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렉쳐 사용자 설명서(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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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 Lecture 학원에서 사용하기
Edu Lecture를 학원에서 학생들과 함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Edupresso Academy Family로 가입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dupresso Academy
Family 신청

학원용 계정 발급

학관노를 통해 Edupresso
Academy Family를 신청합니다.

학생등록
1 영업일 안에 보내주신 이 메
일주소로 학원용 계정을 보내
드립니다.

Edupresso
Academy Family
가입신청

신청인

Edupresso 팀플에서 학원계정으
로 접속하고 반을 개설하여 반 인
증코드를 생성하고, 학생들 회원
가입시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반
에 구성되어 학생들도 Edu
Lecture 사용이 가능합니다.

E-mail
전송

학원계정
발급

전송
신청인

앱은 구글 Play Store
- Edu Lectur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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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렉쳐 소개

“Edupresso 플립북 활용 및 동영상 강의 콘텐츠 저작용 앱”
 에듀렉쳐 (Edu Lecture)는 자신 만의 동영상 강의를 저작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에듀렉쳐는 Edupresso 플립북을 사용하는 기본앱 입니다. Edupresso 플립
북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콘텐츠를 동작하실 수 있으며, 필기 및 동영상 저
작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풍부한 소통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Edu Lecture는 다양한 빈노트를 지원하고, 가지고 계신 PDF,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다양한 선생님은 동영상 강의를 학생에게는 발표형 동영상 저작
을 지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즉각적으로 학생의 질문이나 숙제에 첨삭을 하며
음성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Edu Lecture에서 MP4 동영상과 Edupresso 동영상 포맷인 LEC 저작을 지원
합니다.

 당신의 지식을 당신의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세요?
당신의 에듀렉쳐 파일은 Email이나 Dropbox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의 숙제나 질문에 핸드라이팅 첨삭을
하면서 설명하는 음성을 함께 저장해서 에듀렉쳐 강의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만을 위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듀렉쳐”는 새롭고.. 효율적이고.. 간단한..
데이터타입동영상 강의 저작 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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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렉쳐 소개

•

Blank White Note나 PDF 교재, 학생들의 PDF 노트 불러오기

•

카메라 사진이나 갤러리의 이미지를 노트에 삽입하기

•

열려진 빈 노트나 PDF 노트 위에 핸드라이팅을 하면서 음성 녹음하기

•

핸드라이팅을 위한 다양한 크기와 색의 펜 툴 선택하기

•

정전식 펜 사용을 위한 Palm Rejection 기능

•

핸드라이팅과 음성을 동시에 녹음하면서 동영상 강의 저작하기

•

핸드라이팅을 지우거나 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편집기능

•

저작된 강의를 데이터타입동영상(.lec) 혹은 MP4 파일로 게시/공유하
기

•

저작된 강의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버 등으로 전송하기

•

핸드라이팅과 음성이 씽크된 강의를 재생하기

•

파일들을 playlist나 folder로 정리하기

•

스마트펜들과 연결하여 사용하기
- Equil Smart Pen 1,2
- Equil Smart Marker
- Neo Smart Pen N2TM
- Pen+ ADP-611

4

에듀렉쳐 소개

Home 화면

설정하기

스마트펜
연결하기
보내기/
풀레이리스트
노트 만들기

폴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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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렉쳐 소개

Tool Bar

지우개
툴바
펜툴
ToolBox
Create Folder
확대/축소
플립북 링크 활성화
재생 & 정지
녹음하기
썸네일 보기 & 게시
이전/다음 페이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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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렉쳐 소개

다른 툴들

Other Tools
이미지 삽입하기
Smartpen 좌표설정하기

PDF 파일 불러오기
페이지 템플릿 바꾸기

페이지 삭제
페이지 추가

강의 영상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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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렉쳐 소개

펜툴
펜 스타일, 두께, 칼라와 투명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펜 종류 선택

펜 두께
펜 칼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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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퀵 메뉴얼
1. 안드로이드 설치(PC 또는 아이폰 안됨)
-

[앱 접속] :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의 플레이스 토어앱을 실행하기
[앱 검색] : 검색창에서 [에듀렉쳐]로 검색하기
[앱 설치] : Edu Lecture 앱을 설치하기
[실행하기] : 설치된 EduLecture 앱을 실행하기
[회원가입] :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하기
(정보입력 시 : 반 인증코드번호 입력하기 => 해당 반으로 자동등록 됨)
(반 인증코드번호는 학원 계정으로 팀플서비스에서 반을 만들면 자동생성됨)

* Edupresso 팀플 가입하였으면 회원가입 안 해도 됨(동일계정 사용)

- [로그인하기]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자동로그인 체크 시 : 다음 번에는 아이디, 비번 입력 안 해도 자동로그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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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퀵 메뉴얼

* LEC : 화면녹화가 무겁지 않게 됨 (대신 LEC를 WMV로 변환해야 함)
1. PDF 노트 만들기
- [New Note] 클릭
- 노트 종류 선택 : [녹음용 노트 선택]
1) 녹음용(LEC) 노트 세팅하기
- [파일불러오기] : 오른쪽 [파일불러오기] 아이콘 클릭
- [파일선택] : PDF 파일 선택 후 OK 클릭
- [settings] : Settings 버튼 클릭
- [녹음 품질 설정] : 권장설정(22050 / 16 bits / Stereo) – OK 클릭 – OK클릭
2) 녹음용(LEC) 노트 녹음하기
- [노트열기] 세팅한 [노트파일]을 클릭하기
- [녹음하기] 상단의 [마이크모양] 아이콘 클릭하기
- [녹음진행] 필기하고 말하면서 화면녹화 진행하기
- [저장하기] 상단의 [STOP] 아이콘 클릭하기

3) LEC 파일로 추출하기
- [전체보기] : 상단의 [패드]모양의 아이콘 클릭
- [선택하기] : [선택버튼] 클릭하면 페이지별 녹음이 된것과
안된것 표시됨
- [페이지선택] : 녹음된 페이지 중 추출할 페이지 선택하기 – [Export] 클릭
- [문서보호 설정] : [No]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
- [폴더 및 파일명] : 저장할 폴더 및 파일명 입력하기 – OK 버튼 클릭
4) LEC -> WMV 파일로 변환하기
- [파일 이동] : 파일을 PC로 이동하기
- [실행하기] : 생성된 OmniBoard을 실행
- [변환 클릭] 상단 동영상 변환 모양(영화필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 [파일 선택] 클릭 후 이동한 lec 파일 선택
- [변환 설정] 가능하면 설정된 값 그대로 OK 클릭하기
( 동영상 시간이 길면 변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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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퀵 메뉴얼
•

필기용 : 화면녹화가 약간 무거움 (한번에 MP4로 저장)

1. PDF 노트 만들기
- 상단 [New Note] 클릭
- 노트 종류 선택 : [필기용 노트 선택]
1) 필기용 노트(MP4 동영상)
- [파일불러오기] : 오른쪽 [파일불러오기] 아이콘 클릭
- [파일선택] : PDF 파일 선택 후 OK 클릭 – OK 클릭
2) 필기용 노트 녹음하기
- [노트열기] 세팅한 [노트파일]을 클릭하기
- [녹음하기] 상단의 [마이크모양] 아이콘 클릭하기
- [저장폴더선택] 화면녹화 저장될 폴더와 파일명 선택하기 – OK클릭하기
- [녹음진행] 필기하고 말하면서 화면녹화 진행하기
- [저장하기] 상단의 [STOP] 아이콘 클릭하기 – OK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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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폴더와 노트 관리

새 폴더 만들기

❶ 폴더 아이콘 클릭하기

❷ 폴더 이름 넣기

새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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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필기용 빈노트 만들기 –노트정리 및 MP4 동영상 만들기
** 필기용 노트는 노트 필기와 MP4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슴

❶ 노트 아이콘 클릭하기

❸ 노트 이름과 빈노트 용지를 선택하기
(가로노트는 맨 뒤에 있슴)

❷ 필기용 노트를 선택하기

필기용 새 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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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필기용 문서노트 만들기 –노트정리 및 MP4 동영상 만들기
** 문서는 PDF,NTB(Edupresso 전용 문서 파일 포맷),LEC(Edupresso 전용 동영상
파일 포맷) 을 불러올 수 있슴

❶ 노트 아이콘 클릭하기

❸ 문서 불러오기 아이콘 클
릭하기

❷ 필기용 노트를 선택하기

❹ 불려올 파일을 선택함
(PDF,NTB,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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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강의 저작

필기용 문서노트 만들기 –노트정리 및 MP4 동영상 만들기
** 문서는 PDF,NTB(Edupresso 전용 문서 파일 포맷),LEC(Edupresso 전용 동영상
파일 포맷) 을 불러올 수 있슴

❺ 불러올 파일 이름을 수정
하고 OK 클릭

❻ 선택한 교재파일이 필기
용 노트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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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녹음용 빈 노트 만들기-LEC 동영상 만들기
** 녹음용 노트는 Edupresso 전용 동영상 포맷인 LEC동영상을 만들 수 있슴

❶ 노트 아이콘 클릭하기

❸ 노트 이름과 빈노트 용지
를 선택하기

❷ 녹음용 노트를 선택하기

녹음용 새 노트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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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녹음용 문서노트 만들기-LEC 동영상 만들기
** 녹음용 노트는 Edupresso 전용 동영상 포맷인 LEC동영상을 만들 수 있슴

❶ 노트 아이콘 클릭하기

❸ 문서 불러오기 아이콘 클
릭하기

❷ 녹음용 노트를 선택하기

❹ 불려올 파일을 선택함
(PDF,NTB,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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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녹음용 문서노트 만들기 –노트정리 및 MP4 동영상 만들기
** 문서는 PDF,NTB(Edupresso 전용 문서 파일 포맷),LEC(Edupresso 전용 동영상
파일 포맷) 을 불러올 수 있슴

❺ 불러올 파일 이름을 수정
하고 OK 클릭

❻ 선택한 교재파일이 녹음
용 노트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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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6) 폴더에 노트 넣기

노트를 폴더로 이동하기

❶ 노트나 폴더를 길게 누름

❷ 노트을 길게 눌러 움직일 때 폴더

위로 옮겨서 놓으면 폴더로 노트가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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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❶ 노트나 폴더를 길게 누름

(7) 폴더/파일 삭제하기

❷ 폴더/노트 아이콘 우측상단의 X 아
이콘을 클릭하고 OK 버튼을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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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8) 폴더/파일 이름변경하기

❶ 노트나 폴더를 길게 누름

❷ 폴더/노트 아이콘 좌측상단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변경할 이름을
입력 후 OK 버튼을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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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더와 노트 관
1.
리

❶ 노트나 폴더를 길게 누름

(9) 녹음용노트<->필기용노트 변환하기

❷ 폴더/노트 아이콘 좌측하단의 녹음
용 전환,필기용 전환 아이콘을 클
릭하고 전환 질문에 OK 버튼을 누
르면 변환 과정이 진행됨

Tip: 녹음용 노트를 필기용
노트로 변환하면, 저장된 동
영상의 목소리와 필기 과정
은 삭제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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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노트 열기
❶ 등록된 필기용, 녹음용
노트를 터치함

❷ 빈노트 혹은 문서노트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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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필기용 노트로 노트필기하기
펜툴
지우개

볼펜

펜두께

붓펜
형광펜

칼라선택

❶ 등록된 필기용 노트를 터치함

❷ 펜,두께,칼라를 선택하고 필기함

(각 펜별로 두께와 칼라를 선택
해 놓으면 변경하기 전까지 저장
됨)

Tip: 필기용 노트는 강의에 앞서 추가로 작성해야 할
내용을 보강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함
24

1.
2. 노트 활용하기

이미지 삽입하기 (1)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이미지를 노트에 삽입하여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❶ 빈 노트를 열고

‘이미지 삽입’ 아이콘 클릭

❸ 앨범의 폴더에서 삽입할
사진을 선택하기

❷ 카메라로 새로 찍거나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음. 앨범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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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이미지 삽입하기 (1)

붙여넣기

바로세우기

좌우반전

미세이동
상하반전

➍ 사진이 삽입되면

한 손가락으로 이미지를 움직
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이미지
를 확대/축소/회전 하면서
위치와 크기를 조정한 후
압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붇여
넣기 함

❺ ‘붙여넣기’에 ‘예’ 로 이미지
삽입 완료하기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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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이미지 삽입하기 (1)

❻ 이미지 붙여넣기가 완료됨

(붙여넣기 완료 후는 수정이
안됨에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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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현재 페이지 삭제하기

❶ ToolBox를 선택하고 빈 페이지
삽입 이콘 클릭

❷ 현재 페이지 뒤에 빈 페이지가 삽
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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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빈 노트 열기 – 페이지 템플릿 바꾸기

❶ PDF 삽입 아이콘 클릭하기

❷ 삽입할 PDF 문서 선택하기

PDF 문서가 삽입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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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노트 기본 배경 템플릿 변경하기
빈 노트 배경으로 사용되는 템플릿을 변경할 수 있슴

❶ ToolBox를 선택하고 빈 노

트 템플릿 변경 아이콘 클릭

❷ 적용할 배경 노트 템플릿
선택

❸ 현재 페이지가 변경한 노
트 배경 템플릿으로 적용
됨(선택한 페이지만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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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현재 페이지 삭제하기

❶ ToolBox를 선택하고 페이지 삭제
아이콘 클릭

❷ 페이지 삭제 물음에 OK 클릭

현재 페이지가 삭
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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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노트 활용하기

Palm Pad 사용하기
정전펜을 사용해서 필기를 하는 경우 손바닥이 스크린에 닿으면 이중 터치로
인식되어서 원하는 writing을 할 수 없습니다.
Edu Lecture에서는 손바닥 터치를 막아주는 스크린 (Palm Pad)를 사용하면서
정전식 펜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writing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역 옮기기 (상하좌우)
: 버튼 클릭하기

 영역 사이즈 조정 :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드래그
하면서 영역 사이즈
조정하기

Palm Pad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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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펜툴

동영상 저장 폴더
선택

MP4 동영상 파일
명 입력

❶ 상단 중앙 MP4 아이콘을 선

❷ 필기하면서 강의를 하면 배경과

함께 MP4 동영상 강의가 저작됨

택하고 MP4파일이 저장될 폴
더 선택과 동영상 파일명을 입
력하고 OK 선택

재생을 누르면 동
영상 강의가 동작
됨

❸ 강의가 끝나면 상단의 Stop 아이
콘 클릭

Tip: MP4 동영상 강의
는 선택한 경로에 지정
한 MP4 파일로 자동저
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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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동영상 저장 폴더
선택

MP4 동영상 파일
명 입력

❶ ToolBox 이미지 삽입 아이콘
으로 이미지를 삽입

❷

상단 중앙 MP4 아이콘을 선택하
고 MP4파일이 저장될 폴더 선택
과 동영상 파일명을 입력하고
OK 선택

재생을 누르면 동
영상 강의가 동작
됨

❸ 필기 하면서 첨삭 강의를 진행함

❹ 첨팍 강의가 끝나면 상단의 Stop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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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펜툴

❶ 안드로이드 앱에서 파일 탐색
기 앱을 실행

❸ 저장한 MP3 파일을 찾아 터치

❷ MP4 동영상 저작시 지정한 경로
를 검색

❹ 저장한 MP3 동영상 강의가 재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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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❶ 저장한 MP3 파일을 찾아 길

게 터치(삼성)- 기기에 따라 선
택 방법이 다름

❷ 공유 버튼을 선택

Tip: MP4 동영상 공유를 위
한 파일선택 및 공유 절차
는 안드로이드 제조사 별로
상이할 수 있슴
(삼성제품 기준으로 작성됨)
❸ 공유하가자 하는 앱 선택하여 공유 혹은 동영상 업로드
(앱을 설치하면 공유 아이콘으로 나나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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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LEC (데이터타입동영상) 알아보기

1. LEC 동영상은?
- LEC 동영상은 이미지,필기,음성을 따로 분리하여 저장하는 동영상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동영상임
- LEC 동영상은 Edupresso가 단독 개발한 동영상 포맷임

2. LEC 동영상의 특징

- 화면 캡쳐 방식의 동영상 저작 방식이 아니므로 , 동영상 저작 시
교재내용만 나와 동영상 품질이 좋음(메뉴 및 툴은 화면에 녹화되지 않음)
- 녹화중 정지하고 다시 이어서 녹화하는 기능으로 긴 녹화에 편리함
- 페이지별로 녹화된 내용을 결합하여 동영상으로 추출할 수 있어,
페이지별로 결합하여 다양하게 동영상을 추출할 수 있음
- 동영상 녹화시 잡음 및 오류가 발생해도 해당 페이지만 재 녹화할 수
있어서 동영상 제작이 매우 편리함

3. 전용 Player

- 전용 Player는 안드로이드와 PC에 Edu Lecture Player로 제공 됨

4. LEC 동영상을 일반 동영상으로의 변환

- LEC 동영상 파일을 일반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컨버터는 Omni Board에서
수행할 수 있슴
- Edupresso Academy Family에 Omni Board는 포함되어 있슴
- 동영상은 WMV 파일 포맷으로 변환되며, YouTube,Vimeo,밴드,카톡등
모든 소셜 서비스에 바로 업로드 가능함.

5. LEC 동영상의 유용한 활용

- 지속 서비스가 필요한 동영상 강의 (툴바를 배재한 교재 내용만 동영상으
로 저작되어 품질이 좋음)
- 여러 사람이 계속 동영상을 추가하여 동영상 History를 유지하면서 동영
상을 만들 경우(예: 학생의 설명에 선생님의 첨삭 강의를 이어서 양방향 수
업을 할 경우-이어녹화하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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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❶ 등록된 녹음용 노트를 터치

❸ 강의가 끝나면 상단의

Stop/Next Page 아이콘 클릭

❷ 필기하면서 강의를 하면 배경과
함께 LEC 동영상 강의가 저작됨

Tip: 다음페이지 아이
콘으로 페이지 이동하
면서 각 페이지별로 동
영상 저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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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이어서 동영상 강의 만들기
강의 녹음 도중, 일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의를 이어서 녹음하려면 상단의 녹음 아이콘을 클릭하고
Continuous Record 를 선택하십시오.
기존 .lec 파일을 열어서 Continuous Record 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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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강의 녹화하기 - 첨삭하기

❶ 녹화하기 아이콘
클릭하기

❷ 학생의 숙제에 첨삭을 하면서
음성 설명을 함께 녹화하기

※ 학생은 자신의 숙제를 PDF나 LEC 파일로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선생님은 에듀렉쳐에서 학생의 파일을 열고, 숙제를 검토합니다.
오류 부분을 고쳐주면서 설명을 추가합니다.
첨삭 강의를 녹음해서 학생에게 보내줍니다.

40

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강의의 일부분 자르기
강의를 녹음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❷ 강의영상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기
❶ ToolBox 아이콘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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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강의의 일부분 자르기
강의를 녹음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❶ 잘라낼 부분에 대해 crop bar
이동하기

❸ 잘라내기 아이콘 클릭으로 선택영역
잘라내기

❷ 재생하기

아이콘으로
재생하면서
강의 check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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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썸네일 보기
❶ 등록된 필기용/녹음용

❷ 썸네일 보기 아이콘 클릭하기

노트 클릭하기

❸ 페이지를 드래그 하면 이동하며, 선택
하면 해당페이지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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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동영상 강의 게시(Export)하기-문서보호 설정 안하기
만들어진 동영상 강의를 보내고 재생되도록 하려면, 강의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데이터타입동영상 (.lec-데이터 타입 동영상 포맷)으로 게시됩니다.
문서보호를 하지 않으면 게시된 파일이 무한 공유가 가능함

❶ 썸네일 보기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노
트의 모든 페이지가 보이며, LEC 동영
상 강의로 추출할 페이지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 버튼을 클릭

❷ LEC 동영상 파일로 만들 페이지를 선

택하고 Export 버튼을 선택
• 전체선택 : 녹화된 모든 페이지가
선택됨
• 페이지별 내보내기 : 선택된 페이지
별로 LEC 동영상이 게시됨

❹ LEC 동영상 파일이 저장될 폴더 선택하고 파
일명 입력 후 OK 버튼 클릭하면 LEC 동영상
파일 게시가 완료돔

❸ 문서보호 설정 질문에 No를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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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 강의 저작
3.
및 활용하기

동영상 강의 게시(Export)하기-문서보호 설정 하기
문서보호를 설정하면, Edupresso 팀플 서버를 통해 파일을 배급해야 하며,
내려 받기를 수행한 스마트기기에서만 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까지 설정할
수 있슴

❶ LEC 동영상 파일로 만들 페이지를 선
택하고 Export 버튼을 선택

❸ LEC 동영상 파일이 저장될 폴더 선택하고 파

❷ 문서보호 설정 질문에 Yes를 선택하
면, 문서보호가 설정되어 게시됨
(기간제한을 선택하면, 내려받기 한
기기에서도 사용기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슴)

일명 입력 후 OK 버튼 클릭하면 LEC 동영상
파일 게시가 완료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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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관리

(1) LEC 동영상 플레이리스트/강의 보기

플레이리스트/강의 보기
게시된 강의는 플레이리스트에서 보여집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을 보내거나 삭제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❶ 플레이리스트 아이콘 클릭하기

❷ 폴더보기를 통해 원하는 파일을

❷ 전체 .lec 파일 리스트에서 찾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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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관리

(1) LEC 동영상 플레이리스트/강의 보기

플레이리스트/강의 보기
게시된 강의는 플레이리스트에서 보여집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을 보내거나 삭제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❶ 해당파일 선택 후 ‘Play’ 버튼
클릭하기

재생 콘트롤러

❷ 재생 중 무비를 닫으려면
Home 아이콘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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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관리

(2) LEC 동영상 강의 보내기

강의 보내기
에듀렉쳐 파일은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버등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❶ 해당파일 선택 후 ‘Send’ 버튼
클릭하기

❷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송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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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옴니렉쳐 플레이어

옴니렉쳐 플레이어
“옴니렉쳐 플레이어”는 lec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앱입니다.
직접 에듀렉쳐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고 강의 자료를 보기만 하려면,
“옴니렉쳐 플레이어” 만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Google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PC용 옴니렉쳐 플레이어는 www.edupresso.net [Download]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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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옴니렉쳐 플레이어

(1) 렉쳐 파일 재생하기

파일 재생하기 (1)

❷ LEC 파일 Play Guide 를 닫고, 노트
열기 아이콘 클릭하기

❶ 에듀렉쳐플레이어
실행하기

❸ 원하는 파일을 선택 후

파일이름을 넣고 ‘OK’ 버튼 클릭
하기

❹ 파일이 Import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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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옴니렉쳐 플레이어

(1) 렉쳐 파일 재생하기

파일 재생하기 (1)

❺ 노트가 생성되면, 노트를 클릭하기

❻ Lec 파일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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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옴니렉쳐 플레이어

(1) 렉쳐 파일 재생하기

파일 재생하기 (2)

❶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해당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기

❷ 실행을 위해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에서 Edu Lecture Player 를
선택하기

Lec 파일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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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옴니렉쳐 플레이어

(2) Folder/Note 관리하기

폴더나 노트의 이름 바꾸기/삭제하기/노트를 폴더로 이동하기

노트나 폴더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위치 옮기기, 휴지통에 넣기 등
파일 관리하기

노트나 폴더를 길게 눌러서 ‘이름
변경하기’ 메뉴에서 이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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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ADP-611
플레이어사용
9.
5. 에듀렉쳐

PEN+ ADP-611사용하기
PEN+ 은 스마트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닷패턴 용지에 쓰면서 디지털 기기에 필
기를 입력하는 ‘광학방식’ Smartpen 입니다.
Edu Lecture는 PEN+ ADP-611를 지원함으로써 쉽고 효과적으로 필기를 입력하면서
강의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 PEN+ ADP-611 는 Pen Generations사의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pengeneration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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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ADP-611
플레이어사용
9.
5. 에듀렉쳐

(1) 연결하기

PEN+ ADP-611 연결하기
❶ PEN+ 펜의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페어링 준비상태로 만듭니다.
❷ 디지털기기에서 블루투스 장비 검색을 통해 PEN+ 펜을 검색 후 등록합니다.
❸ 등록된 PEN+ 펜을 블루투스 페어링을 합니다.
❹ Edu Lecture 홈에서 ‘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 후, PEN+ ADP-611 연결하기를
선택합니다.

❷
❸
❹

❺ Pen 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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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표 설정하기

PEN+ ADP-611
플레이어사용
9.
5. 에듀렉쳐

펜의 좌표 설정하기
Edu Lecture와 용지와의 Pen Calibration 설정을 통해 닷패턴 용지와 화면 상에
펜으로 글씨가 쓰여지는 좌표를 맞춥니다.

❶ 에듀렉쳐를 실행하고 빈 노트나

PDF 파일을 열고 Other Tools의
Pen 좌표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

▪ PEN+ 펜과 함께 판매되는 전용 닷패턴 노트를 준비하거나,
‘전용지 PDF파일’을 다운받아 프린터로 인쇄한 PEN+ SHEET를
준비하거나, 닷패턴이 인쇄된 용지에 PDF 파일을 프린트하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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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ADP-611
플레이어사용
9.
5. 에듀렉쳐

(2) 좌표 설정하기

펜의 좌표 설정하기

❷ 손가락으로 상단과 하단의
좌표보정 기준점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❸ 좌표보정을 시작하려면

상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57

PEN+ ADP-611
플레이어사용
9.
5. 에듀렉쳐

(2) 좌표 설정하기

펜의 좌표 설정하기

❹ 화면에 표시된 상단과 하단의 좌표 기준점에
해당하는 위치를 상단 하단의 점 순서로
PEN+ 펜으로 닷패턴 용지에 점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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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ADP-611
플레이어사용
9.
5. 에듀렉쳐

(3) 강의 저작하기

PEN+ ADP-611 쓰면서 녹화하기
PEN+ ADP-611 으로 닷패턴 용지에 쓰면서 Edu Lecture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❶ 녹음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강의 저작 시작하기

❷ PEN+ 펜으로 닷패턴 용지에

쓰면서, 설명하면서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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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Equil Smartpen 사용하기
Equil Smartpen은 디지털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종이에 쓰면서 디지털 기기에 동시에 필기를 입력하는 Smartpen 입니다.
Edu Lecture는 Equil Smartpen 1, 2를 지원함으로써 쉽고 효과적으로 필기를
입력하면서 강의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Equil SmartPen 1

Equil SmartPen 2

※ Equil Smartpen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yequil.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quil Smartpen은 Luidia 사의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매는 www.shoppean.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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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1) 연결하기

Equil Smartpen 연결하기
스마트기기와 Equil Smartpen을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연결합니다.
페어링은 처음 연결할 때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 Equil Smartpen수신부 장치의 뒷면
커버를 열고 Reset 버튼을 누르기
▪ 좌측 면의 스위치 “iOS <->Others를
“OTHERS”로 이동시키기

▪ 스마트 기기와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위해 우측의 Power 버튼을 좌측의
블루투스 LED가 빠르게 점멸될 때까지
길게 누르기

▪ 스마트 기기에서 Bluetooth를 켜면
Equil Smartpen을 검색합니다.

▪ Equil Smartpen을 연결하기를 누르면
페이링을 진행합니다.

▪ Equil Smartpen이 연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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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1) 연결하기

Equil Smartpen 연결하기
Equil Smartpen을 Edu Lecture 와 연결합니다.

❶ 에듀렉쳐에서 설정하기 아이콘
을 클릭함

❸

Pen 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
니다.

❷ ‘Equil SmartPen 연결하기’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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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2) 좌표 설정하기(빈노트)

펜의 좌표 설정하기
Edu Lecture와 용지와의 Pen Calibration 설정을 통해 용지와 화면 상에
펜으로 글씨가 쓰여지는 좌표를 맞춥니다.
스마트 기기와 종이(아무 종이나 아무 사이즈나 가능)를 나란히 준비합니다.

❶ 빈 노트를 열고 Other Tools의
Pen 좌표 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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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2) 좌표 설정하기(빈노트)

펜의 좌표 설정하기

❸ 화면상의 두 기준점의 위치와

일치할 종이에서의 위치를
Equil Smartpen으로 찍습니다.

❷ 손가락으로 좌측 상단의 기준

점과 우측 하단의 기준점을
차례대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
한 후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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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3) 강의 저작하기(빈노트)

Equil Smartpen으로 쓰면서 녹화하기
Equil Smartpen으로 종이에 쓰면서 Edu Lecture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❶ 녹음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기

❷ Equil SmartPen으로 종이에

쓰면서, 설명하면서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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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4) 좌표 설정하기(문서)

문서를 불러와서 펜의 좌표 설정하기
교재 문서 PDF 파일을 에듀렉쳐에서 열고, 교재 인쇄물을 나란히 준비해서
글씨가 쓰여질 위치의 좌표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인쇄물

❶ 에듀렉쳐를 실행하고 PDF 문서를
열고 Other Tools의 Pen 좌표
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기

66

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4) 좌표 설정하기(문서)

문서를 불러와서 펜의 좌표 설정하기

❷ 손가락으로 상단과 하단의
좌표보정 기준점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❸ 좌표보정을 시작하려면

상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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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4) 좌표 설정하기(문서)

문서를 불러와서 펜의 좌표 설정하기

❹ 화면에 표시된 상단과 하단의 좌표 기준점에

해당하는 위치를 상단 하단 점의 순서로
Equil Smartpen으로 종이 위에 점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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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
플레이어
Pen 사용
6.
5. 에듀렉쳐

(5) 강의 저작하기(문서)

Equil Smartpen으로 쓰면서 녹화하기
Equil Smartpen으로 종이에 쓰면서 Edu Lecture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❶ 녹음하기 아이콘 클릭하여
강의 저작 시작하기

❷ Equil Smartpen으로 종이에

쓰면서, 설명하면서 강의 저작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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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Marker사용
플레이어
7.
5. 에듀렉쳐

Equil Smart Marker사용하기
Equil Smart Marker는 디지털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화이트보드나 벽면에 마커펜으로 쓴 노트, 그림을 편집, 저장 검색하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du Lecture는 Equil Smart Marker를 지원함으로써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음성을
동시에 녹음하여 강의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 Equil SmartMarker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yequil.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quil SmartMarker은 Luidia 사의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매는 www.shoppean.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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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Marker사용
플레이어
7.
5. 에듀렉쳐

Equil Smart Marker 특징

※ Equil SmartMarker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yequil.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quil SmartMarker은 Luidia 사의 제품입니다.
제품의 구매는 www.shoppean.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1

Equil SmartMarker사용
플레이어
7.
5. 에듀렉쳐

(1) 연결하기

Equil Smart Marker 연결하기
❶ Equil SmartMarker의 수신부의 전원을 켜고, 연결할 디지털 기기의 종류
( iOS/Android(PC)를 선택합니다. 화이트보드에 수신기를 붙입니다.

디지털기기에서 블루투스 장비 검색을 통해 Equil SmarMarker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Equil SmartMarker를 블루투스 페어링(등록) 합니다.
Edu Lecture 홈에서 ‘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 후, Equil SmartPen 연결하
기를 선택합니다.

❶ 에듀렉쳐에서 설정하기 아이콘
을 클릭함

❸

❷ ‘Equil SmartPen 연결하기’ 선택함

Pen 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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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Marker사용
플레이어
7.
5. 에듀렉쳐

(2) 영역 설정하기

쓰기 영역 설정하기
Edu Lecture와 화이트보드의 영역설정을 통해 화이트보드상에 글씨가 쓰여지는
영역과 디지털기기 화면상의 영역을 맞춥니다.

❸ 글씨를 쓸 화이트보드상의 영역을
Equil Smart Marker 로 좌측 상단,
오른쪽 하단에 점을 찍습니다.

❶ 에듀렉쳐에서 빈 노트를 열고

Other Tools의 Pen 좌표 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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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Marker사용
플레이어
7.
5. 에듀렉쳐

(3) 강의 저작하기

강의 하면서 녹화하기
Equil SmartMarker로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Edu Lecture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
다.

❷ Equil SmartMarker로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설명하면서 강의 저작하기

❶ 녹음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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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Smartpen
플레이어
N2TM 사용
8.
5. 에듀렉쳐

Neo Smartpen N2TM 사용하기
N2TM 은 스마트기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닷코드가 들어있는 종이에 쓰면서
디지털 기기에 필기를 입력하는 Smartpen 입니다.
Edu Lecture는 Neo Smartpen N2TM 를 지원함으로써 쉽고 효과적으로 필기를 입
력하면서 강의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 Neo Smartpen N2TM 는 NEO.LAB CONVERGENCE사의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neolab.kr/smartpen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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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Smartpen
플레이어
N2TM 사용
8.
5. 에듀렉쳐

(1) 연결하기

Neo Smartpen N2TM 연결하기
❶ N2펜의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페어링 준비상태로 만듭니다.
❷ 디지털기기에서 블루투스 장비 검색을 통해 N2펜을 검색 후 등록합니다.
❸ 등록된 N2펜을 블루투스 페어링을 합니다.
❹ Edu Lecture 홈에서 ‘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 후, NeoLab Pen 연결하기를
선택합니다.

❷
❸
❹

❺ Pen 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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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표 설정하기

Neo Smartpen
플레이어
N2TM 사용
8.
5. 에듀렉쳐

펜의 좌표 설정하기
Edu Lecture와 용지와의 Pen Calibration 설정을 통해 닷코드 노트와 화면 상에
펜으로 글씨가 쓰여지는 좌표를 맞춥니다.

❶ 에듀렉쳐를 실행하고 빈 노트나

PDF 파일을 열고 Other Tools의
Pen 좌표설정하기 아이콘을 클릭

▪ N2 펜과 함께 판매되는 전용 닷코드 노트를 준비하거나,
닷코드를 포함한 인쇄를 지원하는 프린터로 인쇄된
닷코드 인쇄물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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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Smartpen
플레이어
N2TM 사용
8.
5. 에듀렉쳐

(2) 좌표 설정하기

펜의 좌표 설정하기

❷ 손가락으로 상단과 하단의
좌표보정 기준점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❸ 좌표보정을 시작하려면

상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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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Smartpen
플레이어
N2TM 사용
8.
5. 에듀렉쳐

(2) 좌표 설정하기

펜의 좌표 설정하기

❹ 화면에 표시된 상단과 하단의 좌표 기준점에
해당하는 위치를 상단 하단의 점 순서로
N2 펜으로 닷코드 용지에 점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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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Smartpen
플레이어
N2TM 사용
8.
5. 에듀렉쳐

(3) 강의 저작하기

Neo Smartpen N2TM 쓰면서 녹화하기
N2TM 으로 닷코드 용지에 쓰면서 Edu Lecture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❶ 녹음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강의 저작 시작하기

❷ N2 펜으로 닷코드 용지에

쓰면서, 설명하면서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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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
E-mail : edupresso@edupresso.info
www.edupresso.info

감사합니다.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