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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download
매니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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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매니저 다운로드
Window manager 다운로드

∙ 아이콘 클릭

∙ 설치 언어 선택
∙ 다음 클릭

∙ 바탕화면 아이콘 생성
∙ 설치 클릭

∙ 마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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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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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Window manager 로그인

회원가입 탭이란?
•

Windows manager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 한다.

회원가입 탭

설정 탭이란?

설정 탭

•

Windows manager에 대한 기타
설정을 할 수 있다.

click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아래 체크 표시 클릭
∙ 비밀번호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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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Menu
매니저 프로그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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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프로그램 메뉴
매니저 프로그램 – 메인 화면

매니저 구성도
 상단 메뉴 : 파일 탭, 연결 탭 , 보기 탭, 도구 탭,
도움말 탭, 관리자 탭

 중간 메뉴 : 정렬, 파일관리자, 원격제어, 새로고침,
업데이트, 재시작, 쪽지, 채팅
 뷰 메뉴 : 리스트 뷰, 아이콘 뷰, 썸네일 뷰
 원격장치관리
 탐색기 메뉴 : Root 폴더, 하위폴더 별 장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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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프로그램 메뉴(상단 메뉴)
매니저 프로그램 – 상단 메뉴 탭 소개

파일 탭

연결 탭

보기 탭



새 원격장치 : 원격 장치 검색, 그룹 생성/수정/삭제, 원격 장치 추가



프로그램 종료 : 매니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원격제어 연결 : 선택된 호스트에 대해 원격제어를 실행한다.



파일관리자 연결 : 선택된 호스트에 대해 파일관리자를 실행한다.







리스트 뷰 : 리스트 뷰를 선택 시에 등록된 원격 장치들의 설비 ID,
공인 IP주소, 사설 IP주소, MAC주소, CPU, Memory, Disk, 버전, 핸들,
접속자, 설명을 리스트 형태로 표시한다.경고에 대한 이력 조회가 가
능
아이콘 뷰 : 아이콘 뷰 선택 시에 등록된 원격 장치들의 설비 ID, 호
스트 상태를 아이콘 형태로 표시

도구 탭

도움말 탭

관리자 탭



환경설정: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윈도우를
호출한다.



버전정보 : 현재 매니저 프로그램 버전 정보를 확인
한다.



다운로드 : 에이전트 프로그램 및 매니저 프로그램
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사용자 관리 : 사용자 목록 및 사용자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통계 이력 관리 : 로그인 이력, 원격 접속 이력, 경
고 알림 이력, 파일전송 이력 을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 페이지 : 사용자 정보를 변경이 가능하다.

썸네일 뷰 : 썸네일 뷰를 선택 시에 등록된 원격 장치들의 설비 ID,
OS 정보, 썸네일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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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프로그램 메뉴(중간 메뉴)
매니저 프로그램 – 중간 메뉴 탭 소개

정렬





등록된 원격 장치 리스트를 설비 ID, IP주소, MAC주소 순으로 정렬
한다.

업데이트

각각의 정렬 메뉴를 실행 시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번갈아 실
행된다.

재시작

파일
관리자



선택된 호스트에 대해 파일관리자를 실행한다.

쪽지
원격제어

새로고침





선택된 원격 장치에 대해 원격 제어를 실행한다.

추가된 원격장치에 대해 새로고침을 실행한다.

채팅



추가된 원격장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실행한다



선택된 폴더 별로 업데이트를 실행한다



전체 원격장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실행한다.



선택된 원격장치에 대하여 PC를 재시작 한다.



선택된 원격장치에 대하여 Agent만 재시작 한다.



선택된 원격장치에 대하여 쪽지를 보낼 수 있다.



선택된 폴더 별로 쪽지를 보낼 수 있다.



전체 원격장치에 대해서 쪽지를 보낼 수 있다.



선택된 원격장치에 대하여 채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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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프로그램 메뉴(뷰 메뉴)
매니저 프로그램 – 뷰 메뉴 탭 소개

리스트 뷰

리스트 뷰



리스트 뷰를 선택 시에 등록된 원격 장치들의
설비 ID, 공인 IP주소, 사설 IP주소, MAC주소,
CPU, Memory, Disk, 버전, 핸들, 접속자, 설명
을 리스트 형태로 표시한다

아이콘 뷰

아이콘 뷰



아이콘뷰 선택시에 등록된 원격 장치들의 설비
ID, 호스트 상태를 아이콘 형태로 표시한다.

썸네일 뷰

썸네일 뷰



썸네일뷰를 선택시에 등록된 원격 장치들의 설비
ID, OS 정보, 썸네일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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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프로그램 메뉴(원격장치관리)
매니저 프로그램 – 원격장치관리 탭 소개

폴더&장치 탭

원격컴퓨터 탭
폴더&장치 탭이란?
원격컴퓨터 탭이란?

 탐색기 탭 : 폴더 생성, 삭제 및
장치 추가, 삭제

•

폴더 :폴더 별로 생성, 이름변경,
삭제가 가능하다.

•

장치 : 원격컴퓨터에 있는
Agent 원격 장치를 추가 또는
삭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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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프로그램 메뉴(탐색기 메뉴)
매니저 프로그램 – 탐색기 탭 소개

탐색기 폴더 탭

ROOT 폴더 란?
 Root 폴더 : 최초의 폴더이며
아래 하위폴더를 표시한다.

 썸네일 뷰에서 폴더별 선택이
가능하다.



상태 표시 란?
•

상태 표시 : 맨 하단에 현재
추가된 원격 컴퓨터에 대한 접속
수를 표시 한다.

•

현재 선택 된 폴더에 3대가
있는경우 총 3/3대으로 표시 한다.

썸네일 뷰 선택 시 위와 같이 폴더 선택 후 썸네일 확인 가능

13

04

Remote Control
Viewer
원격 제어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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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뷰어
원격 제어 뷰어 소개 – 메인 화면

메뉴 & 툴바 탭

•
•
•

화면 표시

메뉴 & 툴바 탭이란?

화면 표시 란?

원격 제어 뷰어에 대한
기능 실행

 현재 접속되어 있는 Agent
원격 장치에 대한 화면을
표시 해준다.

툴바 : 메뉴에 있는 기능을
툴바 형태로 표시하여
간단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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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뷰어(메뉴)
원격 제어 뷰어 소개 – 메뉴 탭

실행 탭

연결 탭

∙ Zoom 키

∙ 화면품질 키



제어권 요청 : 현재 접속되어 있는 장치에 대해 접속 제어를 실행한다. (단축키 : Ctrl+R)



제어권 회수(관리자) : 같은 접속이 이루어진 뷰어에서 접속 제어에 대한 회수를 실행한다.



Window 시작버튼 누르기 : (Ctrl+Ese) : Window 시작버튼을 단축키로 눌러 시작 할 수 있다.



Ctrl+Alt+Del : 원격으로 Ctrl+Alt+Del 단축키를 실행 할 수 있다.



종료 : 원격을 종료 한다. (단축키 : Ctrl+Q)



전체 화면 : 원격제어 PC 화면을 전체크기로 본다. (단축키 : Ctrl+1)



Zoom : 화면 크기를 50%, 75%, 100%, 자동으로 맞춘다.



화면 품질 : 8색, 64색, 256색, 보통, 최상 설정이 가능하다.



화면 새로 고침 : 원격 PC화면을 새로 고친다.



툴바 : 기본툴바 기능을 표시하거나 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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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뷰어(메뉴)
원격 제어 뷰어 소개 – 메뉴 탭
실행 탭

도움말 탭



파일 보내기 : Manager -> Agent로 파일을 보낸다.



파일 가져오기 : Agent -> Manager로 파일을 보낸다.



보낸 파일 보기 : Manager-> Agent로 파일을 보낸다



받은 파일 보기 : Agent -> Manager로 파일을 확인한다.



양방향 파일 전송 : Manager와 Agent 끼리 양방향으로 파일을 송수신한다. (단축키 : Ctrl+2)



채팅하기 : Manager와 Agent끼리 채팅을 주고 받는다. (단축키 : Ctrl+3)



시스템 정보 보기 : Agent에 시스템 정보를 확인한다.



프로세스 정보 보기 : Agent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를 관리 및 확인한다.



화면 캡처 : Agent 원격 화면을 캡처한다. (캡처와 동시에 저장파일 위치가 뜬다.)
- 파일 경로 C:\Users\Public\Documents\LinkMeMine\Screen Capture



URL 전송 : Manager -> Agent로 URL을 입력하여 원하는 웹페이지를 바로 띄운다.



레이저 포인터 : 레이저 포인터로 Agent 화면에 표시한다.



시작 : 화면 녹화를 시작하는 버튼이다.



일시정지 : 화면 녹화를 일시정지하는 버튼이다.



정지 : 화면 녹화를 종료하는 버튼이다.



재생 : 화면 녹화한 파일을 선택하여 재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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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뷰어(메뉴)
원격 제어 뷰어 소개 – 메뉴 탭

실행 탭


그리기

: 그리기 툴을 사용한다.



그리기 중지

: 그리기를 중지한다.



자유곡선

: 자유곡선 모양으로 그린다.



직선

: 직선 모양으로 그린다.



원

: 원 모양으로 그린다.



사각형

: 사각형 모양으로 그린다.



지우기

: 그렸던 그림을 한번에 지운다.



선 두께

: 얇게, 보통, 두껍게 설정한다. (기본 보통으로 설정)



선색

: 검정색, 흰색, 빨강색, 노랑색, 녹색, 파랑색, 짙은 파랑색, 자주색으로 설정한다.
(기본 빨강색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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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뷰어(툴바)
원격 제어 뷰어 소개 – 툴바 탭



원격 제어 시작 하기
- 원격지 PC에 대한 새로 고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 새로 고침
- 원격 PC화면을 새로 고친다.

화면 저장
- 원격지 컴퓨터의 화면을 캡쳐하여 호스트 컴퓨터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파일 경로 ManagerPC : C:\Users\Public\Documents\LinkMeMine\Screen Capture



파일 전송
- 파일 관리자 기능으로 써 양방향 파일 전송을 한다.

녹화 시작
- 원격지 컴퓨터의 화면 녹화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URL 전송
- manager에서 URL를 입력하여 agent에 새로운 웹 브라우저를 전송합니다.

녹화 일시정지
- 녹화하고 있는 장비를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녹화 정지
- 녹화하고 있는 장비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재생
- 녹화정지 된 원격지 컴퓨터 및 녹화를 했던 원격지 컴퓨터의 녹화 화면을 재생한다.



그리기
- 양방향 그리기 및 그리기를 활용하여 원격지 컴퓨터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 자동 조절
- 화면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채팅하기
- manager 와 agent 간에 실시간으로 채팅을 지원합니다.
- 채팅 내용은 저장하여 관리 가능 합니다.
- 채팅 저장된 경로 ManagerPC : C:\Users\Public\Documents\LinkMeMine\Chat
시스템 정보 보기
- 원격지 컴퓨터의 상세한 시스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를 통해 좀더 빨리 문제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정보 보기
- 원격지 컴퓨터에서 실행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강제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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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