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tSupport DNA (Dynamic Network Administration) 

원격 소프트웨어 분배 및 SW / HW 자산관리 그리고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 사용량 체크, 웹 기반이 헬프데스크 운영
원격PC제어 등 기업의 총소요비용(TCO)의 절감과 함께 기업의 표준환경에 맞도록 설계된 완벽한 기업의 IT자산관리
솔루션입니다.



기업의 IT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IT자산관리는 모든 기업의 TCO절감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IT 비용은 필요이상 구매되거나 낭비되어 기업의 총 소유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관리 및 유지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넷서포트 DNA는 다음과 같이 회사의 모든 IT자산을 관리하며 통제하고 제어하여 낭비와 중복투자 요소를 제거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  회사내의 모든 직원이 업무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시간을 취합, 구매 예산 등의 자료로 활용

⇢  도입된 HW 등에 대한 재고목록 및 변경사항을 파악.

⇢  모든 직원의 인터넷 사용량을 조사, 통계 제공

⇢  원격 시스템 제어 기능을 이용, 원격지원.

⇢  원격소프트웨어 배포기능 제공.

⇢  헬프데스크 기능으로 유지보수 현황 관리.

⇢  전 직원의 주요 정보 및 장비 임대, 원격요청 등을 다양한 그룹정책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취합, 통계할 수 있습니다.

DNA 개요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PC와 사용자를 검색, 파악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도
자산 및 임대현황 그리고 유지관리 이력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고 대조하여
사용자에 맞게 정보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그룹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XP사용PC” 또는
“1GB이상의 램을 사용하는 PC” 등으로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전체 시스템 목록의 일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네트워크 연결상태, 사용자 검색, 채팅, 메시지 전송
그리고 Data Query Tool을 제공합니다.

주요기능 : 사용자 관리

http://www.netsupportdna.com/user_details_samples.htm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새 시스템의 도입은 도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기존 사용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자의 요구에서 출발한 NetSupport DNA는 포괄적이며
자세한 하드웨어 재고관리 모듈을 제공합니다.

특정 PC에 대한 풍부한 정보는 CPU타입에서부터 BIOS정보 및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슬롯정보와 함께 향후 사용하는 남은 슬롯 수량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는 PC나 운영체제, CPU타입 또는 RAM 정보로
구분하여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할 수 도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하드웨어 정보는 관리자가 검사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별로 파악하거나 부서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필요한 시간에 즉시 개별, 부서별 또는 회사전체
시스템에 대한 특정 세팅값에 대한 정보를 수집, 취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기능 : 하드웨어 재고관리 I

http://www.netsupportdna.com/hw_inventory_samples.htm


효율적인 자산관리 도구가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등의
적절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NetSupport DNA는 기업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을 체크하여 직원의 개별적인 사용빈도 및 부서별 사용 또는
전체 기업내의 사용량을 파악하여 리포트 하므로 향후 구매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별PC 또는 부서별(그룹별)로 표시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버전별로 그룹화하여 사용현황을 리포트합니다.

주요기능 : 소프트웨어 목록, 사용관리 I

http://www.netsupportdna.com/sw_inventory_samples.htm


NetSupport DNA 두 가지 형식의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1) System Alerts and 2) PC Alerts.

모든 알림메시지는 DNA사용자 콘솔의 단일 경보인터페이스로
제공되며 모든 DNA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또는 기업 전체 단위의 시스템/PC에 대한 변경사항을
지정한 이메일 계정과 사용중인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금지된 어플케이션/인터넷 변경사항
⇢  이동식 장치의 접속여부
⇢  네트워크상의 위치 변경 및 이동사항
⇢  디스크 트레이의 열림 사항 등…

주요기능 : 시스템 이상 알림기능



시스템 경보-

NetSupport DNA 에 기록된 어떠한 데이터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내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알림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 새 PC가 추가된 경우.

⇢  주요 하드웨어가 변경된 경우( Memory / CPU 또는 새 모니터
장착 등)

⇢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거나 제거된 경우

⇢  어플리케이션 라이선스 초과 설치/사용 경고(i.e. 설치된
아크로밧이 기업내의 총 라이선스를 초과한 경우 경보발생)

⇢  사용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인터넷 및 응용프로그램 사용 습성 (금지된 사이트 접속 또는
프로그램 사용 시도 시 경보 발생)

⇢  소프트웨어 배포 알림.

시스템 경보는 관리자가 지정한 특정PC의 경우 관리자콘솔로만
통보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PC이상 통보

지정한 PC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PU or Network 과부한 통보(i.e. CPU 사용이 지정된 시간
동안 90% 를 초과하는 경우).

⇢  프로세스 알러트.

⇢  디스크 남은 공간 알림 (i.e. 특정 용량 이하로 될 때 통보)

⇢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 항목의 시작 또는 중지 시 알림)

⇢  파일 크기가 변경된 경우.

⇢  프린터 스풀 경보.

⇢  보안경보 - USB 장치의 사용 경보/ 새 드라이브 매핑 시.

⇢  보안경보 - CD / DVD disk 삽입 시 통보.

⇢  Window 시스템 이벤트 로그 – 로그항목에 새로운 이벤트가
생길 경우 알러트 작동

주요기능 : 시스템 이상 알림기능



효과적인 자산관리는 네트워크의 어떤 시스템에 현재 일어난 이벤트는 물론 일어난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여 보관, 참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토리 옵션은 클라이언트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모든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매번 수집한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
이를 히스토리 내역을 저장하여 관리자가 향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컴포넌트의 경우 모든 주요 자산목록에 대해 연대순으로 요약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히스토리 - PC에 대해 특정 기간 또는 이전과 현재의 하드웨어 항목을
상세히 비교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줍니다. 

소프트웨어 히스토리- 특정 기간동안의 응용프로그램 설치, 제거 및 업데이트 내역

사용자 히스토리- PC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정보 이력

경고 히스토리- 특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경보사항 제공.

주요기능 : 시스템 이력관리 (히스토리)

http://www.netsupportdna.com/history_samples.htm


회사내의 모든 사용자PC의 인터넷 사용이력을
취합, 리포트합니다.

리포트 내역:

⇢  방문한 사이트의 접속시간 및 종료시간.

⇢  각 사이트에 머문 시간.

⇢  특정 URL에 대한 페이지 분석.

⇢  특정 URL을 리뷰할 수 있는 Quick URL 링크 제공.

⇢  사용자별, 부서별 및 회사 전체 접속내역 제공

⇢  PC별 또는 로그온 사용자에 대한 리포트 제공.

접속제한: 

⇢ 특정 사이트만 접속 허용

⇢ 특정 사이트만 접속 금지

⇢ 지정된 시간에만 접속허용 또는 금지

⇢ 지정된 단어로 접속 금지

⇢ 특정 사용자, 부서 단위로 제한 가능

주요기능 : 인터넷 사용 이력관리 및 접속제한

http://www.netsupportdna.com/int_metering_samples.htm


NetSupport DNA 는 특정 응용프로그램이 얼마나 자주
직원들이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구매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하며
동시에 업무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업무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특정PC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사용현황 리포트
⇢ 특정 프로그램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용시간
⇢ 부서별, 사용빈도 순, 사용시간 순 등으로 리포트

동시에 프로그램의 사용을 시간 때에 맞춰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특정 PC에 대해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응용프로그램 사용이력 및 제한

http://www.netsupportdna.com/app_metering_samples.htm


NetSupport DNA 는 소프트웨어 배포를 위한 다중공급 옵션을
제공합니다.

관리자는 기존에 배포했던 소프트웨어의 파일과 폴더 등을 지정하여
적절한 스크립트와 함께 다른 PC에 배포하거나 설치과정을 녹화하여
원격지의 컴퓨터에 무인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는 타겟PC에 자동으로 푸시되거나 중앙의
DNA서버에 등록되어 사용자가 설치될 패키지를 확인하여 필요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요기능 : 소트트웨어 배포



NetSupport DNA는 취합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효과적인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NetSupport DNA는 두 가지 방식의 리포트 방식을 제공합니다.

1) 온-스크린 리포트: 화면에 비쥬얼적인 바와 파이를 이용한 도표를
보여주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쇄에 최적화된 Crystal Report 엔진을 탑재하여 추가적인 리포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리포트는 PDF로 출력할 수 있으며 엑셀과 워드 형태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요기능 : 리포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PC, 서버에 대한 원격제어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서포트 디엔에이는 두 가지의 방식의 원격제어방식을
제공합니다.

1) DNA Remote Control
LAN/WAN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할 수 있으며 채팅 및 포괄적인
보안 그리고 멀티-플랫폼을 지원합니다.

2) NetSupport Manager (NSM)
원격제어 소프트웨어의 리더 NetSupport Manager (옵션) 
을 지원합니다. 넷서포트 매니저는 700만대 이상의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최고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입니다. 

넷서포트 매니저는 연결된 모든 시스템에 관리자의 화면을
전송하거나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화면을 모니터링을 하고
원격 전원관리 및 온라인 시험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기능 : 원격 제어



기타 기능

NetSupportDNA는 헬프데스크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사용자의 유지보수 신청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넷서포트 매니저를 이용하면 리눅스 및 매킨토시
그리고 솔라리스 및 윈도우 등 모든 시스템에 대한
원격제어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NetSupport DNA Server

Pentium III 500Mhz or higher, with 256Mb Ram.

디스크 필요공간: 
100 Mb+ (dependant on number of clients supported)

지원 운영체제: 
Windows NT, 2000, XP or 2003 Server.

Databases supported: 
Microsoft MSDE, SQL7 or SQL2000. TCP/IP network 

관리자 콘솔

Free Space required: 
35 MB

OS Supported: 
Windows 2000, XP and 2003 Server.

Pre-Requisites: 
Internet Explorer 6 or higher. TCP/IP network

Client

Free Space required: 
5 MB

OS Supported:
Windows 98, ME, NT, 2000, XP and 2003 Server TCP/IP network 

시스템 필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