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ossTec Remote Control 
 

CrossTec Remote Control은 기업에서 관리하는 PC를 제어 및 기술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제품입

니다. 최신의 CrossTec Remote Control 제품은 윈도우, 매킨토시, 리눅스, 선 솔라리스, 윈도우 CE 

장치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PC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원격 PC 화면을 보고, 그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동기화하거나 상대방 PC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보유 목록인 인벤토리 조사도 가

능하며,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하거나 원격 PC 사용자와 채팅 기능도 제공합니다.  

 

 

CrossTec Remote Control의 특징 
 

 

종합적인 보안 기능 

CrossTec Remote Control은 보안 업계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비인가자의 접속으로부터 네트워

크, 데이터, PC를 보호합니다. 또한 모든 모듈에 종합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공합니다. 

CrossTec Remote Control은 다중 패스워드 보호 기능, 윈도우 보안과 통합, 최대 256비트에 이르

는 AES 암호화, 고급 로그 기능(audit-trail logging), 다양한 사용자 레벨 설정 등 수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와 관리자를 위한 헬프데스크(Help Desks) 기능 

CrossTec Remote Control은 이상적인 헬프 데스크 도구입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들로 로컬 또는 다른 위치에서 안전하게 제어하고 지원하도록 도와줍니다. CrossTec에는 채팅, 

프린터 리디렉트, 사용자와 대화하는 화이트보드, 화면 녹화, 화면 상에 표시/하이라이트 기능; 어플

리케이션 가동, 로그아웃 후 관리자로 로그인, 재부팅, 시스템 켜기 및 끄기, 관리자에 메시지 보내

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스크린으로 복수의 PC나 서버 모니터링 

문제가 발생할 때에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서버나 사용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CrossTec Remote Control에서는 한 화면에서 수많은 PC들을 작은 창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상 훈련방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 데모 스크린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가용한 PC를 이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PC 즉시 제어  

CrossTec Remote Control은 단순히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관리자 PC뿐만 아니라 

CE 장비나 USB 드라이브 또는 어떤 사용 가능한 PC에서 다른 PC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CrossTec Remote Control이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구상 어디에서든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

해 웹으로 어떤 클라이언트라도 쉽게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빠른 파일 전송 및 동기화  

하나 또는 수백 대 PC에 파일들이나 패치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CrossTec의 번개같이 빠른 파

일 전송 속도, 동기화, 배포 유틸리티 기능으로 다수의 PC에 파일을 동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델타 파일 전송은 서로 다른 머신들 간 파일의 필요 부분만 복사 함으로써 파일전송 속도를 향상 

시킵니다. 스크립팅 과 스케줄링 옵션은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작업을 진행

할 수 있게 해줍니다.  

 

ResQRemote 

선택사양인 ResQRemote는 간단히 인터넷 연결만으로 즉시 또는 사용자 요구 시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고객, 원거리 유저,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 전 홍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나 

방화벽 구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ResQRemote로 라이브 채팅, 샘플 페이지 제시, 관리자 스크립

트 생성과 Exit Survey,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조사 그리고 더욱 더 많은 기능들을 고객의 

 
헬프 데스크를 위한  

관리 솔루션:  
  

 

>  안전한 원격 PC 제어 및 관리 

 

>  컴퓨터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다양한 플랫폼과 프로토콜 지원 

 

 

>  복수 사용자를 보거나 교육할 수  

 

있는 기능 

 

>  중앙집중식 배포 및 관리 

 

>  한대 이상의 PC에 파일 전송 

 

>  데스크톱, USB, 포켓 PC 또는 

 

 브라우저에서 실행 

 

>  화이트보드, 64-비트 지원, 

 

   녹화 및 재생 기능 

 

 

 

추천 상품: 

 

CrossTec EM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CrossTec EMS는 소프트웨어 배포를 포

함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배포, 어플리케이션 및 트래픽 

제한, PC 원격 제어 등의 소프트웨어 제

품군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CrossTec 

EMS는 회사 구성의 표준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총소유비용(TCO) 절감을 약속합니

다.   

 

 

CrossTec의 Richmond SupportDesk 

 

Richmond SupportDesk는 직원, 엔드 유

저, 고객들에게 윈도우 데스크탑, 웹 인터

페이스, 또는 포켓 PC등을 사용하여 효과

적이면서 빠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헬프데스크 및 지원 서비

스 관리 솔루션입니다. 

SupportDesk는 최근에 널리 사용하는 지

원 및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Helping You Help Others 

http://www.softmail.co.kr 경쟁제품보다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원격제어 솔루션,  



 

 

 

CrossTec Remote Control 특징 
 

 

다양한 플랫폼 지원 – CrossTec Remote Control 이름 중에 Cross라는 단어는 Cross-Platform

과 Cross-Protocol의 앞 단어를 딴 것으로 다양한 프로토콜과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CrossTec Remote는 Windows, Linux, Solaris, 포켓 PC, Mac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제공합니다. CrossTec Remote Control은 TCP/IP, IPX, HTTP, NetBIOS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포함

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 CrossTec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방화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을 

수도 있는 다수의 PC를 손쉬운 방법으로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웹 브

라우저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CrossTec 가능 시스템을 찾아내고 통신하기 위한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보안 – 모든 CrossTec 모듈에는 완전하고 종합적인 보안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비밀번호 보호부터 윈도우 보안과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rossTec은 최대 256비트까지 AES 암호화를 지원하며, 서로 다른 형태 사용자 개개인의 프로파일

을 중앙집중식으로 할당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레벨, 권한, 능력 등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

니다. 

 

웹브라우저 통합 –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CrossTec을 설치한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에서든 간단히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특정 사이트를 입력하고 제어하는 모든 과

정이 불과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 인터넷 통합 – 관리자 PC나 주변 네트워크와 직접 통합함으로써 대상 PC들을 간단

한 클릭으로 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CrossTec 

Remote Control을 실행하지 않고도 핵심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배포 – 최소한의 노력과 클릭으로 중앙 시스템에서 파일과 데이터를 다수의 클라이언트 시스

템으로 동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패치 관리에 이상적입니다.  

 

파일 전송 –드래그 & 드롭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에서 디렉토리를 

동기화 하거나 직접 파일 편집,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데이트 시, CrossTec Remote 

Control에 내장된 지능적인 델타 파일 전송 기술, 즉 파일의 변경된 부분만을 감지해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니터 모드 –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 PC를 작은 창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 사이즈는 실시

간 클라이언트 정보 업데이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특정 창 위로 마우스를 옮겨 화면을 확대하

여 볼 수 있습니다. 

 

교육 – 다재 다능한 쇼(Show) 기능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통한 트레이닝 방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원격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세션을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팅 & 스케쥴링 – 파일 전송, 데이터 조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

기 위한 강력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 – CrossTec Remote Control 사용자가 도움이 필요할 시 관리자의 헬프 데스크에 메시

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는 즉시 그 사용자와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 어플리케이션 관리 – LAN상의 시스템 전원을 켜고 끄기가 가능하고, 원격지 시스템에서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녹화 재생 기능 – Remote Control 세션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스크린 키보드 동작을 녹화할 수 

있으며, 관리자 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한번의 클릭으로 실시간으로 Windows나 Linux 운영체제 PC

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향상된 인벤토리 기능을 원하시

면 CrossTec EMS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64-비트 지원 – Windows XP 64, Windows 2003 64를 포함한 64 비트 Intel, AMD 플랫폼을 지원

합니다. X64 기반의 시스템도 지원 가능합니다. 

 

텍스트 & 오디오 채팅 – 유저들 간 문자 채팅이나 음성모드로 양자 또는 멀티 채팅이 가능합니

다. 

 

화이트 보드 – 양자 또는 멀티 채팅 세션에서 교육이나 공동 작업을 위해 CrossTec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 원격 컴퓨터에서 채팅 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IBM 586 또는 이후 기종과 호환 4Mb 램, 
10Mb 여유공간 
 
 
 
지원 OS 
 
 
윈도우 요구사항 : 
 

 DOS, Win 95/8, Win NT , Win ME, Win 
 2000, Win XP, Win 2003 
 IPX/SPX, NetBIOS or TCP/IP (윈속) 

 
 
LINUX 요구사항: 
 

 현재 출시일 기준으로 SuSE,  
 Red Hat / Enterprise 
 Fedora 지원  

 
 
MAC 요구사항: 
 

 MAC OS-X Universal과 호환  
 
 
포켓 PC: 
 

 OS: 포켓 PC 2003 또는 상위버전 
 ActiveSync / WiFi 무선 LAN 기능 
 장비 램: 32Mb (64Mb 권장) 
관리자: 15Mb

㈜소프트메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6 롯데골드로즈 1218호 

전화: 02-3486-9220 

팩스: 02-3486-9331 

http://www.softmail.co.kr 

 

리모트콘트롤 선택하는 이유? 

 

 경쟁제품보다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원격

제어 

 데스크탑, 윈도우 CE 탑재한 모바일기기, 

맥OS, 리눅스 등에서 원격 시스템 관리 

 USB 메모리에서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원

격제어 바로 실행 

 교육훈련, 모니터링, 데모시연 등 다양한 

기능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