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상 인증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가이드
‘리모트콜 페이스’ 구축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비대면 영상 인증,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가이드

리모트콜 페이스 소개
리모트콜 페이스(RemoteCall Face)는, 고객이 콜센터 담당자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자신의 얼굴 영상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기업 담당자에게 전송할 수 있고, 콜센터 담당자
는 전송된 영상을 PC화면 상의 전용 뷰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하는 비대면 영상 인증 전용 솔루션입니다.
리모트콜 페이스를 이용한 비대면 실명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비대
면 인증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콜센터에는 리모트콜 페이스가 적용된 비대면 실면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모트콜 페이스 구축 방법을 항목 별로 자세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구축 방법

참고 사항

고객용 비대면 인
증앱
(Android, iOS)

별도 앱으로 개발 가능

신분증 진위 확인과 결합된 앱
으로 개발

기업 앱에 embedded 가능

Library 형태로 제공

콜센터용 비대면
영상 통화 어플리
케이션

비대면 전용 상담 어플리케이션 제공 가능

비대면 영상통화는 전화 통화
를 기본으로 하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콜센터의 프로
세스를 따름.

비대면 실명 확인
프로세스

1. 고객 – 금융 상품 선택
2. 고객 - 비대면 실명 인증 앱 설치
3. 고객 - 앱을 사용하여 신분증 사진을 찍어 전송
하여 신분증 진위 확인 실시
4. 시스템 – 진위 확인 진행
5. 고객 – 영상통화 신청(예약)
6. 콜센터 – 영상통화 실시 및 신분증 사본과 얼굴
비교를 통해 본인 확인
7. 콜센터 – 계좌 발급 및 상품 안내

* 인증 실패 처리 프로세스
• 신분증 진위 확인 단계
: 안내 SMS발송 후 앱 종료
• 영상통화 본인 확인 단계
: 담당자가 실패 사유 안내 후
종료

비대면 실명 인증
후 정보 저장

• 정보 형태: 음성통화 내용이 포함된 영상 파일
• 저장 기간: 고객사 정책, 스토리지 용량 등에 따
라 설정 가능

녹화파일 용량: 1분 당 4MB
녹화파일 포맷: AVI 또는
MP4

시스템 및 네트워
크 구성

웹서비스, 영상통화 중계서버, 영상녹화서버,
DB 서버로 구성 (필요에 맞게 구성 가능)
• DMZ : Apache, 영상통화 중계서버
• 내부망 : WAS, 영상녹화서버, DB

※ 녹취서버 구축 방안
- 기존 녹취서버 이용
- 비대면 전용 서버 구축
- 녹취서버 없이 구축도 가능

코드난독화, 앱
위변조 방지 등
의 대책

• 공인된 암호화 방식 사용
• 고객사의 암호와 라이브러리, 앱 위변조 방지 등
의 보안 솔루션 적용 가능

암호화된 파일은 전용 플레이
어를 통해서만 재생 가능

이중화 구성방법

• Active-StandBy 구성
• 장애 발생시 fail-over를 통해 서비스 중단 방지

기존 상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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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콜 페이스 구축 성공 사례
리모트콜 페이스(RemoteCall Face)는, 안정된 시스템과 풍부한 운영 노하우로 금융권의 비
대면 실명 인증 도입 시 1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리모트콜 페이스의 대표적인 구축 성공 사례를 통하여 고객사의 요청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도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행은 BNK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광
역시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지방은행이며, 대한민국의 지방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은행입
니다.
부산은행은 2016년 3월에 출시한 ‘썸뱅크’ 서비스에 리모트콜 페이스를 도입하였으며, 고객
이 썸뱅크 앱에서 모바일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 단계를 완료하면 실
명 인증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영상통화를 신청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
니다.
• 도입 시기: 2016년 3월
• 적용 서비스: BNK실명인증 앱
• 서비스 방식: 부산은행 썸뱅크 앱 이용 시, 실명 인증 단계에서 실명인증 앱을 추
가로 설치하고 신분증 제출 및 영상통화를 진행하여 실명 인증 완료

[Success point] 부산은행의 구축 사례와 서비스 내용은 리모트콜 페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구축 방식으로서, 고객이 모바일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인증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친화적인 비대면 영상 인증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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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 1998년 12월 국내 은행 유일의 연중무휴 영업점 운영을 시작하여 고객 채널 운
영 부문의 업계 선도적 위치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 은행의 탈 지역화 전략의 첨병으로 수도권
/충청권 지점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리모트콜 페이스를 도입하여 ‘뉴스마트뱅킹’ 앱의 ‘스마트 데스크’와 ‘JB다이렉트’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입 시기: 2016년 3월
• 적용 서비스: 전북은행 영상인증 앱
• 서비스 방식: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앱 이용 시, 실명 인증 단계에서 영상인증
앱을 추가로 설치하고 신분증 제출 및 영상통화를 진행하여 실명 인증 완료
[JB다이렉트]

[스마트데스크]

[Success point] 전북은행의 리모트콜 페이스는, 도입 방법은 표준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지
만 이를 활용함에 있어 모바일 다이렉트 계좌 개설 외에 ‘스마트데스크’라는 또 하나의 비대면
창구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리모트콜 페이스 비대면 영상 인증은 이를 도입한 고객
사의 니즈에 따라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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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탄탄한 중국 거래망을 이용해 기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중화권
증권사로서, 타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IT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만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유안타
그룹과 국내를 연결해 그룹의 온라인망 해외 시너지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리모트콜 페이스를 도입하여 ‘스마트 계좌개설’ 앱을 제공 중이며, 비대면 실명
인증 기능까지 하나의 앱에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도입 시기: 2016년 2월
• 적용 서비스: 유안타증권 스마트 계좌개설 앱
• 서비스 방식: 스마트 계좌개설 앱에서 계좌 개설 시, 실명 인증 단계에서 신분증
제출 후 영상통화를 진행하여 실명 인증 완료

(추가 앱 설치
불 필요)

[Success point] 유안타증권은 증권사라는 특징을 전폭 활용하여, 모바일에서 빠르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주는 계좌 개설 전용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비대면 인
증 역시 인증 앱 추가 설치 없이, 하나의 앱 내에서 원패스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리모트콜 페
이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순한 영상 통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원격 지원 서비스
전문 기업인 알서포트의 리모트콜 페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객사 커스터마이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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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서포트는 2002년 PC 원격 지원을 시작으로 모바일 원격 지원을 거쳐,
2013년 가장 먼저 영상 지원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고
원격 영상 지원 서비스 ‘리모트콜 비주얼팩’ 을
국내 및 글로벌 다수 기업에 공급하여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알서포트의 영상 지원은
‘리모트콜 페이스’로 또 한번 진화하였습니다.”

비대면 인증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영상 인증을 준비해 온
검증된 기업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리모트콜 페이스 상담 전용 창구
s_sales@rsupport.com
070-70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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