(210)은 전화(208)에 대한 실제 전화 번호 (전화기 DN)를 흐름 목적물(205)에 전달한다.  흐
름 목적물 (205)은 이어서 전화(203)에서의 호출 전달을 전화기(208)에 요구하도록 CTI 링크(300a)를 접
촉한다.  CTI 링크(300a)는 호출이 막 전화기(208)로 전달되려고 함을 알리도록 흐름 연결 모듈(209)을 
접촉한다.  전화 스위치(300b)는 호출을 전화기(203)로부터 전화기(208)로 전달한다.  전달된 호출을 수
신하면, 흐름 연결 모듈(209)은 전달된 전화 호출이 수신되었음을 흐름 목적물(210)에 통보하고, 흐름 목
적물(210)은 유사하게 흐름 목적물(205)에 통보한다.  흐름 목적물(205)은 이어서 흐름 목적물(210)과 데
이터 연결을 단절시킨다.  흐름 연결 모듈(209)은 흐름 목적물(210)에 대한 식별자 및 연관 데이터를 호
출-처리 응용(206)에 제공한다.  호출-처리 응용(206)은 이제 전화기(208)에서 고객의 호출을 처리하고 
호출-처리 응용(201)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억세스한다.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흐름 연결 모듈과 연관되어, 도 3에 도시된 위치지정자(304)
와 같은 위치지정자 프로그램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는 
두 종류의 위치지정자, 즉 '기본 (basic)' 위치지정자 및 '대기열 (queuing)' 위치지정자를 사용해 동작
가능하다.  기본 위치지정자는 응용 특성이나 이용가능성을 추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사용자명이나 일부 
다른 유일한 특성을 참고하여 목적지에 대한 어드레스를 복귀시킴으로서 목적지 응용의 위치를 정하는 서
비스를 제공한다.  대기열 위치지정자는 이용가능성 및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 (Skill/Split Hunt Grou
p)에 의해 앞서 유지된 특성과 다른 다른 목적지 특성을 추적한다.

도 7a는 기본 위치지정자(701)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기본 위치지정자(701)는 호출 센터의 호출-처리 응
용에 대한 위치 테이블(702)을 포함한다.  위치 테이블(702)은 어드레스(703)의 리스트와 응용(704)의 리
스트를 포함한다.  어드레스(703)의 리스트는 응용(704)의 리스트에서 특정한 대응 응용을 참고하기에 적
절한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드레스(703)의 리스트는 워크스테이션 응용 ('application 1, 
workstation 120a')에 대한 네트워크 어드레스 ('Addr1')을 포함할 수 있다.  기본 위치지정자(701)의 본 
실시예에서, 위치 테이블(702)은 응용(704)의 리스트에서 응용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도 7b는 대기열 위치지정자(705)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대기열 위치지정자(705)는 위치 테이블(706)을 
포함한다.  위치 테이블(706)은 특성 세트 리스트(707), 어드레스 리스트(708), 응용 리스트(709), 및 상
태 리스트(710)를 포함한다.  특성 세트 리스트(707)는 호출 센터 응용 특성에 대한 특성 식별자를 포함
한다.  대기열 위치지정자(705)는 호출 센터에서 수신되는 새로운 응용과 연관된 특성의 식별자와 수신을 
위해 분리된 특성 분류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성 세트 리스트(707)는 종래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과 
유사한 기능을 실행한다.  예를 들면, 똑같은 특성 세트 (예를 들면, 'Attributes2')를 갖는 응용은 똑같
은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드레스 리스트(708)는 기본 위치지정자
(701)에서 어드레스(703)의 리스트와 똑같은 기능을 실행한다.  유사하게, 응용 리스트(709)는 기본 위치
지정자(701)에서 응용(704)의 리스트와 똑같은 기능을 실행한다.  상태 리스트(710)는 호출 센터에서 다
양한 응용에 대한 상태를 추적한다.  예를 들면, 상태 리스트는 응용이 이용가능한가 (Available), 사용
중인가 (busy), 또는 오프라인 (off-line) 상태인가 여부를 추적한다.  응용이 일부 환경에서 호출을 유
지시킬 수 있을 때, 흐름 목적물이 특정한 특성 세트인 응용에 호출을 전달하려고 시도하면, 대기열 위치
지정자(705)는 그 흐름 목적물에 대해 사용가능한 것을 통해 이용가능한 특성 세트 리스트(707)의 응용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치 테이블(706)에서는 흐름 목적물이 'attributes2'를 갖는 응용을 찾으므
로, 대기열 위치지정자(705)가 'off-line'으로 리스트된 워크스테이션(102c)의 응용 2를 통해 
'available'로 리스트된 워크스테이션(102a)의 응용 1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내진다.  유사하게, 흐름 
목적물이 'attributes1'을 갖는 응용을 찾으므로, 대기열 위치지정자(705)는 모두 'busy'로 리스트되는 
'attributes1'을 갖는 다른 응용을 통해 'available'로 리스트된 워크스테이션(102d)의 응용 1을 선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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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리스트(709)는 다른 방법으로 대리인 식별자나 전화기 식별자의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응용 리스트는 다른 방법으로 기본 위치지정자 (701)와 대기열 위치지정자(705)에서의 응용 대신에 
대리인 DN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위치지정자(705)는 가능한 식별자나 어드레스의 추가 세트
를 포함하는 추가 위치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출 센터 설계자는 호출 센터 응용이 특
성, 응용명, 대리인 DN, 및 전화기 DN을 근거로 흐름 연결 모듈을 통해 데이터 및 호출을 전달하도록 허
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논의된 바와 같이, 특성을 근거로 전달을 허용하는 것은 종래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에 유사한 기능성을 제공한다.  응용명 또는 워크스테이션명을 근거로 전달을 허용하는 것은 호출 센
터 대리인이 알려진 응용을 근거로 호출 및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허용한다.  호출 센터 대리인이 대리인 
DN이나 대리인 ID를 근거로 호출 및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호출 센터 대리인이 또 다른 호
출 센터 대리인의 명칭이나 식별을 근거로 전화 호출 및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  유사하게, 
호출 센터 대리인이 전화 호출 및 데이터를 공지된 전화 번호에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호출 센터 대
리인에게 추가 탄력성을 제공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호출 센터(850)에서의 호출 처리를 설명한다.  도시된 실시예는 
기본 위치지정자 및 대기열 위치지정자(802)를 모두 포함한다.  대기열 위치지정자(802)는 루팅 워크스테
이션(803)이  들어오는  호출을  처리하도록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으로부터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  기본 위치지정자(801)는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사이에서 전달되는 다수의 호출에 적절하게 촉진
된 위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전화기(100)는 PBX(300b) 및 CTI 링크(300a)에 연결된다.  CTI 링크(300a)는 모든 초기 호출
을 루팅 워크스테이션(803)과 연관된 전화(804)로 전달하도록 PBX(300b)에 지시한다.  CTI 링크(300a)는 
호출 전달 통보를 흐름 연결 모듈(805)에 전달하고, 이는 호출의 도착을 루팅 응용(807)에 통보한다. 전
화(804)에 호출이 도착하면, 특수화된 호출-처리 응용인 루팅 응용(807)은 호출과 연관된 기준을 근거로, 
예를 들면 호출이 특성 리스트와 함께 전해졌던 실제 전화 번호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 기준을 결정한다.  루팅 응용(807)은 이어서 호출을 처리하기 위해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에서 적절
한 대리인을 결정하는데 대기열 위치지정자(802)를 참고한다.  대기열 위치지정자(802)는 적절한 스킬/스
플릿 헌트 그룹에서 대리인의 세트를 식별하고, 이용가능성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
한다.  대기열 위치지정자(802)가 이용가능한 대리인의 위치를 정할 수 없으면, 대기열 위치지정자(802)
는 예를 들어, 똑같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디폴트 (default)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에 호출을 전하거나 호
출 센터에 대한 디폴트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에 호출을 전하여, 프로그램가능한 대안 범위를 조사한다.  
대기열 위치지정자(802)가 호출을 수신하는데 적절한 대리인을 식별한다고 가정하면, 대기열 위치지정자
(802)는 대리인에 대해 적절한 식별자나 어드레스를 루팅 응용(807)에 복귀시킨다.

프로그래밍에  의존하여,  루팅  응용(807)은  데이터베이스(305)로부터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회복할  수 
있다.  루팅 응용(807)은 또한 호출자의 전화 번호를 데이터베이스 키로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305)로부
터 호출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회복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대리인에 대한 식별을 수신하면, 루팅 응용
(807)은 호출, 예를 들면 send(destination(AgentID), data)를 전달하도록 흐름 연결 모듈 (805)의 흐름 
목적물(806)에  통보한다.   목적물이  대리인  워크스테이션(120b)에  대응한다고  가정하면,  흐름 목적물
(806)은 흐름 연결 모듈(209)과 통신 링크를 이루고 호출-관련 데이터를 전송한다.  흐름 목적물(210)은 
전화(208)에 대한 전화기 DN을 흐름 목적물(806)에 복귀시킨다.  흐름 목적물(806)은 이어서 전화기(80
4)에서 전화기(208)로 호출을 전달하도록 CTI 링크(300a)에 요구를 전달한다.  일단 호출이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흐름 목적물(806)이 수신하면, 흐름 목적물(806)은 흐름 연결 모듈(209)과의 통신 연결을 단절시
킨다.  흐름 연결 모듈(209)은 그에 따라 전달된 전화 호출 및 데이터의 수신을 호출-처리 응용(206)에 
통보한다.

워크스테이션(120b)의 대리인이 지금 워크스테이션(120a)의 대리인에게 호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달하기 
원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흐름 목적물(210)은 호출-처리 응용(206)으로부터 목적지 및 데이터를 수신
한다.  흐름 목적물(210)은 먼저 기본 위치지정자(801)를 사용해 흐름 연결 모듈(204)을 식별하도록 시도
한다.  많은 주위환경을 사용해, 기본 위치지정자(801)는 대기열 위치지정자(802)의 부담을 줄이면서 만
족스러운 실행도를 제공한다.  기본 위치지정자(801)가 흐름 연결 모듈(204)에 대한 어드레스를 복귀시키
면, 흐름 목적물(210)은 계속하여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한편, 기본 위치지정자(801)가 만족스러운 결과
를 제공하지 않으면, 흐름 목적물(210)은 대기열 위치지정자(820)를 사용해 목적지 어드레스를 찾도록 시
도한다.  일단 흐름 목적물(210)이 목적지 어드레스를 수신하면, 흐름 목적물 (210)은 흐름 연결 모듈 시
스템에 대해 앞서 설명된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워크스테이션(120a)의 호출-처리 응용(201)과 같이,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해 호출
-처리 응용과 연관된 모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디스플레이를 설명한다.  한 예로, 호
출-처리 응용은 소프트폰 (Softphone) 응용이 될 수 있다.  소프트폰 응용은 호출을 처리하는 동안 호출
이 대기열 상태에 놓이고, 배치되고, 또한 워크스테이션에 유지되도록 허용한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
에서는 소프트폰 응용이 워크스테이션내에 호출을 유지하지만, 다른 실시예에서는 소프트폰 응용이 외부 
호출 배치 저장소에 호출을 배치하는데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한다.  호출 배치 저장소는 또한 호출을 배
치했던 호출-처리 응용에 배치된 호출을 복귀시키는 흐름 연결 모듈을 갖는다.

대리인은 소프트폰 응용과 연관된 그래프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로부터 특정한 배치 호출을 선택함으
로서 배치된 호출을 회복한다.  이 작용은 배치된 위치로부터 호출을 회복하는 흐름 연결 모듈에 호출 회
복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소프트폰 응용에 지시한다.   소프트폰 응용과 같은 호출-처리 응용과 연관된 
GUI(900)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치된 호출의 식별 차트(901)를 제공한다.  배치 호출 식별 차트
(901)는 배치된 각 호출의 이름, 각 호출이 배치된 시간, 및 각 호출에 대한 배치 기간을 포함한다.  
GUI(900)의 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대리인은 6개의 호출 (902 - 907)을 배치하였다.  호출-처리 응용
은 배치된 호출자의 이름 입력을 허용하는 유틸리티 (utility)를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배치 시간 및 배
치 기간 정보는 호출-처리 응용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해 자동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치된 호출(902) 측면을 따라 디스플레이된 라디오 버튼과 같이, 각 배치 호출 측면을 따라 디
스플레이된 소프트웨어 라디오 버튼(908)을 작동시킴으로서, 연속적인 처리에 대해 특정한 배치 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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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한다.  한 실시예에서, 대리인은 핫 키의 조합을 사용하거나 마우스의 커서를 사용해 무선 버튼(90
8)상을 클릭함으로서 무선 버튼(908)을 작동시킨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대리인에게 접촉-감지 화면이 
제공되어 무선 버튼(908)을 간단히 접촉할 수 있다.

버튼(908)을 작동시킴으로서, 대리인은 계속되는 배치 호출의 처리를 초기화한다.  예를 들면, 대리인은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해 또 다른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으로의 대치 호출의 전달을 초기화하는데 버튼
(908)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계속되는 처리를 위해 배치 호출을 회복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배치된 호출은 먼 위치에 배치될 수 있고, 회복 처리는 배치된 호출을 대리인의 워크스테이
션에 복귀시키는데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한다.  대리인은 앞서 배치된 6개 배치 호출 (902 - 907) 중 임
의의 것을 선택한다.  부가하여, 대리인은 임의의 순서로 6개의 배치 호출 회복 버튼(908)을 작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반드시 저장된 순서로 호출을 회복할 필요가 없다.

호출-처리 응용을 사용하는 대리인은 또한 대리인 워크스테이션과 연관된 호출의 리스트로부터 배치 호출
을 제거하고, 흐름 연결 모듈을 사용해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하나 이상의 호출을 디폴트 (default) 위치
로 재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거된 호출은 호출 센터로부터 반드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
리인의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단순히 분리된다.  대리인에게는 또한 배치 호출(902) 측면을 따라 제공된 
호출 드롭 버튼 (drop button)과 같이, 각 배치 호출 측면을 따라 제공되는 호출 드롭 버튼(909)이 제공
된다.  호출 드롭 버튼(909)은 6개 배치 호출 (902 - 907) 중 임의의 것에 대해 선택적으로 작동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대리인은  'irate'라  리스트된  호출자와  연관되는  호출  드롭  버튼(909)을  사용할  수 
있다.  호출 드롭 버튼(909)을 관여시키면, 위치지정자에서 지정되는 호출 센터에 대한 디폴트 DN과 같은 
디폴트 DN에 배치 호출을 복귀시키는 것을 초기화한다.  호출의 종류 및 호출 센터 구성에 의존하여, 이
는 호출이 대리인의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이나 일부 다른 목적지로 재전달되게 한다.  한편, 호출이 대
리인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대리인 DN이나 전화기 DN에 먼저 전달되었으면, 호출 드롭 버튼(909)을 작동시
키는 것은 호출이 단절되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10은 워크스테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호출-처리 응용이 흐름 연결 모듈을 억세스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0은 또한 흐름 연결 모듈이 하나 이상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전화 호출 및 호출-
관련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0에 도시된 워크스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워크스테이션(120a)이 2개의 호출-처리 응용, 즉 호출-처리 
응용(201) 및 호출-처리 응용(1001)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면 도 2에 도시된 워크스테이션과 유사하다.  
흐름 연결 모듈은 호출-처리 응용 프로그래밍의 일부가 되거나, 하나 이상의 호출-처리 응용에 의해 억세
스가능한 독립형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출-처리 응용(201)은 워크스테이션(120a)
에 호출을 배치하고 회복하는 소프트폰 응용이 될 수 있다.  호출-처리 응용(1001)은 특정한 호출 센터 
클라이언트와 연관되는 것, 예를 들면 은행 클라이언트를 위한 대출 처리 응용과 같이 특정화된 호출-처
리 응용이 될 수 있다.  호출-처리 응용(201)과 호출-처리 응용(1001)은 호출을 처리할 때 흐름 목적물
(205) 및 흐름 연결 모듈(24)을 억세스할 수 있고, 흐름 연결 모듈(204)은 또 다른 흐름 목적물로부터 회
복된 데이터를 호출-처리 응용(201) 및 호출-처리 응용(1001)에 모두 전달할 수 있다.

호출-처리 응용(1001)은 전화(203) 호출과 연관된 데이터 세트(1002)를 포함한다.  데이터 세트(1002)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회복된 데이터나 호출 자체로부터 회복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임의의 종류의 호출-관
련 데이터를 포함한다.  호출-처리 응용(1001)은 데이터 세트(1002)를 흐름 목적물(205)에 전달한다.  호
출-처리 응용(1001)은 데이터 세트와 전화(203) 호출이 워크스테이션(120b) 및 워크스테이션(120c)에 전
달되도록 예를 들면, 'send(destinations, data)'를 전하고, 여기서 'destinations'은 두 목적지, 즉 워
크스테이션(120b) 및 워크스테이션(120c)을 포함하는 어레이이다.  따라서, 흐름 목적물(205)은 워크스테
이션(120b)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209)로 데이터 연결을 이루고, 워크스테이션(120c)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1005)로 또 다른 데이터 연결을 이룬다.

흐름 목적물(205)은 이어서 흐름 연결 모듈(209) 및 흐름 연결 모듈(1005)에 데이터 세트(1002)를 전송한
다.  흐름 연결 모듈(209)은 데이터를 흐름 목적물 (210)에 맡겨두고, 흐름 연결 모듈(1005)은 데이터를 
흐름 목적물(1004)에 맡겨둔다.  흐름 목적물(210)은 전화(208)와 연관된 전화 번호를 흐름 목적물(205)
에 복귀시키고, 흐름 목적물(1004)은 워크스테이션(120c)과 연관된 전화(1003)의 전화 번호를 흐름 목적
물(205)에 복귀시킨다.  흐름 목적물(205)은 이어서 전화(203) 호출이 전화기(208) 및 전화기(1003)에 모
두 전달되도록 요구하면서 CTI 링크 (도시되지 않은)로의 요구를 전달한다.

호출을 전화기(208)에 전달한 이후, 흐름 목적물(210)은 호출이 수신되었음을 흐름 목적물(205)에 통보하
고, 흐름 목적물(205)은 흐름 연결 모듈(209)과의 데이터 연결을 단절시킨다.  유사하게, 일단 흐름 목적
물(1004)이 전화기(1003)에 호출을 전달하였다는 통보를 수신하면, 흐름 목적물(1004)은 호출의 수신을 
흐름 목적물(205)에 통보하고, 흐름 목적물(205)은 흐름 목적물(1004)과의 데이터 링크를 단절한다.  흐
름 목적물(210)은 데이터 세트(1002)를 호출-처리 응용(206)에 이용가능해지게 만든다.  유사하게, 흐름 
목적물(1004)은 데이터 세트(1002)를 워크스테이션(120c)의 호출-처리 응용(1006)에 이용가능해지게 만든
다.  워크스테이션 (120b, 120c)의 대리인은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호출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로부터,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여기서 설명을 위해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의도 및 범위에서 벗
어나지 않고 다양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에 의한 것
을 제외하고는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과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호출-처리 응용은 여기서 참고로 포함되는 Mosaix 
Corporation에 양수된 미국 특허 출원 No.  09/060,038,  '호출 센터에서의 다수의 호출 처리 (Multiple 
Call Handling in a Call Center)', 1998년 4월 13일 출원에서 설명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지만,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는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 정의
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의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형태 및 상세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흐름 연결 모듈, 호출-처리 응용, 및 워크스테이션은 도면에 도시된 것과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지지하도록 추가 흐름 연결 모듈이 제공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상
호작용되는 것에 부가하여, 워크스테이션 응용은 또한 로봇식 응용에 의해서도 상호작용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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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완전히 인간 대리인으로 이루어진 호출 센터, 하이브리드 로봇 및 인간 대리인 
워크스테이션을 갖는 호출 센터, 및 완전히 로봇 응용을 갖는 호출 센터에 적용가능하다.

흐름 연결 모듈은 다른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 또는 여기서 논의된 컴퓨팅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다른 컴퓨
팅 시스템에서 운행될 수 있다.  부가하여, 흐름 연결 모듈이 결국 여기서 설명된 통신 작업을 실행한다
고 가정하면, 소정의 호출 센터내의 흐름 연결 모듈이 각각 다른 종류의 컴퓨팅 시스템에서 동작될 수 있
다.  흐름 연결 모듈은 컴퓨터 칩이나 응용 특정 집적 회로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에 제공되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마이크로코드 (microcode)로 제공될 수 있다.  
흐름 연결 방법 및 시스템은 또한 특정화된 호출 센터 전화상의 버튼의 선택이나 작동이 그 전화와 호출-
관련 데이터 및 또 다른 전화 사이의 흐름 연결을 초기화하도록 특정화된 호출 센터 전화를 통해 발동될 
수 있다.  유사하게, 흐름 연결 모듈은 또한 반드시 전화 호출을 전달할 필요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모범적인 다른 방법의 실시예에서, 흐름 연결 모듈은 워크스테이션에서 플러그인 (plug-in) 디바이스로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서,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플러그인 디바이스와의 동작을 위해 워크스테이션을 적
절하게 구성하도록 워크스테이션에서 운행될 수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기서 설명
된 실시예와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흐름 연결 모듈은 응용으로 병
합될 수 있다.  흐름 연결 모듈은 임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된다.  부가하여, 워크스테이션은 
워크스테이션에서 흐름 연결 모듈과 상호작용하는 하나 이상의 응용을 포함할 수 있다.  흐름 연결 모듈
은 또한 IBM Callpath, Genesys T-Server, 또는 Dialogic CT-Connect와 같은 CTI 미들웨어 제품과 인터페
이스될 수 있다.

위치지정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호출-전달 디바이스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부가하여, 초기화 프
로그램은 호출 센터내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인 DN 및 호출 센터 전화에 대한 전화기 DN과 같이, 특정 위
치 정보를 입력하는 위치지정자 프로그램 및 호출 센터내의 워크스테이션과 연결되어 동작할 수 있다.  
초기화 프로그램은 또한 대리인 DN과 같은 논리적 기능이 전화기 DN과 같은 물리적 기능과 정합되도록 허
용한다.  초기화 프로그램은 또한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치지정자 프로그램의 대기
열에 대리인 DN을 지정하고, 호출 루팅 프로그램에서 스킬/스플릿 헌트 그룹에 대해 적절한 호출 스크립
을 설치한다.

흐름 연결 모듈은 또한 워크스테이션내의 하나 이상의 응용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및 호출의 이벤트 로그 
(event log)를 만들 수 있다.  로그 데이터는 워크스테이션상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거나 원격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로그는 시스템이 기대되는 매개변수내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적절
한 감독자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에러가 있는 전달 메시지가 많으면, 호출 센터나 워크스테이션과 연
관된 흐름 연결 모듈에서 예외적인 조건이 전송된다.

호출이 흐름 연결 모듈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동안 호출자가 전화를 끊으면, CTI 링크는 호출 단절 메시
지를 통해 이러한 이벤트를 적절한 흐름 연결 모듈에 통보한다.  흐름 연결 모듈은 이어서 호출 단절을 
적절한 호출-처리 응용에 통보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호출-처리 응용은 워크스테이션의 전화기에서 또 다른 전화기로 호출을 블라인드 전
달 (blind transfer)하도록 흐름 목적물에 지시한다.  블라인드 전달은 새로운 전달 위치가 이용가능한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전달자가 호출의 전달 위치를 알리는 호출 전달이다.  예를 들면, 종래 전화 시스
템에서, 호출자는 통상적으로 홀드 (hold) 상태에 놓이고, 전달자는 전화 번호를 돌려 호출의 자동 전달
을 초기화하는 전달 버튼을 누른다.  블라인드 전달은 호출이 전달되기 이전에 전달 번호가 이용가능함을 
전달자가 실제로 확인하는 감독 전달과 대조적이다.

비록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는 설명을 목적으로 여기서 설명되었지만, 종래 기술에 숙련된 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제공된 본 발명의 지
시는 상술된 모범적인 호출 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호출 센터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모범적
인 컴퓨팅 시스템 및그에 따른 다양한 다른 시스템 구성이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대형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호출 센터 설치에 대해 논
의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작은 휴대용 컴퓨터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분포된 비중심화 컴퓨팅 시스
템과 같은 다른 컴퓨팅 시스템에서도 응용가능성을 찾는다.  흐름 연결 모듈은 데이터만을, 호출만을, 또
는 다른 종류의 연결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및 다른 변화는 상기 상세한 설명의 견지에서 본 발명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다음의 청구항에서, 사용되는 내용은 명세서 및 청구항에서 설명된 특정 실시예에 본 발명을 제한하
도록 구성되지 않고, 청구항에서 동작하는 모든 분포 자원 할당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설명 내용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범위는 다음 청구항에 의해 결정되어
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호출 센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간에 전화 호출 및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
다.  호출 센터 응용 프로그램과 연관된 흐름 연결 모듈은 데이터 및 전화 호출이 간단한 프로그래밍 인
보케이션(invocation)  명령문을  통해  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한다.

본 발명은 또한 호출 센터에서 자동 호출 분포기 ('ACD (automatic call distributor)')내의 흐름 제어를 
제공할 필요를 없애는 방식으로 호출 센터에서 전화 호출을 전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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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데이터 및 전화 호출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화 호출과 연관된 응용 (application)으로부터 데이터 및 목적지를 갖는 전달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목적지와 통신 링크를 이루는 단계;

통신 링크를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목적지에 전달하는 단계; 및

응용과 연관된 전화 호출이 목적지에 전달되는 것을 요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는 상기 목적지에서 흐름 연결 모듈과 통신 링크를 이루기 위한 루틴 (routine)들을 포함
하는 흐름 목적물에 의해 수신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로부터 호출 전달 통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  전달  통보를  수신한  이후에  상기  목적지와의  통신  링크를  단절시키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와의 상기 통신 링크를 이루기 이전에 이용 가능한 목적지 어드레스를 구하는 단계를 더 구비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이 상기 목적지에 전달되는 것을 요구한 이후에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목적지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을 전달하기 이전에 상기 전화 호출 전달을 목적지에 통보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전달 요구에 대해 흐름 연결 목적물의 예를 생성시키는 단계; 및

상기 흐름 연결 목적물에 상기 데이터를 부가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통신 링크를 이루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은 TCP/IP인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데이터는 상기 목적지에서 흐름 연결 모듈에 의해 수신되고, 상기 방법은

상기 흐름 연결 모듈로부터 상기 목적지와 연관된 응용에 상기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
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을 전달하는 상기 요구는 컴퓨터-전화 인터페이스 ('CTI (computer-telephone 
interface)')에 의해 수신되기에 적절한 포맷으로 구내전화 교환시스템('PBX (privat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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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에 전달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클라이언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는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전화 호출에 대한 식별자를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이 단절되면, 단절 메시지가 상기 목적지에 전달되는 방법.

청구항 15 

대리인들을 갖는 호출 센터에서 호출들을 자동적으로 분포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전화 호출을 호출 센터에서 수신하고 제 1 흐름 연결 모듈을 갖는 루팅 프로그램 (routing program)에 전
화 호출을 배치하는 단계;

상기 전화 호출을 수신하는 대리인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대리인 목적지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달 요구를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에 전달하는 단계;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과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 있는 제 2 흐름 연결 모듈 사이에 연결 링크를 이루는 
단계;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로부터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에 상기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루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상기 대리인 목적지로 전달하도록 컴퓨터-전화 인터페이스 
('CTI') 링크에 요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는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과 상기 통신 링크를 이루기 위한 루틴들을 포함하는 제 1 흐
름 연결 모듈에서 흐름 목적물에 의해 수신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또 다른 대리인 목적지 및 데이터를 포함하여, 또 다른 전달 요구를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에 전달하
는 단계;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 및 또 다른 대리인 목적지와 연관된 제 3 흐름 연결 모듈 사이에 통신 링크를 
이루는 단계;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에서 상기 제 3 흐름 연결 모듈로 상기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서 또 다른 대리인 목적지로 전달하도록 상기 CTI 링크에 요구하
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흐름 연결 모듈로부터 호출 전달 통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 3 흐름 연결 모듈로부터 상기 호출 전달 통보를 수신한 이후에 상기 제 3 흐름 연결 모듈과의 상
기 통신 링크를 단절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링크를 이루기 이전에 이용가능한 목적지 어드레스를 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를 전한 이후에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
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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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 전달하기 이전에 상기 전화 호출 전달을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 
통보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에 의해 상기 전달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전달 요구를 수신한 이후에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에 의한 전달 요구에 대한 흐름 연결 목적물의 
예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에 의해 상기 흐름 연결 목적물에 상기 데이터를 부가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과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 사이에 통신 링크를 이루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은 TCP/IP인 방법.

청구항 25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에서 상기 대리인 목적지와 연관된 응용으로 상기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CTI 링크를 통해 전달되는 상기 루팅 프로그램에서 상기 대리인 목적지로 상기 전화 호출을 전달하
는 상기 요구는 CTI 미들웨어 응용에 대해 포맷화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 15 항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전화 호출과 연관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전
달 요구내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전화 호출에 대한 식별자를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이 단절되면, 단절 메시지가 상기 제 1 흐름 연결 모듈에 전달되는 방법.

청구항 3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대리인들은 적어도 두 세트의 대리인들로 조직되고, 상기 호출을 수신하는 상기 대리인 목적지를 결
정하는 단계는:

상기 전화 호출을 수신하는데 적절한 적어도 두 세트의 대리인들중의 하나의 대리인 세트를 식별하도록 
대리인 위치지정자에 질문하는 단계;

상기 전화 호출을 수신하도록 상기 식별된 대리인 세트에서 대리인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식별된 대리인에 대해 대리인 목적지의 위치를 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방법.

청구항 31 

컴퓨터-전화 집적 ('CTI (computer-telephony integration)') 링크를 갖지며 데이터 및 전화 호출들을 전
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전화 호출과 연관된 응용으로부터 목적지 및 데이터를 갖는 전달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목적지와의 통신 
링크를 이루고, 상기 데이터를 상기 목적지에 전달하고, 또한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목적지에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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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CTI 링크에 요구하도록 구성된 제 1 흐름 목적물을 갖는 제 1 흐름 연결 모듈; 및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과 상기 통신 링크를 유지하는 상기 목적지와 연관된 제 2 흐름 연결 모듈을 구비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은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이 상기 통신 링크를 단절하게 하는 호출 전달 통보를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에 전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은 상기 통신 링크를 이루기 이전에 이용가능한 목적지 어드레스를 구하도록 구성
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연결 모듈은 상기 CTI 링크로부터 호출 전달 통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연결 모듈은 상기 전달 요구에 대하여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을 설명하고 상기 전달 요구를 수
신한 이후에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에 상기 데이터를 부가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 및 상기 제 2 연결 모듈은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통신 링크를 이루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은 TCP/IP인 시스템.

청구항 38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은 상기 목적지와 연관된 응용에 상기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클라이언트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전화 호출에 대한 식별자를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이 단절되면,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은 상기 제 2 연결 모듈에 단절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42 

대리인들과 컴퓨터-전화 인터페이스 ('CTI') 링크를 갖고 호출 센터에서 호출들을 자동적으로 분포시키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호출 센터로 전화 호출이 들어오면 상기 전화 호출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루팅 프로그램;

상기 전화 호출을 수신하는 대리인 목적지를 식별하도록 구성된 위치지정자;

상기 루팅 프로그램으로부터 상기 전화 호출에 대해, 목적지 및 데이터를 갖는, 전달 요구를 수신하고, 
목적지와의 통신 링크를 이루고, 상기 데이터를 상기 목적지에 전달하고, 또한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목
적지에 전달하는 것을 상기 CTI  링크에 요구하도록 구성된 제 1  흐름 목적물을 갖는 제 1  흐름 연결 
모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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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흐름 목적물과의 상기 통신 링크를 유지하는 상기 목적지와 연관된 제 2 흐름 연결 모듈을 구
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은 또 다른 대리인 목적지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또 다른 전달 요구를 수신하도
록 구성된 제 2 흐름 목적물을 더 구비하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제 2 흐름 목적물과의 통신 링크를 이루고 상기 제 2 흐름 목적물로부터 전달된 상기 데이터를 수신
하도록 구성된 또 다른 대리인 목적지과 연관된 제 3 흐름 연결 모듈을 더 구비하며, 상기 제 2 흐름은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서 또 다른 대리인 목적지로 상기 전화 호출을 전달하는 것을 상기 CTI 링크에 요구
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은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이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과의 상기 통신 링크를 
단절하게 하는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에 호출 전달 통보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루팅 프로그램은 상기 전달 요구를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에 전하기 이전에 위치지정자를 사용함으
로서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 대해 이용가능한 어드레스를 구하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연결 모듈은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대리인 목적지에 전달하기 이전에 상기 CTI 링크로부터 상
기 대리인 목적지로의 상기 전화 호출 전달의 통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연결 모듈은 상기 전달 요구를 수신한 이후 상기 전달 요구에 대해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에 
설명하고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에 상기 데이터를 부가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 및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은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통신 링크를 이루는 시스템.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은 TCP/IP인 시스템.

청구항 50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흐름 연결 모듈은 상기 대리인 목적지와 연관된 응용에 상기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시
스템.

청구항 51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은 상기 CTI 링크를 통해 전달되는 상기 전화 호출을 전달하는 상기 요구를 CTI 미
들웨어 응용에 대하여 포맷화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52 

제 42 항에 있어서,

호출자 정보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하며, 상기루팅 프로그램은 상기 호출 정보를 회
복하고 상기 호출자 정보 데이터를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로 사용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5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전화 호출에 대한 식별자를 구비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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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호출이 단절되면, 상기 제 1 흐름 목적물은 상기 제 2 연결 모듈에 단절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5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대리인들은 적어도 두 세트의 대리인들로 조직되고, 상기 위치지정자는 상기 전화 호출에 적절한 적
어도 두 세트의 대리인들중 한 세트의 대리인을 식별하고, 상기 전화 호출을 수신하는 식별된 대리인 세
트내에서 대리인을 식별하도록 대리인 디렉토리 (directory)에 질문함으로서 상기 호출을 수신하는 상기 
대리인 목적지를 식별하고, 상기 대리인에 대한 대리인 목적지의 위치를 정하는 시스템.

청구항 56 

호출들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전화기;

전화 호출과 연관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된 호출-처리 응용; 및

상기 호출-처리 응용으로부터 상기 호출 및 상기 데이터를 목적지에 전달하는 전달 요구를 수신하도록 구
성된 흐름 연결 모듈을 구비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흐름 연결 모듈에 흐름 목적물을 더 구비하며, 상기 흐름 목적물은 상기 전달 요구를 수신하도록 구
성되고 상기 목적지에서 또 다른 흐름 연결 모듈과 통신 링크를 이루도록 구성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
크스테이션.

청구항 58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흐름 연결 모듈은 위치지정자 프로그램으로부터 상기 목적지에 대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회복하도
록 구성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59 

제 56 항에 있어서,

또 다른 흐름 연결 모듈을 가진 대응하는 목적지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과 사용되는 것으로, 상
기 흐름 연결 모듈이 또 다른 흐름 연결 모듈과 통신 링크를 이루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또 다른 흐름 연결 모듈은 상기 흐름 연결 모듈이 상기 통신 링크를 단절하게 하는 호출 전달 통보를 상
기 흐름 연결 모듈에 전달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61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흐름 연결 모듈은 상기 전화 호출을 상기 목적지에 전달하는 요구를 컴퓨터-전화 인터페이스 링크에 
전하도록 구성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62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흐름 연결 모듈은 상기 전달 요구에 대해 흐름 연결 목적물에 설명하고 상기 전달 요구를 수신한 이
후에 상기 흐름 연결 목적물에 상기 데이터를 부가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63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처리 응용에 상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
이션.

청구항 64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흐름 연결 모듈은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목적지의 또 다
른 흐름 연결 모듈과 통신 링크를 이루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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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대 컴퓨터 프로토콜은 TCP/IP인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이션.

청구항 66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요구내의 상기 데이터는 상기 전화 호출에 대한 식별자를 구비하는 호출 센터 대리인 워크스테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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