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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HelpU 에 대한 사용설명서 입니다. 

[HelpU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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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 시나리오 

상담원                                          고객 

프로그램 실행 
 

상담원 프로그램 실행 
후 로그인하여 프로그
램을 실행합니다. 

접속대기 생성 
 

상담원 프로그램에서 
접속대기버튼을 눌러 
인증암호를 생성합니다. 

고객접속URL 안내 
 

고객에게 고객접속
URL을 안내하고 인증
암호(상담원번호)를 
전달합니다. 

원격지원 시작 
 

고객PC에 접속하여  
원격지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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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접속URL 접속 
 

상담원에게 안내 받은 
고객접속 URL에 접속 
합니다. 

인증암호 입력 or  
상담원번호 클릭 
 

상담원에게 안내 받은 
인증암호 입력 or 상담원 
번호를 클릭합니다. 

고객접속 유도 

원격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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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상담원 프로그램 설치 

1. 홈페이지 접속 

헬프유 홈페이지 http://www.helpu.co.kr 에 접속합니다.  

  

2. 상담원 프로그램 다운로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를 클릭 후 [실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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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그램 실행 후 [다음] 클릭 ②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후 [동의] 선택 후 [다음] 클릭 

③ 기본 설치 위치 확인 후 [다음] 클릭 (위치 변경 가능) ④ [설치] 클릭 

⑤ 설치 중 확인 ⑥ [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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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상담원 프로그램 실행 

1. 상담원 프로그램 실행 

상담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상담원 프로그램 로그인 

상담원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상담원 프로그램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불가능 합니다.) 

 

3. 상담원 프로그램 인증번호 생성 및 대기 

상담원 프로그램 생성 시 1개의 인증번호는 자동 

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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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속세션 상태 

 • 인증번호 : 고객께 안내할 인증번호 

 • 접속상태 

   - 대기 : 고객과 연결 대기 중 

   - 연결됨 : 고객과 연결 중 

   - 접속종료 : 원격 종료 

 • 생성시간 : 인증번호 생성시간 

 •  번호 : 넘버클릭 번호 
 

② 고객접속 전용 URL 

 • http://helpu.kr/관리자ID  
 

③ 접속대기 추가 및 삭제 

 • 최대 6개 생성 가능 
 

④ 계정 만료일  

 • 계정 만료일 안내 
 

⑤ 접속 알림음 ON/OFF 

 • 원격 접속 시 알림음 ON/OFF 선택 
 

⑥ 원격종료 

• 상담원 프로그램 종료 

⑤ 

④ 

② 
① ③ 

⑥ 

❖ 상담원 프로그램 각 항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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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고객 접속 URL 접속 

1. 상담원에게 안내 받은 고객접속 URL 에 접속 

  • 범용 고객접속 URL : http://367.co.kr 

  • 전용 고객접속 URL : http://helpu.kr/khelpu 

 ※ 홈페이지 연동 제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원격지원” 이라는 배너 이미지를 만든 후  전용 고객접속URL로 

    링크 걸어주시면 고객이 보다 쉽게 고객접속 URL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원에게 안내 받은 인증암호 입력 or 상담원 넘버 클릭 

 

 

 

 

 

 

 

 

 

 

 

 

3. 프로그램 실행 후 원격 접속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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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번호 클릭 방식 

인증암호 입력 방식 ex) 123456 

http://367.co.kr/


[상담원] 원격지원 

1. 원격 접속 완료 후 원격지원 화면(뷰어화면)이 자동으로 실행 됩니다. 

2. 헬프유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원격 지원을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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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지원 화면 소개 

① 
② 

③ 

④ 

① 고객 PC정보 

   고객 컴퓨터 이름 / 연결방식 / 고객 PC의 로컬IP와 할당받은 IP 주소   

② 원격지원 메뉴  

   컨트롤 / 화면 / 그리기 / 파일전송 / 도구 / 특수기능 / 채팅 / 정보 

③ 헬프유 고객 프로그램 

   원격지원 시작시간 / 채팅하기 / 화면전송정지 / 원격종료 

④ 연결상태 

   “상담원 원격지원 중” 원격지원 연결 중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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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원격지원 종료 

원격지원 종료 방법(3가지 방법 중 택 1) 

1. 원격지원 화면 종료 

 

 
 

2. 뷰어 화면 메뉴 중 컨트롤 > 원격지원 종료 

 

 

 

 

 
 

3. 헬프유 고객 프로그램 [원격종료] 

 

 

 

 

 

 

 

 

 

 

원격 종료 확인 

 원격 지원 종료 확인 메시지 [확인] 클릭 후 원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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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컨트롤 

 

 

 

 1. 마우스 / 키보드 제어하기 : 고객 PC의 마우스와 키보드 제어하기 (자동 설정되어있음) 

 2. Window 키 누르기 : Window 단축키 

 3. Ctrl+Alt+Del 누르기 : Ctrl+Alt+Del 단축키 

 4. 원격지원 종료 : 원격지원 종료하기 
 

화면 

 

 

 

 
 

 1. 새로고침 : 화면 새로 고침 

 2. 전체화면 : 뷰어 화면 전체화면으로 보기 

 3. Zoom In/Out : 뷰어 화면 크기 50% / 75% / 100% / 자동 조절 기능 

 4. 자동스크롤 : 원격 지원 중 자동 스크롤 

 5. 상담원 화면 전송 : 고객 PC로 상담원 화면 전송 

 

그리기 

 

 

 1. 그리기 : 고객 PC 화면 그리기 

  - 유형 :                   자유곡선 , 직선, 사각형, 원형 그리기 

  - 색상 :                   검정, 빨강, 노랑, 파랑 

  - 두께 :                        선택 가능 

  - 지우기 :            모두 지우기  

 2. 레이저 포인터 : 상담원의 마우스를 추적하여       레이저 포인터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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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파일전송 

 

 
 

 1. 파일 송신 : 상담원 PC → 고객 PC 로 파일 전송 

 2. 파일 수신 : 고객 PC → 상담원 PC 로 파일 전송 

 3. 양방향 송수신 : 상담원 PC ↔ 고객 PC 양방향 파일 전송 
 

도구 

 

 

 

 
 

 1. 원격 PC 재 시작 : PC 재부팅 후 자동 재접속 

 2. 원격 PC 시스템정보 보기 :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 정보 확인 

 3. 원격 PC 프로세스 정보 보기 : 프로세스 리스트 확인 , 프로세스 끝내기 

 4. 화면 캡처 저장 : 원격 화면 캡처하여 이미지 저장 

 5. 즐겨 찾기 : 각종 단축 키 

 

 

 

 

 

 

 

 

 

 

 

 

 

 

  

 6. 소리전송 : 원격 PC → 상담원 PC 로 소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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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특수기능 
고급 기능으로 별도 요청 시 제공 

 1. 실시간 선채팅 서비스 : 원격 연결 전 선 채팅 기능 

 2. 상담원 화면 제어 : 고객이 상담원 화면 원격 제어 

 3. 상담원 초대 : 원격 연결 중 다른 상담원 초대하여 함께 원격 지원 

 4. 원격 화면 녹화 : 원격 지원 화면 녹화  등  다양한 특수 기능 제공 

 

채팅 

 
  

1. 문자 채팅 : 원격 지원 중 고객과 문자 채팅 기능 

 

 

 

 

 

 

 

 

정보 

 
 

 1. HelpU 정보 : Helpu 버전 및 홈페이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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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채팅 화면]                               [고객 채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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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U For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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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프유 안드로이드 APP 설치 

  구글 Play 스토어에서 “헬프유원격”을 검색하여 설치 

 

 

 

 

 

 

 

 

 
 

2. 헬프유 안드로이드 실행 화면 

 다운로드 받은 앱 실행 후 로그인, 원격지원 가능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고객 PC 원격지원 

12 



HelpU For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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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프유 안드이드 원격 연결 

  <원격 접속 완료 시 뷰어페이지 전체메뉴보기 적용 예시 화면> 

 

 

 

 

 

 

 

 

 

 

 

4. 헬프유 안드로이드 기능 

 좌측 메뉴바를 통하여 기능 이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고객 PC 원격지원 

전체 메뉴 보기 : 하위 메뉴 전체를 트리형태로 볼 수 있음 

 
 
컨트롤 메뉴 

 · 윈도우 버튼 : 고객 PC의 윈도우키 입력  

 · Alt+Ctrl+Del : Alt+Ctrl+Del 단축키 

 · 리부팅 후 자동 재접속 : PC 재부팅 후 자동 재접속 

 · 원격제어 종료 : 원격지원 종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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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메뉴 

 · 새로고침 : 화면 새로 고침 

 · 색상 설정 : 뷰어 화면 색상 설정 ( 256색 / 64색 / 8색) 

 · 바탕화면 보기 : 고객 PC 배경 화면 보기 

 · 화면맞춤 : 스마트기기 화면에 맞게 자동 조절 

 · PC잠금 : 고객이 마우스 및 키보드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PC잠금 

 · 화면캡처 : 원격 화면 캡처하여 이미지 저장 

 
파일 메뉴 : 서비스 준비 중 

 

 
도구메뉴 

 · 원격 PC System 정보 : 원격 PC System 정보 보기 

 · 원격 PC Process 정보 : 원격 PC Process 정보 보기 

 · 도움말 : 도움말 기능 

 · 즐겨찾기 : 윈도우나 프로그램 바로 실행 할 수 있는 메뉴 모음 

 

키보드 메뉴 

키보드 메뉴 클릭 시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키보드 확인 가능 

 

 

터치모드 선택 메뉴 

 · 트랙패드 모드 : 마우스를 트랙패드처럼 드래그 하는 모드 

 · 터치 모드 :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곳에 마우스가 포인팅 되는 모드 

 

메인 메뉴 닫기 버튼 

메일 메뉴를 숨김으로써 원격 화면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능 

HelpU For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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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고객 PC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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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U 모바일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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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 모바일 기기 지원 

15 

상담원은 PC에서 상담원 프로그램 로그인 후 인증번호를 생성 

고객은 모바일 스토어에서 “헬프유” 검색 후 설치 



HelpU 모바일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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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 모바일 기기 지원 

16 

설치 후 접속하면여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약관 안내 확인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약관 안내 확인 후 상담원에게 안내 받은 6자리 번호 입력 



HelpU 모바일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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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 모바일 기기 지원 

17 

상담원이 PC에서 고객 모바일로 접속 된 화면 



HelpU 모바일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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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 모바일 기기 지원 

18 

모바일 주요 기능 

시스템 정보 : 모바일 시스템 정보 표시 
 
프로세스 : 모바일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확인 
 
응용프로그램 : 모바일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정보 표시 
 
빠른설정 : 모바일에 대한 설정 확인 및 변경  



HelpU 모바일 원격지원 

Copyright © 2013 Helpu, Inc ……………...………………………………………………………………………………………………………………..…  

상담원 PC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 모바일 기기 지원 

19 

모바일 주요 기능 

제어 

제어시작 : 모바일 화면에 대하여 화면 원격 제어 가능 

제어중지 : 모바일 화면에 대하여 화면 원격 제어 불가 

세션공유 : 현재 접속 되어있는 다른 상담원을 초대하는 기능 

화면 새로고침 : 원격 화면을 새로고침하는 기능 

화면설정 : 화면의 색상, 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종료 : 원격지원을 종료하는 기능 

 



HelpU 모바일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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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요 기능 

도구 

레이저포인터 : 레이저 포인터가 모바일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URL 전송 : 입력한 URL주소로 연결 

채팅 : 상담원과 고객이 양방향으로 채팅 

로그 : 모바일에 대한 로그 파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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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요 기능 

파일 

파일전송 : 상담원과 고객이 양방향으로 파일전송 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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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요 기능 

그리기 

자유곡선, 직선, 원, 사각형 : 원하는 도형 클릭 후 상담원이 고객 화면에 표시 가능 

선 두께, 선 색상 : 그리기 동작 시 활성화 되며, 선 두께 및 색 선택이 가능 

지우기 : 모바일 화면에 그려진 도형을 지우는 기능 

그리기 종료 : 그리기 모드 종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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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요 기능 

저장 

화면저장 : 원격 화면을 캡처 후 저장하는 기능 

녹화시작 : 원격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 

일시정지 : 녹화 중 화면을 일시정지 하는 기능 

녹화종료 : 녹화를 종료하는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