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gle Meet 이용방법
2020. 7.

SCU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전공



화상특강 참여 전 준비사항

1. PC(또는 노트북) 참여
§ 준비물

- PC: 웹카메라, 해드셋(통화되는 핸드폰 이어폰)
- 노트북: 노트북에 내장된 웹카메라가 있는지 확인

§ PC(노트북)에 크롬(     ) 설치
§ 학교 웹메일 가입: 학번@iscu.ac.kr

2. 스마트폰 참여
§ Google meet 앱 설치
§ 학교 웹메일 가입: 학번@iscu.ac.kr



화상특강 체크리스트

□ 구글 크롬(     ) 설치하기

□ 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PC] 웹캠(카메라) 준비

□ [모바일] MEET 어플 설치

□ 학교 웹메일 로그인 방법 확인하기

□ Meet 접속 회의코드 확인하기

□ 화상회의 레이아웃 변경 방법 확인하기 (PC접속자만)

□ 화상회의 마이크 on/off 방법 확인하기



I. 학교 구글 ID 받기



1. 포털 로그인 및 웹메일 클릭



2. 웹메일 로그인

ID : 학번
비밀번호 : scu생년월일6자리

이메일주소
학번@iscu.ac.kr

학번

로그인 창이 나오면 학번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3. 새로운 비밀번호 등록
처음 로그인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에 Gmail을 이용하고 있었을 경우 조직용 G-suite 계정을 선택한다.



4. 웹메일 로그인 화면
학교명, 이름 확인

웹메일 등록 끝!



II. 크롬 설치하기

[PC(노트북) 이용자에게 해당]



1. 포털사이트에서 구글 크롬 검색



2. 구글 크롬 설치



3. 인터넷 창을 모두 끄고
바탕화면에서 크롬(     ) 실행

↑정상적인 크롬 실행 ↑ 익스플로러는 안됨.

★작업표시줄 아이콘 확인 ( 바탕화면 아래쪽 )
익스플로러와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Ⅲ. PC로 화상강의실 접속

[PC(노트북) 이용자에게 해당]



0. 화상회의 접속

(1) 화상회의 프로그램 : Google Meet
- 모바일 어플 Google Meet 로도 참여가 가능

(2) 화상회의 로그인 시 주의점
- 헤드셋 또는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핸드폰 이어폰) 사용
- 회의실 입장 시 마이크 끄기!



1. 웹메일 클릭



2. MEET 클릭

2.1 Meet 가 안보일 경우, 주소창에 “Meet.google.com” 를 입력하세요.



3. 회의코드 입력
* Google Meet 메인페이지

특강 공지 확인

회의코드는 별도 공지합니다.



4. 카메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가 있는 경우, 여기가 움직입니다.

화상회의방에 늦게 입장할 때는 조용히 입장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완료 후 마이크를 끄고(       ) 입장합니다.



5. 화면세팅
오른쪽 하단, 점 세 개 → 레이아웃 변경 → 사이드바

★



6. 마이크 on/off 1. 영상 화면(노란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아래 흰색 바가 나타납니다.
2. 빨간색 마이크를 한번 눌러주세요.



Ⅳ. 스마트폰으로 화상강의실 접속
GOOGLE MEET 어플 설치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해당]



0. 화상회의 접속

(1) 모바일 어플 Google Meet 로 참여가 가능 (PC 권장)

(2) 화상회의 로그인 시 주의점
- 헤드셋 또는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핸드폰 이어폰) 사용
- 회의실 입장 시 마이크 끄기!



1. 웹메일 로그인 하기

학교 웹메일로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번@iscu.ac.kr 확인

다른 계정 추가
아이디 : 학번@iscu.ac.kr
비밀번호 : scu생년월일6자리



2. 회의코드 입력하기

마이크 끄고(       )
회의코드 누르기

특강 공지 확인

회의코드는 별도 공지합니다.



3. 스마트폰 가로로 두기

스마트폰을 가로로 두시면

화면이 더 커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내 자료는 본교 김요완교수님께서 제작하여 공유해주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