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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PC 관리, 힘드시죠?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수많은 IT담당자들이
임직원 PC 관리 업무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임직원들의 PC 관리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없을까요?

캔디박스가 해결 해드립니다!

캔디박스란 ?

“

쉽고 빠른 비대면 백업 & 복원 솔루션

”

CandyBox는 많은 IT담당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임직원 PC
관리 업무를 원격 백업 & 복원 기능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해줍니다. 이제 임직원 PC 관리도 비대면으로 하세요!

캔디박스는 GS인증 1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조달청에 등록 완료 된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 기능
1. 실시간 통합 관리
! 관리자는 웹 콘솔의 대시보드를 통해 등록된 모든 PC의 현황을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 등 이슈 발생시 SMS 송신 및 이메일 알림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임직원전체PC 실시간현황모니터링가능
• PC등록, 삭제 등중앙 관리운영가능
• 장애발생 시실시간알림 메시지설정가능

주요 기능
2. 백업/복원
! CandyBackup™을 통해 원격으로 사용자의 PC가 최적의 상태일 때의 시스템 환경을
이미지 형태로 백업 및 저장하여, 문제 발생시 복원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항상 최
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 마스터 이미지를 이용한 다수 PC 통합 관리 가능
• 다양한 저장소 지원 및 연동 (로컬, NAS 등)
• 부팅 불가 환경에서 복원 가능 (PE/PXE 부팅 지원)
• 설정된 스케줄에 따른 백업 및 복원 지원
※ 원격 중앙 제어 기능이 제한된 CandyBackup S.A(Stand Alone) 제품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2. 백업/복원

Alseid™

엔진 (백업/복업 핵심 기술)

! 코튼캔디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디스크 이미징 및 파일 분석 엔진인
AlseidTM 는 Windows 기반의 모든 PC에 적용 가능합니다.

디스크 이미지 백업
삼성복원솔루션 / CandyBackup

™

Alseid
※ 관련 특허 : 컴퓨터 시스템의 백업 및 복원방법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제 0545689호 / 한국)

시스템 최적화
CandyMonitor

시스템 원격 배포
CandyBox / CandyDeploy

주요 기능
3. 원격 접속 지원
! CandyRemote™를 통해 별도의 원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가 발생한
PC에 손쉽게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원격 접속을 통한 손쉬운 원인 파악 및 해결
• 대상 디바이스 허가 불필요 (One-Way Network Access)
• 파일 전송 기능

주요 기능
4. 원격 전원 제어
! CandyPlug™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관리대상 PC(디바이스)가 정상 동작을

시스템 복원
시스템 재부팅
전원 On/Off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ex.블루스크린, 네트워크 연결 유실 등) 원격으로
전원 제어 및 네트워크를 복구하여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합니다.

• OS 장애 시 원격으로 시스템 재부팅 또는 복원 가능
• 원격으로 네트워크 전원 제어 가능
• 원격으로 디바이스 전원 제어 가능

주요 기능
4. 원격 전원 제어

CandyPlug™ (원격 전원 제어 및 복구 하드웨어)

! 심각한 OS불능 상태에서도 네트워크 연결성을 보장해주며 이를 통해 원격
전원 제어 및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디바이스로, ASIC 타입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Internet
연결을 상황에 맞게 Switching.

Error

Box Type

PCl－e Type

ASIC Type

디바이스 외장에 간단히 장착
가능한 Plug & Play 타입

디바이스 내부 PCl-e에 장착
가능한 타입

메인보드에 on-board 가능한
ASIC 타입

디바이스로 연결

문제 발생 시

MCU로 연결

Candy
Plug

MCU

네트워크
관리자 웹 콘솔

디바이스
※ 관련 특허 : 컴퓨터 시스템의 원격 복원 시스템 및 그 방법, 그리고 기록한 컴퓨터로
읽어 들일 수 있는 기록매체 (제 0545689호 / 한국)

정상 동작 시

적용 분야
캔디박스는 윈도우 기반의 모든 PC에 적용 가능합니다.
셀프서비스 머신
ATM, Kiosk, POS, DID 등 원격지에 있는 각종 셀프서비스 머신의 동작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장애 발생시 원격 복구를 통해 다운타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관공서 PC
임직원 PC들을 통합 관리하며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은 PC사용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보다
쾌적한 IT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며, IT관리자는 임직원 PC 오류 및 장애
처리에 투입하는 업무 리소스 경감으로 업무 효율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렌탈 디바이스
기업용 PC등 렌탈 디바이스의 손쉬운 원격 A/S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회수된 디바이스의 초기화 셋팅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디바이스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캔디박스 도입 전

연간 10조원의 손실
스마트 팩토리, 기업 PC, POS, ATM 등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에러에 의한 경제적 손실.
A/S

디바이스
에러발생

문제 인식

서비스 요청

평균 8시간 소요

현장 출동

현장에서
복구

시스템 에러 발생 시 장애 복구까지 소요되는평균 시간.
다운타임 길어질수록 손해 증가.

캔디박스 도입 후
안정적인IT환경구축
원격 접속
원격 제어
원격 복구

+

관리비용감소

원격관리 통한 관리포인트 축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및 인건비 절감

고객만족도증가

다운타임 최소화 및 서비스 안정화 통한
고객만족도 증가 / 업무 생산성 향상

BIG DATA

사전 장애 예측

디바이스
에러발생

문제 인식

원격 관리

다양한 디바이스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다운타임 감소

필요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