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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cZoom Creator Pro에 대하여
DocZoom Creator Pro는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부터 강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DocZoom 기반의 개인용 교육 컨텐츠 저작 도구입니다.
DocZoom Creator Pro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용 컨텐츠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및 사용자 인터렉션 기능을 추가하여 고품질의 교육용 컨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판서 기능과 확대/축소 기능을 통해 강의 시 기존 수업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빠르고 쉽게 온라인용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DocZoom으로 강의하는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강의하는 화면과 웹캠 영상을 같이 녹화해줌으로써 녹화되는 강의 영상을 보다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스크톱 화면에 판서를 하면서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화면과 다중 웹캠 영
상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DocZoo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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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기능 둘러보기
2.1. DocZoom 대시보드 둘러보기
바탕화면 또는 시작 메뉴에서 DocZoom Creator Pro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 내에서 마우스 또는 터치만으로 DocZoom Creator Pro의 대부분의 기능을 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DocZoom 대시보드라고 불립니다.
DocZoom 대시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DocZoom의 목록을 미리 보기와 함께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정렬 순서와 태그를 이용
하여 보기를 원하는 DocZoom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새 DocZoom을 생성하거나 DocZoom 화면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DocZoom과 녹화된 비디오를 실행/관리/편집/삭제할 수 있습니다.
각 버튼 및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이 툴팁으로 제공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목록에 표시할 컨텐츠 종류

모아놓았습니다.

를 변경합니다.

생성된 DocZoom의 목록을

DocZoom 아이템의 크기 조절, 목록 갱신, 가

보여줍니다.

져오기, 도움말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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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우측 상단의 My DocZooms 와 My Videos을 누르면 주 목록에 표시할 컨텐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My DocZooms 를 선택하면 [내 문서\My DocZooms] 폴더에 있는 모든 DocZoom을 목록
에 표시합니다. 이 폴더는 DocZoom의 기본 생성 폴더이며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y Videos 를 선택하면 [내 문서\My DocZoom Screen Records]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모
든 DocZoom 화면 영상들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폴더는 DocZoom 화면 녹화 영상이 저장
되는 기본 폴더이므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 PC에서 생성된 DocZoom이나 녹화 영상을 새 PC로 옮기시려면 [내 문서\My
DocZooms] 폴더와 [내 문서\My DocZoom Screen Records] 폴더를 새 PC의 내 문서
폴더에 복사하시면 됩니다.
내 문서 폴더는 기본적으로 OS가 설치된 드라이브에 존재하는데, 내 문서 폴더를 다른
드라이브로 옮기시려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문서]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눌러서 속성 창을 열면 다음과 같이 내 문서 폴더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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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DocZoom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터치하면 다음과 같이 메뉴가 나타나고, MORE 버튼을
누르면 추가 메뉴가 표시됩니다.

주 메뉴

부 메뉴

주 메뉴에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 버튼들이 제공됩니다.
실행 – 현재 DocZoom을 엽니다.
삭제 – 현재 DocZoom을 삭제합니다. 삭제된 DocZoom은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편집 – DeepClick Editor가 실행되며, 현재 DocZoom에 링크, 사진, 동영상, 사용자 인터렉션
정보를 삽입/편집할 수 있습니다.
녹화 – 현재 DocZoom을 실행하고 DocZoom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합니다.
INFO – 현재 DocZoom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태그 등의 메타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
습니다.

부 메뉴에는 추가 기능이 제공됩니다.
배포 – 현재 DocZoom을 자동 설치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배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설정 – 뷰어의 모양이나 초기 페이지 레이아웃 등 현재 DocZoom 뷰어에 대한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표시합니다.
복제 – 현재 DocZoom의 사본을 생성합니다. 같은 DocZoom에 판서만 다르게 저장한다든지
삽입하는 동영상을 다르게 해야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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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메뉴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DocZoom 설정 편집 창이 열립니다.

각 옵션마다 툴팁이 제공되므로 해당 옵션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해당 옵
션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설정] 탭에는 자주 사용되는 설정 프리셋이 미리 제공되어 한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원
하는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빠른 설정 버튼을 누르면 어떤 설정값들이 반영되는지 표시
해줍니다. 만약, 기본 제공되는 빠른 설정값 이외에 다르게 설정하고 싶으시면 각 설정을 원하시
는 대로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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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능] 버튼을 누르면 추가 기능 메뉴가 열립니다.

PDF로 DocZoom 주석 내보내기
DocZoom에 삽입한 판서와 메모를 그대로 PDF 주석으로 변환된 PDF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DocZoom에 삽입한 주석을 PDF로 그대로 전환하여 PDF 파일 형태로 손쉽
게 외부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Genuine IT expert

9

2.2. DocZoom 검색 및 필터링하기
대시보드에 나열된 DocZoom 항목들 중 원하는 항목을 검색하시려면 검색 패널에 검색어를 입력
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해당 단어를 포함한 DocZoom만 표시됩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은 채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모든 항목이 표시됩니다.
각 DocZoom에 태그를 미리 입력해놓은 후 [태그 목록] 버튼을 누르면 전체 태그 목록이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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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목록 패널에서 각 태그를 클릭하면 해당 태그를 가진 항목들만 표시됩니다.
각 DocZoom 항목의 Info 버튼을 누르면 태그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태그
를 지정하시려면 “태그1, 태그2”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하나의 DocZoom 항목에
여러 개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어서 보다 다양하게 DocZoom 항목들을 분류하여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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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 설정
응용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대시보드 하단의 [응용 프로그램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
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응용 프로그램 설정 창이 열립니다.
[대시보드] 탭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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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저장소] 탭에서는 [내 문서\My DocZooms] 이외에 사용자 폴더를 DocZoom 생성/관
리 폴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DocZoom 저장소는 DocZoom 컨텐츠 폴더를 포함하는 상위 폴더로서 다음과 같이 DocZoom 저
장소 폴더 바로 아래에 여러 개의 DocZoom 컨텐츠 폴더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때, 각
DocZoom 컨텐츠 폴더는 DocZoom 저장소 폴더의 1차 자식 폴더이어야 하며 그 하위 폴더에 위
치하는 DocZoom 컨텐츠 폴더는 대시보드에서 관리되지 않습니다.

DocZoom 저장소 폴더

DocZoom 폴더

DocZoom 폴더

DocZoom 폴더

DocZoom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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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저장소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의 DocZoom 목록에는 추가된 모든
DocZoom 저장소 안에 있는 DocZoom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DocZoom 기본값] 탭에서는 앞으로 생성되는 DocZoom의 기본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ocZoom 기본값]에서 설정하는 값은 앞으로 생성되는 DocZoom에만 적용되며 이미 생성된
DocZoom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DocZoom의 설정을 변경하시려면 각 DocZoom 아이템
위의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DocZoom 영역 배경 이미지 지정]과 같은 일부 설정은 [DocZoom 기본값 설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정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알림 창이 열립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
정 창의 DocZoom 기본값을 대시보드의 모든 DocZoom에 동일하게 반영하시려면 [DocZoom 기
본값을 모든 DocZoom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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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른 위치에서 DocZoom 가져오기
다른 PC 에서 생성된 DocZoom 을 DocZoom 저장소로 가져와서 대시보드에 표시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대시보드 우측 툴바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2) 가져오기할 DocZoom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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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한 DocZoom 을 추가할 DocZoom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DocZoom 폴더가 지정한 DocZoom 저장소 폴더로 복사된 후 대시보드 맨 처음
위치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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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cZoom 생성하기
DocZoom Creator Pro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DocZoo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DocZoom 대시보드에서 [DocZoom 생성] 버튼을 누른 후 생성할 원본 타입을 선택합니다.
PDF, 오피스 문서 및 기타 인쇄 가능한 문서 파일을 변환하시려면 [문서 파일]을 누른 후
해당 파일을 선택합니다.
스캔한 이미지 파일들을 하나의 DocZoom으로 만드시려면 [이미지 폴더]를 누른 후 해당
이미지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문서 파일의 경우 인쇄 가능한 파일만 DocZoom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윈도우 탐색기
에 해당 파일 포맷에 대한 인쇄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HWP 파일에서 아래한글 전용 폰트가 사용된 경우에는 아래한글 전용 폰트(HFT)를 트루
타입폰트(TTF)로 변경해줘야 정상적으로 변환됩니다. 문제 해결 장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
십시오.

2) 윈도우에서 DocZoom으로 생성할 파일을 연 후 DocZoom Printer로 인쇄합니다.

Genuine I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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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Creator

Pro를

설치하면

Microsoft

PowerPoint

애드인이

설치되어서

Microsoft PowerPoint의 메뉴에서 바로 DocZoo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능은
하위 버전 호환을 위해서 남아있으며 DocZoom Creator 버전 6부터는 PowerPoint 애드
인 대신 대시보드에서 pptx 파일을 선택하여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Microsoft PowerPoint 용 DocZoom 애드인에서는 DocZoom을 생성하면 하이퍼링크 자
동 마이그레이션 기능 등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 방법 중 하나로 DocZoom을 생성하면 잠시 후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Genuine I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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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위치를 My DocZooms로 선택하면 [내 문서/My DocZooms]폴더에 생성됩니다 (권장). 만약,
다른 폴더에 생성하시려면 대시보드 환경 설정의 DocZoom 저장소에 원하시는 폴더를 추가하신
후 해당 DocZoom 저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사용자 지정]은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남아있으며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생성된 DocZoom이 원본 문서와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DocZoom 랜더링 방식을
다른 타입으로 변경하여 다시 시도하십시오.

빌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위치에 DocZoom이 생성됩니다.
[빌드 옵션] 버튼을 누르면 빌드 옵션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생성되는 DocZoom의 품질, 크기,
생성 방법 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PC나 노트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되며, 저사양 넷북의
경우에는 기본값보다 품질을 약간 낮춰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생성되는 DocZoom 데이터의 Jpeg 품질을 지정합니다. 이 값을 올리면 결과 문서의 품질은
올라가나 용량이 커지고, 이 값을 내리면 문서의 품질은 내려가지만 용량이 작아집니다. 일반
적으로 95 정도면 충분하고, 문서 품질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100으로, 용량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90 정도로 설정하십시오.
해상도
생성되는 DocZoom 페이지의 DPI를 설정합니다. DPI를 높이면 고배율로 확대해도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생성되는 DocZoom의 크기가 커지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DPI인 96의 2배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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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크기
생성되는 DocZoom의 타일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일 크기가 작으면 저사양 PC
에서도 빠르게 확대축소가 되지만 파일 개수가 늘어나서 로딩 속도가 저하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256또는 그 이상의 값을 지정하십시오.
PDF 랜더링 엔진
PDF 파일을 DocZoom으로 변환할 때의 랜더링 방식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본값
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약, 생성된 DocZoom이 원본 문서와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타
입으로 변경하여 다시 시도하십시오.
메타데이터는 선택사항이며, 만약 제목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본 파일 이름이 사용됩니다.
태그는 “태그1, 태그2”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에 입력한 태그 목록이 표시됩니다.
태그를 입력해놓으시면 DocZoom 대시보드에서 원하시는 DocZoom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으며, 카테고리화할 수 있습니다.

DocZoom 생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다음에 할 일을 물어보는 창이 열립니다.

DocZoom 실행 – 생성된 DocZoom을 바로 열어줍니다.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창이 열
린 후 엔터를 입력하면 이 버튼이 작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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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터렉션 삽입 – DeepClick Editor가 실행되며, 현재 DocZoom에 링크, 사진, 비디오,
인터렉션 정보를 삽입합니다.
DocZoom 대시보드 실행 – DocZoom 대시보드를 실행합니다. DocZoom 대시보드가 이미 실
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작업 취소 – 생성된 DocZoom을 삭제하고 현재 창을 닫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창을 닫습니다. 이 때, 생성된 DocZoom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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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ocZoom 편집하기
DocZoom 대시보드에서 각 DocZoom 아이템의 메뉴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면 DocZoom에
링크, 사진, 비디오 및 사용자 인터렉션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DeepClick Editor가 실행됩니다.

DeepClick Editor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을 클릭하면 지정된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URL, 파일 등이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을 클릭하면 화면 중앙에 확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DocZoom 위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오버레이할 수 있습니다.
DocZoom 내부에 동영상이 박혀있는 것처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을 클릭하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팝업 형태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DocZoom 내부에 포토 앨범을 삽입하거나 팝업 형태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제공되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는 것 만으로도 쉽게 애니메
이션 효과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컨트롤이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DocZoom을 보는 사람의 사용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DeepClick Editor를 실행한 후 F1을 누르시면 각 기능에 대한 상세한 도움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DocZoom Dashboard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DeepClick Editor의 사용법을 동영

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Genuine I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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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DeepClick Editor를 이용하여 DocZoom 안에 비디오를 추가하는 예입니다.
1) 리본 메뉴의 컨트롤 그룹에서 [미디어 -> 미디어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영역만큼 컨트롤 영역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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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경로]의 맨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삽입할 WMV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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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영상이 이미지 영역을 꽉 채우게 만들기 위해 미디어 채우기 방식을 변경합니다.

6) 설정 변경이 다 끝났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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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있는 [DocZoom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8) 문서가 변경되었으므로 저장 확인 메시지가 뜨는데,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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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러면, 현재 DocZoom이 열립니다. 비디오를 삽입한 페이지로 이동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
영역 위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올라가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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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ocZoom Viewer 사용하기
5.1. 기본 사용법
DocZoom Viewer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스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킨을 변경하시려면 해당
DocZoom 항목의 부메뉴에서 DocZoom Viewer 설정 편집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
이 DocZoom Viewer 설정 창이 열립니다.

모든 스킨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버튼들은 하단의

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프리젠테이션용 스킨은 기본적으로 전체화면으로 실행되며 우측 하단의

아이콘을 누르면 툴

바가 표시됩니다.

각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기능 설명이 툴팁으로 제공됩니다.
프리젠테이션 스킨에서는 사용자가 실수로 DocZoom Viewer를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버튼이 툴바의 확장 메뉴에 있습니다.

Genuine IT expert

28

프리젠테이션용 스킨

일반 스킨은 항상 툴바가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사용자에게 DocZoom을 배포하거나 인터렉티브
매뉴얼 등을 만들 때 적합합니다.

일반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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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뷰어에서는 다양한 보기 모드를 제공합니다.

1 페이지 보기

2페이지 연속 보기

1페이지 연속 보기

2페이지씩 보기

가로 연속 보기

툴바의 확장 메뉴의 TOC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목차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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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기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사용자 책갈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해
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책갈피에 추가된 페이지만 표시해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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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반전 기능 사용하기
DocZoom 뷰어에서는 DocZoom 영역에 특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툴바의 확장 메뉴에서
FX 아이콘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특수 효과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DocZoom 영역의 색상을
반전한 예입니다. (키보드 R 키를 눌러도 반전할 수 있습니다.)
DocZoom 뷰어의 반전 기능을 이용하면 DocZoom으로 수업 진행 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
니다. 여러 가지 반전 모드가 제공되며 색상 반전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 R 키를 누를 때마다 다
른 모드로 변경됩니다.

기본 상태

일반 색상 반전

커스텀 색상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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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전 모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색상 반전
모든 색상이 반대로 뒤집히는 일반적인 반전 모드입니다.
커스텀 색상 반전
색상이 반전될 때 흰색이 검정색 대신 지정된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흰색 바탕의 문서를 반전
했을 때 일반 색상 반전 모드에서는 흰색이 검정색이 되는데 비해, 커스텀 색상 반전의 경우
흰색이 지정된 색상으로 바뀌며 일반 색상 반전보다 좀더 보기 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을 대체할 색상은 대시보드의 각 DocZoom 항목의 환경 설정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스케일 색상 반전
컬러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를 반전할 경우 컬러 이미지 부분이 상당히 눈에 거슬릴 수 있습
니다. 그레이 스케일 색상 반전은 반전을 한 후 그레이 스케일 효과를 같이 적용하여 반전된
컬러 이미지가 덜 눈에 거슬리게 해줍니다.
R 키를 여러 번 눌러서 반전 모드를 끌 수도 있으며, Shift + R를 눌러서 바로 반전 모드를 끌 수
도 있습니다.

문서에 따라서 반전했을 때 글자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전 강조 기능을
이용하여 글자를 좀더 굵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을 통해 반전 강조 기능 사
용시 선명도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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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강조 45%

커스텀 반전 기본 상태 (강조 0%)

커스텀 반전 강조 50%

문서의 상태, 글꼴 종류 및 색상에 따라서 강조량을 적절히 조절하십시오.
반전 강조를 조절하시려면 툴바에서 [특수효과 제어판 열기] 버튼을 누르거나 핫키
"Ctrl+Shift+Alt+E"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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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조 툴바 사용하기
대형 터치 스크린에서 DocZoom을 사용할 경우 화면의 폭이 너무 길어서 메인 툴바 이외에 이동
이 가능한 툴바가 있으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trl + t를 누르거나 메인 툴바에
서 보조 툴바 열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동 가능한 보조 툴바가 열립니다.

보조 툴바의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잡고 드래그하면 보조 툴바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판서 관련 버튼들이 표시되는데, DocZoom 판서뿐
만 아니라 현재 활성화된 팝업 판서 보드 등의 판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조 툴바는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Genuine IT expert

35

5.4. 키보드/마우스로 내용 탐색하기
키보드로 DocZoom 뷰어의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하여 문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Home, End 키를 누르거나 키패드의 +, - 키를 누르면 확대/축소됩니다.
PgDn, PgUp 키를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z 키를 누르면 영역 확대 모드로 전환됩니다.
i 키를 누르면 판서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핫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핫키의 목록은 5.8 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문서 영역을 더블클릭하면 확대됩니다.
Shift + 더블클릭하면 축소됩니다.
마우스 휠 모드가 확대축소모드일 경우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축소됩니다. 마우스 휠 모드
가 세로 스크롤모드인 경우에는 상하로 스크롤됩니다. 마우스 휠 모드는 툴바에 있는 버튼으
로 변경하시거나, 또는 마우스를 화면 우측 하단으로 가져가면 나타나는 컨트롤박스에서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ctrl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확대/축소가 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 세로로 스크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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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멀티 터치 제스처 사용하기
OS가 Windows 7 이상이고 멀티터치가 지원되는 장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제스처가 지원됩니
다.
각 장치마다 지원되는 터치 개수가 다를 수 있으며, Windows 7의 시스템 등록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멀티터치 장치의 멀티터치 성능과 품질에 따라서 제스처의 인식률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
Windows 7 홈 프리미엄부터 멀티터치가 지원되며, 그 이하 버전에서는 싱글 터치만 지
원됩니다.

한 손가락을 이용하는 싱글 터치 제스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스처 종류

설명
한 페이지 보기 또는 두 페이지 보기 모드에서 왼쪽 또는
위쪽으로 쓸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제스처는 손
가락으로 문서를 끌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화면 맞춤 상
태)에서 손가락을 쓸면 작동합니다.
한 페이지 보기 또는 두 페이지 보기 모드에서 오른쪽 또
는 아래쪽으로 쓸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제스처
는 손가락으로 문서를 끌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화면 맞
춤 상태)에서 손가락을 쓸면 작동합니다.
왼쪽 또는 위쪽으로 빠르게 쓸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
다. 확대된 상태에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해야 할 때 편리
합니다.

오른쪽 또는 아래쪽으로 빠르게 쓸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확대된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야 할 때
편리합니다.

손가락 1개를 2초 이상 눌렀다 떼면 화면 맞춤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이용하는 멀티 터치 제스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스처 종류
Genuine IT expert

설명
37

손가락 2개를 벌리거나 오므리면 확대/축소가 됩니다.

손가락 2개를 좌측 또는 상단으로 쓸면 이전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

손가락 2개를 우측 또는 하단으로 쓸면 다음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

손가락 2개를 좌측 또는 상단으로 빠르게 쓸면 첫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손가락 2개를 우측 또는 하단으로 빠르게 쓸면 마지막 페
이지로 이동합니다.

손가락 4개를 우측으로 쓸면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손가락 4개를 좌측으로 쓸면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손가락 2개를 2초 이상 눌렀다 떼면 판서 모드로 진입합
니다. 판서 모드에서 다시 하면 보기 모드로 돌아옵니다.

한 손가락을 누른 채로(Holding) 숫자 1을 쓰면 한 페이지
보기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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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가락을 누른 채로(Holding) 숫자 2를 쓰면 두 페이지
보기로 변경합니다.

한 손가락을 누른 채로(Holding) 숫자 3을 쓰면 가로 연속
보기로 변경합니다.

한 손가락을 누른 채로(Holding) 숫자 4를 쓰면 모두 보기
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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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판서 기능 사용하기
DocZoom Viewer에서는 강력한 판서 기능을 제공하여 태블릿 PC 및 전자 칠판의 효용성을 높여
줍니다. DocZoom Viewer의 판서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툴바에서 [펜] 아이콘을 누르
시면 됩니다.

DocZoom Viewer에서는 5가지 판서 모드를 제공합니다.

1) DocZoom 위에 판서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DocZoom 위에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판서 툴바는 기본적으로 하단에 숨겨진 채로 표시되는데, 다음과 같이 손쉽게 꺼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툴바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하면 툴바가 밖으로 나옵니다.
툴바가 화면 하단 근처에 있을 때 툴바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하면 툴바가 화면 아래쪽으로
Genuine I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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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습니다.
툴바의 일부 영역이 화면 아래쪽으로 나갈 때까지 툴바를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숨김 위치로
붙습니다.
툴바의 제목 표시줄을 잡고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6개의 판서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동 모드

마우스나 터치를 드래그하면 선이 그려지지 않고 판서 모드를 끈 것과 같이 작동
합니다. DocZoom을 드래그하거나 DeepClick 컨트롤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볼펜

굵기가 일정한 불투명 선을 그립니다.

형광펜

굵기가 일정한 반투명 선을 그립니다.

붓펜

붓글씨 같은 선을 그립니다. 입력 장치가 필압을 지원하는 경우에 스타일러스 펜을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달라집니다.

선 지우개

그려진 선을 지웁니다.

점 지우개

선의 일부분을 지웁니다.

판서 모드에서 두 개의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도
DocZoom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태블릿 PC에서 스타일러스 펜을 뒤집으면 자동으로 선 지우개 모드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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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속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펜의 두께와 색상을 고르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각
펜마다 두께와 색상이 기억되어 있어서, 펜 종류를 변경할 때마다 해당 펜의 설정값이 선택됩니다.

[펜 모드 변경] 아이콘 중 펜 아이콘을 연속해서 누르면 순차적으로 볼펜, 형광펜, 붓펜으
로 변경됩니다.
펜 색상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를 위해 펜 색상 선택 화면에서도 주요 판서 기능 버튼들
이 제공됩니다.
키보드 숫자 키 1~6과 ` 키를 이용하여 펜 색상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구 및 추가 기능]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판서 저장
판서 저장
모드 변경
판서
다시 불러오기
터치 입력 켜
기/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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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서를 바로 저장합니다.
판서 저장 모드를 변경합니다.
Auto: 판서 모드를 끄거나 뷰어를 종료할 때 현재 판서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Manual: 판서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만 판서가 저장됩니다.
저장된 판서를 다시 불러옵니다. 수동 판서 저장 모드와 같이 사용하면 효과적
입니다.
터치 입력을 끄면 터치로는 선을 그릴 수 없고 스타일러스 펜으로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터치와 스타일러스 펜이 동시에 지원되는 태블릿 PC에서 터치 입
력을 끄면 화면 위에 손을 대고 글씨를 쓸 때 원치 않는 터치 입력을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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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Palm rejection 기능) 터치 입력이 꺼진 상태에서 핀치줌과 같은 멀티
터치

제스처는

그대로

작동하며

스타일러스

펜으로는

판서를,

터치로는

DocZoom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 자동 보정
켜기/끄기

이 기능을 켜면 일정 길이 이상의 선을 자동으로 직선으로 보정해줍니다.

판서 저장 모드를 자동으로 하면 DocZoom 위에 그린 판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다음 번 실행
시 마지막 판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점은 판서 모드를 끌 때와
DocZoom 뷰어를 저장할 때입니다.
판서 저장 모드를 수동으로 하면 사용자가 판서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만 실제로 판서 데이터가 저
장됩니다. 수동 판서 저장모드는 판서를 미리 해놓고 여러 번 재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미리 판서를 해놓고 판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놓은 다음 추가 설명을 위해 판서를 더 추가
한 경우, 다음 번에 DocZoom 뷰어를 실행하면 사용자가 판서 저장 버튼을 누른 시점으로 돌아가
게 됩니다. 판서 다시 불러오기 기능은 수동 판서 저장 모드와 같이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터치와 스타일러스 펜이 동시에 지원되는 태블릿 PC에서 터치 입력을 끄고 필기를 하면 화면에
손을 대고 필기를 할 수 있으며 스타일러스 펜과 터치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편리하게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DocZoom 판서 모드에서 판서 툴바를 열지 않고 손쉽게 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 펜 색
상 변경 툴바가 제공됩니다. 펜 색상 변경 툴바는 확장/축소가 가능하며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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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화면을 녹화하거나 또는 저해상도 모니터에서 DocZoom을 사용할 때 하단의 DocZoom
판서 툴바가 보이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DocZoom 판서 툴바를 화면에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키보드 ‘k’ 키를 눌러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서 도구 서브 메뉴
메인 툴바
(화면 크기에 따라서 표시 안될 수 있음)

만약, DocZoom을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판서 툴바가 숨겨진 채로 판서 모드로 진입되게 하시려
면 대시보드에서 해당 DocZoom의 DocZoom 뷰어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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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판서 툴바를 숨기면 추가 펜 색상 변경 툴바도 같이 숨겨집니다.

Genuine IT expert

45

2) DocZoom과 사이드 칠판 나란히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DocZoom과 사이드 칠판을 나란히 열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별도의 영역에 판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드 칠판은 전문 판서 프로그램 수준의 강력한 판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4분면 시스템,
멀티 페이지 지원, 확대/축소 기능, 스트로크 단위의 복사/잘라내기/붙여넣기, 동영상 및 이미지 삽
입, 판서 저장 및 열기 등 디지털 판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DocZoom과 사이드 칠판의 위치를 맞바꿀 수 있으며, 사이드 칠판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DocZoom 쪽에도 같이 판서를 하시려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사이드 칠판의 한 페이지는 100% 확대 비율에서 실제 판서 영역의 1/4 만을 보여줍니다. 판서
모드를 [이동]으로 변경한 다음 드래그하면 나머지 숨겨진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로 축소하면 다음과 같이 4 개의 영역이 전부 표시가 됩니다.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사이드 칠판 영역을 더 많이 스크롤할 수 있으며 무한 판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판서 모드에서 마우스 더블클릭을 하면 볼펜↔이동 모드를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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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분면 영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사분면에는 문제를,
2 사분면에는 답을 적어놓고 문제와 답 사이를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으며, 내용이 길어질 경우
칠판을 올리면서 판서할 수 도 있습니다.
[이동] 모드에서 키네틱 스크롤이 지원되므로 빠른 속도로 드래그하면 한 번에 원하는 사
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칠판 모서리에 있는 작은 파란색 핀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사분면으로 바로 이동
합니다.

사이드 칠판은 멀티 페이지를 지원합니다. 우측 툴바의 좌측 화살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되며, 페이지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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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색상이나 두께를 변경하시려면 펜 속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펜 속성
팝업 창이 열립니다.

펜 속성 팝업 창에는 추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터치 입력을 OFF로 변경하면 터치 입력으
로는 판서를 할 수 없고 스타일러스 펜이나 마우스로만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터치와 스타일러
스 펜이 동시에 지원되는 태블릿 PC에서 터치 입력을 끄고 필기를 하면 화면에 손을 대고 필기를
할 수 있으며, 스타일러스 펜으로는 필기를, 터치로는 판서 보드를 스크롤 할 수 있어서 매우 편
리하게 판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서 기능에서 자동 선 보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을 켜면 일정 길이 이상의 직선에
가까운 선을 자동으로 깨끗한 직선으로 보정해줍니다.
사이드 칠판 영역에 동영상, 음성,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 위에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동영상과 이미지는 항상 현재 화면에 보이는 사분면에 삽입이 되며, 각 사분면마다 서로 다르게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한 경우 별도의 모드 전환 없이 판서와 동영상 재생 제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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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 영역의 모든 선은 [복사/잘라내기/붙여넣기/복제/이동]이 지원됩니다. 스트로크 레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취소/되돌리기/삭제]가 자유롭습니다.
선을 [복사/잘라내기/붙여넣기/복제/이동]하시려면 선택 버튼을 눌러서 선택 모드로 진입합니다.

선택 영역을 지정하면 선택 영역 하단에 툴바가 표시됩니다. 이 툴바에서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제/이동/붙여넣기] 모드에서는 전용 툴바가 표시되는데, 영역 스크롤, 선 색상 반전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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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누르면 사이드 칠판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재 페이지, 모든
페이지뿐만 아니라 판서의 일부 내용만 저장할 수 있어서, 판서 조각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서를 저장할 때 DocZoom Ink 형식으로 저장하면 나중에 판서를 불러올 때 처음에 판서한
상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며 벡터 형식으로 저장되므로 확대/축소를 해도 선명합니다. 또한
저장 당시의 판서 보드의 배경 색 및 삽입된 이미지도 같이 저장됩니다. PNG 이미지로 형식으로
저장하면 현재 판서 보드 또는 선택한 부분이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됩니다.
판서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은 모든 판서보드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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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툴바의

을 누르면 저장해놓은 판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장된 판서 파일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가져오기 옵션 창이 열립니다.

덮어쓰기
오버레이
지정된 영역에
삽입
맨 끝에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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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서를 모두 지우고 불러온 판서로 덮어씁니다.
현재 페이지의 판서를 그대로 놔둔 채 불러온 판서를 위에 겹쳐서 추가합니다.
저장된 판서 파일에 페이지가 1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불러온 판서 조각을 지정된 위치에 삽입합니다.
저장된 판서 파일에 페이지가 1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되어 있는 판서 페이지의 맨 뒤쪽에 불러온 판서 페이지들을 추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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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드 칠판만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이드 칠판을 전체 화면으로 열 수 있습니다.

사이드 칠판과 DocZoom이 같이 열린 경우에는 사이드 칠판의

아이콘을 누르면 사이드

칠판이 전체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넓은 화면으로 판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측 상단의
DocZoom으로 돌아가거나

를 클릭하여

아이콘을 눌러서 DocZoom과 사이드 칠판을 나란히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4) 가로 판서 스크린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DocZoom 영역을 덮는 가로 판서 스크린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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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서 모드에서는 판서 영역이 DocZoom 영역을 가로 방향으로 덮게 되며, 판서 영역 상단 테
두리를 드래그하면 판서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이용하면 DocZoom의 특
정 영역을 가려서 원하는 내용만 보여주면서 판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의
내용과 답이 한 페이지에 같이 있을 경우 문제의 답 부분을 판서 영역으로 가린 후 그 위에 판서
를 할 수 있습니다.

툴바의 확장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추가 툴바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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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바 위치 변경] 버튼을 누르면 메인 툴바의 위치를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5) 팝업 판서 보드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 판서 보드가 열립니다.

팝업 판서 보드는 마음대로 위치 및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서 본문의 특정 부분에 배치하여 판서
하거나, 특정 부분을 가려놓고 판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팝업 창을 최대화할 수 있
Genuine I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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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전체화면으로 판서를 할 수도 있으며, 최소화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열어서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팝업 창의 크기에 따라서 툴바에 표시되는 버튼이 달라지며 매우 작은 크기로 조절
해도 판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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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DocZoom 영역 캡쳐하여 활용하기

DocZoom의 특정 영역을 캡쳐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DocZoom의 특정 영역을 캡쳐하시려면 메인 툴바의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Ctrl + U] 핫키를 누르면 선택한 DocZoom 영역을 이미지로 캡쳐하여 판
서 보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강의 도중 문서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판서보드에 삽입된 이미지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새 페이지가 추가된 후 캡쳐된
이미지가 삽입됩니다.
영역 선택 할 때 좌측 상단의 옵션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캡쳐된 이미지의 배경색과 판서 보
드의 배경색을 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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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문서 내의 특정 부분만 떼어내어 강조하여 보여주고 싶은 경우에는 스포트라이트 팝업
창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Ctrl+Alt+U] 핫키를 누르면 선택한 DocZoom 영역을 이미지로 캡쳐한 후
스포트라이트 팝업 창에 표시해줍니다.

스포트라이트 팝업창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팝업창 핸들

툴바 영역

판서 가능 영역

기본적으로 캡쳐된 영역을 화면에 채워서 표시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캡쳐된 영역이 크게 확
대되어서 표시됩니다.
캡쳐된 내용의 바로 위쪽을 잡고 드래그하면 팝업창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희미하게 툴바가 희미하게 표시됩니다.
툴바의 버튼을 이용하여 팝업창을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변경된 확대 비율은 DocZoom 뷰
어를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번 캡쳐시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본적으로 캡쳐된 내용에 판서를 할 수 있으며, 판서 툴바를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
다.
가로로 길게 캡쳐한 경우에는 캡쳐된 내용 하단에 약간의 판서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며, 여기
에 추가적으로 판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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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메모 기능 사용하기
DocZoom 문서 영역 위에 간편하게 메모를 삽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cZoom 위에 메모를
삽입하려면 메인 툴바에서 메모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메모를 삽입할 위치를 클릭하면 메모가 삽입되면서 메모 입력창이 열립니다. 메모를 삭제하시려면
메모창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메모창에는 텍스트 입력 모드와 필기 모드가 있으며 [T]
아이콘을 누르면 모드가 전환됩니다. 메모창에 입력한 텍스트와 선은 모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
다.

다음과 같이 메모창의 크기 및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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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창을 닫으면 다음과 같이 선택한 위치에 메모가 삽입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삽입된
메모의 위치를 이동하시려면 메모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삽입된 메모 내용/위치/색상/메모창의 크기가 자동으로 저장되며 다음 번 실행 시 그대로 유
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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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화면 가리기 기능 사용하기
화면 가리기 기능은 DocZoom의 특정 영역을 특정 색상으로 가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수업 진행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단어를
빈 칸으로 만들거나 답을 가린 후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려진 부분을 클
릭하면 가린 부분이 표시가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가려집니다. 이렇게 추가된 화면 가리기
위젯들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다음 번 실행 시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DocZoom Creator Pro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인증되어 있으면 DocZoom 뷰어의 메인 툴바
에 화면 가리기 위젯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 가리기 위젯 툴바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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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h 키를 눌러서 화면 가리기 위젯 툴바를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툴바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 가릴 부분을 지정해줍니다. 이 때 색상 버튼을 누르면 가리는 색상
및 테두리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핫키는 h 입니다. 스냅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 맞춤
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선택한 부분이 가려집니다.

가려진 부분을 클릭하면 가려진 부분이 다시 보이고, 한번 더 클릭하면 다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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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가리기 위젯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를 서로 다른 색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툴바의 [보이기/숨기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의 모든 화면 가리기 위젯을 한꺼번에 가리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핫키: shift + h)

추가된 화면 가리기 위젯을 삭제하시려면 툴바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한 후 삭제할 위젯을 선택
합니다.

현 재 페이지의 모든 화면 가리기 위젯을 삭제하시려면 [비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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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가리기 위젯의 저장 모드에는 자동 저장 모드와 수동 저장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 모드

수동 저장 모드

자동 저장 모드에서는 화면 가리기 위젯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수
동 저장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만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수동 저장 모드는
특정 시점의 상태를 유지시켜야 할 경우, 예를 들면 수업 도중 임시로 추가한 화면 가리기 위젯이
저장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와 같을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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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가한 화면 가리기를 PDF로 그대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더 많은 기능
창에서 PDF로 DocZoom 주석 내보내기를 누른 후 [화면 가리기 위젯을 포함합니다.]를 체크하시
면 추가된 화면 가리기가 PDF 파일에 그대로 내보내기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손쉽게 문제
PDF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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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키보드/리모컨으로 DocZoom Viewer 조작하기
DocZoom Viewer에서는 키보드 및 리모컨으로 DocZoom Viewer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이 핫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키를 리모컨에 지정하면 리모컨으로 DocZoom Viewer의
기능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서 핫키는 상황에 맞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서 보드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판
서 보드 핫키로 작동하며 판서보드가 열려있지 않으면서 DocZoom 판서 모드인 경우에는
DocZoom 판서 핫키로 작동합니다.
모든 영어 핫키는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DocZoom 조작
각 화살표 키

해당 방향으로 DocZoom 스크롤

PgUp

이전 페이지

Shift + PgUp

처음 페이지

PgDn

이전 페이지

Shift + PgDn

마지막 페이지

Space/Enter

다음 페이지

Backspace

마지막에 본 페이지로 이동

키패드+/End

확대

키패드-/Home

축소

F
Ctrl + F

폭 맞춤

Z

영역 확대 모드 켜기

1

한 페이지 보기로 전환

Ctrl + 1
2
Shift + 2

한 페이지 연속 보기로 전환
2 페이지 보기로 전환
두 페이지 연속 보기로 전환

3

가로 연속 보기로 전환

4

모두 보기로 전환

Ctrl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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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판서 기능 조작
I
Shift + I
O
Shift + O
Shift + Ctrl + O
U
M

DocZoom 판서 모드/일반 모드 전환
DocZoom 판서 모드 (판서 툴바 숨김 상태)
전체 크기로 사이드 판서 열기/닫기
(사이드 판서가 열린 상태에서 누르면 모든 사이드 판서가 닫힘)
가로 판서 스크린 열기/닫기
반절 크기로 사이드 판서 열기
팝업 판서 보드 열기/닫기
판서 툴바의 펜 모드 변경
(누를 때마다 이동→볼펜→형광펜→붓펜→선지우개→점지우개로 전환됨)
판서 툴바의 펜 종류 변경

Shift + M

(누를 때마다 볼펜↔형광펜으로 전환됨, 볼펜이나 지우개나 이동 모드인 경우
에는 볼펜 모드로 전환됨)

Ctrl + M

판서 툴바의 펜 종류 변경 (역방향으로 순환됨)

Q

이동 모드로 전환

E

지우개 모드로 전환

C

현재 페이지 판서 지우기

Shift + C

모든 페이지 판서 지우기
DocZoom 판서 모드일 경우에 숫자 1~6키를 누르면 페이지 레이아웃 변경

숫자 1~6

대신 펜 색상 변경으로 바뀝니다. 이 때, 각 숫자 키는 DocZoom 판서 패널
의 펜 색상 배치 순서를 따릅니다.

Shift + 1~9
`
K

펜 색상을 변경합니다. 이 때, 각 숫자 키는 대상 판서 기능의 펜 색상 배치
순서를 따릅니다.
DocZoom 판서 모드일 경우 펜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DocZoom 판서 모드 및 전체 판서 보드에서 판서 툴바를 보이게 하거나 숨
깁니다.

Ctrl + C

선 복사를 위해 선택 모드로 진입

Ctrl + V

선 붙여넣기

Ctrl + X

선 잘라내기를 위해 선택 모드로 진입

Ctrl + Z

되돌리기

Ctrl + G

모눈 종이 모드 순환 (판서 보드 전용)

Ctrl + L

자동 선 보정 켜기/끄기 (모든 판서 기능에서 지원함)

Ctrl + Pg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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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PgUp

판서보드 다음 페이지
특수 효과
DocZoom 영역 색상 반전.

R

키를 누를 때마다 일반 색상 반전→커스텀 색상 반전→그레이 스케일 색상
반전→반전 끔 순서로 순환됨

Shift + R
Ctrl + Alt + R
Ctrl + Alt + Shift + E

모든 DocZoom 특수 효과 제거
그레이 스케일 색상 반전
특수효과 제어판 열기
DocZoom 영역 캡쳐

Ctrl + U
Ctrl + Alt + U

DocZoom 영역 캡쳐 후 판서보드에 삽입
DocZoom 영역 캡쳐 후 스포트라이트 팝업창에 삽입
화면 가리기 위젯

Ctrl + H
H
Shift + H

화면 가리기 위젯 툴바 표시
화면 가리기 위젯 추가
현재 페이지의 모든 화면 가리기 위젯 보이기/숨기기
DocZoom 자막 제어

Ctrl + Shift + PgDn

자막 크기 감소

Ctrl + Shift + PgUp

자막 크기 증가

Ctrl + Shift + ↑

자막 위치를 위쪽으로 이동

Ctrl + Shift + ↓

자막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

Ctrl + 숫자패드4

자막 좌우 여백 감소

Ctrl + 숫자패드6

자막 좌우 여백 증가
DeepClick 미디어 제어
현재 미디어 플레이어 재생/일시 정지

P

(열려있는 팝업 미디어 플레이어가 가장 우선되며, 팝업 창이 열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어됨)

,

10초 이전으로

.

10초 다음으로
웹캠 패널 제어

Ctrl + -

웹캠 패널 최소화

Ctrl + =

웹캠 패널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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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Shift + = 또는
Ctrl + Shift + Ctrl + \

웹캠 패널을 보통 크기로 복원
웹캠 패널 위치 순환 이동
녹화용 웹캠/DocZoom 레이아웃 프리셋 적용

6

표준 녹화 레이아웃

7

2.5D 효과 레이아웃 (웹캠 창이 왼쪽에 있음)

8

2.5D 효과 레이아웃 (웹캠 창이 오른쪽에 있음)

9

웹캠 영상 확대 레이아웃

0

웹캠 영상 숨김 레이아웃
다기능 키*

A

W

D

X

DocZoom 보기 모드

이전 페이지

DocZoom 판서 모드

펜 종류 전환

미디어 재생 모드

10초 이전으로

DocZoom 보기 모드

페이지 맞춤

DocZoom 판서 모드

이동 모드로 전환

미디어 재생 모드

페이지 맞춤

DocZoom 보기 모드

다음 페이지

DocZoom 판서 모드

펜 색상 변경

미디어 재생 모드

10초 다음으로

DocZoom 보기 모드

영역 확대 모드

DocZoom 판서 모드

지우개 모드로 전환

미디어 재생 모드

현재 미디어 플레이어 일시 정지

다기능 키의 미디어 재생 모드는 미디어가 재생중인 동안만 작동합니다.
다기능 키는 다음과 같이 리모컨의 각 방향키에 지정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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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사전 기능 활용하기
DocZoom Creator Pro 용 DocZoom Viewer 에서는 간편하게 문서 안의 단어를 온라인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검색하기를 원하는 단어 위에서 2 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해당 단어가
인식되면서 사전 창이 열립니다.

DocZoom 뷰어의 사전 기능은 온라인 사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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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ocZoom 배포하기
DocZoom 대시보드의 DocZoom 아이템의 메뉴에서 [패키지 만들기] 아이콘을 누르면 현재
DocZoom을 자동 설치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각 패키지 타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DocZoom 컨텐츠 (자동 인스톨러)
DocZoom Viewer를 제외한 DocZoom 컨텐츠 파일만을 포함하는 설치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상대방이 DocZoom Creator나 DocZoom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단독 응용 프로그램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설치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설치 파일로 설치하면 바탕화
면과 시작 메뉴에 현재 DocZoom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단축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Genuine IT expert

71

DocZoom + DocZoom 갤러리
DocZoom 컨텐츠와 DocZoom 갤러리를 포함하는 설치 파일이 생성됩니다. 상대방에게 지속
적으로 DocZoom을 배포하는 경우에 용이합니다.
DocZoom 갤러리는 DocZoom 대시보드에서 DocZoom 열람 기능만을 제공하는 무료
DocZoom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DocZoom을 다른 사람이 편집하도록 허용]을 체크하면 생성되는 설치 파일에 DeepClick 정
보를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이 포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DocZoom을 편집하지 못하게 하시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만약, DocZoom Management Server에 계정이 있고 DocZoom Creator용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패키지 타입]에 [DocZoom Server용 패키지] 옵션이 추가됩니다. 이 옵
션을 이용하면 DocZoom Creator로 생성된 DocZoom을 DocZoom Management Server에 바로 추
가할 수 있습니다.

DocZoom Creator에서 생성된 DocZoom을 서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DocZoom에 추가
한 동영상을 인코딩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디어 인코딩] 버튼을 누르
면 DocZoom에 삽입된 동영상 파일들을 자동으로 인코딩해줍니다. 만약 적절한 미디어
인코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i 아이콘을 눌러서
안내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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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더 많은 기능 사용하기
DocZoom Creator Pro에서는 DocZoom Creator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7.1. 일반 작업용 추가 기능 사용하기
대시보드에서 [추가 기능]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추가기능 목록 창이 열립니다.

[추가 기능] 창에서는 수업/강의 활동에 유용한 기능들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추가
기능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선택하면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제공되는 추가 기능 중 DocZoom Screen Teacher는 해당 장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제공되는 추가 기능 중 DocZoom Remote Control은 해당 장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7.2. 각 DocZoom에 대한 추가 기능 사용하기
각 DocZoom에 대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각 DocZoom 아이템의 부메뉴의 [더 많은 기
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이템 메뉴가 [더 많은 기능] 메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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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PDF로 DocZoom 주석 내보내기
DocZoom에 삽입한 판서와 메모를 그대로 PDF 주석으로 변환된 PDF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DocZoom에 삽입한 주석을 PDF로 그대로 전환하여 PDF 파일 형태로 손쉽
게 외부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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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ocZoom Screen Teacher 사용하기
DocZoom Screen Teacher는 화면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확장 프로그
램입니다.
DocZoom Screen Teacher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마음대로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위에 여러 개의 웹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웹캠 화면에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전용 모드를 제공합니다.

DocZoom Screen Teacher를 실행하시려면 대시보드에서 [추가 기능] 버튼을 한 후 [DocZoom
Screen Teacher]를 선택하여 실행하십시오.

DocZoom Screen Teacher는 화면 녹화할 때에도 사용되며 단독으로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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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기본 기능
DocZoom Screen Teacher가 실행되면 화면 왼쪽 하단에 반투명 툴바가 나타납니다.

메인 툴바의 버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우스 커서 모드

판서 모드

마우스 커서 모드
(핫키: F2)
판서 모드
(핫키: F3)
웹캠 위젯 열기
더 많은 기능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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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위젯 열기

더 많은 기능

프로그램 종료

일반 데스크톱 화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프
로그램을 실행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위에 판서를 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UI를 클릭할 수 없고 판
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UI를 제어하시려면 판서
툴바에서 커서 모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웹캠 위젯을 올립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웹캠 위젯을 화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마우스 커서 모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추가 기능 버튼들을 표시합니다.
DocZoom Screen Teacher를 종료합니다. (모드에 따라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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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툴바의 반투명 테두리 부분을 잡고 끌면 툴바를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 버튼을 누르면 확장 메뉴가 열립니다.

선택한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어서 슬라이드쇼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 모드
파워포인트 열기

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지원되는 판서 기능보다 훨씬 편리하고 강력하게
판서하면서 슬라이드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그대로 이미지로 캡쳐하여 저장합니다. 이 때, 메인 툴바와 판

화면 저장

서 툴바가 숨겨진 채로 캡쳐가 됩니다. JPG 또는 PNG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 열기

영역 캡쳐 후
판서 보드 열기

캡쳐된 이미지들의 저장된 폴더를 열어줍니다.
화면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이미지로 캡쳐 한 후, 캡쳐된 이미지를 판서
보드에 삽입합니다. 화면의 특정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할 때 유용한 기능입
니다. (핫키: F6)

판서보드 1 열기

이동형 팝업 판서보드 1을 엽니다. (핫키: F7)

판서보드 2 열기

이동형 팝업 판서보드 2를 엽니다. (핫키: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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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제어판

환경 설정

여러 개의 웹캠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웹캠 제어판 창을 엽니다.

프로그램 환경 설정 창을 엽니다.

환경 설정 창에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판서를 지웁니다.]를 선택하면 마우스 모드 변경 또는
화면 배경 색상 변경 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판서를 지워줍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응용 프로그
램 사용법을 설명할 경우 유용합니다. 만약 원치 않을 때 판서가 지워진다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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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화면 판서 기능
[판서 모드]에서는 화면 상단에 [Ink 탭]이 위치하는데, 이 탭을 [클릭]하거나 [탭 위쪽 모서리]에
마우스를 올리면 판서 툴바가 나타납니다.

판서 툴바 맨 오른쪽의 핀 아이콘을 클릭하면 판서 툴바를 화면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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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판서를 할 수 있는 대신 마우스 커서나 터치로 UI를 제어하
지 못합니다. 만약, 판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UI를 제어하시려면 판서 툴바 맨 왼쪽의 커서 모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F4 키를 누를 때마다 판서 모드가 순환적으로 변경됩니다.
화면 위에 판서하는 것 이외에도 화면 색상을 변경하여 칠판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판서 화면 색상 변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는 화면 색들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한 녹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을 칠판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의 바탕화면으로 되돌아가려면 맨 처음의 [투명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판서 화면 색상을 변경한 다음 F2/F3키를 이용하여 마우스 모드와 판서 모드를 전환하면
마치 칠판을 켜고 끄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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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툴바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선 선택 모드로 전환됩니다.

[선택] 모드에서는 툴바의 버튼들의 배열이 달라지며, 마우스/펜/터치로 선택할 영역을 지정하면
해당 영역 안에 있는 선들이 선택됩니다.
영역을 지정하는 동안에는 선택된 선들의 색상이 달라집니다.

영역 선택을 마치면 선택된 영역이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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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선택된 후에 판서 툴바에서 복사/잘라내기/붙여넣기/삭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서 기능 사이에서 클립보드가 공유됩니다.

현재 화면을 일시적으로 반전한 상태로 캡쳐하여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화면을
일시 반전하시려면 툴바에서 [순간 반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현재 화면이 반전된 상태로 캡쳐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문서 뷰어
의 화면을 반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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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판서 모드 사용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판서 모드 상태에서 UI를 제어하시려면 판서 모드를 끄거나 커서 모드로 변경하십시오.
판서 툴바의 펜 아이콘에 현재 펜의 색상과 굵기가 표시됩니다.
필압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경우 보다 부드러운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기능을 제공하는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경우 뒤집어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우개
모드로 전환됩니다.
판서 툴바의 펜 설정값은 프로그램 종료 시 저장되며 다음 번 실행 시 마지막 설정값으로 복
원됩니다.
판서가 되어 있는 화면을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려면 메인 툴바의 [더 많은 기능] 버
튼을 누른 다음 [화면 저장] 버튼을 누르십시오.

DocZoom 뷰어처럼 DocZoom Screen Teacher의 판서 모드에서도 핫키가 지원됩니다. 모든 핫키
목록은 핫키 목록 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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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판서 보드 기능
DocZoom Screen Teacher에는 DocZoom 뷰어의 팝업 판서 보드의 거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지원
하는 판서보드 기능이 제공됩니다. 판서보드는 동시에 2개까지 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서 보드를 열 수 있습니다.
1) 메인 툴바의 확장 메뉴

2) 화면 판서 툴바의 메뉴

3) 핫키
F7 – 판서보드 1 열기
F8 – 판서보드 2 열기
판서보드 창은 일반 윈도우처럼 최대화/최소화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또
한 윈도우 7부터 지원하는 에어로 스냅 기능을 이용하면 2개의 판서 보드를 손쉽게 화면에 반반
씩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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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보드의 툴바는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으며 툴바 위치도 좌/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의 선을 선택하여 복사/잘라내기/붙여넣기/이동/복제/삭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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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보드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모눈 종이 기능, 자동 선 보정, 터치 입력 끄기 등의 기능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More] 버튼을 누르면 추가 메뉴가 나타나며, 이 메뉴에서 판서 저장/열기/배경색 변경 등의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서보드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삽입하여 그 위에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은 현재
분면에 삽입되며 판서보드를 50%로 축소하면 모든 분면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Genuine IT expert

86

DocZoom Screen Teacher의 판서보드에 대한 추가 내용은 DocZoom 뷰어의 팝업 판서
보드 항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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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영역 캡쳐 기능
DocZoom 뷰어와 비슷하게 DocZoom Screen Teacher에서도 화면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캡쳐하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화면만 캡쳐하여 이미지로 저장하시려면 메인 툴바의 확장 메뉴에서 [화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캡쳐할 대상을 지정한 후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캡쳐한 영역을 판서보드에 삽입하시려면 메인 툴바의 확장 메뉴에서 [영역 캡쳐 후 판서 보드 열
기]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핫키 F6을 누르거나 화면 판서 툴바의 [영역 캡쳐 후 판서보드 열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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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과 같이 영역 선택 모드로 진입합니다.

화면 상단에는 영역 캡쳐 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UI가 표시됩니다.

[이미지 반전]을 체크하고 영역을 지정하면 선택된 영역이 반전되어 캡쳐됩니다. [커스텀 반전 사
용]을 선택하고 캡쳐하면 선택된 영역이 반전될 때 흰색이 검정색 대신 지정한 색으로 대체됩니
다. 대체되는 색상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시려면 맨 오른쪽 색상 부분을 누르십시오.
영역 선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판서보드에 선택한 영역이 삽입됩니다. 이 상태에서 판서를 하면
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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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영역을 반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른 문서 뷰어의 내용을 반전시켜서 판서보드에 삽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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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모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상태에서 DocZoom Screen Teacher의 판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툴바의 확장 메뉴에서 [파워포인트 열기] 버튼을 눌러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파워포인트가 열리면서 슬라이드쇼가 시작됩니다. 이때 파워포인트를 직접 실행
했을 때와 다르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전용 툴바가 나타납니다.

DocZoom Screen Teacher의 환경 설정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실행 시 모든 툴바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각 툴바는 언제든지 핫키로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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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하단에 있는 툴바를 이용하여 슬라이드쇼를 이동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모드에서 PgDn/PgUp키를 이용하여 슬라이드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화면 판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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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쇼 화면의 특정 영역을 캡쳐하여 판서보드에 삽입한 후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모드에서 슬라이드쇼를 종료할 때는 반드시 화면 하단의 파워포
인트 슬라이드쇼 모드 전용 툴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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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스크린 웹캠 기능
메인 툴바에서 [웹캠 위젯 열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웹캠 장치 선택화면이 열립니다.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웹캠 영상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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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위젯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웹캠 위젯 위에 툴바가 표시됩니다.

각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이 툴팁으로 표시됩니다.
웹캠 위젯을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웹캠 위젯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웹캠 위젯 툴바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크로마키 효과 설정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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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키 설정 패널의 [스포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캠 영상의 특정 포인트의 색상을 투명하게
만들 색상 키 값으로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키를 직접 선택하시려면 색상 키 부분을
클릭하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열립니다.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웹캠 영상 배경이 투명하게 바뀝니다.

크로마키 효과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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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키 효과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제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크로마키
효과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크로마키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투명으로 만들 배경의 색상이 균일해야 하며 배경에 골고루 조명이 비치도록 하여 음영
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허용 공차값을 적절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DocZoom Screen Teacher 종료 시 웹캠 영역의 모든 설정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다음 번
실행 시 자동으로 마지막 상태가 복원됩니다.

크로마키 효과 사용 시 뒤쪽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배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
면 손쉽게 영상합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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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키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웹캠 위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Ctrl + 6

웹캠 위젯을 우측 하단에 배치합니다.

Ctrl + 7

웹캠 위젯을 좌측 하단에 배치합니다.

Ctrl + 8

웹캠 위젯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Ctrl + 9

웹캠 위젯을 숨깁니다.

Ctrl + 0

다중 웹캠 위젯 배치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각 핫키를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웹캠 위젯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됩니다.

Ctrl + 6

Ctrl + 7

Ctrl + 8

Ctrl + 9

웹캠 위젯이 2개가 실행된 경우에 레이아웃 배치 핫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Ctrl+6, 7을 누르면 화면 좌/우측 하단에 배치되며 누를 때마다 위치가 서로 바뀝니다.
Ctrl+8을 누르면 하나는 전체화면으로, 나머지 하나는 PIP 형태의 작은 화면으로 표시되면 누
를 때마다 영상이 스위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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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6

Ctrl + 7

Ctrl + 8

Ctrl + 8 (반복)

Ctrl+0을 누르면 웹캠 레이아웃 선택 창이 열립니다.

격자 웹캠 레이아웃은 여러 개의 웹캠을 화면에 효과적으로 배치해줍니다. 다음은 배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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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웹캠 레이아웃을 잘 활용하면 강의 화면, 강사 모습, 학생 모습을 프로젝터나 대형 TV에 보
여줄 수 있으며 화면 녹화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7. 스크린 웹캠 고급 기능
내장 웹캠이나 USB 웹캠 이외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스크린 웹캠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
과 스크린 웹캠의 판서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간이 실물화상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웹캠장치 선택 창에서 [네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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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의 비디오 스트리밍 URL을 입력하시고 해당 네트워크 카메라가 지원하는 엔진 타
입을 지정하십시오. 만약, 네트워크 카메라에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저 ID와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제공해주는 웹 뷰어 주소는 자체 기능을 위한 주소이며
직접비디오 스트리밍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URL에 지정하는 URL은
실제로 비디오 스트림이 전송되는 페이지의 URL이어야 하며 각 네트워크 카메라마다 주소가
다릅니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실제 비디오 스트리밍 URL은 해당 제품의 매뉴얼, 개발자 매뉴
얼을 보시거나 또는 제조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비디오를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IP CAM 기능
을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시고 DocZoom Cam Recorder와 스마트폰을 동일한 네트워크
에 연결하시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손쉽게 하시려면 [스마트폰 앱 마법사]를 누르십시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OS를 선택합니다.

Genuine IT expert

101

사용할 IP CAM 앱을 선택합니다. 만약 앱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마법사 화면의 QR 코드를 스마
트폰으로 인식하시면 앱스토어의 해당 앱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실행하신 후 IP Cam을 시작하시면 다음과 같이 스트리밍 주소가 표시되
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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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의 스트리밍 주소를 입력하신 후 [마침]을 누르십시오.

프리뷰를 시작하시면 다음과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분 이상 기다려도 카메라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네트워크 설정 문제이니 비
디오 스트리밍 주소를 잘 입력하셨는지, 두 장치가 같은 네트워크 망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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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해놓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을 저
장하시려면 [프리셋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 프리셋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전에 저장해놓은 프리셋을 불러오시려면 프리셋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신 후 불러올 프리셋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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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마트폰 IP Cam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영상이 표시됩니다.
스크린 웹캠 위젯을 더블클릭한 후 최대화 버튼을 누르시면 웹캠 영상이 화면 전체에 표시됩니다.

화면 가운데의 확장 툴바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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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른쪽에 확장 툴바가 열립니다.

확장 툴바는 모든 웹캠 위젯에서 지원됩니다.
확대 버튼을 누르면 웹캠 영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시점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마우스로 확대
된 영상을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툴바의 R 버튼을 누르면 웹캠 영상을 색상 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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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버튼을 누르면 판서 모드로 진입하며 상단에 판서 툴바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웹캠 영
상 위에 마음대로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판서 모드와 동일하게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불투명 배경으로 화면을 덮은 후 판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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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중 스크린 웹캠 제어
화면에 여러 개의 스크린 웹캠을 띄워서 다중 카메라 방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스크린 웹캠을 손쉽게 제어하시려면 웹캠 제어판을 여십시오.

그러면, 화면에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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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제어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추가 및 제거
카메라 상태 확인
카메라 배치 변경
최대 9개까지의 카메라를 빠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핫키가 제공됩니다.
카메라를 추가하시려면 웹캠 제어판에서 [카메라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DocZoom Screen
Teacher메인 툴바의 웹캠 추가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추가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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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카메라가 [로드된 카메라] 리스트에 추가되면서 섬네일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각 카메라의 섬네일이 갱신됩니다.

[로드된 카메라] 리스트에는 현재 화면에 올라가있는 스크린 웹캠들이 표시됩니다. 리스트에서 선
택된 카메라에는 섬네일 우측 하단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하면 리스트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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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된 카메라] 리스트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카메라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화]를 누르면 선택된 카메라 중 첫 번 째 카메라가 화면을 채웁니다.

[보통 크기]를 누르면 현재 카메라가 화면 하단 좌/우에 보통 크기로 배치됩니다. 만약, 다른 카메
라들이 화면에 로드되어 있으면 선택된 카메라를 제외한 다른 카메라들은 숨겨집니다. 카메라 2개
를 선택한 후 [보통 크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 하단 좌우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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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그룹에 있는 버튼들은 로드된 카메라를 특수하게 배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모두 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로드된 카메라들이 격자 모양으로 화면을 채웁니다.

이 배치 모드에서 지원하는 최대 카메라 대수는 9대입니다.
[화면 하단에 배치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하단 좌측부터 차례로 배치됩니다.

[모두 숨기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카메라가 숨겨지면서 바탕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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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핫키 목록
DocZoom Screen Teacher에서는 다음과 같은 핫키가 지원됩니다.
DocZoom Screen Teacher의 대부분의 판서 핫키는 DocZoom 뷰어와 동일합니다.
전역 핫키가 아닌 판서 핫키들은 이동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역 핫키)
F2

마우스 커서 모드로 전환

F3

화면 판서 모드로 전환
펜 모드 순차 전환

F4

(마우스 커서 모드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 판서 모드로 변경됨)

F6

영역 캡쳐 후 판서보드 열기

F7

판서보드 1 열기

F8

판서보드 2 열기
일반 핫키 (지역 핫키)
마우스 모드인 경우: 화면 판서 켬

s

화면 판서 모드인 경우: 판서 배경 초기화

r

순간 화면 반전 켜기/끄기

i

화면 판서 켜기/끄기

Ctrl + k

메인 툴바 표시/숨김 (마우스 모드에서 다른 창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에는 작
동하지 않을 수 있음)

판서 기능 조작 (지역 핫키 – 화면 판서 모드 및 판서 보드에서만 작동함)
m
Shift + m
Ctrl + m

펜 모드 변경
(누를 때마다 이동→볼펜→형광펜→지우개로 전환됨)
펜 종류 변경
(누를 때마다 볼펜↔형광펜으로 전환됨)
펜 종류 변경 (역방향으로 순환됨)
이동 모드로 전환

q

이동 모드로 전환 후에는 일반 데스크탑처럼 작동하므로 판서용 핫키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다시 판서 모드로 돌아오려면 판서 툴바의 아이콘을 클릭하거
나 F4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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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모드로 전환

c

모든 판서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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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1~6
Shift + 1~9

펜 색상을 변경합니다. 이 때, 각 숫자 키는 판서 툴바의 펜 색상 배치 순서
를 따릅니다.
펜 색상을 변경합니다. 이 때, 각 숫자 키는 판서 툴바의 펜 색상 배치 순서
를 따릅니다.

k

판서 툴바를 보이게 하거나 숨깁니다.

a

펜 종류 전환

d

펜 색상 변경

x

지우개 모드로 전환

Ctrl + c
Ctrl + x

화면 판서: 선택된 선 복사
판서 보드: 선택 모드로 진입
화면 판서: 선택된 선 잘라내기
판서 보드: 선택 모드로 진입

Ctrl + v

선 붙여 넣기

Ctrl + s

화면 판서: 선택 모드로 진입

Ctrl + z

되돌리기

Ctrl + Shift + z

재실행

Ctrl + g

판서보드: 모눈 종이 모드 순환

Ctrl + l

선 자동 보정 모드 켜기/끄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모드

PgDn, a

이전 슬라이드쇼

PgUp, d

다음 슬라이드쇼

Shift + k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툴바 표시/숨김
웹캠 레이아웃 변경

Ctrl + 6

웹캠 위젯을 우측 하단에 배치합니다.

Ctrl + 7

웹캠 위젯을 좌측 하단에 배치합니다.

Ctrl + 8

웹캠 위젯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Ctrl + Shift + 8

웹캠 위젯을 단독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Ctrl + 9

웹캠 위젯을 숨깁니다.

Ctrl + 0

다중 웹캠 위젯 배치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다중 웹캠 제어

Ctrl+Shift+Al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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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Shift + 0
Ctrl+Shift+Alt + 1~9

Ctrl+Alt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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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번호의 웹캠을 단독 최대화 상태로 변경 (각 번호는 추가된 순서에
대한 웹캠임, 지정한 번호의 웹캠을 제외한 다른 웹캠은 숨겨짐)
지정된 번호의 웹캠을 단독 우하단 보통 상태로 변경 (각 번호는 추가된 순
서에 대한 웹캠임, 지정한 번호의 웹캠을 제외한 다른 웹캠은 숨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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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ocZoom Cam Recorder 사용하기
DocZoom Cam Recorder는 여러 개의 웹캠/IP캠/캠코더 영상을 동시에 시청하면서 녹화해주는
다중 카메라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DocZoom Cam Recorder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웹캠/IP캠/캠코더 입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웹캠/IP캠/캠코더 입력을 동시에 동영상 파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화 중 특정 프레임을 바로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비디오 영상을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각 비디오 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비디오 영상에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오디오에 각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녹화된 카메라 영상을 동기화하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중 녹화된 영상을 구간반복하면서 상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카메라의 영상을 RTMP를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버로 라이브 방송할 수 있습니다.
DocZoom Cam Recorder를 실행하시려면 대시보드의 추가 기능에서 DocZoom Cam Recorder를
선택한 후 [실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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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Cam Recorder가 실행되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녹화하거나 볼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카메라를 추가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도 지원합니다.

[녹화 시작] 버튼이나 Ctrl+F9를 누르면 추가된 모든 카메라가 각각의 동영상 파일로 녹화됩니
다.
[녹화 정지] 버튼이나 Ctrl+F10을 누르면 녹화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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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가 정지된 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재생할 동영상 폴더를 선택하는 창이 열립니다.

[최근 녹화된 비디오]를 선택하시면 녹화된 동영상을 바로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 비디오 플레이어에서는 동시에 녹화된 여러 개의 비디오를 동기화하여 재생시켜주며 구간
반복, 이미지 캡쳐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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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Cam Recorder의 상세한 사용 방법을 보시려면 DocZoom Cam Recorder 프로그램의
[파일] 탭을 누르신 후 [매뉴얼 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DocZoom Cam Recorder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하시려면 [라이브 방송하기] 장의 내용을 참
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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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ocZoom 리모컨 사용하기
DocZoom 리모컨은 DocZoom 뷰어의 메인 툴바 대신 외부 창에서 DocZoom 뷰어를 제어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DocZoom 리모컨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DocZoom 뷰어의 메인 툴바를 사용하지 않고 DocZoom 뷰어를 제어함으로써 DocZoom 화
면 녹화를 보다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2개일 경우 다른 한 쪽 모니터에 DocZoom 리모컨을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cZoom 뷰어의 이동 가능한 외부 툴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ocZoom 리모컨을 실행하시려면 대시보드의 [추가 기능] 버튼을 누른 후 DocZoom 리모컨을 선
택하고 [실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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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리모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UI 타입을 고르는 화면이 맨 처음에 열립니다.

왼쪽 파란색 이미지를 누르면 DocZoom 뷰어의 대부분의 기능이 제공되는 풀 사이즈 리모컨이
열리며, 오른쪽 초록색 이미지를 누르면 DocZoom 뷰어의 주요 기능이 제공되는 작은 리모컨이
열립니다. 풀 사이즈 리모컨은 모니터가 2개일 때 유용하고, 작은 리모컨은 모니터가 한 개일 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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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리모컨은 DocZoom 뷰어와 연결이 되어야만 기능이 작동합니다. DocZoom 리모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DocZoom을 열면 자동으로 현재 DocZoom과 DocZoom 리모컨이 연결됩
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이 DocZoom 뷰어의 하단에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ocZoom 리모컨을 연결하려는 DocZoom 보다 나중에 실행하는 경우에는 DocZoom 리모컨의 연
결 버튼을 눌러서 DocZoom과 연결합니다. 풀 사이즈 리모컨의 경우 연결된 DocZoom의 제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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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리모컨은 한 번에 하나의 DocZoom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DocZoom이 열려있으면 가장 먼저 실행된 DocZoom과 연결됩니다.
DocZoom 뷰어와 DocZoom 리모컨이 모두 실행되어 있는데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에는 DocZoom 뷰어와 DocZoom 리모컨 모두 종료한 후 DocZoom 리모컨 먼저 실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DocZoom과 연결을 끊으려면 끊기 버튼을 누릅니다.

작은 리모컨은 리모컨 창의 크기를 줄이는 기능을 제공하며, 연결 버튼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
면 빠르게 툴바 위치를 스위치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판서 관련 버튼들은 DocZoom 판서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판서 보드에도 작동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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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ocZoom 화면 녹화하기
DocZoom Creator Pro에서는 DocZoom으로 강의하는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DocZoom 화면을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11.1. 녹화 장치 준비하기
DocZoom 화면을 녹화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준비해주십시오.
강사의 음성을 녹음하려면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노트북과 같이 내장 마이크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녹화해야 할 때는 하울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
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마이크의 볼륨이 너무 작게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의 입력 볼륨이
작기 때문에 마이크 증폭기능을 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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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얼굴이나 강의실 영상을 같이 녹화하려면 컴퓨터에 웹 캠을 연결합니다 노트북에 내
장 웹캠이 있는 경우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데스크탑의 경우 USB로 외부 웹캠을 연결하시
면 됩니다.

11.2. DocZoom 녹화하기
대시보드의 녹화할 DocZoom 위에서 [녹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당 DocZoom과 DocZoom Screen Recorder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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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Screen Recorder의 각 버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튼 제목

설명
열려있는 DocZoom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윈도우 크기

DocZoom 화면을 특정 해상도에 맟춰서 깨끗하게 녹화될 수 있도록 해줍

조절

니다. 예를 들면, iPad용으로 강의를 녹화하는 경우에는 DocZoom 윈도우의
크기를 1024*768로 맞추고 녹화하면 최상의 품질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웹캠 녹화 여부를 지정합니다. 아이콘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현재 컴
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웹캠 목록이 표시되고 이 중에서 녹화할 웹캠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웹캠

웹캠 프리뷰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은 웹캠을 녹화하는 방식을 지정해줍니다.
웹캠을 별도의 파일로 녹화합니다. 이 때 웹캠 영상이 화면에 표
시되지 않으며 녹화 결과물이 2개의 비디오 파일로 생성됩니다.
웹캠을 DocZoom 뷰어 화면과 같이 녹화합니다. 이 때 웹캠 영상
이 DocZoom 뷰어 안에서 열리며 녹화 결과물은 하나의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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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생성됩니다.
마이크 음성 녹음 여부를 지정합니다. 아이콘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마이크

현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목록이 표시되고 이 중에서 녹음에
사용할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디오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같이 녹음할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REC

DocZoom 화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LIVE

DocZoom 화면을 그대로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합니다.

웹캠 설정

웹캠의 해상도,FPS 및 인코딩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화면 녹화 설정

화면 녹화의 FPS 및 인코딩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웹캠 방송 설정

H.264 라이브 방송 시 웹캠의 해상도,FPS 및 인코딩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화면 방송 설정

H.264 라이브 방송 시 화면 녹화의 FPS 및 인코딩 옵션 등을 설정합니다.
임시 녹화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를 엽니다.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

임시 폴더 열기

로 종료된 경우 임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장치 도구

웹캠/마이크 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화할 장치와 설정을 모두 마쳤으면 [REC]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녹화 옵션 선택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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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녹화 전용 형식]은 화면 녹화 전용 형식으로 녹화한 후 나중에 인코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저사양 PC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며 마우스 커서 확대와 같은 특수효과가 지원됩니다.
[H.264 MP4]는 바로 H.264 MP4로 녹화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방식은 녹화 후 인코딩할 필요 없
이 녹화된 MP4 파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웹캠을 별도의 파일로 녹화할 때 화
면과 웹캠 MP4 파일 양쪽에 마이크 소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녹화 전용 형식]에
비해서 더 높은 시스템 성능이 필요하며, 저사양 PC에서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녹화된 결과물이
부드럽지 않거나 녹화 중 높은 CPU 점유율로 인해 녹화 중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저장되는 녹화 파일의 해상도 및 화질 등을 조절하시려면 [웹캠 설정]이나 [화면 녹화 설정] 버튼
을 눌러서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이 창에서 각 옵션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출력 형식에 대한 옵션만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녹화 확인 창이 뜹니다. 이 창의 하단에는 선택된 장치들의 이
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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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을 누르면 녹화를 일시 정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녹화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방법 보기 링크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녹화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3...2...1 카운트 다운 숫자가 표시된 후 녹화가 시작됩
니다.
녹화를 마치고 싶으시면 [F10]을 누릅니다.
태블릿 PC나 전자칠판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 표시줄의 빨간
동그라미 아이콘을 이용하여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녹화하는 DocZoom이 창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에만 트레이 아이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작업 표시줄 빨간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하면 녹화를 일시 정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터치스크린에서 키보드 없이 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녹화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녹화 툴박스에는 총 녹화 시간이 표시되며 녹화를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녹화 툴
박스의 아무 영역이나 잡고 드래그하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의 닫기 버튼을 누르
면 숨길 수 있습니다.

F11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녹화 툴박스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녹화하는 경우에 녹화를 일시정지하면 자동으로 녹화 툴박스가 표시됩니
다.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DocZoom 윈도우를 창 모드로 지정했고 화면에 남는 공간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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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녹화 툴박스가 자동으로 DocZoom 윈도우 바로 옆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 모니터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녹화를 하지 않는 쪽 모니터에 녹화 툴박스가 표시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녹화 제어 메뉴가 표시
됩니다.

웹캠을 같이 녹화할 때

를 선택한 경우에는 녹화 도중에 웹캠이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으나

백그라운드로 웹캠 영상이 별도의 파일로 녹화됩니다.
만약,

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DocZoom 뷰어 안에 웹캠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웹캠 화면이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지 않는 대신 웹캠과 DocZoom 화면이 하나의 영
상으로 녹화가 되며, 웹캠 화면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웹캠 패널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웹캠 영상 부분을 클릭하면 웹캠 영상 하단에 툴바가 표시됩니다.
웹캠 영상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웹캠 영역의 모양을 사각형 대신 TV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원형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웹캠 영역 가장자리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영역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웹캠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웹캠 영상을 화면 아무 곳에나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웹캠 패널의 위치를 화면의 각 모서리에 순환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웹캠 영상의 특성 색상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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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키보드 핫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trl + -

웹캠 패널 최소화

Ctrl + =

웹캠 패널 최대화

Ctrl + Shift + = 또는
Ctrl + Shift + Ctrl + \

웹캠 패널을 보통 크기로 복원
웹캠 패널 위치 순환 이동

웹캠 패널에서 제공하는 크로마키 효과를 사용하면 웹캠 영상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설정 패널의 스포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캠 영상의 특정 포인트의 색상을 투명하게
만들 색상 키 값으로 손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키를 직접 선택하시려면 색상 키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열립니다. 이 창의 좌측 하단에는 현재
색상값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원하시는 색상값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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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키 효과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제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크로마키
효과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크로마키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투명으로 만들 배경의 색상이 균일해야 하며 배경에 골고루 조명이 비치도록 하여 음영
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허용 공차값을 적절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DocZoom 뷰어 종료 시 웹캠 영역의 모든 설정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다음 번 실행 시
자동으로 마지막 상태가 복원됩니다.

대시보드에서 해당 DocZoom의 설정 창에서 웹캠 배경 이미지를 지정해놓으면 크로마키 효과로
투명화된 영역 뒤쪽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서 영상 합성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웹캠 영상을 가상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녹화가 정지되면 지금까지 녹화한 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서는 녹화가 제
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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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한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장된 임
시 녹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녹화한 영상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녹화 완료 메시지 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My Videos 탭으로 이동되며 방금 녹화된 영상이 목록에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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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역동적인 녹화 영상 만들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DocZoom 뷰어 안에서 웹캠 화면을 같이 녹화하는 경우에 간편하게
DocZoom과 웹캠 패널의 배치를 변경하여 녹화된 영상이 보다 역동적이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만
들 수 있습니다.
녹화 도중에 숫자 6~9키를 누르면 간편하게 웹캠 패널과 DocZoom의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표준 녹화 레이아웃

7

2.5D 효과 레이아웃 (웹캠 창이 왼쪽에 있음)

8

2.5D 효과 레이아웃 (웹캠 창이 오른쪽에 있음)

9

웹캠 영상 확대 레이아웃

0

웹캠 영상 숨김 레이아웃

각 숫자 키를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DocZoom/웹캠 패널의 배치와 효과가 달라집
니다. 이 때, DocZoom/웹캠 패널이 변경되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기 때문에 고정된 레이아웃으
로 녹화하는 것에 비해서 보다 역동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강의 녹화 시 강의 내용에 따라서 레이
아웃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 녹화 레이아웃
표준 녹화 레이아웃은 웹캠과 DocZoom을 같이 녹화할 때 가장 일반적인 레이아웃입니다. 기
본적으로 웹캠 패널을 원형으로 설정해주기 때문에 녹화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깔끔한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이 레이아웃에서는 DocZoom 쪽의 모든 레이아웃 효과가 제거되어서 녹화 시
성능 저하가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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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 효과 레이아웃
DocZoom과 웹캠 영상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약간씩 기울여서 3D 효과가 나도록 배치합니다.
(2D를 약간 변형하여 3D 효과를 내는 것을 2.5D라고도 합니다.) 이 레이아웃에서는
DocZoom 페이지가 바뀔 좌우 방향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으며 표준 녹화 레이
아웃에 비해서 웹캠 영상이 DocZoom을 적게 가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화 도중 적절하게
핫키로 기울어지는 방향을 변경하면 보다 역동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웹캠 영상 확대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에서는 웹캠 영상이 화면 가운데에 확대되어서 보입니다. 이 레이아웃은 웹캠 영
상을 크게 보여줘야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강의 시작/종료 시 인사나 맺음말을 한다거
나 DocZoom 화면이 아니라 웹캠 영상 부분에 강의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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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영상 숨김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에서는 웹캠 영상이 숨겨지고 DocZoom만이 표시됩니다. 녹화 도중 웹캠을 숨기
고 DocZoom 영역을 모두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2.5D 효과 레이아웃을 사용할 경우에는 DocZoom 영역 뒤쪽 부분의 일부가 드러납니다. 이 경우
DocZoom 영역 뒤쪽에 적절한 배경 이미지를 넣어주면 녹화된 결과물을 보다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DocZoom 영역의 배경 부분이 이미지를 삽입하시려면 해당 DocZoom 설정 창에서 DocZoom 배
경 이미지 사용을 체크한 후 원하시는 JPEG 이미지 파일을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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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과 같이 DocZoom 영역 뒷부분에 선택한 이미지가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DocZoom 영역 배경 이미지를 지정하실 때 너무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지정하면 녹화
시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녹화되는 해상도로 리사이즈하신 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366*768 이하로 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지정한 이미지
가 너무 큰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 선택 시 다음과 같이 리사이즈 확인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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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스크톱 화면 녹화하기
DocZoom Creator Pro 에서는 데스크톱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법 강좌 영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화면을 녹화하시려면 [My Videos] 탭으로 이동한 후 [화면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녹화 대상 중 [화면]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실행된 DocZoom Screen Recorder 에서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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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옵션을 지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녹화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화면 전체를 녹화하고, [선택 영역]을 선택하면
화면의 특정 영역만 선택하여 녹화합니다.

[선택 영역]을 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역 선택 모드가 열립니다.

Genuine IT expert

140

선택된 영역 바깥쪽은 반투명 검정색이 되며 가운데 뚫린 부분만 녹화가 됩니다. 녹화 영역의 크
기를 조절하시려면 영역 바깥쪽에 있는 흰색 사각형을 눌러서 드래그하시거나 하단 툴바에서 크
기를 변경하십시오. 녹화 영역의 위치를 이동하시려면 가운데 마름모 부분을 눌러서 드래그하시거
나 하단 툴바의 위치값을 변경하십시오. 하단 툴바의 [빠른 설정]을 누르시면 자주 사용되는 크기
를 바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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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영역 바깥쪽은 반투명으로 되면서 마우스로 윈도우를 조작할 수 없는데, 만약 선택 영역 바
깥쪽에 있는 UI들을 조작하시려면 화면 잠금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선택 영역
바깥쪽의 반투명이 사라지면서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 영역 안쪽에 있는 프로그램 창을 선택영역 크기에 딱 맞게 하시려면 하단 툴바에서 [윈도우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 안쪽에 있는 창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현재 선택 영역
크기에 맞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인식된 창은 [윈도우 잠금]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선택 영역의 위
치 및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이 창도 자동으로 위치/크기가 조절됩니다.

영역 선택을 완료한 후 녹화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3...2...1 카운트 다운 숫자가 표
시된 후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가 시작된 이후에 녹화 제어는 DocZoom 화면 녹화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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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표시줄 빨간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녹화 툴박스를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녹화 툴박스의 버튼을 이용하여 녹화를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하면 됩니다.

녹화 툴박스에는 총 녹화 시간이 표시되며 녹화를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녹화 툴
박스의 아무 영역이나 잡고 드래그하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으며 우측 상단의 닫기 버튼을 누르
면 숨길 수 있습니다.

F11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녹화 툴박스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녹화 제어 메뉴가 표시
됩니다.

데스크톱 화면 녹화 시에는 자동으로 DocZoom Screen Teacher 가 실행되므로 필요에 따라서
화면에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하여 화면과 웹캠이 같이 녹화되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녹화 시 자동으로
해당 웹캠 영상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웹캠을 같이 녹화할 때

를 선택한 경우에는 녹화 도중에 웹캠이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으나

백그라운드로 웹캠 영상이 별도의 파일로 녹화됩니다.

Genuine IT expert

143

웹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DocZoom Screen Recorder 에서 선택한 웹캠 이외에 다른
웹캠도 화면에 올릴 수 있습니다. 또다른 웹캠을 화면에 올리시려면 DocZoom Screen Teacher 의
메인 툴바에서 웹캠 버튼을 누르십시오.
DocZoom Screen Teacher에서 마우스 커서 모드 핫키는 F2, 판서 모드 핫키는 F3입니다.
녹화를 마치고 싶으시면 [F10]을 누릅니다.
녹화가 정지되면 지금까지 녹화한 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 창에서는 녹화가 제
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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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한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장된 임
시 녹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녹화한 영상을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저장할 이름을 물어봅
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녹화 완료 메시지가 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My Videos 탭으로 이동되며 방금 녹화된 영상이 목록에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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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녹화하기
DocZoom Creator Pro 에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위한 전용 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에서 DocZoom Screen Teacher 의 판서/웹캠 기능을
활용하면서 강의하는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녹화하시려면 [My Videos] 탭으로 이동한 후 [화면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녹화 대상 중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실행된 DocZoom Screen Recorder 에서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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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옵션을 지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녹화 확인 창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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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처음에 선택했던 파워포인트 문서가 자동으로 열리고 슬라이
드쇼가 시작됩니다.

슬라이드쇼가 완전히 시작될 때까지 확인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슬라이드쇼가 완전히 시작되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웹캠을 화면 위에 같이 표시하는 모드를 선택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화면 웹캠을 설정 확인 창이
열립니다. 웹캠 설정을 모두 마친 후 [시작]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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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카운트 다운 숫자가 표시된 후 실제 녹화가 시작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녹화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DocZoom Screen Teacher가 실행됩니다. 따라
서 이 모드에서는 DocZoom Screen Teacher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특히 파
워포인트 기본 필기 기능으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강의 보조 기능들이 제공되므로 한층 효과적
으로 강의 녹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DocZoom Screen Teacher의 환경 설정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실행 시 모든 툴바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각 툴바는 언제든지 핫키로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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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을 눌러서 녹화를 종료한 후 녹화된 결과물을 검토하고 저장 또는 삭제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저장 이름 입력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저장되는 폴더명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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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Screen Recorder를 종료하시면 대시보드에 녹화된 항목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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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녹화 영상 편집/관리하기
[My Videos] 탭에서는 지금까지 녹화된 영상들을 편집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My Videos]
탭의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My DocZooms] 와 달리 다음과 같은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MORE
버튼을 누르면 추가 메뉴가 표시됩니다.

주 메뉴

부 메뉴

주 메뉴에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 버튼들이 제공됩니다.
재생 – 녹화된 영상을 재생합니다. 이때, 편집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고 녹화 당시의 영상이
그대로 재생됩니다.
삭제 – 현재 영상을 삭제합니다. 삭제된 영상은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편집 – 녹화된 영상을 편집합니다. 영상의 특정 구간을 잘라내거나 다른 영상을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인코딩 – 현재 영상을 배포용 동영상으로 인코딩합니다. 편집 메뉴를 눌러서 편집한 경우에
는 인코딩된 영상에 편집 내용이 반영됩니다.
INFO – 현재 영상 항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태그 등의 메타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
습니다.

부 메뉴에는 추가 기능이 제공됩니다.
복제 – 현재 영상 항목의 사본을 생성합니다. 같은 영상에 편집을 다르게 해야 할 경우에 유
용합니다.
설정 – 현재 영상 항목에 대한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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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녹화 영상 검토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녹화된 영상이 재생됩니다. 만약, 웹캠 영상을 같이 녹화한 경우에는 웹
캠 영상도 같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은 DocZoom Screen Record Player라는 자체 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
되는데, 녹화 당시의 영상이 미편집 상태로 그대로 재생되며, 영상을 배포하기 전에 녹화된 영상
을 검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DocZoom Screen Record Player에 표시되는 웹캠 영상은 화면 영상과 별도로 저장된 웹
캠 영상 파일을 화면 영상 비디오와 동기화하여 재생됩니다. 이 과정에서 1-2초 이내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인코딩되는 영상에서는 대부분 이 시간차가 사라
집니다.

14.2. 녹화 영상 편집하기

녹화된 영상을 편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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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웹캠이 같이 녹화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뜹니다.

[예]를 클릭하면 Microsoft Expression Encoder가 실행이 됩니다.

DocZoom Creator Pro 에서는 Microsoft Expression Encoder 의 프로젝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사용자가 수정한 내용을 분석하여 처리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Microsoft Expression Encoder로 다음과 같은 동영상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녹화 영상 앞/뒤/중간에 다른 동영상 클립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된 웹캠 비디오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인코딩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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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을 완료했으면 작업 저장 메뉴를 클릭하여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만약, Microsoft Expression Encoder에서 편집한 내용을 초기화하시고 싶으시면 대시보드의 영상
항목의 부 메뉴의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편집 데이터 초기화] 버튼이 나
타납니다. [편집 데이터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현재 영상에 대해 Microsoft Expression Encoder에
서 편집한 내용이 모두 초기화되고 녹화 직후 상태로 돌아갑니다.

14.3. 다른 동영상 파일 가져오기
기존 동영상 파일을 대시보드에 추가하여 편집이나 인코딩을 하시려면 대시보드 우측 툴바의 가
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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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동영상 파일을 선택합니다.

생성할 DocZoom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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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복사가 완료되면 대시보드 맨 처음 위치에 새 DocZoom 비디오 항목이 추가됩니다.

14.4. 녹화 영상 인코딩/배포하기
[화면 녹화 전용 형식]으로 녹화했거나 녹화된 원본 동영상을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용량을 줄여
서 웹용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녹화된 동영상을 인코딩해야 합니다. 특히 [화면 녹화 전용 형식]을
녹화된 경우에는 반드시 인코딩을 해야만 다른 곳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녹화된 동영상을 인코딩하거나 또는 MP4로 녹화된 파일을 그대로 배포하시려면 대시보드에서 배
포할 비디오 항목을 선택한 다음 [인코딩]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코딩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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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파일로 인코딩] 창은 선택한 DocZoom 비디오 항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비디오 편집을 하지 않은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코딩 방법]
에서 [Expression Encoder 프로젝트 파일의 인코딩 설정 사용하기] 옵션이 표시되지 않
습니다. H.264 MP4로 인코딩된 항목을 선택하면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하지 않
고 그대로 사용하기] 항목이 나타납니다.

인코딩 방법으로 [빠른 인코딩 설정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DocZoom 비디오를 원하는
기기에 맞는 비디오 파일로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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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인코딩 설정]에서 출력 형식과 인코딩 옵션을 지정한 후 [인코딩] 버튼을 클릭하면 인코딩
이 시작됩니다.
출력 형식으로 MP4(H.264)를 선택하면 H.264/AAC 코덱의 MP4로 인코딩됩니다. 생성되는 MP4
파일은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 및 HTML5 지원 웹브라우저와 호환됩니다. 출력 형식으로 WMV 나
WMV(Expression Encoder)를 선택하면 VC-1 코덱의 WMV로 인코딩됩니다.
WMV(Expression Encoder)는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출력 형식입니다.
출력 해상도를 [원본과 동일]로 지정하면 생성되는 동영상의 해상도가 원본과 동일해집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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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1280x720 해상도의 화면을 녹화했다면 생성되는 동영상의 해상도도 1280x720이 됩니다.
만약, 녹화할 때는 고해상도로 녹화했는데, 배포시에는 HD급으로 해상도와 용량을 줄이고 싶으시
다면 출력 해상도를 [HD(720p로 리사이즈)]를 선택하십시오.
화질값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 으로 미리 화질 레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질 레벨을 직접 지정하시려면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후 화질 레벨 슬라
이더로 화질 레벨값을 변경하십시오.
기본 제공되는 화질 레벨 콤보박스들의 값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원본
동영상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더 낮은 값이나 더 높은 값을 선택하여 테스트한 후 자
신에게 맞는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리밍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 방식을 CBR로 지정하시면 되고, 로컬 재생 목적으로
화질 대비 용량을 줄이시려면 VBR을 선택하십시오.
인코더 타입을 [기본]으로 선택한 경우에 Intel Quick Sync 기술을 지원하는 CPU가 장착된 PC에서
는 Intel Quick Sync 하드웨어 가속이 활성화됩니다. Nvidia CUDA가 지원되는 VGA를 사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Nvidia CUDA 인코더를 선택하여 GPU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VGA 성능에
따라서 인코딩 시 CPU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Nvidia CUDA 가속의 경우 문제 해결 링크를 누르면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서 추가 작업
을 해야만 작동하며, 기본 인코더보다 용량대비 화질이 떨어지므로 화질 레벨을 기본 인
코더보다 높여야 충분한 화질이 나옵니다.
재생 속도 강제 변환 옵션을 사용하면 인코딩 되는 동영상이 원본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됩니
다. 원본 동영상이 너무 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배속 지원이 되지 않는 플레이어에서도 배속
기능을 켠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속도를 너무 올리면 음성의 피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
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웹캠을 녹화한 영상 위에 오버레이하시려면 [오버레이 옵션] 탭에서
니다.]를 선택하신 후 인코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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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비디오를 오버레이합

[Expression Encoder 프로젝트 파일의 인코딩 설정 사용하기]을 선택한 경우에는 빠른 인코딩 설
정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Expression Encoder 프로젝트 파일에 설정한 인코딩 옵션을 이용하
여 인코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빠른 인코딩 설정] 그룹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
코딩 옵션을 변경하시려면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Expression Encoder를 실행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WMV 형식으로만 인코딩할 수 있으며 MP4로 인코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pression Encoder는 자체적으로 MP4 인코딩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H.264 MP4로 녹화된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하지 않고 그대로 사
용하기]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인코딩을 하지 않고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원
본 MP4 파일이 저장 폴더에 바로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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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 옵션을 모두 설정한 후 [인코딩]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인코딩 프리뷰가 표시되면
서 인코딩됩니다.

인코딩이 완료되면 다음에 할 작업을 물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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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디오 업로더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화면에 사용가능한 다른 비디오
업로더 모듈도 함께 표시됩니다.
[출력 폴더를 엽니다.]를 선택하면 선택된 DocZoom 비디오 항목의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인코딩된 비디오 파일의 위치가 탐색기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파일을 모바일 기기 또는 웹 서버 등에 배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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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ocZoom 미디어 인코더 사용하기
DocZoom 미디어 인코더는 기존 동영상 파일을 간편하게 H.264 MP4나 WMV로 인코딩해주는 범
용 동영상 인코딩 확장 기능입니다. DocZoom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하면 복잡한 인코딩 설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용량대비 좋은 화질의 동영상으로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DocZoom 미디어 인코더를 실행하시려면 대시보드의 추가 기능 창에서 DocZoom Media Encoder
를 선택한 후 [실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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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미디어 인코더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마법사 스타일의 창이 열립니다. 인코딩할 원본
동영상 파일과 저장할 경로를 지정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인코딩 옵션을 지정합니다.

출력 해상도를 [원본과 동일]로 지정하면 생성되는 동영상의 해상도가 원본과 동일해집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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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1280x720 해상도의 화면을 녹화했다면 생성되는 동영상의 해상도도 1280x720이 됩니다.
만약, 녹화할 때는 고해상도로 녹화했는데, 배포시에는 HD급으로 해상도와 용량을 줄이고 싶으시
다면 출력 해상도를 [HD(720p로 리사이즈)]를 선택하십시오. 윈도우 바탕화면이나 응용 프로그램
화면을 녹화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본과 동일]을 선택해야 원본 동영상의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질값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으로 미리 화질 레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질 레벨을 직접 지정하시려면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후 화질 레벨 슬라
이더로 화질 레벨값을 변경하십시오.
기본 제공되는 화질 레벨 콤보박스의 값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원본 동
영상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더 낮은 값이나 더 높은 값을 선택하여 테스트한 후 자신
에게 맞는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리밍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 방식을 CBR로 지정하시면 되고, 로컬 재생 목적으로
화질 대비 용량을 줄이시려면 VBR을 선택하십시오.
인코더 타입을 [기본]으로 선택한 경우에 Intel Quick Sync 기술을 지원하는 CPU가 장착된 PC에서
는 Intel Quick Sync 하드웨어 가속이 활성화됩니다. Nvidia CUDA가 지원되는 VGA를 사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Nvidia CUDA 인코더를 선택하여 GPU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VGA 성능에
따라서 인코딩 시 CPU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Nvidia CUDA 가속의 경우 문제 해결 링크를 누르면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서 추가 작업
을 해야만 작동하며, 기본 인코더보다 용량대비 화질이 떨어지므로 화질 레벨을 기본 인
코더보다 높여야 충분한 화질이 나옵니다.
재생 속도 강제 변환 옵션을 사용하면 인코딩 되는 동영상이 원본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됩니
다. 원본 동영상이 너무 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배속 지원이 되지 않는 플레이어에서도 배속
기능을 켠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속도를 너무 올리면 음성의 피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
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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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는 잘라낼 영역을 지정합니다. 동영상 타임라인 바 아래쪽에 동영상 앞/뒤로 잘라낼
구간을 지정하는 슬라이더가 있으며, 이 슬라이더 양쪽의 바를 이동시켜서 최종 동영상 재생 구간
을 지정합니다. 잘라낼 구간을 변경한 후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구간 안에서 반복재생
이 됩니다. 동영상을 잘라낼 필요가 없으면 바로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을 누르면 실제 인코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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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인코딩이 완료되면 다음에 할 일을 물어보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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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ocZoom YouTube 업로더 사용하기
DocZoom YouTube 업로더는 동영상 파일을 유튜브에 간편하게 업로드해주는 확장 기능입니다.
DocZoom YouTube 업로더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DocZoom Creator Pro에서 인코딩이 완료된 후 열리는 창에서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합
니다.]를 선택합니다.
대시보드의 추가 기능 창에서 DocZoom YouTube 업로더를 선택한 후 [실행]을 누릅니다.

위 두 가지 실행 방법은 업로드할 동영상이 미리 선택되어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는 모
두 동일합니다.
DocZoom YouTube 업로더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마법사 스타일의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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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YouTube 업로더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윈도우 7 이상에서는 최신 윈도우 업데이트를 모두 설치하거나 .NET Framework 4.5 이상을
설치합니다.
윈도우 XP에서는 서비스팩 3까지 올린 후 KB2468871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업로드 할 동영상 파일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권한 확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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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요청을 승인하면 YouTube 서비스에 로그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만약 YouTube에 로그인이 되
지 않는다면 [로그인 문제 해결 방법 보기] 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목, 설명, 태그,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다른 구글 계정으로 업로드하시려면 이 단계에서 로그
아웃 버튼을 누르십시오. 확인을 누르면 동영상 업로드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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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업로드가 시작되며 작업 상태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업로드가 끝나면 등록된 동영상에 대한 링크 및 QR 코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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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가 완료된 후에도 YouTube에서 인코딩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동영상을 시
청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YouTube의 정책을 위반하는 동영상의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정에 동일한 동영상을 반복하여 올리면 중복된 동영상으로 인식되어 등록이 거부
됩니다.
생성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바코드 앱으로 인식시키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YouTube 동영상을 보
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 옆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
하거나 웹사이트 및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복사 버튼을 누르면 QR 코드 이미지가 클립보드
에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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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라이브 방송하기
DocZoom Creator Pro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상을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DocZoom으로 강의하는 화면 및 음성
윈도우 화면 및 마이크 음성
웹캠 영상 및 마이크 음성
DocZoom Creator Pro에서는 2가지 방식의 라이브 방송이 지원됩니다.
1) WMV (직접 송출)
현재 PC에서 WMV 방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직접 송출합니다. 현재 PC가 방송 서버가 되어
사용자가 현재 PC에 직접 접속하여 시청합니다. 별도의 외부 스트리밍 서버가 필요 없는 대신
모바일 기기에 mms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앱을 설치해야 하며 (PC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
이어 사용) 공유기 아래에 연결된 PC에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
합니다.
2) H.264 (외부 스트리밍 서버 사용)
YouTube Live나 WOWZA Server 같이 RTMP를 지원하는 외부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합니다. H.264 코덱으로 동영상이 송출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호환성이 높은 대
신 RTMP를 지원하는 외부 스트리밍 서버 또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7.1. DocZoom 화면 방송하기 (WMV)

DocZoom Screen Recorder 창에서 [Liv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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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V]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 스트리밍 마법사 화면이 열립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방송 소스를
지정합니다.

DocZoom을 선택하면 현재 DocZoom 창이 방송되고, [화면 전체]를 선택하면 모니터 화면 전체
가 방송이 됩니다. [웹캠]을 선택하면 모니터 화면 대신 지정한 웹캠으로 촬영되는 화면이 방송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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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화면에서는 방송 전달 방식을 선택합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직접 방송]을 선택하면 현재 컴퓨터에서 MMS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방송이
송출됩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녹화와 방송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방
송 품질이나 안정성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서는 라이브 방송 옵션을 설정합니다. 현재 컴퓨터의 성능과 네트워크 설정에 맞게
설정하십시오.
[네트워크 설정]에서 [포트] 번호는 현재 컴퓨터에서 사용 중이 아닌 포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웹
서버 등과 같은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본 값인 808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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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화면에서는 방송 저장 옵션을 설정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파일로 저장합니다.]를 선택하면 방송중인 화면이 동영상 파일로도 저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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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화면에서는 방송을 위한 주소 및 안내 사항을 표시해줍니다.

방송을 시청할 사람에게 방송 링크를 알려주십시오. PC 에서는 Windows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한 후 방송 주소를 열거나 또는 Internet Explorer 의 주소 창에 방송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모바일 기기에서 시청하시려면 MMS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MMS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미디어 플레이어는 각 모바일 기기의 앱 마켓 등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하는 컴퓨터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같은 공유기에 연결된 장치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사설 IP로 전환] 버튼을 눌러서
방송 주소를 공유기 내부에서 사용되는 개인 IP로 변경한 다음, 이 주소로 접속합니다. 대부
분의 경우 같은 공유기에 연결된 장치에서는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방송 시청이 가능합니다.
공유기 바깥쪽에 있는 장치에서 방송을 시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기 안쪽에 있는 방송 PC
가 공유기 바깥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공유기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유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방송하는 PC쪽으로 DMZ를 설정한 후 [공인 IP로 전환] 버튼
을 눌러서 나오는 방송 주소에 접속하면 됩니다. 만약, 보안 상의 이유 등으로 DMZ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에서 설정한 네트워크 포트에 대해 포트포워딩 규칙을 추가하시
면 됩니다. DMZ나 포트포워딩을 설정하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공유기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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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방송 준비 화면이 뜹니다.

방송 주소창 맨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방송 주소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잠시 열리며, 이 창이 없어지면 바로 라이브 방송이 송출이 됩
니다.

라이브 방송이 송출될 때 실시간으로 인코딩되어 송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방송과 1-2초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하는 컴퓨터의 사양이 낮을 경우 방송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하기 전에 DocZoom 창의 크기를 줄이거나 모니터의 해상도를 낮춤으로써 방
송 화면의 인코딩을 위해 소모되는 CPU의 리소스를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F10]을 누르거나 작업 표시줄의 빨간색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정지] 메뉴를
클릭하면 라이브 방송이 종료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녹화 툴박스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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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도중 방송 주소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
[방송 주소 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방송 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2. DocZoom 화면 방송하기 (H.264)

DocZoom Screen Recorder 창에서 [Liv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H.264]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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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화면에서는 방송 소스를 지정합니다. DocZoom을 선택하면 현재 DocZoom 창이 방송되
고, [화면 전체]를 선택하면 모니터 화면 전체가 방송이 됩니다. [웹캠]을 선택하면 모니터 화면 대
신 지정한 웹캠으로 촬영되는 화면이 방송됩니다.

스트리밍 서버의 URL을 지정합니다. 스트리밍 서버 URL을 프리셋으로 저장해놓은 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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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을 파일로 저장합니다.]를 선택하면 방송중인 화면이 동영상 파일로도 저장이 됩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으면 [완료]를 누릅니다. 사용자에게 라이브 방송 시청 URL을 QR코드로 알려주
시려면 [QR 코드 생성기] 버튼을 눌러서 QR코드 이미지를 생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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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누르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YouTube Live 서비스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자 스튜디오에서 라이
브 방송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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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을 누르거나 작업 표시줄의 빨간색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정지] 메뉴를 클릭
하면 라이브 방송이 종료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녹화 툴박스를 열 수 있습니다.

17.3. 데스크톱 화면/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방송하기 (WMV)
[My Videos] 탭으로 이동한 후 [화면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데스크톱 화면 전체를 방송하시려면 [화면]을 선택하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방송하시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선택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화면] 방송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선택한 경우
에는 방송할 파워포인트 파일 선택 및 로딩 단계만 더 추가되며 나머지 과정은 화면 방
송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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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라이브 방송 방식 중 [WMV]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소스 중 [화면 전체를] 선택합니다. [화면 위에서 웹캠 재생]을 선택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
는 웹캠 영상이 화면 위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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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화면 방송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옵션을 지정한 다음 방송 준비 단계에서 [완료]를 누
릅니다.

방송 시작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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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톱 화면을 방송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DocZoom Screen Teacher 가 실행되며, 화면 판서 및
웹캠 영상 표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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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데스크톱 화면//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방송하기 (H.264)
대시보드에서 [My Videos] 탭으로 이동한 후 [화면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데스크톱 화면 전체를 방송하시려면 [화면]을 선택하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방송하시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선택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화면] 방송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를 선택한 경우
에는 방송할 파워포인트 파일 선택 및 로딩 단계만 더 추가되며 나머지 과정은 화면 방
송과 동일합니다.

[Liv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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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방식 중 [H.264]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비디오 소스 중 [화면 전체]를 선택합니다. [화면 위에서 웹캠 재생]을 선택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
는 웹캠 영상이 화면 위에 표시됩니다.

DocZoom 화면 방송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옵션을 지정한 다음 방송 준비 단계에서 [완료]를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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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작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데스크톱 화면을 방송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DocZoom Screen Teacher 가 실행되며, 화면 판서 및
웹캠 영상 표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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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웹캠 방송하기 (WMV/H.264)
윈도우 화면 대신 웹캠/카메라 영상을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웹캠/카메라 영상을 라이브로 방송하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습니다.
DocZoom Screen Recorder 사용
-

WMV 와 H.264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

내 PC 에 방송 영상을 저장할 지 말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DocZoom Cam Recorder 사용
-

H.264 방식만 지원합니다.

-

방송되는 영상이 항상 내 PC 에도 저장됩니다.

-

여러 개의 카메라를 미리 추가해놓고 방송하는 카메라를 제외한 다른 카메라를 방송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264 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DocZoom Cam Recorder 가 좀더 실행이 간편하고 쉽습니다.

1) DocZoom Screen Recorder 를 이용하여 웹캠 방송하기

대시보드에서 [My Videos] 탭으로 이동한 후 [화면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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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선택합니다.

[Liv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송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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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소스 중에서 [웹캠]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과정은 데스크톱 화면 방송하기와 동일합니다.

2) DocZoom Cam Recorder 를 이용하여 웹캠 방송하기
대시보드 추가 기능에서 DocZoom Cam Recorder 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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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Zoom Cam Recorder가 실행되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방송할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선택된 카메라만 라이브 방송이 되며, 다른 카메라는 카메라 영상만 프리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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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트리밍 서버 URL 을 지정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방송 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사용자에게 방송 시청 URL 을
QR 코드로 전달하시려면 [QR 코드 생성기] 버튼을 눌러서 URl 을 입력한 후 QR 코드를
생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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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성된 DocZoom이 원본과 다르거나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
DocZoom 생성 옵션에서 DocZoom 랜더링 엔진을 [대체]로 변경해서 다시 시도해봅니다.

2) HWP 파일이 변환이 안되거나 일부 내용이 빠지는 경우
아래한글 전용 폰트 (HTF)를 사용한 HWP 파일을 변환할 경우에는 HTF 폰트 때문에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HTF 폰트를 트루 타입 폰트(TTF)로 변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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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캠 녹화가 되지 않는 경우
웹캠 장치마다 지원하는 해상도, FPS, 화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결된 웹캠 장치가
DocZoom Screen Recorder의 웹캠 설정값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웸캠 녹화가 실패하면서
화면 녹화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ocZoom Screen Recorder의 설정 탭에서 [웹캠 설
정]을 눌러서 연결된 웹캠 장치가 지원하는 프로파일에 맞게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 화면 녹화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
화면 녹화가 시작될 때 3,2,1 과 같이 카운트 다운 표시가 나오는데, 이 표시가 나오지 않으면 녹
화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드웨어 장치가 문제인 경
우가 많으므로, 마이크 및 웹캠 장치 등을 사용 안함으로 하신 다음 다른 장치로 바꿔가면서 문제
가 되는 하드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하드웨어를 발견한 다음
해당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최신 드라이버로 업데이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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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본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하 “사용권 계약서”)를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가 동봉된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를 개봉, 설치 및 사용함과 동시에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용권

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일반
본 사용권 계약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귀하와 소프트웨어 공급사 (이하 “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귀하가

회사로부터

제품

구입시

제공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온라인 및 전자문서 포함) 및 관련 매체와 유인물이 모두 포함되며, 이외에도 회사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귀하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문서나 전자 문서, 파일, 업데이트와 추가 구성
요소 및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통해
귀하에게 제공되거나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사용권의 허여
회사는 귀하에게 본 사용권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허여합니다.
1)

소프트웨어는 개인용 제품으로서 반드시 귀하의 개인 컴퓨터에 1대에 한해서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공공 컴퓨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자 칠판과 같은 대형 터치 스크린에
연결된 공공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 칠판용 사용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컴퓨터가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자산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개인 대신 설치하는 컴퓨터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하는 컴퓨터는 특정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어야 합니다.

3)

한 번 구입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재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다른 컴퓨터들과 공유되거나 동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단일 제품으로서만 사용이 허여되며, 1대를 초과하는 수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5)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시에 의무적으로 정품인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과정에서

설명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의

정품인증을

수행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일정 기간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품인증 과정에서 귀하와 귀하의 컴퓨터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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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정보를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3. 지적재산권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되는 모든 화상, 사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음악,
텍스트 및 보조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는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 또는
그 공급자가 보유합니다.

2)

귀하는 소프트에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링 또는 디스어셈블링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복사, 번역, 배포, 전송, 출판, 판매, 변경, 수정, 확장, 기타 2차 저작물의 작성,
대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담보설정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설치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훼손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됩니다.

3)

소프트웨어로 생성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개인에게
있습니다.

4.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등
회사가 소프트웨어제품을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 등을 해 주는 경우,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업그레이드의 기반이 된 소프트웨어의 전부나 일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는 본 사용권 계약의 조항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증의 내용 및 한계
1)

회사는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날로부터 180일(이하 “보증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이 동봉한 제품 설명서대로 작동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귀하가 목적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또는 귀하가 목적하는 특정한 상품으로서 적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보증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교체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나,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 회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불능으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명백한 중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해 회사가 귀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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