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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생성



1. PC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캐스트(www.cloud-cast.com)에 접속하여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세요.  

사용자계정 생성하기(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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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계정 생성 후 등록한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메일’이 발송됩니다.

2. 가입 인증메일 확인 후 홈페이지(cloud-cast.com)에서 다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인증하기
6



셋톱박스



1.  셋톱박스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2. 그 다음 박스 뒷면의 HDMI 선을 모니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해주세요. 

3. 전원 연결 후 ‘인터넷 설정’을 위한 페이지가 아래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셋톱박스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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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FI 비밀번호는 리모컨을 방향키를 이용하여 아래 화면에 나타난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설정’페이지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2. 주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잡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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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D 디스플레이 해상도는(1920 x 1080p)까지지원합니다. 

4. 적정한 화면 사이즈 조정을 원할 경우 리모컨 방향키로 조정 가능합니다. 

1. 디스플에이 화면 비율 조정은 리모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 아래와 같이 ‘화면조정’을 선택해 주세요. 

화면조정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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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기화 과정 ② 로그인 화면

③ 캐스트박스 자동 등록 ④ 가상디바이스 자동 생성

⑤ 선택한 디바이스와 연결

1. 모니터에 셋톱박스 설치 및 인터넷 연결 완료 후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2. 리모컨을 사용하여 먼저 버튼을 누른 후 ID와 PW를 입력해 주세요.

3. 인증된 사용자 계정으로 해당 셋톱박스가 자동 등록됩니다.

⑥ 첫 화면은 날씨와 시간이 나타남

셋톱박스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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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디바이스



1. PC로 돌아와 클라우드캐스트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관리콘솔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치한 셋톱박스 상태 확인

셋톱박스 원격 운영 관리

셋톱박스 현재 위치 확인

앱 콘텐츠 등록 및 편성

필요한 앱 선택 및 구매

2. 파란 박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에 관리콘솔 다섯 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클라우드콘솔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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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콘솔 화면에서 셋톱박스 선택 시, 셋톱박스의 현재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셋톱박스의 [Total]은 설치한 셋톱박스의 총 개수를 나타냅니다.

3. [등록]은 셋톱박스의 연결 여부를 ‘O’, ‘X’로 표시 됩니다.

4. 선택한 셋톱박스의 자세한 정보를 아래 화면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한 셋톱박스의 이름 및 위치를 입력하여 다른 셋톱박스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셋톱박스이름입력

설치장소입력

설치된장소를지도로선택

구분을위한태그입력

기타메모나설명입력

2016-01-01

등록된 셋톱박스 목록에서 하나 선택

셋톱박스정보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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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콘솔 화면에서 셋톱박스 선택 시, 셋톱박스의 현재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셋톱박스의 [Total]은 설치한 셋톱박스의 총 개수를 나타냅니다.

3. [등록]은 셋톱박스의 연결 여부를 ‘O’, ‘X’로 표시 됩니다.

셋톱박스정보 등록하기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15



1. 셋톱박스 설치를 마치셨다면, 가상디바이스가 자동으로 구축됩니다.

2. 좌측 아이콘을 클릭하여 가상디바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버튼 클릭 시 설치된 셋톱박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새로운 가상디바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가상디바이스와 연결할 셋톱박스 선택시 연결된 셋톱박스는 가상디바이스의 설정을 따르게 됩니다.

5. ‘+ 추가기능 셋톱보기’ 버튼을 클릭해 셋톱박스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상디바이스와셋톱박스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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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디바이스의 전원, 소리, 시간, 화면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설정이 끝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언어’를 영어로 변경 시 시스템 설정 언어가 영어로 변경됩니다.

가상디바이스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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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플리케이션] > ‘설치된 어플'에는 기본 어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설치가능 어플‘ : (앱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구매한 어플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앱 즉시실행 버튼 삭제 버튼

3. 설치가능 앱에 아이콘을 누르면 설치된 앱으로 이동 됩니다. 

가상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사용하기
18



1. 기본 스케줄에 콘텐츠 추가를 위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콘텐츠 추가

기본 어플

2. 사용할 어플 선택 시 ‘앱선택’ 및 아래 화면에 나타난 앱 리스트 두 곳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가상디바이스스케줄지정하기 (기본반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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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선택’ 클릭 시 사용 가능한 앱 목록들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나타납니다. 

3. 앱 하나를 선택할 경우 적용 가능한 콘텐츠가 나타납니다. 

4. ‘기본재생시간 사용’: 콘텐츠 본래 시간 그대로 스케줄에 추가 됩니다. 

5. ‘재생시간 편집’ :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 재생시간을 편집 가능합니다. 

재생시간 편집

원할 경우 변경 가능

가상디바이스스케줄재생시간편집하기
20



2. 선택한 콘텐츠 등록 완료 시 아래같이 스케줄 목록이 나열됩니다. 

3. drag & drop 으로 목록 나열된 콘텐츠 실행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베이직 플레이어는 기본재생시간 사용만 가능합니다. (기본 콘텐츠 시간으로 재생) 

가상디바이스스케줄재생시간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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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설정



콘텐츠추가
및

시간설정

1. 고급설정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콘텐츠 추가를 위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콘텐츠를 선택하여 자세한 시간/요일/날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가상디바이스스케줄지정하기 (고급설정)

A

B 콘텐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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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재생할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2. 반복타입은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작일/종료일, 요일선택, 날짜선택

3. 반복적으로 재생할 콘텐츠 시간은 계속 추가 가능합니다. 

가상디바이스스케줄지정하기 (정보입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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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디바이스스케줄지정하기 (콘텐츠추가)

B

1. 콘텐츠 추가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선택 가능한 앱이 나타납니다.  

2. 사용하시려는 앱을 하나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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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한 콘텐츠는 아래 화면과 같이 재생할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2.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날짜/요일/시간에 맞는 콘텐츠가 나타납니다. 

가상디바이스스케줄지정하기 (콘텐츠추가)
26



대시보드



1.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2. 에서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셋톱박스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아이콘은 셋톱박스의 전체 수를 나타냅니다. 

대시보드사용하기

3. 셋톱박스의 위치 설정을 위해 (셋톱박스)로 이동하여 추가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4.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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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사용하기

1.          버튼 클릭 시 아래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2. 지도에 나타난 버튼을 클릭하시면 셋톱박스 하드웨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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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튼 클릭 시 아래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2. Live 카테고리에서는 전체 셋톱박스의 활성화 상태 및 오류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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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편성



1. 각 어플리케이션은 ‘콘텐츠’를 통해 등록하고 싶은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2. 좌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플리케이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이미지, 동영상 등의 화면에서 보여질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콘텐츠들의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추가된 콘텐츠는 화면과 같이 나타납니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4. [베이직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 경우 사용 용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콘텐츠등록하기
32



앱스토어



1. 좌측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앱 스토어가 나타납니다. 

2. 현재 앱 상태 및 구매를 원하실 경우 ‘앱 스토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추천 앱’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기능의 앱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앱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Lite’버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앱

(Lite/Pro 버전)

√

앱스토어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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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 앱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앱 관련 소개 및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Lite 버전 : 무료로 테스트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콘텐츠 수 1개로 제한됩니다.

- Pro 버전 : 1년 이용료를 내셔야 하며 콘텐츠 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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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리모컨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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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박스
클라우드캐스트 서비스 전용으로 제작된 유일한 캐스트박스

CASTBOX 스펙정보
38



www.cloud-cast.com

(주)노크 KNOWCK Co., Ltd.

문의 02.326.2277 cs@know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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