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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녹화시스템주요기능

강의녹화시스템이 설치된 강의실에서 윈도우 10의 카메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

게 강의를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강의 녹화 기능

나. 실시간 강의 기능

• 촬영 구도 설정 기능을 통해 손쉽게 구도 전환이 가능하며, 카메라 줌인/줌

아웃 등의 모든 조작은 리모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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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녹화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업(Webex, Zoom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강의실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인식하여 Webex, Zoom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및 특강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의실에 비치된
리모콘으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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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녹화시스템설치강의실

강의녹화시스템 설치 강의실에는 천정에 카메라와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리모

컨과 핀마이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링용 TV 카메라 리모콘 TV 리모콘

• 카메라 촬영 구도 전환 등의 기능은 리모콘을 통해 조작 가능합니다.

• 전자교탁에 연결된 핀마이크를 통해 음성이 PC로 입력됩니다.

(강의 녹화 또는 실시간 강의 시 반드시 핀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며, 현장에 핀마

이크가 없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로 문의)

[교내 강의녹화시스템 구축 강의실: 총 39개 강의실]

- 전체 강의실 리스트: http://www.jj.ac.kr/ctl/rental/lectureroom.jsp

http://www.jj.ac.kr/ctl/rental/lectureroo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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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녹화절차

1) 전자교탁 PC와 천정에 설치된 TV의 전원을 켭니다(TV 전원은 리모콘 이용).

2) PC에 핀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강의 음성이 해당 핀마이크를 통

해 PC로 입력되어 녹화됨)

가. 진행 전 준비 절차

[윈도우 10에서 마이크 연결 테스트 방법]

1. 마이크가 PC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작 > 설정 > 시스템 > 소리를 선택합니다.

3. 소리 설정에서 입력 > 마이크 테스트로 이동하여 마이크에 대고 말할 때 표시되는

파란 바를 찾습니다. 바가 움직이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4. 바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선택하여 마이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시작 > 카메라 앱을 실행합니다.

나. 녹화 진행 절차

2) 카메라 화면이 PC(또는 TV)에 출력됩니다.

3) 카메라 앱 우측 동영상 촬영 버튼을 클릭

해서 녹화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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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구도전환

카메라 리모콘을 통해 강의 녹화 중 손쉽게 촬영 구도를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리모콘 번호별 사전 설정된 촬영 구도

카메라 리모콘 [0번] 강의실 전경

[1번] 정면 [2번] 교탁 [3번] 왼쪽 판서

[4번] 중앙 판서 [5번] 오른쪽 판서 [9번]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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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강의진행절차

1) 전자교탁 PC와 천정에 설치된 TV의 전원을 켭니다.

2) PC에 핀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PC의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실시간 수업

진행 불가).

가. 진행 전 준비 절차

1) 사이버캠퍼스 화상강의 등록 후 시작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Webex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웹캠으로 자동 인식하므로 추가적인 설정 없이 실시

간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Google Meet, Zoom 등도 이용 가능).

나. 실시간 강의 진행 절차(Webex 기준)

[Webex 프로그램 실행 화면]



-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063)220-292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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