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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제안배경 및 목적

4차산업혁명시대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토론 중심의 IoT SMART 강의실 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론과 면대면 강의를 통하여 "학생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미래인재역량강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미래인재역량강화”실현

창의적 사고 역량강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

•비판적 사고력 향상

•논리적 설득력 향상

•다양한 영역의 배경지식 함양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총체적 언어학습 능력 향상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향상

•인터뷰 능력 향상

•스피치능력과 경청 능력 향상

의사소통 및 공동체 역량

•인성 및 리더십 함양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감정조절 능력 향상

•잠재적 소질과 적성 개발

기능적 영역 인지적 영역

대학경쟁력향상

IoT기반 SMART 강의실

정의적 영역



55형 모니터 55형 모니터 55형 모니터

그룹 PC 그룹 PC 그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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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L(토론식) 강의시스템(6그룹) 구축 구성도

RS232

RS232 HDMI

RS232

모니터 / PC
전원 제어

모니터 / PC
전원 제어

HDMI 8x8 MATRIX

55형 모니터 55형 모니터 55형 모니터

그룹 PC 그룹 PC 그룹 PC

디지털 앰프

프로젝터 &
전동스크린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6
그룹

Seamless Controller

강의용 PC

듀얼 모니터 전자교탁

순차전원공급기

SC-RSD4
(PC, 대형모니터 전원제어)

SC-RSD4
(PC, 대형모니터 전원제어)



07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토론식 수업(소그룹/세미나실) 강의시스템 구축 구성도

•86형 4K Interactive Display

•ViewBoard Cast 20 Point Multi Touch

•UFT(Ultra Fine Touch) 기술 적용 / Dual Pen 적용

•ViewBoardⓇ Cast / 4방향 컨텐츠 공유 소프트웨어

•무선 또는 네트워크로 4개의 컨텐츠 화면 공유(4분할화면)

•Embedded OS / Android 7 기본내장

•뷰소닉 전자칠판 단독으로 소규모 토론식 수업에 최적화

ViewBoard (IFP8650-2)

1화면 2화면

4화면 3화면

< Notebook > < Tablet PC > < iOS & Android > < PC >

소규모 강의실



 무선협업 강의시스템 구축 구성도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

무선협업솔루션

무선마이크 1CH

디지털 앰프

86형 전자칠판

Seamless Controller

강의용 PC

wePresent 특징 및 기능
wePresent

송신기 없이 무선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 터치 신호를 송출하는 

걱이 가능하며, 다른 OS들 끼리도 강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자동 레이아웃

자동화면 정렬(1~4화면 분할)
모든 OS장치 동시화면 및 정렬

On-Screen 접속자 리스트

썸네일 방식의 접속자 List

AirPlay & Google Cast 지원

최신 무선 영상 Protocol 지원

Dual-Band 무선 Access Point

808.11 a/b/g/n/ac 2.4G/5Ghz

64명 동시 접속자(접속장치) 지원

사용자간 Switching을 통한 빠른 전환

Plug & Show USB Token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무선 투영이 가능한 실행 파일

1080p 해상도

데이터 및 HTTPS 브라우저의 암호화

Gigabit LAN

순차전원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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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영상강의실

SNS 라이브 지원

PC 사용자

86형 전자칠판

교수카메라

강의녹화솔루션

LMS 서비스

LIVE STREAMING 
SERVER (OPTION)

자동
업로드

연동 업로드 지원 Mobile 사용자

강의녹화시스템 구축 구성도(비대면/면대면 겸용)

Smart HD Controller

PC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09

듀얼모니터
전자교탁 (22형)

SERVER

CMS 서비스

녹화솔루션 통합운영관리

- 콘텐츠관리시스템 -
- 브라우저기반 편집 -



1인 또는 15인이하 강의녹화시스템 구축 장비 구성도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10

1안

HDMI to USB 비디오 캡쳐교수 모니터 강의용 PC

무선 마이크

스피커

86형 전자칠판

강의녹화솔루션

강의녹화 카메라

디지털 앰프



소형강의실 강의녹화시스템 구축 장비 구성도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11

2안

HDMI to USB
비디오 캡쳐

무선 마이크

스피커

86형 전자칠판

교수 모니터

강의녹화솔루션

교수 자동추적 카메라

8채널 순차전원 공급기

Seamless Controller

디지털 앰프

듀얼모니터 전자교탁
※ 본 박스안의 모든장비는 교탁에 장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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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전자교탁시스템(22형/24형)

듀얼 모니터 전자교탁시스템

86형 UHD 전자칠판

SMART IoT 통합 CONTROLLER

HDMI 8x8 MATRIX

DIGITAL POWER AMP

순차전원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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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전자교탁시스템 / 주요특징

BSI Series 전자교탁

•컴팩트 멜라민 소재의 상판 / Body - Steel

•다양한 기기를 장착 할 수 있는 19인치 렉 타입 

•22형 / 24형 FULL HD 모니터(손터치 또는 전자펜)

•외부 입력단자대(POWER, HDMI, USB, LAN)

•모니터 유압식 수동각도 조절(90도까지 조절)

•구즈넥마이크 좌측 상단에 고정

•All-in-One HD Controller(HDMI)

•정전식 터치 패드 또는 7인치 LCD 터치 패드

•원 터치로 강의 시작 / 종료

FEATURE

• ① 전자교탁 함체 주요특징 _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조절(유압식 수동) •② 마이크 거치대 

1080P 3D EDID HDCP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14



 SMART 전자교탁시스템 / 주요특징

IBL Series 전자교탁

•All case – 금형에 의한 양산제품, 강화 플라스틱 FRP재질

•제품전체 High Luster 코팅처리 

•다양한 기기를 장착 할 수 있는 19인치 렉 타입 

•22형 FULL HD Optical 터치 모니터

•외부 입력단자대(POWER, HDMI, USB, LAN)

•모니터 전동각도 조절(7인치 LCD 터치패드에서 조절)

•All-in-One HD Controller(HDMI)

•제어패드 - 7인치 LCD 터치 패드

•원 터치로 강의 시작 / 종료

FEATURE

1080P 3D EDID HDCP

• ① 전자교탁 함체 주요특징 _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조절 (전동) •② 전자교탁 함체 주요특징 _ 제어패드와 마우스를 쉽게 사용가능한 일자형 배치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15



SMART 듀얼 모니터 전자교탁 / 주요특징

듀얼 모니터 전자교탁

•22형 FULL HD 듀얼 모니터(손터치 또는 전자펜)

•모니터 유압식 수동각도 조절(90도까지 조절)

•All-in-One Seamless Controller(HDMI)

•7인치 LCD 터치 제어 패드

•Seamless Switcher 기능

•Matrix 기능 지원, 4분할 화면 가능

•DSP(Digital Signal Processor) chip 내장

•Parametric EQ 지원

•RTC(Real Time Clock) 모듈 내장

FEATURE

• ① 전자교탁 함체 주요특징 _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조절(유압식 수동) •② USB / HDMI 입력 Port

1080P 3D EDID HDCP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16



 SMART 전자칠판 / 주요특징

IFP8650-2 / 전자칠판

•86형 4K Interactive Display

•ViewBoard Cast 20 Point Multi Touch

•기본해상도 : UHD(3840 x 2160)

•터치방식 : IR sensor

•터치 포인트 : 20포인트 터치, 10포인트 쓰기

•UFT(Ultra Fine Touch) 기술 적용

•UFT(Ultra Fine Touch) 기술 적용 / Dual Pen 적용

•myViewBoard™ 디지털 화이트 보드 소프트웨어

•ViewBoardⓇ Cast / 4분할화면 컨텐츠 공유 소프트웨어

•무선 또는 네트워크로 4개의 컨텐츠 화면 공유(4분할화면)

•Embedded OS / Android 7 기본내장

•뷰소닉 전자칠판 단독으로 소규모 토론식 수업에 최적화

•2.1 스테레오 사운드 적용

•제품무게 : 69.7kg

FEATURE

Dual-PenSingle Sign-On

3mm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17



Smart HD Controller

1080P 3D EDID HDCP

•최대 4대의 HDMI A/V 소스를 2대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

•제어패드 : 정전식 터치 또는 7인치 LCD 터치 

•HDCP 완벽호환

•다양한 EDID 모드를 통해 다양한 구성 설정 가능  

•돌비 트루 HD와 DTS HD 마스터 오디오 지원 

•오디오 리턴 채널(Audio Return Channel; ARC) 기능 

•HDMI 광 오디오 - 광학 및 동축 디지털 오디오를 모두 지원

•빔 프로젝터 RS232C 제어 / 2대

•전동스크린/엘리베이션 제어

•확장제어 단자 : RS485, RELAY

•디지털 앰프(60W,8Ω)내장 선택가능

•컴퓨터 전원제어 보드 기본제공

•용도 : 전자교탁, 일반강의실, 일반회의실 등

FEATURE

< 탁상형 >< 매립형 >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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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IoT 통합컨트롤러 / 주요특징

Seamless Controller

1080P 3D EDID HDCP

•최대 4대의 HDMI A/V 소스를 2대 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

•제어패드 : 정전식 터치 또는 7인치 LCD 터치 

•HDCP 완벽호환 

•다양한 EDID 모드를 통해 다양한 구성 설정 가능

•Seamless switcher 기능

•Matrix 기능-멀티뷰 기능(4분할 화면지원)

•Parametric EQ 기능 – Mic 1, 2 개별 조절

•빔 프로젝터 RS232C 제어 / 2대

•전동스크린 / 엘리베이션 제어

•확장제어 단자 : RS485, RELAY, EXT.S/W, DC5V 

•디지털 앰프(60W, 8Ω)내장 선택가능

•컴퓨터 전원제어 보드 기본제공 

•용도 : 전자교탁, PBL강의실, 영상녹화강의실, 소형 방송실 등

FEATURE

< 탁상형 >< 매립형 >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19



Smart AV Controller

•제어패드 : 7인치 LCD 터치 

•빔 프로젝터 RS232C 제어 / 2대

•전동스크린/엘리베이션 제어

•전원공급기 접점제어

•확장제어 단자 : RS485, EXT.S/W, DC5V 

•디지털 앰프(60W,8Ω)내장 선택가능

•AUDIO in : Stereo 3.5 x 2

•AUDIO out : RCA L/R

•마이크 : XLR(Phantom POWER 48V on/off) x 1, 55 x 1

•컴퓨터 전원제어 보드 기본제공 

•LAN HUB, USB HUB

•통합관리프로그램(SMART MANAGER) 연동가능

•용도 : 다양한 AV장비 연동 제어용

FEATURE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

< 탁상형 >< 매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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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IoT 통합컨트롤러 / 주요특징

HDMI 8x8 Matrix

•8대의 HDMI 디스플레이에 8개의 HDMI 소스 연결

•UHD(3840 x 2160) 및 DCI(4096 x 2160)의 4K 해상도 지원

•EDID 모드 지원 – Default / Port 1 / Remix / Customized

•Dolby True HD 와 DTS HD Master Audio 지원

•결점 없는 4K 출력을 위한 최대 3.4Gbit의 신호 속도

•HDMI(3D, Deep Color, 4K) 및 HDCP 2.2 호환

•HDMI 케이블 연결을 보호하기 위한 HDMI 케이블 락 적용 가능

•HDMI를 위한 ESD 보호

•펌 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RACK 마운트(1U) 

FEATURE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HDC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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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oT 통합컨트롤러 / 주요특징

Digital Power Amp

•정격 160W, 8Ω

•3채널 마이크 입력 – XLR x 2, 55jack x 1

•Phantom Power on/off 기능 – Mic 1,2

•5Band Equalizer

•Remote 접점제어 기능

•과전압, 과전류에 의한 스피커 보호회로 내장

FEATURE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22



 SMART IoT 통합컨트롤러 / 주요특징

순차전원공급기

•AC 전원 8채널 순차 전원제어

•AC 전원 양극(Live, Natural) 차단 회로 

•임의 채널을 상시 전원으로 설정 가능

•Network 기능 내장 – (Model : SC-PSN, SC-PSDN)

•직류전원(DC 24V, 2A) 출력 – (Model : SC-PSD, SC-PSDN)

•각 채널 전원제어 시간 변경 가능 (Default 1초, 0~9초 변경가능)

•별도의 외부 스위치로 전원제어 가능

•RS-485 통신으로 원격제어 가능 (각 채널 별 전원제어 가능)

•여러대의 PS를 링크하여 자동으로 확장 가능

•SMPS 설계로 대기전력 최소화 및 안정화

FEATURE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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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IoT 기반 강의실 통합관리의 필요성

디스플레이 장비 / 아날로그(VGA)에서 디지털(HDMI)로 환경변화에 대응

강의실 AV시스템(전자교탁, 빔 프로젝터 외)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유지비용 및 관리비용 절감의 필요성 대두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역량강화 및 대학 경쟁력 향상의 필요

IoT 기반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을 위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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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을 위한

본 제안사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사용자와 학생 중심의 첨단 강의실 구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다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강의실 관리를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교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제안배경

IoT기반 SMART 강의실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교 경쟁력 확보

•4차산업혁명시대의 환경조성

•사용자 중심의 설계 및 구축

•IoT 기반 통합제어시스템 설계

•다양한 강의실의 AV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설계

사용자 및 학생 중심의

강의실 구축

•IoT 기반 강의실, 캠퍼스 구축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강의실 전자교탁의 통일성 확보

•대학교육역량 강화

강의실 AV장비의

통합관리구축

•사용자중심의 강의실 환경개선으로 
   대학경쟁력 확보

•강의실관리의 효율성 증대

•관리비용 및 유지비용 절감

•대학경쟁력 향상

업무적 특성 기술적 특성 관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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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용자 및 학생 중심의 IoT 기반 첨단 강의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IoT 기반의 강의실 통합 관리 운영시스템'으로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강의실 관리와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대학경쟁력향상

관리의 효율성사용의 편리성 관리비용 절감

•교수와 학생간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강의시스템 구축

•다양한 교육매체의 활용이 가능한 강의 인프라 구축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강의시스템 구축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강의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최소화를 통한 관리비용절감의 강의시스템 구축

대학교육역량강화

IoT기반 강의실 구축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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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강의실 전체 운영 현황 모니터링

강의실 전체 장비 별 경보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확인

강의동 별 AV장비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어

강의실, 강의동 별 모든 AV장비 개별제어 및 일괄제어

강의동 또는 학과 별로 요일예약 OFF 제어 가능(AV장비 일괄 OFF)

전자교탁 컴퓨터 전원제어 가능

빔 프로젝터 상태 확인 및 램프 사용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강의실 조명 상태 확인 및 제어(Option)

IP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관제 및 제어 가능(저장불가/카메라 별도)

관리자 PC 및 모든 스마트 폰으로 강의실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통합관제시스템(SMART MANAGER) SOFTWARE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 주요기능

통합 관리실에서 각 강의실의 장비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연결된 모든 AV 장치를 개별 또는 일괄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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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전체 관리화면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30

※ 본 화면은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구성에 맞춘 예시화면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강의실 관리화면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31

※ 본 화면은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구성에 맞춘 예시화면입니다.



관리자 설정화면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 요일별 예약 OFF설정 기능(그룹&전체) >

< 그룹 관리자 및 그룹 설정 기능 >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32

※ 본 화면은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구성에 맞춘 예시화면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스마트폰 관리화면

모든 스마트폰으로 전체 강의실의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연결된 모든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33

※ 본 화면은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구성에 맞춘 예시화면입니다.



통합관리범위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IoT 기반 Smart 강의실

빔 프로젝터
제어

PBL 강의실
장비 제어

전동장치
제어

강의녹화
장비 제어

컴퓨터 전원
제어

강의실
조명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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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강의지원)부서

< 각 강의실 AV장비 동작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

(관리자 PC / 서버)

(스마트폰)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35



< 서울대학교 의과대 분당서울대병원 >

구축사례➊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IP
CAMERA

타입

INTEGRATED IoT SMART AV CONTROL SYSTEMS36



< 한동대학교 58실구축(조명 및 도어락 제어포함) >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구축사례➋

LIST
타입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37



구축사례➌  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 경성대학교 203실 >

< 부산대학교 107실 >

< 숭실대학교 187실 >

<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신축 71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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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시스템(SMART MANAGER)  구축사례➍

4차산업혁명!  IoT기반 강의실 및 캠퍼스 구축 제안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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