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제어의 표준을 만들다
성능� 기능� 안정성� 편의성� 노하우까지 다 갖춘 원격제어의 정석�

국내� 해외 어디에서도 PC나 휴대기기를 이용하여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관리 및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RemoteView란�
리모트뷰는 인터넷으로 원격 기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 입니다�

PC 또는 휴대기기로 다른 PC 및 휴대기기를 원격으로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기 � OS를

가리지 않는 유연한

원격제어
실제 기기를

쓰는 것과 동일한

원격 근무 경험 제공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원격제어

많은 원격제어 솔루션 중 1만 여개의 글로벌 고객사는 

리모트뷰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택하였습니다�

모든 기기 통합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제품

1

기존 업무환경과

동일한 원격제어 환경

2

보안 가이드라인

충족제품

3

탁월한 기술력과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

RemoteView는 회사의 IT 기기 관리� 그룹관리�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4

�

�



RemoteView만의 특장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타사

원격 제품과 달리 독자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

뛰어난 성능

통신 전구간 암호화를 통한 물리적 

보안과 로그인 2차 인증

허용 IP�MAC� 최신 OS 및 백신 

업데이트 체크 등 강력한 보안기능 제공

보안성

현존하는 모든 운영체제와 기기에서 호환

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호환성

3단계 기기 및 이용자 조직 그룹 관리 

기능 제공

다수 기기 및 이용자를 개별�일괄 설정

하여 체계적�효과적 관리

통합 관리

20년 이상 축척 된 원격 노하우와

기술력 200명 이상의 R&D 및

기술지원 보유

기술력

서버 이중화� 서버 모니터링� 안정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가동률 

99�95%를 실현

안정성

글로벌 원격시장 TOP 연속 진입 

10�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용

신뢰성

전 세계 15개 지역에 클라우드 기반 중계 

서버 이중화 구축

웹 � DB � 중계 � 세션 서버 분리로 

원격제어 안정성 극대화
글로벌 인프라

PC와 Mobile을 넘나드는 원격제어

리모트뷰 지원 단말 PC Mobile

뷰어 �

제어 측 단말기

에이전트  �

 원격지 단말기

Mac OS XWindows

Mac OS X

Linux

Windows

iOSAndroid

Android

원격�제어�중

Windows Windows 10 이상� Windows Server 2012 이상

Mac OS 10�15 이상

Android 7 이상

Cent OS�64bit� 7�0 � 7�7

Red Hat�64bit� 7�0 � 7�7

Ubunto�64bit� 14�0 � 18�4

Mac OS

Android

운영체제

Linux

리모트뷰는 언제 어디서나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원격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PC로 Mobile제어PC로 PC제어

원격�제어�중

원격�제어�중

Mobile로 Mobile제어

원격�제어�중

원격�제어�중원격�제어�중

Mobile로 PC제어

원격�제어�중

원격�제어�중
원격�제어�중



RemoteView 기본 기능

원격제어 되고 있는 기기의 화면을 가려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 화면 잠금

원격지 화면공유 및 실시간 제어가 

가능합니다�

화면공유 및 원격제어

멀티 모니터의 환경에서도 최대 4대까지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멀티 모니터 지원

파일 송수신 허용 및 차단이 가능합니다�

파일 송수신

원격지 PC의 문서를 파일 전송 없이

즉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격 프린터

이메일을 통한 원격제어 초대 기능

N�1 접속 기능을 통해 상대방과

동시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초대

원격지 PC의 소리를 원격 PC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공유

원격지 PC의 화면을 캡쳐 및 녹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캡쳐 및 녹화

원격기기 화면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5초 단위 갱신�

라이브뷰

리모트뷰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해당 기능 통제가 가능합니다�



RemoteView 관리기능

RemoteView 보안기능

모든 장비를 웹 페이지에서

통합 관리

모든 장비 웹 통합관리

사용자 추가 및 그룹관리를 통한

입사자� 퇴사자 등록 관리

사용자 추가 및 그룹관리

사용자에게 접근가능한 장비

지정 및 사용기능 통제

사용자 권한할당

원격접속했던 모든 기록을

일자별로 관리

원격접속 이력관리

AES256� SSL 128bit를 통하여

전 구간 암호화 통신

암호화 통신

로그인 시 OTP 또는 이메일

추가 인증으로 계정 보안을 강화

2차인증

로그인� 제어 시작� 비밀번호 변경�

Agent 삭제 시 알림 메일 발송

원격제어 사용 알림 설정

원격 기기 화면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5초 단위 갱신�

라이브뷰

비밀번호 사용기한 설정을 통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기능 제공

비밀번호 사용기한 설정

원격제어 시 워터마크를 통해

외부유출 시 유출 PC 확인

워터마크
RemoteView    R

emoteView    R
emoteView

RemoteView    R
emoteView    R

emoteView

RemoteView    R
emoteView    R

emoteView

RemoteView    R
emoteView    R

emoteView

원격 접속을 허용할 장소 � 기기를

등록하여 외부 접속 및 자료 유출 차단

허용 IP � MAC 설정

백신 설치 및 OS 최신 업데이트를

체크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

백신 설치 � 업데이트 검사

IP MAC



적용 사례

도입 효과

무인 매장 재택근무 유지보수

전기차충전소디지털 사이니지

주차관제

POS

스마트팩토리스마트워크

스마트오더교육용 태블릿 가상수업 참여

연간 이동 거리가 6�000Km

감소하여 같은 시간동안 많은

업무 처리 가능

이동거리 SAVE

1시간이 걸려 대응하던 업무를

5분이면 완료할 수 있어 연간

15일 가량의 업무시간 절약

시간 SAVE

출장비용을 줄이고 빠른 업무

처리를 통해 연간 1�200만원

비용 절감과 인건비 감소

비용 SAVE

원격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업무

효율과 생산성 향상 및 투자대비

최대의 효과

최소 투자� 최대의 효과



RemoteView 부가 상품

언제 어디서나 PC � 모바일로 WOL을 제어하여 PC와 서버를 켤 수 있습니다�

WOL 제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RemoteViewBOX란�

원격지 PC에 프로그램 설치없이 USB�키보드�마우스�� HDMI�Video� 케이블을

RemoteViewBOX에 연결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원격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원격제어 작업중에도 빠른 속도를 유지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RemoteView 원격제어 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 Install � No Internet 접속 허용 및 차단기능

원격장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사용자 지정 및 접근 권한할당

녹화� 접속차단 기능

원격 제어 중

파일 송수신

모든 운영체제� CMOS 까지 지원

전원관리 기능

꺼져있는 PC를 한번에 ON 시켜주는 RemoteWOL2

설치가 필요없는 원격제어 RemoteViewBOX

외근 � 출장 중 회사의

PC를 원격제어 해야할 때

폭설 � 장마 등 자연재해로

출근을 할 수 없을 때

다수의 PC를 켜야할 때 낙뢰로 서버의 전원이

꺼졌을 때

OFF

RemoteWOL2



필요한 기간만큼 월 � 연 단위로 사용

알서포트 클라우드 서버 이용

구축 기간 없이 바로 이용 가능

사용 기기 수에 따라 비용 지불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활용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클라우드 �SaaS�

원격제어의 표준 리모트뷰

글로벌 원격 시장 TOP 5 연속 진입

20�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이용

아시아 원격 시장 점유율 1위

20년 이상 축척된 원격 노하우와 기술력

200명 이상의 R&D 인력 보유

독보적 접속 성공 � 속도 � 안정성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GS �Good Software� 인증 획득

원격 S�W 최초 KOSDAQ 상장

도입 방법

기업 환경 맞춤형 원격제어 실현

기업 내 전용 서버에 S�W 설치

완벽한 기업 맞춤형 솔루션 구축

솔루션 도입 후 무제한 이용

대상 기업 특화 원격 제어 제공

내부망 이용으로 보안 극대화

기업 내 구축 방식

For more information about RemoteView� please visit http���www�rview�com or http���content�rview�com

©2023 RSUPPORT Co., Ltd. All rights reserved. RSUPPORT, RemoteView and other product names are or may be registered trademarks in Korea and/or other countries.
Android is a trademark of Google Inc. ; Mac, Mac OS, iPad, iPhone and Safari are trademarks of Apple Inc. Windows is a trademark of Microso� Corpora�on. 
The informa�on herein is for informa�onal purposes only and represents the current view of RSUPPORT Co., Ltd. as of the date of this presenta�on. 

리모트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http���www�rview�com 또는 http���content�rview�com에 접속하세요�

055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방이동 44�5� 에스타워 9�15층

Tel : +82-70-7011-3900
Fax : +82-2-479-4429
기술문의 � support.kr@rsupport.com
구매문의 � sales.kr@rsupport.com

한국 

〒���-���� 東京都港区虎ノ門
�-�-�� 第�虎の門電気ビル
購入前のご相談 : +��-�-����-����
テクニカルサポート : +��-�-����-����
Sales : sales.jp@rsupport.com

日本
北京市朝阳区阜通东大街6号
方恒国际A座2708
咨询电话 : +86-10-8256-1810
联系邮箱 : co-china@rsupport.com

中國

문의 � 070�7011�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