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접속 및 사용방법 - PC (캠, 마이크 사용 가능한 PC 사용)

1. 사이트 접속 :
https://zoom.us/download
다운로드 후 설치, 실행

2. 회의참가 클릭

3. 전송 받은 회의ID/PW 입력
회의ID: 945 362 7851 입력
이름: ★신청이름, 회사명 입력
(닉네임 불가)
4. 아래 2개 항목 그림과 같이 비활성!

5. 비밀번호 입력 후 회의참가
PW: 0107

7.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클릭

8. 대기실에 입장
호스트가 입장 확인 후 입장

9. 입장 후 좌측 하단 음소거 확인.
★반드시 음소거 상태에서 시청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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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접속 및 사용방법 – 모바일 (안드로이드 기준)

휴대폰 접속은 피해주세요.
(오디오 장애가 발생합니다.)
1. Play 스토어 접속 :
zoom 검색 후 설치, 실행
어플: Zoom Clould Meetings

2. 실행 후 좌측 상단

클릭

--> “회의” 클릭

3. 회의 설정
★3가지 항목 그림과 같이 설정!
1) 오디오 자동연결 -> 인터넷전화
2) 내 마이크 음소거 -> 활성
3) 내 비디오 끄기 ->

비활성

4. 회의 참가 클릭
회의ID: 945 362 7851 입력
이름: ★신청이름, 회사명 입력
하단 2개 항목 비활성

5. 회의 비밀번호 입력
PW: 0107

6. 대기실에 입장
호스트가 입장 확인 후 입장

★오디오, 비디오 권한 허용요청이
나온다면 권한허용 눌러주세요.

7. 입장 후 좌측 하단 음소거 확인.

★반드시 음소거 상태에서 시청필요.

아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강제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켜고, 마이크는 음소거 상태로 시청하지 않는 교육생.
★닉네임, 아이디 등으로 참석이름을 입력한 교육생.
★과도한 채팅(도배)으로 교육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교육생.
★기타 교육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교육생.

Zoom 기타 기능 안내
1. 채팅기능
PC

모바일(안드로이드 기준)

중앙 하단 채팅창 클릭(ALT+H)

우측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채팅

2. 손들기 기능
PC

모바일(안드로이드 기준)

우측 하단 반응 클릭 후 팝업창에서

우측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손들기
손들기 클릭
● 손들기 기능을 클릭하여 강사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 손들기 하신 후 손 내리기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Ex) 강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기를 해주세요.
교육생: 손들기 -> 마이크 해제 후 질문 -> 마이크 음소거 -> 손내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