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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문 솔루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
모트콜을 통한 기술지원으로 솔루션 활용이 더욱 원활해 졌습니다.

- 차량설계부서 담당자, 현대자동차 -

승용차, 기타 여객용 자동차 등의 완성차제조 및판매업체

다양한 전문 솔루션이 복합 적용되는 자동차 생산의 필수 파트너, 리모트콜

현대자동차_Korea

Success Story_ PC 지원

기업정보

RemoteCall / Server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외부에서도입한솔루션에대해안전하고효율적인기술지원을받기위함

해외생산설비지원시, 1차진단용

도입 목적

외부솔루션 Vender의지원이나해외설비지원시, 과정이까다롭고비용이많이발생

하여해결책이필요했음.

독점판매를통해도입한솔루션(예. 차량설계솔루션등)의경우기술지원을받기위해

서는출장비 , 체재비, 기술이용료가발생하고비용을지출하기위한내부품의과정도

최소 2개월이소요되어신속한처리가불가능함.

설비지원팀에서해외생산설비지원시, 출장이필요한이슈인지 1차적으로확인할수

있는방법이필요함.

도입 배경

외부 Vender가 현대차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안 이슈로

인해 불가능하므로, 리모트콜의 ‘화면 역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해결하였음.(현대차 내

부 직원이 Vender 직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한 후 역제어하도록 하여 내부 직원 PC

의화면을보여주는방법)

해외 설비에 이상 발생 시 진단 장비를 설비에 연결하고 원격으로 그 결과를 본사 쪽에

공유함으로써, 해외 출장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출장 비용이 크게 감소하였

음.

도입 효과

리모트콜의기능을현장상황에맞도록적절히활용함으로써

비용, 시간, 기술적인고효율달성

RemoteCall / Server

Success
Point



우리는효율성을높이기위한솔루션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 고객지원역시효율성을놓칠
수는없었습니다. 이에대해리모트콜이확실한답이되어주었죠.

- Ville Kinnuen, Miradore -

IT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

IT 자산 관리 솔루션의 고객 지원을 위해 리모트콜은 선택이 아닌 필수

Miradore_Finland

Success Story_ PC 지원

기업정보

RemoteCall / Server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Miradore 고객의원활한솔루션이용이가능하도록편의성과보안이강화된고품질

고객지원제공

도입 목적

웹 인터페이스 하나로 전체 IT 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Miradore

Management Suite의 특성 상, 고객 지원 시에도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시되어야했음.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자산까지모두관리하는통합솔루션이므로시스템보안

측면도매우중요한이슈였음.

편의성이 높고 보안도 우수한 원격지원을 검토해야 했으며, Miradore의 제품 퀄리티와

보조를맞출수있도록우수성이검증된제품이필요했음.

도입 배경

Miradore Management Suite의원격지원기능을이용하여 Windows 컴퓨터

사용자를보다빠르고안전하게지원할수있게됨.

윈도우트레이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고객의편의성이 증

대되었음.

IT 자산에 대한 원격지원은 솔루션의 중요 기능으로 자리잡았으며, 향후 모바일 기기까

지 IT 자산관리대상을확장하는경우에도리모트콜로원격지원이가능하여확장성또

한뛰어남.

도입 효과

솔루션내원격지원 API 탑재로편의성을향상시키고, 

보안과확장성을고려하여리모트콜선택

RemoteCall / API

Success
Point



“건설금융은 자금의 규모가 크고 세부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한 전문 업무가 많습니다. 
리모트콜은 조합원들의 민감한 이슈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줍니다.”

- 경영기획본부 담당자,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회사의 보증, 융자, 임대, 교육 등을 실행하는
건설업 특화 금융기관

건설금융의 Best Value Partner 역할을 완성시키는 리모트콜 원격지원

전문건설공제조합_Korea

Success Story_ PC 지원

기업정보

RemoteCall / Server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는조합원및지사에대한업무지원

도입 목적

조합 웹사이트 내의 인터넷 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각종 금융 업무들을 원활하게 처리하

기위하여빠르고안전한고객지원필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각 지사와 본사 간의 신속한 업무 처리와 시스템 상의 협업을

지원하여업무효율을높일수있는도구필요

복잡한 건설 금융 민원을 혼란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확

인하여처리할수있는세심한고객지원필요

도입 배경

지사까지 이동하거나 조합원기업을 직접방문하는 비율이 크게줄어들어같은 시간내

에더많은양의업무를처리할수있게되었음.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되어 조합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향후원활한 건설금융

흐름형성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조합원 및 지사의 니즈를 파악하여 직접 원격지원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임.

도입 효과

전문업종인건설업종사자들의눈높이에맞춘원격지원전문솔루션

도입으로신뢰도제고

RemoteCall / Cloud (ASP)

Success
Point



“고객 요구 다양화와 대리점 매출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리모트콜로 한샘의 시스템과 대리점주를 서로 친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 영업관리부서 담당자, 한샘 -

부엌 가구 제조, 유통 및인테리어 가구 유통 업체

업계 최초로 `디지털'과 `디자인'을 결합한 전략 실행의 파트너, 리모트콜

한샘_Korea

Success Story_ PC 지원

기업정보

RemoteCall / Server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대리점주지원용

(사업초기시스템에대한빠른적응및시스템설정과장애상황에대한지원)

도입 목적

대리점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전산 프로그램들이 다소 전문적인 성격

이라서, 대리점 개업 초기에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있어이를 위한 지

원책필요

한샘은 가구업계 최초로 각 대리점에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지원 설계 시스템을 도입

하였으며, 이를 제대로활용하여대리점주가고객에게맞춤형공간을 제안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밀착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여

원격지원을도입하게됨.

도입 배경

한샘CAD 화면 상의 디테일한 변화와 3D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빠른 원격지원 리모트콜을 도입하여, 본사와 대리점 간의 기술 및 노하우 격차

를줄이는것에크게기여함.

대리점및협력 업체와본사를 연결하는 ERP시스템과 본사가 대리점의시공을 직접 지

원하는 직 시공 방식 등, 과감한 IT 선제 투자를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리모트콜의활용범위를더욱확장할예정임.

도입 효과

디지털혁신과정에서내부직원과대리점주들의시스템안착을위해

리모트콜을전략적으로도입

RemoteCall / Cloud (ASP)

Success
Point



“온라인 쇼핑몰은 순간에 구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잠시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리
모트콜로 실시간 원격지원을 하니 고객 이탈이 최소화되었습니다.”

- 마케팅영업부 담당자, アクアリーフ -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및 재고 관리, 제품 등록을 한 번에 할
수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판매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공급 업체

리모트콜을 활용한 고객 지원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인 고객 확대에 성공

株式会社アクアリーフ주식회사아쿠아리프_Japan

Success Story_ PC 지원

기업정보

RemoteCall / Server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온라인판매관리시스템 ‘쓰케네코‘ 이용고객지원

도입 목적

쓰케네코는 PC의웹브라우저로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고객문의 대응 시에고객이 보는

PC 화면에 맞춰 안내가 되어야 하지만, 고객의 화면 상태를 구두 설명을 듣고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의 대응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고, 실시간 화면 설명이

어려운경우별도의메일로파일을주고받아해결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음.

쇼핑몰의고객정보가연결되어있다는시스템특성상, 관리자에의해상담사의권한을

제한하거나사전동의등의보안강화기능이필수적이었음.

도입 배경

리모트콜은 원격제어뿐만 아니라 레이저 포인터 및 그리기 기능도 갖추고 있어 현업에

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관리자가 상담사별 접근 권한을 일괄 제한할 수 있어 원격지

원중보안을걱정할필요가없음.

고객정보가저장된 파일에 이상이 생긴경우에도소중한데이터를번거롭게 다시 받을

필요없이 원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회사의 기존

보안정책을수정하지않고그대로사용할수있어서더욱안심하고사용할수있었음.

도입 효과

매출과직결되는쇼핑몰관리시스템을리모트콜로원격지원하여

고객과의 Win-Win에 성공

RemoteCall / Cloud (ASP)

Success
Point



“IT 솔루션 도입 고객은 보안에 특히 민감합니다. 기업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인만큼 고객을 안심시
키는 고객 지원이 필요했고, 리모트콜이 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 고객지원팀 담당자, SCSK -

시스템 개발, IT 인프라 구축 및 관리,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 등 Full 라인업 IT 서비스 공급 업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IT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객 지원, 리모트콜

SCSK株式会社_Japan

Success Story_ PC 지원

기업정보

RemoteCall / Server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다양한종류의자사 IT 솔루션이용고객을만족시킬수있는효율적인고객지원

도입 목적

SCSK는 제조, 통신, 유통, 금융, 플랫폼, IT관리 등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서,

다양한산업군의고객으로부터다수의문의가들어오고있었음.

고객 문의의 80% 이상은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동일 고

객의 동일한 문의가 반복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고객

지원이필요했음.

원격 화면 공유 위에 그리기 기능과 같은 고객 이해를 돕는 상담 편의 기능의 역할도 중

요했음.

도입 배경

일회성 접속 코드를 통한 간편한 접속 방식으로 고객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원격지원을

요청할수있어고객의원격지원요청비율이증가하고있음.

고객사 내에서 주축을 이루는 주요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를 요하는 프로세스를 구비하고 있는 리모트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지원

받을수있다는신뢰감을제공하여기업및제품이미지형성에도기여하고있음.

도입 효과

더욱고도화된 IT 솔루션개발과시장공급확대를위하여리모트콜을

성장기반으로활용

RemoteCall / Cloud (ASP)

Success
Point



“선급 관련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노하우 축적이 중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리모트콜로 전 세계의 협회 회원사 모두와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 정보기술부 담당자, ClassNK -

선박에 대한 검사,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 일본 해사 협회

한정된 인원으로 글로벌 지역까지 업무 커버리지를 확대시켜 준 리모트콜

Success Story_ PC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글로벌거점에대한실시간원격지원이가능해져협회의업계영향력과

업무효율성증가

RemoteCall / Cloud (ASP)

Success
Point

협회 회원사의 선급 관련 업무와 각종 인증 업무 등을 수행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

한실시간지원

도입 목적

기존에도 ClassNK의 정보기술부에서 회원사의 협회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PC 장애나 업무 시스템이용과 관련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전화나 메일만으

로는해결되지않는문제가많았음.

글로벌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다른 나라의 거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에 언어 문제와 국제 전화비용 지출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증가하여 글로벌 서비스 범위

가넓은리모트콜원격지원서비스를도입하게됨.

도입 배경

한국이나 중국 등 해외 거점에 대한 업무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 가능하여 효율적인 대

응이가능해짐.

기존에전화통화할 때는발견하지 못했던문제들도 원격 접속을통해정밀하게 파악할

수있게되어투입시간이나인력대비높은성과를거둘수있음.

협회업무진행속도전반의증가로인하여, 업계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도입 효과

ClassNK 日本海事協会_Japan



“리모트콜은 우리가 고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고객이 가장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 Gabriel Fillipi, Alcatel One Touch -

글로벌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 및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리모트콜 모바일 지원 앱을 스마트폰에 프리로드하여 고객 편의 극대화

Success Story_ Mobile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신규시장내의브랜드강화를위한고객중심전략으로

차별화된고객지원툴리모트콜도입

RemoteCall + mobile pack / server

Success
Point

LATAM 지역에 런칭하는 Alcatel One Touch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고객지원

도입 목적

신규 시장 진입 초기에 적극적 고객 대응에 중점을 두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로도 어필할

수있는차별화된마케팅포인트가필요했음.

모바일 원격지원을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어떤모바일네트워크 환경에서도끊김없

이연결이유지되는리모트콜을선택함.

고객 편의 최대화를 위해 Alcatel One Touch 폰에 모바일 원격지원 앱을 프리로드하는

방식으로도입함.

도입 배경

스마트폰에 프리로드된 모바일 지원 앱을 통하여 사용자가 간단하고 편리하게 원격지

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고객만족도가높아짐.

현재 LATAM을중심으로일부미주및아시아지역까지확장하여적용하였음.

리모트콜을 이용한 모바일 원격지원으로 고객 지원 차별화를 기하여, 스마트폰 브랜드

로서의프로페셔널한이미지를확립할수있었음.

도입 효과

TCL Communication Technology Holdings_LATAM



“구글이나 애플처럼 ‘교육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기업 비전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어,
리모트콜은 숨은 일등공신입니다.”

- 플랫폼사업부 담당자, 웅진씽크빅 -

회원제 과목·종합 학습지와 전집 도서 기반의 교육 서비스,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제공 업체

스마트 러닝 고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또 한 명의 선생님, 리모트콜

Success Story_ Mobile 지원

기업정보 도입제품 / 도입방식

전자콘텐츠교육플랫폼기업으로서의입지강화를위한전략적고객

지원툴로리모트콜도입

RemoteCall + mobile pack / Cloud (ASP)

Success
Point

모바일교육시활용하는단말기사용이어려운아동이나학부모에대한원격지원

도입 목적

출판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웅진코웨이의 렌탈(대여) 방식을 가미한 스마트 러닝

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활용되는 대여용 태블릿 단말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고객지원이반드시필요했음.

태블릿을 유아나 초등학생층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 각종 오류 해결 능력과 상황 설명 능

력이 부족하다는점에착안하여태블릿화면을 원격으로직접제어하여 문제를해결하는

방식의고객지원툴이필요하다는판단을내림.

도입 배경

초기 도입 시 고객의 기기 활용 능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리모트콜을 도입하였고,

이를통해고객이스마트기기를통한학습방법에보다빠르게적응할수있게되었음.

태블릿을 이용한 학습 중 문제 발생 시, 태블릿에 원격 접속하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

고응대할수있어고객의학습능률향상에기여하고있음.

향후 더욱 경쟁력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인프라로 리모트콜을 확대 활

용할예정임.

도입 효과

웅진씽크빅_Korea



“MFP를 통해 리모트콜이 얼마나 획기적인 고객 지원 도구인지 알고 난 후에는 다른 업무 분야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 Jerod Keyser, Fortress -

복사기, 프린터,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사무기기 공급 업체

사무기기 유지보수 방식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 리모트콜 원격지원

Success Story_ Mobile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스마트기기에는스마트한고객지원으로대응한다는전략+원격지원

확대적용으로시너지효과

RemoteCall + mobile pack / Cloud (ASP)

Success
Point

삼성 MFP(Multifunction Printer) 공급자로서, MFP의 스마트 UX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고객지원제공

도입 목적

삼성 MFP는 안드로이드 운용 체계(OS)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프린팅 솔루션으로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인쇄나 팩스 등 사무실 작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

조성이가능한스마트기기이며, MFP 기기내에리모트콜을포함한 ‘스마트UX센터’라는

플랫폼을구축하여스마트한지원이가능한환경을조성해놓았음.

Fortress는 기존에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으므로, 인력

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솔루션이필요했음.

도입 배경

리모트콜을 통해 고객 문의의 80%를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대비 시간과

비용을크게절감하였음.

지역적/환경적 문제로 평소 1~2일의 출장이 소요되던 건도 대부분 원격으로 처리하여

비용절감뿐만아니라고객의만족도가놀랍게향상됨.

리모트콜원격지원을통한고객만족도증가는 MFP 매출향상에기여함.

MFP 원격지원뿐만아니라 PC 지원까지리모트콜을확대사용중임.

도입 효과

Fortress Business Systems_USA



“고객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리모트콜을 도입한 첫번째 이유입니다. 
스마트폰과 친해진 고객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 Tommy Blas, Docomo Pacific -

괌및 CNMI의통신 및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업체

고객의 행복한 모바일 라이프를 적극 지원하여 브랜드 로열티 상승

Success Story_ Mobile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모바일 원격지원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가 수익 창

출기반마련

RemoteCall + mobile pack / Cloud (ASP)

Success
Point

모바일 디바이스 다양화와 고객 문의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고객지원역량확보

도입 목적

웹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나 CS 센터로 들어오는 전화 문의의 경우, 글이나 말로 설

명하기어려운상황들이많아정확한문제확인이어려운경우가자주발생하였음.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상통하

는고객밀착형서비스가필요했음.

고객 만족도와 내부 직원 만족도를 함께 높이기 위하여 CS 처리 시간과 반복 문의를 줄

이는솔루션을모색했음.

도입 배경

리모트콜 도입 후 average handling time과 return call의 감소로 인해 CS 인력의 효

율적활용이가능해짐.

안드로이드뿐만아니라 iOS까지원격지원이가능하여문제해결범위가확대되었음.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고객에게도 원격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

소외지역을최소화함.

다양한부가서비스에대한고객지원도가능하여향후수익향상이기대됨.

도입 효과

Docomo Pacific_Guam/CNMI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고장 시 안내를 받아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돕기
위해 영상 지원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개발, 도입하였습니다.”

- 전충식/고객센터 센터장, 경동나비엔-

보일러 및흡수식 냉/온수기 생산·판매 업체

리모트콜 영상지원으로 “고객님 댁에 설치된 경동보일러 봐 드립니다~”

Success Story_ 영상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제품의특성과고객의상태를정확히이해하고이에최적화된원격지원

솔루션을도입

RemoteCall + visual pack / server

Success
Point

보일러 작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고객 지

원도구

도입 목적

보일러라는 제품의 특성 상, 어느 집에나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제품에대해 잘 모르

고 사용이 꼭 필요할 때 혹한 등의 이유로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

속·정확한실시간고객지원이가능한차별화된고객커뮤니케이션방안을모색함.

보일러의 증상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장 영상을 직접 볼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영상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팅이 가능하여 상담 편의성이 탁

월한리모트콜을선택하게됨.

.

도입 배경

업계 최초로 '나비엔 영상지원(NAVIEN Remotecall)'을 시작하여, 보일러, 온수기, 온수

매트등경동나비엔전제품에대한원격영상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장 원인 및 증상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일러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

고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도 응급 조치 방안에 대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

게되어고객만족도가크게상승하였음.

도입 효과

경동나비엔_Korea



“리모트콜을 적용한 KDS를 통해, 해외 서비스 비전 2020인 최상의 차별화 서비스(Being 
Exceptional)를 제공하게 되어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외기술지원서비스본부 담당자, 기아자동차-

자동차용 엔진 및자동차 제조업체

현지 딜러-대리점-본사 간의 원격지원 Hot Line 구축으로 서비스 차별화

Success Story_ Mobile / 영상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모바일트렌드에맞는서비스개발및원격지원과의결합을통한완성도향상

으로이미지제고

RemoteCall + mobile pack, visual pack / server

Success
Point

차량 진단 장비 이용 시, 본사 및 해외 법인의 high tech engineer가 해외 딜러 및 대리점

을지원하는도구로활용

도입 목적

기존 장비 이용 시 기술지원 방식으로 활용되던 PC 대 PC 방식의 원격제어를 뛰어 넘어

디지털화·모바일화 되어가고 있는 해외 서비스 시스템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필요

했음.

현장의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과수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사

의정비기술지원전문가와의기술커뮤니케이션이필요했음.

신속하고정확한정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실시간영상확인이필요했음.

도입 배경

KDS(Kia Diagnostic System)를 통해, 정비 기술 지원 전문가가 PC로 현장의 모바일

진단장비를원격제어하고, 진단 장비카메라를통한실시간차량영상 확인 및정비사와

음성상담을통해고객차량문제를파악할수있음.

KDS를 글로벌 기아 서비스 네트워크에 확대 제공하여, 고객 차량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가발생했을경우 리모트콜로해외법인과본사의전문기술지원인력이이를 적극지

원하도록함으로써고객만족도가더욱향상되도록할계획임.

도입 효과

기아자동차_Korea



“공인인증서나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렵죠. 
리모트콜 원격지원은 설명할 필요 없이 화면을 직접 보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 고객센터 센터장, 비씨카드-

지불 결제 프로세스 Total Issuing Solution 제공 업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고객 지원일수록 빛을 발하는 리모트콜 원격지원

Success Story_ PC / Mobile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실시간처리와보안이중요한지불결제솔루션의고객지원을위해빠르고안

전한리모트콜도입

RemoteCall PC, + mobile pack / Cloud (ASP)

Success
Point

개인고객, 기업고객, 내부개발용도등다양한고객군과사내부서별업무에맞는

효율적인지원실행

도입 목적

3733만 고객(2016년 기준)을 보유한 신용카드사로서 263만 기업 고객과 3470만 개

인고객을모두원활하게지원해야했으므로시장에서이미검증된솔루션이어야했음.

나날이 종류가 다양해지는 지불결제수단에 대응하여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 가능한 원

격지원툴로리모트콜을선택함.

결제 수단과연계된원격지원이므로 카드사의 까다로운보안기준에 맞는 제품을선택해

야했음.

도입 배경

온라인 카드 결제 및 카드사 웹사이트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개인 및 기업 고객 지원을

기존에비해빠른시간내에처리

기업 고객이 민감한 금융 기능 사용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안이 강력한 리모트콜

원격지원으로해결해줌으로써기업담당자의업무처리시간을줄여주는효과를거두고

있음.

모바일 결제 수단 개발 테스트 시에도 리모트콜 모바일 원격지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완

성도를높임.

도입 효과

비씨카드_Korea



“리모트콜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지원이 가능해졌고, 고객의 return call
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Saad Raguigue/Project manager, Bouygues Telecom -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및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PC, 모바일 그리고 셋톱박스까지 제한없이 원격지원하는 리모트콜

Success Story_ PC / Mobile / 영상 지원

기업정보 도입 제품 / 도입 방식

다양한제품과서비스에리모트콜을통합적용함으로써

내부직원과고객의만족도동시상승

RemoteCall(All) / server

Success
Point

PC, 모바일기기, 셋톱박스등다양한기기에대한효율적이고통합적인고객지원

도입 목적

모바일 통신, 인터넷서비스, IP TV 서비스등 통신관련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있기때

문에, 다양한고객층을두루지원할수있는솔루션이필요했음.

다양한 서비스의각 부문 담당자가 쉽게 사용할 수있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고객 지

원툴이필요했음.

모바일 및 셋톱박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앱 사용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

하고효율적인사용가이드를제공할수있는커뮤니케이션수단이필요했음.

도입 배경

월 1만~1만 5천 건의 원격지원 세션 사용량을 나타낼 정도로, 고객 문의 시 리모트콜을

활용해해결하는비율이매우높음.

리모트콜의편리함과효율성을체감한고객지원담당자가원격지원을통한고객지원에

매우적극적이며, 이에대한고객만족도또한높음.

앞으로 더욱다양한 제품과서비스 분야의고객지원을위해리모트콜을확대 적용할계

획임.

도입 효과

Bouygues Telecom_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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