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CHOOL사용 가이드
KU

<Home School 홈스쿨 접속하기>

바탕화면에 있는
KU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 창이 새로 뜹니다.
(인터넷 창이 하나 켜지면 그 창을 최소화 시켜 주세요.)

테스트 완료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웹캠 마이크 스피커 설정을 눌러 캠, 헤드셋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기본장치 중 스피커와 마이크의 장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주세요.

다음을 눌러 화면에 얼굴이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스피커와 마이크의 볼륨버튼을 눌러 각각 소리가 최대인지, 음소거는 아
닌지 확인합니다.

[저장]을 누른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Home School 기능 편>
학생 수업은 녹화/녹취가 가능합니다.
녹취 시작/녹화 시작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면
(클릭)눌러주세요. (녹취가 진행 될 경우, 버튼이 회색으로 변경됩니다.)

녹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
빨간색의 REC버튼이 나타나며,
깜빡깜빡 움직입니다.

녹화가 잘 진행되고 않는 경우*
표시된 창에 ‘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뜹니다.
(코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녹화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코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코덱 설치하는 방법>
“내컴퓨터→C드라이브→FreeOA폴더→XviD”를 더블 클릭하여 파일설치

코덱 설치 창이 뜹니다. Next버튼을 눌러주세요.

(코덱설치 완료후 ‘Homeschool’ 다시로그인해야적용됩니다. 설치후바로‘homeschool’이종료될수도있습
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을다시열어서재로그인해 주세요)

녹화 된 파일은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녹화 자료보기’ 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Home School 홈스쿨 보드 사용 방법>
전자보드를 통해 모양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도형 그리는 방법
색상 선택 : 빨강/파랑/노랑/연두/흰색 [클릭]
도형 선택 : 직선/화살표/네모/원/펜 [클릭]
원하는 색상, 도형을 선택한 후 보드에 그립니다.
(펜 모양을 클릭하고 자유로운 도형 그리기도 가능합니다.)
글씨 작성하는 법
펜 모양 옆의 ‘A’를 클릭-> 보드 클릭-> 대화창에 입력-> 키보드의 엔터를
누르거나, 대화창의 Enter를 누릅니다.

작성한 글 원하는 위치로 변경하기
버튼 밑에 있는 검은색 화살표 버튼을 누른 후, 작성한 글에 마우스를 가져가
면, 글 주위로
손모양이 나타납니다. 글을 클릭한 뒤, 원하시는 위치로 옮겨
놓으면 위치 변경이 됩니다.
지우기 - 지우개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작성했던 모양이나 글이 하나씩 지워
집니다.

< Home School 홈스쿨 보드 사용 방법>
기타 기능 확인하기.
시스템메뉴 버튼
- 코덱설치
- 녹화자료보기

홈프쿨 프로그램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 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
1. 시스템 상의
볼륨을 조절 해 주세요.
2. 헤드셋의 볼륨을 조절 해 주세요.
3. 헤드셋의 잭을 컴퓨터에서 분리했다가 다시 꽂아주세요.
-헤드셋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할 경우 홈스쿨 프로그램을 재시작
해주셔야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노트북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 할 경우, 선생님의 소리가
울려서 수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아닌 스피커에
헤드셋을 꽂을 경우 헤드셋이 작동 하지 않거나,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아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컴퓨터 본체에 직접 헤드셋을 연결
해 주세요.
•기본장치 오디오, 스피커가 같은 기종인지 확인해주세요.
→마이크와 스피커를 따로 사용하시는 경우 동일한 장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헤드셋 잭 연결 확인, 볼륨확인 후,
그래도 안되면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프로그램 열어서 로그인 해 주세요.
재시작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교육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600-0501)

왼쪽 하단에 있는 채팅창(파란색 바)을 클릭 후, 원하는 글을
쓴 뒤 키보드의 엔터를 누르면 글씨가 채팅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종료후, ‘녹화자료마무리중…’ 밑의숫자가100%가되어창이 사라질때까지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