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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브레인스토

)밍

1. HDTV멍텅구리 를

Smart TV간단히 로 바

!꾸어 주세요

기존의 노트북이나 무거운 컴퓨터를 연결하여 오랜 부

, ,팅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간단히 제품을 연결하고

50 ( )초 부팅 초기부팅 으로 인터넷 및 게임 그리고 구글

.마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80P의 동영상 및 음악감상 그리고 가족사진등을 쉽고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XBMC미디어센터

, SNS, ( 4),블로그 온라인 쇼핑 주 간단한 문서 작성 그리고

.채팅 이용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과 설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리

.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HDTV고화질 를 통하여

유아용 컨텐츠를 보여주세

요

http://m.kids.daum.net/다음 키드짱

HDTV키드용 인터넷 컨텐츠를 에서

보여주세요

PC일반 노트북이나 태블릿 및 스마트폰과

같이 작은화면에서 유아들이 컨텐츠를 시청

하는 것 보다 큰 화면에서 보는 것이 좋습

.니다

3. HDTV고화질 를 통하여

EBS지난 방송 시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Pooq ( ) EBS유료 방송 시청 가능

EBS온에어

Pooq( )유료 를 통하여 지난 방송 시청 가능

4. HW유연한 확장

SD , USB HDD( 1)카드 메모리 스틱 및 외장 주 지원을 통하여 원하

.시는 컨텐츠를 어떤방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USB LAN USB USB허브를 통하여 유선 어댑터 및 오디오 그리고 카메

( 2) .라 주 도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원격 리모트 데스크탑
,가정내 또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 및 노트북을 원격 리모트 데스

MS OS OS HDTV크톱으로 윈도우 및 애플 를 연동하여 에서 사용

.이 가능합니다

Splashtop Remote Desktop ( )유료

Win OS OS및 맥 지원

6. HDTV대화면 를 통하

여 스마트폰 게임을 가

족과 함께

XBOX360 PS3 ,별도로 고가의 이나 등을 구입하지 않고 구글마

.켓에서 스마트폰 지원 게임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이외에 플라잉 에어 마우스 및 스마트폰

3) G주 을 이용하여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을 하실 수 있습

.니다

7. HW VDI-최저 비용으로 클

PC MS라우드 를 통하여 윈

OS도우 활용 가능

LG CNS - MS Win7 OS PC클라우드 구현 가능

8. ?당신이 전문가라면

/ OS우분투 루분투 부팅 가능

DLNA

미디어 서버 활용
FTP ,서버 웹서비 응용가능

NAS .서버와 연동하여 컨텐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토렌트 지원

9. PC저전력

10. 설치 용이성

TV , , ....거실 에서 영화를볼려고하면 노트북들고와서 케이블연결 무선마우스 무선키보드접속 너무나도

MK802 II .복잡한절차들을 는 간편하게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케이블 방송 시청 (HD ), .티빙 급 에브리온과 같은 유료앱을 통하여 케이블 방송을 쉽게 시청 할 수 있습니다

Eddy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