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웹 세미나 사용 메뉴얼

수정일 : 2014년 03월 13일

1. 로그인

서비스 신청 완료 후 할당 받은 도메인으로 웹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2. Adobe Flash Player 설정

대화방에 입장했을때 처음 물어보는 팝업창입니다.
여기서 카메라(웹캠) 및 마이크 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허용>을 누릅니다.

3. 마이크 설정

다음 마이크 설정하기 위한 창이 떠 있습니다.

① < 마이크로폰 변경 >을 클릭해서 마이크 장치를 설정합니다.

사운드카드 자체 마이크 장치 또는 마이크 내장된 웹캠을 선택합니다.
사운드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 <반향 줄이기>를 체크합니다.

마이크 장치를 올바르게 인식되었다면 위 그림과 같이 사운드 바가 활성화 됩니다.

② < 테스트음 재생 > 를 클릭해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체크합니다.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경우 사운드카드 또는 마이크장치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모든 설정과정을 마쳤으면 < 음성 연결 > 를 클릭합니다.

4. 웹캠 설정

웹캠을 설정하기 위해 왼쪽 상단 <웹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① 웹캠 또는 카메라가 연결된 비디오장치를 선택합니다.
② 영상사이즈를 선택합니다. (320x240, 640x480 사이즈중 택1)
③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면 비디오 프리뷰에 웹캠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④ (▶)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 Video Dock 에 활성화된 웹캠화면이 표시됩니다)

5. 화상 웹 세미나 버튼 전체 화면
화상 웹 세미나는 전체적으로 다섯 구역으로 나뉩니다.

① 현재 대화방에 참여 리스트
② 마이크 참여 리스트
③ 프리젠테이션 화면
④ 채팅 화면
⑤ 비디오 활성 유지 화면

6. 대화 참여자 및 리스너 리스트

현재 대화 참여자, 리스너 정보 및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① 대화 참여자 닉네임 표시
② 현재 상태 표시 (거수여부, 웹캠여부, 발표자 정보 등)
③ 발표자 변경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만)
④ 거수표시
⑤ 마이크를 통해 말하고 있는 이 표시
⑥ 개별 조용히 시키기 → 기능 사용시 해당 유저 마이크에 빨간 사선표시가 생김
⑦ 전체 조용히 시키기 → 기능 사용시 모든 유저 마이크에 빨간 사선표시가 생김

7. 프리젠테이션

발표자에게만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활성화 되고, 나머지 참여자는 발표자가 진행하는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① 프리젠테이션 할 파일 업로드 → < 7-1. 프리젠테이션 파일 업로드> 설명 참조
② 프리젠테이션 화면 선택
③ 화면 배율 조절 (100% ~ 400%)
④ 화면 상하좌우 조절
⑤ 판서 기능 활성화 → < 7-2. 판서 기능> 설명 참조

7-1, 프리젠테이션 파일 업로드

① (+) 버튼을 눌러 프리젠테이션 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프리젠테이션 가능한 파일 : PDF, MS WORD, EXCEL, POWERPOINT, IMAGE
TIP : 한글 파일명은 가급적 삼가하고, 영문 파일명으로 올려주세요
② Upload 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③ 업로드된 프리젠테이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단, 한글 파일명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④ (X) 버튼을 눌러 프리젠테이션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⑤ Show 버튼을 눌러 프리젠테이션 화면에서 보이게 합니다.

7-2. 판서 기능

①

자유로운 판서도구

②

네모 박스 그릴 수 있는 도구

③

둥근 원을 그릴 수 있는 도구

④ 모든 판서 초기화
⑤ 방금 전 판서한 것 되돌리기
⑥ 색상 변경
⑦ 선 굵기 변경

8. 채팅

기본적인 전체채팅, 개별 1:1 채팅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전체채팅
② 개별 1:1 채팅 활성화 및 글자 크기 설정(초기화면의 한글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
곳에서 12 이상으로 맞추면 됩니다)

③ 채팅화면 (대화명, 채팅내용, 시간순)
④ 채팅창에 띄울 내용 적는 곳

⑤ 색상 변경

9. 웹캠 화면

대화 참여자중 웹 캠이 활성화 되어 있다면, Video Dock 창을 통해 본인 및 상대방 웹 캠 화면이
분할되어 표시됩니다. 전체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 대화 종료 및 나가기
대화종료 및 나가려면 오른쪽 상단 Logout 을 누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