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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사용법 (PC 버전)

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Zoom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Zoom ID와 PW가 개강 문자에 안내 된 경우

2. 담당 강사가 메일로 링크를 보내는 경우

3. Zoom 프로그램 다운로드 불가

4. 음성 출력 및 화면에 얼굴이 안보일 때

Ⅱ. 아래 사항을 충족 시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laptop) 컴퓨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웹 카메라 또는 카메라 기능 필수

2. 음성 출력이 가능한 헤드셋 또는 이어폰 필수

Ⅲ.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구글 크롬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Ⅳ. Zoom 사이트 회원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Ⅴ. 환불은 개강전까지 전액 환불 (신규등록비 제외)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환불 신청 안내: 수강신청 페이지 ▶ 좌측 메뉴바 “환불 신청” 클릭)

No. 설명 비고

1. Zoom ID와 PW가 개강 문자에 안내 된 경우

1-1

- 검색창에 Zoom Meetings 또는 아래 주소 

검색:  https://zoom.us/ 하여 Zoom 사이트 

접속

- 화면 오른쪽 상단 “회의 참가” 클릭

1-2 문자에 있는 Zoom ID 입력 후 참가 클릭

1-3

화면 하단 “다운로드 및 실행” 클릭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

- 다운로드가 안 될 시: 3-1번~3-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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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Zoom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다음 접속부터는 

Zoom 열기 클릭

1-5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프로그램

이 실행 됨

- 회의 ID: 문자 참고

- user 칸: 예시) Yonsei Kim (김연세)

- 이후 회의에서 내 이름 기억

1-6
Zoom PW가 있는 경우 회의 암호칸에 입력 후 

회의 참가

1-7

컴퓨터 오디오 클릭

→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클릭

→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

1-8 수업이 진행되면 담당 강사를 볼 수 있음

2. 담당 강사가 메일로 수업 링크를 보내는 경우

2-1

담당 강사로부터 온 e-mail 확인

 

- Zoom 회의 참가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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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면 하단 “다운로드 및 실행” 클릭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기

- 다운로드가 안 될 시: 3-1번~3-5번 참고

2-3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프로그램

이 실행 됨

- 회의 ID: 메일 참고

- user 칸: 예시) Yonsei Kim (김연세)

- 이후 회의에서 내 이름 기억

2-4
Zoom PW가 있는 경우 회의 암호칸에 입력 후 

참가

2-5

컴퓨터 오디오 클릭

→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클릭

→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

2-6 수업이 진행되면 담당 강사를 볼 수 있음

3. Zoom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불가

3-1 화면 하단 “회의 시작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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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브라우저에서 시작” 클릭

3-3
귀하의 이름 칸에 이미지와 같이 영문 (국문) 입

력 ▶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칸 클릭 ▶ 참가

3-4
Zoom PW가 있는 경우 회의 암호칸에 입력 후 

참가

3-5

4. 음성 출력 및 화면에 얼굴이 안보일 때

화면 좌측 하단의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

우 음성 출력 또는 얼굴이 안보임 ▶ 클릭하여 아이콘

하얀 색으로 변경

수업 불가 수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