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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 개발 배경

나 혼자서 많은 PC를 어떻게 관리하지?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SCMATE 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를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제어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입니다.

컴퓨터 관리를 소수인원 또는 유지보수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비가 많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단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소모품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담당자의 책임과 부담이 증가합니다.

일반 (컴퓨터 사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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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요

최상의 컴퓨터 사용환경 유지 관리합니다. (순간 복구 솔루션 탑재)

SCMATE는 기관에서 사용 중인 개인 업무용 또는 공용 컴퓨터 등의 관리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입니다. 또한 복구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항상 최적의 컴퓨터 사용환경을 제공하고 컴퓨터를 유지 또는 관리하시는 관계자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중앙 관리 툴을 통해 효율적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CS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S (Client Server 모델) 장점 :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 속도가 높다.

2007 2011

ClassDoctor SCMATE Ver1 SCMATE RX V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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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효과 (간편성, 효율성, 안정성)

관리자- PC 통합관리 / 강사- 수업진행도구 / 유지보수업체- 긴급 장애 복구

순간 복구와 시점 저장을 통한 최적화된 PC 환경 지속적인 관리

- 최적화된 PC 시스템 환경에 대한 단시점, 다시점 복구 저장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긴급 장애 발생시는 순간 복구를 통해 해결 가능.

제품소개PART 02

일괄적인 보안차단을 통하여 PC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제한

- 인터넷,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제어판, 레지스트리, 작업관리자, 타이틀명, 디스플레이, 레코딩, USB 차단 등

1:1 원격제어, 1:N 다중원격제어 기능 지원

- 관리자는 PC 원격제어를 통하여 원격지에서도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여러 대의 PC를 한꺼번에 원격 일괄 제어 가능.

PC 사용량, 소프트웨어 사용량 통계 수집 기능 (옵션)

- 통계수집 기능을 통하여 PC사용량, 사용자 정보에 대한 실제 통계 수집이 가능. (SCMATE UMS CC 기능)



- 주요기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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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 - 현재 운영중인 SCMATE 에 대한 관리 서버 프로그램 종료. 

(2) 전원제어 - 전원 켜기, 전원 끄기, 다시 시작.

(3) 차단관리 - 인터넷 잠금, 키보드마우스 잠금, 모니터화면 잠금, 제어판 잠금, 레지스트리 차단, 

작업관리자 차단, 실행창 차단, CD 레코딩 차단, USB사용 차단, 작업표시줄 차단, 

디스플레이 차단, 타이틀 명 차단 (특정 프로그램의 명칭을 통해 차단)

(4) 변경관리 – 단일 컴퓨터 IP주소 변경, IP 주소일괄변경, 단일 컴퓨터 이름 변경, 

컴퓨터 이름 일괄 변경.

(5) 스케줄관리 – 작업스케줄에 의한 희망 시간대 전원제어, 작업스케줄에 의한 모드변경.

(6) 기타 – 안전모드 진입 제한.



- 주요기능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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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제어 - 비동의 원격제어 , 다중원격제어, 동의 후 원격제어 실행.

(2) 소프트웨어 원격제어 - SW원격실행, SW원격종료.

(3) 차단/ 해제 - 작업관리자, 실행창, CD 레코딩, USB사용, 작업표시줄, 디스플레이.

전송

(1) 파일전송 -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파일 전송, 바탕화면 전송, 문서 제출 받기, 받은 문서 확인.

(2) 메시지전송 -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 전송, 받은 메시지 확인.

(3) 화면전송 - 운영자(관리자, 강사) 화면 클라이언트에 전송, 선택화면전송, 화면전송 중지.



- 주요기능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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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운영관리 - 운영자모드, 시스템복구, 원본업데이트.

(2) 시점관리 - 시점 선택 후 생성, 삭제, 복구 가능, 매 부팅 시 복구, 매일 처음 부팅 시 복구, 

가상 DISK 생성, 가상 DISK 닫기.

(3) 복구설정 - CLIENT 복구 설치, CLIENT 복구 삭제, 복구비밀번호변경, 복구정품인증.

(4) 복구 예외 폴더 지정

(1) 사용자확인 – CLIENT 이름 등록, CLIENT 이름 삭제, 등록된 이름 보기.

(2) 소프트웨어 설치현황 – SW 설치정보 가져오기, SW 검색, 하드웨어 관리.



- 주요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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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설정 – 권한설정.

(2) 업데이트 – 윈도우업데이트확인, 윈도우업데이트설치, 제품서버업데이트, CLIENT업데이트.

(3) 클라이언트삭제 – CLIENT삭제.

(4) 환경설정 – 환경설정.

(5) 도움말 – 윈도우 설정 바로가기, 도움말.



- 상세 기능표 (Ver 5.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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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ATE RX 주요기능 정리 (상세)

관리

전원제어

클라이언트 전원켜기

클라이언트 전원끄기

클라이언트 다시시작

차단관리

인터넷 차단

키보드 차단

모니터 화면 잠금

마우스 차단

제어판 차단

레지스트리 차단

작업관리자 차단

실행창 차단

디스플레이 차단

작업표시줄 차단

안전모드진입 차단

VPN 차단

USB 차단

CD 레코딩 차단

프로그램 타이틀명 차단

변경관리

단일 IP 변경

일괄 IP 변경

단일 컴퓨터이름 변경

일괄 컴퓨터이름 변경

스케줄관리 스케줄관리(전원끄기, 업데이트, 복구관련..)

원격제어

원격제어
클라이언트 단일 원격제어

클라이언트 다중 원격제어

SW원격실행
S/W 원격실행

S/W 원격종료

전송

파일전송

파일전송

바탕화면전송

문서제출받기

메시지전송 메시지전송

화면전송

관리자화면전송

선택PC화면전송

화면전송시 판서기능

복구 모드변경

운영자모드

매부팅시복구

시스템즉시복구

현재시점갱신

매일처음부팅시복구

복구비밀번호 변경

보기 사용자확인
클라이언트 이름등록(출석)

관리자 ID 추가 생성

설정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 설정 바로가기

환경설정

유동IP 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이름으로 구분

가상화솔루션 환경에서 복구 운용 지원

복구 MBR 보호

SATA/AHCI 지원

AF 포맷 HDD 지원

복구시 제외 폴더

스냅샷(시점) 탐색기

백업
(선택설치)

DATA백업

실시간백업

스케줄백업

증분백업

원격 데이터백업 (FTP 백업)

클라이언트 로그인 화면 제공

자동 로그아웃 기능 (기본 10분)

통계
(선택설치)

사용현황

PC사용현황

PC사용자현황 (사용자아이디, 이름, 그룹명, PC이름, IP주소, 로그인시간, 종료시간, 사용시
간)

SW사용현황(실제사용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수집, 사용집계, 사용리스트) 

SW설치현황(설치된 SW에 대한 정보를 수집, SW설치집계, SW설치리스트)

HW설치현황(OS명, 화면사이즈, CPU 타입, 메모리, 하드디스크 모델명, 크기 등..)

사용자등록 (아이디, 사용자이름, 연락처 등 관리)



- 제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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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ATE RX 기준



- 제품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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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및 수업의 집중화:           중앙 집중을 통한 주목기능 및 매체 제어를 통한 수업의 집중력 향상.

2. 효과적인 수업진행:                사용자 확인, 파일 제출 및 전송 등, 관리 및 수업에 필요한 학습 도구 적용, 1:1원격제어, 화면전송, 녹화, 판서, 사용자 화면 모니터링 등.

3. 운영의 효율성:                      NETWORK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높은 사양의 서버 (장비) 구축 불필요.

4. 프로그램의 유연성:                O/S – Windows 7, 8 (8.1), 10 – 32, 64 bit 따로 구분 없는 Setup File 제공.

5. 설치 편의성:                        설치 파일의 용량을 최소화, 서버 및 클라이언트 설치 후 Setting 작업 간소화.

6. 사용자 편의성:                     User Interface 를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맞춤형으로 구현하여 처음 사용자에게도 편리함 조작.

7. 일괄적용(클라이언트 적용):     업데이트, IP, 컴퓨터이름, 스케줄링 등의 대표기능에 대한 일괄 적용 가능.

8. 소프트웨어 관리: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게임의 설치를 막고 수업을 위한 최적화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

9. 복구 소프트웨어:                  파티션 선택 보호 (C:, D: 외), 시점(스냅샷) 생성 및 복구, 예외 폴더 지정, 파일 복구, 스케줄링, 응급복구 등.

10. 자동업데이트 (서버적용):      이전 버전 및 타제품과 다른 자사 중앙 서버를 통한 최신 제품 UPDATE, 지속적인 버그수정으로 제품 안정화 구현.



- 납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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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외 300개 이상



- 납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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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 (대학교)

외 2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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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관 (초중고)

외 4,000개 이상



-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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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지원

고객지원PART 04

1. 구입문의 : ㈜웨어메이트 /  전략사업부장 박찬인 /  02-2226-2500  / cipark@waremate.com

2. 데모요청 : 교육장 혹은 네트워크로 관리되는 다중 PC를 운용중인 곳에 신청 가능

3. 기술문의 : 홈페이지 http://www.waremate.com 고객지원 / Q&A / 1:1 상담 게시판 / 지원사항 기재 후 / 070-7719-2400 (긴급 처리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