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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리모트콜 도입 = 비용 절감으로 ROI 상승

z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까요?

1. 고객 지원

2. 내부 기술 지원

3. 해외 지사 시스템 관리

z 꼭 맞는 도입 방법을 선택하세요.

1. 필요한 만큼만 저렴하게 빌려 쓰기

2. 입맛에 맞게 구축하여 마음껏 쓰기

3. 최소 리소스로 고객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z 어떤 도입 방법을 선택하셔도 리모트콜은 안전합니다.

z 미국 국방성 BMT를 통과한 원격지원은 리모트콜 뿐입니다.

z 원격 지원 S/W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z 이미 많은 기업에서 리모트콜 원격지원을 사용합니다.

z 귀사도 리모트콜 도입으로 ROI를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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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만족도 상승
비용 절감 ROI 상승

•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률

대폭 상승

• 업무 처리 절차 단순화를

통한 내부 직원 업무 효율

상승

•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통한

외부 고객 만족도 상승

시간 절약

• 지원을 위한 직접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문제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단축

•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인당 업무 효율 증가로 인력

투입이 최소화되고, 이직률

감소로 조직이 안정되어

인건비, 운영비 절감

• 직접 방문을 위한 출장 경비

절감

• 고객 로열티 증대에 의한

마케팅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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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지원

전화상담

리모트콜

[보안업체 H사의고객지원을위한리모트콜도입효과: AHT(Average Handle Time) 비교]

AH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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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 14명 X 연봉 2,500만 원 기준)

연간 리모트콜 사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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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T 단축을 통한 인당 업무 처리량 증가

연간 운영 비용 절감액

- 34,100만 원
인원 감축에 의한

유지비용 절감액 제외

업무처리량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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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원

[B종합병원의원내기술지원을위한리모트콜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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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인력 6명 X 연봉 4,000만 원 기준)

연간 리모트콜 사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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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부 기술 지원 버려지는 이동 시간을 없애 업무 집중도 향상

연간 운영 비용 절감액

- 24,700만 원
이동 시간 낭비에 의한
기회비용 절감액 제외

지원처리시간 -76% 업무집중도 +4.2배

10minute

리모트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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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S/W개발업체 R사의중국및일본지사시스템관리를위한리모트콜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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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X 인당 50만 원(아시아 지역) X 연간 8회 기준)

연간 리모트콜 사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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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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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출장비율 -80% 시간대비효율 +40배

리모트콜

+

연간 운영 비용 절감액

- 650만 원
시간 대비 효율 상승에 의한

관리비용 절감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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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만큼만 저렴하게 빌려 쓰기

“아무것도들여놓을필요가없어부담없다!”

가장 빠르고저렴하게 -부담없는표준화서비스, Cloud
• 여유공간이 적어 추가 장비를 설치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 초기 도입 비용에 부담을 갖는 경우
• 리모트콜의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Cloud

도입 방식
필요한 기간 만큼 월 또는 연 단위로 임대해
서 사용 (ASP 서비스), 도입 비용 저렴

대상 고객 중소 규모 기업

라이선스
원하는 수량의 ID를 원하는 기간만큼 라이선
스 계약하여 사용

하드웨어 필요 없음

OS 라이선스 필요 없음

DB 라이선스 필요 없음

커스터마이징 불가 (표준화된 서비스 사용)

시스템 설치 필요 없음

유지보수 계약 기간 중 무상 (업그레이드 포함)

네트워크 알서포트의 글로벌 중계서버 네트워크 활용

● 리모트콜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영역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 꼭 필요한 기능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RemoteCall Standard

9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RemoteCall Professional

9 최다 기능으로 가장 완벽한 고객지원 RemoteCall Enterprise      

● RemoteCall Enterprise를 구입하시면
RemoteCall + visual pack의 모든기능을추가 비용없이이용하실수있습니다.

RemoteCall + visual pack(리모트콜 비주얼팩)은 현장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3G/LTE, Wi-Fi 네트워크로 상대방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리모트콜 비주얼팩
을 이용하면 공유할 PC화면이 없어도 폰 카메라만 있으면 고객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요청하
고 상담사는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 출동에 대한 내부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횟수가 줄어 장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리모트콜 클라우드 제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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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맛에 맞게 구축하여 마음껏 쓰기

• 서비스를 회사 내에 맞춤형으로 도입하고 싶은 경우
• 자사의 안전한 보안 정책과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무것도외부에두지않아안전하다!”

기업 환경에꼭맞게 -안전한맞춤형솔루션, On-premise

구분
On-premise

Server Appliance

도입 방식
자사 서버에 리모트콜 솔루션 설치, 
구축기업 환경에 최적화 가능

리모트콜을표준화된H/W에탑재한일체형
제품, 적은비용으로독자시스템구축가능

대상 고객
대규모 고객을 지원하는 대기업, 
보안을 중시하는 공공/ 금융기관 등

중소 규모 기업, 대학, 관공서 등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영구 라이선스

하드웨어 별도 구매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일체형 구매

OS 라이선스 Windows 2003/2008/2012 Server
필요 없음
(Embedded OS, Linux(Cent OS 6.5))

DB 라이선스
Maria DB, MS-SQL, ORACLE, 
MY-SQL

필요 없음
(자체 탑재,Maria DB 사용)

커스터마이징 가능(옵션) 불가

시스템 설치 개별 방문 설치 개별 방문 설치

유지보수 구매 후 1년 무상, 이후 별도 계약 구매 후 1년 무상, 이후 별도 계약

네트워크 고객사 네트워크 활용 고객사 네트워크 활용

데이터가 사내 전산실이나 데이터
센터와 같이 물리적 경계 내에 있
기 때문에, 고객사 보안 정책에 맞
는 암호화, 사용자 인증, 접근 제
어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맞춤
형 보안 대책을 적용하여 더욱 안
심할 수 있습니다.

● 리모트콜 온프레미스 제품 종류

9 RemoteCall Server

9 RemoteCall Appliance 구축형

9 RemoteCall Appliance 임대형

● 리모트콜 온프레미스 제품은 고객사 맞춤형 보안을
제공하므로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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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 리소스로 고객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리모트콜 클라우드 서비스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2단계: 필요 인력 계산

일일 인바운드 문의 건 수 350건
인당 처리 가능 건 수 70건

3단계: 리모트콜 ROI 환산 4단계: 리모트콜 도입

* ROI 환산 기준: 보안업체 H사의
고객 지원을 위한 리모트콜 도입 효과

● 리모트콜을 이용한 중소 기업의 전략적 고객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

몇 명이나 있어야 하지? 리모트콜을 도입한다면? 역시! ROI가 끝내주는군!

상담사 5명 필요

AHT -71%

업무처리량 +3.4배

인당 처리 가능 건 수
238건으로 증가

상담사 2명으로
OK!

초기 투자 = 0 +12,500만 원
(연봉 2,500만 원 기준)

- 7,500만 원

+ 300만 원

리모트콜 Enterprise
2개 ID 사용 기준, 

연간 요금 150만 원

연간 운영 비용 절감액

- 7,200만 원

1단계: 도입 방식 선택

최소 비용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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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관리되는 외부망으로 편리 vs 철저하게 통제되는 내부망으로 안심

� 24시간 365일체제로

상주인력운영/관리

� 생체인식보안시스템으로

인가된사람만접근가능

� 서버이중화를통해

Active-Standby로상시운영

� 상담원중앙통제및 세부권한설정

� 상담원PC접속 IP /맥주소접근통제

� 고객이언제든지제어권한회수가능

� 모든지원이력History Logging 

� 개별기능실행시,고객동의추가확인

� 연결 인증정보 보안

ID와P/W에대한256 bit AES 데이터암호화

� 원격지원시랜덤6자리로생성되는인증용접속

코드는일회성사용,제3자의임의접근원천차단

� 원격연결중데이터보안128 bit SSL 암호화통신

� 원격지원고객동의확인동의거절시연결불가

모든데이터는내부망안에서통신

내부보안정책 그대로적용

기업 환경에맞는 보안 수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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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성은 세계 각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격지원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고 6개월에 걸쳐
관련 솔루션들을 검토했다.

현장에선 ‘미국이 자국군 PC를 해외 기업에 맡기겠느냐’ ‘이미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이 낙점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6개월간 진행된 제품 테스트에서 알서포트는 입찰 업체 중 유
일하게 살아남았다.

미국 국방부는 세계 어느 글로벌 기업보다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어

안정적인 글로벌 지원은 필수적이며,

보안이 완벽한 제품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의 리모트콜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BMT 결과, 타사의 제품들은 네트워크 환경 등에 따라 60%를
밑도는 접속률을 보였지만, 리모트콜은 100%의 접속률을 보
였다. 또 속도도 빨라 미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리모트콜을 선택
했다.

Challenge & Solution

42%

58%
52%

33%

100%

A사 B사 C사 D사 알서포트

미 국방성의
원격지원 시스템

도입을 위한
테스트 시작

리모트콜
테스트 결과

All pass

미 국방성에
리모트콜 납품
2007년 10월

입찰업체 별 원격지원 접속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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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lientless Remote Support Software Spending, 2014–2019 ($M)

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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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R(연평균성장률) 

20.1%

Source: IDC, Worldwide Clientless Remote Support Software 2015–2019 Forecast (Jan.,2015)
IDC, Worldwide Clientless Remote Support Software 2013 Vendor Shares TOP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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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N 은행은 미국 내 전역뿐 아니라 미국 밖에도 분포해 있는
수많은 고객에게,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
는솔루션이 필요했다.

리모트콜을 도입함으로써, BBCN은행은 한 곳에서 전 세계의
고객을 언제든지 지원할 수있게 되었다.

리모트콜은 고객 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
고, 전 세계 어디의 고객이든 제한 없이 원격 지원함으로써
BBCN의고객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We assist customers with CTOS,

installations and our bank website.

We needed a product more stable.

Challenge & Solution

z 업종: 은행
z 소재지: Los Angeles, California, United States
z 도입 시기: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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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업종: 교육
z 소재지: 상해, 중국
z 도입 시기: 2012년 11월
z 도입 방식: On-premise (Server)

상해사범대학은 국가 교육부와 상해시 인민 정부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종합대학이다. 학교 규모가 매우 크고 교내 조직 기구의
종류가 많으며, 교직원과 학생도 많기 때문에 학교 내부 IT 운영
및 설비 유지 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해 수업 지연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직접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다. 상해사범대학은 비교 테스트 후 리모트콜 도
입을 결정하고, 학교 내부에 리모트콜 서버를 구축하였다. 학교
내부의 모든 정보는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리모트콜의 완벽한
암호화로 보안성을 확보했다.

리모트콜 도입으로, IT 관리 담당자가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교사용 컴퓨터, 학생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실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상해사범대학의 내부 네트워크는 늘
정상 운영되고 있고, 이제 수업 및 학사 행정의 지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리모트콜을 도입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넒은

교내를 힘들게 자전거로 누비고 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30분 정도 걸리던 일이

이제는 리모트콜로 5분 만에

해결됩니다!

Challenge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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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업종: IT서비스
z 소재지: 상해, 중국
z 도입 시기: 2010년 4월
z 도입 방식: Cloud

Ouzhika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게 각종 로컬 IT 기술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이 Ouzhika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문제를 전화로 모두 해
결하기 어려워졌고 처리 시간도 낭비되어 고객만족도가 떨어졌
는데 Ouzhika는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다.

우리는 리모트콜의 고객 지원 기능과 효율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리모트콜을 고객사에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을 비교 테스트한 후 Ouzhika는 알
서포트의 리모트콜을 도입했다. 고객의 문제 해결은 물론 서비
스 사용 교육까지 원격으로 해결하여, 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이
감소했다. 특히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리모트
콜의 방식이 Ouzhika고객의 큰호응을 얻었다.

Ouzhika의 상담 직원은 리모트콜을 통해 업무효율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었다. 빠른 연결 속도와 실시간 원격 제어는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Ouzhika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리모트콜의 활용 범위와 사용 직원
수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Challenge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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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업종: 국가 기간 산업, 발전 및 전기 생산
z 소재지: 서울, 대한민국
z 도입 방식:On-premise (Appliance)

수십 년간 발전소 운전 업무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 빠르게 변화
하는 IT 장비인 개인 PC를 다루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원
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발전소 설비는 넓은 지역에 위치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격지원 솔루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꼭필요했다.

알서포트의 원격지원 솔루션 을 도입한 이후

끊김 현상이 사라지고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는 안전한 원격 지원 업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국의 화력발전기술은 세계 4위 수준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정보라 할지라도 노하우가 적은 국가에서는 소중한 정보일 수
밖에 없고, 지난 40년 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소중한 운전 노하
우가 한 순간의 방심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서울화력발전소는 내부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리모트콜
appliance제품을 선택하였다.

리모트콜 appliance 도입 후 사내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직원들의 이용이 점점 많아져 보다 편리한 접근을 위해 내부 직
원용 홈페이지에 원격지원을 위한 아이콘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화력발전 16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1일 평균
3~4건의 원격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리모트콜이
가져다 준 업무의 효율을 미루어 짐작할 수있다.

Challenge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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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업종: 온라인 게임 / 온라인 쇼핑몰 / 소셜 커머스 / 이러닝 등 (전자 결제가 발생하는 업종)
z 기업 형태: 게임 개발사, 중소 오픈마켓, 유통 업체, 온라인 교육 업체 등
z 도입 방식: Cloud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 절차 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특히 많다.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매출 감소와 직결되므로, 게이머 또는
구매자의 온라인 결제, 판매자의 상품 등록, 동영상 수강 등에
문제가 생긴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대해야 한다.

곁에 있는 듯이 실시간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리모트콜 원격지원 덕분에

단골 고객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전화 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 해결에 불만을 느끼면 다른 회
사 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했다. 리모트콜은 게임/
쇼핑/학습 중에 발생한 문의나 에러에 대해 원격으로 화면을 공
유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고 이
는고객 충성도로 이어졌다.

오픈 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능동적
인 거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리모트콜로
원격 지원하는 것은 매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게임 또
는 이러닝 역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추가 매출이
발생하므로 결제 프로세스 상의 문제를 리모트콜이 해결함으로
써매출 증진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Challenge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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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Product Introduction
Remot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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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제품 개요

z 제품 특장점

z 제품 상세 기능

z 주요 고객사

z 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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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92

원격 지원 요청 (고객)원격지원중원격 지원 대기 (상담사) (원격 연
결)

(원격 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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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ac OS X Linux

리모트콜은 PC 화면 원격 공유와 제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PC 원격 지원 서비스입니다.

Windows Mac OS X

z Windows10 을 지원합니다.

z 모든 웹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 Firefox / Safari / Opera / Chrome)를 지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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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접속성공률 가장넓은글로벌커버리지

최고의속도와최저의리소스점유율 다양한컴퓨팅환경지원

안정성이 낮은 P2P 방식이 아닌, 중계서버를 통한 접속으로
접속성공률 99.9% 이상보장

전 세계 15개 edge에 구축된 중계서버를 기반으로
세계어디서나고품질원격지원서비스제공

리모트콜은 PC 기반의 원격지원에 있어서 최고의 호환성을
제공하여 OS에관계없이안정적인원격지원가능

중계서버

원격지원 대상

자체 개발 VRVD 엔진으로 낮은 사양의 시스템이나
느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원활한 원격지원 가능

� 데이터 전송 크기가
약 20Byte (휴대폰 SMS의 ¼ 크기)
이내로 매우 작아
원격 지원으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함.

� CPU 및 Memory 사용량이
매우 낮아서,                                                      
원격 지원 중 PC 속도 저하 없음.

RSUPPORT VRVD
Screen Capture Engine

Windows

Mac OS XLinux

Windows Mac OS X

고객PC 상담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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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간편한고객접속방식 다양한고객지원도구제공

접속 번호 입력이나 아이콘 클릭만으로 접속이 가능하여
원격지원요청고객의번거로움을최소화

편리하고 원활한 원격지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가장스마트한원격지원솔루션

접속번호입력방식

아이콘클릭방식

(‘웹브라우저와아이콘을이용한
원격제어’ 특허제040294호)상담원1 상담원2 상담원3

사용자친화적인 UX

직관적이고 간편한 UI의 상담원 에이전트 및 뷰어를
제공하여 별도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가장빨리연결되는원격접속

접속 완료

세션 연결

모듈 다운로드

모듈 설치

접속번호 입력10~12초
소요

반복적인 원격지원이 필요한 경우전용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욱 빠른 원격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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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 제어: 키보드 및 마우스 제어
- 그리기: 그리기 유형, 색상, 양방향 그리기
- 화면: 사용자 조절, 화면 맞춤
- 도구: 화면저장, URL전송, 클립보드, 녹화 등

[고객 PC 화면]
- 상담원이 고객의 PC화면을 함께 보면서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
- 멀티모니터 지원 및 True color 지원으로

고화질의 쾌적한 원격지원 가능

가장 효율적인 원격지원을 위한직관적인 UI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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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원격지원을 위해강력한기본기능을 제공합니다.

상담원간세션전달및지원화면공유

상담원은 원격지원 중 다른 전문 상담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거나 화면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원격진단및프로세스제어

고객PC의시스템정보(H/W, S/W)및프로세스

정보를확인할수있으며실행중인프로세스를

종료시킬수있습니다.

뷰어잠금기능

상담 진행 중인 뷰어를 잠글 수 있어

업무 상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도

고객 PC화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격재부팅접속

원격지원중고객이PC를재부팅할

경우 , 자동으로상담원과재연결. 

재부팅시안전모드로재접속및

관리자계정으로전환가능

멀티세션지원

한 개의 상담원 ID로

다수의 원격지원 세션

연결 가능

방화벽제한없이지원가능

방화벽, IPS, Proxy 등

보안장비와완벽호환되므로

고객의보안환경에

제한없이지원 가능

최소화된데이터 전송

최소한의 화면 변화에 대한

데이터만 전송함으로써

신속한 화면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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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을 위해스마트한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편리한파일전송

상담원은 원하는 파일을 Drag & Drop이나

Copy & Paste로 간편하게 고객의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즐겨찾기제공

자주 사용하는 URL, 프로그램, 폴더 등을

즐겨찾기로 설정하여 필요할 경우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키/단축키 사용가능

Ctrl + Alt + Del, Ctrl + C, Ctrl + V 등

특수키 및 단축키를 사용하여

신속한 원격 지원 가능

최적의디스플레이 환경

VRVD엔진을활용한 최고의

화질과해상도자동조절기능, 

멀티모니터지원으로 쾌적한

원격지원가능

화면저장및영상 녹화

원격 지원 화면을 저장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

고객 지원 데이터로 활용 가능

TRUE 
COLOR

원격프린터

원격 지원 중, 파일 전송을 하지 않아도

고객PC의 출력 대상 파일을 상담원PC에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녹화재생프로그램 제공

원격 지원 화면을 녹화한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Remote Support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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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PC상담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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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고객지원을 위해다양한커뮤니케이션기능을 제공합니다.

채팅기능

원격지원중에고객이전화를끊더라도

문자, 음성채팅으로

고객과소통할수있습니다.

그리기기능

고객과 원격 공유하고 있는 PC 화면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전달 내용을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화면공유

원격지원 중에 상담원 화면을 고객에게 공유하면

고객도 상담원 PC화면에

그리기 및 역 제어가 가능합니다.

마우스커서타입 표시
고객 PC에 상담원의 마우스
제어 모습을 기본 화살표 또는
‘화살표+붉은색’ 원으로 표시

주요메시지설정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과 메시지를
등록하여 필요 시 전송할 수 있으
므로 효율적인 고객지원 가능

고객소리공유

상담원은 고객 PC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

고객의 오디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처리 가능

URL 전송

상담원은 URL 전송만으로

고객 PC에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URL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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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콜 Clould Enterprise는현장(사물) 원격지원기능까지 제공합니다.

!!!  RSUPPORT Presentation, Confidential  !!!

보험사 건설/토목 분야 가전제품 A/S DIY제품 판매기업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을 원격 공유하여 현장을 직접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지원 솔루션
리모트콜비주얼팩이

란?

• 폰 카메라만 있으면 고객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요청하고 상담사는 즉각 대응 가능
• A/S 출동에 대한 내부 준비시간 단축 및 출동횟수 감소로 장애 처리 비용 절감

도입효과

[상담원 뷰어 UI] [다양한 활용 분야]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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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뷰어 메뉴

홈

제어 설정 원격 접속 및 제어 환경을 설정한다.

항상 위 다른 프로그램 창보다 가장 상 위에 위치 한다.

상담 일지 작성 원격지원 시 상담이력을 작성할 수 있다.

받은 파일 폴더 열기 고객으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 폴더를 연다.

받은 파일 보기 고객으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 목록을 확인한다.

세션 공유 현재 연결된 고객을 다른 상담원과 공유할 수 있다.

세션 전달 현재 연결된 고객을 다른 상담원에게 전달한다.

뷰어 잠금
고객 연결 중 상담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뷰어를
잠글 수 있다.

RemoteCall 플레이어 녹화된 파일을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할 수 있다.

원격 재부팅 접속 고객 PC를 재 시작 후 자동 재 접속 시킨다.

안전모드로 재접속 고객 PC를 재 시작 후 안전모드로 재 접속 시킨다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재연결 요청

제한된 계정(고객)으로 원격 접속 되었을 경우, 
기존 세션을 끊고 관리자 계정으로 재 접속 시킨다.

종료 원격 지원을 종료한다.

마우스
키보드
제어

마우스 키보드 제어 고객 PC의 마우스/키보드 제어권을 획득한다.

마우스 추적 고객 PC의 마우스 움직임을 상담원 PC에 표시

레이저 포인터(화살표) 고객 PC에 레이저포인트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레이저 포인터(원) 고객 PC에 레이저포인트를 원으로 표시한다.

Ctrl+Alt+Del 전송 고객 PC에 Ctrl+Alt+Del 키를 전송한다.

그리기

그리기(선, 유형, 색상) 상담원이 고객 PC 화면에 그리기를 할 수 있다.

전체지우기 전체 지우기시 그린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

양방향 그리기 고객이 자신의 PC화면에 그리기를 할 수 있다.

상담원뷰어 메뉴

화면

화면 설정 뷰어에 보이는 화면의 크기를 일정 배율로 조절

원격 모니터
고객 PC가 다중모니터일 경우 지원 할 모니터를
선택한다.

화면 내비게이터
고객 PC의 화면이 뷰어 크기보다 클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사용자 조절
뷰어에 보이는 화면의 크기를 25~200% 배율로
조절 할 수 있다.

자동 조절 상담원 뷰어 화면에 맞게 창크기를 자동으로 조절

실제 크기 고객 PC의 해상도 크기로 상담원 뷰어에 보여준다.

전체 화면 상담원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나타낸다.

도구

화면 저장 고객 PC 화면을 상담원 PC에 PNG 파일로 저장

URL 전송 상담원이 고객 PC로 URL을 전송한다.

파일 보내기 상담원 PC의 파일을 고객 PC로 보낸다.

파일 가져오기 고객 PC의 파일을 상담원 PC로 가져온다.

클립보드 상담원과 고객 PC의 클립보드 내용을 교환한다.

화면 전송 상담원의 화면을 고객에게 보여준다.

문자 채팅 상담원과 고객이 채팅 창을 이용하여 대화

음성채팅시작 상담원과 고객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대화

소리공유시작 고객 PC의 소리를 상담원과 공유한다.

녹화시작/종료 상담원이 고객 PC의 화면을 녹화한다.

추가
기능

즐겨찾기 사전 등록된 URL,문서,폴더 등을 원클릭으로 실행

시스템 정보 고객 PC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한다.

프로세스 정보 고객 PC의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중지시킬 수 있다.



RemoteCall
제안서

31

리모트콜에 대한 모든 설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관리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관리: 회사, 그룹, 사용자에대한정보확인및옵션변경가능

� 상담원 및 그룹별 권한 설정, 기능옵션 설정(리모트콜의 모든 기능에 대한 개별적인 사용여부 선택 가능)

� IP, MAC 주소를 이용하여 상담원의 서비스 운영 구역 설정 가능

� 접속페이지 디자인 및 회사로고, 고객 접속방식, 고객 측 모듈 타입 등의 커스터마이징 가능

상담도구관리: 상담원의편리한원격지원을위한상담도구의각종옵션설정

� 상담구분 관리 : 상담일지 작성시 상담구분을 추가하여 상담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

� 즐겨찾기 관리 : 고객 지원 시 자주 사용하는 URL 및 파일을 미리 업로드

� 단축 메시지 관리 : 채팅 시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를 미리 등록하여 간단하게 전송

�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잠금 관리 : 고객의 사생활이 포함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원 접근 제한

제품사용관리: 리모트콜사용이력조회

� 현재 로그인 상태인 상담원 리스트 확인 및 강제 로그아웃

� 현재 상담중인 상담원 정보 및 고객정보 확인

� 상담원 접속이력, 상담회수, 지원이력 조회 및 엑셀파일 다운로드 가능

통계: 상담통계내역조회

� 시간대별, 일별, 요일별, 월별, 상담원별, 상담구분별, 지원시간별, 운영체제별, 웹브라우저별 통계 확인

� 전체 또는 그룹별 조회 및 엑셀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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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산업을대표하는 6,000개이상의고객사에서 리모트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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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알서포트(주) 

대표이사 서 형 수

설 립 일 2001년 11월 06일

KOSDAQ A131370 (2014년 1월 7일 상장)

임 직 원 225명 (2015년 7월 28일 기준) 

홈페이지 www.rsupport.com

사업영역 소프트웨어 - 원격지원 및 제어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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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시장을선도하는트렌드리더알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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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No.1 원격시장점유율

출처: 2008-2012, IDC Report / Frost & Sullivan report 

국내 No.1 소프트웨어패키지수출기업

누적수출액
4,000만불
돌파 !!

출처: 각 사 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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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138-827 서울시송파구위례성대로 10 

(방이동 44-5) 에스타워 11~15층

전화 : +82-70-7011-3900

팩스 : +82-2-479-4429

기술문의 : support.kr@rsupport.com

구매문의 : sales.kr@rsupport.com

기타문의 : info.kr@rsupport.com

USA :

333 Sylvan Ave. STE#110,

Englewood Cliffs, NJ 07632, USA

TEL: +1-888-348-6330

FAX : +1-888-348-6340

Tech : support.us@rsupport.com

Sales : sales.us@rsupport.com

Info : info.us@rsupport.com

China :

北京市朝ꁚ嵡梦ꊡ嵾捎鉾16帞怰覵塔槪
寀敾玣1210

罜阄 : +86-10-8256-1810

奇腆 : +86-10-8256-2978

支持咨阉 : support.cn@rsupport.cn

塁峈廏阉 : sales.cn@rsupport.cn

鼧录廏阉 : info.cn@rsupport.cn

Japan :

〒105-0001 東京都港嵡遵ノ門1-2-20

第3虎の門電瘾ビル
TEL : +81-3-3539-5761

FAX : +81-3-3539-5762

お問い合わせ : support.jp@rsupport.com

Sales : sales.jp@rsupport.com

Info : info.jp@rsupp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