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법학회 제40회 전국 학술대회

온라인 참여 방법 안내
2020년 5월 23일(토) 10:00

1. 홈페이지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
<PC 이용 시>

①

③

① ZOOM 홈페이지 접속: https://www.zoom.us/
② 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③ 프로그램 설치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리소스’ -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②

1

- 본인의 PC 버전에 적합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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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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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ZOOM 어플리케이션 접속
②

③ 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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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학술대회 회의실 입장
<PC 이용 시 - 회의실 ID 접속 방식>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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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 ID 및 비밀번호는 추후 이메일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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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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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학술대회 회의실 입장
①

<PC 이용 시 - URL 링크 접속 방식>
① URL 링크 클릭 혹은 링크 복사 후 인터넷 주소창 입력
※회의실 링크 URL은 추후 이메일 공지 예정

② 필수 정보 입력
②

- 참가자 성명 및 이메일 주소 입력
- ‘로봇이 아닙니다’ 클릭 후 ‘등록’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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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방법 안내

2. 온라인 학술대회 회의실 입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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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 ID 및 비밀번호는 추후 이메일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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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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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학술대회 참여
<학술대회 참여 시 유의사항>
① 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언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마이크 ‘음소거’ 기능을 유지
② 학술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 금번 학술대회는 참가 희망 인원을 사전에 조사하여 학술대회
자료집을 이메일로 사전 발송할 예정임
- 학술대회 당일 자료집 파일이 없는 경우 학술대회 운영진에게
채팅으로 자료집을 요청하면 채팅방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담당자: 총무간사 이은석, 편집간사 임지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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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③ 발표자 이외의 참여자 ‘화면 공유’ 기능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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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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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쇠를 눌러 ‘가상배경’ 설정 가능
(본인 얼굴 이외에 뒷 배경이 보이지 않음)

※ 우리 학회에서는 학술대회 영상을 녹화/기록하지
않습니다.(학술대회 참여자에게도 권한 부여 없음)

실시간 채팅 기능

실시간 반응 기능(박수/좋아요)

① 채팅방에서 학술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가능
② 수신자를 운영진으로 설정하여 학술대회 관련
문의사항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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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참여자 이름 변경 기능
→ 참여자의 얼굴 화면을 우클릭하여 이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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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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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드립니다.
- 학술대회 중 발언자를 제외한 참여자께서는 마이크 기능을 OFF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회의실 입장 시 마이크/오디오를 OFF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진 및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발언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③ 문의사항
- 이메일: speech-com@hanmail.net(한국화법학회)
- 전 화: 010-5133-3517(총무간사 이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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