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 환경 변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8814&ref=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22108


2. 한국은 지금, 정시 퇴근ᆞ



3. 원격 근무 환경 지원의 필요성



4. 원격 근무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

http://cafe.naver.com/softwarequality/book1621832/768


4. 원격 근무의 효율성





1. 원격 제어의 표준, 아시아 No.1 리모트뷰

리모트뷰는 PC / 모바일 / 산업기기에네트워크로접속해실시간제어하는원격제어소프트웨어입니다.
시간 / 장소에관계없이눈앞에있는컴퓨터(또는휴대기기)로먼거리에있는컴퓨터(또는휴대기기)에접속해
원격지기기화면을직접보면서제어하거나작동상태를모니터링할수있는원격관리솔루션입니다.  



1. 원격 제어의 표준, 아시아 No.1 리모트뷰는?

→ → →



2. 세상의 모든 기기와 접속, 리모트뷰

제어측 PC →원격지 PC제어
제어측 PC →원격지 태블릿 제어

제어측휴대폰→원격지 PC 제어 제어측휴대폰→원격지 휴대폰제어



2. 안드로이드 산업용 기기 ‘완벽’ 원격 제어, 리모트뷰

Internet

ATM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POS 단말기

실시간모니터링



3. 리모트뷰 – 기본 기능

원격연결 고해상도그래픽원격작업 원격파일전송 원격프린트

원격제어, 이메일초대 사용자전환 양방향그리기화면공유 / 듀얼모니터

99.999% 서비스가용성(SLA)
최대999 디바이스등록및연결

이메일을통한원격제어초대
N:1 접속기능, 동시원격제어

대상기기화면을실시간함께공유
다중플레이구성지원

원격제어중, 로그온&로그오프기능으로
사용자를전환

그리기/포인터/지우기기능으로
상대방에게시각적설명



3. 리모트뷰 – 고급 기능

3단계그룹관리 실시간모니터링, 라이브뷰 화면녹화 접속가능시간설정

원격제어동의 원격진단 / 프로세스제어 원격제어사용통계OTP 인증

3 Depth까지유저계층트리관리
그룹또는사용자별권한부여

원격지PC의제어동의요청
이용자동의시제어가능

난수의1회성비밀번호사용
2단계보안접근인증

원격지PC의시스템정보확인
프로세스정보확인및중지/종료

원격제어사용이력에대한
일별차트 / 상세로그데이터



4. 리모트뷰 특장점 – Anywhere, Anytime, Any Device

▪



4. 리모트뷰 특장점 – Rapid and Reliable

원격제어의표준,
RemoteView



5. 활용 분야 – 고객사 기기 & SW 유지보수 관리

Internet



5. 활용 분야 – 사내 IT 지원

Internet



5. 활용 분야 – 무인 단말기 관리

ATM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POS 단말기



5. 활용 분야 – 스마트워크

Internet



5. 리모트뷰 도입 사례

ᆞ



6. 리모트뷰 도입 효과

비용 절감시간 절약

•

•

•

•

•

•

이동거리 단축



7. 리모트뷰 선택 이유 - 왜 리모트뷰 일까요?

▪

▪

▪

▪

▪

▪

▪

▪

▪



8. 리모트뷰 상품 구성

고객상황에 맞는리모트뷰 맞춤 도입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Standard Enterprise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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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인력
153명

(51.2%)

전체인력

299명

회사명 알서포트(주) 

대표이사 서형수

설립일 2001년 11월 06일

자본금 5,326백만원 (2021년 3월말기준) 

본사및지사

본 사: 서울시송파구위례성대로 10 (방이동 44-5) 

일본지사: 東京都港区虎ノ門1-2-20第3虎の門電気ビル

중국지사: 北京市朝阳区阜通东大街6号方恒国际A座2708

임직원 299명 (2021년 3월말기준, 해외지사인원포함) 

홈페이지 www.rsupport.com

사업영역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원격지원및제어, 협업솔루션)

A13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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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글로벌 200,000여기업이인정한 "알서포트"의원격제어품질



阳 东 际

询电话

联 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