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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1회 전국학술대회 ZOOM 회의실 접속 정보
1분과

2분과

3분과

회의실 ID

974 2685 2766

945 1668 9647

999 7383 5475

회의실 PW

936026

156921

799771

URL

진행 요원
(호스트)

https://snu-achttps://snu-achttps://snu-ackr.zoom.us/j/97426852 kr.zoom.us/j/94516689 kr.zoom.us/j/99973835
766?pwd=NkhZL3I3dz 647?pwd=aVppMTFuW 475?pwd=dXpHNFNO
NWS2dxaWZxekk4dzFT WkwdVZ4bWhZamRyT MEg4d1JHUXhHQVNiO
dz09
kk1dz09
S9GQT09
홍고은(서울대)

양수연(서울대)

김민아(서울대)

2. ZOOM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입장
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경우
(1) 카메라,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블릿/핸드폰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나,
사용하시기 편한 기기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2) https://zoom.us/download 로 갑니다.
(3)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래 (4)-(5)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실에 입장합니다.
(4) [회의실 입장 방법 1] 회의 참가 > 회의 ID 입력 > ‘이름(소속)’ 입력 > 회의 비밀번호 입력 > 입장
(5) [회의실 입장 방법 2] URL로 바로 입장

2. ZOOM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입장
태블릿 및 핸드폰의 경우
(1)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ZOOM” 또는 “줌”을 검색하여,
“ZOOM Cloud Meetings”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아래 (3)-(4)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실에 입장합니다.
(3) [회의실 입장 방법 1] 회의 참가 > 회의 ID 입력 > ‘이름(소속)’ 입력 > 회의 비밀번호 입력 > 입장
(4) [회의실 입장 방법 2] URL로 바로 입장

3. 알아 두어야 할 회의실 기능
(1) 회의실 입장 시에는 아래(회의실 하단 기능 아이콘 화면)와 같이 “비디오”가 꺼져 있습니다.

(2)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음소거”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들리게 되어,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3) 진행 요원이 “채팅” 창에서 매 분과 시작 전 학술대회 관련 안내 사항과 자료집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4) 발표자/토론자 이외의 참여자는 “화면 공유” 사용을 금지합니다.
(5) 이름 변경은 얼굴이 나오는 카메라 화면을 우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소속)’으로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6) 아이콘 오른쪽의 꺽쇠(^)를 클릭하면 보다 다양한 기능(카메라, 마이크 조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화상 학술대회 유의 사항
(1) 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카메라 및 마이크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술대회 중 발언자를 제외한 참여자께서는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실 입장 시 마이크를 바로 “음소거”로 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언자가 화면 공유를 하는 시간 이외에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술대회 동영상을 찍어 타인과 공유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되며, 공개된 다른 참여자의 모습을 캡쳐‧저장‧
유포하는 등의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에서는 화상 학술대회 내용을 기록(동영상 기록)하지 않으나, 내부 증빙용으로 주요 장면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캡쳐하여 비공개 보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