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일할 때 생산성은 극대화됩니다.오해 vs 진실

원격근무에
대한

There are many benefits!

Working remotely is...Productive?

Agree
67% 7%

Neutral
26%

Disagree

직원들이 적절하게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사무실보다 훨씬 집중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출장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학계 연구와 기업 설문들이 원격 근무자가 생산성이 높고 일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ork life balance Improved productivity Greater collaboration

출처: 미국 온라인 마케팅 조사기관 유샘프(uSamp)
- 1,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에 대한 설문 결과 (2013)

원격 근무를 하면 일을 안.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원들은 원격 근무로
더욱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샘프(uSamp) CEO 매트 듀시즈, 2013

67%

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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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Speed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지 않으면, 
업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업무 처리 결과의 질이 낮아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근무로 처리하면 업무 퀄리티가 떨.어.진.다?   

RemoteCall은 업무 속도와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솔루션입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게 되면, 
원격 접속 과정에서 접속 정보가 유출되거나, 원격 중
송수신된 데이터를 제3자가 가로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근무를 허용하면 보안이 뚫.린.다?

제품 보안보다 중요한 것은 서버 보안입니다.

하지만 원격 연결을 위해 

고객사 PC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그 전에 이미 악성코드를 배포하도록 

중계서버가 해킹되어 있다면...?!

제품 자체의 보안은 리모트콜이나 타사 제품 모두 SSL 및 AE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 리모트콜의 경우 AES 256bit이며 타사의 경우 128bit가 대부분입니다.)

스니핑(Sniffing) 등 해킹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리모트콜은 단순한 원격 솔루션이 아닌, 
업무 생산성 솔루션입니다.”

“리모트콜은 ‘서버보안’으로 
해킹의 원인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암호화 
데이터 전송

안전한 채널
: SSL 암호화 통신

Internet

RemoteCall appliance 도입 이후 ‘내부 서비스의 퀄리티’와 ‘빠른 업무처리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도입 후 2년간 단 한차례의 장애도 발생하지 않은 

제품의 완벽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 인프라 관리팀

고객 지원
고객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대형 금융권,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고객 서비스 강화와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활용합니다.

온라인 미팅 및 협업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업무 관계자들 간에 온라인 미팅으로 화면과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사내 지원 및 유지 보수
전산 담당자 또는 유지 보수 업체 등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 IT자원을 원격으로 관리 및 유지 보수합니다.

온라인 교육
장소에 상관없이 영상이나 음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직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원격 프리젠테이션, 웨비나, IT컨설팅
컨설팅, 영업, 마케팅, 컨설팅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원격 세미나를 통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활용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및 단말기 지원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지원을 해야 하는 통신사, 모바일 단말기 제조사에서 원격 지원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ZQ876GHX234...

복호화암호화

A9846DF40CA...

데이터 센터 보안 체크리스트

허가된 자만 접근 가능한가?

주기적으로 백업하는가?

네트워크 보안(방화벽, IDS, IPS 등)이 확실한가?

상주 모니터링 인원이 있는가?



▲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의 ‘스마트폰 안심 원격 서포트(RemoteCall + Mobile pack)’활용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통화를 하여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마세요. 직접 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격고객지원에

오해 vs 진실
대한

“같이 있지 않아도 ‘동시에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원격의 힘입니다.”

고객 지원은 역시 전.화.통.화?

070-7011-****

“고객 접근이 용이하고 해결 완료시간 3배 이상 단축!”

상담원의 피드백 완료시간

전화상담 17분 Web상담 40분리모트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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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고객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고객의 PC나 휴대폰 화면을 
원격으로 접속하여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속할 화면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원격 지원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알서포트는 2014년 4월, 프랑스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브이그텔레콤에 영상 고객 지원 

솔루션인 리모트콜 비주얼팩을 공급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리모트콜 공급 이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비주얼팩 공급으로 이어진 것이며,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 유럽연합의

법령에 규합하는 경우에만 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가 허용되는데 이를 통해 유럽 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日 NTT도코모는 알서포트의 리모트콜 모바일팩을 자사 서비스에 도입해 2012년 3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안심 원격 지원’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1년 9개월 만인
2013년 11월 말로 사용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LG전자는 국내에서 매월 30,000건(2011년 10월 기준)의 고객문의를 원격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격 지원 시스템 도입 후 고객은 서비스센터 방문 시 들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할 때 드는 비용을 연간 150억원 가량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원격 지원 서비스 시작 이후 LG전자는 1 건 당 처리비용이 국내 기준 평균 1,000원, 
해외 기준 2달러로 줄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리모트콜 도입 후 한국에서는 1억 6,500만 원, 
해외에선 274만 달러(한화 31억 6천 만원)란 비용을 줄였다. (dailygrid, 2011)

원격 고객 지원이 가능하려면 제품에 화.면.이.있.어.야?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세탁기 고장 등 모두 원격지원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고객 지원을 하면 상담원 목소리도 직접 듣지
못하고 출동기사 얼굴도 볼 수 없으니 고객이 답답해 하고 
속시원하게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을 하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진.다?

원격 지원은 고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 지원 방법입니다.

NTT도코모, ‘스마트폰 안심 원격 지원’ 1년 9개월 만에 500만 고객 돌파

<만족사례 01.>

<만족사례 02.>

LG전자, 리모트콜로 기업 비용 월 33억, 고객비용 연간 150억원 절감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낭비되는 기업 비용,
이제 고객 만족으로 돌려주세요.”

RemoteCall+visual pack에서는 고객이 갖고 있는 폰으로 찍은 영상을 고객지원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문제든 직접 가지 않고도 현장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해 줄 수 있는 
마법사가 되어 주세요. 

“진정한 고객 만족은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Live
Streaming

출처: 경제투데이 (2008년)

원격지원툴을 통해 A/S를 경험한 
고객 대상 권장도 조사 결과

* 무응답자 제외

권장함

아마 권장할 것

권장하지 않음1.4%

5.2%

93.4%

* (number)=Occurrence

www.rsupport.com

Customer 
satisfaction level

Very satisfied
(371)

Average
(20)

Not satisfied
(4)1%

5%
-Support while viewing 
 the Smartphone screen.
-Easy to understand.
-Easy to use.

94%



원격지원

2010년 11월 23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 최초 PC '애플-1'이
13만 3250파운드(약 2억 4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애플의 
아이패드보다 425배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원격지원’ 
또한 어딘가 외국 유명 기업에서 시작한 것일까요?

PC 1호가 애플이라면, 원격지원 1호는 알서포트입니다. 오해 vs 진실

리모트콜에

대한

“원격지원제품이 모두 비슷해 보인다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알서포트가 맞는지”

알서포트는 세계 최초로 ‘원격 지원(Remote Support)’ 라는 개념을 만들어 
웹과 아이콘만으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국내 기업입니다.

안드로이드 최초 모바일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 ‘모비즌’을 개발했습니다. (2012년)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일본에서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日 NTT도코모 ‘스마트 데이터링크 Mobizen’ 시범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웹브라우저를 통해 스마트폰의 콘텐츠 관리와 화면을 제어하는 기술을 일본에서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2014년 3월)

리모트콜은 다릅니다. 
리모트콜은 ‘원격지원’이라는 한 분야만 파 온 알서포트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리모트콜이나 다른 원격지원제품이나 그.게. 그.거.다?

제작일자 : 2014.04.30



Q.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협업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시간에, 한 대의 PC로만 일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장난처럼 들리시나요? 리모트콜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최저가’를 검색하지만 
막상 검색된 최저가 금액은 내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전혀 맞지 않는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격지원 서비스도 최저가 검색을 이용해서 고를 수 
있을까요? 

리모트콜은 비.싸.다?   

리모트콜은 최저가를 지향하지 않으며, 제품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제안합니다.

리모트콜은 원격으로 고객지원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지원을 하는 것만이 리모트콜 
기능의 전부일까요? 

리모트콜로는 고.객. 지.원.만. 가.능.하.다?

리모트콜은 모든 ‘원격 협업’의 출발점입니다.

삼성, LG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선택한 프리미엄 원격 지원 솔루션입니다.

원격 지원의 중요성이 특히 큰 보안 관제 업체에서 사용하는 가장 안정적인 솔루션입니다.
(국내 주요 보안 관제 업체 SK인포섹, 이글루시큐리티, 안랩, 싸이버원 등에서 모두 알서포트 제품 사용 중)

타 사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과 100명 이상의 전담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보안 이슈,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남다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도구의 제약을 없애 주는 
리모트콜로 스마트하게 협업하세요.”

“리모트콜은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원격지원 제품 선택 체크리스트
얼마나 빠른가?

자체 개발 엔진인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기술 특허가 있는가?

보안이 확실한가?

기술 지원 능력이 있는가?

< 협업이 필요한 건축 분야에서의 원격 협업 >

현장 배관 설계 오류발견

현장 근무자

현장 근무자

본사 시공 부서

설계 협력사

도면 서버실시간 현
장 반

영
실시간 

설계 도면 수정   

실시간 전달 및 확인

“기술 지원은 전문가에게! 더 이상 영업 사원에게 기술 지원 받지 마십시오.” 

< 업계 유일 24시간 기술 지원>

6,000개
고객사

풍부한 경험 탁월한 기술력

조직 중
연구개발인력

55.3%

접속율 99.9%

전세계
15개

중계서버



네이트온에서도 원격이 되네?
게다가 무료네? 
우리 회사도 이걸로 고객지원하면 되지 뭐…

네이트온 원격 기능 = 알서포트와 제휴

네이트온의 원격 기능을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오 
1. 껄끄러운 불법 사용?

    “네이트온 원격제어는 비상업적인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이없이 복잡한 고객 안내?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원격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대신, 먼저 아래의 싸이트에 접속하셔서 네이트온 설치 및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http://nateonweb......”

여기도 원격이 있던데? “네이트온”

“개인 간의 편의를 위한 원격 ≠ 귀사의 고객만족을 위한 원격”

에내가 본 원격지원

오해 vs 진실
대한

제작일자 : 2014.04.30



“알서포트는 삼성전자 최신 태블릿 ′갤럭시 노트 프로′와 ′갤럭시 탭 프로′에 원격제어 솔루션인 

′리모트 PC(Remote PC)′를 기본 탑재했다고 19일 밝혔다. 리모트 PC란, 사용자가 가진 모바일 

디바이스로 와이파이(Wi-Fi), 3G, LTE 연결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집이나 사무실의 PC에 접속할 수 

있는 앱이다. 원격지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원격으로 제어해 PC에서 즐겨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전원 시스템 명령어 등도 제어할 수 있다.

리모트 PC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4가지 신형 태블릿 ′갤럭시 노트 프로 12.2′, ′갤럭시 탭 프로 12.2′, 

′갤럭시 탭 프로 10.1′, ′갤럭시 탭 프로 8.4′에 기본 탑재되어 출시된다. 특히 위 태블릿들은 대화면과 

고해상도를 자랑해 교육용은 물론, 스마트워크 업무용으로도 적합한데 리모트 PC는 그 사용성을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확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14-03-19 기사자료 中]

삼성 태블릿에서도 원격이 되네?
여기 저기 원격이 다 있구만…
그래도 알서포트가 제일 나은 건가?

여기도 원격이 있던데? “리모트 PC”

삼성 태블릿의 리모트 PC = 알서포트가 개발

내 폰도 원격지원이 되네.
알서포트만 되는 건 아니네? 

여기도 원격이 있던데? “LG전자 원격상담”

LG전자 스마트폰 원격상담 = 알서포트의 ‘리모트콜 모바일팩’

“내가 아는 원격, 알고 보면 다 알서포트입니다. 
이제 Original과 직접 만나 보세요.”

“알서포트는 원격 기술의 대표이자,
선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한 
  스마트서비스 체제 구축

도입 솔루션
: 알서포트 리모트콜 모바일팩 
    (RemoteCall + mobile pack)

효과
: 고객지원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고객만족도 향상 

LG전자의 리모트콜 모바일팩 도입 효과

- 섬에 사는 이용자도 원격 지원, 
   고객만족도 향상

- 고객문의 원격지원으로 15% 이상 해결

- 고객 지원 소요 경비 절감

- 고객의 서비스센터 방문 비용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