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트뷰는 원거리 PC/모바일 화면 제어, 다수의 디바이스 관리, 파일 전송을 위한 원격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 맥OS X, 리눅스, 안드로이
드OS, iOS 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 윈도
우 모바일 폰 계열의 모바일 기기로 다른 기기도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을 유지해 주는
원격제어 리모트뷰
RemoteWorks

Wooseob Kim
Product Manager | Marketing Team | Global Marketing Div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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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원격근무 도입 중
IT 기술의 발달은 시공간의 제약을 사라지게 했으며 개인의 삶, 기업의 업무 방식 나아가 사회 전체를 편리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
저성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원격근무’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는 사무실이라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확 보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원격근무의 효율성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국가와 기업 들은 이미 원격근무를
도입하였습니다.
Regu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2.5일 이상 원격으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people working remotely 2.5 days a week or mote1>

갤럽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직업의 80%가 온라인 기술로 대체되었으며, 모든 유형의 산업에서 원격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Levels.io는 2035년까지 10억 명의 원격근무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격근무 트렌드에 맞춰 기업에서는 다양한 업무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GBS-Report,Theworkplacerevolrtion,A pictureofflexibleworking2017,Regus,January2017

<Most Industries Embrace Remote Work2>

원격근무 솔루션으로 원격제어 리모트뷰를 주목하는 이유
원격근무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및 책임, 기타 권한을 위임 받은 활동을 기존의 업무 공간이 아닌 새롭게
승인된 업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가정에서 개인 PC를 통해 근무하는 ‘재택근무’, 외근
출장 중 모바일 디바이스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사무실 환경과 유사하거나 보다 창의적인 원격 사무실에
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등이 있습니다.
원격근무는 장소의 제약 없이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육아·회사와의 거리 등
의 이유로 출근할 수 없는 인력들을 확보하거나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인력들이 업무를 지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근무는 기업에게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절약·유연한 업무 시스템으로 개인 근
로자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원격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격근무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에 원격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거시와의 연동, 서버·네트워크망 구축, 보안망 설치
등의 물리적인 요소의 검토와 새로운 솔루션을 적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격제어 리모트뷰는 기존에 사무실 PC를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원격제어 방식으로 원격근무
를 구축하기 때문에 도입의 허들은 낮추고 그 범용성은 더욱 키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StateoftheAmericanWorkplace-MostIndustiresEmbraceRemoteWork」,Gallup,2017

리모트뷰는 전용 서버와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멀리 떨어진 PC, 모바일, 무인기기까지 있는 그대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서비스입니다.
‘있는 그대로 제어’ 한다는말은 사용자가 자택이나 이동 중에 PC나 모바일 기기로 사무실 PC의 화면을 그대로 보며
조작하는 방식을 뜻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불필요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보안망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개인 업무용으로
세팅된 사무실 PC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별도의 직원 교육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격근무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PC를 그대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 리모트뷰>

또한 리모트뷰는 사무실의 PC를 제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PC에 설치되어있는 CAD, 포토샵 등 특수 S/W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DB서버를 이용하는 원격근무 툴이나 가상화데스크탑 원격근무 솔루션에서는 프로그램 호환성 이슈로 SW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솔루션에 맞는 라이선스 별도 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상 특수 SW를 필수 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근무자의 경우에는 단순 정보확인 등의 제한적인 원격근무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원격근무 환경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관성을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트뷰는 회사의 업무 PC를 내 원격근무 기기로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 어디에서라 도 내 PC에
있는 모든 S/W를 사용하여 완벽한 원격근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원격제어로 특수S/W 사용이 가능한, 리모트뷰 원격제어>

Keep the Interface
‘원격제어 리모트뷰’는 원격근무 시 기존의 레거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귀사와 귀사의 직원이 ‘변화가 필요 없는
혁신’에 편안하게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RemoteView & RemoteWorks, please visit
https://content.rview.com
https://works.rsup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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