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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BOX 제품소개

저사양부터고사양 PC 까지 RemoteViewBOX만연결하면특별한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알서포트의원격제어특허기술로만들어진

신제품 H/W + S/W 패키지로
더욱 강력해진 원격제어 솔루션

리모트뷰서버와연동하여무제한확장

원격지 PC에프로그램설치없이 USB(키보드,마우스), Video(HDMI) 
케이블을 RemoteViewBOX에연결하면언제어디서나빠르고
안전하게원격제어를할수있습니다. 

장시간원격제어작업중에도빠른속도를유지하여업무효율을
높일수있으며 RemoteView 원격제어소프트웨어와연동되어
원격으로안전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RemoteViewBOX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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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BOX



RemoteViewBOX 만의특장점

1 설치없이연결하는원격제어

4K FULL HD HD

2 4K 고화질도끊김없는원격제어

저사양부터고사양 PC 까지 RemoteViewBOX만연결하면특별한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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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지PC에 아무런 설치 없이 사용

• 비디오, USB(키보드,마우스) 포트를 RemoteViewBOX에 연결

• 특별한 설정 없이 자동 인식하여 원격 제어

• 4K 고해상도부터 HD 저해상도 원격 전송

• 실시간 동영상 모드로 전송하여 부드러운 화면 전환

• 고화질 화면과 함께 생생한 사운드 전송기능

RemoteViewBOX Features



RemoteViewBOX 만의특장점

3 안전한 녹화 / 접속차단 4 원격관리화면에서실시간모니터링

RemoteViewBOX Features

저사양부터고사양 PC 까지 RemoteViewBOX만연결하면특별한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Mp4파일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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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경우 H/W 외부 버튼을 이용하여 단축키 사용

• 1번 - 화면을 실시간으로 장비의 저장장치에 녹화

• 2번 – 외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접속차단 기능

• RemoteView 관리자 화면에서 라이브뷰 기능

• 라이브뷰를 클릭하여 큰 화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 장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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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BOX 만의특장점

5 무제한확장및내/외부관리기능 6 CMOS셋업, 부팅화면원격제어

저사양부터고사양 PC 까지 RemoteViewBOX만연결하면특별한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 원격지 PC의 CMOS 셋업 화면을 원격으로 세팅

• 원격지 PC 장애 시 부팅 화면을 체크하여 장애 지원

• 원격지 PC의 멀티 부팅 화면에 원격 접속하여 컨트롤

+ +

• CMOS 원격 셋업

• 부팅 중 장애지원

• 원격 멀티 부팅 지원

• 계정 1개로 RemoteView 서버에 무제한 등록

• 등록된 RemoteViewBOX 는 쉽고 편리한 UI로 관리

• 각 장비 별 또는 그룹별 관리자 지정하여 내,외부에서 관리

RemoteViewBOX Features



주요기능

국내최초 4K 원격제어 H/W 솔루션

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없는단말기를위해알서포트에서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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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BOX Features

제어기능

관리기능

보안기능

• 4K HDMI 동영상모드화면전송

• 키보드, 마우스원격제어

• 원격지PC 소리공유

• 양방향파일전송

• 원격 OS, 펌웨어원격설치

• 실시간녹화기능

• 다국어지원

• 멀티모니터링

• 원격제어중데이터패킷관리

• CMOS 접속및컨트롤

• 원격화면잠금

• 화면크기조절

• 전원관리 (재시작, 종료)

• 원격지PC Wake On Lan 기능

• 화면캡처기능

• 관리자, 사용자이력관리

• 계정및사용권한발급

• RemoteView 서버연동

• 허용 IP, MAC 설정 • 보안설정



솔루션구성

국내최초 4K 원격제어 H/W 솔루션

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없는단말기를위해알서포트에서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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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BOX Features

RemoteViewBOX

원격지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비디오와 USB단자만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

고 간편하게 원격제어를 할 수 있으며 4K 해상도와 원격지 기기의 사운드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합니다.

RemoteView 뷰어
RemoteVIewBOX는 원격제어를 위해 RemoteView 중계서버에 등록이 되어 외부에서 언제든

지 빠르게 원격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
RemoteView S/W는 동영상 모드로 언제 어디서나 원격지 PC를 제어하고 소리 공유 기능을 통

해 화면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RemoteVIew

중계 서버
RemoteView 관리자화면에 많은 사용자와 관리자를 추가 등록하며 라이브뷰를 통해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사용통계,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RemoteViewBOX

5G 모듈 (옵션)

알서포트는 빠른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5G 모듈을 개발하여 RemoteViewBOX에 사용하고 있

습니다. 5G 모듈은 RemoteVIewBOX에 USB 포트를 연결하여 KT 5G 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스펙 설명

Product Name RemoteViewBOX 

Model No. RVBV0101

Input Power DC12V:22A

Power Consumption 24W(MAX)

Color Maximum : 4K / 720p (mini)

오디오샘플링 AAC, PCM, OPUS 지원예정

CPU 32bit Arm Processor

OS Linux

Lan 이더넷 10/100/1000 (2port)

Wifi 802.11 a/b/g/n/ac

커넥터

비디오입력 1 x HDMI2.0

USB 포트 2 x USB 3.0 Type A

비디오출력 1 x HDMI2.0

오디오입력 Audio 3.5mm stereo

제품
외관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 실리콘

무게 본체 225g

크기 175 x 65 x 45(mm)

외관설명

국내최초 4K 원격제어 H/W 솔루션

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없는단말기를위해알서포트에서만들었습니다.

1. 원격지PC와 RemoteViewBOX를 HDMI 연결하여영상과사운드통신
2. 인터넷을 LAN 포트에연결
3. 원격지PC와 RV BOX를 USB 연결하여데이터및 Mouse/Keyboard 통신
4. AC 전원어댑터를연결하여전원공급
5. RemoteViewBOX영상을로컬모니터에출력하여모니터링

1

32 4

5

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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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BOX Features



국내최초 4K 원격제어 H/W 솔루션

RemoteView 원격제어서버를이용하여최고의보안시스템을이용할수있습니다.

*ASP 사용할경우 www.rview.com 서버이용

구성도 1-1

원격지PC (비교항목) RemoteView(S/w) RemoteViewBOX

에이전트설치 설치필요 설치필요없음

LAN 연결 LAN선연결필요 RemoteViewBOX에 LAN선을연결하여사용

부팅화면제어 부팅후접속가능 부팅이전의 BIOS 세팅단계접속가능

WOL 기능 별도장비(RemoteWOL) 구입필요 RemoteViewBOX에연결된기기는전원제어

원격지 PC 부하
원격지 PC의 CPU를이용하기때문에부하
발생

CPU 부하없음

RemoteViewBOX 구성품

S/W 제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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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ViewBOX Composition

사내인프라구성안

원격제어

제조 장비

의료 기기

http://www.rview.com/


국내최초 4K 원격제어 H/W 솔루션

RemoteView 원격제어서버를이용하여최고의보안시스템을이용할수있습니다.

구성도 1-2

RemoteViewBOX Composition

원격제어

Private 5G 

구성도 1-3Wifi 네트워크구성안 LTE, 5G망네트워크구성안

KT Private 5G 

원격제어

제조 장비

의료 기기

제조 장비

의료 기기



공장, 설비의 PC 또는 ATM 장비를원격제어하며모니터링하는데사용됩니다.

RemoteViewBOX를이렇게활용해보세요.

• ATM OS 및 펌웨어 패치, 장애 대응

ATM 장치에 원격제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OS ,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LCD/반도체 시스템 원격 제어

RemoteViewBOX는 LCD/반도체 라인 자동화 시스템

장치를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원격으로 제어, 운영,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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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의 PC 또는 ATM 장비를원격제어하며모니터링하는데사용됩니다.

RemoteViewBOX를이렇게활용해보세요.

• 첨단 생산 라인의 안정적인 관리

생산 라인의 고사양 단말기를 쉽고 빠르게 원격제어를

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자동판매기의 장치 관리 및 시스템 제어

자동 판매기 또는 POS기기에 RemoteViewBOX를

연결하여 원격으로 매출관리, 장비 오류, 시스템

제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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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의 PC 또는 ATM 장비를원격제어하며모니터링하는데사용됩니다.

RemoteViewBOX를이렇게활용해보세요.

• 병원의 의료 기기 원격 제어

헬스 케어 장비 및 병원의 의료 기기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며 의사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 서버 원격 모니터링, 점검, 패치 등 관리

RemoteViewBOX는 IDC, 내외부 망에 있는 서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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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PC, 단말기를안전하게

가장빠른원격제어솔루션알서포트가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