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er’s Viewer

입주자대표회의 TV/스마트폰/PC 동시 중계/녹화 방송 제안



회의 방송시스템의 고려사항(가격결정요소)

(1) 마이크 종류/수량

- 음질은 발언자의 입과 마이크의 거리에 비례하며, 좋은 음질의 방송은 시청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자동 자막이나

자동 녹취파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공용마이크 보다는 구스넥 마이크나 스마트폰 마이크와 같은 개인용

마이크 사용을 권장드리며, 방송용 회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케이블 설치가 필요 없이 간단히 앱만 설치하면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카메라 종류

- 방송 영상에서 시청자가 현재의 발언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고정 CCTV 카메라로 회의실 전체를

촬영하면 비용은 조금 저렴하나 발언 여부까지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1~2대의 PTZ 카메라로 빔프로젝트

화면이나 특정 발언자의 얼굴까지도 확대가 가능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참석자가 15인 이내인 경우에는 1대의

카메라로도 ‘V’자나 반원 의자배치를 통해 모든 참석자의 발언여부를 알 수 있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3) 자막 기능

- 시청자를 위하여, 카메라 영상만 방송하기 보다는 “xx차 정기회의” 또는 “xx월 임시회의” 등, 회의 정보를 영상화면 위

에 표시하거나, 특히 산회나 정회 등으로 예정된 회의가 취소되고 방송도 중단되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거나 문의전

화를 할 수 있으므로 회의 시간 동안에는 “산회” 또는 “정회” 등의 안내 정보 화면을 방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저장 방식

- 과거에는 DVR/NVR 저장방식도 많이 사용했으나, 파일로 백업하는 것이 불편하여 최근에는 회의 시작에서 종료시점까

지를 하나의 파일로 자동 백업되어 조회/검색이 편리한 PC 저장방식을 선호하며, 추가 PC 도입 없이 회의실의 빔프로젝

트 발표용 PC나 업무용 PC의 활용도 가능하여 비용이 절약되고, PC를 서버로 사용하면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회의 주관자(회장)가 회의 녹화/방송 시작이나 종료, 카메라 제어, 자막 제어, 마이크 제어 등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형 중계/녹화 시스템의 구성도

(회의실)

공용마이크 믹서/AMP

스크린

(인터넷 방송)

입대회의 방송시청용 홈페이지(입주민 외 시청불가)

>> 특징
- 회장님이나 동대표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TV방송을 빼고는 오늘 곧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RTMP)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용 트리폴(삼각대)과 짐벌 이용도 가능합니다.

- 로그인 인증과 시청암호 설정으로 입주민만 시청 가능하며, 방송 내용은 서버에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보기 됩니다.

(TV 방송 – 관리실/방제실)

빔프로젝트

(#) 주의 : 파란색 장치와 점선은 추가 선택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채널콤바이너

(기존 공청장비)

HD모듈레이터
(녹화)

스마트폰
(무료 전송앱 제공)

스피커

문서PC
(녹화파일)



캠코더형 중계/녹화 시스템의 구성도

(회의실)

공용마이크 믹서/AMP

스크린

(인터넷 방송)

>> 특징
- 가장 가성비 높은 모델로, 보유 중인 캠코더가 있는 경우, 인코더만 준비되면 곧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캠코더 -> 인코더 -> 인터넷 회선” 연결 후, 인코더 전원을 켜면 방송이 시작되고 전원이 꺼지면 방송이 종료됩니다.

- 로그인 인증과 시청암호 설정으로 입주민만 시청 가능하며, 방송 내용은 서버에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보기 됩니다.

(TV 방송 – 관리실/방제실)

빔프로젝트

(#) 주의 : 파란색 장치와 점선은 추가 선택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채널콤바이너

(기존 공청장비)

HD모듈레이터
(녹화)

캠코더

스피커

문서PC
(녹화파일)

인코더(자막)
입대회의 방송시청용 홈페이지(입주민 외 시청불가)



PTZ카메라형 중계/녹화 시스템의 구성도

(회의실)

공용마이크 믹서/AMP

스크린

(인터넷 방송)

>> 특징
-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로, 카메라 전원을 켜면 방송이 시작되고, 전원을 끄면 방송이 종료 됩니다.

- 설치도 간단하여, 마이크/믹서의 출력을 카메라에 연결한 다음, 카메라에 인터넷 회선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 로그인 인증과 시청암호 설정으로 입주민만 시청 가능하며, 방송 내용은 서버에 자동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보기 됩니다.

(TV 방송 – 관리실/방제실)

빔프로젝트

(#) 주의 : 파란색 장치와 점선은 추가 선택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채널콤바이너

(기존 공청장비)

HD모듈레이터
(녹화)

문서PC
(녹화파일)

PTZ 카메라
(방송 중계 기능 내장)

스피커

개인/

입대회의 방송시청용 홈페이지(입주민 외 시청불가)



PTZ카메라 확장형(무선 스피커폰)
중계/녹화 시스템의 구성도

(회의실)

화상회의용 스피커폰
(무선) 스피커

스크린

비디오믹서

(인터넷 방송)

>> 특징
- PC(중계/녹화 서버)가 추가된 모델로, 서버의 자동녹화와 별개로 PC에도 추가적으로 녹화파일이 생성됩니다.

- 줌, 리모트미팅, 구글 행아웃 등 화상회의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예) 회의실에 참석한 인원은 화상회의 솔루션 ZOOM 줌을 이용해서 회의에 참가하며, 회의실 참석이 불가피한 인원은 스마트폰으로 ZOOM 줌으로 참가합니다

- 테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회의의 시작/종료/정회 제어는 물론, 자막 제어, 카메라 위치 제어 등이 가능합니다.

- PC(중계/녹화 서버)를 회의실 빔프로젝트 PC로 사용 가능하면, 프로젝트 스크린의 문서도 같이 방송 가능합니다.

(TV 방송 – 관리실/방제실)

빔프로젝트

(#) 주의 : 파란색 장치와 점선은 추가 선택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회의/자막/카메라제어
(스마트폰/스마트패드)

PTZ Cam-2

HD모듈레이터
(녹화)

채널콤바이너

(기존 공청장비)

PTZ Cam-1

문서PC
(녹화파일)

입대회의 방송시청용 홈페이지(입주민 외 시청불가)



CCTV 카메라형 중계/녹화 시스템의 구성도

(회의실)

각종마이크
믹서/AMP

스피커

스크린

중계장치
(인코더/자막)

(인터넷 방송)

>> 특징
- 회의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으며, 4분할 전체 화면이나 특정 카메라 화면을 선택하여 방송합니다.

- 다만, CCTV 모델은 빔프로젝트 스크린의 문서 내용을 시청자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촬영하기 어렵습니다.

- 또, 특정 발언자를 확대하기 어려워, 해당 발언자의 제스처나 표정까지 방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TV 방송 – 관리실/방제실)

빔프로젝트

(#) 주의 : 파란색 장치와 점선은 추가 선택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CCTV
카메라

채널콤바이너

(기존 공청장비)

(녹화)

DVR/NVR

문서PC
(녹화파일)

HD모듈레이터

입대회의 방송시청용 홈페이지(입주민 외 시청불가)



카메라 모델별 특징 및 촬영 각도 선택방법

>> 선택방법
-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단독형으로 고정카메라 또는 PTZ 카메라 1대를 사용하는 형태가 제일 저렴

- CCTV 형태이든 PTZ 형태이든, 녹화PC를 회의실 발표PC로 같이 사용하면, 빔프로젝트 화면도 방송 가능

- 녹화PC+PTZ카메라 형태의 경우, 스마트 기기로도 회의 제어 및 카메라 상/하/좌/우/Zoom을 간단히 제어

CCTV형 (4대)

- 모든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나 작음
(표정이나 제스처 구분은 어려움)

- 4분할 화면으로 방송

PTZ형 (2대)단독형 (1대)

- 전체 화면은 물론 특정 발표자 확대
(발언자 표정과 손동작 구분 가능)

- 2분할 화면으로 참석자 전체 정면 촬영

- A자 형태의 테이클 배치 권장
- PTZ 카메라는 특정 발표자 확대 가능

(표정이나 손동작 구분 가능)

(자체 보유한 캠코더로 대체 사용도 가능)



마이크의 종류 및 특징, 유/무선 혼합 연결방법

(2) 구스넥마이크
- 사용 제약 없으나 케이블설치 필요

(3) 공용(전방향)마이크
- 스피커와 동시 사용 시, 하우링 주의

(1) 무선마이크+수신기
- 같은 공간에 많은 수량 사용 불가

(5) 스마트폰마이크
- 개인 보유 스마트폰 활용,

수량 제약 없으며, 스피커 동시 사용 가능

(무선마이크 수신기만 연결할 때)

(PC 오디오 출력만 연결할 때)

(유선마이크들과 같이 사용할 때)

(WiFi/LTE/5G)

(유선마이크들과 같이 사용할 때)

(UHF/VHF/FM)

(4) 스피커겸용 공용마이크
- 스피커 기능 동시 탑재, PC USB 연결

(USB Cable)

(XLR Cable)

(XLR Cable)

(AUX Cable)



MovieUP TV모듈레이터

회의실카메라
(회의중)

기존 채널들과 함께 헤드앤드시스템의
“콤바이너(채널결합기)” 장치와 연결하게 됨

기존 채널용 모듈레이터
(또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위성안테나

헤드앤드 시스템

<관리사무소/방제실>

※ 각각의 세대 전송은
별도의 케이블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청 채
널 전송망을 이용합니다.

DVR/NVR
(평소)

입대회의 중계시스템 TV중계부분 구축 범위

만일, 공청망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부의 유선 또는 케이블 방송 회사에다 맡기신 경우라면,
먼저 해당방송 회사와 사전협의를 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마이크/중계기(PC) 모듈레이터 컴바이너 TV(입주민)

(신규 구축 대상) (기존 공청망 이용)



(#) 권장하는 방송 순서

(1) 공지사항 방송 => 매 시각 정시에는 관리사무소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등록한 공지사항을 방송

(2) 회의/강의 재방송 => 공지사항 방송 후에, 관리자가 설정한 요일이나 시간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회의/강의

녹화 영상을 자동으로 재방송 송출.

(3) 대기 화면 또는 CCTV 방송 => 공지사항 방송이나 회의/강의 재방송이 끝나면, 놀이터/경로당 등의 CCTV 화면을 계속 방

송하거나 아파트를 소개하는 특정 사진이나 비디오를 송출.

(4) 회의/강의 실시간 방송 => (1)~(3) 방송 중에라도 언제든 회의/강의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실시간 방송 송출 됨

홈페이지 자동방송

가정.휴게실.경로당

(스마트폰 - 웹)

(PC)

(스마트폰 - 어플)

(관리실 입주민공지 등록)

(입주자대표 회의실)

(시청/구청 시민공지 등록)

채널의 다목적 활용 (채널을 비워두지 마세요)

입주민 시청용 홈페이지
(플랫폼 서비스 같이 이용 시)

지난회의 다시보기 메뉴

입대회의 실시간 보기

CCTV(놀이터) 영상 실시간 보기



마이크

PTZ카메라 중계/녹화PC

(관리실/시청/구청 각종 공지사항 등록)

(회의실)

(놀이터/체육시설/경로당 CCTV 방송)

회의방송 전용 플랫폼
- ENJSOFT MovieUP -

(TV 방송)

(현관/엘리베이터 DID 방송) (엘리베이터)

- PC/스마트폰 방송이나 TV 자동 재방송을 이용하시려면 유/무료 방송플랫폼이 필요합니다.

- 방송플랫폼을 이용하면, TV와 DID단말기에서, 평소 CCTV(놀이터) 등을 중계하다가, 매시 정각에는 입주민 공지사항이

방송되고,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에는 지난 회의/강의 녹화 영상이 자동으로 재방송 되지만, 만일, 회의실에서 회의/

강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자동으로 회의 실시간 중계방송 모드로 전환합니다.

- 스마트폰/PC 입주민들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로그인 인증과 시청 비밀번호 설정의 2단계 안전관리 지원

(PC/모바일 인터넷 방송)

회의 공지를 비롯한 각
종 공지사항 등록 시,
화면에 아이콘 표시됨

기타 타사 방송플랫폼

중계와 CCTV(놀이터) 및 공지 방송 병행 가능

믹서



인공지능 AI 자막기능 연동

현재 발언 중인 회의 내용 자막

발언 종료된 회의 내용 자막

자막 위치 하단에는 현재 발언 중인 자막이 표시되고 자막 위치 상단에는 발언 종료된 자막이 표시됩니다.

- 입주민이 회의 내용 시청 시 현재 발언 중인 자막과 발언 종료된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회의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테블릿/스마트폰의 회의/자막/카메라 제어 화면

배경이미지(사용자교체가능)

학생아이콘(이미지교체가능)
- 카메라 위치 저장 후 원터치로 카메라 이동



(1) 고화질 카메라 영상과 빔프로젝트 문서(PC) 화면이 같이 방송되므로, 시청자 선택 또는 좌우 PIP로 동시 시청 가능

(IP카메라 모델과 CCTV 모델의 경우에는 빔프로젝트 PC 설치용 S/W를 별도 구매하여야 가능)

(2) 별도의 App(어플리케이션 또는 ActiveX) 설치 없이 모든 PC/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곧바로 시청

MovieUP 회의/강의 방송 플랫폼의 특징

(#) 시청자 공지용 “무비업 회의.강의 비디오 공유”앱 무료 사용 제공

(1) 라이브 중계된 회의/강의는 게시판에 자동 녹화/등록되어 언제나 TV 자동 재방송 및 다시보기가 가능.

(2) 라이브 영상은 자동 녹화 되므로 웹페이지에서 관리자가 간단히 자르고 붙이거나 녹화/녹취용 다운로드 가능

(3) 허가된 사용자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청암호 기능이나 사용자별로 ID/PASSWORD 설정 가능.

(#) 많은 시청자들이 고화질 영상/음성을 TV/PC/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시청 가능

(#) TV 자동 재방송 및 실시간 중계 및 다시 보기용 전용 비디오 게시판 제공



카메라 변경 및 추가

(#) 카메라

CCTV/DVR 세트 – 여러 개를
설치한 후에, 방송 중에 전체(분
할)화면이나 특정 카메라 화면
을 선택/변경하며 방송 가능
(HDMI Out 지원 필수)

PTZ 카메라 – 중계 전용, 
20배, 방송 중에 전체 화면
은 물론 빔프로젝트 촬영
화면, 개별발표자 확대 화
면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캠코더 – 보유 중인 캠코더를 활
용하여, 방송 전에 전체화면 또는
특정 발표자 확대한 상태에서 방
송 (HDMI Out 지원 필수)

✔기본선택품
목



마이크 변경 및 추가

(#) 마이크 및 믹서

오디오 믹서(볼륨조절)

테이블형 구스넥 마이크 발표자 스마트폰 이용 마이크

테이블형 공용 마이크 무선 마이크

✔기본선택품
목

✔선택품목



다목적 방송 가능한 모듈레이터(엔코듈레이터)

(#) HDMI 연결 방송 및 IP(네트워크) 방송, USB 메모리 방송 모두 가능

✔USB 메모리의 동영상 파일 방송 가

능(#) TV 방송화면

대기화면
(아파트이름 삽입가능)

회의 실시간 방송 화면
(카메라를 켜면 자동 전환)

아파트소재 지역뉴스
(별도의 동영상 파일 또는 인터넷 방송)

(XX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타 회의/강의 보조 진행 장비 추가

중계 제어기 - 터치스크린 메뉴로
회의 시작, 정회, 자막 등의 진행 제
어, 카메라 위치 제어, 방송 제어

중계(인코더/자막) 장치 - PTZ 
카메라 또는 사용자가 보유한 일
반 캠코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
상을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장치
로서, Encoder(인코더)라고 부름

버튼추적장치 - 발표자용 카메
라 위치 제어 버튼으로 진행자
의 도움 없이 참석자 스스로 카
메라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발표자 스스로 회의
실 전체, 발표자 상반신, 발표
자 얼굴로 카메라 위치를 제어
할 수 있음.

(#) 기타 장치

발언시간제한 타이머



프리미엄 복수카메라용 PC믹서형 시스템 구조

전자칠판/빔프로젝트

IP카메라

마이크

PTZ카메라

무선마이크

캠코더
(다양한 화면형태)

진행자음성으로제어 스마트패드(폰)제어
(카메라제어, 회의제어, 시작/정회/속회/종료시 자막표시제어)

중계/녹화기

정회 선언

미리보기모니터

정회(자막) 방송 화면
(전체화면자막+음성차단)

빔프로젝트 방송 화면

강사 발표 방송 화면

참석자 전체 방송 화면
(일반 자막 추가 가능)

발언자 확대 방송 화면

발언/질의 1:1 대화 화면

발표/질문 방송 화면

발표/전체 방송 화면

TV

PC

스마트폰

디지털게시판

- 회의 진행 및 카메라 선택/합성 및 카메라 위치 제어

- 빔 프로젝트(PC) 화면 동시 송출을 위한 회의 자료 선택 및 합성 제어

- 이러한 제어를 스마트폰/PC로 여러 사람이 동시 제어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원격 제어 가능)

- 회의 진행자의 회의 진행과 연계한 음성 인식을 통한 카메라 제어 및 마이크 On/Off 및 볼륨 제어 가능.



회의 중계 시스템 제품 구성 목록

구분 제품이름 용도 시중평균가격

카메라 기본 PTZ 카메라 회의실내 영상 촬영용 PTZ 방식(상/하, 좌/우 확대) 카메라 (20배 이상) 150

선택 캠코더 회의실내 영상 촬영용 캠코더방식 카메라 (보유분 활용 가능) 60

선택 IP카메라 회의실내 영상 촬영용 네트워크 방식 카메라 15

선택 CCTV 회의실내 영상 촬영용 CCTV 방식 카메라 10

선택 DVR/NVR CCTV를 사용하거나 IP카메라를 2대 이상 사용할 때에 필요 20

마이크 기본 마이크믹서 마이크 볼륨 조절 20

선택 구스넥마이크 회의참석자의 음성 수집을 위한 탁자형 마이크 20

기본 공용마이크 회의 참석자들의 음성 수집 20

선택 무선마이크 회의참석자들의 음성을 무선으로 수집 30

저장/제어 선택 소프트웨어 회의/카메라/자막 제어 소프트웨어 110

선택 소프트웨어 회의 영상 자동 저장/편집 및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110

선택 PC 회의 영상 저장/편집 PC, 빔프로젝트 PC로 사용 가능 100

기타 선택 HD모듈레이터
실시간 영상 고화질 디지털 TV로 신호로 송출
(녹화 영상을 특정 시간에 자동 송출하는 기능 포함)

150

선택 HD자막인코더
HDMI 입력 영상에 자막 합성하여 저장/전송용으로 변환
(기본 PTZ 카메라 외에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필수)

50

선택 발언시간표시기 발표자의 허가된 남은 발표시간을 카운트 다운으로 표시 100

선택 컴퓨터책상 회의실 배치용 시건장치 부착 가능한 컴퓨터 책상 10



TV/PC/스마트폰 방송 시청방법 요약

(#) TV
- 무비업(MovieUP)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스템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헤드엔드 무료 지상파

공청(MATV) 방송 중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송출되는데, 입주민들은 아래 3개항의 공청(MATV), IPTV(인터넷

– KT/SKB/LGU+), 케이블(CATV), 유선, 위성 등에 이용 형태 설명 중, 현재 자신의 TV 이용 방식에 대한 시청

방법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참조:https://youtu.be/LQZHTtsm00I?t=232)

(1) TV와 RF케이블로 연결된 지상파 공청(KBS1, KBS2, MBC, SBS, EBS) 방송만 이용하는 입주민 => TV의 “채

널 자동 검색” 기능 동작 후에 정해진 채널에서 시청

(2) TV와 RF케이블이 아닌 별도 케이블로 연결된 IPTV, 위성, 케이블, 유선방송용 세톱박스 이용 입주민 => 

TV의 “입력전환” 버튼으로 영상입력 방법을 “TV”로 전환한 후, “채널 자동 검색” 기능 동작하여 시청

(3) TV와 RF케이블로 연결한 된 IPTV, 위성, 케이블, 유선방송 등의 세톱박스 이용 입주민 => TV 뒷면의 “안테

나(RF)” 단자에 연결된 현재의 연결선을 공청(MATV)용 연결선으로 바꾸어 연결한 후, TV의 “채널 자동 검색”

기능 동작하고 정해진 채널에서 시청. (☞) MATV용 “안테나(RF)” 연결선이란, 관리사무소에서 송출한 방송의

수신이 가능한 거실이나 안방 벽면의 “TV” 단자 부분과 연결된 RF 케이블을 의미한다.

(#) PC/스마트폰
(1) 홈페이지(Web) 방문 시청 => 실시간 방송 및 다시 보기가 가능한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시청.

(2) SNS(이메일)/문자 공유 시청 => 실시간 방송 주소 및 특정 회의/강의에 대한 다시 보기 주소를 입주민들

이 모여 있는 SNS나 이메일/문자 등으로 공유하여 시청

(3) 어플리케이션(App) 시청 =>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이 시작되거나 회의/강의 녹화 영상물이

등록되면 곧바로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면 곧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LQZHTtsm00I?t=232


공청 채널 시청용 케이블 연결 및 채널 검색 방법



회의 방송 공지 방법에 따른 시청 방법 예시

홈페이지(방송플랫폼)
(시청현황 집계 가능)

(2) 홈페이지 공지

문자 SNS 이메일

현관 게시판
(1) 벽보(TV방송) 공지

회의 전, 회의 일시 및 안건 등록
(재방송용 녹화파일 자동 등록)

(3) 문자/SNS/이메일 공지

회의 전, 회의 일시 및 안건 공지
(회의 후, 재방송 시간 공지 후,

해당 시간에 재방송 송출)

회의방송 TV시청방법 안내

각종 공지사항 등록

회의 전, 일시/안건/생방송주소 발송
(회의 후, 녹화된 재방송주소 발송)

회의방송 스마트폰 시청방법 1회 안내

공공장소 자동방송

가정.휴게실.경로당

(스마트폰 - 웹)

(PC)

방송 송출 시간에 TV앞에서 시청

평소에는 CCTV 시청
정해진 매시간마다 공지사항 시청

회의 시간과 재방송 예약시간에는
자동으로 회의 방송 시청

원하는 시간에 수신된 메시지 검색하여
본방송/재방송 주소를 찾아 시청

원하는 시간에 간단히 앱으로 본방송
/재방송/공지사항/CCTV 시청

원하는 시간에 홈페이지 접속

(스마트폰 - 어플)
(공지/재방송 등록내역 자동 통지)

(방송 시간에 맞춰 시청하기 어려움)

(방송 주소 기억 못하는 경우 많음)

본방송/재방송/공지사항/CCTV 시청

CCTV 주소 등록

놀이터/체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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