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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알서포트의 “원격서비스”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미팅인데 실수로
파일을 놓고 왔을 때

PC또는 스마트 기기에
오류가 생겼을 때

PC/모바일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할 때

원격 기기 뷰어 & 제어원격 PC & 모바일 지원 원격 PC & 모바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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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1,000만불, 누적 수출액 3,000만불 달성
(2012년 기준)

아시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의 선두주자 “알서포트”

글로벌 선도 기술력
모바일 최적의 원격지원 기술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확보
세계 24개국 6,000여 고객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Cash cow : PC

Growth engine : 모바일

알서포트?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의 선두주자 ‘알서포트’

알서포트는 세계 최초로 웹과 아이콘을 이용한 원격 제어 시스템의 특허 기술을 상용화한 이래로 원격 지원, 원격 제어 기술의 

세계 표준을 만들어왔습니다. 알서포트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특허를 획득하였고, 세계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일반 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회사명 알서포트 (주)

대표이사 서형수

설립일 2001년 11월 06일

자본금 5,326백만원

본사 및
해외법인

한국 본사: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방이동 에스타워 10~15층)

일본 법인: 東京都港区虎ノ門1-2-20
第3虎の門電気ビル

미국 법인: 560 Sylvan Ave. Suite 1000,
Englewood Cliffs, NJ 07632, USA

중국 법인: 北京市朝阳区阜通东大街
6号方恒国际A座2708

임직원 206명 (지사 인원 포함) 

홈페이지 www.rsupport.com

사업영역 소프트웨어 - 원격지원 및 제어 소프트웨어 등

CEO 서형수

주요약력 화창정보통신 개발 팀장

하우리 연구소장

알서포트 (주) 대표이사

CEO 소개

인력구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력
206명

R&D 인력
89명(48.7%)

회사개요 - 일반 현황 / CEO 소개 / 인력구조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의 선두주자 ‘알서포트’

알서포트는 속도, 안정성 그리고 보안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품질 높은 원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창립 

이래 꾸준히 핵심 기술 R&D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트렌드를 먼저 읽어내 모바일 분야에서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 개발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회사개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2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트렌드 리더 알서포트

3
13 21

32 40
53

68
87

95

133

175

215 215

단위: 억원매출액

회사개요 - 매출액 추이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의 선두주자 ‘알서포트’

알서포트는 속도, 안정성 그리고 보안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품질 높은 원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창립 

이래 꾸준히 핵심 기술 R&D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트렌드를 먼저 읽어내 모바일 분야에서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 개발에서도 가장 주목 받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회사개요



2001년 ~ 2004년
사업 기반 구축 (기술 및 제품 확보)

2005년 ~ 2009년
PC 기반 B2B 중심 사업 전개

2010년 ~ 현재
모바일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진출 가속화

네트워크 발달로 클라우드 시장 태동 SaaS등을 통한 클라우드 시장의 확장 모바일형 클라우드를 통한 제2의 시장 확장

· 아이폰, 아이팟터치용
· RemoteView 5.0 Mobile 서비스 출시

2010

2011

2012

2013

2014

· RemoteCall + mobile pack 출시
· KT, LGT, LG전자, POSCO 런칭

· RemoteCall + mobile pack 해외 런칭 확대
(일본: NTT docomo / 스웨덴: DORO) 

· KB투자증권 SPAC 합병

· KOSDAQ 상장
· 모비즌 출시, RemoteCall 6.0 출시

· 서비스 런칭
(KT 비즈메카, 일본 도시바, NTT Data)

2005

2006

2007

2009

· 일본 지사설립 (도쿄)
· RemoteView for Mobile 서비스 출시

· RemoteCall 미 국방부 납품

· 통신사 SK텔레콤, NTT 社(일본) 서비스 런칭
· 해외법인 진출 확대
(미국: 뉴욕 / 중국: 베이징)

· 알서포트 법인 설립2001

2002

2004

· 웹기반 PC 원격지원 서비스 실시
· 일본 SANTEC 社와 판매 총판계약 체결 

· 수출기업 사업자 선정
· 100대 우수특허 대상 수상 (RemoteCall) 
· 서형수 대표이사 취임

성장 연혁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의 선두주자 ‘알서포트’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알서포트의 지난 발자취입니다.
성장 연혁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매출 31% / 영업이익 61% / 당기순이익 28% 이상 고속 성장 지속

CAGR(’10~’13)    31.6% CAGR(’10~’13)    61% CAGR(’10~’13)    28%
*SPAC합병 주권인수로 인한 단기적 감소

단위: 억원단위: 억원단위: 억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

94.5

15.3

16.1

19.8

37.3
27.8

17.5

44.7

63.8

133.1

175.2

215.1

경영성과글로벌 클라우드 산업의 선두주자 ‘알서포트’

경영성과



2010 2011 2012 2013 D 社 I 社 A 社 알서포트 D 社 I 社 A 社 알서포트

수출 비중 연 평균 50%,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독보적인 수출 실적

56%

52% 41%

49%
44%

48%

59%

51%

94.7

133.1

175.2

215.1

수출 내수

단위: 억원단위: 억원 타 SaaS 기업 2012년 수출 실적 비교 출처: 각 社 공시자료

전체 매출 대비 수출 비중

업계 평균 수출 비중 대비
11배 이상

매출액

0% 0

33.7

83.7

103

7% 6%

59%

수출액

국대 최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왜 알서포트인가?

알서포트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독보적인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SaaS기업 3사의 평균 수출 비중이 5%에서 

그칠때, 알서포트의 수출 비중은 4년동안 평균 50%였습니다.
국내 최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글로벌 원격지원 기업 주요 활동영역 출처: IDC 2013년 기준 2010~2012년 국내 원격지원 시장 M/S 추이

인력구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알서포트

기타 (3개 社)

알서포트

기타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아시아 No.1
글로벌 M/S 5위

29

71

27

73

23

73

31

69

33

67

33

67

왜 알서포트인가? 국대 최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알서포트는 한국과 일본을 필두로 하여 아시아 원격지원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절대적인
시장 지배력



네트워크 친화적 방식으로
접속 성공율 99.9% 이상

중계 서버

중계점 접속

프로토콜, 보안체계 부적합으로
접속 실패율 증가

집적 접속

기존 접속방식 알서포트 접속방식

글로벌 탑 클래스 기술력 - 네트워크 신뢰성왜 알서포트인가?

알서포트는 클라우드 기술의 선제 확보를 통한 Global Top Class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글로벌 탑 클래스
기술력



제품 기술성 플랫폼 범용성

클라우드 기술

기술성을 통한 성능의 한계 극복

대규모
트래픽 처리 능력

데이터 기술
업계 최고의

데이터 압축 및 전송

접속 기술
진보된 메인시스템
접속 및 프로토콜

Mac OS X Windows Windows Mobile

Linux Android Tizen

글로벌 탑 클래스 기술력 - 제품 기술성 / 플랫폼 범용성왜 알서포트인가?

알서포트는 클라우드 기술의 선제 확보를 통한 Global Top Class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글로벌 탑 클래스
기술력



전 서계 15개 Edge에 구축된 중계서버를 기반으로 

세계 어디서나 고품질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왜 알서포트인가?

알서포트는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전략적 사업제휴를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기업 투자 유치

글로벌 SNS 선도기업 홍콩 최대 모바일 기업국내 Big 3 이통사 글로벌 모바일 미디어기업

첨단 IT 솔루션기업 에코시스템 개발기업미국 최대 통신기업 홍콩 최대 모바일기업

독보적인 네트워크 보유 Global Class 기술력 인증
+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업역량왜 알서포트인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업역량



산업을 리드하는 ‘Global 6,000’ 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

세계 5대 PC 메이커 포함
글로벌 선도기업

세계 모바일 제조 1,2위를
비롯한 고객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대표 기업

국내 5대 은행,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

1차에서 3차 산업까지
업계 우량 고객군 산업 IT 식품 및 바이오

광범위한 B2B 고객 기반왜 알서포트인가?

알서포트는 산업을 리드하는 <Global 6,000> 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광범위한
B2B 고객 기반



Gain Foothold (과거)
PC 기반 클라우드

Development (현재)
모바일 기반 클라우드

Cash-Cow

Growth-Engine

Expansion (미래)
IT + Human Service 기반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 극대화로 글로벌 시장 선도

PC PC

PC Mobile

스마트워크

Mobile Mobile

모바일 기반

PC 기반

고객가 사업제휴 시너지

글로벌 탑 클래스 기술력 - 제품 기술성 / 플랫폼 범용성왜 알서포트인가?

알서포트는 차별화된 사업비전을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을 극대화하면서 알서포트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차별화된 사업비전을
통한 성장력



라이선스형 Biz 모바일형 BizSaaS형 Biz

구축수익 + DB, 계정 증가 시 과금 Unit 당 Price 계약,
유료앱 및 이통사 Revenue Share제공 ID당 연/월 단위 과금

중소기업 및 개인 PC가 활용되는 모든 기관 모바일 메이커, 이통사, 기기 사용자

PC에서 모바일까지 다양한 Core 비즈니스 영역

타겟 고객

주요 제품

개요사업 영역

알서포트는 PC에서 모바일까지 다양한 Core 비즈니스 영역에 맞는 원격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합니다.개요



리모트콜은 상담원이 웹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디바이스에 접속해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주로 대형 콜센터 등 고객지원 상담업무, 사내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 공유를 위한 협업 등의 

업무에 활용됩니다.

RemoteCall + mobile pack은 다양한 모바일 장비의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RemoteCall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객의 모바일 

장비를 지원하므로, 고객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RemotCall + visual pack은 고객의 전화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장 상황을 상담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와 3G/LTE, Wi-Fi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뷰는 컴퓨터와 떨어진 장소에서도 원격으로 

접속해 긴급한 일을 처리하거나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제어 솔루션입니다. 

원격제어를 통해 문제를 즉시 해결해 불필요한 외근, 

출장 등을 줄여 뛰어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비즌은 케이블 연결 없이 스마트폰을 큰 PC화면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관리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화면 캡처, 동영상 녹화, 그리기, 파일 

drag&drop등을 지원하며 파일 백업이나 메시지 

실시간 확인, 전송 등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라이트캠은 PC상의 모든 화면(동영상, 게임, 화상 

카메라 등)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마우스 효과 및 그리기 기능을 추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캠은 주요 기능으로 녹화, 녹음, 미리보기, 

판서 등을 지원합니다.

제품 라인업사업 영역

제품 라인업



상담원이 원격지원 중 고객의 PC를 

재부팅 한 후 원격지원 작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 후 자동 재접속을 

지원하므로, 유연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격 재부팅, 재접속

윈도우를 사용하듯이 Drag & Drop 

파일 전송 방식으로 편리한 원격 지원 

작업이 가능합니다.

Drag & Drop 파일 전송

상담원이 원격지원 중에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뿐만 아니라, 음성 대화 및 PC사운드 

등 모든 제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록 (사용이력)

이력 관리

어드민 사이트에서 설정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변경 내용, 변경자, 변경 시간 

등)를 통해 관리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기 기능관리

고객과 의사소통 하면서 중요 사항을 

체크하고 밑줄 긋기와 같은 그리기를 

할 수 있으며, 상담원과 고객이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문자채팅, 음성대화

원격 제어 도중에 실시간 채팅과 

음성대화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빠르고 안정적인 원격지원 서비스를 찾으세요? RemoteCall은 상담원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디바이스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제품 소개



특장점

그룹별 상담원 구성

상담 분야별로 전담 구성원을 그룹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요청 자동 분배

동시에 여러 건의 고객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또는 

지정하여 다른 그룹의 상담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 예약

모든 상담원이 고객 지원 중이거나 상담원이 고객 지원을 바로 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원하는 상담원을 지정하여 직접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VRVD 5.0

알서포트만의 강력한 VRVD 엔진은 GDI(Graphic Drive Interface)기술을 

구현하여, DirextX, CAD, 게임, 동영상 화면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사업 영역

빠르고 안정적인 원격지원 서비스를 찾으세요? RemoteCall은 상담원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디바이스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제품 소개



○○화력발전소 
RemoteCall Appliance 도입 이후 안전하고 빠른 내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RemoteCall로 인해 상담원의 업무를 15분 내에 진행하고, 업무 처리율을 
84%까지 상승시켜 업무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기대효과 활용 사례

01.           고객지원 상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업무 
T생산성이 높아집니다.

02.           고객 상담 콜 횟수를 줄이고 상담 시간을 줄여 주므로 고객센터 
전체 운영 비용이 크게 감소됩니다.

03.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줍니다.

04.           고객 지원 담당자가 직접 출장 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바로 고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사항

상담원 OS

Windows 7 이상

Mac OS X 10.8 이상

고객 OS

Windows 7 이상

Mac OS X 10.8 이상

Linux 등

고객 웹 브라우저

MS Edge 25, Internet Explorer 10이상

Chrome 40 이상, Safari 7.0 이상

Firefox 35 이상, Opera 9 이상

사업 영역

빠르고 안정적인 원격지원 서비스를 찾으세요? RemoteCall은 상담원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디바이스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제품 소개



Click, Drag를 지원하여 상담원이 모바일 

장비를 직접 손에 들고 제어 하는 것과 

같이 고객의 문제를 빠르게 진단하고 

장애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Click, Drag 지원

단말기 정보(펌웨어,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 로그 등) 및 3G, Wi-Fi 네트워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확인 지원

상담원이 원격지원 중에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뿐만 아니라, 음성 대화 및 PC사운드 

등 모든 제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록 (사용이력)

이력 관리

어드민 사이트에서 설정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변경 내용, 변경자, 변경 시간 

등)를 통해 관리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기 기능관리

고객과 의사소통 하면서 중요 사항을 

체크하고 밑줄 긋기와 같은 그리기를 

할 수 있으며, 상담원과 고객이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문자채팅, 음성대화

파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업데이트,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등의 작업을 원격지원 시 

상담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효과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원격수리를 원하세요? RemoteCall + mobile pack은 상담원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모바일 장비레 접속하여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제품 소개



특장점

3G, LTE & Wi-Fi 자동 전환

원격지원 시 고객의 네트워크 연결방식에 따라 세션의 끊김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4-Way Connection

세계 최초로 4가지(3G, LTE, Wi-Fi, USB)  연결 방식을 지원합니다. 3G

의 낮은 대역에서 최적의 속도를 제공하며, Wi-Fi네트워크 연결에서 

최상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접속방식 지원

접속 코드 입력 없이 단말에 부여된 전화번호로 상담원과의 연결을 

지원하여 고객은 자신의 모바일 장비에서 원격지원 요청 아이콘 

클릭만으로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격지원 앱 다운로드 지원

원격지원 앱 미탑재 장비 지원을 위해 원격지원 시 필요한 필수 앱 

다운로드를 지원합니다. 원격지원 시 상담원으로부터 전송받은 SMS 

또는 전용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모바일 환경 지원

원격지원 시 1GHz CPU 기준 점유율 2~30%, 구동 메모리 약 

300Kbytes를 유지합니다. 모바일 장비 전력 소모 및 데이터 

전송량을 최소화하여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iOS까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약 

200여 종)을 원격지원하며, iOS 또한 미러링을 통해 원격지원할 

수 있어, 가장 넓은 디바이스 커버리지를 운영합니다.

사업 영역

효과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원격수리를 원하세요? RemoteCall + mobile pack은 상담원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모바일 장비레 접속하여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제품 소개



01.           고객지원 상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02.           고객 상담 콜 횟수를 줄이고 상담 시간을 줄여 주므로 고객센터 
전체 운영 비용이 크게 감소됩니다.

03.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응대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줍니다.

04.           고객 지원 담당자가 직접 출장 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바로 고객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자 
○○전자는 RemoteCall + mobile pack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센터 방문이 
당장 어려운 고객이나, 도서산간처럼 서비스 소외지역에 사는 고객의 
문의사항까지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신 회사 
○○○社는 RemoteCall + mobile pack을 통해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설정이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상담원이 원격으로 고객과 화면을 공유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활용 사례

지원 사항

상담원

Windows 7 이상(32bit, 64bit)

고객

Android 4.0 이상

iOS 8 이상

사업 영역

효과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원격수리를 원하세요? RemoteCall + mobile pack은 상담원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모바일 장비레 접속하여 원격으로 장애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제품 소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비추는 실제 

상황의 모습이 PC 모니터상의 

화면에서 선명하지 않을 경우, 화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질 조정

고객과의 의사소통 중 중요사항을 

체크, 밑줄 긋기 등을 통해 문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기

상담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고객이 

카메라에 비출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방향이 표시됩니다.

가이드

플래시 ON/OFF

상담원이 원격으로 고객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끌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발생할 문제를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휴대푠에서도 고객이 조작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

고객 지원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 저장/재생

원격 상담 내용을 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장된 고객 지원 

내용은 내부 교육용(상담원 훈련, 노하우 

공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고객의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장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와 3G/LTE 혹은 Wi-Fi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품 소개



특장점

정확한 진단 가능

상담원이 고객의 카메라 또는 캠코더 기능을 통해 원격지의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와 현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적의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화면 공유 지원

VRVD 5.0 엔진은 최소량의 화면 변화 데이터만을 처리하여 최상의 

속도와 품질을 제공합니다. 최고 효율의 화면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과 최소량의 데이터 전송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합니다.

보안 및 안정성

알서포트가 제공하는 제품의 모든 네트워크 통신은 SSL을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며, AES암호 방식을 지원하여 업계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사용

몇번의 클릭만으로 고객과 연결이 되며 연결이 된 후 고객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상담원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으로 스마트폰을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 영역

고객의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장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와 3G/LTE 혹은 Wi-Fi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품 소개



01.           상담원의 상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운용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02.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어 상담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03.           A/S 출동에 대한 내부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출동 회수가 줄어 
장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4.           고객 지원 담당자가 직접 출장 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바로 고객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감소 /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접수

건설 / 토목 분야
원격지에서 공사 현장 진행 상황 파악 및 정확한 업무지시 가능

A/S 센터
제품 고장상태의 정확한 진단 / 적합한 담당 부서로 할당

고객지원센터
불필요한 방문 감소 / 사전 진단으로 방문 지원시 수리시간 및 부품 최소화

기대효과 활용 사례

지원 사항

상담원

Windows 7 이상(32bit, 64bit)

고객

Android 4.0 이상

iOS 8 이상(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만 가능)

사업 영역

고객의 문제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장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와 3G/LTE 혹은 Wi-Fi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품 소개



WOL을 이용하여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지 PC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사용할 PC를 미리 켤 수 

있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WOL 지원

원격제어 되는 화면을 모두 녹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쉽고, 

다양한 보안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원격제어 시 원격지PC의 화면을 

자동으로 잠금 설정하여 원격지에서 

작업 시 내용 유출의 위럼성을 

없앴습니다.

원격 화면 자동 잠금

파일 전송

원격제어 시 지원에 필요한 파일을 

Drag & Drop이나 Copy & Paste 

방식으로 원격지 PC의 원하는 위치로 

쉽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IVPN 기능 지원

단말기 정보(펌웨어, 프로세스, 로그, 

응용프로그램 등) 및 3G, Wi-Fi 

네트워크 상태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원격진단 & 프로세서 제어

관리자는 원격제어 시 원격지 PC의 

시스템 정보(H/W, S/W)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초대, N:1 접속 지원

이메일 초대를 통해 전문가를 1

회성으로 초청하여 관리자와 동시에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화면 공유 / 원격제어

멀티모니터를 사용하는 원격지 PC일 

경우, 보고 싶은 모니터의 화면을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업 영역

모바일로 자유롭게 내 컴퓨터를 원격제어하고 싶으세요? RemoteView는 언제 어디서나 내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품 소개



특장점

모바일 뷰어
모바일 장비(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용 뷰어를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없앴습니다.

브라우저 관계 없이 제어 가능

설치 프로그램 없이 RemoteView 홈페이지에서 뷰어가 실행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등의 

브라우저에서도 동일 환경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라이트뷰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된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발생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발견 즉시 장애 

처리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파일 전송

파일 첨부한 메일이나 다른 FTP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격 탐색기를 이용하여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파일과 디렉토리를 

가져오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Intel vPro 지원

Intel AMT 기술을 활용하여 꺼져있는 PC를 켤 수 있습니다. 필요 

시에만 켜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모바일로 자유롭게 내 컴퓨터를 원격제어하고 싶으세요? RemoteView는 언제 어디서나 내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품 소개



01.           가상화 도입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02.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100%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추가학습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03.           언제나 동일한 PC 업무환경 구축이 가능하므로 외근 및 출장으로 
인한 업무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원활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므로 사무실 운영비용은 절감되고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헬스케어 
국내 의료영상솔루션 PACS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
헬스케어는 RemoteView를 이용하여 X-ray, CT, MRI 등을 통해 촬영된 
대용향의 파일 전송 등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의 지원을 
원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RemoteView의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라이브뷰”를 통해서 
여러 상영관의 현황파악 및 티켓 예매, 판매 관리가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및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기대효과 활용 사례

지원 사항

운영체제 (PC)

Windows 7 이상 (32bit, 64bit)

Mac OS X 10.8 이상

Linux Cent OS 5.5 이상( 32bit)

Redhat OS 6.1 이상 (32bit)

운영체제 (Mobile)

Android 4.0 이상
mobile to android 경우:
Android 4.1.2 이상, 피제어측 Android 4.4.2 이상

웹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10이상 (32bit)

Microsoft Edge, Firefox 3.5 이상

Chrome 7.0 이상

Safari 4.0 이상

iOS 8.0 이상

사업 영역

모바일로 자유롭게 내 컴퓨터를 원격제어하고 싶으세요? RemoteView는 언제 어디서나 내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품 소개



RemoteWOL 제품으로 원격지 PC의 

전원을 켠 후 RemoteView 제품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원격지 PC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습니다.

RemoteView와의 연동

RemoteWOL 장비의 로그 정보를 통해 

장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손 쉽게 

진단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장비 관리 지원

Windows, Mac, Android, iOS 에서 

원격으로 전원 관리가 가능하며, 웹 

표준을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 기술로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전원 관리 및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 지원

모바일 기기에서도 OK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Android 

폰/탭, iPhone/iPad)에서도 지원하므로, 

완벽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WOL, vPro 전원 관리에
필요한 기능 제공

전원 관리가 가능한 WOL, Intel vPro 두 

가지 기술을 듀얼 지원하여 최적의 

전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지원

DHCP, 사설 IP 및 공인 IP 환경에서 

설치 및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며, 

Proxy 환경을 지원합니다.

사업 영역

언제 어디서나 PC의 전원을 관리하고 싶으세요? 전원이 꺼져 있는 PC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전원 관리 제품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방식의 WOL의 제약을 해소한 하드웨어 제품입니다.
제품 소개



백업 / 복원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거나 고장, 분실 등으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 시, 쉽고 빠르게 기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 / 복원

USB 연결뿐만 아니라 3G/LTE, WI-FI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결 방법

스마트폰 화면을 원 클릭만으로 PC에 

저장(png, jpg)할 수 있어 다양한 

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저장

알림

SMS,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도 PC에서 바로 확인하고 

즉시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스마트폰 화면에서 PC 마우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깔로 그리기가 

가능하며 그려진 화면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보내기 / 가져오기

PC에서 Drag & Drop 방식으로 

편리하게 파일 또는 폴더를 바로 

스마트폰으로 보내거나, 스마트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스마트폰 조작 화면을 녹화하여 PC에 

저장(avi. wmv)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입력

PC에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및 문자 입력이 가능하여 

스마트폰을 손대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카카오톡, SMS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PC에서 내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고 싶으세요? 모비즌은 스마트폰을 PC에서 직접 보며 관리할 수 있도록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제품 소개



컴퓨터 상의 모든 소리를 끊김 없이 

녹음하여 인터넷 강의나, 라디오 등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에 옮겨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녹화 완료 후 저장된 파일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비디오 녹화 시 명확한 마우스 움직임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마우스 

포인터에 강조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 

교육용 자료 제작 시 적합합니다.

마우스 (포인터 강조) 효과

그리기

비디오 녹화 시 펜, 형광 펜, 도형 등을 

이용하여 녹화 중 화면에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녹화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동영상을 

다양한 포맷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PIP (Picture in Picture)

라이트캠을 이용한 비디오 녹화 시 

웹캠을 통한 녹화자의 모습을 현재 

녹화 중인 동영상 안에 넣어 녹화중인 

한 화면에 동영상과 녹화자 얼굴이 

동시에 녹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 영역

컴퓨터 화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녹화한다! liteCam HD는 PC상의 거의 모든 화면(동영상, 게임, 화상 카메라 등)을 1080p의 Full 

HD 해상도로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품 소개



국내특허

번호 내용 등록일 적용 영역

1 웹과 아이콘을 이용한 원격제어시스템

2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한 파일교환시스템

3 에이알에스와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 원격제어방법 

4 아이콘 암호를 이용한 인증방법 

5 게이트웨이서버와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신로 개설방법 

6 원격제어를 통한 온라인 가상협업 서비스방법 

7 게이트웨이서버와 이동통신단말기 식별정보를 이용한 통신로 개설방법 

8 웹서버 접속 브라우저의 실시간 원격 판별 방법 

9 원격제어 중 이동통신단말기의 화면전송 차단방법

10 USB장치의 원격제어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 

11 아이콘을 이용한 원격제어중 이동통신단말기의 화면전송 차단방법

12

2003.10.02

2004.12.14

2007.02.01

2008.03.24

2010.08.09

2010.10.14

2010.10.22

2011.02.15

2011.09.16

2012.03.29

2012.04.19

2012.04.19

PC, 모바일

PC, 모바일

PC

PC, 모바일

모바일

PC, 모바일

모바일

PC,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스테이터스바 알림메세지 등록을 이용한 원격제어중 이동통신단말기의 화면전송 차단방법

지적재산권Appendix

지적재산권



국내특허

13 이동통신단말기의 화면 캡처 방법

14 이동 단말의 원격 표시 방법 이를 수행하는 장치

15
터치스크린내 가상마우스 구현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16 모바일 단말을 원격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 

17 가상 키패드를 이용하는 모바일 단말의 원격제어 방법 및 장치 

18
컴퓨터를 통한 터치크스크린식 이동통신단말기의 제어에 있어서
컴퓨터 및 피제어 이동통신단말기의 화면상태 관리방법

19 컴퓨터 단말기에서의 이동통신 단말기 원격 제어 시스템 및 방법 

20 동영상 생성 방법 및 장치

21 USB장치의 원격 제어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

번호 내용 등록일 적용 영역

2012.04.19

2012.08.24

2012.08.29

2010.10.23

2010.10.23

2012.10.31

2012.11.12

2013.03.26

2013.03.29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PC, 모바일

지적재산권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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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22
원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한 원격 제어 시스템 및
원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한 원격 제어 방법

23 원격 접속 과정 모니터링 방법 및 원격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

24 USB단말의 제어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

25 단말의 디스플레이 전원 제어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단말

26 터치스크린 정보기기의 게임 방식 잠금해제 방법 

28

29

원격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공 시스템 및 원격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공 방법

원격 네트워크 연결 방법 및 원격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 

30 이동통신단말기 탑재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기간 원격제어 방법 

번호 내용 등록일 적용 영역

2013.03.29

2013.03.29

2013.05.02

2013.07.02

2013.08.06

2014.02.18

2014.02.18

2014.06.13

모바일

PC,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PC, 모바일

27 터치스크린 정보기기의 선택적잠금방법 2013.10.18 모바일

PC, 모바일

PC, 모바일

지적재산권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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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

1 Web及びアイコンを利用した遠隔制御システム

3 USB装置の遠隔制御方法及びこれを実行するシステム 

4 ゲートウェイサーバと電話番号を用いた通信路の開設方法

5
コンピュータによってタッチスクリーンタイプの移動通信端末を制御す
るに当たってのコンピュータ及び移動通信端末の画面状態の管理方法

번호 내용 등록일 적용 영역

2007.11.19

2013.07.05

2014.02.28

2014.04.11 

PC, 모바일

모바일

2 アイコン暗号を用いた認証方法 2011.04.19 PC, 모바일

PC, 모바일

PC, 모바일

6 ゲートウェイサーバ及び移動通信端末の識別情報を利用した通信路の開設方法 2014.04.11 PC, 모바일

지적재산권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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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1 AUTHENTICATION METHOD USING ICON PASSWORD

3 SCREEN CAPTURE METHOD OF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번호 내용 등록일 적용 영역

2012.12.18

2014.06.11

PC, 모바일

2
SESSION ESTABLISHMENT METHOD
USING GATEWAY SERVER AND PHONE NUMBER 2014.05.06 PC, 모바일

PC, 모바일

지적재산권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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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내역

1 우량기술기업선정서

4 투명경영 인증서

번호 내용 해당일 발부처

2002년 12월

2005년 09월

기술신용보증기금

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2003년 12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5 Good Software 품질 인증서 - RemoteCall v4.0 2006년 0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 벤처기업확인서 2006년 06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7 정보통신부 우수 ASP 서비스 인정서 2007년 05월 정보통신부, 한국 IT렌탈산업협회

8 방송통신기기인증서 (EMC:전자파적합등록) RCAP-2000 2009년 12월 전파연구소

9 Gold Certificated Partner MGCP 2009 - 2010년 Microsoft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2010년 03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 글로벌 소프트웨어 스타기업 2010년 04월 KOTRA, 지식경제부

11 서울시 인터넷무역지원 참여기업 인증서 2010년 03월 서울산업통산진흥원

3 Good Software 품질 인증서 - RemoteCall v3.1 2004년 11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적재산권Appendix

수상 및 인증내역



13 (사)벤처기업협회 회원사 인증서

16 Good Software 품질 인증서 - RemoteCall v5.0

번호 내용 해당일 발부처

2010년 08월

2011년 08월

사단법인벤처기업협회

14 Gold Certificated Partnet MGCP 2010 - 2011년 Microsof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7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원사 인증서 2011년 08월 한국SW전문기업협회

18 벤처기업확인서 2006년 06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9 정보통신부 우수 ASP 서비스 인정서 2007년 05월 정보통신부, 한국 IT렌탈산업협회

20 방송통신기기인증서 (EMC:전자파적합등록) RCAP-2000 2009년 12월 전파연구소

21 Gold Certificated Partner MGCP 2009 - 2010년 Microsoft

2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2010년 03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4 글로벌 소프트웨어 스타기업 2010년 04월 KOTRA, 지식경제부

23 서울시 인터넷무역지원 참여기업 인증서 2010년 03월 서울산업통산진흥원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011.03.11 ~ 2014.03.10) 2011년 03월 중소기업청장

인증내역

지적재산권Appendix

수상 및 인증내역



25 Good Software 품질 인증서 - RemoteView v5.0

2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014.03.11 ~ 2017.03.10)

번호 내용 해당일 발부처

2012년 02월

2014년 03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6 벤처기업 확인서 2012년 06월 KIBO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장

29 World Class 300 기업 지정 2014년 06월 중소기업청

27 Good Software 품질 인증서 - Mobizen v1.0 2012년 10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내역

1 KOTRA 서비스 자문단 위원 위촉장 - 서형수

번호 내용 해당일 발부처

2014년 03월 KOTRA

위촉내역

지적재산권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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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1 100大 우수특허제품 대상 한국일보 사장상

4 유망벤처산업 - 솔루션 부문

번호 내용 해당일 발부처

2004년 07월

2006년 02월

산업자원부, 특허청

2 2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정보통신부 장관상 2004년 07월 정보통신부

한국일보사

5 100만불 수출의 탑 2006년 11월 한국무역협회

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로패 2006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7 기술혁신부문 중소기업협회장상 2007년 09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 벤처기업대상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표창 2007년 10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9 소비자 추천부문 히트상품 2009년 12월 디지털타임즈

10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 2010년 10월 산업자원부, KOVA

12 신소프트웨어 상품 대상 일반SW부문 대상 2011년 08월 지식경제부

11 소비자 추천부문 히트상품 2010년 12월 디지털타임즈

3 대한민국 SW 상품 대상 정보통신부 장관상 2004년 12월 정보통신부, 정보산업연합회

지적재산권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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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13 2011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 비즈니스부분 KT상

16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번호 내용 해당일 발부처

2011년 09월

2012년 07월

방송통신위원회

1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상품상부문 대통령상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17 신소프트웨어 상품 대상 일반 SW부문 대상 2012년 10월 지식경제부

18 제24회 뉴미디어대상 소프트웨어 부문 수상 2012년 11월 신사업경영

19 제49회 무역의 날 대통령상 표창 2012년 12월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20 제47회 납세자의 날 - 2012년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2013년 03월 서울지방국세청장

21 Ground Breaker Award for Engineering Excellence Nomination 2013년 07월 Telecom Council of Silicon Valley

22 표창장 - 소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 정부포상(박영식)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23 표창장 - 벤처기업협회장상 공로상 2013년 12월 벤처기업협회

15 2011 High-Tech Awards 수출부문 대상 2011년 12월 하이테크정보

지적재산권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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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0554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방이동 44-5) 에스타워 10~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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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105-0001 東京都港区虎ノ門 1-2-20
第3虎の門電気ビ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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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北京市朝阳区广顺南大街16号嘉美中心写字楼1210
联系电话 : +86-10-8256-1810
传真号码 : +86-10-8256-2978
技术咨询 : support.cn@rsupport.cn
销售咨询 : sales.cn@rsupport.cn
其他咨询 : info.cn@rsupport.cn 

For more information about RSUPPORT, please visit http://www.rsupport.com

USA

333 Sylvan Ave. STE#110,
Englewood Cliffs, NJ 07632, USA
Phone : +1-888-348-6330
Fax : +1-888-348-6340
Tech : support.us@rsupport.com
Sales : sales.us@rsupport.com
Info : info.us@rsupp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