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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 통신망의 확  용으로 인터넷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음성과 비디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하

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VoIP(Voice over IP)는 IP를 이용하여 음성과 데이터를 패킷 형태로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송하는 기술이다[1]. 패킷 네트워크에서 VoIP 시그 링 기술을 이용하면 망 자

원으 효율  이용  PSTN에 가까운 음질 그리고 인터넷과 연계한 다양한 음성서비스 지원이 가능하

다. 콜센터에서도 VoIP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VoIP망에서의 녹취 시스템이 필요하다. VoIP 녹취 시스

템은 상담원과 고객 간의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여 보 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악할 수 있으며 녹취 데이터의 통계 자료 제공으로 효율 인 리가 가능하고, 선택 녹취, 스 쥴링 

녹취, 상담원의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고객 리의 질 인 향상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에 큰 

향을 주지 않고 기존의 VoIP 녹취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한 에이 트를 포함한 VoIP 녹취 시스템

을 제안한다.

1. 서론

지 까지 콜센터는 PSTN이라는 공 화망을 

심으로 고객과 상담원이 연결되어 콜센터에 구축

된 서버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차

세  멀티미디어 컨택센터는 공 화망과 IP망에 

계없이 고객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기존 콜

센터의 경우 고가의 구축비용과 구축시간의 장기화, 

과다한 운 비용, 장애처리  설치공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들이 지 되어 왔다. 반면에 한 단계 

진화된 IP 컨택센터는 기존 콜센터 장비에 IP를 추

가함으로써 구축비용  운 비용이 감되고, 구축

시간  장애처리시간 단축되는 등 장 이 많아 주

목을 받고 있다. IP 컨택센터를 구축하기 해서는 

IP-PBX, CTI, IVR, 녹취 등의 장비와 기능이 필요

하다. 특히, 상담원과 고객이 요사항을 논의할 시

에 법률  증빙이 되도록 녹취를 해두는 기능은 더

욱 요해지고 있다[2].

기에 녹취 시스템은 음성보드를 활용한 앙집

식 장비를 사용하 으나 재는 기술의 발달과 업

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녹취 단말기를 사용한 

Client/Server 기반의 녹음 시스템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Client/Server 기반의 녹취 시스템은 확장성과 

경제성, 그리고 분산처리에 의한 신뢰성 등에서 월

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CTI  웹 로그램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VoIP 녹취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성능에 향을 

주지 않고 사용 가능하고, VoIP 기반의 통신환경에

서 화내용을 녹취하고, 녹취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VoIP 녹취 시스템에서는 상담

원 간의 통화 음성을 녹취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VoIP 녹취 시스템에서 불가능했던 상담

원 간의 통화 음성을 녹취하기 한 시스템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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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의 VoIP 녹취 시스템의 구조와 문제 에 해 기술

하고, 3장에서는 에이 트 기반 VoIP 녹취 시스템의 

구조와 문제 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녹취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한 에이 트를 

포함한 VoIP 녹취 시스템에 해 기술하고, 마지막

으로 결론  향후 연구 과제는 5장에서 기술한다.

2. 기존의 VoIP 녹취 시스템[5]

기존의 VoIP 기반 녹취 시스템은 IP Sniffering 

기술[4]을 이용하여 패킷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녹

취 시스템은 수집한 VoIP 패킷을 해석하여 녹취 

일을 생성하고, 녹취 일을 검색, 재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백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VoIP 

기반 녹취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존의 VoIP 녹취 시스템 구성도

기존의 VoIP 기반 녹취 시스템에서 상담원과 고

객이 통화를 할 경우 IP Softswitch를 경유하여 음

성 패킷이 이동하게 된다. 그 패킷은 Tap 장비를 통

해서 녹취 서버로 송되고, 녹취 서버에서 패킷을 

수집하여 녹취 일을 생성하게 된다.

기존의 녹취 시스템은 크게 녹취 서버 로그램

과 리자 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녹취 서버 

로그램에서는 상담원과 고객 간의 통화 내용을 

raw mode packet 수집을 통해 분석하여 녹취 데이

터를 생성한다. DB로는 MySQL을 사용하여 고객, 

상담원, 녹취 일, 통화, 로토콜, 코덱 정보 등을 

장한다. 리자 로그램은 녹취 서버의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한 로그램으로 녹취된 일

을 청취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기존의 녹취 시스템에서는 상담원과 고객 간의 

통화 음성 패킷이 Tap 장비를 통해서 녹취 서버에

서 수집되므로 네트워크에 추가 인 부하를 주지 않

고 녹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녹취 시스템에서는 IP Softswitch

를 경유하지 않는 패킷을 수집할 수 없다. 상담원 

간의 통화 음성 패킷은 IP Softswitch를 경유하지 

않고 상담원의 PC 간에 직  이동하게 되므로 녹취

서버로 송될 수 없고, 녹취 일을 생성할 수 없

다. 상담원끼리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녹취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다.

3. 에이 트 기반의 VoIP 녹취 시스템

IP Softswitch를 경유하는 패킷 뿐 아니라 경유

하지 않는 음성 패킷을 모두 수집하기 해서 패킷

을 주고받고 있는 해당 상담원 PC에서 직  패킷을 

수집해야 한다. 즉, 에이 트 기반의 VoIP 녹취 시

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에이 트 기반의 녹취 시스

템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에이 트 기반의 VoIP 녹취 시스템 구성도

모든 패킷의 수집은 각 에이 트를 통해 이루어

진다. 녹취 서버는 패킷 수집은 하지 않고, 에이 트

로부터 송된 패킷을 분석하여 녹취 일을 생성하

는 일을 한다. 각 상담원의 PC에서 동작하고 있는 

에이 트가 모든 음성 패킷을 직  수집하여 녹취 

서버로 해당 패킷을 송한다. 음성 패킷의 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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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방지하기 해 각 에이 트는 자신과 련된 

패킷만을 서버로 송한다. 상담원 간의 통화에서는 

두 에이 트가 같은 패킷을 서버로 송하게 됨으로 

복된다. 그래서 상담원 간의 통화에서는 다른 상

담원에게 보내는 패킷만을 서버로 송하고, 받는 

패킷은 송하지 않는다.

모든 패킷의 수집을 각 에이 트를 통해서 수행

하기 때문에 상담원과 고객 간의 음성 패킷 뿐 아니

라 상담원 간의 음성 패킷도 모두 수집하여 녹취 

일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인 네트워크 부

하가 발생한다. 상담원과 고객 간, 상담원 간의 통화

를 해 송되는 음성 패킷이 기본 으로 네트워크

를 사용하고, 추가 으로 각 에이 트에서 녹취 서

버로 패킷을 송하기 해 네트워크를 복해서 사

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네트워크 부하가 상된다. 

많지 않은 상담원 간의 통화 음성 패킷을 수집하기 

해 에이 트 기반의 녹취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상담원과 고객 간

의 통화에서 향을  수 있다.

4. 에이 트를 포함한 VoIP 녹취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상담원과 고객 간의 음성 패킷과 상담원 간의 음성 

패킷 모두를 수집하기 해서 기존의 녹취 시스템에 

에이 트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VoIP 

녹취 시스템의 기능을 그 로 사용하면서, 에이 트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담원 간의 음성 패킷도 수집

하여 녹취 일을 생성할 수 있다. 에이 트를 포함

한 VoIP 녹취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에이 트를 포함한 VoIP 녹취 시스템 구성도

상담원과 고객 간의 통화 음성 패킷은 기존의 녹

취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Tap 장비를 통

해서 녹취 서버로 달된다. 상담원 간의 통화 음성 

패킷은 각 에이 트에서 수집되어 녹취 서버로 송

된다. 이와 같이 에이 트를 포함한 녹취 시스템을 

사용하면 모든 음성 패킷은 네트워크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수집될 수 있다.

기존의 녹취 시스템에서 에이 트를 사용하기 

해 추가 인 소 트웨어 설계가 필요하다. 에이 트

를 포함한 VoIP 녹취 시스템의 소 트웨어 구성도

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에이 트를 포함한 녹취 시스템 S/W 구성도

각 상담원 PC에 에이 트 로그램이 설치되고, 

그 에이 트 로그램은 녹취 서버에 속한다. 서

버는 속한 에이 트를 리하고(①), 속한 모든 

에이 트에 상담원 리스트 정보를 달한다. 각 에

이 트는 서버로부터 상담원 리스트를 받아 리하

고(②), 수집한 음성 패킷이 상담원 간의 통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사용한다.

각 에이 트는 상담원이 통화를 할 경우 실시간

으로 음성 패킷을 수집한다(③). 리하고 있는 상담

원 리스트와 수집된 패킷의 출발지, 목 지를 비교

해서 상담원 간의 음성 패킷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④), 이외의 패킷은 모두 버린다. 상담원 간의 음성 

패킷이라도 복 송을 방지하기 해 상 방에게

서 받은 패킷 한 버린다.

그 후 에이 트는 상담원 간의 통화임이 확인된 

음성 패킷을 서버로 송하는데(⑤), 서버에서 다시 

어떤 상담원 간의 통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복 

수행하지 않게 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8바이트

의 헤더를 첨부하여 녹취 서버로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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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서버는 각 에이 트가 보낸 패킷을 받아 헤

더를 분석하여 어떤 상담원 간의 통화인지를 확인하

고(⑥), 바로 기존 녹취 시스템의 패킷 버퍼로 송

한다(⑦). 그 다음 패킷을 분석하여 녹취 일을 생

성하고, DB에 추가하는 일 등은 모두 기존 모듈에

서 처리한다(⑧).

(그림 5) 녹취 서버로 송되는 패킷의 헤더

에이 트를 포함한 VoIP 녹취 시스템을 사용하

면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지 않고 패킷을 수집하는 

기존 녹취 시스템의 장 을 그 로 이용할 뿐 아니

라, 기존 녹취 시스템에서 불가능했던 상담원 간의 

통화 음성 패킷도 수집하여 녹취 일을 생성할 수 

있다.

기존의 녹취 시스템과 비교하여, 에이 트에서 

상담원 간의 통화 음성 패킷을 녹취 서버로 송할 

때 추가 으로 네트워크를 더 사용한다. 하지만 각 

에이 트에서 먼  패킷을 확인하고, 복 없이 상

담원 간의 통화 음성 패킷만을 송하므로 네트워크

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서버에도 부담을 주지 않

는다.  상담원 간의 통화는 상담원과 고객 간의 

통화와 비교해서 으므로, 녹취 시스템의 주 기능

을 이용하는데 큰 향을 주지 않는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콜센터에서 상담원과 고객 간, 상

담원 간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VoIP 녹취 시스템

을 제안하 다. 기존의 VoIP 녹취 시스템의 기능을 

그 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녹취 시스템에서 

할 수 없었던 상담원 간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기

능도 추가되었다. 한 네트워크에 큰 향을 주지 

않고, 기존의 녹취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 다. 

제안된 VoIP 녹취 시스템은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컨택센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원가 감  쟁

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다양한 응용 구 이 가

능하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이 트를 포함한 

VoIP 녹취 시스템을 구 하고, 기존의 녹취 시스템

과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상담원 

간의 통화 시에 어느 정도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

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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