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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이코스모스 

본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904호 

연락처 
 대표전화: 031-609-0083 

 메일: sale@e-cosmos.co.kr / tech@e-cosmos.co.kr 

홈페이지  www.e-cosmos.co.kr  

주요 사업 영역 

 데이터 통합 및 연계 솔루션 (EAI/ESB/ETL/IoT)/DB 개발 툴 공급 

 IoT형 제어 및  감시 솔루션 공급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웍) 솔루션 공급 및 컨설팅 

 Backup-HA-DR 을 동시에 지원하는 Appliance 솔루션 공급 

 통합로그분석 솔루션 공급 

 문서 중앙화 솔루션 공급 

 WORM(write once read many) storage 솔루션 공급 

 서버-스토리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 공급 

 시스템 접근제어/계정관리솔루션 공급 

 FireWall / 웹 방화벽 / 시스템접근제어 솔루션 공급 

 HP-UX, Solaris, Linux, Windows, Vmware 기술지원 

 각종 보안 솔루션 기술지원(FireWall l/NAC / 웹 방화벽/APT 대응 솔루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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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민,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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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IT 기기 관리 고민, 리모트뷰가 해결해 드립니다. 

모바일로 
데스크톱을… 

저비용 고효율 
실현 

사무실 PC 
파일 접근 

출장 또는 
외근 시 

24시간 
출동 대기 



원격 제어 ‘리모트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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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제약이 사라집니다 시간 제약이 사라집니다 기업 비용이 줄어듭니다 

“현장에 가는 대신 원격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한밤중 긴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출장이 줄면서 경비를 80% 절감했습니다.” 

PC·스마트폰으로 원격지 디바이스의 화면을 보면서 제어합니다 



차원이 다른 원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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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맞춤 원격 제어로 

원격 제어 S/W, 따져볼수록 선택은 리모트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OK  |  시간·공간을 넘는 원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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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원격 제어를 만끽하세요 

뛰어난 네트워크 호환성 

가정 내 유동 IP, 기업 DHCP,  

사설 IP, 방화벽/Proxy까지 지원 

글로벌 커버리지 

전 세계 15개 지역에 중계 서버 구축 

세계 어디서나 고품질 원격 제어 제공 

24시간 안심 접속 

24시간 끊김 없는 이중화 서버 구성 

웹 / DB / 중계 / 세션 서버 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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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기 지원  |  PC / 모바일 / 산업장비 원격 제어 

리모트뷰는 다양한 IT 관련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서버 

ATM 

& etc. 

모바일 기기 

PC 

원격 제어 제어 디바이스 

PC (Windows / Mac OS X) 

모바일 기기 
(Android / iOS) 

Windows / Mac OS X / Linux / Android 

원격지 디바이스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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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기 지원  |  안드로이드 원격 제어 

리모트뷰가 안드로이드 원격 제어로 더 새로워졌습니다 

PC → 안드로이드 원격 제어 
(Enterprise 등급만 기능 제공) 

모바일 → 안드로이드 원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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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기 지원  |  안드로이드 원격 제어 

안드로이드 산업용 기기, 이제 리모트뷰로 관리하세요 

제어 디바이스 

Internet 

  라이브뷰 

모바일 단말기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POS 단말기 



맞춤 원격 제어  |  강력한 보안 설정  

OTP 인증 기능 제공 

보안 효과를 높이는 맞춤 설정을 제공합니다 

접속 제한(IP/맥 주소) 기능 접속 요일/시간 설정 제어 시 동의 옵션 제공 원격 대상 화면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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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원격 제어  |  편리한 관리 기능 

기업용 원격 제어, 관리 기능이 효율을 좌우합니다 

3단계 기기/사용자 관리 라이브뷰 일괄 설정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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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 UX 

원격 제어 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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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뷰 활용분야 

가장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다수의 PC, 서버와 같은 기업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ATM /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를 원격으로 편리하게 관리 

재택근무 외근 / 출장 스마트워크 
센터 

본사 라이브뷰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Internet 

IDC 지사 

본사 라이브뷰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본사 

Internet 

ATM KIOSK 
Digital 

Signage 

사업장 

Internet 

소규모 고객 관리 시 프라이버시 보호 및 맞춤 관리 실현 

고객 기기 

고객 동의 후 
원격 제어 



비용은 ↓  ROI는 ↑ 
 

만족도 상승 
비용 절감 ROI 상승 

• 비용 절감으로 수익률 상승 

 

• 직원 업무 효율 상승 

 

• 외부 고객 만족도 상승 

시간 절약 

• 직접 방문 시간 단축 

 

• 업무 처리 시간 절약 

 

• 절차 및 준비 간소화 

• 출장 감소로 인한 경비 절감 

 

•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 저비용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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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런스 
RemoteView 

Appendix 

전세계 6,000여 고객이 알서포트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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