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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학습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교육 솔루션과 그에 관련된 기술, 인력, 장비
등 전반적인 비대면 학습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정규 수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 이용하기 쉽고, 교육 품질과 참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
학습 솔루션을 찾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Technavio¹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비대면 학습 시장은 903.7억 달러 증가하고,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Global Market Insights²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시장
규모는 관련 기술의 성장과 교육 컨텐츠 양의 급증으로 2026년까지 3,7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변화의 주체로서의 교육 기술
교육은 생산성, 사고 능력 향상, 노동 동기 부여 등 사회 및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술 향상, 성취감, 빈곤 퇴치 및 사회적 안정의 요인으로서도 중요합니다. 교육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은 접근이 쉬우며 제 역할을 다 해내야 합니다.
새로운 비대면 학습 기술을 채택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Technavio, 유형 및 지역별 비대면 학습 시장, 글로벌 예측 및 분석, 2020–2024
2. Global Market Insights, 기술에 의한 온라인 학습 시장 규모, 경쟁 시장 점유율 및 예측, 2020–2026

솔루션 구현을 위한 과제
향상된 네트워크 연결 및 편의성을 기반으로 잠재적 학습대상자와 컨텐츠 제공 업체에게 컨텐츠 보관, 공유,
접근의 유연성을 제공한다면 비대면 학습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의 경우 시장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Technavio는 고등 교육에 의해 비대면 학습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분야로서 성장 가능성이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비대면 학습 솔루션 공급 업체는 솔루션 제공 시 다양한 과제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대면 학습 솔루션에 관련된 제공자, 수요자,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교실 솔루션에 존재하는 다양한 Pro A/V 장비와 통합되고 충돌 없이 동작해야 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더 안정적인 용량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일반 온라인 교육 역시 안정적인 컨텐츠 저장과 재생이 가능해야 합니다.
컨텐츠 접근과 활용을 최대화하려면 입력 연결에서부터 출력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호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학생 간 상호 작용으로 동기 부여할 수 있고 학습 결과 향상을 위한 협업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유형의 컨텐츠와 학생별 맞춤 비대면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격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실제로 만나는 기존의 대면 교육과 달리 거리 제한 없이 지식을 습득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최근 교육 기금 재단(EEF) 보고서¹의 의견과 같이 휴학 또는 격리 기간 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웹캠 기반 비대면 학습 솔루션에서부터 다양한 교육 컨텐츠 입력을 통한 전체 수업 실시간 스트리밍,
BYOD 협업, 대화식 및 동기식 학습 도구에 이르기까지 ATEN이 모든 교육 형식에서 교사와 교수에게 유용하고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1. Education Endowment 재단 보고서, 학생들의 비대면 학습 지원에 대한 최고의 증거
* 이 안내서는 비대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ATEN 솔루션에 중점을 둡니다.
교육용 실내 Pro A/V 배포 및 제어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서 내 교실 솔루션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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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학습 트렌드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가상 교실 기술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시장에서 가상 교실 기술은 2020~2026년 동안 연평균 11 %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격 작업, 기타 비대면 학습 솔루션, 가상 교실 솔루션은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디지털 환경으로 정의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 교실 솔루션은 공동 작업 및 동기식 학습을 촉진하여, 실시간으로 교사와 적극적인 참여 및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실제 교실과 가장 유사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장점입니다.
또한 가상 교실 솔루션은 학습 능력과 태도가 좋은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업 및 정부 분야에서도 좋은 응용 사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협업을 위해 화상 회의,
온라인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대화형 온라인 학습 모듈도 의료 및 항공 교육 분야에서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상 교실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시간 교육을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버, 스트리머, 인플루언서의 급속한 증가는 최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당연한 시대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¹에 따르면 중요한 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시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에게 큰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추천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용자 제작 컨텐츠 (UGC)에 대한 이러한 추세는 비대면 학습의 성장에 따라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적 맥락에서 보면 사용자 제작 컨텐츠란 블로그 게시물, 회원 평가, 비디오를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컨텐츠를
개발하고 유사한 학습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은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더욱더
쉽고 간단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식 공유는
상호 작용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으로 사용자는 동기식
학습을 촉진할 수도 있고, 주문형 콘텐츠로 저장할 수 있는 학습 컨텐츠를 실시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뷰티 블로거 및
피트니스 강사부터 기타 기술 교육용 비디오까지 모든 종류의 강의에 적합한 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BYOD 친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장하는 마이크로 러닝 붐
향후 비대면 학습의 성장에 대한 지표는 모두 마이크로 러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러닝은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은 정보 덩어리를 의미하며, 급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요즘 시대에
적합합니다. 이 온라인 학습 방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학습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단한 텍스트에서
대화형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를 가리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짧고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²는 마이크로 러닝이 시간 소모가 적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며 개인 취향에 맞게 쉽게 모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가 비지니스 교육에 어울리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모바일 장치에 매우 적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BYOD* 학습의 유연성은 시장 수요를 더
촉진시키고 모든 부문에서 지식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https://takumi.com/whitepaper2.0
2. https://www.learnworlds.com/elearning-trends/
* Bring Your Ow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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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학습을 위한 ATEN 솔루션
ATEN은 다양한 스트리밍 솔루션, 프레젠테이션 스위치, A/V 및 제어 신호 전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단독 사용 또는 다른 제품과 조합하여 함께 사용하며 교육 분야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교육용 컨텐츠를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으로 전송하고 회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
• 교실 +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및 Pro A/V 제어 솔루션
• 소규모 협업 학습을 위해 BYOD 원격 접속을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솔루션
• 모든 네트워크 학습 환경에서 안전한 원격 접속을 제공하는 KVM over IP 솔루션

적용 분야 예시
ATEN 솔루션

1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

2

교육용 컨텐츠를 CDN으로 전송,
회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

프레젠테이션 및
Pro AV 제어 솔루션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과 결합한 교실용
프레젠테이션 및 Pro A/V 제어 솔루션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프레젠테이션
스위치

3

BYOD 원격 접속을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솔루션
소규모 협업 학습 환경을 위해 BYOD 원격
접속을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솔루션

프레젠테이션
스위치
(VP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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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over IP 솔루션
모든 네트워크 학습 환경에서 안전한 원격
접속을 제공하는 KVM over IP 솔루션

KVM over IP
스위치

ATEN 솔루션의 장점
비대면 학습용 ATEN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ATEN의 프레젠테이션 스위치 및 VM 매트릭스 기반 교실
솔루션은 교사와 학생 모두 쉽고 효과적으로 Pro A/V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비디오 품질,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교실, 강당, 기타 모든 학습 환경에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제어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설정, 프로그래밍
기술, 장치 호환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고 해상도 비디오 컨텐츠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존 교실 장비 및 시스템과의 완벽한
통합으로 다중 입력 및 출력이 지원됩니다.

REC

ATEN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ATEN 교육
솔루션은 다양한 효과와 2대의 카메라 전환 기능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육 컨텐츠를
원격으로 프로젝터에 표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학생들에게 스트리밍합니다.

ATEN KVM over IP 솔루션을 사용하면 안전한 하드웨어
기반의 교실 기반 시스템에 원격 접속하여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동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실 기반 PC 및 워크스테이션에서 원격으로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버추얼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ATEN의 프레젠테이션 스위치 시리즈는 고등 교육에서의
소규모 세미나를 위해 원격 협업 및 대화형 학습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BYOD를 통해 대화형 화이트보드 기능으로
최대 4명의 학생까지 협업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술이 발전하고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이 증가되면서
시스템의 통합 및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교육 솔루션 제공 업체인 ATEN은
새로운 기술이 항상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광범위한 교육 방법과 철학에 적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면서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비대면 학습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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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캡쳐

모든 CDN 또는 회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1080p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듀얼 캠 설정
급작스러운 휴교 또는 기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출석 기간이 줄어들면서 학사 일정 내 수업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등교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들은 빠르고 쉬운 비대면 학습 솔루션을
통해 수업 내용을 CDN 및 OBS 플랫폼으로 송출함으로서 학습 결손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필요 사항
복잡한 설정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효과적인
비대면 학습 자료를 즉시 제작
학생들이 화이트보드와 교사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연결 즉시 사용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
교사/학생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웹 캐스팅 및 화상 회의 지원
웹캠보다 우수한 고해상도 비디오로 PiP 및 클로즈업하여
학습 자료를 명확하게 전달

ATEN 솔루션
ATEN CAMLIVE™ PRO는 최대 4K@30Hz의 캠코더 및
DSLR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HDMI 비디오 신호를
캡쳐하고 컴퓨터에 1080P@60Hz로 출력합니다.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PiP 화면 설정을 하면 학생들은
수업 자료와 교사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탁자 위의 필기 내용 또는 기타 동작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신의 머리 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연결하면 학생들이 교사의
음성을 선명한 음질로 들을 수 있으며, 교사는 블루투스로
연결한 스마트폰(Android /iOS)을 통해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AMLIVE™ PRO는 OBS (Open Broadcaster
Software), Xsplit, Twitch, YouTube, Facebook,
Microsoft Teams, ZOOM, Skype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UC3022
CAMLIVE™ PRO (듀얼 HDMI to USB-C UVC 비디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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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라이브 스트리밍

원활한 온라인 학습을 위한 멀티 채널 A/V 믹서
한 대학에서는 정규 수업을 라이브 스트리밍 하여 해외 학생들에게도 실시간 비대면 학습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양한 컨텐츠로 수업을 스트리밍하고 향후 추가적인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위해 대학 로고 및
기타 그래픽을 스트리밍 시 송출하는 자료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필요 사항
수업 중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스트리밍
학생들 간 상호 작용 향상을 위한 PC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와 카메라 간 전환 기능
필요한 경우 다른 교실로 이동할 수 있는 포터블 장비,
추가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솔루션
전문가 수준의 자막 CG를 생성하고 학교 로고 및 필요한
그래픽을 라이브 스트리밍에 추가

ATEN 솔루션
UC9020의 올인원 디자인은 간편한 비대면 학습을
위해 스트리밍 워크 플로우를 단순화합니다. 교사는
iPad 전용 APP을 사용하여 프리뷰 및 PGM 모니터링,
비디오 레이아웃 설정, 이미지와 자막 오버레이 등
추가적인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없이 전문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와 같은 관리 기능을 통해 교사는 최대
8개의 장면을 사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DMI 루프 아웃으로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UC9020
올인원 멀티채널 AV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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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학습

강의용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멀티 입력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가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 수업을 제공하는 한 대학에서는 원격 교육 기능과 다중 형식 연결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의 효율성과 영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편리한 제어는 기본, 최신 A/V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4K
해상도를 지원하여 동시 학습에 매우 상세한 컨텐츠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집과 직장 등 전문가들이 머물고 있는 어느 곳으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 사항

ATEN 솔루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양한 소스 전환 제어
장치에서 최대 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프로젝터 및
디스플레이를 지원
강의 프레젠테이션 컨텐츠는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수업
중 반복되어야 함
실시간 강의 중 마이크 입력 및 다른 오디오 소스와 믹싱할
수 있는 유연성 필요

VP1421

UC9020

4 x 2 True 4K 프레젠테이션
올인원 멀티채널 AV 믹서
매트릭스 스위치
with 스케일링, DSP, HDBaseT-Lite

ATEN VP1421은 HDBaseT를 통한 장거리 신호 전송을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오디오 임베딩/디임베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격 패드를 통해 수업 중에 직접
소스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UC9020은 2개의 소스 입력이 가능하여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수업을 촬영중인 카메라 화면을
전환, 캡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플랫폼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로컬 USB 드라이브에
세션으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업에 참석하고 나중에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VE802R

VE2812AEUT

HDMI HDBaseT-Lite 수신기
with POH (4K@40m)
(HDBaseT Class B)

HDMI & VGA HDBaseT
Transmitter with EU Wall
Plate / POH
(추후 출시 예정)

VPK104
4-버튼 컨택트 클로저 원격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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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강의

실시간 비대면 학습으로 도달 범위 확대
한 대학은 강당, 회의실, 강의실에서의 무선 프레젠테이션 및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다양한 신호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A/V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교실에서 배포되는 컨텐츠를 비대면 학습 중인 학생들에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녹화, 저장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필요 사항

ATEN 솔루션

A/V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넓은 중앙 영역에 컨텐츠를
표시하고 여러 개의 작은 디스플레이에 컨텐츠를
미러링하여 모든 학생에게 전달
프로젝터, 화상 회의 시스템, PC 및 미디어 플레이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HDMI 신호에 대처
교육 공간에 카메라를 통합하고 문제없이 협업하며 원활한
학습 환경을 조성
여러 출력 간 전환이 원활하고 진행 중인 수업을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동시에 방송

ATEN 솔루션은 IT 기술에 친숙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의 A/V 시스템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VM0808H 4K HDMI 매트릭스 스위치는
고품질의 HDMI 컨텐츠를 모든 HDMI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며 간단한 방식으로 소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제어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StreamLIVE™ HD를 사용하면 강의의 수준이 한층
올라갑니다. iPad를 통해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초보자도
StreamLIVE HD로 손쉽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UC9020

VM0808HA

VE801

올인원 멀티채널 AV 믹서

8x8 4K HDMI 매트릭스 스위치

HDMI HDBaseT-Lite 연장기
(4K@40m) (HDBaseT Clas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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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디멘드 BYOD 학습

소규모 협업 학습 환경을 위한 원격 접속
한 대학은 공동 저술된 논문 제출 및 기타 박사 수준의 연구와 같이, 대학원 학생과 교수 간 높은 수준의 협업과 토론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의 컨텐츠를 동시에 표시하며,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해 메모를 작성하고
한 파일에 함께 주석을 달아야 했습니다. 교육 방법의 특징상 학생들은 원격으로 스트리밍을 통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BYOD 협업을 통해 요구 사항이 만족되었기에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하였습니다.

필요 사항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원격에서 컨텐츠를 공유
여러 학생이 동시에 컨텐츠를 표시하며 자발적인 토론을
촉진
공급 업체의 서버 상태에 크게 의존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지양

ATEN 솔루션
ATEN VP2120의 양방향 멀티 스트리밍 기능은
학생들이 동일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수업 자료나 토론 내용을 전달하거나 받는 등
효율적인 BYOD 학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시간 화이트 보드, 채팅 및 파일 공유, 자동 레이아웃
쿼드 뷰 등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주문형 BYOD 협업을 위해 자체 장치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동시에 안전하게 공유

VP2120
5x2 멀티쉐어 프레젠테이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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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보안 접속

실시간 학습 및 관리를 위해 캠퍼스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연결
CGI/CAD 제도 및 설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 연구소에서는 학생과 강사 모두 캠퍼스 LAN의 워크 스테이션에 안전하게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성적, 시험 문제 및 개인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원격
연결은 암호화를 통해 보호해야 하며 강사 부재시에도 기관의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동시 학습을 위해 교실 기반 시스템에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필요 사항
교실 PC 및 워크스테이션의 비디오, 오디오, 버추얼
미디어에 대한 안전한 원격 접속 및 제어 필요
인증된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을 위해 기관의 리소스에
접속 가능해야 함
데이터와 정보 흐름을 엔드 투 엔드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 필요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고 컴퓨터 바이러스 문제가
없는 BIOS 레벨 접속이 필요

ATEN 솔루션
CN9600 장치를 사용하면 학생과 강사가 아프거나
고립되어 있는 등 어떤 이유로든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격 위치에서 캠퍼스 네트워크의 워크
스테이션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버추얼 미디어
기능은 파일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며 전면 패널의 미니 USB 포트는 LUC (랩탑USB
콘솔) 포트로 설계되어 학생과 교사가 간단하게 랩탑을
LUC 포트에 연결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또는 워크 스테이션
CN9600은 로컬 및 원격 콘솔의 마이크 및 스피커도
지원합니다.

CN9600
1-로컬/원격 공유 접속 싱글 포트
DVI KVM 오버 IP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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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Better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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