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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런리모트 제품소개 

 

1. 런리모트 원격지원 

 런리모트 원격지원은 고객의 PC를 상담원이 직접 제어하여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PC원격지

원 서비스입니다.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상담원 PC에 설치하면 바로 PC원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런리모트 원격지원 툴바로 각종 기능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런리모트 매니저로 직접 관리하는 매장이나 거래처에 원클릭으로 원격이 가능합니다. 

 

2. 런리모트 원격제어 

 런리모트 원격제어는 내 PC 또는 사내 PC를 직접 제어하여 어디에서나 손쉽게 원하는 PC를 제어할 

수 있는 PC원격제어 서비스입니다. 

 런리모트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원격지PC와 제어PC 양쪽에 설치하시면 바로 PC원격제어 서비스를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런리모트 원격제어 툴바로 각종 기능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런리모트 실시간 채팅 

 런리모트 실시간채팅은 회원님의 홈페이지 채팅 창을 설치하여 고객이 손쉽게 제품에 대해 문의하거

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채팅 프로그램입니다. 

 회원님 홈페이지에 간단한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채팅 창을 설치하시면 바로 실시간 상담 채팅프로그

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런리모트 실시간 채팅 서비스는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설치되는 채팅 창에서 바로 원격지원서비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II. 런리모트 원격지원 사용법 

 

1.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 다운로드(홈페이지 상단 메뉴 원격지원 > 다운로드) 

 

 원격지원 상담원용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습니다. 

 

2.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 설치 

 런리모트 상담원용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다음(N)을 선택해주세요. 



3.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 로그인 

[런리모트 원격지원 로그인 화면]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초기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런리모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한 계정은 마스터 계정이며 위 화면에서는 상담원계정으로 로그인하셔

야 합니다. (상담원 계정은 홈페이지 서비스관리 – 상담원 계정관리 메뉴에서 추가/삭제/수정이 가능합니

다.) 

 

 

 

 

 

 

 



4. 상담원 대기 

 

상담원이 대기한 상태화면입니다. (상담원명:런리모트 / 대기번호:2번 / 인증번호:없음) 

 대기 중 이름 : 대기를 추가하는 상담원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기추가 : 상담원 대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 계정 별 최대 3개) 

 메모공유 : 상담원간 간단한 메모를 공유 / 삭제할 수 있습니다. 

 채팅하기 : 고객이 홈페이지 채팅 창에서 문의하는 내용을 확인, 대화할 수 있는 채팅프로그램을 호출합

니다. (채팅프로그램은 아래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매장관리 : 고객PC를 등록하여 원클릭으로 원격지원이 가능합니다.(매니저는 별도 설명) 

 대기삭제 : 현재 대기중인 상담원을 삭제합니다. (상담원의 대기는 최소 1명입니다.) 

 원격 이관하기 : 원격지원중인 고객화면을 대기중인 다른 상담원에게 이관 요청합니다. 

(이관 시 대기중인 다른 상담원을 선택하고 이관사유를 기재합니다. 원격이관 요청 받은  

상담원이 승인을 해야 원격이 이관됩니다.) 

 채팅 : 원격중인 고객과 1:1 채팅을 시작합니다. 

 문자 보내기 : 원격이 이루어지기 전 고객에게 접속 URL과 상담원 번호, 인증번호를 고객의 휴대폰번호

로 문자 발송합니다. 

 프로그램 하단에 고객접속 URL 과 서비스 기간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따른 표시 : 듀얼모니터 우선, 원격지원 종료 시 고객사 프로그램 자동삭제 등 



5. 고객접속페이지 

 

 고객이 원격지원 접속URL에 연결한 화면입니다. 

 런리모트는 고객의 원격지원을 위한 URL안내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상담원이 유선상으로 고객에게 URL을 음성으로 안내 

2) 고객사의 홈페이지에 접속URL을 링크한 배너 또는 링크문자 

3)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접속URL과 상담원번호 인증번호내용을 문자로 발송 

 고객이 상담원 번호를 선택 하면 인증번호 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인증번호는 홈페이지 서비스관리에서 on/off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고객용 원격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6. 고객용 원격지원 프로그램 설치 

 고객이 고객접속페이지에서 상담원 번호를 선택 후 인증번호를 입력 하면 아래와 같이 고객용 원격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고객용 원격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런리모트 원격지원 이력이 있는 고객PC에 고객용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고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 실행

됩니다. 



다음(N)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설치 완료되면서 자동으로 원격지원이 시작됩니다. 

 

7. 원격지원 시작 

 

왼쪽 아이콘 4개는 위에서부터 파일전송, 그리기모드, 간편실행, 상담원에게 메모 보내기 버튼 입니다. 

상단의 톱니모양은 매니저 전환 버튼입니다. (매니저 사용법 참조) 

 

 

 



8. 원격지원 연결 완료 

 

 

 원격지원이 연결된 고객의 PC화면입니다. 

 화면 우측에 고객용 툴바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눌러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고객용 툴바에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상담원PC로 파일이 전송됩니다. 

 원격 재요청 : 상담원에게 원격이 종료된 후 다시 재연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격종료를 하였을 경우 원격 재 연결은 불가합니다. 상담원이 종료했을 때 가능) 

 채팅하기 : 고객과 상담원간의 1:1 채팅이 시작됩니다. (원격 연결 중에만 가능) 

 원격종료 : 고객이 상담원과의 원격지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III. 런리모트 원격지원 툴바 기능 

 

1. 원격연결 전 툴바 

 전환 : 원격중인 툴바 아이콘으로 전환됩니다. 

 대기화면 : 상담원이 대기중인 메인 화면을 호출합니다. 

 채팅하기 : 런리모트 실시간 채팅화면을 호출합니다. 

 메모공유 : 상담원간의 메모를 작성하여 공유/삭제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각종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원격연결 후 툴바 

 전환 : 원격대기중인 툴바 아이콘으로 전환됩니다. 

 종료 : 원격이 종료되어 고객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대기화면 : 상담원이 대기중인 메인 화면을 호출합니다. 

 

 제어 

 재 부팅 후 재 연결 : 고객PC를 재 시작하여 다시 원격을 연결합니다. 



 시작버튼 보내기 : 고객 PC에 윈도우 시작버튼을 보냅니다. 

 Ctrl+Alt+Del 보내기 : 고객 PC에 해당 키를 보냅니다. (작업관리자 호출 가능) 

 프로세서보기 – 원격지PC의 프로세서를 확인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정보 – 원격지PC의 저장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보기 – 원격지PC의 바탕화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새로고침 : 원격지원 시 잔상 같은 현상이 있을 때 화면을 새로 고침 해줍니다. 

 최적맞춤 : 현재 상담원 모니터 해상도에 맞춰 적절하게 원격화면이 조정됩니다. 

 원본 1:1 : 고객PC화면 해상도 그대로를 상담원 PC에 보여줍니다. 

 전체화면 : 고객PC화면을 전체화면으로 변경합니다. 

 모니터 선택 : 고객이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면 모니터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 변경 : 고객PC의 화면 해상도를 변경합니다. 

 화면 숨기기 : 원격 중 이라는 메시지와 화면전체를 숨겨서 원격내용을 보호합니다. 

 보기모드 활성화 - PC제어 없이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기능 

 1:1채팅 : 원격지원 중 고객과 1:1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 : 고객PC와 상담원PC간의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이관 : 대기중인 다른 상담원에게 현재 원격연결중인 고객화면 제어권한을 이관할수 있습니다. 

 소리듣기 – 원격지PC의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보내기 – 원격지PC에 음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하기 – 원격화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폴더 바로가기 – 원격화면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불러옵니다. 

 상담원 화면 캡처 – 상담원PC의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 합니다. 

 화면캡처 폴더 바로가기 – 캡처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불러옵니다. 

 

 

 



 

 

IV. 런리모트 원격제어 사용방법 

 

1. 런리모트 원격제어 프로그램 다운로드(홈페이지 상단 메뉴 원격지원 > 다운로드) 

 원격지원 상담원용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습니다. 

 

2. 런리모트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다음(N)을 눌러 설치를 완료 해줍니다. 



3. 런리모트 원격제어 프로그램 실행 

 

 원격제어프로그램 상단에 톱니바퀴아이콘(옵션)을 누른 상태의 화면입니다. 

 원격제어는 원격지PC와 원격제어PC 양쪽에 동일한 런리모트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원격지PC는 원격대기에 로그인 정보를 입력 후 [대기하기]버튼을 눌러 대기를 한 후 

원격제어PC에 동일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접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원격지PC쪽은 윈도우시작시 자동실행 옵션과 윈도우 재시자 시 자동대기 옵션을 ON해 놓으면 편리합니

다. 

 접속하기 버튼 위에 원격지 컴퓨터 켜기 옵션이 있습니다. 

(WOL을 이용한 원격지 컴퓨터 켜기 매뉴얼 참조) 

 런리모트 원격제어도 런리모트 원격지원과 동일하게 원격제어가 시작되면 원격제어PC에 툴바가 화면 상

단에 표시됩니다. (툴바의 기능은 원격지원 툴바를 참조하면 됩니다.) 

 

 

 

 

 

 

 

 

 



V. 런리모트 실시간 상담채팅 사용방법 

 

1. 런리모트 실시간 상담채팅 설치 

 런리모트 실시간 상담채팅은 런리모트 회원님의 홈페이지에 채팅 창을 설치하여 고객이 쉽게 문의 및 파

일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회원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스크립트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 런리모트 실시간 상담채팅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 홈페이지 하단에 탭 형식으로 설치되어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망가트리지 않습니다. 

<script> 

var runChatID = "아이디"; //가입아이디 

(function(){ 

 var script = document.createElement('script'); 

 script.charset = "utf-8"; 

 script.type = "text/javascript"; 

 script.src = "http://www.runremote.net/js/activeRunChat.js?userid="+runChatID; 

 document.getElementsByTagName('head')[0].appendChild(script); 

})(); 

</script> 



2. 런리모트 실시간 상담채팅 실행(상담원) 

 

 런리모트 채팅은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홈페이지의 채팅문의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면 [채팅하기] 버튼과 원격지원 툴바에 NEW라는 메시

지 알림이 뜹니다. (새로운 메시지의 경우 윈도우 트레이에 팝업이 뜹니다.) 

 런리모트 원격지원 프로그램의 채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채팅화면이 나타납니다. 

(또는 툴바에서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면 채팅화면이 나타납니다.) 

 

 

 

 

 

 

 

 

 

 



VI. 런리모트 실시간 상담채팅 기능 설명 

 

 

 설정 : 홈페이지 바로 가기, 채팅시작 시 알림 받기, 알림음 선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 급한 메모를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 

 자주 사용하는 문구 : 하단의 문구1 문구2 가 있는 줄을 보이고 숨길 수 있습니다. 

 대화목록 : 지금까지 대화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대화목록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오른쪽에 대화 내용이 표시됩니다. 

 별명 : 홈페이지 채팅 창에 표시될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전송 : 고객에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2Mbyte로 제한) 

 이미지전송 : 고객에게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채팅 창에 바로 보입니다.) 

 차단하기 : 악성고객의 경우 대화를 못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IP차단) 

 현재까지 채팅 받은 개수 : 신규 문의가 온 채팅 내용을 표시합니다. 

 문구1, 문구2….. :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저장하여 채팅 창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VII.  런리모트 매니저 사용방법 

 

1. 런리모트 매니저 다운 

 런리모트 

매니저 프로그

램을 홈페이지

에서 다운 받

습니다. 

 

 

 

 

2. 런리모트 매니저 설치 

 런리모트 매니저를 고객사 PC에 설치 합니다. 

 

 

 



 

 매니저를 따로 설치하거나 아래화면 처럼 고객PC와 원격지원 연결 후 고객용 프로그램 상단의 톱니

바퀴 모양을 클릭 하면 매니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런리모트 매니저 정보 입력 

 

 고객 PC에 설치된 런리모트 매니저를 실행하여 매장명칭 및 상담원 계정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ID/PASS 는 인증 절차로 등록되어있는 상담원 계정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됩니다. 



4. 런리모트 매니저를 이용한 원격지원 시작 

 런리모트 매니저 화면 입니다. 

 등록된 고객PC가 리스트화해서 보여지며 그룹명을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장관리 리스트에 등록된 매장을 선택 후 매장연결 버튼을 누르면 고객사 PC에 원격지원 요청 승인창

이 나타납니다. 

 

 

 고객사 PC에서 수락 버튼을 누르면 원격지원이 시작됩니다. (승인방식) 

 고객사 PC에서 수락 버튼 클릭 없이 바로 원격도 가능합니다. (직접방식) 

(홈페이지 : 서비스관리 > 원격지원관리 > 환경설정 > 매니저 인증방식에서 선택) 



5. 런리모트 매니저 화면 설명 

① 새로고침 : 매장 정보 변경 시 사용 

② 매장 및 그룹명 검색 

③ 등록된 매장 리스트 : 마우스 우클릭으로 매장과의 연결상태

를 원격시작 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매장연결 : 선택한 매장과 원격지원 

⑤ 추가 : 그룹명 추가(입력 순으로 정렬) 

⑥ 수정 : 그룹명 변경 

⑦ 삭제 : 그룹 및 매장 삭제 

 매장을 삭제할 경우 매장에 설치된 프로그램도 함께 삭제 됩

니다. 

⑧ 등록/전체 : 등록PC 수 / 라이선스 제한 수(기본5대) 

 매장명을 마우스로 드레그&드롭하여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

습니다. 

 

6. 런리모트 매니저 메뉴 설명(매장 및 그룹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① 연결하기 : 등록된 매장PC와 원격연결을 시도합니다. 

② 공지보내기 : 매장PC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룹명에서 전송하면 그룹별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③ 컴퓨터 켜기 : 매장 PC를 부팅합니다.(도움말 참고) 

④ 프로세스 목록보기 : 매장 PC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⑤ 매장 프로그램 업데이트 : 매장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합

니다. 

⑥ 매장 연결상태 체크 : 매장PC와의 통신이 원활한지 확인합니다. (성공

하면 초록색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⑦ 그룹 또는 매장명 수정 : 그룹 이나 매장의 명칭을 수정합니다. 

⑧ 매장 삭제하기 : 등록된 매장PC를 삭제합니다. (이때 매장에 설치된 프

로그램도 함께 삭제됩니다.) 

⑨ 메장 상세 정보 및 메모하기 : 매장PC의 상세정보가 표시되며 간단한 메모가 가능합니다. 

⑩ 즐겨찾기 추가/삭제 : 자주 원격서비스하는 PC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삭제 합니다. 



 

[매니저 등록 PC에 공지보내기] 

 

① 제목 : 공지사항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② 공지내용 : 공지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③ URL바로가기 : URL을 입력하면 공지를 받는 쪽에서 자세히보

기 버튼이 생성되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URL로 인터넷창을 열

어 접속합니다. 

④ 공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공지를 받은 PC는 매장명 앞에 

아이콘이 “V” 체크 표시로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