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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

대규모소규모

“비대면의시대, 더이상고민하지마세요”

본매뉴얼은무료플랫폼인 ZOOM.us를중심으로살펴보겠습니다

매뉴얼버전 5 (기능추가에따라수시로업그레이드됩니다)



[강의]

1) 실시간쌍방향

소통이가능한

강의(웨비나,싸강)

2) 동영상을녹화해

제공하는인터넷

강의(인강)

[회의/자문/심사]

1) 얼굴을마주보며

토론하는다자간

미팅

2) 음성, 채팅등을

활용한실시간

토의

[워크숍]

1) 약 50명의

참석자로

진행하는토론형

워크숍

2) 온라인에서

진행되는분임조

토론

[공론장/토론회]

1) 100명규모의

대규모토론회

2) 발제자와실시간

질의응답

3) 사업의우선

순위를정하는

온라인보팅

“비대면, 어디까지해봤니?”



40분간 무료 이용

시공간 제약 X

100명 동시 참여,
회의 수 무제한

무제한 1:1 회의, 
무제한 셀프녹화

무료로제공되는기본적인기능

ZOOM에서제공하는기능입니다



주최자

“이렇게따라해보세요”

실시간
온라인
강의
기준



1. 주최자준비하기

줌 zoom 
무료다운, 무료가입

*회원가입과로그인을해야
회의를주최할수있습니다.

*참여자는다운로드후,
회원가입없이참여가능

PC 버전다운로드
https://zoom.us/download

구글플레이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a
pps/details?id=us.zoom.videom
eetings&hl=ko

애플앱스토어
https://apps.apple.com/us/app/
zoom-cloud-
meetings/id546505307

PC 버전다운로드 https://zoom.us/download

어플다운받고회원가입하면준비끝!

주최자는 PC 버전사용을권장합니다. (참여자관리가용이함)

PC버전다운로드

https://zoom.us/download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zoom.videomeetings&hl=ko
https://apps.apple.com/us/app/zoom-cloud-meetings/id546505307


세번클릭하고링크를공유하면완료!

2. 회의만들기

1. zoom 실행

2. ‘새회의’클릭

3. ‘참가자’클릭

4. ‘초대’클릭

5. ‘초대링크복사’클릭

6. 링크를공유

팁.

- 참여자는줌앱다운로드후,

회원가입없이참여가능

(주최자와진행자는필히가입할

것)

- 링크를단톡방에공유하면편리

- 보안을위해,참여자외에링크를

공대하지말것

버튼을누르면 ‘초대링크’가클립도드에복사됩니다.



호스트창 vs 참여자창 (화면의차이)



호스트(주최자)가바라보는창

★호스트(주최자)의창과 ‘참가자’의창의메뉴는다릅니다.

5개영역의화면으로구성



호스트(주최자)가바라보는창

음소거 /음소거해제 - 자신에대한음소거유무
- ^추가메뉴:마이크와스피커설정 (소리에문제가있을때확인)

비디오시작 /중지
( ^추가메뉴 )

- 자신에대한영상공유유무
- ^추가메뉴:카메라,가상배경,비디오설정 (영상에문제가있을때확인)

보안 - 회의입장관리,참가자허용범위관리,참가자제거

참가자 - <참가자창>띄우기 *별도안내

채팅 - <채팅창>띄우기 *별도안내

화면공유
( ^추가메뉴 )

- 컴퓨터화면 /자료화면공유설정

기록 - 녹화,녹음,채팅기록 회의종료후저장관련
안내가됨

소회의실 - 소회의실만들기/관리
- 분임토의

반응 - 간단한반응공유 (이모티콘개념)

종료 - 회의종료

★호스트(주최자)의창과 ‘참가자’의창의메뉴는다릅니다.



<화면공유>하기

<화면공유>

- 어떤화면을공유할지선택함

- 선택유형:모니터화면전체,

화이트보드 (칠판),내가

열어둔프로그램화면,스마트

기기화면등

- 공유하고자하는파일을미리

열어둬야함



호스트(주최자)가바라보는창

참가자창

초대 - 참가자초대링크등

모두음소거 - 호스트(주최자)를제외한모든참가자음소거

더보기 - 참가자와회의실,대기실관리사항

참가자
아이디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메뉴

음소거 /음소거해제요청 - 참가자의음소거관리

더보기 - 1:1채팅,비디오관리,호스트관리 (넘겨주기),
이름바꾸기,대기실에배치 (잠깐대기실에
나가있도록),제거 (퇴장)등

*다른사람은볼수없는
1:1채팅

대기중참가자제거/수락
*대기중참가자가있을경우에만나타납니다.

- 대기실에서기다리고있는참가자를보여줍니다. *대기중참가자가있을
경우에만나타납니다.

채팅창

받는사람 - ‘모두’혹은참가자개인 (1:1채팅)을선택 - *다른사람은볼수없는
1:1채팅

파일 - 파일공유

… - 참가자채팅관리

메시지입력창 - 메시지입력

 <참가자창> : 전체화면아래쪽에서 ‘참가자’버튼을누르면뜹니다.

 <채팅창> : 전체화면아래쪽에서 ‘채팅’버튼을누르면뜹니다.

참가자아이디위에마우스를올려보세요.



호스트(주최자)가바라보는창

참가자화면위에마우스를올려보세요.
‘음소거’관리버튼과 ‘…’버튼이나타납니다.
‘…’버튼을누르면추가메뉴가나타납니다.

앞서설명되지않은부분만설명

비디오고정 - 메인화면에고정으로띄우고싶은화면을지정

추천비디오 - 모두가한화면을보도록지정

★
★



주최자(호스트)준비사항

 회의/교육진행을위한보조진행자를정합니다.

 참가자들에게아래 ‘참가자준비사항’등을안내합니다.

 사전에참가자들이앱을다운받고,회원가입을해두도록확인합니다.

 회의진행을위한안정적인환경을준비합니다.

 회의자료를준비하고,화면공유를테스트해봅니다.

 화상회의를사전테스트해봅니다.

 참가자들에게회의링크를공유합니다. (단톡방,문자,이메일등)

참가자준비사항

 미리화상앱다운, 회원가입을해둡니다.

 화상회의/교육을위한카메라와마이크가잘작동하는지확인합니다.

 화상회의/교육에적절한장소로이동합니다.되도록조용한곳이면좋습니다.

 회의참여링크를확인/기다립니다.

 상황에따라이어폰을준비합니다.

 Wi-fi가원활한지확인합니다.

 기기(스마트폰/패드,컴퓨터등)의잔여배터리를확인합니다.

 커피나차 ,한잔을준비합니다.

온라인준비 오프라인준비



주최자가활용하는 “달인”기능

 메인화면(주최자역할)을참석자에게넘기는기능

 실시간강의의자동녹화/녹음기능(입장/퇴장기록, 채팅기록포함)

 참가자별음소거/마이크제공기능, 참가자별채팅권한부여기능

 모두가주최자가정하는화면을보도록하는기능

*말을하는참가자의얼굴이자동적으로메인화면에뜹니다.

 화이트보드 (칠판) 공유기능

※대부분화상회의앱은,유료요금제를사용하지않으면시간제한이있습니다.

(줌 40분,웹엑스 50분등)

-해결책1: 40분안에회의를끝낸다.

-해결책2: 40분마다다시회의를개설한다.

*제한된시간이되면나타나는경고창의예



해보지않고는모르는강의/회의진행꿀팁

 회의시작때는모두음소거로시작할것

 기술지원인력이강의시작전까지출석체크를완료한후강사가진행할것(권장)

 기술지원인력이주최자(강사) 옆에상주하며기술적지원을전담할것

 강사는열린질문보다단답형, 사지선다형질문을통해참석자와의소통유도할것

 열린질문후참여자가의견제시하면이를주최자가다시한번반복공유하는 ‘토스화법’을구사할것

 참석자가 20명이넘어가면, 모두음소거를하고채팅으로강사와소통하게규칙을정하는것도좋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00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네요.



참가자

“이렇게따라해보세요”

실시간
온라인
강의
기준



1. 참여자준비하기

줌 zoom 
무료다운, 무료가입

*참여자는다운로드만하면
회원가입/로그인없이도
참여가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a
pps/details?id=us.zoom.videom
eetings&hl=ko

애플앱스토어
https://apps.apple.com/us/app/
zoom-cloud-
meetings/id546505307

PC 버전다운로드
https://zoom.us/download

어플다운받으면준비끝! (회원가입과로그인불필요)

PC버전다운로드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app
s/details?id=us.zoom.videomeetin
gs&hl=ko

애플 앱 스토어
https://apps.apple.com/us/app/zo
om-cloud-meetings/id546505307

PC 버전 다운로드
https://zoom.us/download

모바일버전다운로드

참여자는모바일사용도괜찮습니다. (질문많은참여자라면 PC를)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zoom.videomeetings&hl=ko
https://apps.apple.com/us/app/zoom-cloud-meetings/id546505307
https://zoom.us/download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s.zoom.videomeetings&hl=ko
https://apps.apple.com/us/app/zoom-cloud-meetings/id546505307


2,참가하기

카톡,문자,메일로
참여링크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클릭만으로이미
참가완료

링크를클릭하는순간, 입장!

모바일사용자
1. ‘참여링크’클릭
2. ‘회의참가’ 클릭

PC 사용자
“이페이지에서‘zoom.us’ 을(를)열도록허용하겠습니까?”
‘허용’ 클릭

*아이폰사용자혹은일부사용자
아래와같은화면이나올경우안내에따르시면됩니다.

“회의에참가하려면아래
링크를복사하여 Safari 또는
Chrome에붙여넣으십시오.”

이곳을누르면 ‘Safari로열기’



참가자가활용하는 “기본”기능

 화상회의,다자간/1:1채팅

 파일과링크공유,화면공유

 반응이모티콘보내기,손들기기능

 모두가주최자가정하는화면을보도록하는기능

*말을하는참가자의얼굴이자동적으로메인화면에뜹니다.

 화이트보드 (칠판) 공유기능

발언을원하는참가자는
‘손들기’기능



참가자준비사항

참가자준비사항

 미리화상앱다운, 회원가입을해둡니다.

 화상회의/교육을위한카메라와마이크가잘작동하는지확인합니다.

 화상회의/교육에적절한장소로이동합니다.되도록조용한곳이면좋습니다.

 회의참여링크를확인/기다립니다.

 상황에따라이어폰을준비합니다.

 Wi-fi가원활한지확인합니다.

 기기(스마트폰/패드, 컴퓨터등)의잔여배터리를확인합니다.

 커피나차 ,한잔을준비합니다.



ZOOM, 200% 활용하기

“이렇게따라해보세요”



간단한투표(보팅)하기

단답형질문은
손들기기능으로
간단한의사표시

 보다정확한투표가
필요하다면 ‘카톡’ 에서
투표를하거나,온라인설문
앱을활용하세요.

‘손들기’기능을활용한간단한 “보팅”



분임토론도
가능한기능

회의내에서 ‘소회의실’ 
기능으로분임토론이
가능하도록지원합니다.

주최자가＇소회의실’운영을
중단하면다시전체회의로
소집됩니다.

*주최자는소회의실에
자유롭게입장가능
필요에따라소회의실에서
호스트를소환할수있음

*소회의실에자동(랜덤)으로
참가자들을할당하거나,
개개인별로소회의실을배정
가능. 

워크숍(소회의실)운영하기

줌홈페이지 zoom.us ‘로그인’ ‘내계정’ ‘설정’에서 ‘소회의실＇켜기

*홈페이지에서 ‘소회의실’기능을켜면,
오른쪽과같이줌앱에서 ‘소회의실’버튼이생깁니다.

*소회의실설정창
*수동으로소회의실별참가자를할당하는기능



공론장(토론회)운영하기

토론회와
공론장도
비대면으로

발제자(토론자)는실제
회의장에와서무관중의
상황에서발표합니다.

이를실시간스트리밍으로
참석자들에게중계합니다.
(페이스북, 유뷰브도가능)

혹은유료기능으로전환하여
설정에서폴링에클릭하여
설문지(보팅)을만들수
있습니다.

*만일유료가부담된다면
카카오톡의보팅으로
연결되도록기획보세요.

1. 각 발표자들의발표 &중계

2. ‘설정’에서 ‘폴링’에체크(유료기능)



화상회의생산성을높여주는연계앱

화상앱
Zoom

Sisco webex
Google Hangouts

…

선택기준
- 무료에서

가능한범위
- 참가자참여

편의성
- 화질/음질
- 대중성등

1. 카카오톡 / 단톡방,오픈채팅방,투표,라이브톡,그룹콜,페이스톡등

2. 설문앱 /네이버폼,구글폼,모아폼

3. 파일공유클라우드 /구글드라이브,드롭박스,네이버클라우드



워크숍및분임토론전용플랫폼 /미로,비캔버스, 뮤랄

화상과화면공유를통한공동작업
실시간-공동-시각화-작업

• 소규모워크숍적합(10명이하권장)
• 슬라이드를함께보며아이디어회의,프레인스토밍가능
• 화면의포스트잇을활용하며기획, 전략수립,계획수립
• 함께그림그리기, 동영상보기등가능

미로Miro
https://miro.com

비캔버스 BeeCanvas
https://beecanvas.com

뮤랄 https://www.mural.co

https://miro.com/
https://beecanvas.com/
https://www.mural.co/


반응



참여자들의반응

그동안바빠서
참석을못했는데

이젠언제어디서든
참여가가능합니다

행사참석이
항상불편했는데
장애인의보행권이
해결된느낌입니다.

한번외출하려면
회장하랴, 
옷챙겨입으랴…
온라인이더편한데요?

강의장에서
질문하는게늘
어색했는데, 

비대면이라면
괜찮아요.

실제이용한분들의후기입니다



완료/진행중인비대면프로젝트



제공서비스

① 기존주제를온라인을통해강의 (최대 100명실시간강의, 최장 6시간경험)

② 비대면의시대와사회적가치에대한강의 (공공성, 비영리조직, 사회복지등)

③ 온라인도구사용법에대한강의/상담 (줌사용법, 재택근무등의스마트워크)

④ 온라인교육기획및동영상제작대행 (전용스튜디오및전용장비보유)

⑤ 사이버대학과정운영대행 (LMS 보유로참석자출결관리, 과제부여, 수료증부여등가능)



2020. 3
비대면 시대에
쉽게 따라하는
온라인 교육 매뉴얼
책임 이재현(NPO스쿨 대표)
공동 최규성, 홍연서
www.nposchool.com

NPOschool Orig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