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oteWOL2
제품소개



PC나서버의전원이꺼져있어서곤란한적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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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사내 PC를
모두업데이트해야
하는데다수의 PC를
한번에켤수없을까?

회사 PC의
전원이꺼져있어서

원격제어를
할수없어!

정전으로
전원이꺼져버린
회사서버를

외부에서켜고싶어!
서류작업을

끝내야해야하는데
폭설로출근을
하지못해!

PC를켜는데
시간이오래걸려서
출근전에전원을

켜고싶어!



1. 전력 낭비

2. 기기 노후화

3. 보안 위협

PC가 24시간 켜져있으므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와 전기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PC의 가동시간이 길어져서 쉽게 노후화되고
기기 교체를 위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24시간 켜져있는 PC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보안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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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PC를켜놓으면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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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의 WOL 기능을이용하면어떨까요?

1. 보안과 네트워크 관리 문제

사내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공유기에 모든
임직원이 접근을 허용하게 되어 실수로 네트워크
설정이 변경되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기기 노후화

사설 IP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의
공유기는 외부에서의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3. 보안 위협
다수의 PC를 켜기 위해 공유기의 WOL 기능을
일일이 조작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공수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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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WOL이고민을해결해드립니다.

RemoteWOL은 PC나서버의전원이꺼져있거나공유기를이용할수없을때
원격으로 전원을켤수있는하드웨어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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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네트워크환경지원 -
RemoteWOL은어떠한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접속하여 PC를켤수있습니다.

RemoteWOL2 주요특장점 (1/2)

공인 IP

사설 IP

고정 IP

유동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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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사용성 -

RemoteWOL2 주요특장점 (2/2)

RemoteWOL의독자적인 기능으로공유기혹은
타사기기에서는 경험할수없는편리한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일괄기동가능

다수의 PC 혹은서버를

한번의클릭으로켤수있습니다.

사용자권한할당가능

사용자에게권한을부여하여

모두가자신의 PC 혹은서버를

원격에서켤수있습니다.

리모트뷰원격제어연동

전원을켠 PC 혹은서버는

리모트뷰와연계하여 바로

원격제어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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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 출장중회사의
PC를원격제어해야 할때

폭설 / 장마등자연재해로
출근을할수없을때

다수의 PC를켜야할때

언제어디서나
PC / 모바일로

낙뢰로서버의
전원이꺼졌을때

WOL을제어하여
PC와서버를
켤수있습니다.

WOL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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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view.com에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우클릭후 ‘WOL로전원켜기’를선택하여 PC의전원을 켭니다.

PC의전원의켜지고에이전트가 ON 됩니다. Remoteview로전원이켜진 PC를원격제어할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PC에서이용하는경우)

웹브라우저(Chrome, IE 등)로 rview.com에접속하여원격지의 PC나서버의전원을켭니다.

1

2

3
4

https://r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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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앱에서로그인합니다. 전원 ON을 하고 싶은 PC를선택합니다. 전원켜기(WOL)을탭합니다.

Remoteview로 PC를원격제어할수있습니다.WOL 기능이 실행된 것을 확인합니다. 전원이 켜진 PC에접속합니다.

이용방법 (Mobile에서이용하는경우)

1

3

4

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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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도입전점검사항

메인칩셋 RTL8881AQ

치수 / 중량 높이 28mm x 가로 140mm x 세로 88mm / 151g

전원 DC 9V / 0.5A

동작온도 / 습도 0~50℃ / 5~90%

인증규격 KC

등록가능기기 동일한네트워크에있는 PC나서버

① 메인보드의 BIOS가 WOL 기능을지원하는지확인하세요

② 유선 LAN 카드가 WOL 기능을지원하는지확인하세요

③ 전원을켜는 PC와 WOL 기기가동일네트워크에있는지확인하세요

④ 유선네트워크를사용하고있는지확인하세요

- 무선으로구성된네트워크에서는 WOL 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⑤ 노트북, 넷북을사용하고있는경우확인하세요

- 노트북, 넷북은제조사별로 WOL 기능을지원하는지확인해야합니다.
사전에확인한후이용바랍니다.

⑥ 방화벽을사용하는경우확인하세요

- 방화벽이나하드웨어적으로네트워크가패킷을막는경우
이용이불가능한경우가있으므로확인이필요합니다.

사양및 WOL 대상시스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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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약 710만원절약!

Appendix

A사 RemoteWOL2 도입사례

RemoteWOL 도입후필요할때만 PC의전원을켤수있어서전력을크게줄일수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