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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메뉴얼 소개

● Copyright ANVIL Information Technologies, INC. and VOPIER, Co., Ltd. All rights reserved.
▶ 본 제품은 한국 S/W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 ANVILNote 영상회의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과 문서내용 등은 어떤 목적으로도 변형하거나
재가공하여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작성목적
▶ ANVILNote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입한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용자 메뉴얼 입니다.

● 안내서 사용방법
▶ 본 안내서에 삽입된 이미지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사용자가 Windows 운영체제의 기본기능을 습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Windows7,1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의 OS와는 동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표
▶ Windows와 Microsoft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그 이외의 나라에 등록상표 입니다.
▶ 그 이외에 기재된 시스템 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개발 메이커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 입니다.

※ 본 사용자 메뉴얼은 기능향상 및 사양변경으로 인해 사전 통보 없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 관련 문의 및 장애지원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팀 : Tel. 02-499-3690
오전 9:00~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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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제품의 주요 기능 및 특징
ANVILNote는 영상회의실 전용 음향 장비 및 PC카메라, 헤드셋, 인터넷(인트라넷)망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영상, 음성,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을 송수신함으로써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회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영상회의 솔루션입니다.

(1) 주요기능
▪

회의모드(36x36), 강의모드(1x36), 세미나모드(4x250) 지원

▪

실시간 컨텐츠 공유 (문서, 웹/데스크탑 공유 등)

▪

H.323/SIP 화상회의, Skype for Business 사용자 연동

▪

채팅, 사용자 반응(찬성/반대, 상태표시 등) 지원

(2) 제품 특장점
▪

UHD 화상회의 지원

▪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확장성

▪

최적의 영상을 위한 해상도 조절 기능(SVC 비디오 코딩 기술)

▪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회의모드, 강의모드, 세미나 모드)

▪

WebRTC 게스트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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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 다양한 회의모드
▶ 1:1 영상통화

별도의 회의실 개설없이 주소록의 사용자를 선택하여, 원클릭으로 4K UHD 고화질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의 모드

최대 36명의 참석자가 참여 가능하며, 참석자들이 서로의 영상과 음성을 보고 들으며 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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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 다양한 회의모드

▶ 강의모드

강사는 모든 참여자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과 강사의 화면만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원격강의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세미나모드

개설자는 참여자 중에서 최대 6명까지 발표자를 지정할 수 있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참여자들 의견을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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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3. 시스템 사양
(1) 클라이언트 권장 사양(Windows application 기준)
발언자 레이아웃
Resolution

4명

9명

16명

36명

각 참석자720p,
Total 2560x1440

각 참석자720p,
Total 3840x2160

각 참석자720p,
Total 5120x2880

각 참석자720p,
Total 6400x3600

Operating System

Windows 7 SP1/8/8.1/10
Intel Core i5-2xxxM
@ 2.3 GHz

CPU
RAM

Intel Core i5-3xxxM
@ 2.5 GHz

Windows 8/8.1/10
Intel Core i5-2xxx, i7-2xx
Intel Core i5-3xxx, i7-3xxx
x
@ 3.0 GHz
@ 2.7 GHz

1 GB

Graphics Card

Network

DirectX 10.0, 512MB

DirectX 10.0, 512MB

2 GB

4 GB

DirectX 10.0, 1GB

DirectX 10.0, 2GB

Out 1 Mbit/s, In 1 Mbit/s Out 1 Mbit/s, In 2.5 Mbit/s

Out 1 Mbit/s, In 4 Mbit/s

(2) 서버 권장 사양
최소사양

서버사양
CPU

Intel Xeon E3-1220 v5@ 3.0GHz

권장사양
Intel Xeon CPU E5-2620 v4 @ 2.10GHz

❖ Application에 최대 1,000명의 온라인 유저 접속
❖ 녹화 및 스트리밍 지원
❖ 1:1 영상통화시 무제한 접속가능
❖ APP을 통한 최대 200명의 회의 참여자
Typical
configurations
capabilities

Operating system

RAM
Hard drive
Network
Ports
IP

❖ APP을 통한 최대 400명의 회의 참여자

- 다자토론 모드, 100 WebRTC 참여자

- 다자토론 모드, 200 WebRTC 참여자

- 모든 영상모드, 25 WebRTC 참여자

- 모든 영상모드, 36 WebRTC 참여자

- 다자토론 모드, 100 SIP/H.323 endpoint 참여자

- 다자토론 모드, 100 SIP/H.323 endpoint 참여자

- 모든 영상모드, 최대 10 SIP/H.323 endpoint참여자

- 모든 영상모드, 최대 20 SIP/H.323 endpoint참여자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2012/2016

8GB

16GB

20 GB of free space
Ethernet 1 Gbit/s.
♦Port 80, Web Manager 설치에 필요 (*포트가 열리지 않을시 슬라이드 공유기능이 않됨)
♦Port 4307, Web Manager 설치에 필요 (Client APP에서 Media data 공유에 사용)
고정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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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사항

2.1. 주변장치 연결

❶

헤드셋 또는 이어셋을 아래와 같이 헤드폰,
마이크로 나뉘어 PC 또는 노트북으로
연결 합니다.

❷

웹카메라를 아래와 같이 PC또는 노트북의
USB단자에 연결 합니다.

❸

제공된 USB 카메라와 스피커폰은 장비

세팅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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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1.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❶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anvil-ict.com
을 입력하면 사이트 왼쪽 팝업창이 나타납
니다.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진행하세요.

❷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ANVILNote 아이
콘이 생성 됩니다.

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다운받은 설치프
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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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 3.1.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3.1.1. 서버 설정

❹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우선 서버 설정이
필요하므로, 서버변경을 클릭합니다

❺

엔빌노트 서버를 클릭 후 서버정보를 입력
하십시오.
→ www.anvilnote.com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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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 3.1.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3.1.2. 로그인 / 회의개설

❶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합니다.

❷

회의실 참여자 목록을 확인합니다

❸

설정에 하드웨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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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 3.1.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3.1.2. 로그인 / 회의개설

❹

장치 디바이스에 비디오,마이크, 스피커
를 확인합니다.

❺

회의실 타입을 선택합니다.

*회의모드, 강의모드, 세미나모드를 선
택하면 각각 상용목적에 맞는 회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❻

진행자는 회의실을 개설 한 후, 참여자

를 선택하여 통화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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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 3.1.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3.1.3. 바탕화면 공유 와 슬라이드쇼

❶

상단에 도구에서 화면공유와 슬라이
드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❷

화면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공유할 화면
을 선택합니다
* 상대방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❸

슬라이드쇼의 경우, 공유하고 싶은
PowerPoint 파일을 우측의 영역으로 드
래그 합니다. 파일이 이미지로 변환되
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❹

하단의 버튼으로 슬라이드쇼를 시작
하고 페이지를 변경합니다.
* 슬라이드쇼는 안드로이드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채

팅에 파일을 첨부하여 문서를 공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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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 3.1.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3.1.4. 녹화

❶

회의, 강의 녹화 시 도구에서 녹화를

클릭합니다

❷

녹화 시 전체,상대방,본인으로 녹화 범

❸

녹화 설정메뉴에서 녹화 허용범위와,

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위한 경로를 설정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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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 3.1.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3.1.5. 원격제어

❶

사용자가 바탕화면 공유를 하면 참석
자가 공유자의 화면에 회색 마우스버
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공유자의 화면에 원격제어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활성화 됩니다.

❸

공유자가 확인을 클릭하면 참석자가 공
유자의 PC를 원격제어 할 수 있습니다.
*PC를 기반으로 하는 윈도우 어플리케
이션 사용자 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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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❶

모바일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anvil-ict.com 을 입력하면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팝업창
으로 이동합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
케이션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세요.

❷

홈 화면의 ANVILNote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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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❸

로그인을 위해 서버 설정이 필요합니

다. 서버변경하기를 클릭하세요.

❹

ANVILNote 서버를 클릭하고 사용자는
www.anvilnote.com 을 입력하세요.
*로그인 전 반드시 서버 주소를 입력하세
요. 서버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접속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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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❺

본인의 ID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
세요.

❻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세
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로그인
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확히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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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❼

❽

로그인 되면 주소록 화면이 보입니다.

동시 접속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로그

아웃 됩니다. 내 프로파일에서 자신의
ID를 확인 하세요.
모바일 사용자도 “회의만들기”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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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❾ 회의모드를 선택한 후, 회의명과 참석
자를 선택하고 “개최”를 클릭하시면 회
의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참석자의 수는 화면
비율에 따라 최대 8자까지 표출 가능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
니다. 특정 발언자가 화면에 표시되어

야 하는 경우 세미나 모드를 사용하세
요.

❿ 우측 하단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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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⓫

모바일로 강의모드 입장 시 마이크를
클릭하여 마이크를 꺼줍니다.
*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강의 중 학생의
잡음이 모든 학생에게 전달되므로 반
드시 마이크를 꺼주세요.

⓬

우측 하단에 채팅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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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⓭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 채팅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습

니다.
* 허용을 클릭해야 공지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⓮

윈도우 사용자가 채팅에 첨부한 PPT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면 자료
를 보면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채팅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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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플리케이션 사용

3.2. Android 사용자 메뉴얼

⓯

파일스토리지에 다운로드 목록이 표시
되면 우측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

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하단에서
바로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

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하단에서 바로
파일을 열고 공유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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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RTC 게스트

4.1. 브라우저 회의참여 방법

❶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이메일에 첨부된 WebRTC 입장 URL을 클릭 하세요.

* 테스트를 희망하실 경우, 02-499-3690으로 연락하여 수신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 크롬에서 실행 하셔야 WebRTC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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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RTC 게스트

4.1. 브라우저 회의참여 방법

❷ Conference Page(회의페이지)로 이동하면 회의 정보와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❸ 예정된 시간이 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JOIN(참석)을 클릭하세요.

❹ 참여자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셔야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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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RTC 게스트

4.1. 브라우저 회의참여 방법

❺ WebRTC 입장을 클릭합니다.

❻ 마이크와 비디오를 선택하고 “Connect(접속)” 를 클릭하여 회의실에 입장합니다!!
*화면의 참석자 디스플레이는 입장 순으로 임의 배정되며, 모바일의 경우 최대 8자까지 표출 됩니다

*참석자 목록은 우측 상단의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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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RTC 게스트

4.1. 브라우저 회의참여 방법

❼ 일반회의모드 영상 화면 입니다.

❽ 바탕화면공유 모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코딩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27

㈜엔빌정보기술

TEL . 02-499-3690
FAX. 02-362-6264
E-mail. info@anvil-ict.com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8길 9 보원빌딩 2층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