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한국조경학회 이사회 온라인 참여 가이드라인

(사) 한국조경학회

1. 이사회 온라인 접속 주소 및 비밀번호
※ 아래의 URL을 클릭 혹은 복사하여 웹 브라우저에 붙여넣기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처음
사용자의 경우 URL을 클릭하여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회의ID, 사용자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장 가능합니다.
Zoom 회의 참가 URL

https://zoom.us/j/93757138640?pwd=QTArcys5OVVJWFl1bkg0cVJKMEczdz09
회의 ID: 937 5713 8640
비밀번호: 197212
진행 문의: (사)한국조경학회 사무국(02-565-2055)

<설명>
1. 회의 참가 클릭
2. 회의 ID(93757138640) 입력
3. 성함
※참석명단 확인을 위해 성함을 꼭 기입해주세요
4. 회의ID와 성함을 입력하면 ‘참가’가 파란색이
됩니다. 클릭
5. 회의 비밀번호 (197212) 입력
6. 회의 비밀번호 입련하면 ‘회의참가’가 파란색
이 됩니다. 클릭

2. 질의응답

※ 온라인 이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접속 시 음소거 옵션을 적용해 두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는 경우 참가자 옵션을 누른 후 오른쪽에 있는 “손 들기” 클릭하시거나 진행자의 요청 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3. 투표
※ 온라인 이사회 중 진행자에 의해 의안심의에 의한 설문이 진행되며, 설문조사 시 동의 또는
부동의를 선택하시고(익명으로 처리됨),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후 전체 투표결과가
잠시 화면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4. 줌(Zoom) 사용방법
1.1. 설치방법 (웹용)

1. https://Zoom.us 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2. 우측 상단 리소스에서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3.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설치파일 다운로드
4.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여 Zoom 프로그램 설치

1.2. 화면 옵션 및 오디오 설정
-줌(Zoom)에 입장하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및 카메라를 통해 본인의 음성과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비디오 중지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가 비활성화됩니다. 비디오가
중지되더라도 음성은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음성을 중지하고 싶다면 비디오 중지버튼 옆에 있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음소거가
설정되더라도 비디오는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상대에게 보여지는 화면

카메라를 활성화 한 경우

카메라를 비활성화 한 경우

2.1. 설치방법 (모바일용)
1. Google Play 스토어 (안드로이드) 혹은 App Store(아이폰)

Google Play 스토어 (안드로이드) 혹은 App Store(아이폰) 들어가서
Zoom으로 검색을 하면, 화면에 표시된 어플 중에 Zoom Cloud meetings를 선택합니다.

2. Zoom Cloud meetings 설치하기

3. 회의 참가하기(이미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회의ID, 사용자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장 가능)

2.2. 화면 옵션 및 오디오 설정
- 사용자의 이름을 참여 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 설정에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