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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동녹화시스템 구축 강의실 현황

• 2020년 9월기준강의자동녹화시스템이구축된강의실은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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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강의실 건물 강의실

과학관

과학관 105호

강의동

강의동 101호

과학관 108호 강의동 102호

과학관 109호 강의동 104호

과학관 110호 강의동 107호

과학관 208호 강의동 108호

과학관 209호 강의동 205호

과학관 212호 강의동 210호

과학관 213호 강의동 211호

과학관 217호 강의동 213호

과학관 316호 강의동 214호



1. 노트북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이크
- 강의실 입장 전, 강의지원실에 방문하시어
강의실별 지정된 마이크를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동 1층 103호

▶ 과학관 2층 201호

3. 저장장치
- 녹화 종료 후, 강의 영상을 담아갈 저장장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SB, 외장하드 등) 

▶ USB에는 4기가 이상의 파일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준비물



강의 녹화를 위한 세팅(1)

1. 카메라전원확인
• 강의실천장에설치된모니터를통하여카메라가켜져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가켜져있지않은경우, 본문서 14p 내용을참고하시어
카메라를작동시킵니다).



강의 녹화를 위한 세팅(1)

2. 노트북설치
• 지참하신노트북에전원케이블, HDMI케이블을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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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Book은녹화시스템과호환이되지않습니다. 

▶ HDMI 지원노트북구비 (연결어댑터는강의지원실로문의) 

(강의녹화 tag가부착되어있는
케이블을연결하시기바랍니다)



강의 녹화를 위한 세팅(2)

3. 유선랜또는WIFI 연결

• 노트북에유선랜케이블포트가있을경우랜케이블을연결합니다.

• 유선랜케이블연결이어려울경우 WIFI를연결하며, WIFI연결시에는반
드시강의실별할당된 WIFI로접속하셔야합니다(패스워드: auto1234).

※ 강의실별할당된 WIFI로접속하지않을경우녹화가정상적으로진행
되지않으므로반드시강의실별할당된 WIFI로접속하여주시기바랍
니다(WIFI명내의강의실호수필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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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강의실 WIFI명 건물 강의실 WIFI명

과학관

과학관108호 auto recording s108

강의동

강의동101호 auto recording l101

과학관208호 auto recording s208 강의동102호 auto recording l102

과학관209호 auto recording s209 강의동107호 auto recording l107

과학관212호 auto recording s212 강의동205호 auto recording l205

과학관213호 auto recording s213 강의동210호 auto recording l210

과학관217호 auto recording s217 강의동211호 auto recording l211

과학관316호 auto recording s316 WIFI Password : auto1234



강의 녹화를 위한 세팅(3)

4. 유선랜또는WIFI 연결상태확인
•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등)를켠후주소창에 “210.119.31.152/h5”

를입력하여강의녹화컨트롤페이지로접속합니다.

• 강의녹화컨트롤페이지접속후페이지내강의실호실이정상적으로표
시되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만약호실이정상적으로표시되지않을경우, 해당강의실호실에맞는 WIFI를
다시잡아주시기바랍니다(5페이지 참조).

※ 유선랜을연결하실경우강의실호실은자동으로매치되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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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된강의실호실이맞게뜨는지확인



강의 녹화를 위한 세팅(4)

5. 강의교안(PPT) 띄우기

• 강의진행을위한교안(PPT 등)이있을경우, 노트북에교안을띄워주시
기바랍니다.

• 강의실내모니터에교안이정상적으로표시되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
랍니다.

6. 마이크확인
• 강의지원실에서수령하신마이크의전원을켜신후, 

정상작동하는지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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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모니터내이부분에교안이
정상적으로표시되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이크가정상작동할경우강의실내모니터우측이부분에 ↗
초록색으로음량높낮이가표시됩니다.



강의 녹화 진행(1)

1. 강의녹화를위한세팅이끝나면이제녹화를진행합니다.

2. 강의유형선택란하단의화면유형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화면유형은녹화진행중에도강의녹화컨트롤페이지에서수시로변경

가능하므로, 강의진행방법및강의내용에맞게변경하시어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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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녹화 진행(2)

3. 강의녹화컨트롤페이지에서 버튼을누르시면카운트다운
진행후녹화가시작됩니다.

4. 강의실내에설치된카메라는동작감지기능이탑재되어있어,   
강의중교수님께서필기등을위하여이동하실경우움직임을따
라가도록설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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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녹화 진행(3)

5. 강의녹화가시작되면강의실내모니터하단에타이머가작동하
며, 강의녹화컨트롤페이지에서도 ‘녹화중’으로표시됩니다.

6. 강의가끝난후에는강의녹화컨트롤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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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내에있는렉케이스에서강의영상을받아가시면됩니다. 

녹화영상 받기



2. 기기중앙의걸쇄를우측으로
90도돌려커버를엽니다. 

3. 커버오픈후가운데 USB포트에
지참하신저장장치(USB, 외장하드)를
꽂아연결합니다.

녹화영상 받기



4. 바탕화면 [강의영상복사] 폴더를클릭해주세요. 

녹화영상 받기



5. 폴더내영상파일의날짜를확인하시고, 
촬영하신영상파일(파일형태: MP4 파일)을복사해주세요. 

녹화영상 받기



6. 가져오신저장장치폴더에서영상파일을붙여넣기해주세요

녹화영상 받기



기타-카메라 수동조작 기능 안내

만약강의진행중카메라수동조작(카메라이동및줌인, 줌아웃등)
이필요하실경우강의실랙케이스내에서아래와같은모양의리모컨
을꺼내어사용하시기바랍니다.
※ 단, 강의실카메라는사용환경에맞게최적화세팅되어있으므로, 꼭필요한경우가

아니면수동조작은지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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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동버튼
(좌/우/상/하이동)

카메라줌인/줌아웃버튼 →
↙ 동작감지및최적화모드복구버튼

(3초이상누르기)

※ 리모컨으로카메라를수동조작할경우
카메라의동작감지기능이해제됩니다. 
그러므로카메라수동조작종료후다시
동작감지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
위버튼을 3초이상꾹누른후, 카메라가
다시원위치되는지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전원버튼 →
(카메라전원이꺼져있는경우
본버튼을누르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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