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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동시에 다양한 기기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격제어 시스템 링크미마인을 제안합니다.

무인기기 통합관리

POS, KIOSK, ATM, Digital Signage
무인 기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사적 IT자산관리

다수의 서버, PC와 같은 기업 자산
원격제어를 활용하면 소수인력으로도
전사적 차원의 IT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워크 실현

재택근무, 외근·출장, 스마트워크 센터
원격 근무와 협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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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inkMeMine?
경제성

신뢰성

전문성
1

타사 대비 높은 품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가격 제공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지속적인 R&D투자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된 솔루션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원격에 대한 특허 보유와
타사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원격제어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호환성

편의성

고객만족

모든 네트워크 및 OS는 물론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안정적인 원격을 보장합니다.

사용기기 및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UI와 사용자 입맛에 맞는
장치 그룹 관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다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전문인력이 든든한
고객지원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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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LinkMeMine

LinkMeMine

LinkMeMine

Basic

Corporate

Enterprise

개인, 소규모 원격 관리를 위한
기본형 제품

다수의 사용자, 디바이스 관리에
특화된 고급형 제품

영구 라이선스 획득과 사내구축
가능한 솔루션 상품

Ex)

Ex)

재택근무, 외근/출장

소규모 기기 관리

Ex)

중견·대기업 IT자산관리

무인 단말기(POS, Kiosk 등)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제조 공정 설비 관리

통합 관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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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등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24시간 365일 전문인력 운영체계를
통해 밤에도, 휴일에도 든든한
고객지원을 약속합니다.

공통 보안 프로세스
접속

1. 웹페이지 접속

장애발생
고객지원센터 접수

원격제어

기기 원격제어

국제 암호화 표준 AES 256bit 알고리즘
SSL(Secure Socket Layer) 적용

장애조치
통계분석

2. 웹 형식보다 빠른 실시간 화면 데이터 수집

OTP인증 (1회성 비밀번호)
단말기 내 이중 로그인

3. 추가적인 파일 다운로드나 설치 불필요

실시간 화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에 적합

장애유형 파악
원인 분석
업데이트를 통한
재발 방지
고객만족도 향상

원격지 기기 보안
통합관리

모두 제공하여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입맛에 맞는 장치 관리

장애내역 또는
고객 요청사항
DB화

리소스 모니터링

3. 제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CS), 웹(Web) 형식을

어플리케이션(CS) 형식을 사용하면…

2. 실시간 원격장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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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플랫폼 지원

x

2

사용자 인증, 암호화, 접근 통제

철저한 고객지원

x

기능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안전한 보안

x

원격제어 및 관리에 특화된

x

1

우수한 기능

기술지원팀
원격지원 서비스로
직접 문제 해결

웹(Web) 형식을 사용하면…
1. 인터넷 접속 가능한 환경이면 장소의 제약 없이 사용
2. 각 장치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모니터링
(운영 시간, 온도, 감사 추적 등)

각 기기의 리소스 파악 및 관리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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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사례

재택근무

주요기능

웹(Web)방식: 추가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원격제어: 사무실의 기기를 직접 제어

주요기능

효과

업무 집중에 따른 능률 향상 및 비용절감
일과 삶균형에 따른 직원 만족도 상승

효과

연 평균 노동시간: 한국 2위
2,228

멕시코

2,124

한국

1,770

OECD평균

모바일 APP: 스마트 기기로 원격 업무 처리
이중 로그인: 추가 인증으로 정보 유출방지
시공간 제약 해소에 따른 업무연속성 확보
철저한 보안으로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 차단

만족도
업무효율성
상승
재택근무자

주요기능

효과

제어권 전환: 중복 조작에 따른 혼란 방지
양방향 채팅: 커뮤니케이션 용이
기존 시스템 100% 활용 가능
팀원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

인접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

원격 제어시
데이터 암호화

(OECD, 2014)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이동·현장 시 모바일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네트워크 연결
직원

회사 사무실

시스템 및 데이터 접속
권한 설정 및 이력 조회

직원

원격근무

원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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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사례

사내 IT자산관리

대리점 및 매장 관리

고객사 유지보수·기술지원

주요기능

라이브뷰: 실시간 모니터링 및원격관리
그룹화: 부서별/지사별 장치 구분 및관리

주요기능

캡쳐·녹화: 이슈 파악, 향후 데이터로 활용
통계/이력: 기술지원(원격제어) 통계 DB화

주요기능

효과

소수인력 운영체계를 통한 비용절감
그룹별 장치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효과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한 가치 제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쟁력 강화

효과

기간계서버

유사장애신속대응및
업데이트데이터로
활용할수있습니다.

대리점/매장

양방향파일전송: 파일, 로그 정보 등 송수신
프로세스 제어: 기기 원격점검 및 오류수정
현장출동 최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원격에서의 장애진단에 따른 신속대응

재고관리프로그램
접속이안돼요!

본사기술지원
엔지니어

캡쳐·녹화
사내 IT기기
IT 관리자

Internet
or
사내 서버

기술지원내역을
보고서형태로확인,
효율성을높일수있습니다.

기기나SW점검및
장애발생시원격으로
신속대응가능

통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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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사례

무인기기 모니터링 및 관리

제조 공정 설비 통합 모니터링·원격 제어

주요기능

상세정보 모니터링: 장치별 자원사용량, 네트워크정보 등파악
원격 종료 / 재부팅: 직접적인 원격접속 없이도 장치 제어 가능

주요기능

효과

전국에 분포된 다수의 기기에 대한 중앙 통제시스템으로 활용
기기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장애발생 가능성 최소화

효과

장치별상세정보(자원사용량,
프로세스/ HW / SW 정보등)
를실시간체크합니다.

모니터링
직접적인원격접속없이도
다수의장치에대한원격종료
/ 업데이트/ 재부팅이가능합니다.

원격제어

라이브뷰: 한 화면에서 통합 모니터링 중특정 장치 원격제어
경고 알림: 그룹별 경고 임계값 / 시간 설정을 통한 장치 관리
높은 확장성에 따른 생산 시설 증축 및 확장 용이
불필요한 클린룸 진입 최소화에 따른 시간 및 인력 간소화

검사· 계측· 분석설비의콘솔PC로부터
해당설비의생산및검사결과
로그데이터수집및모니터링이가능합니다.

공장생산라인
(클린룸)
원격검사시스템(RemoteOperating System)
LinkMeMine을통해검사공정프로세스를
외부로빼내어통합관리할수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ROS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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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1

회원가입 및 다운로드
링크미마인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OS에 맞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Step1

2

설치 및 로그인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원격지 단말기에 설치한 후,
가입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합니다.

Step2

3

원격제어 및 관리
제어측 단말기에서 링크미마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설치된 장비를
원격에서 제어하고 관리합니다.

Step3
10

상세기능

라이브뷰
LIVE

등록된 여러 장치의 상태를 썸네일 형태를 통해
한 화면에서 확인하는 강력한 관리자 기능입니다.

원격장치 관리
다수의 장치에 대한 그룹 생성, 변경, 삭제를 통해
사용자 편의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각 장치의 상세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원격접속 없이도 파일전송, 재부팅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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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능

사용자/권한 관리
사용자를 계층별로 생성,삭제 및 관리하고
그룹 또는 사용자 별로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통계/이력
사용자 로그인, 원격제어, 경고알림, 파일전송
이력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경고 알람
리소스 모니터링 시, 경고기준을 설정하여
문제가 되는 기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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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능

원격화면제어
원격지에 있는 PC나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화면캡쳐/녹화
원격제어 중인 화면을 캡쳐 또는 녹화하여
이슈를 파악하고 추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권 전환
사용자 간 요청을 통해 제어권을 획득함으로써
중복 조작으로 인한 문제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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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능

양방향 파일전송
Drag&Drop, Ctrl+C/V 전송이 가능하며 원격 연결
없이도 파일관리자를 통한 파일전송이 가능합니다.

시스템/프로세스 원격 진단
원격지 PC의 시스템 정보 및 실행중인 프로세스 관리
는 물론 문제 프로그램의 강제종료가 가능합니다.

양방향 그리기
양방향 그리기, 레이저포인트, 지우기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표현 및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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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