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상생협회 온라인 교육 안내

교육문의 02)6224-0805
dl717@cfs.or.kr

ZOOM 설치, 접속 안내
1) ZOOM 다운로드 주소 : https://zoom.us/download 로 접속 후 다운로드 설치, 실행하기.
2) 미리 전송 받은 회의ID, PW 입력 : 945 362 7851 / 0107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문자, 이메일, 유선 등의 안내를 확인 부탁합니다.
3) 회의 참석 이름 : 교육신청자 성명, 소속을 정확하게 입력.
4) 대기실 입장 -> 관리자 수락 후 온라인 강의실 입실 완료.

5) E-book 출력 안내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안내사항

PC에 ZOOM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주세요.

휴대폰 접속은 피해주세요
(오디오 혼선 유발)

웹캠을 준비해주세요.
출석확인에 필요합니다.

접수하신 이름, 소속으로
접속해주세요.

인터넷 환경이 원활한
곳에서 접속해주세요.

사운드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이어폰 사용 권장)

퀴즈에 참여해서 경품을
받아가세요. (1인/1개)

강의 종료 후 설문조사에
반드시 모두 응답해주세요

참석 후 회의 설정
웹캠은 본인 모습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조절해주세요.

교육 중 음소거
상태 유지

교육 중 비디오 항시 활성
비활성 시 교육수료 불가

질의 및 퀴즈정답 입력에 사용
강의 중 채팅창 확인 필수

손들기: 질의 하기 위해
강사에게 알려주는 기능

참석 후 회의 설정
③
②
참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설정 된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

④

교육 접수한 이름, 업체명으로 변경 필수!
예) 홍길동, (재)식품안전상생협회
참가자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참가자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참가자가 확인되지 않아
수료증 및 퀴즈상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온라인 교육 준수사항 (정독 必)

마이크는 항상 음소거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수강생이 보이도록 웹캠
각도를 조절해주세요.

•
•
•
•
•
•

교육 이탈 확인 시
교육 수료는 불가합니다.

녹화, 촬영, 저장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설치 및 접속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간혹 송출 불량이나 기타 문제가 잠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 홈페이지 E-BOOK 으로 제공됩니다.(일부 교재는 제공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정상적으로 교육 수료 시 종료 후 차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비활성화, 접속 시간 80% 미만, 설문조사 미 응답 시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의 : 02) 6224-0805 / dl717@cf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