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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가 사회  이슈로 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한 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컨택센터의 경우는 고객정보에 근할 수 있는  

인가자의 수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컨택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기술이 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IP Contact Center의 특징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의 취약 에 해 알아보고 기존의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기술 용방안을 제안한다.

Ⅰ. 서론

오늘날 경 환경은 자유개방 무한 경쟁 체제로 생

존과 성장을 해서는 경쟁우 를 할 수 있는 차

별화 략과 이를 실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역

할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 자 심의 경 에

서 고객 심 즉, 고객만족 차원을 넘어서 고객감동 

수 까지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과의 상호

계에 있어서 보다 극 으로 응하여 기존고객의 

이탈방지  신규고객 확보를 한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

기 해 강력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우  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컨택센터가 고객과 상

담원을 연결매개로 하여 단순히 고객의 문의 화를 

받는 곳 이 다면 최근에는 정보제공, 기업이미지 

제고, 마 , 고객서비스 등과 련된 고객의 화

를 응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장소로 요

한 의미를 가진다.

컨택센터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기업 환경의 

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

한 핵심요소 에 하나가 되었지만 고객과의 최

의 채 로서 고객의 개인정보에 한 보호의 필요성 

역시 매우 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택센터의 발 과정과 IP 컨택센

터에 해 알아보고 IP 컨택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한 연구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IPCC(IP Contact Center) 개요

2.1 IPCC(IP Contact Center)의 정의

IPCC(IP Contact Center)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멀티채  컨택센터 솔루션으로, 기

존에 PBX 기반의 콜센터가 Circuit-Switched ACD

를 기본으로 하여 단순 음성 화만을 지원하는데 

반해서 IP 컨택센터는 기존 콜센터가 가진 모든 기

능을 지원하는 동시에 멀티미디어, 멀티채  양방향 

센터로서 음성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

어(음성, 화상, 채 , Email, Fax)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IP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은 멀티미디어, 멀티채

(음성, FAX, E-Mail, Chat, 화상 등) 지원 기존 

PBX 기반의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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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며 동일한 상담원이 PSTN Call  Internet 

Call, Messages Call등 모든 매체에 한 상담업무

를 지원한다.

다음 [그림1]은 IP 컨택센터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1] IP 컨택센터의 시스템 구성도 

2.2 IPCC(IP Contact Center)의 특징

2.2.1 리의 편의성

IPCC는 하나의 운 체계로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

하여 일원화 된 리체계를 지원하여 상담원 실시간 

모니터링  다양한 운 통계를 통한 효율 인 콜센

터 운 지원이 가능하다.

2.2.2 확장의 용이성

최근 비즈니스의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

고 있다. 따라서 기 구축된 콜센터의 시스템을 환경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 부

분에서 기존 TDM방식의 콜센터 보다 IPCC가 갖는 

효용이 크다. 한 소규모 콜 센터에서 규모까지 

구축이 가능하며 개방시스템 구조 기반으로 증설 시 

다양한 방법으로 용이 가능하다.

2.2.3 비용 감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감되고 운 /유지보수의 비용이 감된다. 한 슬

림화된 시스템으로 사무공간  기타 Utility( 력, 

UPS, 항온항습기)의 비용이 감된다.

2.3 IPCC의 발 과정과 향후 망

단순한 화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콜센터의 역할

이 기업이 경 활동이나 마 활동을 반 하는 ‘고

객행동센터’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2]는 고객 으

로서의 콜센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고객 으로서의 콜센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PBX 기반의 콜센

터가 Circuit-Switched ACD 기반의 단순 음성 화

만을 지원한 것에 반해 IP Contact Center는 인터넷

을 통한 멀티미디어(음성, 화상, 채 , Email, Fax)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IP 컨택센터는 크게 콜센터 운 비용의 감이라

는 측면에서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분산

화, 업무효율성 증 에 한 요구, 통신환경의 변화 

 사용자의 인터넷 친화도 증 에 따라 그 성장이 

더욱 기 되고 있다.

아래 [그림3]은 시  요구 사항에 한 컨택센

터의 변화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 시  요구사항에 한 컨택센터의 변화

IP 컨택센터는 IP를 심으로 통합화를 하여 IP기

반의 통합 컨택센터로서 음성, , 화상, 팩스, 메일 

등의 다매체 통합과 통합 CRM, ERP, KM을 용시

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속성과 이동성을 통합한 

서비스를 실 시키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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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PCC의 고객정보보호 취약  분석

컨택센터는 고객정보의 수집, 분류, 분석, 리 등

을 각각의 서비스 시스템 는 통합DB에서 장하

고 있어 해당시스템을 통하여 고객 련 정보 등을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시스템의 보안

책에 의존하고 있어 컨택센터의 특성을 반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택센터의 고객 개인정보 취

에 따른 취약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침해.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내부 

75%, 외부 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 내부 

침해 사례 에 내부의 인가자에 의한 발생이 77%로 

나타난다. 때문에 일반 인 기업이나 기 등은 주요 

정보자산의 근 통제를 세분화하고 인가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콜센터는 업

무특성상 모든 상담원이 고객정보취 자이기 때문에 

정보 출의 요인이 존재한다.

3.2 집 화, 형화로 인한 취 자 증가.

최근에는 아웃소싱 형태의 컨택센터 운 형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정보취 자도 수 백명 이상의 

컨택센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정보 출에 한 요인이 높다.

3.3  컨택센터의 특성.

일반 인 정보보안 원칙  하나는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인가자를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컨택센터

의 특성상 거의 모든 구성원이 정보 취 자이기 때

문에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하다.

3.4 컨택센터에 합한 개인정보보호 책 미흡.

컨택센터의 경우 고객개인정보를 취 하는 정보 

취 자가 많음에도 컨택센터의 특성에 합한 보안

책 모델이 마땅히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컨택

센터에서도 일반 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방안들을 

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하다.

Ⅳ. IPCC의 고객정보보호기술 용방안

기존의 컨택센터의 보안은 일반 인 기업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고객정보

에 근할 수 있는 인가자의 수가 다른 기업보다 많

은 컨택센터에서는 합하지 않다.

이 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컨택센터

의 시스템에 개인정보 근 권한을 직 별로 세분화

하여 세분화된 모든 직 이 개인정보에 근하기 

Admin, manager 등의 직 이 아닌 상담원 고유 ID

를 통해 한번 더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 한다. 이는 별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만드

는 것이 아니라 [그림4]와 같이 기존의 컨택센터 보

안시스템에 직 에 따라 세분화 된 고객의 개인정보

에 근하기 한 고유 ID 인증을 통해 기존 보안 

시스템의 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4]개인정보보호 기능 용방안

Ⅴ. 결론

오늘날의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한 경쟁우

를 차지하기 해 공 자 심의 경 에서 고객 심

의 경 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과의 상

호 계를 해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러한 에서 컨택센터는 단순한 고객의 문의 화를 

받는 곳이 아닌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이미

지 제고, 마 , 고객서비스 등과 부가가치를 창조

해내는 장소가 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맞춤 서비스를 해 더 많은 

양의 고객 개인정보를 리하고 있지만, 컨택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개

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별개의 보안 시스템이 아닌 기존의 

정보 근 권한을 직 별로 더욱 세분화 된 고객정보

에 근하기 한 고유ID 인증을 용한 모델을 제

안한다. 이는 기존 컨택센터의 고객정보 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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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된 인증 차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없이도 보안의 가장 기본 인 방법인 인가자를 

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 수 

있다.

Ⅴ. 사 사 의  

 본 연구는 2013년도 지식경제부의 SW 문인력

양성 사업의 재원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고용계

약형 SW석사과정 지원사업(HB301-13-1003)으로부

터 지원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권 , 염홍열, “컨택센터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모델”,

순천향 학교,2009

[2]김 기, “고객상담 콜센터의 고객정보 유출방지 방안 연

구”,아주 학교, 2012

[3]“콜센터 산업 실태조사  정책연구”,정보통신 산업진흥

원,2010

[4]오정연,이민우,민병화“공공부문 콜센터 황분석”,한국

산원,2004 

[5]StephenDeery,“Stress in the call center”,Roderich 

Inverson and Jant Walsh,,2002

[6]http://isms.kisa.or.kr KISA, 정보보호  개인정보 리

체계

[7]

- 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