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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mMeeting 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세계를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원격 화상회의 솔루션
입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를 HD급 품질로 제공하며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하여 상호 협업

이 가능하도록 판서기능(화이트보드), PC공유, 문서공유, 원격제어, 문자대화, 영상공유, 정보배
분, 회의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전세계 어디에 위치하든 다양한 종류의 유무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또한 접속 가
능한 장비는 PC, 노트북, 모바일 장비(아이패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전용셋탑 등 다양한 제
품을 지원합니다.

2.필수항목
준비사항
화상회의 참여를 위해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설정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사운드 카드 설정 및 테스트
사운드카드는 전이중사운드(Full duplex sound)를 지원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사운드 카드
의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녹음과 재생 기능의 테스트
윈도우 시스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과 재생이 되는지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3) 화상회의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사운드카드, 카메라 및 영상 캡쳐카드(옵션) 등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는 하드
웨어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입니다.

사운드카드
대부분의 사운드카드는 지원을 하지만 아래는 mMeeting 사용을 위해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
한 사운드카드의 목록입니다.
Caystal Ware (Synthesis)
AC97 (Synthesis)
SoundBlaster Live Value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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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120
Aureal Vortex A3D SQ1500
Aureal SB Audio PCI 64V
ES1887 (Synthesis)
Montego II Quadzilla
Rockwell WaveArtist
SoundBlaster PCI 128
SoundBlaster PCI 512
SoundBlaster 32 AWE
SIIG SoundWave Pro PCI
Yamaha DS-XG (Synthesis)
Creative Crystal PnP Es 1868
Creative Sound Blaster Creative 16 Plug & Play
Creative AWE64
Creative SoundBlaster PCI
Addonic (PCI)
Crystal Audio (DELL sound card inserted)
Crystal Sound Fusion PCI audio Accelerator (IBM Thinkpad default configuration)

영상캡쳐카드
이 제품은 웹카메라가 아닌 별도의 캠코더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옵션 품목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카메라 제품은 당사의 제품과 호환이 되므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카메라 제품은 당사의 제품과 호환이 되므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USB 형태로 제공되는 카메라의 경우 드라이버 설치로 해결이 되지만 캠코더 형태의 일부 카
메라는 영상캡쳐카드가 필요합니다. 영상캡쳐카드가 필요한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
다.
Sony D31
Sony D100P
Sony D70P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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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er BS105B

시스템 요구사항
서버측 운영시스템 : Windows2000/XP/Vista/7/8/2003 Server
기본사양 : 윈도우, Intel Core Duo 3.0 MHz, 2GB Ram (4G 권장)
CPU점유율 :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윈도우 점유율은 2~3%
네트워크 : 0.06k/sec/user
IP : 서버를 위한 하나의 공인 IP (공유기를 이용한 방법도 가능)
클라이언트 운영시스템 : Windows2000/XP/Vista/7/8/2003/IOS/Andioid/Windows Mobile 6.0+
SD급 화질 : Celeron, AMD / 512~1G Ram
HD급 화질 : Core 2 Duo/Quad Core 3 GHz / 1G Ram
그래픽카드 : FX5200 64M 이상
사운드카드 : AC97 이상
시스템을 설치한 후 화상회의 서버 연결을 위해서 방화벽에서 허용해야 할 포트는
TCP/UDP : 1089번과 8080번 입니다.

3. 프로그램 다운로드
화상회의 프로그램 위치

설치 프로그램은 마인테크(http://www.minetech.co.kr) 의 “Video Conference” (화상회의)
메뉴의 하단에 가시면 화상회의에 필요한 프로그램 목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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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장치별로 설치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를 이용한 화상회의 참가자 : mMeeting Client(V3.8)”

•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계열 : “mMeeting Client(Android)”

**마켓에서 직접 찾아 설

치하셔도 됩니다.
•

스마트폰 IOS 계열 : App Store 에서 직접 찾아서 설치하세요. “mMeeting” 또는
“엠미팅” 으로 검색하세요.

PC 사용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운로드 받으시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mMeetingClientV3.8.zip 이라는 이름으로 PC에 저장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압축을 해제
하신 후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4. 설치 및 삭제
설치과정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Next” 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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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프로그램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가급적 기본값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인 설치위치는 “C:\Program Files\MINETECH\mMeetingClient” 입니다.

만약 이전에 한번 이상 설치한 적이 있는 경우 설치경로로 이미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예” 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시작메뉴에 나타나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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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으로 두고 “Next” 를 선택합니다.

화상회의를 실행하는 아이콘을 생성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 또는 해제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기본값을 두고 “Next” 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선택한 항목을 보여줍니다.
“Install”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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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화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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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면
기존 프로그램을 언인스톨 하신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삭제하기
mMeeting

을 삭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Uninstall mMeetingClient” 메뉴를 선택하여 삭제

를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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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방법
시스템의 상태 아이콘
각 사용자의 권한의 보유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의 설명입니다.
: 음성 송출 상태
: 음성 송출 중지 상태
: 영상 송출 상태
: 영상 송출 중지 상태
: 발표자 권한을 보유한 상태
: 발표자 권한을 신청한 상태 (아직 발표권한이 없음)
: 발표자의 경우 발언권을 적용하는 기능을 하고, 참석자의 경우 발표자측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기능을 합니다.
: 발표자의 경우 발표권을 적용하는 기능을 하고, 참석자의 경우 발표자
권한을 신청하는 기능을 합니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중지시키는 기능입니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표권을 중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시스템의 사용권한
본 시스템의 사용권한은 크게 발언권과 발표권으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 발언권(Speaker) :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즉,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함
-. 발표권(Presenter) : 마이크와 화이트보드 등 모든 기능을 사용가능 한 발표자의 권한
발언권 과 발표권의 차이
발언권은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 즉,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발표권은 회의 참석자를 관리하는 즉, 모든 참석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발
언권은 발표권보다 하위의 권한입니다.
참석자는 누구나 발표권을 얻어 발표자가 될 수 있으며 발표자는 화이트보드와 각종 공유
기능을 발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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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하기

바탕화면에서

mMeting 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거나,

시작>모든프로그램>MINETECH>mMeetingClient 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초기화면
화상회의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 하는 방법
2. 회의실 방번호를 이용하여 접속 하는 방법 (웹 컨퍼런스용)
있습니다.
1.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하는 방법은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여 두고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이며, 2.회의실 방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회의 참
가자를 사용자아이디 생성 없이 회의실 방번호 만을 이용하여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웹컨퍼런스에 적합한 방법입
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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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 보이는 화면입니다.
설치 후 처음 접속하는 경우는 먼저

“네트워크”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화상 서버 접속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참석자에 배포된 아이
디를 입력해 주세요

아이디와 함께 배포된 암호를 입
력해 주세요

화면 중앙의 서버 항목에 “video.mentorland.kr” 대신 자신이 접속해야 할 화상서버의
주소를 확인하여 입력해 줍니다. (이 작업은 설치 후 한번만 필요한 작업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 다음에 다시 들어올 경우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억” 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회의실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회의실은 자신이 여러 개의 회의실에 초대가 되어있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목록이 뜨지만
초대된 회의가 1 개일 경우 아래 화면은 뜨지 않고 바로 회의실에 입장하게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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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 해당하는 회의실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화상 회의실에

진입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후 화면을 전환하거나 마이크를 제어하거나 문서를 공유하는 등의 모든 사항은 발표자나
운영자에 의해서 조작하게 되므로 회의 참가자는 별도로 조작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만약 발표자 측에서 회의 참가자 들에게 회의자료를(파일 문서등) 전달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측에서 회의에 참여한 다른 참가자 들에게 파일을 전달해야 할 경우는 “참석자”
메뉴에서 파일 관련 항목의 메뉴를 사용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 설명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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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회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환경과 관련된 기능의 모음입니다.
2. 운영자
시스템 사용을 위한 최고 상위 권한의 기능 입니다.
운영자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는 시스템의 모든 기능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들을 제어하는 메뉴입니다.
3. 발표자
회의를 진행하는 발표자 권한의 기능 입니다.
발표자 권한의 사용자는 운영자 메뉴는 접근할 수 없으나, 참석자 보다는 상위의 권한
으로 참석자 권한의 메뉴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회의 진행자로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회의 참석자를 통제하기 위한 기능들입니다.
예) 참석자의 마이크 on/off, 영상 송출/중지 등
4. 참석자
회의에 참가한 참가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참석자는 운영자 메뉴와 발표자 메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기
다양한 화면의 레이아웃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6. 도움말
시스템 사용에 관한 도움말 입니다.

화면레이아웃 설명

1. 표준레이아웃
일반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화이트보드를 기반으로 한 화면레이아웃 입니다.
2. 교육레이아웃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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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레이아웃보다 작업영역을 최대화 시킨 형태의 화면레이아웃입니다.
3. 영상레이아웃
작업영역에 모두 회의 참석자 영상을 위치시키는 화면레이아웃입니다.
4. 전체화면
특정 영상을 최대화 하여 보기 위한 화면레이아웃입니다.

언어설정 및 화면동기화 방법
1. 언어변경
언어의 변경은 “System/Language” 메뉴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한글 메뉴인 경우 “시스템/언어”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2. 화면동기화
화면동기화란 발표자의 화면과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의 화면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 동기화를 위해서는 발표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먼저

“발표권적용” 을

눌러 발표자 권한을 적용해 줍니다.
발표자 권한을 얻게 되면 발표자의 상태가

처럼 변경되므로

확인한 후 “발표자” 메뉴를 눌러 “화면동기화” 를 체크상태로 만들어 유지하면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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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 영상송출 방법
각 참석자의 영상은 기본값은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표자(발표자)측에서
“영상송출” 을 시켜주어야 다른 참석자 측에서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상송출은 발표자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발표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좌측 참석자 목록에서 영상을 송출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우측버튼을 눌러주면 팝업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 “영상송출” 항목을 선택하면
잠시 후 영상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음성/영상 원격설정하기

음성과 영상의 설정은 자신의 장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발표자 권한인
경우는 원격으로 참석자의 음성과 영상을 원격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치에 대한 설정은 시스템메뉴를 선택한 후 “오디오설정” 이나 “비디오설정” 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격설정의 경우는
좌측 참석자 목록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면 팝업메뉴가 뜨고 메뉴 중에서
“원격음성설정” 이나 “원격영상설정” 을 선택하여 적절한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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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영상레이아웃 상태에서 특정 영상에 마우스 우측버튼을 누르고 “원격관리” 를
선택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
회의 중에 참가자는 필요 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을 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1. 채팅창을 이용한 텍스트로 질문
2. 발언권을 얻어 음성으로 질문
채팅창에 질문하기

이곳에 질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좌측 하단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을 적어 전송버튼을 눌러 주면 전달 됩니다.
채팅창의 기본값은 회의에 참여한 모든 참석자가 함께 질문 내용을 보게 되므로 만약
개별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모든사용자” 를 클릭한 후

리스트 나타나는 개별 사용자를 선택 지정하여 개별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질문하기
참석자가 음성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어야 합니다.

참석자 측에서 발언권 요청방법은 상단의

“발언권적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발표자 측에 참석자의 발언권 요청 신호가 전달되며 발표자는 화면에서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모양 표시 요청사항 항목탭)
발표자가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하게 되면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게 되어 음성으로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별도의 참석자 요청이 없이 발언권을 발표자 측에서 참석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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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한을 부여해 주면 별도의 발언권 신청 없이도 음성으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회의진행 시 유익한 기능
※ 이 기능은 발표자측 기능이므로 참석자 측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이트보드(판서) 공유 (판서 공유, 문서 공유 등)
2. 화면공유 (발표자의 PC 의 화면 공유)
3. 미디어 파일 공유 (비디오 영상)
4. 투표 기능 (간단한 시험이나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화이트보드 공유
화이트보드는 교실에서 칠판에 판서를 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판서는 빈화면에 판서할 수도 있고 각종 문서를 띄운 상태에서 그 화면 위에 다양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기능은 화면레이아웃이 “표준레이아웃” 이나 “교육레이아웃” 에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화이트보드 탭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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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새로운 화이트보트 탭추가
: 새로운 문서 불러오기
: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문서 불러오기
: 화이트보드 저장하기
: 페이지 따르기
: 화이트보드 우측으로 회전
: 화이트보드 좌측으로 회전
: 화이트보드 바탕색
: 화이트보드 크기
: 화이트보드 페이지 이동
: 화이트 보드 문서 이동 및 닫기
: 개체 선택
: 개체 이동
: 개체 삭제
: 선그리기 개체
: 화살표그리기 개체
: 손글씨펜 개체
: 형광펜 개체
: 사각형 그리기 개체
: 둥근사각형 그리기 개체
: 타원개체
: 글씨 입력 개체
: 그림삽입 개체
: 창캡쳐
: 화면캡쳐
: 선넓이
: 선모양
: 선색깔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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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의 판서를 자유롭게 회의 참가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파워포인트 문서를 직접
화면에 불러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 파워포인트 문서는 변환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의 시작 전에 미리 로딩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화면공유
화면레이아웃이 “표준레이아웃” 이나 “교육레이아웃” 에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화면공유 탭을 선택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유시작 버튼을 누르면 공유 방법을 선택하는 다음화면이 나옵니다.
적당한 값들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공유가 시작 됩니다.
공유중지 버튼을 누르면 공유는 중단이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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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공유기능은 발표자측 PC 의 화면을 전체를 공유하는 1)컴퓨터공유 와 일부 특정
영역을 공유하는 2)영역공유 그리고 발표자가 사용 중인 특정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하는
3)프로그램공유 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공유가 가능합니다.
[특정 영역을 공유한 경우]

3. 미디어 파일 공유
화면레이아웃이 “표준레이아웃” 이나 “교육레이아웃” 에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미디어공유 탭을 선택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표자측 PC 에 있는 미디어파일을 플레이 하여 참석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추가할 경우 우측의 재생목록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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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파일은 재생목록에 나타나게 되며 재생목록의 파일을 더블클릭하며 영상이 재생
됩니다.
-. 지원하는 영상 포멧 : asf, wmv 형식만 지원합니다.
4. 투표 기능
화면레이아웃이 “표준레이아웃” 이나 “교육레이아웃” 에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전자투표 탭을 선택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설문이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투표항목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만드신 후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면 진행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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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장비설치 유의사항
화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C 에는 사운드카드가 있어야 하며( PC 의 기본장치)
카메라 와 마이크 와 스피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깨끗한 화면을 위해서
HD 화질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권장합니다.
-TV 를 사용하는 경우는 스피커는 TV 스피커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크는 제공하는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음
카메라 설치
카메라는 PC 의 USB 포트에 꼽는 것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추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장치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며 설치된 카메라는
대부분 마이크 내장형 카메라 이므로 설치 시 아래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설치 시 주의사항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체형의 경우 카메라의 위치를 스피커와 가까이 두면, 스피커의
출력이 다시 마이크로 입력되는 하울링 현상을 유발하게 되어 다른 참석자 측에 소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카메라(마이크)와 스피커는 거리를 두고 설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볼륨 조절 시 주의사항
TV나 외장 스피커로 출력되는 음량의 경우 적정한 수준이 필요합니다.
음량이 너무 크면 다른 쪽(발표자 및 다른 참석자측)에서 울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실 상황에 맞게 음량을 조율하시되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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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처
사용방법 문의 및 구매방법


주식회사 마인테크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2차 407호



문의 : 02-6340-5880 / 010-8763-3047



메일 : bsjang@min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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