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제38회 전국 학술대회

ZOOM 계정 생성 및 참석 방법 안내
2021년 8월 6일(금) 9:30

온라인 학술대회 ZOOM 및 구글 드라이브 접속 정보
회의실 ID
1분과

2분과

포스터 발표

876 7674 5833

830 9861 8878

비밀번호

회의실 접속 링크

12345

https://us02web.zoom.us/j/87676745833?
pwd=QW5yQ0dDUmpBRUg0V3MzazdUT
1lFdz09

12345

https://us02web.zoom.us/j/83098618878?
pwd=cDhVcFY3bTNNR1lXQi93b0tHdjB5Q
T09

구글 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
ckx4jugr8Rt99kO0rc5u2IJyBf1hhZe?usp=s
haring

1. ZOOM 계정 생성
① http://zoom.us/로 들어갑니다.
② 사이트 우측 상단의 “무료로 가입하세요” 버튼을 누릅니다.
③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④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력한 이메일로 안내 메일이 오면 “계정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Are you signing up on behalf of a school?”라는 질문이 나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⑦ 계정이 생성되면 “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⑧ 초대 화면이 나오면 하단의 “이 단계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⑨ 회의 테스트 화면이 나오면 상황에 따라 “지금 회의 시작” 또는 “내 계정으로 가기”를 누릅니다.

2. 홈페이지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
①

②

③

<PC 이용 시>
① ZOOM 홈페이지 접속:

https://zoom.us/

② 로그인
③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리소스’ -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 본인의 PC 버전에 적합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후 설치

2. 홈페이지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
①

<휴대전화 APP 이용 시>
① ZOOM 앱 설치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접속 후 ‘ZOOM’
검색
- 본인의 기기 버전에 적합한 어플리케이
션 다운로드 및 설치
② ZOOM 어플리케이션 접속

②

③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③

3. 온라인 학술대회 회의실 입장
<PC 이용 시 - 회의실 ID 접속 방식>
②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의 참가’ 클릭
- 회의실 ID 입력 후 ‘참가’ 클릭
- 회의실 비밀번호 입력
- 카메라 및 마이크 ON/OFF 설정 후 회의실 입장
※ZOOM 채팅방에서 PC 카메라 및 마이크 사용 불가 시
‘내 컴퓨터 - window 설정 - 개인정보 - 카메라/마이크 설정’
에 접속하여 카메라/마이크 기능 허용 ON(PC별 경로 상이)

3. 온라인 학술대회 회의실 입장
②

<PC 이용 시 - URL 링크 접속 방식>
① ZOOM 프로그램 실행 및 로그인
② URL 링크 클릭 또는 링크 복사 후 인터
넷 주소창에 입력
- 카메라 및 마이크 ON/OFF 설정 후 회의실 입장

※ZOOM 채팅방에서 PC 카메라 및 마이크 사용 불가 시
‘내 컴퓨터 - window 설정 - 개인정보 - 카메라/마이크 설정’
에 접속하여 카메라/마이크 기능 허용 ON(PC별 경로 상이)

3. 온라인 학술대회 회의실 입장
②

<휴대전화 APP 이용 시>
① ZOOM 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로그인
② 온라인 회의 참가
- 어플리케이션 내 ‘참가’ 클릭
- 회의실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회의 참가’ 클릭
- 참가 옵션 중 오디오/비디오 ON/OFF 설정 후 회의실 입장
※ZOOM 채팅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및 마이크 사용 불가 시
‘기기 설정 – 앱 및 알림 – 앱 권한 – 카메라/마이크 설정’
에 접속하여 ZOOM 앱에 권한 허용 ON(기기별 경로 상이)

4.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학술대회 참여 시 유의사항>
① 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언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마이크 ‘음소거’ 기능을 유지

② 학술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 학술대회 당일 자료집 파일이 없는 경우 학술대회 운영진에
게 채팅으로 자료집을 요청하면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담당자: 간사 백희정)

①

②

③

③ 발표자 이외의 참여자 ‘화면 공유’ 기능 사용 금지

4.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회의실 주요 기능 안내>
오디오(마이크) 음소거 ON/OFF 기능

화면 공유 기능(발표자/토론자만 사용)

비디오(카메라) 음소거 ON/OFF 기능

실시간 회의 기록 기능(사용하지 않음)

→ 오른쪽 꺾쇠를 눌러 ‘가상배경’ 설정 가능
(본인 얼굴 이외에 뒷 배경이 보이지 않음)

※ 우리 학회에서는 학술대회 영상을 녹화/기록
하지 않습니다.(학술대회 참여자에게도 권한 부
여 없음)

실시간 채팅 기능

실시간 반응 기능(박수/좋아요)

① 채팅방에서 학술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가능
② 수신자를 운영진으로 설정하여 학술대
회 관련 문의사항 전달 가능

기 타 참여자 이름 변경 기능

→ 참여자의 얼굴 화면을 우클릭하여 이름 변경 가능

5. 기타 안내
①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별도의 녹화나 녹음 없이 실시간으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② - 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 기기의 카메라 및 마이크 장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술대회 중 발언자를 제외한 참여자께서는 마이크 기능을 OFF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회의실 입장 시 마이크/오디오를 OFF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운영진 및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발언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③ 문의사항
- 이메일: hanchoguk_cf@naver.com(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

화: 010-7571-0328(간사 백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