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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위한 대학,
시스코 웹엑스로 시작하다

직면 과제
대면강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필요
단기간 내 도입 및 구현 가능성 필수
교강사 및 학생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 필요

혁신 성과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로 COVID-19 위기 속 대면강의 대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단기간에 원격강의 환경 준비 완료
경제성과 확장성, 보안 추가 보장
미래대학으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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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에 도입한
시스코 솔루션
Cisco Webex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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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개강을 연기하기로 결정 후, 온라인으로 수업을

서비스 2주차부터 효율성 입증, COVID-19 사태
이후에도 적극 활용 예정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 모색에 속도를

경희대학교는 시스코 웹엑스로 솔루션을 확정한 이후,

냈습니다. 세계정상대학을 목표로 글로벌 명성을 최우선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나누어 비대면 수업 진행 가이드를

과제로 추구해 온 덕분에 그 어느 대학보다 유학생 비중이

제작해 개강 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원활한 수업을

높았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 아래 한층 분주할 수밖에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스코 웹엑스 솔루션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몇 번 사용해 보면 쉽게 숙지가 가능할 뿐

경희대학교는 COVID-19 확산 우려로 개강 예정일의 2주

아니라 운영 과정의 안정성은 시스코가 전적으로 보장하기

“교육부가 COVID-19 확산 우려로 개강을 늦출
것을 권고한 직후 경희대학교는 대면강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모색에 나섰습니다. 실시간으로 양방향 원격강의를
지원할 뿐 아니라 단기간 내 도입 및 구현이
가능하며, 기능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신뢰할 만한
솔루션이어야 했습니다. 시스코 클라우드 컨퍼런싱
솔루션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는 경희대가
찾던 조건 이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웹엑스를
도입한지 일주일 후,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웹엑스를 통한 실시간 원격 강의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COVID-19 이후에도
대형강의, 보충강의 등에 시스코 웹엑스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미래
대학을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녹화 강의 대신 실시간 양방향 강의 방식 확정,
솔루션은 ‘시스코 웹엑스’ 기반으로

때문에 학교나 교강사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학교는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전면 대체하게 된

온라인 개강 첫 주에는 소소한 실수들이 발생하기도

만큼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학습동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강 2주차에 접어 들면서는 교강사 및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일방적인

학생들 모두 새로운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적응할 수

녹화 강의 대신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 방식을

있었고 대면강의에 못지않은 강의 품질에 만족했습니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최종 결정한 솔루션은

시스코 웹엑스는 교육 중 자료공유, 판서, 동영상 재생,

‘시스코 웹엑스(Cisco Webex)’로 전 세계 2억명 이상, 포춘

채팅, 퀴즈 등이 가능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기

글로벌 500대 기업 95%가 협업을 위해 일상적으로

때문입니다. 또한, 교강사와 학생 모두 강의실을 찾아 다닐

사용하며 이미 높은 신뢰성을 입증한 클라우드 컨퍼런싱

필요가 없으며, 수강 인원에 제약이 거의 없고 지구

솔루션 이었습니다. 강력한 컨퍼런싱 기능으로 교강사가

반대편에서도 언제든 수업 개설 및 참여가 가능한 것도

효과적으로 강의를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코의

큰 강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세계 25개의 웹엑스 전용 데이터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경희대학교는 COVID-19 사태를 계기로 시스코 웹엑스

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강사 모두

(Cisco Webex)를 통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가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PC나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미래대학으로 한발 더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기에 짧은 시간내 도입과 구현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임을 확인할 수

가능한 것도 큰 강점이었습니다. 즉, 시스코 웹엑스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희대학교는 COVID-19 사태가

경희대학교

기능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성, 사용편의성, 확장성,

진정된 이후에도 대형강의, 보충강의 등에는 실시간

유인태 컴퓨터공학과 교수

신뢰성, 보안 측면에서도 학교가 찾던 기대 이상의

양방향 원격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

솔루션이었습니다.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2020 시스코 및/또는 그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줄여주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처음 접하는 강의 방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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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웹엑스 솔루션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문의 전화 하기
080-377-0880
(상담 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
웹엑스 홈페이지 가기

상담 신청하기

시스코 코리아
트위터

시스코 코리아
페이스북

시스코 코리아
유투브

시스코 코리아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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