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l centers do not simply play a role of responding to customers’ calls, but they have developed into a core unit

for maintaining competitiveness through services, marketing, or sales. Since the service quality of call centers heavily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organizations have focused on enhancing it by reducing waiting time and increasing

service level.

One of the techniques, which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call centers, is to employ multi-skilled agents that

can handle more than one type of calls. This study deals with three issues relevant to multi-skilled agents. First,

we analyze how the way of allocating a specific group of agents to a set of skills affects the performance of call

centers. Secondly,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multi-skilled agents and the performance

of call centers. Finally, we examine the impact of agent selection rules on the performance of call centers. Two selection

rules are compared : the first rule is to assign a call to any available agent at random while the other rule is to

assign a call preferably to single-skilled agents over multi-skilled agents when applicable.

Based on simulation experiments, we suggest three implications. First, as the length of cycles in the agent-skill

configuration network becomes longer, call centers achieve higher service level and shorter waiting time. Second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s the portion of multi-skilled agents increases, the performance of call centers improves.

However, most of the improvement is attained when the portion of multi-skilled agents is relatively low. Finally, the

agent selection rul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all centers’ performance, but the rule of preferring single-skilled

agents tends to distribute the workload among agents more 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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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콜센터는 고객 서비스, 판매, 마케팅,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상담사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는 조

직을 의미한다. 콜센터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

공기관에서도 널리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메

일, 채팅, 영상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컨

택센터(contact center)로 발전하였다.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은 상담사 접근 가능성,

상담의 효과성, 고객과 상담사 간의 상호작용으로

평가된다(Gans et al., 2003). 이중 접근 가능성은

콜센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성만을 고려한다.

접근 가능성은 상담사와의 연결이 얼마나 용이한

가를 의미하고, 주로 대기시간, 거절율, 포기율 등

으로 측정된다.

특히 대기시간과 거절율은 고객 만족도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는 접근 가능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기

이론에서도 주로 대기시간과 거절율을 계산하고

이들 지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콜센터의 접근 가능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

장하면서 운영비용 최소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꾸

준히 수행되었다. 특히 인건비가 콜센터 전체 운영

비용의 80%를 차지하므로(Pot et al., 2008), 인력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콜센터의 접근 가능성

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멀티스킬(multi-skill) 인력

도입이 있다. 즉 상담 인력이 한 가지 콜 유형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콜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면 콜센터의 접근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

멀티스킬 인력에 관한 기존 연구는 멀티스킬의

유형과 인력 규모 산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멀

티스킬 비율이나 배치 형태 등의 변화가 접근 가

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멀티스킬 인력을

배치할 때 환(cycle)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

임은 알려져 있으나(Jordan and Graves, 1995),

환의 길이와 접근 가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는 없었다. 또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접근 가능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다룬 연

구도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콜을 배분할 때

멀티스킬 인력과 단일스킬 인력 중 누구에게 우선

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멀티

스킬 인력 배치 형태,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 멀티

스킬 인력과 단일 스킬 인력 간 우선순위 등이 접

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

서는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제 3장에서는 멀티스

킬 상담 인력의 배치 형태 및 비율, 콜 배정 방안

등을 정의한다. 제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2. 콜센터 대기 시스템과 연구 현황

2.1 이론적 배경

2.1.1 콜센터 대기 시스템

고객의 전화를 받아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 대기 상황은 <그림 1>과 같이 개의 서버

그룹과 개 유형의 서비스로 이루어진 대기 시스

템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다양한 유형의 콜이 있는 콜센터

콜센터에 걸려온 전화는 가용한 회선이 있는 경

우 시스템에 진입하고 가용한 회선이 없는 경우에

는 거절된다. 전체 전화 중에 이렇게 거절된 콜의

비율을 거절율(blocking rate)이라 한다.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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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완전유연성과 한정유연성 비교

진입한 콜은 가용한 서버가 있으면 곧바로 서버에

연결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열에서 차례

를 기다려 선입선출 규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다.

대기열에서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전화를 끊는 고객

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객의 비율을 포기율

(abandonment rate)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기

하는 고객이 없다고 가정한다. 콜센터에 걸려온 전

체 콜 중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콜의 비율을 서비

스 수준(service level)이라 하며, 본 연구에서는

(1-거절율)과 같다.

<그림 1>에서는 서비스 유형마다 별도의 대기

열이 있어 해당 콜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가

가용할 때까지 대기한다. 만약 스킬 집합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서버가 가용하면 서버 선정 규칙에

따라 하나의 서버를 선정한다.

2.1.2 제조 시설의 유연성

유연성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용량

유연성(capacity flexibility)은 생산수준을 빠르게

증감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종류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Jacobs and Chase,

2014). 생산용량 유연성은 유연한 시설, 유연한 프

로세스, 유연한 인력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제조기업의 유연성은 불확실성과 가변성 하에서

수요에 맞춰 생산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Iravani et al., 2005). Jordan and Graves

(1995)는 각 제조시설에서 어떤 종류의제품들을 생

산할지를 결정하는 제조시설의 유연성 배치 문제를

분석하였는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각 제조시설에서 일부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는 한정유연성(limited flexibility)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완전유연성(total flexibility)을 갖출 때

발생하는 편익의 대부분을 누릴 수 있음을 발견하였

다. 여기서 완전유연성은 각 제조시설에서 모든 종

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

림 2>의 (c)가 완전유연성을 갖는 경우를 나타내고

(a)와 (b)는 한정유연성을 갖는 예이다. 두 번째 원

칙은 제품 수요와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표현한 네트워크(‘스킬 배치 네트워크’라 부름)에서

환의 길이가 길수록 한정유연성으로 인한 편익도 커

진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시

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지만 (a)보다는 (b)처럼 구성하는 것이 편익을

더 증대시킨다. (a)는 길이가 4인 짧은 환(cycle)이

5개 있는 반면에 (b)는 길이가 20인 긴 환 하나만

있다. 이처럼 환의 길이가 길게 제조시설의 유연성

을 배치할 때 유연성으로 인한 효과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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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Graves and Tomlin(2003)은 다단계 공급

사슬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두 가지 현상을 찾아내

고 공습사슬의 유연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새

롭게 제안하였다. Iravani et al.(2005)은 유연성을

정량화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대기 네트워크(queu-

ing network) 모형을 통해 이러한 지표가 시스템

의 성능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였다.

2.2 선행연구 고찰

2.2.1 멀티스킬 상담 인력 연구 현황

<그림 1>과 같이 개의 서버그룹이 있는 콜센

터 대기 시스템에서 서버그룹 의 서버 수를 라

하자. 각 서버그룹의 서버 수를 나타내는 벡터를

    ⋯  
로 나타낼 때 콜 유형 의 서

비스 수준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콜 유형 의 전체 콜 수

시스템 진입이 허용된 콜 유형 의 콜 수

또한 콜 유형 구분 없이 모든 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함수를 로 나타낸다. 서버그룹

의서버한명을고용하는데드는비용을 라두면

콜센터의 인력충원문제(staffing problem)는 다음과

같이 모형화 된다(Atlason and Henderson, 2004).

min  
  






≧ ∀

≧
∈∪ ∀  자연수 집합

여기서 은 콜 유형 의 최소 서비스 수준을 나

타내고 는 모든 콜에 대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의

미한다.

위 모형에서 와 를 명시적인 식으로 표

현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값

이 주어졌을 때 와 의 함수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어렵다(Cezik and L´Ecuyer, 2008).

또한 와 의 근사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경우 해의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ezik and L´Ecuyer, 2008). 대신 시뮬

레이션을 통해 와 의 값을 추정하면서 모

형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Atlason

and Epelman(2008)는 와 의 값을 추정하

고 정수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절단평면(cutting

plane)을 추가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후 Atlason and Henderson(2004)은 절단평면

대신 해석중심 절단평면(analytic center cutting-

plane)을 추가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윤배 등(2004), 김성문 등(2011), 류기동 등(2015)

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담사 근무 일정 문제를 분

석하고 상담인력 규모의 최소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Wallace and Whitt(2005)는 정수계획법

해법이 아니라 국부탐색(local search) 방법을 통해

인력충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초기 서

버 수와 스킬 집합별 인원을 설정하고 서버 수와

스킬 집합별 인원을 증감시켜 가면서 총 서버 수와

회선 수를 최소화하는 휴리스틱 방법을 제안하였

다. 또한 Wallace and Whitt(2005)는 멀티스킬 상

담 인력이 콜센터의 접근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매

우 효과적임을 보였다. 특히, 두 가지 유형의 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유연성만 갖추더라도

접근 가능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면서 멀티스킬 콜

센터의 상담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수리

계획법 문제로 모형화한 연구도 있었다(Cezik and

L´Ecuyer, 2008; Taskiran and Zhang, 2017). Cezik

and L´Ecuyer(2008)는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

면서 멀티스킬을 갖는 상담 인력을 최소화하는 비선

형정수계획법모형을제시하고절단평면법을사용하

여 해를 구하였다. 최근 Taskiran and Zhang (2017)

은 1단계에서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규모를 최소화

하는 정수계획법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는 휴가 일정을 고려한 작업조별 근무 인

력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수계획법 모형을

이용하여 멀티스킬 상담 인력을 최소화할 경우 콜센

터 규모가 커질수록 계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한다는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ot et al.(2008)은

휴리스틱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휴리스틱은 빠른

시간 내에 거의 최적에 가까운해를찾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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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존 연구의 문제점

콜센터와 제조시설 유연성에 관한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 첫

번째로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배치 형태가 서비스

수준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가부족하다. 제조시

설의 유연성을 다룬 연구에서는 가장 긴 환을 갖도

록 유연성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들 연

구는 대기 시스템이 아니라 뉴스벤더(newsvendor)

모형을 가정하였다. 즉 제품의 연간 수요가 확률분

포에 의해 정해지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공장별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결정하며 이때 충

족된 수요의 비율이 제조시설의 수행도가 된다. 그

러나 대기 상황에서는 유형이 다른 콜이 계속적으

로 시스템에 진입하며 뉴스벤더 모형과 다르게 콜

유형별 개수가 단번에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콜

이 도착할 때마다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콜 유형

중 어떤 콜을 담당하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제

조시설의 유연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뉴스벤더

모형을 콜센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콜

센터의 경우 대기열 길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러한 상황도 뉴스벤더 모형과는 구별된다.

또한 콜센터의 멀티스킬 상담 인력 배치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모든 가능한 스킬 집합에 인력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멀티스킬을 배치하고

있다(Taskiran and Zhang, 2017). 인력이 두 가

지 스킬만 가진다 하더라도 콜 유형이 많으면 스

킬 집합의 종류는 콜 유형 개수의 이차함수 형태

로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직종인

콜센터 상담 인력의 충원⋅교육을 담당하는 관리

자 입장에서는 스킬 집합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관

리의 복잡성이 배가된다. 따라서 스킬 집합의 종

류를 적절히 제한하면서 콜센터의 유연성을 제고

하려면 스킬의 배치 형태와 서비스 수준 간의 관

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킬 배치 형

태를 환의 길이에 따라 구분하고 환의 길이가 달

라짐에 따라 콜센터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두 번째로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비율과 서비스

수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제조시설의 유연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일 기능

을 갖는 시설과 다수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 혼재

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콜센터에 관

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면서 서버 고

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을

뿐,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비율이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인력이 멀티스킬을 갖추게 하려면 교육⋅훈련 등

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멀티스킬 상담 인력을

제한 없이 증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때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비율과 서비스 수준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적정

비율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

은 주제는 멀티스킬 인력과 단일 스킬 인력이 동

시에 가용한 상황에서 콜을 할당할 서버를 선택하

는 규칙이다. 즉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

중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

아가 이러한 콜 배정 우선순위가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멀티스킬 서버의 비율에 따

라 달라지는지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문제 정의 및 분석 모델

3.1 환(cycle)의 길이와 유연성 간의 관계

네트워크에서 마디(vertex) 집합을  , 호(arc)

의 집합을 라 할 때 경로는 마디들의 배열 

⋯  (단,    ∈ ∀  ⋯ )을 말한다.

경로 중에서   인 경로를 환(cycle)이라 한다.

환의 존재 여부와 환의 길이는 유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이 4개 종류의 제품과

4개 생산시설이 존재하는 스킬 배치 네트워크를

고려해 보자. 생산시설 가 제품 를 생산할 수

있는 때만 생산시설 와 제품 를 서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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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이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3>(a)에서 호 와 는 생산시설 

가 제품 1과 2를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생산시설의 생산용량은 1이라 가정한다. 마디 옆에

있는 숫자는 제품의 수요 또는 생산시설의 생산용

량을 의미한다.

<그림 3>(a)에는 환이 없다. (a)에서 4개 제품

의 수요가 각각  ,   ,  ,  ()인 경

우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

시설 에 만큼의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유용량을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그림 3>(b)에는 길이가 4인 2개의 환이

있다. 4개 제품의 수요가  ,  ,  , 일

때 생산시설 에서 제품 1을 1만큼 생산하고 생

산시설 에서 제품 1과 2를 각각  , 만큼 생

산함으로써 제품 1과 2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시설 에서 제품 3과

4를 각각  , 만큼 생산함으로써 제품 3과 4의

수요도 충족할 수 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시설의 여유용량이 환을 따라 다른 제품의 수

요를 충족하는 데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환이 더

많은 생산시설과 제품을 포함할수록 수요 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

만약 4개 제품의 수요가  ,  ,  , 

라면 <그림 3>(b)와 같은 구성으로는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고 <그림 3>(c)만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생산시설 가 제품 1과 2를 각각  , 

만큼 생산하고, 생산시설 가 제품 2를 1만큼 생산

하고, 생산시설 가 제품 3과 4를 각각  , 만

큼 생산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시설 가 제품 4와 1

을 각각  , 만큼 생산하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림 3>(c)에는 길이가 8인 환 하나만 존재

한다. 모든 마디가 포함된 가장 긴 환을 갖고 있어

가장 유연하게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3.2 환의 길이가 다른 멀티스킬 콜센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일한 스킬 개수를 갖더라

도 스킬 배치 방법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현상이 콜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의 길이가 서로 다른 스킬 배치 방법들을

고려한다. 12개의 서버그룹이 있고 같은 그룹에 속

하는 서버는 동일한 스킬 집합을 갖는다고 가정한

다. 또한, 12개의 콜 유형이 있으며 각 콜 유형별 수

요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모든 콜은 해당 유형의

콜을 처리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진 서버에게 배정된

다. 먼저 서버가 2개의 스킬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림 4>의 (a)～(e)와 같이 5가지 스킬 배치 방법

이 존재한다. 그림에서 서버그룹명은 그 그룹이 가

지는 스킬과 스킬 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개의 스킬을 보유한 서버그룹 는 콜 유형

와 콜 유형 에 대응할 수 있으며, 콜 유형 에

대한 스킬이 1차적 스킬이고 콜 유형 에 대한 스

킬이 2차적 스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 효율성

면에서 1차적 스킬과 2차적 스킬 간에 차이가 없다

고 가정한다. 다만 콜을 배정할 때 1차적 스킬을 가

진 서버그룹에 먼저 배정하고 1차적 스킬을 보유한

서버가 가용하지 않을 때 2차적 스킬을 가진 서버

에게 배정한다. 이러한 콜 배정 우선순위는 스킬이

3개, 4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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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배치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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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부 상담 인력만 멀티스킬을 가질 때 배치 방법들

<그림 4>(a)에서 콜 유형 A는 서버그룹 AB와

서버그룹 BA에 소속된 서버에게 배정되고 콜 유형

B도 동일하게 서버그룹 BA와 서버그룹 AB에 배

정된다. 서버그룹 AB와 서버그룹 BA는 콜 유형 A

와 콜 유형 B를 처리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진다. 서

버그룹 AB는 우선적으로 콜 유형 A를 처리하며

유형 A의 대기열이 비어 있을 때 콜 유형 B를 처리

한다. 반대로 서버그룹 BA는 우선적으로 콜 유형

B를 처리하며 유형 B의 대기열이 비어 있을 때 콜

유형 A를 처리한다. 이러한 우선순위 규칙은 다른

배치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는 길이가 가

장 짧은 환을 가지며, (e)의 경우 길이가 24인 가장

긴 환을 갖는다. 다음으로 (f)～(i)는 각 서버그룹이

3개의 스킬을 갖는 경우를 나타낸다. (f)에서 콜 유

형 A는 서버그룹 ACB, BAC, CBA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f) ～(i)에는 여러 개의 환이 존재하지만

환의 최대 길이는 각각 6, 8, 12, 24이다. 마지막으

로 (j)～(l)에서는 각 서버그룹이 4개의 스킬을 갖

는다. 3개의 스킬을 가질 때와 마찬가지로 (j)～(l)

에는 여러 개의 환이 존재하지만 환의 최대 길이가

각각 8, 12, 24이다.

3.3 일부 인력만 멀티스킬을 갖춘 콜센터

서버가 더 많은 스킬을 보유하게 하려면 그만큼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증가한다. 제한된 예

산과 투입 시간을 반영하여 서버의 스킬 개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일부 서버만 멀티

스킬을 보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서버의

스킬 개수가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4>에서 이미 다루었고 본 절에서는 일부 서버만

멀티스킬을 보유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그림 5>는 일부 인력만 멀티스킬을 보유하고

최대 2개 스킬을 보유할 수 있는 콜 센터 상황을 나

타내고 있다. 서버그룹 는 단일 스킬만 갖춘 서버

그룹으로 콜 유형 에만 대응할 수 있다. 서버그룹

는 두 개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 유형 

에 대한 스킬이 1차적 스킬이고 콜 유형 에 대한

스킬이 2차적 스킬이다. (a)에서 콜 유형 A는 단일

스킬을 갖춘 서버그룹 A뿐만 아니라 멀티스킬을 갖

춘 서버그룹 AB, BA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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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ena 시뮬레이션 모델

<그림 5>에서 멀티스킬 서버그룹 간의 스킬 배

치 방안으로 <그림 4> (a)～(f)의 배치 방법을 모

두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

무 많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환의 길이가 가장 길

거나 짧은 두 가지 스킬 배치 방안만을 고려하여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증가가 서비스 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3.4 단일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 간 콜 배정

우선순위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이 혼재되어 있을

때 콜을 배정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

어 <그림 5>(a)에서 콜 유형 A가도착했을 때 서버

그룹 A, AB, BA 중 어느 그룹에게 우선적으로 콜

을 배정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1차적 스킬을

갖는 그룹에게 콜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원칙 하

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즉, 서버그룹 A,

AB, BA 순서로 콜을 배정하는 방법과 서버그룹

AB, A, BA 순서로 콜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다.

멀티스킬 인력이 더 많은 유형의 콜에 응답할 수

있으므로 멀티스킬 인력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스킬 인력에 우선적으로 콜을 배

정하면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 간의 부

하 불균형이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다(Wallace and

Whitt,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단일 스킬 인력에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하고 가능한 한 멀티스킬 인력

을 가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콜 배정 우선순위

가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다.

멀티스킬상담인력의 배치방법, 멀티스킬인력의

비율,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 간 콜 배정

우선순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험해야 하는 조합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멀티스킬 인력의 배치 방법으로

는 <그림 5>에 제시된 두 가지 방법만을 고려한다.

4. 실험 방법

4.1 실험 도구

제 3장에서 제시된 요인들이 콜센터 서비스에 미

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는해석적방법은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방

법을 사용한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는 Arena

를 사용한다. <그림 4>, <그림 5>에 제시된 콜센터

대기 시스템을 Arena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표현하

였다. 예를 들어 <그림 4>(e)를 Arena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변환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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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파라미터 설정과 접근 가능성 지표

콜센터의 콜 유형은 12개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

유는 환의 길이를 4, 6, 8, 12, 24로 다양하게 설정하

는 것이 가능하여 환의 길이 변화에 따른 접근 가능

성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 스킬 인력만이 존재하는 콜센터를 고려하여 콜

유형별로 10명의 상담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상담사는 120명으로 설정하였다. 콜 유형별로 상담

사 수를 10명으로 설정하면 전체 인력 중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을 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 콜센터의 상담사 수는 500여 명이고 110 콜센

터의 상담사 수도 138명에 달해 본 연구의 가정이

현실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추병주 등, 2012).

실제 콜센터에서는 콜 유형별 도착간격과 서비스

시간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환의 길이,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 콜 배정 규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분리해내기 위해 콜 유형에 관계없이

도착간격과 서비스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는여러기존연구에서도채택된가정이다(Wallace

and Whitt, 2005; Jordan and Graves, 1995).

콜의 도착간격은 지수분포를 따르고 평균 도착

간격은 트래픽이 많은 경우 0.050분, 트래픽이 중

간인 경우 0.055분, 트래픽이 낮은 경우 0.060분

으로 설정하였다. 콜 유형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0으로 간주하였고, 서비스 시간은 지수분포

를 따르고 평균 서비스 시간은 7분으로 설정하였

다. Wallace and Whitt(2005)의 실험 설정을 참조

하여 콜의 도착 간격과 서비스 시간은 단일 스킬

인력 가정 시 서비스 수준이 77%～90%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즉, 단일 스킬 인력 가정 하에서 트래

픽이 높을 때 서비스 수준이 약 77%, 트래픽이 보

통일 때 서비스 수준이 약 84%, 트래픽이 낮을 때

서비스수준이약 90%가 되도록도착간격과 서비스

시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용한 회선은 Wallace

and Whitt(2005)의 연구처럼 상담사 수의 1.2배인

145개로 설정하였다.

콜센터의 접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을 수집하

였다. 각 시뮬레이션마다 도착한 전체 콜 개수와 대

기열에 진입한 콜의 개수를 센 다음 그 비율을 계

산하는 모듈을 Arena 모형에 삽입하여 서비스 수

준을 계산하였다. 대기시간은 콜이 도착한 시점부

터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을 의

미한다. 대기시간을 산정할 때 회선이 모두 사용 중

이여서 거절된 콜은 제외하였다. 거절된 콜의 경우

콜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므로

대기시간이 0이 된다. 거절된 콜을 포함하여 대기

시간을 계산하면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콜의 대

기시간이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거절된 콜을 제

외하고 대기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거절된 콜의 비율은 서비스 수준에서 측정하므

로 굳이 대기시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모형에 대해 각각 50번씩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대

기시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시뮬레이션

1회의 길이는 1440분(24시간)이며 이중 600분을 준

비기간(warm-up period)으로 설정하였다.

5. 시뮬레이션 결과

5.1 환의 길이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그림 4>에 제시된 멀티스킬 인력 배치 방법이

콜센터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를 알아본다. 스킬 배치 네트워크에 포함된 환의 길

이가 달라짐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면 <표 1>, <표

2>와 같고, 표에 제시된 결과를 그래프로 요약하면

<그림 7>과 같다. <표 1>의 수치는 트래픽을 중

간으로 두고 시뮬레이션을 50회 반복하여 구한 서

비스 수준의 평균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표

준편차를 나타낸다. <표 2>는 대기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림 7>의 왼쪽은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오른쪽 그래프는 대기시간

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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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환의 길이에 따른 서비스 수준/대기시간 변화

number
of skills

the length of cycles

4 6 8 12 24

2
0.8621
(0.0112)

0.8830
(0.0084)

0.8901
(0.0105)

0.9068
(0.0109)

0.9133
(0.0082)

3 -
0.8807
(0.0128)

0.8948
(0.0092)

0.9109
(0.0111)

0.9287
(0.0096)

4 - -
0.8959
(0.0085)

0.9125
(0.0114)

0.9351
(0.0101)

<표 1> 환의 길이에 따른 서비스 수준

number
of skills

the length of cycles

4 6 8 12 24

2
8.8690
(0.1236)

8.5981
(0.1057)

8.4871
(0.1247)

8.2740
(0.1181)

8.1807
(0.0896)

3
8.6128
(0.1563)

8.4172
(0.1090)

8.1940
(0.1357)

7.9360
(0.1242)

4
8.4127
(0.1052)

8.1717
(0.1281)

7.8454
0.1213

<표 2> 환의 길이에 따른 대기시간

먼저 보유한 스킬 개수별로 서비스 수준, 대기

시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통계적으로 검증

하였다. 유의수준 1%에서 환의 길이는 서비스 수

준과 대기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7>에서 대기시간의 변화 양상은 서비스

수준의 변화 양상과 거의 동일하므로 서비스 수

준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실험결과를 설명하

기로 한다. <그림 7>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환

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의 길이 증가에 따

른 서비스 수준 개선 정도는 환의 길이가 길수록

감소하였다. 즉, 환이 작은 상태에서 환의 길이가

증가하면 서비스 수준이 크게 개선이 되지만 환

의 길이가 긴 상태에서는 환의 길이가 증가하더

라도 서비스 수준 개선 정도가 작다. 특히 콜센터

인력이 2가지 스킬만을 가지는 경우에 환의 길이

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서비스 수준 개선

폭이 미미하였다. 2가지 스킬을 가지는 경우 환의

길이가 4, 6, 8, 12로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

개선 정도는 점점 감소하며, 환의 길이가 12에서

24로 증가하면 서비스 수준은 거의 동일하였다.

반면 4가지 스킬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환의 길이

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계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환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지만 환의 길이가 일

정 수준 이상이 되면 환의 길이가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개선 정도는 미미하다. 특히 인력의 스킬

개수가 작은 경우에는 환의 길이 증가에 따른 서

비스 수준 개선 폭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반면

인력의 스킬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환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 개선 폭이 완만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스킬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환

의 길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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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length
(CL)

the portion of multi-skilled agent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
0.8139
(0.0133)

0.8359
(0.0094)

0.8463
(0.0129)

0.8552
(0.0111)

0.8573
(0.0122)

0.8589
(0.0130)

0.8593
(0.0129)

0.8591
(0.0089)

0.8631
(0.0131)

0.8616
(0.0123)

0.8621
(0.0112)

12
0.8139
(0.0133)

0.8368
(0.0115)

0.8566
(0.0117)

0.8729
(0.0101)

0.8816
(0.0122)

0.8883
(0.0098)

0.8921
(0.0123)

0.8978
(0.0104)

0.9038
(0.0114)

0.9051
(0.0125)

0.9068
(0.0109)

24
0.8139
(0.0133)

0.8400
(0.0107)

0.8598
(0.0088)

0.8719
(0.0119)

0.8821
(0.0106)

0.8916
(0.0108)

0.8965
(0.0106)

0.9028
(0.0094)

0.9049
(0.0085)

0.9101
(0.0077)

0.9133
(0.0082)

<표 3>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비율에 따른 서비스 수준 변화

cycle length
(CL)

the portion of multi-skilled agent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
9.5085
(0.1444)

9.1996
(0.0951)

9.0722
(0.1281)

8.9652
(0.1243)

8.9307
(0.1225)

8.9082
(0.1511)

8.9056
(0.1380)

8.9058
(0.1199)

8.8773
(0.1447)

8.8690
(0.1440)

8.8690
(0.1236)

12
9.5085
(0.1444)

9.1929
(0.1318)

8.9329
(0.1244)

8.7326
(0.1080)

8.6244
(0.1162)

8.5227
(0.1019)

8.4654
(0.1320)

8.3982
(0.1088)

8.3262
(0.1075)

8.2975
(0.1232)

8.2740
(0.1181)

24
9.5085
(0.1444)

9.1527
(0.1148)

8.9038
(0.0942)

8.7432
(0.0984)

8.6048
(0.0986)

8.4897
(0.1045)

8.4188
(0.1094)

8.3391
(0.0916)

8.2931
(0.0852)

8.2441
(0.0686)

8.1807
(0.0896)

<표 4>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비율에 따른 대기시간 변화

5.2 멀티스킬 인력 비율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멀티스킬 인력 비율이 콜센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실험의 편의를 위해 멀티스킬 인력의 스킬 개

수는 2개로 한정하였다. <표 3>과 <표 4>는 전체

상담 인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을 0～100%까지 변경시킬 때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의 평균을 보여준다. 괄호 안의 숫자는 표

준편차를 의미하며 트래픽은 이전과 같이 중간으로

설정하였다. 스킬 배치 네트워크로는 <그림 4>의

(a), (d), (e) 3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환의 길이는 4, 12, 24이다. <표 3>

과 <표 4>를 보다 알기 쉽게 그래프로 요약하면

<그림 8>과 같다.

멀티스킬 인력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 수

준과 대기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 1%에

서 멀티스킬 인력의 변화는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8>을 보면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이 높을

수록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이 개선된다. 여기서

도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의 변화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서비스 수준에 주안점을 두어 실

험결과를 분석한다.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 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준 개선 폭은 점점 둔화되는데 특히

환의 길이가 짧은 경우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 증가

로 인한 서비스 수준 개선효과는 급격히 감소한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의 길이가 4인 경

우 멀티스킬 인력이 40%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수준 개선효과는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환의 길이가 12 또는 24인 경우에는 멀티스킬

인력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멀티스킬 인력 비율

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준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환의 길이가 짧은 경우 멀티스

킬 인력 비율 증가로 인한 서비스 개선효과는 급격

히 감소하는 반면에 환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멀티

스킬 인력 비율 증가로 인한 효과가 완만하게 감소

한다. 따라서 환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멀티스킬

인력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

적으로 타당하며, 환의 길이가 긴 경우에만 멀티스

킬 인력 비율을 높은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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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멀티스킬 상담 인력의 비율에 따른 수행도 변화

<그림 9> 콜 배정 우선순위에 따른 서비스 수준/대기시간

5.3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 간 콜 배정

우선순위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이 동시에 가용

할 때 단일 스킬 인력에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하

는 방법과 무작위로 콜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행도

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서버는 두

가지 스킬을 갖거나 단일 스킬을 가지며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은 0～100%로 변화한다. 또한 환의

길이가 4, 12 또는 24일 때로 나누어 서비스 수준

과 대기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림 9>에서 (a),

(b), (c)는 서비스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이고, (d),

(e), (f)는 대기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9>를 보면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이

콜 배정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콜 배정 우선순위가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해보

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즉,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 환의 길이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콜 배정 우선순위만을 다르

게 설정한 두 그룹의 평균 차이 유무를 t-검정으

로 검증해보면 콜 배정 우선순위는 서비스 수준

과 대기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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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콜 배정 우선순위에 따른 이용율

다음으로 콜 배정 우선순위가 상담 인력의 이용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0>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단일 스킬

인력에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함으로써 인력의 이

용율을 보다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그림 10>의 (b)와 (e)를 비교해 보자.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이 혼재되어 있을

때 (e)는 콜을 랜덤하게 배정하는 경우를 나타내

고 (b)는 단일 스킬 인력에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e)를 자세히 살펴보면 멀

티스킬 인력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 스킬

인력의 이용율은 점점 증가하고 멀티스킬 인력의

이용율은 큰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단일 스킬 인력의 이용율 증가는 서비

스 수준 증가에 기인하는데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

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수준이 증가하여 단일 스킬

인력의 콜 배정 횟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멀티스킬 인력의 경우 멀티스킬 인

력 비율이 낮을 때는 멀티스킬 인력의 희소성으로

인해 이용율이 높다.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이 높

아지면 가용한 멀티스킬 인력이 많아지면서 희소

성이 떨어지지만 반면에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

서 응답할 수 있는 콜이 증가하기 때문에 멀티스

킬 인력의 이용율은 큰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멀티스킬 인

력의 비율이 낮을수록 단일 스킬 인력과 멀티스킬

인력 간에 이용율 차이가 크고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용율 차이가 점점 감소하게 된

다. (b)를 (e)와 비교해보면 단일 스킬 인력에 우

선적으로 콜을 배정할 경우 멀티스킬 인력의 이용

율을 낮추고 단일 스킬 인력의 이용율을 상승시키

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멀티스킬 인력과 단일

스킬 인력 간의 이용률 차이가 현저히 감소한다.

특히 단일 스킬 인력에 콜을 우선 배정하면 멀티

스킬 인력이 점점 증가할수록 두 인력 간의 이용

율 차이가 감소하고, 멀티스킬 인력 비율이 70%

이상이 되면 두 그룹의 이용율이 거의 비슷해진다.

<그림 10>(a)와 (b)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른

시사점으로 환의 길이가 이용율에 큰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환의 길이가 4일 때보다 환의 길이가

12, 24일 때 인력의 이용율이 높다. 이는 환의 길

이가 길수록 유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더 많

은 콜을 처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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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멀티스킬 인력의 이용

율이 오히려 단일 스킬 인력의 이용율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환의 길이가 짧을 때는 유연성이 상대

적으로 낮아 멀티스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

회가 제한적이게 되고 이로 인해 멀티스킬 인력의

유휴 상태가 상대적으로 빈번해진다. 이러한 상황

에서 단일 스킬에 콜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면

멀티스킬 인력의 이용율이 오히려 단일 스킬 인력

의 이용율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는 멀티스킬 인력이 많아도 환의 길이가 짧으면

멀티스킬 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의

미한다.

5.4 트래픽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트래픽 양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다. 특히 환의 길이가 서비스 수준, 대기시간에 미

치는 영향이 트래픽 양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를 분석한다. 스킬 개수, 환의 길이, 멀티인력 비

율, 콜 배정 우선순위 등의 모든 조합에 대해 트래

픽의 영향을 분석하려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실험이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스킬 개수, 멀티인력 비율, 콜 배정 우선순위

는 고정하고 환의 길이만 변화하도록 설정한 다음

트래픽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한다.

<표 5>와 <표 6>은 스킬 개수는 2개이고, 멀티

스킬 인력 비율은 100%이며, 단일 스킬 인력에 우

선적으로 콜을 배정하고, 환의 길이가 4, 6, 8, 12,

24로 변화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트래픽이 많

은 경우에 평균 도착간격은 0.050분, 트래픽이 중

간인 경우 0.055분, 트래픽이 낮은 경우 0.060분

으로 설정하였다. <표 5>와 <표 6>은 트래픽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대기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들 표를 요약한 그래프가 <그림 11>과 <그림

12>이다. <표 5>, <표 6>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the length of cycles

4 6 8 12 24

traffic

low
0.9294
(0.0105)

0.9487
(0.0102)

0.9582
(0.0089)

0.9661
(0.0077)

0.9705
(0.0060)

medium
0.8621
(0.0112)

0.8830
(0.0084)

0.8901
(0.0105)

0.9068
(0.0109)

0.9133
(0.0082)

high
0.7880
(0.0104)

0.8057
(0.0105)

0.8151
(0.0103)

0.8272
(0.0080)

0.8371
(0.0073)

<표 5> 트래픽 수준에 따른 서비스 수준(2개 스킬 보유)

<그림 11> 트래픽 수준에 따른 서비스 수준 변화

the length of cycles

4 6 8 12 24

traffic

low
0.9294
(0.0105)

0.9487
(0.0102)

0.9582
(0.0089)

0.9661
(0.0077)

0.9705
(0.0060)

medium
0.8621
(0.0112)

0.8830
(0.0084)

0.8901
(0.0105)

0.9068
(0.0109)

0.9133
(0.0082)

high
0.7880
(0.0104)

0.8057
(0.0105)

0.8151
(0.0103)

0.8272
(0.0080)

0.8371
(0.0073)

<표 6> 트래픽 수준에 따른 대기시간(2개 스킬 보유)

<그림 12> 트래픽 수준에 따른 서비스 수준 변화(2개
스킬 보유)

<그림 11>을 보면 트래픽에 관계없이 환의 길이

가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 트래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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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수준의 변화 양상은 트래픽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

하다. <그림 12>에서도 환의 길이가 증가할 때

대기시간이 개선되는 정도가 트래픽에 관계없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트래픽 양에 관계없이 유효

함을 시사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멀티스킬 인력이 있는 콜센터에서 스

킬 배치 방법,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 콜 배정 우

선순위 등이 콜센터의 접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첫째, 상담 인력의 배치 형태 측면에서 환의 길

이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의

길이가 길게 스킬을 배치할수록 서비스 수준이 개

선되었으나 환의 길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

면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특히 스킬 개

수가 작은 경우에는 환의 길이 증가로 인한 서비

스 개선 효과가 작았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상

담사가 2개 스킬을 보유한 경우 환의 길이는 12개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었다.

둘째, 상담 인력의 배치 비율 측면에서는 멀티

스킬 인력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서비스가 개선되

나 개선폭은 점점 감소하였다. 특히 환의 길이가

짧은 경우 멀티스킬 인력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서비스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환의 길이를 3 이상으로 길게 한 다음 멀티스킬

인력 비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상담 인력의 배정 순위 측면에서는 콜을 랜

덤하게 배정하든 또는 단일 스킬 인력에 우선적으

로 콜을 배정하든 수행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단일 스킬 인력에 콜을 우선적으로 배

정하면 랜덤하게 배정할 때보다 멀티스킬 인력과

단일 스킬 인력 간 이용율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는

업무부담의형평성측면에서단일스킬인력에콜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는 환의 길이와 접근 가

능성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환의

길이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접근 가능성

개선에 효과적임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또한 멀티

스킬 인력의 배치 형태에 따라 멀티스킬 인력 비

율이 접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름을

규명한 것도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산업적 가치로는 콜센터 관리자가 관

리의 복잡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접근 가

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 배치 방안을 선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멀티스킬 인력의 적정 비

율을 결정하는 데에도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추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결과를 실제 콜센터에

적용해서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실제 콜센터에서는 콜 유형별로 도착간격과

서비스 시간이 다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

화 대기 상태에서 서비스를 중도 포기하는 콜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포기를 허용하면 서비스 수준

과 대기시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콜센터 상담 인력이 갖추어야 핵심

능력이 업무 지식에서 고객과 교감 및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반영

한 모형을 고안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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