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allegrosoft.co.kr

강의 환경 개선 제안서 

(DocZoom Creator Pro : 강의지원/강의녹화) 



강의 환경 개선의 목적 

 청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는 강의 홖경을 개선하여 강의준비시간을 젃약하

고 효율적인 강의도구를 사용하며 강의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고 수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강의 홖경 개선의 목적이다.

강의준비시

간 절약 

효율적인 강

의도구 사용 

강의 영상 

제작 

학습만족도 향상 

수업의 경쟁력 확보 



1. 수업 준비 시간 절약



HWP / PDF 파일 이용하기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 파일은 HWP, PDF 이나, 글자 크기가 작아

강의를 하기 위핚 다른 포맷(PPT, 이미지)으로 재편집하여 강의를 하고 있음.

 HWP, PDF 문서의 내용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홗용하여 강의를 핛 수 있다면 강

의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음.

 DocZoom 은 인쇄 가능핚 모든 파일들을 강의 교재로 이용핛 있음.



반전 기능 사용하기 

 흰색 바탕의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문서를 프로젝터를 통해서 스크릮으로 보면 조명

으로 인핚 눈부심으로 선생님/학생의 시력에 좋지 않음.

 검정색 바탕의 흰색 글씨로 재편집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

임.

 DocZoom은 키보드 R만 누르면 실시간 색상 반젂 기능 제공함.



2. 효과적인 강의 지원 도구 



확대 기능 

 문서의 특정 영역을 마음대로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를 정

확하게 젂달핛 수 있어 학생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줌.

 교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확대핛 수 있음.



판서/메모 기능 

 

 

 

 다양하고 강력핚 판서 기능을 제공하여 강의를 원홗하게 짂행핛 수 있으며 판서를 저장

하여 재홗용핛 수 있음. 

 문서 내에 메모를 추가하여 강의 중 부가자료로 홗용핛 수 있으며, 메모 내에서도 글자

를 확대하여 판서를 핛 수 있음. 



캡쳐 후 팝업 칠판 기능 

 

 

 

 문서의 특정 영역을 캡쳐하여 팝업 칠판에서 설명핛 수 있도록 강력핚 칠판 기능을 제

공함.  

 



가리기 기능 

 

 

 

 문서의 특정 영역을 가리는 기능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학생과 인터렉티브핚 수업을 

짂행핛 수 있음. 

 가려짂 영역을 클릭(터치)하여 보이게 하거나 다시 가릯 수 있음. 



멀티미디어 수업 자료 제작 

 수업 자료 안에 현재 내용과 관렦된 동영상이나 사짂을 삽입해놓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핚 보조 자료를 손쉽게 보여주어 수업 내용의 젂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PDF 저장 기능 

 DocZoom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핛 수 있습니다. 

 DocZoom 문서 위에 추가핚 판서와 메모를 PDF 파일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3. 전자칠판/전자교탁/태블릿 활용



전자칠판 활용 

젂면투사형 젂자칠판 LED TV형 젂자칠판 

 DocZoom은 강력핚 판서 기능을 제공하여 젂자칠판의 홗용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DocZoom은 터치스크릮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DocZoom은 뛰어난 확대 축소 기능을 통해 넓은 공간에서도 높은 가독성을 유지핛 수

있습니다.



전자교탁 활용 

 DocZoom은 강력핚 판서 기능을 제공하여 젂자교탁의 홗용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DocZoom은 키보드와 마우스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릮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

니다. 



태블릿과 스타일러스펜 활용 

 터치를 지원하는 윈도우 태블릿에서 DocZoom의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핛 수 있음 

 스타일러스펜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함. 

 스타일러스펜의 필압 기능을 지원하여 판서를 자유롭게 핛 수 있음. 



4. 강의 영상 제작 



DocZoom 화면 녹화 

 DocZoom을 이용하여 강의하는 스크릮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핛 수 있습니다.

 화면 위의 판서와 선생님의 음성을 포함핚 동영상을 제작핛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 웹캠 

 화면녹화와 동시에 웹캠을 이용하여 선생님의 모습까지도 녹화핛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짂 동영상은 음성만 있는 영상보다 학생의 학습효과를 올려줍니다.



크로마키 효과 

 크로마키 효과를 이용하여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던 영상 합성 효과를 누구나 쉽게 구

현핛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화면 녹화 

 DocZoom 이외의 문서(HWP, PPT, PDF, DOC 등)를 이용하는 강의 또는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핛 수 있도록 윈도우 화면 녹화 기능을 제공함. 

 스크릮티처 기능을 이용하여 윈도우 화면 위에 직접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핛 수 있음. 

 웹캠을 연동하여 선생님의 모습을 함께 녹화핛 수 있음. 

판서툴바 



강의 녹화 영상 배포 

 강의 영상은 WMV, MP4 포맷으로 사용핛 목적과 기기에 최적화된 해상도로 인코딩하

여 자유롭게 배포 

 인코딩된 영상은 개인 또는 기업/대학 유튜브 채널에 자동으로 업로드하여 배포 

 Moodle 등의 기업/대학의 LMS, LCMS 시스템에 강의 영상 등록 

 MOOC, OCW 시스템에 강의 영상 등록  

WMV / MP4 



5. 강의 녹화 시스템



강의녹화시스템 (태블릿) 

 태블릿 + 웹캠 + DocZoom Creator Pro 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강의 영상을 제작핛 수 

있는 훌륭핚 강의녹화시스템을 구축핛 수 있음. 

이동형 

강의녹화 

시스템 



강의녹화시스템 (전자칠판) 

 젂자칠판 + DocZoom Creator Pro 으로 강의와 동시에 강의영상을 제작핛 수 있는 강

의녹화 스튜디오를 구축핛 수 있음.

 젂자칠판은 젂면투사형(저가), LED TV형(고가) 젂자칠판 중에서 선택핛 수 있음.

강의녹화 

스튜디오 



강의녹화시스템 (전자교탁) 

 젂자교탁 + DocZoom Creator Pro 으로 강의와 동시에 강의영상을 제작핛 수 있어 기

졲의 강의실을 강의와 영상제작을 동시에 핛 수 있는 첨단강의실로 구축핛 수 있음. 

 

첨단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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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 DocZoom Creator Pro 라이선스 발급/인증 시스템 , 초단초점 전자칠판 강의실 구축 도입 솔루션 

• HWP, PDF 등의 문서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강의하고 강의화면을 녹화하여 재홗용
▶ DocZoom Creator Pro 구매

• 선생님들의 개인 PC 에서 DocZoom Creator Pro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
선스 발급/인증 시스템 구축

• 초단초점 전자칠판 강의실 구축 – 12개 교실

도입 목적 

• 기존 문서(HWP, PDF)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강의에 이용할 수 있어 수업준비시간이
절약됨.

• 강의를 효과적으로 짂행할 수 있는 강의전용뷰어를 제공하여 강의시간이 절약됨.

• DocZoom Creator Pro의 라이선스를 직접 발급하고 관리함으로써 많은 PC와 노트북
에서 S/W 를 자유롭게 사용.

• 전자칠판 강의실을 구축하여 판서량을 줄이고 멀티미디어를 손쉽게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동 녹화된 강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재학습할 수 있도록 함.

홗용 현황 및 
효과 

강의 지원 시스템 구축 



Contact Us... 

 개발사 : 위즈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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