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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HEET

L-series: L350
이더넷 가상화 데스크탑 

L350 핵심 기능

사용자 환경 최적화

1080p 품질의 Full Screen Video, 

4개의 USB 포트, 고음질의 디지털 

오디오를 제공함으로써, L350은 

사용자 환경에서 원하는 성능 및 

유연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 예산 맞춤형

L350은 씬 클라이언트 또는 제로 

클라이언트의 가격 대비 성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상화 데스크탑 솔루션을 PC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비용의 75% 

및 사용 전력의 90% 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설치

사무공간에서 필요한 워크스테이션의 

수량에 상관 없이, L350은 vSpace 

통합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관리

L350은 관리가 필요 없는 

단말기입니다.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장치 상에서 관리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드라이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vSpace 소프트웨어가 모든 펌웨어 

변경을 중앙에서 관리 및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추가 관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기업의 IT 부서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직원의 
데스크탑을 구매,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사용자들은 아직 가상화 데스크탑의 성능과 
멀티미디어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NComputing은 풍부한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강력하면서도 간편한 설치 및 관리 도구, 
업계를 선도하는 가격 조건을 고루 갖춘 차세대 
L350 가상화 데스크탑(vSpace Server 소프트웨어 
포함)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선입견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가상화 데스크탑 부문에서 업계 선두를 리드하는 NComputing
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대 이상의 저렴한 접속단말기를 이미 
공급하였으며, 최신의 접속단말기인 L350 가상화 데스크탑은 풍부한 풀 
스크린, 풀 모션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간편한 USB연결 및 탁월한 주변장치 
지원 및 성능을 자랑합니다. NComputing vSpace Server와 더불어L350은 이제 
기업에서 완벽한 가상화 데스크탑 인프라를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단 몇 시간 
만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vSpace 가상화 소프트웨어 – 보다 완벽한 VDI 투자 성과 보장 
NComputing vSpace Server소프트웨어는 다수의 사용자가 Windows의 단일 운영체제에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최적화된 가상화 데스크탑 도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vSpace는 VMware, Citrix 및 Microsoft 기반의 가상화 서버와의 통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상머신(VM) 하나 당 사용자 1명인 전형적인 가상화 데스크탑 구조에서 가상머신(VM) 하나 당 
최대 100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지원, 유지 보수 및 데스크탑 교체와 같은 전반적인 데스크탑 PC 하드웨어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350 접속 단말기 – 차세대 미디어 가속기
L350을 통해, 대부분의 미디어 포맷을 HD급 비디오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접속단말기로서 모니터에 간편하게 장착하거나 책상에 고정할 수 있는 우수한 저전력 패키지 
입니다. 새로운 NComputing Numo System-on-Chip (SoC)를 기반으로 하는 L350은 로컬에서 
멀티미디어를 디코딩 및 스케일링해 줌으로써,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여줍니다. L350 접속단말기는 
다른 씬 클라이언트 또는 제로 클라이언트 보다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PC 대비 1/4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NComputing vSpace Server와 함께 L350접속단말기를 사용하면 
여타 출시된 제품들의 1/3 가격에 VDI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씬클라이언트

L350 L350 L350 L350 L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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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기능 이점

호스트에 최적화된 비디오 가속 독립형 미디어 플레이어나 웹기반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되는 
비디오 콘텐츠를 코드 변환, 스트리밍, 디코딩(로컬)하여 풀 
프레임으로 재생하며, DVI-D 디지털 비디오 포트를 통해 최대 
1080p의 해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쪽의 과도한 프로세싱이나 로컬 PC 쪽 미디어 플레이어 
및 코덱지원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PC 수준의 비디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로그인 관리자는 오류발생시 자동으로 연결할 Failover 호스트 목록을 
정의하여, 장치가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는 호스트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복잡한 중앙 
관리 서버나 에이전트 없이도 수 초 내에 로그인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설치 도구 관리자는 모든 설정 및 구성이 포함된 장치 템플릿을 생성하여 
새로운 장치로 해당 설정 및 구성을 그대로 복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중앙 관리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수동으로 
구성작업 없이도, 수천 대의 장치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VMWARE 및 CITRIX 지원 한 대의 호스트에 여러 개의 vSpace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VMWare를 활용하여 서버당 사용자 수를 확장 할 수 
있으며, Citrix receiver와 연결하여 젠앱(XenApp)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이트 설치를 원할 경우,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면 vSpace 및 L350 접속단말기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필요 없음 L350은 간편하게 구성을 할 수 있으며, 설치된 vSpace server
로부터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L350은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vSpace server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복잡한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씬 클라이언트나 
복잡한 네트워킹 및 관리 서버 설정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제로 클라이언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쉬운 USB 장치 사용 L350은 4개의 USB 2.0 포트를 지원하며, 벌크(Bulk), 
휴먼인터페이스 기기(HID), 대용량 저장 장치(MSC) 및 프린터를 
네이티브 드라이버가 설치된 서버로 간편하게 리다이렉션합니다.

USB 장치 지원을 위한 로컬 드라이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공간 활용 L350은 LCD 모니터의 편리한 VESA 장착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350 접속단말기를 LCD 모니터 뒤에 장착하여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L350: 이더넷 가상화 데스크탑

L350 연결

1. DVI-D 디지털 비디오 출력

2. 10/100 Mbps 이더넷

3. 키보드 & 마우스용 USB 2.0 포트 2개

4. 마이크 잭(16bit/22kHz 고품질 오디오)

5. 스피커 잭(16bit/22kHz 고품질 오디오)

6. High-Speed USB 2.0 포트 2개

7. 12V DC in

8. On/off 스위치

➋➊ ➌ ➍ ➎ ➏ ➐ 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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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0: 이더넷 가상화 데스크탑

하드웨어 설명

제품 구성* L350 접속단말기, 파워 어댑터, NComputing vSpace 소프트웨어 CD/라이센스, 빠른 
설치 안내서 및 VESA-호환 모니터용 마운팅 브라켓.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이크 및 기타 주변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크기 너비: 115 mm, 깊이: 115 mm, 높이: 30 mm

무게 154g.  제품포장 중량(전원 어댑터, 포장 및 문서 등 포함) : 0.77kg

전원 12 VDC 전원 (110/220 자동 전환)

소비전력 5W (외부 USB 장치는 별도임)

LED 표시 전원, 네트워크 연결 및 활동 상태

디스플레이 해상도 화면 해상도 (24 bit color) @60Hz

640x480, 800x600, 1024x768, 
1280x1024, 1600x1200

와이드 화면 해상도 (24 bit color) @60Hz

1280x720, 1280x800, 1360x768, 
1366x768, 1440x900, 1600x900, 
1680x1050, 1920x1080, 1920x1200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1 x DVI-D 디지털 비디오 출력

모니터 절전 모드 절전 모드 지원 (VESA 지원 모니터)

네트워킹 10/100 Mbps 스위칭 이더넷

오디오 16 bit / 22kHz 고품질 디지털 오디오, USB2.0 오디오 장치 지원, 3.5mm 스테레오 
오디오 잭 연결

주변장치 지원 USB 2.0 키보드 & 마우스

High-speed USB 2.0 포트 4개 (full USB 리다이렉션)

외장 USB를 통한 스마트카드 리더 지원

하드웨어 내부 Solid-state디자인. 유동 부품, Fan 및 사용자 저장 장치 없음. 내장된NComputing 
펌웨어와 NComputing Numo System-on-Chip

멀티미디어 지원 대부분의 미디어 포맷에 대해 하드웨어 가속 2D 그래픽 지원, 하드웨어가속 비디오지원

데이터 보안 로컬 데이터 저장 장치가 없음. 사용자와 디바이스 정책에 의해 USB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음

신뢰성(MTBF) 100,000시간 이상 (40°C에서 Bellcore Issue 6 TR-332, Case 2, Part I을 이용해 계산).

인증 FCC Class B, CE, KCC, RoHS

사용환경 • 온도: 섭씨 0 ~ 40도

• 상대 습도: 10 ~ 85%(비응축)

• 미세먼지나 진동이 심한 환경에서 사용자제

최대 연결 사용자 수 NComputing vSpace Server 환경에서 최대 100 명의 사용자

PC 구성 권장 하드웨어 구성 가이드 참조 www.ncomputing.com/support

소프트웨어 설명

지원 운영 체제** 최신 지원 버전에 대해 vSpace operating system compatibility matrix 참조

사용자 소프트웨어 User eXperience Protocol (UXP)기반의 NComputing vSpace Server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

* 해당 소프트웨어 벤더 정책에 따라 
Host PC 및 L350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액세스 및 OS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Microsoft 운영체제 라이선싱 및 세부 

기술 사항은 www.ncomputing.
com/mslicensing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computing.com/support
https://ncomputing.box.com/shared/static/mt4uj0uwxsi679px5fc6e8kbt3qidpet.pdf
http://www.ncomputing.com/ms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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