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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목적은 리모트콜의 보안과 성능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차별점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문서는 기술담당자부터 제품 사용자까지 폭넓은 범위의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간’ 등급의난이도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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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콜원격지원프로세스

원격지원의가치를높이는리모트콜의기술요소

- 화면제어권을순간적으로즉시회수
- 고객에게화면공유중지와공유화면일부차단권한제공

압도적클래스의원격지원기술을보유한리모트콜

- HA(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 확보를위한다각적노력
-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시스템안정성관리

- 원격제어방식자체를혁신한고도의기술력
- 차별화된성능구현을위한독보적기반기술

[문서의 대상] Engineer----------------------Manager--------------------------User

기술 담당자 기업의 관리자(ex. 구매 담당자)             제품사용자(ex.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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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콜 원격지원 프로세스

원격지원 단계 상세 설명

① 1차 상담 (유선 통화) 전화 연결을 통해 문제 사항 확인Æ원격지원 필요 여부 판단

② 원격지원 대기 원격지원 필요시 원격지원 프로그램 접속Æ원격지원 대기 활성화

③ Web/App 실행 및 원격접속 승인
PC: 원격지원 Web Page 접속 / Mobile: 원격지원 App 접속
Æ상담사가 알려준 접속코드 입력 및 접속 승인

④ 원격 연결 중계서버를 통한 상담사와 고객 간의 원격 연결

리모트콜(RemoteCall)은 고객의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 원격 접속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기업용 원격지원 솔루션입니다. 

리모트콜은원격지원개념을 최초로제시하였으며원격지원의 표준 소프트웨어로서업계를선도하고있습니다.

[리모트콜프로세스구성도]

리모트콜
소개

(고객) (상담사)
① 1차 상담 (유선 통화)

④ 원격 연결

Web / Gate way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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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트콜의 기술 요소

원격지원은멀리 떨어진곳에 있는 상대방 디바이스의 화면을 원격접속이라는 연결 방식을 통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원격지원을 통해 기업 고객 양측 모두가 긍정적 경험을 하고 각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을

때그효용이최대화됩니다.

이를 위해 리모트콜은 기존의 원격지원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더 했을까요? 타사의 원격지원 제품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

어내는리모트콜만의핵심기술은무엇일까요?

리모트콜은 원격지원의 효율을 높이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함께 ‘안심 / 안전 / 안정’ 이라는 리모트콜만의 가치를 더함으로

써 기업과 고객 모두의 만족을 실현하고 업무 지원 도구로서의 효용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되며안정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원격지원이 업무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가

장고도화되어야하는부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원격지원에서는가장기본적인수준만을갖춘상태로서비

스를제공하고있어실제원격지원시발생하는다양한예외상황들에대해민첩하게대응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렇다면, 리모트콜이 원격지원을 통해 단순히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업무 지원 도구로서의 효용 최대화

를실현하는차별화된기술요소는무엇인지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리모트콜 사용 고객이 생각하는 리모트콜의 강점]
(출처: 알서포트, 2015년 조사)

리모트콜,
무엇이
다를까요?

리모트콜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리모트콜 사용 고객이 제품 강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점

은 ‘편리성’이었습니다. 이는 리모트콜의 직관적 UX나 간편

한 메뉴 조작을 통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강점인 ‘속도, 안정성, 보안’은 제품을 잠

깐 써 보고 바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장기간에

걸쳐다양한 상황에서리모트콜을 사용해 본고객이라면 단

연 높은 순위로 인정하게 되는 특장점입니다. 이는 리모트

콜의 기술이 뒷받침된 차별점이므로 누구도 단기간에 따라

잡을 수 없는독보적인 강점입니다.

리모트콜

안심하고원격지원을받을수있도록고객측에원격제어통제권제공

원격연결의안정적유지

원격접속시작부터종료까지안전한관리

원격지원효율을높이는기반기술

안심

안전

안정

기술력

원격지원

직접대면

업무방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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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어권을순간적으로즉시회수

리모트콜은 원격 연결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고객이 1step 동작으로 1초 이내에 화면 제어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

다. 이는 특정 메뉴의 실행이 아닌 간단한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조작을 멈

춤과동시에다시상담사에게원격제어권한이회복됩니다.

제어권상호교환은원격지원중필요시마다언제든가능하며, 이는 원격제어 중 발생하는 시스템 장치 작동 event를 실시간

으로 감지함과 동시에 제어 권한을 부여하는 리모트콜의 빠른 반응성에 의해 가능한것입니다.

반응성이란, 사용자 행위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관련된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각성 상태에서 느끼는 ‘한

순간’을 0.1초로정의합니다. 화면상의버튼을클릭하면클릭이되었다는시각적피드백은 0.1초이내에제공해야의식의흐

름과 동일한 속도의 반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이러한 지각적 순간(0.1초)보다 오

래걸린다면시스템이지체된다고인지하게됩니다.

리모트콜은 이러한 짧은 지각적 순간 내에 event 전달과 제어 권한 부여가 가능하며, 이는 원격 접속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서로다른디바이스간에일어나는반응에해당하므로, 실제로는그이상의반응속도를구현하고있음을의미합니다.

리모트콜은 원격지원에 있어 사용자가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꾸준히

제거하고엔진의성능을지속적으로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은단순히겉으로보이는기능의유무와는구별되는장기간의기술

집적에의해서만가능한것입니다.

순간을 감지하는 빠른 반응성

원격지원을받기 위해 화면제어를 수락한 상태에서, 지원 받는화면상의 어플리케이션창을직접 닫아야 하거나사적

인대화가노출될우려가있는메신저창을즉시닫아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

(원격지원받는중)

제어중인 PC를
고객이직접조작해야하는

일시적인 event 발생

고객이
마우스를움직이고

있나요?

고객이
키보드입력을

실행하고있나요?

고객이
화면 제어권을 가져옵니다.

고객이 마우스/키보드
작동을 중단했나요?

상담사가 다시
화면 제어권을 가져갑니다.

안심원격지원,
리모트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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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기능 2) (기능 3)

원격지원을받는과정에서, 인터넷서비스회원가입등의절차에따라공유화면상에주민등록번호와같은개인정보

를입력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

고객은 원격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능은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있어야하고별도의설명없이도간편하게실행할수있도록 직관적으로구현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리모트콜은

고객이직접제어를통제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직관적 UX 기반으로제공합니다.

원격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원클릭 또는 원터치만으로 화면 공유를 직접 중지시킬 수 있습

니다. 또한 PC 공유 화면 내의 상세 정보를 상대방이 볼 수 없도록, 블라인더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해당영역을 Blur 처리할수있습니다.

인지가 쉽고 실행이 간편한 직관적인 UX 기반의 기능 구현

고객에게화면공유중지와공유화면일부차단권한제공

※블라인더(Blinder)
- 고객의 화면이 가려진 상태로 전송되므
로 상담사가 임의로 차단 해제 불가
- 화면을 Blur 처리하는 방식으로 차단하
므로, 상담사가 하면 상의 정보는 볼 수
없어도 고객의 화면 조작 여부는 인지할
수 있어 원활한 상담 가능

안심원격지원,
리모트콜

고객 PC or 모바일 화면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event 발생

고객이 화면제어
일시중지를
원하나요?

고객이공유화면
의

일부를가리고
싶어하나요?

Host에서
‘화면전송
일시중지’
버튼클릭
(기능 1)

모바일
‘퀵메뉴’
에서

‘잠금’기능
실행

(기능 2)

‘블라인더’
를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기능 3)

(PC지원) (모바일지원) (PC지원)

(원격지원받는중)

클릭하여 화면 전송 중지

다시 클릭하여 화면 전송 중지

채팅

잠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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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과정의 무흠결 보안

Web/Gateway 
Server

리모트콜
상담사 PC

고객
디바이스

원격지원인증에사용되는접속코드는단한번만사용가능한랜덤숫자 6자리로제공됩니다. 이코드는일회성원격지원을

위해사용되며, 제 3자가임의로접근할수없습니다.

원격지원 접속코드 보안

리모트콜은고객중심의제어권통제에대한차별화된기능을제공할뿐만아니라, 원격지원시스템아키텍처설계시

‘기술적보안’을최우선으로고려하였습니다.

접속코드가 포함된 링크에 대한 보안 관리

리모트콜 뷰어의 Clipboard 기능으로 접속코드를 포함

한 웹페이지 링크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우, 실제 연결

하려는 상담사의 그룹이 달라지는 경우 링크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56-비트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전자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한 사양으로, 2001년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서 정했으며, 현재 미국 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

에서 기밀 데이터 및 정보 보호를 위해 채택하고 있습니

다. 256-비트 키는 2256 또는 1.1 x 1077 조합이 가능함

을의미합니다. 즉, 78자리의 가능한 조합을 갖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슈퍼 컴퓨터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

다.

SHA-2 및 2048-비트 암호화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중요한 데이터

를 보호하며, 현재 출시된 암호화 기술 중 가장강력하여

해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SHA-2기반의 SHA-256은 SHA-1에 비해 안전성이 보

장됩니다.

※ 원격지원 시 암호화 대상 데이터

화면 공유 데이터, 키보드/마우스 컨트롤 데이터, 문자채

팅 데이터, 파일 송수신 데이터, 기타 원격지원 시 사용하

는 기능에 의해생성되는 데이터 등

원격지원 모듈의 전자서명과 코드 사이닝 보안

리모트콜에서배포하는모든소프트웨어는 Verisign에의한전자서명(Digital Sign)

또는코드사이닝(Code Signing) 인증된것으로서임의로변경하거나업데이트할수없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및 네트워크 보안

End-to-End에서 256-비트 AES 암호화를통해 1차데이터보안과정을거친후, 원격지원세션생성시 2048-비트 SSL

암호화통신을통해 2차보안과정을거쳐안전한채널을유지합니다.

안전한
원격지원,
리모트콜

DB Server

256-비트 AES 데이터 암호화

SHA-2 / 2048-비트 SSL 암호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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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 과정 상의 보안 위협 요소 제거

리모트콜 원격지원은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원격지원 중에는 지원 중인 디바이스 우측 하단에 ‘원

격지원 중’이라는 메시지가 항상 표시되어고객은원격지원진행중임을명확히인지할수있습니다.

Stealth Mode(은폐 모드) 사용 불가

리모트콜은고객이 원격지원 중임을 인지하고 제어를동의한 상태에서만지원을 허용합니다. 또한 원격지원이가능한

접속권한을관리자가통제할수있도록하여 ‘관리적보안’을강화하였습니다.

상담사 PC의 접속 IP 또는 MAC Address 접근 통제 설정

관리자가 접속 가능한 지정 IP 또는 IP 그룹, MAC Address를 별도 설정하여 등록하면, 허용된 위치에서만 제한적으

로 리모트콜 에이전트에 로그인할수있습니다.

원격지원 History Logging

원격지원 중 주고받았던 모든 기록은 로그로 기록되며, 서버에 전송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원격지원 로그 확인을

통해지원이력을관리하고차후문제발생시에도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습니다.

원격지원을시작하기위해서는화면공유및지원에대한고객의 사전동의가필요합니다. 파일송수신이나파일삭제,

화면 저장이나 캡쳐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발생시키는 원격 제어 시 고객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고객 동의는

고객만이확인할수있습니다.

원격지원 시 사용자 동의 필요

원격지원을 위해 다운로드 받은 실행모듈 삭제 가능

원격지원종료후고객 PC에다운로드했던원격지원전용모듈을자동으로삭제할수있습니다.

상담사의 알림창 off 금지

원격지원 중 상담사에게 제어권이 있는 상태라도,

고객 동의가 필요한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에 표시되는

고객 동의 요청팝업창은 상담사가 닫을수 없습니다.

실행 변조가 불가능한 일회용 파일로 원격 연결

파일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한
원격지원,
리모트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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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리모트콜은 전 세계 어디서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글로벌 15개 에지(Edge)에 중계 서버를 구축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각 국가 또는 지역 사용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속도 측면에서 가

장가까운에지를통한정적또는동적콘텐츠의캐싱으로더빠른서비스가가능합니다.

리모트콜의 웹 서버/DB 서버/중계 서버/세션 서버는 각 국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시에는 다른 국가 서버를 사

용하도록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리모트콜의 서버 이중화는 LoadBalance(부하 분산), Failover(장애 시 시스템 대체

작동)를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채택하여 성능을 최대화하였습니다.

Best Connectivity: 글로벌 중계 서버 구축과 서버 이중화

리모트콜원격지원은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원격연결을보장합니다. 리모트콜의 모든 기능은 원격 연결을기반으로

실행되므로열악한네트워크환경내에서의연결에도만전을기하였습니다.

리모트콜의컨트롤 범위 밖에 있는 다양한 환경적 사유로중계 서버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리모트콜은 이러한환경적 사유에 대하여 불가피한 예외 상황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 에러 코드를 재

정립하고 증상 별 에러 코드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증상에 따른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결 수

준을 99%까지확보했으며, 이는업계최고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PC를 정상적으로 원격제어할 수 없는 나머지 1%의 경우에는 스크린샷(ScreenShot) 모

드로 고객 PC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스크린샷 모드로 연결 시, 고객 PC

화면스크린샷이 5초마다상담사의뷰어로전송됩니다.

리모트콜은어떠한환경에서도원격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 Best Effort를가시적으로구현하였으며, 이와같은제품

의고가용성확보를위한다각적노력을통해예외상황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Best Effort: 에러 코드 별 패치 작업과 ScreenShot 모드

리모트콜 서버의 실시간 이중화 구조

LoadBalance

여러 대의 서버가 병렬로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여 각 서버

에 걸리는 부하를 분산시키는 Active-Active 방식입니다.

Failover

하나의 서버가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 대비하여 또 하나의

서버를 준비시켜 놓는Active-Standby 구성입니다.

※ 리모트콜을 내부구축형으로 도입하시는 경우에는 리모

트콜의 서버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서버를 이

중화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한 패치 적용

사용 환경에 의한 사유로 연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수

집 및 분석하여 개별 패치를 적용함으로써 오류 확률을 최

소화합니다

[리모트콜 중계서버 연결 실패 분석내역] 

(출처: 알서포트, 2017년)

연결환경오류 설치오류

실행오류 H/W오류

안정적인
원격지원,
리모트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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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시스템안정성관리

리모트콜은 각 지역에 인증 서버 / 업데이트 서버 / 세션 서버 / 게이트웨이 서버를 타겟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에이전

트를 상시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서버 오류 발생 시 리모트콜 시스템 관리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실시간 전달되어

Standby 서버로 실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ilover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 운

영에더하여이에대한모니터링체계까지완비함으로써, 일시적인네트워크단절조차도허용하지않는엄격한시스템

관리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리모트콜은서버이중화와 ScreenShot 모드를통하여단절없는서비스제공을위한최선의조치를다하고있습니다.

또한이러한시스템을빈틈없이모니터링하여예기치못한상황까지신속하게대응합니다.

오류 발생과 대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네트워크 전환에 대한 자동 대응

PC의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모바일에서

Wi-Fi/LTE 네트워크 간의 전환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작 없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이는 빠른 반응성에

기반한 리모트콜만의 단절 없는 원격지원 인프라입니다.

안정적인
원격지원,
리모트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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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 방식 자체를 혁신한 고도의 기술력

윈도우 OS에서는자신의 OS에서변화된윈도우를표현하기위하여먼저비디오드라이버로신호를보냅니다. 따라서

변화된 윈도우 영역을 가장 빨리 감지하고 이를 전송하는 방법은 비디오 드라이버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호를 직

접받는것입니다. 윈도우에서비디오드라이버로보내는신호를기다리지않고그신호를직접받아원격지로바로전

송한다면 가장 빠르게 최소의 패킷으로 원격지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실제 구현한 것이

VRVD(Virtual Remote Video Driver)입니다.

Kernel Level에서 화면 변화를 직접 가져오는 가상 원격 비디오 드라이버(VRVD)

원격지원의핵심기능인원격제어는원격지디바이스에서변화된화면을빠르게알아낸후이를원격지원뷰어에디스

플레이하는기술입니다. 리모트콜은이를위해독자적인비디오드라이버를개발했습니다.

구분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or 타사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VRVD

(Virtual Remote Video Driver)

화면 변화
전송 방식

후킹(Hooking 또는 폴링(Polling) 방식으로 화면 전체를
가져오는 방식
Æ변화된 화면 전체를 가져오므로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
지고 CPU 점유율이 매우 높음.

OS에 가상 원격 비디오 드라이버를 Plug-In하여, 변
화된 화면만 가져오는 방식
Æ최소 패킷량 전송으로 CPU 점유율을 최소화한 상
태에서 지원할 수 있어, 시스템 사양이 낮은 환경에서
도 원활한 원격지원이 가능함.

동작 기반

사용자 모드(User mode): Application의 영역
Æ User Address Space만 접근 가능
※ User Mode에서는 Kernel Mode를거쳐야만 시스템
자원에 접근할 수있음.

커널 모드(Kernel mode): OS관련 프로그램과 디바
이스 드라이버 영역
Æ 모든 Address Space에 접근 가능
※커널 모드 드라이버는 대기하지 않고 CPU에서필
요한 모든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음.

동작 방식

GDI(Graphic Device Interface) 방식 DGI방식:: DDI(Device Driver Interface) 방식 + 
진보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GDI 방식
※호환성 향상을 위해 2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 (상황
에맞는 제어 모드로 자동 변경)

성능
- 화면이 바뀌는 영역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 CPU와메

모리 사용량이 많음.
- 무압축 방식: 네트워크 전송량이 많음.

- 비디오 카드의 프레임 버퍼 메모리에 직접 접
근하므로 CPU가 40% 이상 감소되고 속도는 30% 이
상 향상 + 고속 복합 압축 방식 지원

독보적인
기술력,
리모트콜

사용자모드와커널모드구성요소간의통신
(출처: Microsoft)

DDI(Device Driver Interface): Kernel mode 드라이

버로 개발되어 비디오 드라이버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방식

GDI(Graphic Device Interface): User mode 드라이

버에서 윈도우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OS에서

비디오 드라이버로 보낸 명령에 의해 디스플레이가 표

시된 이후 어플리케이션에서 감지하는 방식.

원격제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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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성능 구현을 위한 독보적 기반 기술

Kernel Mode에서는 모든 Address 영역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코드 작성이 잘못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부

분을 공격할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에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Kernel에서 실행되는 모듈을 설치할 때는 주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제 비디오 드라이버와 동일한 Interface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모

든 비디오 드라이버와의 호환성까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는 고도의 기술력에 의해서만 가능한작업입니다.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Kernel Mode에 접근하는 기술력

원격지원 과정에는 다양한 부문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리모트콜에는 원격지원 영상 전송 방식, 고속 압축,

영상과음성의통합저장등에관한남다른기반기술이숨어있습니다.

리모트콜의 음성-영상 통합 저장 기술

‘영상통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있는 리모트

콜의 비대면 인증 솔루션(리모트콜 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

은 음성과 영상을 분리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고객과 상담

사 연결 시 음성은 일반적인 통신사의 음성망을 통해 금융

사의 내부 CTI로 전달되고, 영상은 인터넷 망을 통해 리모

트콜 영상 서버로 압축, 암호화 되어 전송됩니다. 따라서 분

리 전송된 음성과 영상을 통합하여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

한 것입니다.

리모트콜의압축 방식은 글씨가 깨지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작은 글씨도 선명하게전달됩니다. 또한 원격 화면에서 변

화된화면만압축하여전송하기때문에매우적은양의데이터로빠르게전송할수있습니다.

향상된 고속 압축 방식 구현

리모트콜을이용한 비대면인증 시, 분리 전송된 음성과 영상을 sync하여 저장하는 muxing이필수적입니다. 이를위

해 리모트콜은 음성과 영상 데이터의 시간 길이를 비교한 후 in-cut 포인트와 out-cut 포인트를 정하여, 불필요한 시

작과 끝 부분 데이터를 삭제하고 병합한 후 전용 암호화 파일로 저장합니다.

음성과 영상의 타임 체크 자동화 muxing 기술

[리모트콜의 음성과 영상 muxing 방식]

독보적인
기술력,
리모트콜

OS
Kernel

Video
Driver

RSUPPORT 
VRVD
Screen
Capture
Engine

RSUPPORT
Encoding
Compressing
Casing
Scrolling
Engine

RSUPPORT
Viewer

Decoding
Uncompressing
Caching

Remote
Display

Network

OS Kerne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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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과정이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기반이되는기술까지 같은 것은아닙니다. 후발 주자나 유사 제품들이 리모트

콜의 표면적인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제품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까지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원격전문기업

알서포트의 원천 기술은 리모트콜의 탁월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의 구동 엔진이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

트콜을 도입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원격지원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압도적 클래스의 원격지원 기술을 보유한 리모트콜

리모트콜,
이런 점이
다릅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관리

오류발생과대처현황을실시간으로
확인하는서버모니터링시스템

HA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 Best Connectivity: 글로벌중계서버구축과서버이중화
- Best Effort: 에러코드별패치작업과 ScreenShot 모드

리모트콜

안정

기술력

안전

안심

화면 제어권을
순간적으로 즉시 회수

순간을감지하는빠른반응성

원격제어 방식 자체를 혁신한
고도의 기술력
Kernel Level에서화면변화를직접가져
오는가상원격비디오드라이버(VRVD)

접속 과정의 무흠결 보안
- 원격지원접속코드보안
- 원격지원모듈의전자서명과코드사이닝보안
- 데이터암호화및네트워크보안

원격지원 과정 상의 보안 위협 요소 제거
- Stealth Mode(은폐모드) 사용불가
- 원격지원시사용자동의필요
- 상담사 PC의접속 IP 또는 MAC Address 접근통제설정
- 원격지원 History Logging
- 원격지원을위해다운로드받은실행모듈삭제가능

차별화된 성능 구현을 위한
독보적 기반 기술
- 안정성이보장되어야하는 Kernel Mode에
접근하는기술력
- 향상된고속압축방식구현
- 음성과영상의타임체크자동화 muxing 기술

고객에게 화면 공유 중지와
공유 화면 일부 차단 권한 제공

인지가쉽고실행이간편한
직관적인 UX 기반의기능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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