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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ly data mining method for the 
inbound call center optimization. Data mining analysis is come to be used 
in order to predict the degree of difficulty on the consultation. It is the 
method of maximal efficiency for the call center that uses of the predicted 
degree of difficulty and customer grade as routing which hits to the skill 
of the consultation unit. This method is to get the possibility of efficiency 
for the call center with the maximum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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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마케팅 방법론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동의 중요 채널에서

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 중반부터 거세게 몰아치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의 변화가 그 현상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 CRM의 전체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도 덜 중요한 부분이 없겠지만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채널에 대한 변화는 다른 어느 부분 보다 더 중요하며 그 만큼 많

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CRM의 초기에는 대부분 DM(Direct Mail)을 이용하 으며, 

e-메일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면서 e-메일이 아주 환상적인 채널로 부상하기도 했었

다. 그러나 Spam 메일이라는 또 다른 복병은 더 이상 e-메일이 중요한 채널로서 자

리매김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초기 콜센터의 역할은 고객들의 문의 내용만 해결해주거나 단순히 전화 주문만을 

받아서 처리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홍보의 가장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아가

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고객들을 흡수하게 되고 부가적으로 고객의 소리 역시 그

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그만큼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커져 고객을 향한 목소리가 또다시 확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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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캠페인을 행하는 상담원의 

수요를 더욱 많이 요구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콜량에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늘어나는 콜량만큼 상담원을 늘리고 거

기에 따라서 관련 인프라를 늘려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콜센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투

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원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콜 시장은 더더욱 확대 되어야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한정의 투자를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

다. 따라서 이제는 한정된 규모와 상담원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통화량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요구 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콜센터의 방대한 통화 자료를 데이

터마이닝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이의 결과를 이용해서 인바운드 콜센터의 ROI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시장 환경 

최근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정보가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CRM의 한 방

법이다. 또한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열한 국내시장에 더욱 뜨거운 고객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업 환경

에서 콜센터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일선에 자리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콜센터가 이제는 단순한 전화 응

대에서 나아가 전자우편이나 웹 채팅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까지 처

리하는 멀티미디어 컨택 센터로 진화하면서 기업의 CRM 전략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그 역 역시 금융,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뿐

만 아니라 유통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역으로 도입이 크게 활성화되어 바야흐

로 콜센터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콜센터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수동적인 고객 접촉 채널로 인

식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고객과의 접촉을 시도

하는 본격적인 '멀티 채널센터'로 변화하게 될 전망이다. 전화를 이용한 고객 서비스

는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SMS(단문 메시

지) 등과는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컨택센터는 단순한 고객 응대 외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채널을 이용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준다. 축적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Up/Cross 

Selling의 성공률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콜센터의 시장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텔레마케팅의 2002년 발

표에 의하면 국내 콜센터의 수는 아래 <표 2.1>과 같은 규모로 650억~1400억원의 시

장규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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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 콜센터 상담원 규모별 콜센터 수

상담원수 5명~30명 30명~100명 100명 이상
콜센터 수 700~800 1,100~1,200 100

세계시장의 경우 콜센터 소프트웨어 시장만 하더라도 1999년에 약 4조원의 시장에

서 2003년에 1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

는 25명 미만의 상담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콜센터만 약 70,000개 정도로 그 시장역

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처로는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의 서비스센터와 최근 새로운 수익 사업

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업체와 제조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시

장의 경우 100인 이상의 상담원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금융권이 약 60%, 통

신업계가 약14%, 홈쇼핑업계가 10%, 이동통신사가  9%, 기타 7%정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규모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상담원이다. 제한된 상담원

으로 폭주하고 있는 콜량을 모두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제한된 

콜센터의 규모와 동일한 수의 상담원 하에서 콜량 만 늘어나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

는 것은 고객이다. 고객이 상담전화를 했을 때 대기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상담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고객응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이러한 것은 결

국 고객 불만의 증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회사 이미지에 커다란 악 향으로 돌

아오게 될 것이다. 더욱이 늘어나는 통화량과 과도한 업무증가로 인한 상담원의 높은 

이직률 또한 콜센터가 당면한 문제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

은 방법은 무한정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한정의 자금 투입은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콜센터의 최적화를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콜센터를 구축하고, 편리한 관

리운 체제 확립 및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서 대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

루는 것만이 제반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3. 선행연구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 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콜센터를 운 함에 따르는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콜센터를 운 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기주, 김재전(1999)은 최근 CRM의 고객서비스 접점으로 콜센터의 전략적 중요성

이 부각되면서 콜센터의 성공적 구축과 효율적 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콜

센터가 기업의 대고객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재 콜센터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정기주(2002)는 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질문 및 요구를 해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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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고객센터, 고객만족센터, CRM

센터, 전화 고객 상담센터, 상담센터, 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기주(2005)는 콜센터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략/계획, IT인프라, 커뮤니

케이션, 프로세스, 인적자원 요인들로 구성하 고, 이러한 각 요인들과 성과간의 향

관계를 국내 인바운드 콜센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 다. 

콜센터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 퍼듀대의 Anton 교수와 그가 속한 콜센터 전문 

연구기관인 CCDQ(Center for Customer Driven Quality)에서 연구되어진 성과측정 지

표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후 Anton(1997), Prosci(2001, 2003) 등은 콜

센터의 핵심 성공요인을 전략적 계획, 예산,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 기술/지원시스템 

등의 5가지로 정의하고 이에따 른 성과 모형에 관하여 연구하 다.

4. 인바운드 콜센터 Optimization 

4.1 콜센터 활용 형태 및 해결 방안 

인바운드 콜의 경우 고객들의 상담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시간의 증가를 유발하

고, 폭주하는 업무량과 높아지는 상담원의 이직률에 따라 상담원 능력 저하의 요인으

로 작용하여 상담내용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상담원에게 처리하도록 넘기는 호전환

이 발생하게 되고 있으며 결국 회사 이미지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고객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콜 폭주 시 고객 응대가 쉽지 않은 점을 신규 

고객센터 설립으로 해결하기보다, 상담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콜센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ARS에서 모든 의문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와 ARS에서 의문사항을 해결

하지 못하고 상담원으로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ARS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각 Case에 대해서 늘어나는 콜량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

자. 첫 번째 경우에는 ARS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혹은 가급적이면 짧은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ARS에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예측

하고, 예측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ARS경로 자체를 모든 고객에 맞도록 

개인별 맞춤형 ARS 코드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직

은 이상적인 생각에 가깝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ARS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을 한다면 ARS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경우와 같이 어떤 경로를 거치던 상담원으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이다. 이럴 경우 상담원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고객들의 

문의 내용을 인식해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상담난이도를 예측하여 상담난이도에 맞는 상담원에

게 연결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 카테고리 예측을 통한 전문 상담원을 

routing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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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담난이도 분류

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담코드(상담내역)는 산업의 형태나 콜센터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형 콜센터의 경우 약 4~500여개의 코드로 구성된다. 이

렇게 수많은 코드에 대한 난이도를 하나의 측도로 표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

며, 또한 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대응하는 상담원,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상담이 이

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다. 따라서 각 코드별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보다는 상담의 난이도에 따르는 몇 가

지 분류로 나누어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상담의 난이도라는 것은 상담시간이나 상담회수 등의 정량적인 측도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단지 상담원의 경험과 기술 수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분류 하여

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상담 난이도의 분류 방법은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전문 상

담원들을 통하여 정성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여명의 경험이 

풍부한 우수 상담원을 선발하여  설문 방법등을 이용하여 각 코드별로 상담 난이도를 

기록하게 한 다음 결과를 종합하여 난이도를 분류한다. 상담 난이도를 몇 개의 분류

로 해야 하는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상담원의 수준별 분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3개(상, 중, 하)의 분류로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4.3 상담원의 분류

콜센터의 크기에 따라 상담원의 수가 10여명이 있는 소규모 콜센터에서 많게는 

1000여명에 이르는 상담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콜센터도 있다. 소규모의 콜센터

의 경우 관리자가 어느 상담원이 우수하고 어느 상담원이 그렇지 못한지를 정확히 판

단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대규모 콜센터의 경우 여러 개의 팀으로 관리하

고 각 팀별 팀장이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상담원의 상담내역과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는 상담원의 인사고과나 대부

분 계약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콜센터의 구조상 재계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

니라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상담원을 크게 세 개 정도의 분류로 나누어 우수고객이나 

난이도가 높은 상담내용은 우수 상담원에게 상담을 하게 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임

과 동시에 상담 기술이 낮은 상담원이 상담 난이도가 높은 상담을 제대로 처리를 하

지 못하고 다른 상담원에게 다시 상담을 받도록(이를 호전환 이라 한다.) 함으로써 발

생되는 시간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4.4 고객의 분류

회사의 높은 매출을 위해서는 구매빈도나 구매 정도가 높은 우수고객에게 좀 더 많

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CRM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고객에 대한 분류체계를 활용

하고 있다. 콜센터에서는 우수고객이 상담원 연결을 시도 하 을 때에 우선적으로 연

결을 되도록 하거나 상담 기술이 높은 상담원을 연결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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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바운드 콜센터 효율화를 위한 전략

<그림 4.1> 상담난이도와 고객등급에 따르는 rout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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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난이도(H, M, L)와 고객 등급(최우수, 우수, 일반)에 따라 <그림 4.1>과 같이 

분류를 하고 최우수 고객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거나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는 고

객과 우수 고객중에서 상담 난이도가 높은 상담의 경우 상담 기술이 높은 상담원에게 

연결하고 최우수 고객에서 난이도가 낮거나, 우수고객에서 상담 난이도가 중간정도, 

일반고객에서 상담 난이도가 높은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 기술이 중간 정도의 상담원

에게, 나머지는 상담기술이 다소 낮은 고객에게 연결하여 줌으로써, 우수고객이나 상

담 난이도가 높은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상담 기술이 낮은 상담원에게 연결됨으로써 

발생되는 고객 불만족 요인이나, 호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간적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고객등급이 낮은 고객이나 상담 난이도가 낮은 상담의 경우 

상담 기술이 높은 상담원에게 연결함으로써 발생되는 인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다. 

5. 사례연구

A카드사의 경우 인바운드 콜센터의 상담원 규모가 거의 1000여명에 육박하는 국내

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콜센터 중 하나이지만 콜량의 증가폭이 커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모의 확장이나 상담원 규모를 늘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콜센터의 인프라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가능 하여 현재 180

초인 콜당 평균 상담시간을 줄여 현재의 상담인력으로 늘어나는 콜량에 대처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 다. 이를 위하여 3절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 다.

5.1 데이터 설명

이용데이터는 분석 직전 월에 상담을 신청한 17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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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상담을 신청하 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전 3개월 동안 한번 이상의 상담

이력이 있는 고객을 추출하 다. 이중 25% 임의추출을 이용하여 26만여 명에 대한 51

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 데이터로 이용하 다.

모델링을 위하여 사용된 변수는 Factor 변수로는 성별, 가족카드 여부, 결재구분, 회

원등급, 한도등급, 론 카드 소지여부를 사용하 고, Numeric 변수로 가입기간, 이전 3

개월동안 상담건수, 이전 3개월동안 L, M, H의 비율, 카드 유효기간, 카드 보유수, 고

객 Score를 사용하 다. 

5.2 모델링 방법

모델링 방법은 Decision Tree 방법과 Neural Network를 사용하 으며, 여러 가지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각 모델별 예측률을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모형을 선정 예측

률을 측정하 다.

종속변수의 형태로는 난이도의 형태에 따라 L, M, H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과 L, 

M H각각에 대하여 각각의 난이도 여부에 따라 0, 1을 갖는 모형을 사용하 다.

5.3 각 모델별 예측률

사용된 모델은 종속변수의 형태와 방법에 따라 아래의 4가지 모델을 설정하 다.

모형 1 : 종속변수를 H, M, L값을 갖는 Decision Tree

모형 2 : 종속변수를 H, M, L값을 갖는 Neural Network

모형 3 : 종속변수를 H, M, L값에 대하여 0, 1의 값을 갖는 Decision Tree

모형 4 : 종속변수를 H, M, L값에 대하여 0, 1의 값을 갖는 Neural Network

4개의 각 모델에 대한 모형 예측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담 난이도가 L, M, H인 

경우에 대하여 모델링 score 가 상, 하위 각 2.5%에 해당되는 상담에 대하여 예측률

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 5.1> 과 같았다.  

<표 5.1> 모형별 상, 하위 2.5%에 대한 모형 예측률 비교

모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H Score
상위 2.5% 33.92 23.42 34.15 27.82

하위 2.5% 4.27 5.60 3.42 4.55

M Score
상위 2,5% 60.39 56.83 56.20 57.63

하위 2.5% 19.74 21.43 25.81 18.85

L Score
상위 2.5% 76.11 70.35 69.96 74.84

하위 2.5% 30.09 34.54 37.09 33.12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측률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종속변수를 L, M, H

의 값을 갖는 Decision Tree모형(모형 1)을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선정하여 모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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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형평가

Decision Tree의 모형에서 Split rule을 Gini reduction, Maximum Depth of Tree 

를 10으로 하여 모형을 평가한 결과 아래 <표 5.2>와 같았다. 모형의 효율을 평가하

기 위하여 전체 회원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난이도 예측 없이 임의로 배정

을 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난이도 예측을 하여 배정을 하 다.

<표 5.2> 상담난이도별 임의집단과 예측집단에 대한 모형 적중률 비교 

집단 H 집단 M 집단 L 집단 합계

임의집단 2.5 % 18.5 % 17.1 % 38.1 %

예측집단 5.3 % 22.6 % 20.5 % 48.4 %

5.5 모형에 대한 ROI 평가

콜센터의 난이도 예측을 통한 효과는 <표 5.2>에서와 같이 약 10%p(26%)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모델 평가를 위한 실제 평가에서는 건당 평균 통화시간이 

180초에서 약 160초 정도로 11%의 효과를 기록하 다. 11%의 효과라는 것은 상담원

의 규모를 11%정도 축소를 하더라도 현재의 콜량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현재의 규모로도 앞으로 콜량이 약 10%정도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전체 인바운드 콜센터에 환산하여 ROI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경제적인 효과를 계산하면 대부분의 콜센터의 경우 상담원 1인당 인건비를 포

함한 경비가 약 200만원/월 수준이다. 인바운드 상담원의 규모가 500명일 경우 500명

☓0.11☓200만원=1억1000만원/월이며 연간 약 13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계
산된다. 만약 콜센터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는 평균 통화시간의 단축이다. 대부분의 인바운드 콜센터의 경우 평균통화

시간에 대한 계산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건당 180초 내외를 보이고 있다. 

이를 160초 정도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에서는 약 11%의 효과를 

보이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상담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콜센터에 대한 불만 요인이 상

당히 해결됨으로써 기업이미지에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바운드 콜센터에서 걸려오는 상담전화에 대하여 상담 내용을 미리 

예측하여 상담의 난이도 및 고객등급에 따라 상담원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하 다. 상담 내용에 대한 예측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와 그 동안의 상담이력 데이

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예측을 하 으며, 이를 통한 개선 정도를 ROI로 

계산하 다.

이제까지 시행 하지 않았던 상담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을 처음으로 

적용하 으며 그 효과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보 다.

현재 콜센터의 분위기는 단순히 상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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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걸려오는 전

화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단순히 문의 사항에 응하는 정도 으나, 반대로 걸려오는 전

화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아웃바운드 콜센터의 일부 기능을 도입하여 수익을 올리려

는 노력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데이터마이닝의 역할은 인바운드 콜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의 효과가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위해서 활용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마케팅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콜

센터에서 데이터마이닝의 적용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산업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집안에서 시장을 볼 수 있고, TV를 보면서 

전화로 혹은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이런 고객들의 성향을 파

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추천하고,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객들에 대한 정보와 그 고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데이터화 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컴퓨터의 발달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

어 준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전 공정상에 상황을 자동

으로 검사하고 이들 데이터를 DB화해서 실시간으로 전 공정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제품의 고장이나 결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패턴을 감지함으로

써 무결점의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 하고 있다.  고

장이나 각종 결점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이용해서 결점의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이러한 결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보전을 해주는 과정을 벌이고 있

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통계처리 할 수 있는 기법이 데이터마이닝이다. 

데이터마이닝의 이론이 최근 들어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1960년 초부터 

데이터마이닝의 이론이 등장했으나 대량데이터의 정의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의 용량 문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의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하 다. 또한 약 10여 년 전부터 급성장한 CRM은 데이터마이

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 다. 반면에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마이닝의 적용은 CRM

에서의 데이터마이닝 보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다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결점의 최상의 제품을 만들

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데이터마이닝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LCD분야에서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을 적

용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LCD산업에서의 데이터마이

닝 적용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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