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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Zoom)



1. 강의 전 Zoom 준비사항

일반데스크탑컴퓨터 혹은노트북과 웹캠
• 해당 기기에 인터넷연결필수

• 원활한 zoom 참여를 위해 노트북, PC(데스크탑) 사용권장

• 무선 wifi사용시 송출이 불안정 할 수 있음(사전에 반드시 인터넷 상태
확인 필수)

사용할기기에 zoom 프로그램설치

• Zoom 다운로드센터(https://zoom.us/download) ->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Zoom가능한기기준비>

<Zoom프로그램설치>

https://zoom.us/download


 Zoom 다운로드센터(https://zoom.us/download) ->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 다운로드 버튼 클릭

2. Zoom 프로그램 설치방법

➢ PC에설치하기

https://zoom.us/download


 Zoom 프로그램 접속 -> 회의참가클릭 (로그인X) -> 문자로 전송된 ID와

00어린이집(00구) -> 참가클릭 -> 문자로 전송된 회의암호 -> 회의참가클릭

3. Zoom 사용자 참여 방법

1) 다운로드한 zoom 참여방법

123 4567 8910

신청자이름

①

②

③



 인터넷링크(https://www.zoom.us/join) 접속 -> 문자로전송된 ID 입력 -> 참가클릭

3. Zoom 사용자 참여 방법

2) 인터넷링크(https://www.zoom.us/join)로 zoom 참여방법

123 4567 8910
문자로전송된
회의 ID 입력



 Zoom다운로드된경우: 자동으로 ‘회의암호입력‘ 창이생성됨-> 문자로전송된
회의암호입력 -> 회의참가클릭

 자동으로창이뜨지않을경우: 회의시작클릭 -> 회의암호입력

3. Zoom 사용자 참여 방법

2) 인터넷링크(https://www.zoom.us/join)로 zoom 참여방법



 컴퓨터오디오로참가클릭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가능

3. Zoom 사용자 참여 방법

3) Zoom 프로그램실행(PC)



대기실입장 : 담당자승인후회의실입장가능(참가자체크)

3. Zoom 사용자 참여 방법

3) Zoom 프로그램실행(PC)



신청자 이름

4. Zoom 기능 활용하기

1) 음소거, 화면설정기능



4. Zoom 기능 활용하기

2) 채팅방사용기능



4. Zoom 기능 활용하기

3) 기타기능



위라이브온
(Weliveon)



1. 강의 전 Weliveon 준비사항

스마트폰준비

• 해당기기에 무선 wifi인터넷연결필수

• 원활한퀴즈 참여를 위해 사전에반드시인터넷상태확인필수

• 1시간정도 사용으로배터리용량확인및핸드폰또는화면잠금은
풀어주셔야원활한 퀴즈 참여가됩니다.

사용할기기인터넷에 문자로전송된링크접속

<스마트폰기기준비>

<Weliveon접속>



1. 핸드폰인터넷창에문자로전송된링크입력 -> 참여자정보입력-> 등록클릭

2. Zoom 입장 -> 화면에제시된 QR코드로접속 or 하단의 URL로접속

2. Weliveon 사용자 참여방법
➢ 아래 2가지방법중 1가지방법으로접속

①

②

③

④

① 별명: 신청자 이름

② 이름: 신청자 이름

③ 신청자 전화번호 입력

④ 문자로 전송된 비밀번호 입력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실 경우, 
퀴즈 참여 및 시상 확인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Weliveon 기능 사용하기
➢ 참여자는 Live Quiz를사용할예정입니다.

출처: weliveon 사용자 매뉴얼



3. Weliveon 기능 사용하기
➢ 참여자모드접속>Live Quiz에접속하여퀴즈가출제될때까지대기합니다.

출처: weliveon사용자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