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모바일 원격제어 시스템 

주식회사 마스터소프트 

ZOOK 원격제어 시스템 제안서 









ZOOK APPliance
의 IP로 접근 

ZOOK Viewer  
다운로드 및 실행 

ZOOK APPliance
의 IP로 접근 

ZOOK Agent  
다운로드 및 실행 

대기번호 및 암호 
설정 후 접속대기 

대기번호 및 암호 
입력 후 접속실행 



Apple 
• ZOOK Mobile for iPhone 
• iOS 기반 모바일 원격제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원격으로 PC에 접속하여 
    실시간 화면 공유 및 원격제어 가능  

Android 
• ZOOK Mobile for Android 
• Android OS 기반 모바일 원격제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PC에서 원격으로 
    PC에 접속하여 실시간 화면 공유 및 원격제어 가능  





원격제어 기능 메뉴바  

제어 중 표시창 



ZOOK Agent 가 실행중인 각각의 Host Device들을  
하나의 Control Device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화면공유 및 원격제어 

문자 및 음성채팅 

원격지 프로세스 관리 

파일 송수신 

128Bit SSL, AES 

화면 캡쳐 및 저장 

세션 녹화 및 재생 

재시작 후 자동대기 



원격제어 중 기본적으로 문자 채팅 기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양쪽 모두 
헤드셋을 이용할 경우 음성 채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파일 매니저를 통한 파일의 송수신 및 마우스의 Drag & Drop 동작으로  
보내고자 하는 파일을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 프로세스 관리 기능을 통해 원격지원 중인 PC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원격제어 중 고품질의 양방향 사운드를 지원하여 원격지 PC의 사운드를  
제어장소에 있는 PC의 스피커를 통해 고음질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다중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제어장소에서는 각 모니터 별  
화면을 선택하거나 두 화면을 하나의 전체화면으로 보면서 원격제어 할 수 있습니다. 



원격제어 중인 화면을 녹화하여 WMV 파일로 저장하고  
범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원격제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패킷을 128Bit SSL, AES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보안기능이 뛰어납니다. 

AES128Bit  경우의 수 2^128 
340282366920938463463374607431768211456개 

SSL128Bit  ID, Password 암호화 
ID: 3ktZod137/475rEw+4f17561dQ…….. 



새로고침                                      Ctrl+Alt+R 
전체화면                                 Ctrl+Alt+Break 
전체화면시 항상 위에                     Ctrl+Alt+M 
자동스크롤                                   Ctrl+Alt+S 
 
화질 옵션                                                  
화면 비율 조절                                             
전송 최적화 옵션 
캡쳐 드라이버 사용하지 않기            Ctrl+Alt+G 
 
제어화면 PNG저장                         Ctrl+Alt+B 
뷰어 화면 전송                              Ctrl+Alt+Q 
제어화면 동영상 녹화 시작               Ctrl+Alt+Y 

자동 
네트워크 우선 
화면속도 우선 

고품질 
저품질 

√ 

√ 

화질 옵션과 전송 최적화 옵션을 통해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빠르고  
간편하게 최적의 원격지원 품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마이터소프트

E-mail:biz@ mastersoft.co.kr

http://zook.co.kr/

 

     

   

 

   

   

   

 

 본 제안서의 저작권은 (주)마스터소프트에 귀속되며 저작권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서 일부 또는 전체의 무단전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본 제안서에 사용된 타 회사의 로고 등의 저작권은 각 회사에 있으며 만약 저작물의 사용을 원치 않으면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