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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nnected Device?

Desktop PC Portable PC

Tablets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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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8% 10.7% 77.7% 2014-2019 CAGR 6.5%

Smart Connected Device Shipment, 2014 and 2019

[ Source: IDC Worldwide Quarterly Smart Connected Device Tracker, March 20,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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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Device 2003 and 2020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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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rillion in 
Revenues

Smart devices, smart 
buildings

[ Source: IBM InterConnect KeyNote by Virginia Rometty CEO , Oct,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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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Support Software, 2015 and 2019 Forecast

[ Source: IDC Worldwide Clientless Remote Support Software 2015-2019 Forecast, Jan 2015]

(unit : $M)

Growth Rate

87.8%

2015-2019 CAGR 17.4%



Remote Support Software, 2015 and 2019 Forecast

“Growth in the clientless remote support 

software market is very strong.

The market grew over 35%”

- Worldwide Clientless Remote Support Software 2013 Vendor Shares, IDC 2014



IT Managers’ Top Initiatives

[ Source: www.aicpa.org, B2B Forum IoT session by Samsung Business, Sept 2015]

1. Control and Use of Mobile Devices

2. Information Security

3. Data Retention Policies and Structure

4. Remote Access

5. Staff and Management Training

•
•
•



support for customer

43.5%

기업의내•외부원격활용비중

[source : RSUPPORT, ‘상장사+공공기관+대학+병원 대상 소비자 조사’, April 2014]

support for both

26.1%
support for employee

30.4%
used rate

of

RSUPPORT,

“RemoteCall + mobile pack”

(2014)



What about your company?

당신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



Success Case

성공사례

비공개

비공개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사용에 불편을 느낄 경우

이것이 제품의 문제인지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영상상담서비스는 전문 상담사들이 문제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고객에게 해결방안을즉시제공해 줄 수 있다면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 ○○○○ CS IT 기획 ○○○ 부장 >

○ ○ Telepresence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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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epresence



○ ○ ○ 영상지원 서비스

“전국에서 하루에도 수 십만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동 직원이 사고 현장까지 도착해야 사고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객은 물론 기업에게도 많은 손실이 온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빠른 현장 지원이

가능한 ○ ○○○ 영상지원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조치는 물론, 고객의더빠른일상복귀까지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 ○○○○ IT본부 ○○○ 팀장 >

비공개



“전국에서 하루에도 수 십만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동 직원이 사고 현장까지 도착해야 사고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객은 물론 기업에게도 많은 손실이 온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빠른 현장 지원이

가능한 현장 출동 영상지원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조치는 물론, 고객의더빠른일상복귀까지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 ○ ○ ○ 손해보험 IT본부 ○ ○ ○ 팀장 >

Streaming

○ ○ ○ 현장 출동 영상지원 서비스

비공개



비대면 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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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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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보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Security Edition

1. Control and Use of Mobile Devices

2. Information Security

3. Data Retention Policies and Structure

4. Remote Access

5. Staff and Management Train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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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1단계 신청서 작성

3단계 로그인/원격접속

관리자 협력업체

관리자

2단계 신청 검토/승인

비공개



부모님을 위한 T효자손 - C2C

Mobile 2 Mobile

SK Telecom
연령별 가입 현황

50대이상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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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UPPORT for SMART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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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UPPORT for SMART UX
PC to Printer Support
Provide Seamless Tech Support.
Solve any software related issue remotely without costly site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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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jam? Show customers how to fix it remo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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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Support fo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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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is benefit?

그렇다면, 효과는?



5minute

리모트콜

So, What is benefit?

AHT 단축을 통한 인당 업무 처리량 증가1. 고객 지원

업무처리량 +3.4배

[보안업체 H사의 고객 지원을 위한 리모트콜 도입 효과 비교]

AHT -71%

인당 업무 처리량 증가에 따른 상담 인력 인건비 연간 절감액 (20명 → 6명: 14명 감축)

- 35,000만 원(상담사 14명 X 연봉 2,500만 원 기준)

연간 리모트콜 사용 요금

+ 900만 원(리모트콜 Enterprise 6개 ID 사용 기준, 연간 요금 150만 원 )

연간운영비용절감액

- 34,100만원
인원감축에 의한

유지비용절감액제외

17minute

전화상담

※ AHT(Average Handle Time)



So, What is benefit?

버려지는 이동 시간을 없애 업무 집중도 향상2. 내부 기술 지원

42minute

방문지원 10minute

리모트콜

업무집중도 향상에 따른 인건비 연간 절감액 (2명이 8명 업무를 처리: 6명 증원 효과)

- 24,000만 원(지원 인력 6명 X 연봉 4,000만 원 기준)

연간 리모트콜 사용 요금

+ 300만 원(리모트콜 Enterprise 2개 ID 사용 기준, 연간 요금 150만 원 )

연간운영 비용절감액

- 24,700만 원
이동시간 낭비에의한
기회비용절감액제외

[B종합병원의 원내 기술 지원을 위한 리모트콜 도입 효과]

지원처리시간 -76% 업무집중도 +4.2배



3. 해외 지사 시스템 관리 본사에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여 출장 감소

So, What is benefit?

[S/W개발업체 R사의 중국 및 일본 지사 시스템 관리를 위한 리모트콜 도입 효과]

출장비율 -80% 시간대비효율 +40배

45minute

리모트콜

30Hour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

출장 비용 감소에 따른 연간 출장비 절감액 (10회 → 2회: 8회 감소)

- 800만 원(2인 X 인당 50만 원(아시아 지역) X 연간 8회 기준)

연간 리모트콜 사용 요금

+ 150만 원(리모트콜 Enterprise 1개 ID 사용 기준, 연간 요금 150만 원 )

연간운영비용절감액

- 650만 원
시간대비 효율상승에 의한

관리비용절감액제외



비용 절감 ROI 상승시간 절약

So, What is benefit?



알서포트 소개



한국과일본을필두로아시아원격지원시장의절대적인지배력확보

글로벌원격지원기업주요활동영역

10~12년국내원격지원시장M/S 추이 10~12년일본원격지원시장M/S 추이

Company Introduce

2010 2011 2012

RSUPPORT

Others (3)
Unit : %

Source
Our market share compared to estimates based on sales data (based on 2012), reference to K-report (Korea Enterprise Data)

67

33

69

31

67

33

2010 2011 2012

RSUPPORT

Others (3)
Unit : %

Source
Japan MIC research center(2012)



Company Introduce

산업을리드하는 "Global 6,000" 고객확보로안정적인수익기반구축



Product Introduce

[B2B] remote support for PC & mobile & video

[B2BC] remote control for PC

[B2BC] remote control for Mobile

[B2C] screen recorder for PC & Mobile



현장을 포착한 폰 카메라 영상을 공유하여고객 지원

모든 현장을확인하고 실시간원격 지원

모바일 기기 화면을 공유하여고객 지원

국내 유일 iOS 화면 실시간 공유 및 제어

리모트콜
Support for PC

리모트콜 모바일팩
Support for Mobile

Windows Mac OS X Linux iOSAndroid

리모트콜 비주얼팩
Support for Video

PC와 모바일은 물론 각종 현장까지, 현장 출동 없이 모든 것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원격지원 통합 솔루션”

PC 화면을 공유하여 고객 지원

고객 PC의모든 웹 브라우저지원

Product Introduce



망분리 금융/대기업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강력한 보안의 원격제어솔루션 ‘RemoteView Security Edition’

Product Introduce



이주명, joomyung lee

Chief manager | Product Marketing | Global Marketing Division

RSUPPORT Co. Ltd.,

joomyung@rsupp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