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itoring
TeamViewer

버전 11 또는 그 이상 (Windows)
버전 14 또는 그 이상 (Linux)

Microsoft Windows XP (SP3), Windows 7, Windows 8, 
Windows 10, Windows Server

Linux Debian 9 또는 그 이상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원격으로 보고 관리합니다.

시스템 사양 

원격 기기 Monitoring 

TeamViewer

OS 사양 

무제한 검사 

원격 작업 매니저 
(Windows) 

Monitoring- 기술자료 

검사가 실패하면 즉시 알림을받습니다.알림 및 공지

지정된 정보가 이벤트 로그 항목에서 발견되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Windows 서비스 
(Windows)

장치가 오프라인으로 보고 될 때,경고를 생성합니다.

특정 디스크에서 물리적 오류를 보고하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프로세서의 평균 사용량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경고
가 생성됩니다.

사용 가능한 평균 메모리가 설정값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된 경우, 또는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이 오래 되었으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Windows 업데이트가 사용 안함으로보고되거나 Windows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있는 경우, 경고가 생성됩니다.

모니터링 검사

온라인 상태 보고 
(Windows / Linux)

디스크 공간 
(Windows / Linux)

디스크 상태 체크 
(Windows)

CPU 사용 
(Windows / Linux)

메모리 사용 
(Windows / Linux)

Anti-Virus 소프트웨어
(Windows)

Windows 업데이트 
(Windows)

Windows 방화벽 
(Windows)

이벤트 로그  
(Windows)    

프로세스 관리
(Windows / Linux)

지정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중이 아니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설정값 아래로 떨어지면, 알림을 
생성합니다.

방화벽이 사용 안함으로 보고되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지정된 Windows 서비스가 중지되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네트워크 트레픽 
(Windows)

선택한 설정값이 네트워크 어댑터의 정의된 값보다 낮거나 
높아지면, 경고가 생성됩니다.

https://www.teamviewer.com/remote-management/services/remotemonitoring?utm_medium=PDF&utm_source=TV-Monitoring-TFS


원격으로 프로세스 보기 및 중지

원격으로 프로세스 보기 및 중지

원격 작업 매니저 (Windows)

프로세스 관리  

Services

Monitoring- 기술자료 



원격으로 TeamViewer Monitoring 기능을 배포하십시오









개인설정

중앙집중 관리 

무제한 정책 설정

완격 활성화 

체크 레벨에 따른 사양 

일괄 활성화

알림 설정 

알림 및 공지

Monitoring
TeamViewer

문제를 사전에 처리하여 업무생산성을 극대화 해보세요. 
TeamViewer Monitoring을 14일동안 무료로 테스트 해보세요! 

더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070-7488-3982

독일   +49 (0) 7161 60692 50

sales@teamviewer.com

www.TeamViewer.com/RM

TeamViewer GmbH | Jahnstr. 30 | 73037 Göppingen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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