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llels Desktop for Chrome OS: Education Edition

데이터시트

Chromebook의 성능을 캠퍼스
구석 구석까지 확장하세요

교육자, 학생 및 교직원이 유연하고 안전한 Chromebook Enterprise
장치에서 모든 기능을 갖춘 Windows 교육 응용프로그램과 Microsoft
Office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강화하고 IT를 단순화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Parallels 교차 플랫폼 솔루션으로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 Plus 라이선스의 가치를 극대화하세요.

백오피스에서 원격 교실까지 교육 성과를 높이세요.

IT 관리 간소화

하이브리드 하드웨어의 어수선함을 제거합니다. 모든 기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가져와 Google 관리 콘솔을 통해 쉽게 관리하세요.

학생 성취도 강화

교사와 학생이 어디에 있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수준의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보안 보장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 집단의 많은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위협으로부터 학생, 공간 및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1

데이터시트

Parallels Desktop for Chrome OS: Education Edition

기술 한계를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모두가 소통하는 역동적이면서 공평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구성원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

어디서나 가르치고, 배우고, 공유하세요.

• Microsoft Office, 디자인, CAD 및 웹 개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필수 Windows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상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Chrome OS와 Windows 간의 원활한 전환 – 재부팅할 필요 없음.

• 인터넷이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파일과 앱을 오프라인에서 완전히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도 기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중 플랫폼의 충돌 지점을 제거합니다.

• 완전한 Chrome OS 통합은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공유 클립보드를 통해 Chrome OS와 Windows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마우스, 카메라, 마이크, 오디오 및 도킹, USB 스마트 카드 리디렉션 및 프린터
지원으로 업무 중단 시간이 줄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품질 저하 없이 IT 효율성 개선

• Google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학교 발행 장치, 사용자 소유 장치 및 공유 장치를 모두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 선택한 OU 또는 그룹에 대해 Parallels Desktop for Chrome OS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고급 Chrome OS 보안 제어와 프리미엄 Parallels 지원(연중 무휴)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양
Chrome OS 버전

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

Chrome OS 85 이상

Intel Core i5 또는 i7
AMD Ryzen 5 또는 7

8GB RAM

128GB 이상

추가 요구 사항
• Google 관리 콘솔
• Chrome Education
업그레이드
• Microsoft Windows
• 기업 스토리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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