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데스크 역량 강화, 보호 및 확장

REMOTE SUPPORT

역량 강화
모든 디바이스 또는 운영 체제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단일 원격 
지원 솔루션으로 서비스 데스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호

담당자가 사용하는 원격 액세스 
권한 또는 권한 계정의 침해로 인한 
데이터 보안 침해 위험을 낮춰 주는 
기본 제공 보안 기능으로 헬프 
데스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지원
채팅 지원, 원격 카메라 공유, 
지능형 협업을 비롯한 여러 
기능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헬프 데스크 지원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내부 또는 외부에서 Windows, Mac, iOS, Android 등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와 고객에게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원격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결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징 및 기능
• 채팅 지원: 화면 공유 및 원격 제어를 위한 실시간 권한 확장을 제공하는 

클릭 투 챗(Click-to-chat)을 통해 최종 사용자와의 연결을 유지한 채로 지원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플랫폼 지원: Windows, Mac, Linux, iOS 및 Android 디바이스와 
상호 지원됩니다. 또한 RDP, 텔넷, SSH 및 VNC를 사용하여 기존 디바이스도 
지원합니다. 

• 세분화된 권한 및 역할: 팀, 사용자, 역할 및 세션 허가 설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여 최소 권한 보안 방침을 실현합니다.

• 협업: 다른 기술자와 손쉽게 협업하고 숙련된 리소스에 대한 권한 확장 경로를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원 인시던트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 세션 기록이 포함된 감사 내역: 팀 성과를 추적할 뿐 아니라 세션 활동을 
기록하고 녹화하여 보안, 규정 준수 및 훈련을 위한 감사 내역으로 활용합니다.

• Chrome, Firefox, IE 등에서 지원 가능: BeyondTrust의 HTML5 Web Rep 
Console은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 없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안전한 원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어디서든 즉시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통합: ServiceNow 같은 ITSM 툴, Active Directory 같은 타사 인증 솔루션, 
그리고 BeyondTrust Password Safe 같은 크리덴셜 관리 솔루션과 원활하게 
연결됩니다.

• Remote Support Vault: 권한 크리덴셜에 대한 원활한 검색, 관리 및 순환을 
통해 크리덴셜 도용과 관련된 서비스 데스크 위협을 완화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및 브랜딩: 맞춤형 지원 환경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배포: 유연한 라이선스 옵션이 제공되므로 물리적, 가상 또는 클라우드 배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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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Trust는 권한접속관리 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로서 권한과 관련된 보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엔드포인트, 서버, 클라우드, DevOps 및 네트워크 디바이스 환경 전반으로 위협이 번지는 상황에서 조직은 BeyondTrust의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권한 보안 조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BeyondTrust는 20,000여 고객사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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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에 안전하게 액세스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솔루션입니다. 

비즈니스 이점 

단일 솔루션으로 가치 극대화
단일 제품 내에서 포괄적인 기능이 제공되므로 지원 조직이 중복 비용을 
없애고 여러 툴을 지원하는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BeyondTrust는 원격 카메라 공유나 모바일 디바이스 지원 같은 주요 
기능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충족
모든 BeyondTrust Remote Support 세션은 기록되고 감사 가능하므로 
모든 원격 지원 활동에 대한 중앙 리포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조직 내의 모든 세션 활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향상 
다양한 ITSM 솔루션과 즉시 통합되는 BeyondTrust 솔루션과 강력한 
API를 통해 조직의 기존 워크플로우를 원활하게 활용하면서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과 일치하는 솔루션을 갖춘 
BeyondTrust 같은 회사를 찾기란  
거의 희박한 일입니다. BeyondTrust의  
지원 수준은 탁월 그 이상입니다.  
당사는 TeamViewer에서 BeyondTrust로  
전환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MICHAEL HEDE, 기술 책임자,  
CHILI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