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시스템 모니터링 / 제어 / 스케줄 작업 및 협업 
솔루션 



제품개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원격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관리 솔루션 

하나의 프로그램 콘솔에서 수 천대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화면 및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고 원격 관리 및 자산관리, 배치 명령 등을 실
시간 또는 예약작업을 통해 반복 수행합니다. 

- Windows, Mac, Linux, Chrome OS, DOS, 
Solaris 시스템을 PC, Android, iOS 기기에서 
실시간 원격관리 



특정 시스템에 한 명 이상의 관리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화면 등을 보면서 협업 /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 섬네일로 모니터링 하고, 원클릭으로 즉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원격PC를 1920 x 1080 이상의 고해상도로 로컬PC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어합니다. 

특징 1. 실시간 고화질 화면감시 및 원격제어 



특징 2. 원격 시스템을 자동으로 그룹화하여 관리 

클라이언트 이름, 사용자명, 운영체제, IP 주소, 지도상의 위치, 하드웨어 종류 

하드웨어 종류 종류에 따른 자동 분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이용, 모든 원격 시스템을 고해상도 양방향 섬네일로 모니터링 하며, 
모니터링 중 : 
- 원 클릭 원격제어, 파일송수신, 자산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서비스 중지 등) 
- 원격 회의 / 원격 프리젠테이션 / 원격 교육 / 원격 협업 /원격 통화 
- 윈도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수동 또는 자동, 스케줄 작업 가능합니다  

 
iPad, iPhone, iPod, Android phone & Tablet, Kindle Fire 등의 장치에서 원격관리 지원 

특징 3. 다양한 기기,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응용프로그램 실행 
한 번의 명령으로 원격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실행 / 종료합니다. 
또한, 수 천대의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의 명령으로 실행합니다.  
모든 기능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원격으로 동시에 같은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  

특징 4. 원격 어플리케이션 / 커맨드 창 실행 

원격 커맨드 입력 
모든 시스템에 도스 명령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작업을 통해 모든 윈도우의 기능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5. 원격 협업 

특정 시스템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협업 진행 



드래그&드롭, 윈도우 탐색기 화면을 제공되는 간단한 파일전송 및 배포 

파일 및 폴더 동기화 기능 
제공 

폴더 전송은 기본 - 드라이브 전체를 1:N 방식으로 복사 

Delta File 
Transfer방식으로 최고의 
전송속도 제공 

1:1, 1:N 방식의 실시간 또는 예약 파일 배포 및 회수 

자동 폴더생성 후 전송 



클라이언트의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목록, 윈도우 업데이트 상태를 표시하고 CSV로 내보내기 관리 

원격 자산/시스템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를 자산목록 화면에서 중지, 시작 또는 재 시작 

원격 레지스트리, 원격 커맨드 



데스크톱 및 모바일 기기를 위한 개선된 사용자 화면 

통합 UI 제공 

데스크톱과 모바일의 사용자화면을 통합, 어디서나 쉽게 관리 



최고의 보안을 제공하는 관리자와 클라이언트 연결 제공 

 LAN, WAN 및 Internet 을 통한 연결로 어디서나 시스템을 관리하며  

 최고 256bit 데이터 전송 보안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아닌 고객의 사내에 직접 연결서버를 두어 사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번호, 개별 암호, 연결서버 암호, 사용자 승인 등 
 4중 암호화를 불법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위치정보 제공 – 사용자 시스템의 실제 위치 표시 
 
 지사 관리의 용이성 제공 



채팅, 메시지 전송, 도움 요청 및 음성 지원 

 원격 시스템 사용자 또는 사용자간 문자 또는 음성 채팅 

 클라이언트가 부재중인 경우 음성 메시지로 전송 

 늦게 참석한 사용자에게 이전 채팅 내용 전달  
 - 모든 내용을 검토용으로 저장 

모든 PC에 공지 메시지 전송 



발표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송 

화면전송 중 음성과 판서 기능 사용 

전송하는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참석자에게 자동, 동시 배포 

원격 회의 / 교육 



탐색기연동을 통한 즉각적인 원격제어/기술지원  

넷서포트를 실행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환경에서 탐색기에서 바로 원격제어 가능. 

탐색기에서 바로 클라이언트와 채팅 

원격지의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실행 

터미널서비스, RDP 세션이 사용중인 경우 연동 사용 가능 

사용자는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원격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특정 관리자에게 원격지원을 요청하거나 현재 지원이 
가능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요청되도록 선택 가능 

헬프데스크 기능/SOS 요청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지 시스템 접속  
 ActiveX기반 관리자 기능을 이용한 접속 기능 제공 

윈도우 탐색기 연동 



원격지 연결을 위한 강력한 보안기능 제공 

시스템간의 통신에서 기본적인 암호화 통신, 암호화 모듈 이외에도 3중의 수동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원격접속 시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승인 및 인증을 통한 연결 허용 (활성/비활성)  

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간의 보안키(암호) 값이 같은 경우에만 연결을 허용. 

모든 데이터 전송은 최고 256bit의 암호화 기능 제공 

외부에서 내부의 중요 시스템에 접근할 때 내부 시스템을 화면을 차단, 잠금.  

최고 256Bit의 암호화 통신 및 SSL포트를 이용한 통신 

NT 프로파일 연동 / Active Directory 연동 및 전사적 정책관리를 위한 AD 템플릿 제공 

사용자 계정에 따른 관리권한을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임의의 PC접근 차단 

OS로그를 포함한 전체 이벤트 및 로그 기록 제공 

원격 트래킹을 위한 세션 내용의 동영상 녹화 및 재생 기능 제공 

다양한 보안 기능 탑재 



다양한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지원,  많은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S, Windows 2000/XP/VISTA/2003/2008/2012/ Windows 7 & 8, 8.1 
  Intel 및 AMD 32/64bit Processor 
  Linux, Solaris and Apple의 MAC 운영체제 
  Windows CE, Pocket PC, Windows Mobile   
  LAN/WAN/Internet/전화/ISDN/CAPI/TAPI/GSM/GPRS/3G 
  TCP/IP, NetBEUI, NetBIOS, IPX/SPX, HTTP 
  추가적인 관리자 장치: iOS 및 Anroid 기반 모바일 장치 지원 

다양한 운영체제 및 통신 방식 지원 

지원 시스템 



제품문의
알레그로소프트  
Tel : 02-76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