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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니서포트
소개

“ 고객의 불편을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 ”

고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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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서포트 6.0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서포트 6.0은 웹기반 원격제어서비스로, 빠르고 쉬운 원격

고객지원과 AES-128bit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력한 보안적용으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멀티플랫폼 지원으로 방화벽 및

사설IP에서도 제약없이 연결 가능하며 윈도우비스타, 

윈도우7에서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화면 공유 : 원격지에 있는 PC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바탕화면 전체를 공유합니다.
•원격 제어 : 키보드와 마우스 제어를 통해 원격지 PC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송/수신 : 원격제어 중 일 때, 상담원과 고객은 쉽고 편리하게 파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재부팅 자동 재접속 : 고객 PC를 재 부팅할 경우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채팅/내역 저장 : 고객과 상담원간에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 내용은 저장하여 관리가 가능 합니다.
•듀얼 모니터 : 고객 환경이 듀얼 모니터 환경이라도 상담원은 하나의 모니터에서 듀얼 모니터를 볼 수 있습니다.
•원격화면 캡춰 및 동영상저장 : 고객 PC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캡춰, 동영상으로 상담원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격PC 소리듣기 : 고객 PC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캡춰, 동영상으로 상담원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초대하기 : 원격지원 중 협업상담원을 초대하여 동시에 고객을 지원합니다

AnySuppor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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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분별
기능소개

“ 고객의 불편을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 ”

고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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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별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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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설치

“ 고객의 불편을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 ”

고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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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1)애니서포트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URL : http://000.000.000.000/down/

2)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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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

1)    설치완료후 애니서포트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3)    애니서포트 상담원프로그램이 실행되엇습니다.

2)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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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기능
설명

“ 고객의 불편을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 ”

고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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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로그인

1) 프로그램 실행
-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ID저장 및 PASSWORD 저장을 체크하시면 재실행시 입력한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바탕화면
단축아이콘

2) 로그인 실패시 :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틀리면 다음과 같이 경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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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로그인

3) 중복 로그인
-같은 상담원 아이디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중복 로그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로그인 윈도우 창으로 전환

[강제 로그인 하기]

기존 접속된 PC에 메시지가 나오며
로그아웃됩니다.

[다른 아이디 입력하기]

[새로운 접속 PC]

[기존 접속 PC]

[강제 로그인 전 메시지 보내기]

기존 접속된 PC에 채팅메시지를 보내
사용중 로그아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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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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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담원 ID 접속한 상담원의 ID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세션 상태

고객에게 알려드릴 인증번호 입니다.

Expired : 상담원과 고객과의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Connected : 상담원과 고객이 원격지원 중입니다.
OnLine: 고객관의 연결이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Offline : 고객과의 연결이 유효한 인증번호 입니다.

세션이 생성된 일자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고객접속페이지에서 상담원번호 클릭시 표시될 번호입니다.

③세션 관리 새로운 세션을 생성하거나 삭제시 사용합니다.

④수동 접속
⑤번의 체크를 활성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션상태가 OnLine으로된
세션을 선택하여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⑤자동 접속
체크시 고객이 인증번호(세션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격지원이 연
결됩니다.

4-2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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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고객접속페이지 고객이접속하실 URL을표시합니다.

⑦원격지원기록

고객이름 : 접속한고객의이름, 상호명을기재합니다.

E-Mail : 접속한고객의이메일을기재합니다.

전화번호 : 접속한고객의연락처를기재합니다.

IP : 접속한고객의 IP가자동으로기록됩니다.

원격지원시작 : 고객과원격지원이연결되는시간을기록합니다.

원격지원종료 : 고객과원격지원이종료되는시간을기록합니다.

장애유형 : 트리에서선택하여분류합니다. (관리자페이지에서수정)

지원내용 : 원격지원한내용및작업내용을기재합니다.

장애해결여부 : 원격지원결과를선택합니다.

모두저장 기록한내용을저장합니다.

4-2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세션



-15-www.AnySupport.net

4-2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지원기록 관리

①지원기록관리날짜 조회할원격지원기간을선택한후보기를클릭합니다.

②전체기록보기(Excel) 기록통계를엑셀파일로저장시클릭합니다.

③원격지원기록통계 지원기록에대한비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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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지원기록 관리

1)  전체 기록 보기(excel) : 기록된 엑셀파일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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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지원기록 관리

1)  원격지원 기록 통계
- 장애 유형 : 원격지원 기록에서 장애유형을 선택하여 처리된 결과를 출력합니다.

장애유형은 관리자 페이징서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2)  원격지원 기록 통계
- 해결 여부 : 원격지원 기록에서 장애해결 여부에 체크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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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지원기록 관리

3)  원격지원 기록 통계
-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설문윈도우는 관리자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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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3. Windows 시작 버튼 누르기
- 고객 PC의 윈도우 시작 버튼이 눌러집니다.

2. 종료 기능
- 원격 지원이 종료됩니다. 물론 뷰어 화면의 ‘X’버튼을 눌러도 종료
됩니다. 

1. 원격지원 시작하기 기능
- 상담원은 기본적으로 고객 PC화면을 볼 수만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야만 그 때부터 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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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4. 전체 화면 기능
- 전체 화면으로 고객 PC를 제어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마우스를 상단으로 옮겨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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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5. Zoom 기능
- 뷰어 화면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자동이지만 크기
를 좀 더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면, 50%나 75%, 100%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 화면 새로 고침 기능
- 변경되지 않은 화면이 있다 판단될 때에는 이 기능을 통해 리플레
시 합니다.

7. Zoom 기능
- 뷰어 화면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자동이지만 크기
를 좀 더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면, 50%나 75%, 100%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정윈도우]

[특정사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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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일보내기
- 상담원 컴퓨터의 파일을 고객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다수의 파일을 선택하여 전송할 수 도 있습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보낼 파일 선택]

[파일전송상태] [전송완료후]

9. 파일가져오기
- 고객 컴퓨터의 파일을 상담원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다수의 파일을 선택하여 전송할 수 도 있습니다.

[파일전송상태] [전송완료후]

[보낼 파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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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낸파일 보기
- 고객 컴퓨터로 전송한 파일이 있는 폴더가 열립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보낸 파일 보기]

11. 받은파일 보기
- 상담원 컴퓨터로 전송한 파일이 있는 폴더가 열립니다.

[받은 파일 보기]

12. 양방향 파일 전송
- 고객PC와 상담원 PC간에 폴더를 지정하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폴더를 만들거나 삭제, 이름바꾸기도 가능합니다.
- 사용중인 파일이거나 열려있는 문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양방향 파일전송]

[파일전송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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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레이저 포인터
- 마우스 좌측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레이저 포인트가 나옵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16. URL 전송
- 고객PC에 해당 URL이 전송되어 자동으로 인터넷브라우저가 실행되며
전송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4. 재부팅후 재 접속 (고객동의 필요)
- 필요시 고객PC를 재부팅 한후 자동으로 원격지원을 재연결합니다.

15. 안전모드 재부팅후 재접속 (고객동의 필요)
- 필요시 고객PC를 안전모드에서 재부팅 한후 자동으로 원격지원을
재연결합니다

17. 채팅하기
- 채팅창이 실행되며 고객과 상담원간에 채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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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스템 정보 보기
- 고객PC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19. 프로세스 정보보기
- 고객PC의 프로세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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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담원 초대
- 다른 그룹의 상담원을 초대하여 같이 제어하거나 넘겨줄수 있습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22. 화면캡처
- 고객PC의 화면을 캡처하여 상담원 PC에 저장합니다
저장폴더 : \내문서\Koino\ScreenCapture

21. 상담원 화면전송
- 상담원 PC의 화면을 고객 PC로 보여줍니다..

23. 즐겨찾기
- 등록된 폴더와 프로그램 및 URL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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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옵션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일반
화질조정 : 뷰어에서 보이는 고객 화면의 화질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보통’으로 되어
있고, 화질이 낮을수록 원격 제어 속도는 빨라집니다.

화면자동스크롤 : 해상도가 더 큰 고객의 PC를 원격지원 할 경우 고객 PC 화면을 마우스 이동만
으로 자동 스크롤링 해 주는 기능입니다.

바탕화면배경공유 : 리모트PC의 바탕화면배경까지 나오게 할 경우 체크합니다.

드라이버모드 : 원격 제어를 드라이버 모드로 수행합니다.

마우스추적하기 : 고객의 마우스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안
원격컴퓨터의키보드와마우스잠금 : 리모트PC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소리 전송
소리전송 : 고객의 PC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상담원의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타
고객과 채팅 한 내용이 상담원 PC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입니다.

기본값 복원 : 모든 옵션 기능이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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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격프린터

- 고객의 파일을 상담원 PC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원격지원 화면

[윈도우비스타,7 경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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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칠판
- 그리기 : 마우스커서가 붓모양으로 변하며 고객PC에 자유롭게 그릴수

있습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전자칠판

- 양방향 그리기 : 고객PC와 상담원PC에서 서로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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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통화
고객PC와 상담원 PC에 스피커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4-3 상담원 프로그램 주요 기능_음성통화/화면통화

2. 화면녹화
고객PC의 화면을 동영상 파일로 녹화합니다.

통화시작 : 음성통화를 시작합니다.

통화종료 : 대화를 중단하거나 마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