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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1년 계약 기준, 원격제어 ID 1개, VAT별도

스탠다드

클라우드(ASP)

상품구분

가 격

특 징

주요 기능

₩ 2,500 / 월

10인 미만의 소규모,

최소한의 기능으로

더욱 저렴하게

Mobile에서 Android제어 까지

최대 동시 등록 제어기기 : 10대(피제어

기기의 라이센스 개별 구매 필요)

PC to PC 제어

Mobile to PC 제어

Mobile to Android 제어

원격근무 기능

(파일전송, 원격 프린트, 화면녹화, 소리 공

유 등)

원격 화면 자동 잠금

리모트콜│ 클라우드/구축형요금제

구축형(On – Premise)

엔터프라이즈 서버 어플라이언스

₩ 5,000 / 월

10인 이상의 중/대규모,

모든 기업 관리 기능을

마음껏

스탠다드 모든 기능 포함

최대 동시 등록 제어기기 : 무제한

PC to Android 제어

강력한 관리자 기능

- 다수의 제어 기기 그룹 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 ‘라이브뷰’

- 사용자별 제어 권한 설정

- IT 자신 통계

보안을 위한 모든 기능

(접속허용 설정, 비밀번호 보안 단계 설정, 

사용 연결 가능시간 설정, 2단계 인증 사

용)

문의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완벽하고 안전한 나만의 원격지원

대규모 고객을 지원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고객이 지정한 네트워크에 설치하여 사

용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기 때문에

더욱 향상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모든 기능과 관리자 페이지 (보안설정, 통

계 등 관리자 페이지), 고객사와의 협의에

의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기본적으로 제

공됩니다.

문의

DB+WEB+GATEWAY

서버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일체형

부담없이 맞춤형 영구 시스템 구축

리모트콜 제품에 맞추어 설계된 하드웨

어 장비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일체형 시스템입니다.

DB 서버, Web 서버, Gateway 서버 3대

가 하나로 통합된 구성으로 독자적인 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고, 문구, 중계페이지 변경 등 고객

사 환경에 맞게 최적화 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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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맞는 상품이고민되세요?

보험설계사는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가서
그룹웨어에서 등록해야
하는데, 태블릿으로
한번에 할 수 없나요?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선
꼭 사내에 들어가서
제 PC를 써야해요. 
간단한 일인데
집에서 또는 퇴근길에
할 수 없을까요?

모바일앱 제조사에서는
수많은 모바일 기기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야 합니다. 앉은 자리
에서 효율적으로 다수의
기기를 테스트할 수 없을
까요?

매번 극장,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동에
만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더 효과적인 신속한 대응
방법이 없나요?

이제 고민할 필요없습니다!

기업용 원격제어에 꼭 맞는리모트뷰가모두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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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에 맞는 상품이고민되세요?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선 꼭 사내에 들어가서 제 PC를 써
야 해요. 간단한 일인데 집에서 또는 퇴근길에 할 수 없을
까요?

리모트뷰 PC to PC와 Mobile to PC 
원격제어를 이용해 보세요.

어디서나 사무실PC에 접속해, 자리에 있는 듯 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어
PC

제어
Mobile

사무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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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가서 그룹웨어에서 등록해야 하는데, 
태블릿으로 한번에 할 수 없나요? 리모트뷰 Mobile to PC 원격제어를 이용해 보세요.

태블릿으로 사무실PC를 원격제어 해 사내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상품이고민되세요?

제어
Mobile

사무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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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제조사에서는 수많은 모바일 기기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다수의 기기를 테스트할 수 없을까요? 리모트뷰 PC to Mobile 원격제어를 이용해 보세요.

관리자의 PC와 모바일에서 여러대의 모바일 기기를
등록해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상품이고민되세요?

제어
Mobile

Mobile제어
PC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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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극장,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동에 만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더 효과적인 신속한 대응 방법이 없나요?
리모트뷰 PC to PC와 Mobile to PC 

원격제어를 이용해 보세요.
PC와 모바일기기로 어디서나 여러 대의 무인단말기를 모

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상품이고민되세요?

<POS기> <ATM기> <키오스크>

제어
PC

제어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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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300인 이하)

대기업
(300인 이상)

업종

IT

제조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 구축형 어플라이언스 타입

구축형
서버 타입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구축형

서버 타입

구축형

서버 타입

소기업
(100인 이하)

금융

공공

구축형
어플라이언스 타입

구축형
서버 타입

구축형
서버 타입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 구축형 어플라이언스 타입

구축형

서버 타입

구축형

서버 타입

유통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구축형

서버 / 어플라이언스 타입

구축형

서버 타입

│ 기업에 적합한제품을추천드립니다.



Thank you

Korea

0554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방이동, S타워 10~15층)

전화 +82-70-7011-3900 

팩스 +82-2-479-4429

기술 문의 : support.kr@rsupport.com

구매 문의 : sales.kr@rsupport.com

기타 문의 : info.kr@rsupport.com

〒105-0001 東京都港区虎ノ門1-2-20第3虎の

門電気ビル7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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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北京市朝阳区阜通东大街6号方恒国际A座2708

咨询电话 : +86-10-8256-1810

联系邮箱 : co-china@rsupport.com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