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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옴니보드 소개

Local
Wi-Fi

옴니보드를 선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옴니보드는 데이터타입 동영상 강의를 저작할 수 있는 PC용 소프트웨어 입니다.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강의를 녹화할 수 있고, 

또는 비실시간으로 강의 파일을 저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동영상은 음성과 필기가 씽크되어 재생되는 동영상으로서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타입 동영상은 무료로 제공되는 전용

Omnni Lecture Player (PC용, 모바일용)에서 재생됩니다. 

또한 옴니보드는 근접 Wi-Fi환경에 있는 PC와 스마트기기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의, 세미나, 회의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이용자 간의 소통을 쉽고, 효과적으로 합니다.

옴니보드를 이용하면 1:1 소통의 장점과 다:다 상황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쌍방향 지식전달의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옴니보드는 PC-스마트기기 (마스터/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진행자와 접속자로

나뉩니다. PC는 문서와 모든 통신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인 동시에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소통의 중심입니다. 진행자는 PC나 마스터

기기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주관합니다. 접속자들은 클라이언트기기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눈앞에서 확인합

니다. 모든 이용자는 각자의 기기에 필기를 할 수 있고, 그 필기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쉽고 간단하며, Android 및, Windows 기반의 어떠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도 PC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문서 포멧은 PPT/PDF/Excel/Word로 매우 다양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에도 저장기능을 이용하여 접속자별로 자신의 노트

파일을 저장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옴니보드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움과 가치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 옴닝

3



[1단계] 설치하기(선생님용 옴니보드 서버설치)

1. 선생님용(PC에만 설치 가능)
- [다운로드] : http://www.edupresso.net/Data/Download/OmniBoard_setup.zip
- [압축풀기] : 다운로드 받은 OmniBoard_setup을 압축을 풀어주세요
- [설치파일 실행] : 압축 푼 파일 중 setup 파일을 더블클릭 후 설치
- [실행하기] : 설치 후 생성된 OmniBoard 파일을 실행
- [라이센스 등록] : 실행하면 상단 Help 클릭 -> License 클릭 -> 라이선스 번호 등록

2. 퀵 메뉴얼 [1단계] 설치하기(선생님용 /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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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퀵 메뉴얼

1. 학생용 (PC와 안드로이드 둘다 설치 가능, 아이폰 안됨)

(1) PC설치하기

- [다운로드] :       
http://www.edupresso.net/data/download/OmniBoard_Client_V_1_2_Setup.zip

- [압축풀기] : 다운로드 받은 OmniBoard_Client_V_1_2_Setup을 압축을 풀어주세요
- [설치파일 실행] : 압축 푼 파일 중 setup 파일을 더블클릭 후 설치
- [실행하기] : 설치 후 생성된 OmniBoard_Client 파일을 실행
- [IP 번호 입력] : 선생님 PC OmniBoard 화면 하단 IP번호와 성명 입력

(ex. 192.168. 0. 0 – 홍길동)

(2) 안드로이드 설치하기

- [앱 접속] :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의 플레이스토어앱을 실행하기
- [앱 검색] : 검색창에서 [옴니보드]로 검색하기
- [앱 설치] : OmniBoard 앱을 설치하기
- [실행하기] : 설치된 OmniBoard 앱을 실행하기
- [IP 번호 입력] : 선생님 PC OmniBoard 화면 하단 IP번호와 성명 입력

(ex. 192.168. 0. 0 – 홍길동)

[1단계] 설치하기(선생님용 /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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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퀵 메뉴얼 [2단계] PPT, PDF 파일 불러오기

1. 좌측상단 – 파일 – 열기를 클릭
2. PPT 파일이나, PDF 파일을 클릭 후 열기합니다
3. 해상도는 96 or 120 dpi를 선택합니다

참고1. dpi는 숫자가 클수록 선명하나 속도가 느려집니다
참고2. PPT는 실행되고 있으면 불러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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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퀵 메뉴얼 [3-1단계] 용도별 세팅하기

모드 수업활용 필기 권한 화면공유

진행자 강의 강사(O) / 학생(X) 강사(O) / 학생(X)

개별 문제풀이 강사(O) / 학생(O) 강사(O) / 학생(X)

발표 1인 발표 강사(O) / 발표자 학생(O) 강사(O) / 발표자 학생(O)

토론 집단 토론 강사(O) / 모든 학생(O) 강사(O) / 모든 학생(O)

1. 모드설정하기
- 상단 모드 클릭 – 진행자/개별/발표/토론 모드 중 선택하기
- 발표모드 선택시 – 발표자 이름 클릭하기

2. 선생님 패드선택하기
- 오른쪽에 나열된 선생님의 패드이름 클릭 – Set MasterUse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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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퀵 메뉴얼 [3-2단계] 동영상 저장 세팅하기

1. 동영상 저장하기
- [rec 클릭] 상단 rec 버튼 클릭하기 (진행자 모드, 개별 모드에서만 가능)
- [녹화 진행] 펜과 음성을 활용하여 녹화 진행
- [저장 하기] 녹화가 마무리 되면 Stop 클릭하기(lec 파일로 저장됨)

2. 녹화된 동영상 재생하기
- [Play 클릭] 상단 Play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 [파일 선택] 클릭 후 원하는 lec 파일 선택

3. Lec파일 -> WMV로 변환하기
- [변환 클릭] 상단 동영상 변환 모양(영화필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 [파일 선택] 클릭 후 원하는 lec 파일 선택
- [변환 설정] 가능하면 설정된 값 그대로 OK 클릭하기

( 동영상 시간이 길면 변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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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팝업 : ‘저장’을 누른 후, 파일 받을 위치를 지정하여 압축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압축풀기 : 다운로드 된 파일의 압축을 풀어 설치를 진행합니다.

2.

3.

설치파일 다운로드 : www.edupresso.net의 [Download] 에서 OMNI BOARD Server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 합니다. 

옴니보드서버 설치파일 다운로드

저장(S) 

<압축풀기 실행> <설치폴더 생성>

3.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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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exe .

‘ .

.NET Framework .

▪ Omni-Board ‘.NET Framework’ PC . ‘.NET Framework’ , 

‘.NET Framework’ , 2,3 .

▪ 4 .

‘.NET Framework’ PC .

1.

2. 3.

(OS) .

Windows XP SP1 ‘dotNetFx35setup.exe’ 

‘setup.exe’ .

옴니보드서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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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을 클릭하여 설치 마법사를 진행 합니다. 설치 폴더를 정하고 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설치를 실행하세요. 설치가 진행 중 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4. 5.

7. 8.

11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3. 설치하기



’ .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옴니보드 실행파일이

생성됩니다.

옴니보드는 설치 후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면 1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옴니보드 라이선스는 1년 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사용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라이선스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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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옴니보드를 계속 사용하시려면 설치 후, 라이선스를 받아 프로그램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Edupresso Academy 
Family 신청

라이선스 수신 라이선스 적용

옴니보드 라이선스 적용

학관노를 통해 Edupresso
Academy Family를 신청합니다. 

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 하거나,

지정된 경로로 파일을 이동시켜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라이선스

기간만큼 옴니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업일 안에 보내주신 이 메
일주소로 라이선스 키를 보내
드립니다.

전송

신청인 가입신청

Edupresso
Academy Family

※ 상세설명 9페이지 참조

E-mail

라이선스
Key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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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해 라이선스를 제공받으신 후에는 라이선스를 프로그램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옴니보드를 실행하여 Help > License 를 클릭하여 라이선스고 발급받으신 CD key를 입력하면

라이선스가 등록됩니다. 

라이선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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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업데이트 버전이 출시되면 등록된 메일주소로 업데이트를 공지합니다.

최초에 프로그램설치를 위해 접속한 URL(인터넷 주소)을 이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받아주세요.

최초에 옴니보드를 설치하였던 순으로 파일을 재설치 하시면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NET Framework’와 라이선스에 관련된 과정은 생략되므로 업데이트 설치 후, 개선된 기능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 업데이트

1.

2.

압축해제 Setup.exe 실행 설치완료

15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 : www.edupresso.info의 [Download] 에서 OMNI BOARD Server 프로
그램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3. 설치하기



Play Store 를 실행합니다. (Android)

Play Store를 실행하고 Omniboard를 검색 / 설치 합니다.

PC 옴니보드와 실시간 소통을 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에 옴니보드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2.

! 검색어: 옴니보드, omniboard, omning

16

3. 설치하기



서버 버전과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로 윈도 기반 디바이스 (노트북, 윈도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윈도용 옴니보드 클라이언트 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팝업 :  ‘저장’을 누른 후, 파일 받을 위치를 지정하여 압축파일을 다운받습니다.2.

저장(S)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옴니보드 클라이언트 실행파일이

생성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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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파일 다운로드 www.edupresso.info의 [Download] 에서 OMNI BOARD Clien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3. 설치하기



PC Omni Board Server 화면구성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메인메뉴

빠른실행메뉴

상태 바

접속자 리스트

공유화면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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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리스트
보기/숨기기



메인메뉴(File, Pen, Edit, View) 

Edit

Undo/Redo 이전/다음 동작으로 돌아갑니다

Refresh (새로고침)

All Clear

현재의 상태를 전송합니다

현재 페이지를 초기화합니다

실시간 미반영

Undo/Redo를 반영시키는 동작

필기 원클릭 삭제

File

초기 실행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문서를 불러옵니다

문서를 저장합니다

호환 포멧: PPT, PDF, Word, Excel

원본파일 PPT>PPT 저장, 그 외 PDF로 저장

Pen

Pen 펜을 선택합니다

Highlight Pen

Eraser

형광펜을 선택합니다

지우개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선택

View

Presentation View Presentation화면을 나타냅니다

View Ratio (%) 

View for Page (페이지맞춤)

문서의 보기 비율을 선택합니다

문서를 화면에 세로로 맞춥니다.

Presentation View

80/100/150/200

높이 기준 화면 채움

New

Load

Save

Quit

View Width (폭 맞춤) 문서를 화면에 가로로 맞춥니다 폭 기준 화면 채움

옴니보드를 종료합니다

빠른실행메뉴에서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은 내용 삭제

펜 두께조절

• 빈 페이지 추가

• 현재 페이지 삭제

• 이미지 삽입

펜 색상선택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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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Mode)
화면공유와 필기권한에 따라 여러 가지 모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적절한 모드의 사용으로 쌍방향 인터렉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모드를 선택합니다

개별모드를 선택합니다

발표모드를 선택합니다

Master

Individual

Presenter

Discussion 토론모드를 선택합니다

진행자의 화면(접속자 개별필기불가) 

진행자의 화면(접속자 개별필기가능)

지정된 접속자의 화면(개별필기불가) + 진행자의 첨삭

모두의 필기 실시간 공유

진행자모드를 선택합니다 진행자의 필기(PC+Master)만 실시간 공유Mode 기능 화면공유 및 필기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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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Setting)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있더라도

특정 사람 들만 공유해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회용으로

임의로 지정하면 됩니다. 

※ 비밀번호를 공유한 유저들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설정을 통해 문서 Loading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 고 사양 PC (RAM)에서는 [Memory사용] 

설정을 하면 로딩 속도가 빨라집니다.

모니터 상에 직접 글씨를 쓰는 판서작업 툴을

사용할 경우, 혹은 마우스로 글씨를 쓸 때, 

화면에 표현된 글씨가 거칠게 표현 된다면

Mouse setting을 이용해 글씨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에 가까울 수록 민감도 향상)

1. 비밀번호 설정 3. 마우스 민감도 설정2. 메모리 사용설정

옴니보드를 프레젠테이션 상황과 PC에 최적화 할 수 있는 기타 설정을 지원합니다.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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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Help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정보를 확인합니다

License

About OmniBoard

옴니보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 등록

소프트웨어 버전/ 라이선스 잔여일 / 개발사 연락처

손쉬운 라이선스적용 및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 정보 / 라이선스 기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신 라이선스 key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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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View 메뉴, 혹은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전환

전체화면으로 전환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 사용에 용이)

프리젠테이션 화면의 터치메뉴로 콘트롤 할 수 있습니다. 

1. 메뉴숨기기

2. 터치활성토글

3. 펜

4. 형광펜

5. 지우개

6. 색상

7. 두께

8. All Clear

9. 페이지 추가/삭제

10. 페이지 이동

11.나가기

Presentation

①

⑩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⑧

⑪

< PC화면-전자칠판/전자교탁/빔프로젝터화면/LED TV등 PC에서 출력 가능한 모든 디스플레이>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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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메뉴에서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접속자의 스마트 기기 화면들을 PC 모니터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접속자들의 화면 모니터링

원하는 접속자의 화면 쎔네일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화면을 본 후 발표 모드에서 발표자로 선정하여
해당 접속자의 화면을 띠울 수 있습니다. 

화면 닫기

Refresh:

Refresh 버튼을 누르면 접속자들의

화면이 Refresh 됩니다.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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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 BOARD SERVER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데이터타입 동영상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은 Omni Lecture(.lec) 파일로 저장되며, OMNI BOARD SERVER나 별도의 Omni Lecture Player (PC, Android 버전) 에서 재생
될 수 있습니다. Lec 파일을 AVI 동영상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LEC 동영상 강의 저작, 재생, 변환

REC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기를 시작합니다.

STOP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기를 끝냅니다. 

파일 저장 후 ‘PLAY’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면
Player 모드에서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 재생됩니다. 

데이터타입 동영상 (.lec)파일을 avi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강의 저작>
<데이터타입 동영상 재생>

<AVI 변환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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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l Smartpen을 PC상의 OMNI BOARD SERVER를 연결하고 종이 노트에 쓰면서 필기를 입력, 저장할 수 있습니다.

※ Equil Smartpen에 대한 정보와 연결방법 등은 별도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펜 연결 및 Calibration

Pen Connect Pen Calibration
(2 points)

Pen Calibration
(1 point)

※ Equil Smartpen is registred trademark of PNF. Korea

4. 기능설명- 옴니보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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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바

숨기기/열기

메뉴 바

공유화면

모바일 Omni Board 앱 화면구성

27

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Android 스마트 기기 화면>

<Windows용 옴니보드 클라이언트 화면>

메뉴바

※ 메뉴설명은 18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펜의 종류 및 두께를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원격으로 PC의 옴니보드서버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합니다.

메인메뉴

페이지 이동(이전/다음)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진행자의 스마트기기에서 모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P.32, 54~58 참조)

<마스터 화면>

도구상자를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 이하 6페이지 참조

마스터로 지정된 기기에서만 활성화됩니다.

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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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트 파일 저장
마스터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접속자들이 개별적으로 필기한 노트들에 대해 PC 에 ‘파일저장’을 요청하고, 
각 접속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파일요청’을 하면 접속자별 개별 노트가 각자의 스마트 기기에 저장됩니다.

파일요청:

마스터에서 파일저장을 실행한 후 다운가능

아이콘 탭(클라이언트) > 다운진행

파일저장:
PC에 모든 접속자의 파일을

저장 하여 각 디바이스에

전송할 준비를 합니다.

<마스터 화면> <클라이언트 화면>

파일요청:
PC로부터 각자의 파일을

전송 받습니다.

(문서+마스터 작성글+개별

작성 글)

마스터의 [파일저장]
(디바이스저장 준비)

디바이스저장 준비완료
파일요청

5. 기능설명 (3)도구상자 메뉴

디바이스저장완료

마스터: [파일 요청] 탭

클라이언트: 아이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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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정전식 펜 사용하기
일반 정전식 펜을 사용하여 필기를 하는 경우 손이 액정 표면에 닿으면 멀티터치로 인식하여 글쓰기가 불가능하고,

손을 대지 않고 정확하게 글씨를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옴니보드에서는 정전식 펜 사용시 손이 닿는 것을 막아주는 Palm Pad 스크린 기능을 채택하였습니다.

5. 기능설명

* Palm Pad 열기
정전식 펜이나 손가락으
로 버튼을 터치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고 영역을 정합니다.

* Palm Pad 이동하기

스크린 영역 위에 손을 대고 글씨를 씁니다. 

영역을 이동하고자 하면 Palm Pad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상하좌우로 위치가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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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구상자 메뉴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PC원격조작
진행자가 PC와 떨어져있는 경우, PC의 마우스를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스마트 기기에서 PC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PC의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PC화면>

5. 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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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3)도구상자 메뉴



빈페이지 추가
프레젠테이션진행 중에도 빈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페이지 추가

(ex.) 3/12   페이지 (ex.) 4/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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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3)도구상자 메뉴



PDF Viewer(Android)
스마트기기에 저장 된 PDF문서를 열어볼수 있습니다. 

5. 기능설명

문서
선택

Viewer 선택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PDF열고, 

이메일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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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3)도구상자 메뉴



All Clear

페이지 지우기 : 현재 페이지에 작성한 내 글을 삭제합니다.

페이지 삭제 : 현재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작성된 필기를 모두 삭제하거나 페이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에서는 개별필기삭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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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3)도구상자 메뉴



5. 기능설명

<마스터기기 모드변경화면>

모드변경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진행자 발표자

진행자의 화면이

모든 접속자에게

공유됩니다.

개별 접속자는

필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의 화면이

모든 접속자에게

공유됩니다.

개별 접속자는

필기를 할 수 있습
니다.

선택된 접속자의 화면이 공유

됩니다.

다른 접속자는 필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진행자 첨삭가능

진행자를 포함한

모든 접속자의

필기가 동시에

공유됩니다.

진행자는 특정 접속자의 필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론 모니터링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진행자

접속자 A

접속자 B

접속자 C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진행자

접속자 A

접속자 B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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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4)모드(Mode) 메뉴

화면공유와 필기권한에 따라 여러 가지 모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적절한 모드의 사용으로 쌍방향 인터렉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ingle버튼 클릭

열어본 PDF문서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5) Single 메뉴

PC접속된 상태가 아닌 비실시간 상태에서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PDF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옴니보드 모바일 앱에서 ‘Single’ 모드로 들어갑니다. 

※ OS에 따라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장된 PDF 파일 보기, 삭제, 내보내기

! TIP!

슬라이드를 이용해 저장된 문서 삭제
※ 안드로이드의 경우 길게 누른 후 삭제

문서선택

문서삭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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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상자 메뉴에서 ‘PDF 보기’를 선택합니다.

5. 기능설명 – 모바일 앱



37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 옴니보드에서 음성과 필기가 함께 저장되는 데이터타입 동영상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 강의 중 실시간으로 저작을 하거나 비실시간으로 따로 강의를 저작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녹음을 위해 PC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필기 입력을 위해 마스터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고 전자펜으로 필기를 합니다.
• 저작된 데이터타입 동영상 (.lec)은 일반 동영상과 비교하여 훨씬 작고 가벼워서 전달과 관리가 용이합니다.

개요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확인
옴니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와 각 스마트기기가 동일 네트워크(Wi-Fi)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PC의 네트워크 상태> <스마트기기의 네트워크 상태>

※ PC네트워크의 유/무선 상태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기기는 Android Windows 기반의 어떠한 장치도 사용 가능합니다.

<Android> 

38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PC에서 프로그램 실행
PC에서 옴니보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옴니보드 초기실행화면>

<바탕화면의 아이콘>

<스마트 기기의 환경설정>

스마트기기 환경설정에서 옴니보드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PC가 연결된 Wi-Fi를 연결한 후 옴니보드 앱을 실행합니다.

스마트기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동일 Wi-Fi 연결> <앱 실행>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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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보드 PC 메인화면>

스마트기기에서 옴니보드 실행 후 IP주소를 입력하여 PC에 접속합니다. 
ID는 임의로 입력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도록 PC의 IP address를 공개합니다.

192.168.0.55

접속

접속

IP공유, 스마트 기기 PC에 접속

<옴니보드 앱 메인화면>

Connect

PC의 옴니보드에 ‘접속자 1’이 접속되었습니다. <접속된 ‘접속자1’의 스마트 기기 화면> 

IP정보 클릭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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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된 스마트기기를 마스터로 설정합니다. 

마스터 설정하기

‘접속자 1’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Set Master User’를
선택합니다.

‘접속자 1’이
마스터로

설정되었습니다.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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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 열기
빈 종이에서 필기를 할 수도 있고, 미리 작성되어 있는 강의 자료를 가져와서 강의 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파일선택

※ PPT/PDF/DOC/XLS 문서 사용가능

PC에 선택한 문서가 열리고
마스터기기에 공유됩니다.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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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의 녹화를 시작하려면 ‘REC’ 버튼을 클릭합니다.  

※ PC에 연결된 마이크가 한 개 이상인 경우 ‘Record’ 버튼을 클릭 시
장착된 마이크 리스트가 나오면 사용할 마이크를 선택한 후 ‘Record’를
시작합니다.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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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스터 스마트 기기에서 필기를 입력하면서 음성 설명을 녹음합니다.

필기 입력

펜 종류, 굵기, 
색상을 선택해서

필기 입력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음성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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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의 녹화를 마치려면 ‘STOP’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15분 47초 길이, 1,120KB의
데이터타입 동영상인 .lec 파일로 저장됩니다.

④ 저장된 .lec 파일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쉽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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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① 녹화한 .lec 파일이나 기존에 저장된 .lec 파일을
재생하려면, ‘PLAY’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전체화면으로 Player가 실행되고 파일이
재생됩니다.

재생을 마치려면 ‘나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파일 재생하기
OMNI BOARD SERVER에서 금방 녹화한 .lec 파일을 미리보기 하거나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lec 파일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②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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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동영상 파일 재생하기
스마트 기기나 OMNI BOARD SERVER 프로그램이 없는 PC에서 .lec 파일을 재생하려면 Omni Lecture Player를
실행하면 됩니다.
Omni Lecture Player는 Android, Windows용이 있으며, 각각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www.edupresso.info 웹사이트
[Download-Application]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① Omni Lecture Player를 실행하고 ‘노트열기’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Andoird 용 Omni Lecture Player>

② .lec 파일 탭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 후 파일이름을 넣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선택한 .lec 파일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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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① PC에서 Omni Lecture Player를 실행하고 파일을 찾은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선택한 .lec 파일이 전체화면으로 재생됩니다.

<PC 용 Omni Lecture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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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WMV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기
필요한 경우 .lec 파일을 일반적인 .avi 동영상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 시 Frame rate, 해상도, 화질 설정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① 옴니보드를 실행한 후 ‘변환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 2GB 이상으로
변환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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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하기 – 강의 저작하기

③ 적절한 Frame Rate, 해상도, 화질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파일명을 넣은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Converting이
시작됩니다.

⑤ 변환이 완료되고 WMV 동영상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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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개요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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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확인
옴니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와 각 스마트기기가 동일 네트워크(Wi-Fi)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PC의 네트워크 상태>

※ PC네트워크의 유/무선 상태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기기는 Android 및 Windows 기반의 어떠한 장치도 사용 가능합니다.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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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PC에서 프로그램 실행
PC에서 옴니보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옴니보드 초기실행화면>

<바탕화면의 아이콘>

<스마트 기기의 환경설정>

스마트기기 환경설정에서 옴니보드서버가 실행된 PC가 연결된 Wi-Fi를 연결한 후 옴니보드 앱을 실행합니다.

스마트기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동일 Wi-Fi 연결> <앱 실행>

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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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보드 PC 메인화면>

스마트기기에서 옴니보드 실행 후 IP주소를 입력하여 PC에 접속합니다. 
ID는 임의로 입력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도록 PC의 IP address를 공개합니다.

192.168.0.55

접속

접속

IP공유, 스마트 기기 PC에 접속

<옴니보드 앱 메인화면>

Connect

PC의 옴니보드에

Client ‘접속자’들이

접속되었습니다.

<접속된 Client 스마트 기기 화면> 

IP정보 클릭

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PC-Server

접속자 1

접속자 2

접속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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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 만약 다른 접속자를 마스터로 설정하면, 기존의 마스터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마스터 설정

동시 접속자 중 한 명의 유저만이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기 화면>
마스터

<부재상황의 클라이언트 화면의 예>

<스마트기기 화면>

접속된 스마트기기들 중 하나를 마스터로 지정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거나 PC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

PC-Server

접속자 1

접속자 2

접속자 3

클라이언트(접속)
모든 접속자는 클라이언트
기기를 통해 마스터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받아봅니다.

클라이언트(부재)
접속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접속이 끊어지면 아이콘이
부재중으로 변합니다.

마스터

※ 접속상태설명

마스터를
우클릭 후 선텍

PC-Server

접속자 1

접속자 2

접속자 3

!

 방법: 접속자 아이콘을 우클릭 하여 마스터 유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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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문서 열기
문서를 불러오면 미리보기 이미지가 생성되며, 문서화면이 접속된 스마트기기에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스마트 기기 위에 필기를 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문서파일선택

※ PPT/PDF/DOC/XLS 문서 사용가능

56



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PC에서 변경하기

진행자모드를 선택합니다

개별모드를 선택합니다

발표모드를 선택합니다

Master

Individual

Presenter

Discussion 토론모드를 선택합니다

진행자의 화면(개별필기불가) 

진행자의 화면(개별필기가능)

지정된 접속자의 화면(개별필기불가) + 진행자의 첨삭

모두의 필기 실시간 공유

화면공유와 필기권한에 따라 여러 가지 모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마스터기기에서 변경하기
진행자의 스마트기기에서도 모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모드를 선택합니다 진행자의 필기(PC+Master)만 실시간 공유Mode 기능 화면공유 및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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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진행자
접속자A 접속자B 접속자C

-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진행자(PC/Master기기)의 모드 변경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접속자A 접속자B 접속자C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의 화면이 모든 접속자에게 공유되며, 접속자는 필기를 할 수 없습니다.진행자 모드

진행자의 화면이 모든 접속자에게 공유되며, 접속자는 각자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개별 모드

PC 마스터기기

PC 마스터기기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진행자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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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진행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가 특정 접속자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 모드 – 모니터링 기능

PC 마스터기기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진행자

접속자 A

접속자 B

접속자 C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마스터기기에서 선택한 접속자B의 화면이 확인됨.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개별 모드 상황에서
진행자가 선택한 접속자의
화면을 모니터링

접속자A 접속자B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접속자C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
※ 해당기능은 마스터기기에서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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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진행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진행자

접속자 A

접속자 B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선택된 접속자의 필기가 모든 접속자에게 공유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선택된 접속자의 화면이 공유되며, 다른 접속자는 필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진행자는 그 위에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모드

접속자A 접속자B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접속자C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접속자A 접속자B 접속자C

※ 모드>’발표자’선택

진행자

진행자

접속자 A

접속자 B

60



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진행자

접속자A 접속자B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접속자C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와 접속자 모두의 필기가 실시간으로 공유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접속자A 접속자B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접속자C

-진행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공유 및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변경할 수
- 있습니
-작성에

진행자모드 개별모드 발표모드 토론모드

모든 접속자가 필기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토론 모드

PC 마스터기기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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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트 파일 저장
마스터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접속자들이 개별적으로 필기한 노트들에 대해 PC 에 ‘파일저장’을 요청하고, 
각 접속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파일요청’을 하면 접속자별 개별 노트가 각자의 스마트 기기에 저장됩니다.

파일요청:

마스터에서 파일저장을 실행한 후 다운가능

아이콘 탭(클라이언트) > 다운진행

파일저장:
PC에 모든 접속자의 파일을

저장 하여 각 디바이스에

전송할 준비를 합니다.

<마스터 화면> <클라이언트 화면>

파일요청:
PC로부터 각자의 파일을

전송 받습니다.

(문서+마스터 작성글+개별

작성 글)

마스터의 [파일저장]
(디바이스저장 준비)

디바이스저장 준비완료
파일요청

디바이스저장완료

마스터: [파일 요청] 탭

클라이언트: 아이콘 탭

7. 사용하기 – 화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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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 
E-mail : 
edupresso@edupresso.info
www.edupresso.info

감사합니다.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