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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회 온라인 모임을 위한

활용방법 안내(인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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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은 가정교회의 비대면 사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이 메뉴얼은 인도자를 위한 것입니다.

세계화 이미지: by Gerd Altmann (Pixabay)

1. 컴퓨터에 “줌”을 설치하는 방법

2. “줌”으로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

3. “줌” 모임 인도를 풍성하게 하려면(팁)

☞ 이 메뉴얼에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자는 참석자들을 관리하고 모임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보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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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에 “줌”을 설치하는 방법

☞ 먼저, 인도자의 컴퓨터에

zoom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Google은 검색창에서

‘zoom.us’을 검색하시면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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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포털사이트에서는 zoom.us를

검색하신 후 zoom웹사이트를 클릭하세요.

☞ 마우스 커서를 솔루션에 살짝 대시고

나타나는 선택항목 중에서

‘회의 및 대화’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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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 화면의 언어가 영어로 지정되어 있고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기 원하시면

페이지 맨 아래에서 언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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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설치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 크롬(Chrome)의 경우,

설치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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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경우,

설치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 zoom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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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생성(회원가입)을 위해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클릭하세요.

☞ 웹사이트의 지시를 따라 무료가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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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생성 과정 중 동의함 클릭

☞ 웹사이트에서 기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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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이메일에서 zoom으로부터 발송된

메일을 찾고 “계정활성화“ 클릭하세요

☞ 본인의 이메일에서 zoom사이트로 자동

연결됩니다. 학교 가입이 아님을 선택하고

“계속“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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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의 4개의 칸을 채우기

비밀번호의 조건은…

① 8자 이상이어야 함

② 문자(a, b, c...) 1개 이상 포함

③ 숫자(1, 2, 3...) 1개 이상 포함

④ 대문자 및 소문자 둘 다 포함

☞ 이 단계 건너뛰기(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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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계정이 형성되었고, 프로그램도 컴퓨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2. “줌”으로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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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화면에서 zoom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하세요.

☞ 로그인 하신 후

“새 회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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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하신 후

②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

☞ zoom회의실이 열리고 인도자의 모습을 비추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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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화살표: 인도자의 마이크를 켜거나 끕니다.

빨간색 화살표: 인도자의 모습을 보이거나 가립니다.

☞ “참가자”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참가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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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을 회의실로 초대하기 위해 “참가자”옆의

버튼을 클릭하신 후 “초대링크복사” 또는 “초대복사”를

클릭하세요. → 복사된 내용을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구성원에게 전달

☞ “초대링크복사” : URL만 복사됨

“초대복사”: URL, 회의ID, 비밀번호가 복사됨

구성원이 컴퓨터로 접속할 경우 회의 ID와 비밀번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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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줌” 모임을 풍성하게 하려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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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화면공유＂버튼을 클릭하시면

인도자의 컴퓨터에 열려 있는 PPT, 동영상, 인터넷 등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끊김 현상이 있긴 합니다.)

☞ 화면공유의 예: PPT가 공유되는 모습입니다.

인도자의 모습은 조그맣게 참가자들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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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행되는 모임의 영상이 촬영됩니다.

☞ 회의 영상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짧게 촬영하시고 싶으시면 중지버튼을 누르세요.

기록 → 중지 → 기록 → 중지…..

한 회의에서 짧은 영상 여러 개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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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시작하기 전 화면에서 “예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약 및 다양한 옵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가상 배경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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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배경선택 결과: 인도자의 뒤의 배경이 가상의 화면으로 보입니다.

☞ 다양한 요금제: 모임의 시간과 규모를 선택하여 요금제 선택(2020년 7월 26일 기준)

유료회원에서 무료회원으로 다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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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임에서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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