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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안심 상담으로 
컨택센터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라

원격 지원을 통한 Smart & Secure 컨택센터 구축

고객이 컨택센터에 연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에게 필요한 도

움과 원하는 해답을 얻기 위함이다. 도움과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상대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고객이 자신

의 정보를 컨택센터와 공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어느 경우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제공 여부와 제공 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정도일 것이다. 컨택센터는 고객

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상담을 시작하게 되므로 고객이 자신의 정보

를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보여주느냐’가 상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이와 같은 컨택센터의 신뢰도는 고객이 알려

주고 보여준 것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컨택센터에는 다수의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모든 지침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준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즉, 보

안이 철저하게 적용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상담사의 고객 정보 접

근이 자동 통제되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보 수집 동의도 빠짐없이 자동으로 요청되는 등 보안 지침을 완벽히 

준수하는 상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상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

든 과정에 보안이 적용되어 빈틈없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시부터 보안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컨택센터를 통한 상담 처리 과정에는 단계별로 보안 위험 요소가 존재

한다. [그림1] 즉, ‘상담 연결’, ‘상담 진행’, ‘상담 종료’, ‘상담사 관리’의 

업무 처리 단계마다 각각 접속 정보 노출, 정보 임의 수집, 접속 정보 재

사용, 상담사에 의한 정보 유출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컨택센터가 이러한 위험 요소가 철저히 제거된 고객 안심 상

담으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담의 시작

부터 끝까지 어떤 보안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

트콜’(www.remotecall.com)의 실제 구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컨택센터가 스마트화되면서 고객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컨택센터로 접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고객 정

‘믿고 알려주게 만드는’ 안심 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한’ 안심 상담

Security 1 
상담 연결 

고객의 컨택센터 접속 정보는 
노출의 위험 없이 보호되고 있는가?

그림1  컨택센터 업무 단계에 따른 보안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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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보안 채널을 통해 전송되도록 구현하면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때

문에 어떤 정보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게 되어 안전이 보장된다.  

고객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고객의 정보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단

계별로 이어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열쇠다. 성공적인 상

담을 위해서는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이에 

대한 확실한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객 정보의 수집은 고객에게 

더욱 민감한 사항으로서,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수집되거나 인

지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정보가 수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객이 상담을 위해 컨택센터에 접속한 정보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당 상담에 한해 일회성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담 종료 후에 다시 고객의 

정보에 임의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시스템 상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

어야 한다.

 정보 유출 사고의 약 90%가 내부 직원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출처: 

안랩, 2013) 특히 컨택센터는 상담사의 고객 정보 접촉이 업무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담사의 권한과 승인되지 않은 정보 접근을 철저

히 통제해야 하며, 이러한 인적 보안 관리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 통제되

도록 하여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PC나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고 제어하는 원격 지원은, 상담사

가 고객의 화면을 같이 봐야 하므로 고객의 신뢰감이 뒷받침되어야만 

더 많은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고객과 컨택센터 간의 신뢰를 바

탕으로 정확한 정보 공유가 가능할 때, 컨택센터의 상담 능력은 최대화

되고 고객 만족도 또한 그에 비례하여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고객과 컨택센터의 윈-윈 관계 형성은, 고객이 보고 있는 화면

의 모든 정보를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보안 수준을 갖

추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모트

콜 원격 지원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어야 한다. 

Security 3
상담 종료

상담이 종료된 후 고객 정보에 
임의로 접근할 위험은 없는가?

Security 2 
상담 진행

고객이 상담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Security 4

상담 진행
상담사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가?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콜의 ‘암호화 통신’

그림2  리모트콜 암호화 통신

강력한 보안
원격 연결 시 1차 128bit SSL (Secure Socket Layer) 암호화 통신 후 256-bit AES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2차 암호화 과정을 거쳐 안전한 채널을 유지 (그림2)

암호화 범위
화면 공유 데이터, 키보드/마우스 컨트롤 데이터, 문자 채팅 (Text Chat) 데이
터, 파일 송수신 데이터, 기타 원격 서비스 시 사용하는 기능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 보호

안전한 채널 : SSL 암호화

복호화암호화

암호화 
데이터 전송 ZQ876GHX234...

A9876DF4860C...

Internet
ID=Admin PWD=A...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콜의 ‘원격 지원 동의 요청’

그림3  PC원격 지원 시 필요한 
             마우스/키보드 제어 동의

그림4  모바일 원격 지원 시 
             필요한 사전 동의

그림5   모바일 지원 시 
              화면 녹화 동의

원격 지원 사전 동의 요청

PC와 스마트폰 원격 지원 모
두, 원격지원을 받는 고객으로
부터 원격 지원을 위한 제어 
권한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
야만 화면 공유 및 지원이 시
작된다. (그림3, 4)

상황 별 추가 동의 요청
원격 지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이후라도 고객의 중요 정
보가 수집되는 경우 (파일 송/
수신, 화면 녹화, 화면 캡쳐, 
화면 저장 등)에는 개별 기능 
실행 전 추가로 동의를 요청한
다. (그림5)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콜의 ‘일회성 접속 정보’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콜의 ‘모듈 삭제’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콜의 ‘상담사 관리’

그림6  상담사: 고객에게 
             모바일 접속 번호 고지

그림7  고객: 스마트폰 앱에서 
             접속번호를 입력하여 연결

• 원격지원 인증에 사용되는 접속코드는 랜덤 숫자인 6자리 숫자로 제공된다. 
생성된 접속코드는 실제 통화(또는 채팅) 중인 상담원과의 원격지원 연결을 
위해 1회 생성되고 사용된다. (그림 6,7)

• 일회성 원격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제 3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한다.

• 원격 지원이 종료 후에는 고객의 PC에 설치된 모듈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
어 상담 종료 이후 안전을 보장한다.

• 강력한 관리자 권한: 상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관리자에 의하여 중앙 통제
되며, 관리자는 상담원의 권한을 등급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 상담원 PC의 접속 IP 또는 Mac Address 접근 통제 설정: 관리자는 상담원
의 네트워크 또는 장비의 위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정 IP 또는 IP 그룹, Mac 
Address를 설정하고 허용된 위치에서만 로그인 후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가장 안전한 상담, 
리모트콜 원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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