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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참석자 영상재판 접속방법 안내

1. 접속링크 클릭

● 본 재판부 영상법정 접속링크 클릭

                                  영상법정 접속링크


 https://vc.scourt.go.kr/join/tEprMf68KB

- 접속링크 클릭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접속링크 전체를 복사한 후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여 이동

- 접속링크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접속링크를 블록 설정한 영역이 아닌 다

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야 함

        

2. 영상재판 안내 홈페이지 내용 확인 및 프로그램 실행

● 접속링크와 연결된 영상재판 안내 홈페이지에서 접속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박스(□)에 클릭하여 확인표시(☑)한 후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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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재판 프로그램(VidyoConnect) 설치

● 안내 홈페이지와 연결된 웹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VidyoConnect 프로그램 설치

- PC 사용을 권장하나, 태블릿·스마트폰용 어플도 있음 (이하 PC 기준 설명)

-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4. 음성, 영상 설정 확인 및 참석자 명칭 입력’으로 이동

     

●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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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성, 영상 설정 확인 및 참석자 명칭 입력

● 설치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남

환경 설정◀

▶사건번호+참석자 지위 입력

▶영상법정 입장

▶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선택

▶선택한 장치 테스트

● 화면 중앙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선택 

- 아이콘 근처에 있는 작은 화살표( )를 클릭하여 이용 장치를 전환할 수 있음

화면 중앙에서 장치를 선택하는 대신 오른쪽 상단 환경설정 버튼( )을 클릭 후 왼쪽 메뉴 
중 오디오/비디오를 선택하여 사용하려는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를 선택할 수도 있음

●  버튼을 눌러 선택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 스피커는 테스트 음향이 들리는지 확인

- 마이크는 자신이 말하는 소리가 녹음된 후 재생되는지 확인

- 카메라는 화면에 본인의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

● 장치 선택 및 작동 테스트를 마쳤으면 마이크 아이콘 및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일단 마이크 및 카메라 작동을 중지함

- 마이크 및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영상법정에 입장하면 이미 영상법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방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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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마이크 및 카메라를 중지한 상태로 영상법정에 입장할 필요가 있음(이후 순서

에 따라 사건 호명이 되면 마이크 및 카메라 작동 재개)

- 마이크 중지 상태는  아이콘, 카메라 중지 상태는  아이콘으로 표시됨

● 에 아래 예시와 같이 ① 사건번호와 ② 참석자 지위 입력

  예시 1 :  2023나100001 원고 대리인
  예시 2(다수당사자) :  2023나100002 피고 홍길동 대리인
  예시 3(증인) :  2023나100003 증인 임꺽정

5. 영상법정 입장

● 버튼 클릭하여 영상법정 입장

- 혹시 재판부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등장하는 경

우, 기일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로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버튼 클릭
 

6. 영상재판 프로그램 메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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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 : 사전 테스트 실시 필요성 

● 기일 전에 미리 영상재판 프로그램 접속 방법을 테스트하지 않는 경우 실제 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장비 불량, 설정 오류 등으로 영상법정 접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무단 미접속 시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실
시할 필요가 있음

● 사전 테스트 실시 방법에 관하여는 6면 참조

8. 에코, 하울링 저감 조치의 중요성

● 영상법정에 접속하더라도 에코, 하울링이 생기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통신불량, 소음은 영상재판 취소 사유에 해당

● 영상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7면의 설명을 참조하여 에코, 하울링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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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사전 테스트 안내

❙ 테스트 법정 접속링크

● 1면 기재 재판부 영상법정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에 
방해가 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외부참석
자 테스트용 접속링크를 클릭하면 됨

- 전국 공통 테스트 법정인 관계로 다른 외부참석자가 테스트 중일 수 있음

※ 아래 접속링크들은 단순 테스트용으로 실제 기일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본 안내문 1면 
기재 재판부 영상법정 접속링크에 접속해야 함

테스트 법정1 : https://vc.scourt.go.kr/join/82DoMqsj9I

테스트 법정2 : https://vc.scourt.go.kr/join/VwMSeGuCwT

테스트 법정3 : https://vc.scourt.go.kr/join/WmedeCg0eS

테스트 법정4 : https://vc.scourt.go.kr/join/UDmYXozKUD

테스트 법정5 : https://vc.scourt.go.kr/join/qBYf9MAIaY

❙ 2인 이상 테스트 방법

● 빈 테스트 법정에 2명 이상이 함께 접속하여 음성, 영상의 상호 송수신을 테스트할 
수 있음

● 서로 상대방의 음성, 영상이 잘 전달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테스트

❙ 나홀로 테스트 방법 – PC와 스마트폰 동시 접속

● 혼자 접속한 상태로는 자신의 음성, 영상이 타인에게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재판에 사용하려는 PC와 함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테스트 법
정에 접속하여 ① PC의 음성, 영상이 스마트폰에 잘 전달되는지 및 ② PC가 스마트
폰의 음성, 영상을 잘 수신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테스트 가능

- 스마트폰에서 테스트 법정 접속링크 클릭하여 어플 설치 가능

● 실제 재판에는 PC 사용 권장 (영상 및 전자기록뷰어 공유를 위해 넓은 화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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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에코, 하울링 저감 방안 안내

❙ 에코, 하울링이란?

● 에코 :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되어 메아리치는 현상

● 하울링 :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중 일정 주파수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되는 과정이 반
복되면서 특정한 소음(예를 들어 “삐~~~”)을 발생시키는 현상

              

⇒ 쾌적한 환경에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이 중요

❙ 에코, 하울링 저감 방안

1) 헤드셋 또는 헤드폰·이어폰 착용

● 헤드셋 또는 헤드폰·이어폰(마이크는 별도)을 착용하는 경우 발언자의 소리가 다른 참
석자의 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리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화상회의용 에코 제거 장비 이용

● 일체형 스피커마이크 등 화상회의용으로 생산된 장비는 디지털신호처리(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기술을 이용해 에코를 제거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환경설정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일한 장비(화상회의용 장비)로 설정해야 

에코 제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함

3) 스피커 볼륨 감소 및 배치 조정 

● 스피커와 마이크를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 볼륨을 낮추고 스피커 전면의 방향을 마이
크와 반대되는 쪽으로 배치함으로써 마이크로 직접 유입되는 소리 감소 

4) 발언자 외 마이크 음소거 

● 발언자 외 참석자들의 마이크를 모두 음소거함으로써 발언자 외 참석자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해당 참석자의 마이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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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상재판 프로그램(VidyoConnect) 설치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안내 홈페이지와 연결된 웹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VidyoConnect 프로그램 설치
	- PC 사용을 권장하나, 태블릿·스마트폰용 어플도 있음 (이하 PC 기준 설명)
	-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4. 음성, 영상 설정 확인 및 참석자 명칭 입력’으로 이동

	●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클릭 




	4. 음성, 영상 설정 확인 및 참석자 명칭 입력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설치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남
	● 화면 중앙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선택 
	- 아이콘 근처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용 장치를 전환할 수 있음

	●  버튼을 눌러 선택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 스피커는 테스트 음향이 들리는지 확인
	- 마이크는 자신이 말하는 소리가 녹음된 후 재생되는지 확인
	- 카메라는 화면에 본인의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

	● 장치 선택 및 작동 테스트를 마쳤으면 마이크 아이콘 및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일단 마이크 및 카메라 작동을 중지함
	- 마이크 및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영상법정에 입장하면 이미 영상법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마이크 및 카메라를 중지한 상태로 영상법정에 입장할 필요가 있음(이후 순서에 따라 사건 호명이 되면 마이크 및 카메라 작동 재개)
	- 마이크 중지 상태는  아이콘, 카메라 중지 상태는  아이콘으로 표시됨

	● 에 아래 예시와 같이 ① 사건번호와 ② 참석자 지위 입력




	5. 영상법정 입장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버튼 클릭하여 영상법정 입장
	- 혹시 재판부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등장하는 경우, 기일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로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버튼 클릭





	6. 영상재판 프로그램 메뉴 소개
	7. 중요 : 사전 테스트 실시 필요성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기일 전에 미리 영상재판 프로그램 접속 방법을 테스트하지 않는 경우 실제 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장비 불량, 설정 오류 등으로 영상법정 접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무단 미접속 시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전 테스트 실시 방법에 관하여는 6면 참조




	8. 에코, 하울링 저감 조치의 중요성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영상법정에 접속하더라도 에코, 하울링이 생기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통신불량, 소음은 영상재판 취소 사유에 해당

	● 영상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7면의 설명을 참조하여 에코, 하울링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테스트 법정 접속링크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1면 기재 재판부 영상법정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에 방해가 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외부참석자 테스트용 접속링크를 클릭하면 됨
	- 전국 공통 테스트 법정인 관계로 다른 외부참석자가 테스트 중일 수 있음






	❙ 2인 이상 테스트 방법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빈 테스트 법정에 2명 이상이 함께 접속하여 음성, 영상의 상호 송수신을 테스트할 수 있음
	● 서로 상대방의 음성, 영상이 잘 전달되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테스트





	❙ 나홀로 테스트 방법 – PC와 스마트폰 동시 접속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혼자 접속한 상태로는 자신의 음성, 영상이 타인에게 잘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재판에 사용하려는 PC와 함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테스트 법정에 접속하여 ① PC의 음성, 영상이 스마트폰에 잘 전달되는지 및 ② PC가 스마트폰의 음성, 영상을 잘 수신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테스트 가능
	- 스마트폰에서 테스트 법정 접속링크 클릭하여 어플 설치 가능

	● 실제 재판에는 PC 사용 권장 (영상 및 전자기록뷰어 공유를 위해 넓은 화면 필요)





	❙ 에코, 하울링이란?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 에코 :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되어 메아리치는 현상
	● 하울링 :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중 일정 주파수가 다시 마이크로 입력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특정한 소음(예를 들어 “삐~~~”)을 발생시키는 현상





	❙ 에코, 하울링 저감 방안
	(내용없음)
	(내용없음)
	1) 헤드셋 또는 헤드폰·이어폰 착용
	(내용없음)
	● 헤드셋 또는 헤드폰·이어폰(마이크는 별도)을 착용하는 경우 발언자의 소리가 다른 참석자의 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로 소리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2) 화상회의용 에코 제거 장비 이용
	(내용없음)
	● 일체형 스피커마이크 등 화상회의용으로 생산된 장비는 디지털신호처리(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기술을 이용해 에코를 제거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환경설정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일한 장비(화상회의용 장비)로 설정해야 에코 제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함



	3) 스피커 볼륨 감소 및 배치 조정 
	(내용없음)
	● 스피커와 마이크를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 볼륨을 낮추고 스피커 전면의 방향을 마이크와 반대되는 쪽으로 배치함으로써 마이크로 직접 유입되는 소리 감소 


	4) 발언자 외 마이크 음소거 
	(내용없음)
	● 발언자 외 참석자들의 마이크를 모두 음소거함으로써 발언자 외 참석자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해당 참석자의 마이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