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을 활용한 학부모설명회 준비 안내
1. 온라인 학부모 총회 준비
(1) 스마트 기기
※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웹캠과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2개를 동시에 사
용할 수 있음.

순서

구분

준비

1

데스크탑 컴퓨터

2
3

노트북
스마트폰

스피커 또는 이어폰(듣기용)
웹캠(화상용), 마이크(말하기용)
이어폰, 전원 콘센트(안정적 전원) 등
이어폰, 충전기(안정적 전원) 등

4

태블릿, 아이패드

이어폰, 충전기(안정적 전원) 등

비고
① 참여 전 테스트
필수
② 1~4번 중 1개는
준비되어야 함

(2) 네트워크 환경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함으로 가정 내 인터넷 환경이 안
정적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2. ZOOM 모바일기기(안드로이드, IOS) 사용법
(1) ZOOM 설치 및 실행
① Play 스토어, App Store 실행 후 ‘ZOOM’을 검색
② ‘ZOOM Cloud Meetings’ 설치
③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ZOOM’을 찾아서 실행

(2) 회의 입장하기(회의 ID로 참여)
1.
2.
3.
4.
5.
6.
7.

‘ZOOM‘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회의 참가’ 클릭
회의 ID에는 e-알리미에서 확인한 9~10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고 이름(예 1-1-홍길동-모)을 입력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과 ‘내 비디오 끄기’를 끔으로 설정 후 ‘회의 참가’ 클릭
회의 ID와 함께 받은 비밀번호 입력(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는 나오지 않음)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클릭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 권한 여부를 묻는 창이 나올 경우 ‘확인‘, ‘허용’ 버튼을 눌러 권한을 허락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를 누르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신의 마이크는
‘음소거’

3. ZOOM 컴퓨터, 노트북(윈도우, macOS) 사용법
(1) 설치하기
① https://zoom.us/download 를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 후 웹페이지로 이동
②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후 설치
③ macOS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 런치패드나 독에서‘zoom.us’를 찾아서 실행

(2) 회의 입장하기(회의 ID로 참여)
1. ‘ZOOM‘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회의참가’ 클릭
2. 회의 ID에는 e-알리미에서 확인한 9~10자리의 숫자를 입력하고 이름(예 1-1-홍길동-모)을 입력
3.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과 ‘내 비디오 끄기’를 체크 해제 설정 후 ‘참가’ 클릭
4. 회의 ID와 함께 받은 비밀번호 입력(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는 나오지 않음)
5.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클릭

5. 회의 나가기
학부모 총회에서 나갈 경우 ‘ 회의 나가기’ 클릭. 진행자가 회의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회의 나가기
가 되지만 회의 종료 전에 나가야 할 경우 반드시 ‘회의 나가기’ 클릭 (나가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계
속 실행됨)

6. Zoom 화면에서 메뉴 사용법
(1) 데스크탑(노트북) 메뉴
메뉴

내용
자신의 마이크를 켜고 끄는 기능으로, 진행자가 설명할 때 [음소거]를 하여 자신의 소음이 회의에 방
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발표할 때는 [음소거 해제]를 하여 말할 수 있다.
화면에 자신의 화상이 없어지며, 가상 배경을 설정하였을 시에는 그 화면이 나타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름이 표시된다.
화면 오른쪽에 창이 열리면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호스트가 사진이나 ppt 자료 등을 화면에 보여줄 때 사용한다.
(단, 보여줄 자료는 미리 눌러서 열어놓아야, 화면 공유를 눌렀을 때 그 화면이 보인다.)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으며 여러 명의 참가자를 동시에 보여준다.
발표자의 화면을 크게 하여 보여준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으며 화상강의 시청하기를 끝내고 나간다.

(2) 휴대폰 메뉴

가. 오디오 참가: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나. 비디오 중지: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서 없어지고 이름만 표시된다.
다. 공유: 자신의 문서를 전체 참가자에게 보여준다.
라. 참가자: 참가자를 3명씩 보여주며, 화면을 밀어 다른 참가자를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