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회의 접속 방법
1) 모바일 접속
1. ‘줌(ZOO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2. 문자로 전송받은 URL을 클릭합니다
(회의 URL은 사례모임 약 30분 전에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3. 아래 이미지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신청하신 이름★을 입력하여 회의에 참가합니다.

• 확인 가능한 이름
: 홍길동, 길동 홍, Hong GilDong 등
• 확인 불가능한 이름
: HGD(이니셜X), 1234(숫자만X),
Galaxy00(핸드폰기종X)

※ 신청서의 이름과 회의 참가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입장하시면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대기하시면, 호스트(주최자)가 참가자 이름 확인 후
승인 처리 해드립니다.

※ 참고사항 ※
※ 공개사례 시작 전에는 회의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 4번의 승인처리는 공개사례 시작 5-10분 전에 해드리오니, 대기상태가
길어지더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가 마무리 되고 출석 확인을 위해 약 5분 정도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이 완료되면 채팅으로 안내 드립니다)

2) PC 접속 (Chrome사용 권장)
1. 회의 URL을 클릭합니다
(회의 URL은 사례모임 약 30분 전에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 URL을 클릭하면 ‘ZOOM’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설치 프로그램

*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 파란 글씨의 ‘다운로드 및 실행’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클릭!

3.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미지와 같은 창이 뜨며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4.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시 회의 URL을 클릭합니다.

5. 클릭 후, 이미지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신청하신 이름★을 입력하여
회의에 참가합니다. (참가할 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

• 확인 가능한 이름
: 홍길동, 길동 홍, Hong GilDong 등
• 확인 불가능한 이름
: HGD(이니셜X), 1234(숫자만X), Galaxy00(핸드폰기종X)

※ 신청서의 이름과 회의 참가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6. 입장하시면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대기하시면, 호스트(주최자)가 참가자 이름 확인 후
승인 처리 해드립니다.

※ 참고사항 ※
※ 공개사례 시작 전에는 회의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 6번의 승인처리는 공개사례 시작 5-10분 전에 해드리오니, 대기상태가
길어지더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가 마무리 되고 출석 확인을 위해 약 5분 정도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이 완료되면 채팅으로 안내 드립니다)

• PC에 이미 ZOOM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회의 URL을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클릭!

• ‘Zoom Meetings 열기’를 클릭하고, 이름과 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의에 참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