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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시나리오 예시 1 

안녕하세요. OO 입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오니 , 

1시 이후에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접속 

점심시간 

근무시간 외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현재는 콜센터 운영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OO전화영어 입니다. 

회원은 1번 비 회원은 2번을 눌러주세요. 

근무시간체크 

번호입력 

체크 

1 

번입력 번입력 

2 

휴일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현재는 콜센터 운영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통화가능 

체크 

통화가능 

체크 

통화중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 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상담원연결 해당부서연결 연결 종료 

무료 제작 



대표번호 근무시간 외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현재는 콜센터 운영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서울 지점은 1번 , 부산 지점은 2번, 제주 지점은 3번을 눌러주세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근무시간체크 

번호입력 

체크 

1 
번 입력 번 입력 번 입력 

2 3 

통화가능 

체크 

직원 연결 후에는  

통화품질 향상과  

고객 권익을 위해  

통화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직원연결 

통화 중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려면 1번, 
연락 받으실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입력하신 번호는+0~9 + 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원이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번 입력 

1 

번호입력 

체크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직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2 

연락 받으실 번호를 누른  

뒤 #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번 입력 

2 

번 입력 

1 

번 입력 

점심시간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입니다. 

연락 받으실 번호를 남기시려면 1번을 눌러 주세요 

# 입력 

콜백 – 유료 30만원 
30 

예시시나리오 예시 2 



안녕하세요. OO 입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오니 , 

1시 이후에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점심시간 

근무시간 외 

안녕하세요. OO 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근무시간에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OO 입니다.  

회원번호를 입력 후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근무시간체크 

회원번호 

DB 검색 

기존 회원 비 회원 

휴일 

안녕하세요. OO 입니다. 금일은 당사 휴일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근무시간에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A 그룹 B 

상담원 연결 후에는 통화품질향상과 고객 
권익을 위해 통화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직원연결 

상담원 연결 후에는 통화품질향상과 고객 
권익을 위해 통화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직원연결 

DB 검색 – 유료 30만원 
30 

예시시나리오 예시 3 



2 1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입니다. 

대표번호접속 

점심시간 근무시간 외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현재는 콜센터 운영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OO 호텔 입니다.  

서울 지점은 1번 , 부산 지점은 2번, 제주 지점은 3번을 눌러주시고, 전 지점 연락처를 
문자로 받고 싶으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요 

근무시간체크 

통화가능 

체크 

 

1 
번입력 번입력 번입력 

번입력 

2 3 

예시시나리오 

감사합니다. 상담원을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 연결 후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내용은 

녹음 됩니다 

직원연결 

통 화 중 

번입력 통화대기 입력 
연락 받으실 번호를 누른 뒤  

#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입력대기 

죄송합니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 입니다 

현재 대기인원은 XX명 입니다.  

계속 기다리시려면 1번을 연락 받으실 번호를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입력하신 번호는+0~9 + 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원이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번 입력 

1 

통화종료 

전 영업지점 문자 발송 
0 

예시시나리오 예시 4 서버 구매형만 지원 
(통화 대기 인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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