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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동녹화시스템(S/W)준비물

▶ USB에는 4기가 이상의 파일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1. 노트북
- 개인노트북을 지참(플립드러닝 프로그램 설치 필수)하시거나

강의지원실에서 자동 녹화 소프트웨어 녹화용 노트북을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이크
- 강의실 입장 전, 강의지원실에 방문하시어

강의실 별 지정된 마이크를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관 : 과학관 2층 201호

▶ 전자관 : 기계관 110호(공과대학 행정실)

3. 저장장치
- 녹화 종료 후, 강의 영상을 담아갈 저장장치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SB, 외장하드 등) 



1. 배포된 파일을 클릭하여 FlippedCM프로그램 설치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프로그램설치



2. 설치가 완료된 후, <Flipped CM>프로그램을 실행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프로그램설치

3. 제품등록창에 배포된 제품 번호와 설치 장소(개인 컴퓨터일 경우
교수님 성함)을 입력하여 등록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프로그램설치

4. FlippedCM_Addins.exe 프로그램을 실행 후, 

이전 페이지와 동일한 제품번호를 등록해주세요. 



1. 노트북에 카메라 케이블(USB), 빔프로젝터(HDMI)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 MacBook은 녹화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 HDMI 지원 노트북 구비 (연결어댑터는 강의지원실로 문의)

▶ USB 허브가 필요하신 경우, 강의지원실에서 대여 가능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준비순서(1)

USB 허브



2. 강의지원실에서 대여한 마이크의 전원을 켜신 후, 프로그램을 실행해주세요. 

▶ 반드시 사전 세팅(케이블 연결 및 마이크 전원)을 완료하신 후,

FlippedCM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야 카메라,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준비순서(2)



※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 설정이 필요함 (최초 1회만 세팅 설정)

(대여 노트북은 준비 순서(3),(4) 필요 없음)

3-1. [장치설정]을 클릭해주세요.

3-2. [카메라/오디오 입력 설정]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설정해주세요.

1

2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준비순서(3)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준비순서(4)

※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 설정이 필요함 (최초 1회만 세팅 설정)

(대여 노트북은 준비 순서(3),(4) 필요 없음)

4. 카메라와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면,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5. 마이크가 정상 작동할 경우, 오디오 입력 알림창이 없어지고,
프로그램 우측 부분에 초록색으로 음량 높이가 표시됩니다.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상태마이크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주세요.

강의녹화를위한세팅 : 준비순서(5)



강의자동녹화시스템 : 녹화순서(1) 

1. 카메라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고 수업하실 교안(PPT,PDF 등)이
준비된 상태에서 원하는 템플릿 유형을 클릭해주세요. 



2. 녹화 준비가 완료되면 녹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 녹화 카운트다운 진행 후
강의 녹화가 시작됩니다.

▶ 강의 녹화가 시작되면
녹화 프로그램은
숨김모드(작업표시줄
아래로 창을 숨김)로
진행됩니다.

강의자동녹화시스템 : 녹화순서(2) 



녹화 중인 경우에는

빨간색 아이콘 으로,

녹화 대기 중인 경우에는

파란색 으로 나타납니다. 

3-1. 강의가 끝난 후, 작업표시줄(화면 아래쪽)에 ∧모양을 클릭하면
숨겨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①
②

강의자동녹화시스템 : 녹화순서(3) 



메뉴에서 [Full Windows]를

선택해주세요. 

3-2.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강의자동녹화시스템 : 녹화순서(3) 



4. 프로그램 화면이 나타나면 녹화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의자동녹화시스템 : 녹화순서(4) 



5. 녹화가 끝난 후, 프로그램 우상단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강의자동녹화시스템 : 녹화순서(5) 



6. 촬영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영상 파일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촬영하신 영상 파일(파일 형태: MP4 파일)을 가져오신 저장장치에
복사해주세요. 

파일명은 촬영 날짜 – 촬영시간
순으로 표시됩니다.

강의자동녹화시스템 : 녹화순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