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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 관련 원격화상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요즘 화성 교육가족 모두들 건강하시고, 이 전례
없는 현 교육의 상황을 학교와 가정의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본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의 일환으로 ZOOM 화상프로그램
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 가정에서 학생이 선생님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
록 ZOOM 활용 방법(가입은 선택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 및 기능별로 안내드리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ZOOM 화상회의 활용 방법
ZOOM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및 사용 방법

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
Play 스토어 접속
아이폰 -> App store 접속

2. 어플 검색 창에 ‘줌’ 혹은
‘ZOOM’ 검색 후 설치

3. 휴대폰 바탕화면 또는 앱 서
랍에 생성된 Zoom 아이콘 클릭

4.어플 실행 후 보이는 화면에
서 별도의 가입 없이 회의 참가
클릭 후 수업에 참가 가능(희망
시 가입버튼을 누르고 이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가능 –
뒤쪽의 회원가입 안내 참조)
5. 선생님이 공지하는 회의 ID
입력[숫자 10자리, (예) 000
000 0000] 후 화면 이름에 본
인 이름 입력[(예)김화성], 선
생님의 안내에 따라 오디오를
끄려면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
을 체크, 비디오를 끄려면 내
비디오 끄기를 체크
* (줌이 설치되어 있다면) 선생
님이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
면, 위 5번 과정 없이도 수업
방에 참석 가능

6.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
입력 후 계속을 누르면 정상적
으로 학습방 접속 가능

7. 선생님이 수락해줄 때까지
기다리기
8.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오
른쪽과 같이 학습방에 접속 완
료
<좌측하단에 있는
오디오 참가위의 ‘장치 오디오
를 통해 통화’ 클릭 후 오디오
사용을 허용 해야 선생님과 음
성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음/
오디오로 참가하기가 활성화되
어 있지 않을 시에는 선생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불가능>

9. 오디오 참가설정 후에는 하
단에 변화가 있음. 화면 하단의
각각 기능 설명
-음소거: 한 번 누르면 자신의
마이크가 꺼짐(다시 누르면 켜짐)
-비디오 시작: 한 번 누르면 자신의
카메라가 켜짐(다시 누르면 꺼짐)
참가자: 현재 학습방에 들어와
있는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음

10. 더보기 클릭 시, 채팅이나
손들기 사용 가능
(채팅은

학습방에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로 작성
가능, 손들기는 발표할 때 선생
님께 발표 의사를 표현하는 기
능)

모바일에서 ZOOM 가입하기(선택사항)
* 가입하지 않아도 학습방 참석 가능

1. 어플을 실행하여 메인화면에
서 가입 클릭

2. 이메일 주소 입력 – 이름 입
력(예: 화성) - 성 입력(예:
김) - 서비스 약관 동의 체
크
* 이메일 주소는 가입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하시는 이메일 주소로 등록하셔
야 합니다.

3. 확인을 누르신 후, 가입할
때 작성하신 이메일 접속(해
당 이메일 어플 또는 PC접
속 권장)

4. ZOOM에서 온 메일 클릭 Activeate Account 클릭

5.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생성 규칙:
반드시 영어 대문자 포함
반드시 영어 소문자 포함
반드시 숫자 포함
반드시 8글자 이상
가능한 예시:
Abcd1234
Efghij123456
불가능한 예시:
abcd1234(대문자 없음)
Abcd123(8자 이상이 아님)
Abcdefgh(숫자가 없음)
12345678(영어 대/소문자가 없음)

6. 가입 진행 후, 이 단계 건너
뛰기 클릭

7. 내 계정으로 가기 클릭
(가입 완료)

PC에서 ZOOM 가입하기(선택사항)
* 가입하지 않아도 학습방 참석 가능
1. 인터넷

주소창에

zoom.us

입력 후 엔터

2.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무료로 가입하세요 클릭

3. 생년월일 입력 - 가입하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 입력 후 가입
클릭

4. 우측과 같은 화면이 뜨면 모
바일 가입하기 과정의 4~7번과
동일한 과정 거치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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