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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lass 접속및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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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대학교 포탈시스템에서 스마트클래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Smart Class로 접속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한 ID/PW로 로그인합니다.

• 브라우저는 크롬브라우저를 사용을 권장합니다. 익스플로러 사용 시 이름과 학번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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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Class 로그인 후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명] 선택 → 해당 강의실로 입장합니다.

강좌 선택 -> 강의실 입장

click!



화상강의 학습활동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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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별 학습활동에서 [화상강의] 학습활동 클릭한 후, [화상강의참여] 버튼을클릭합니다.

화상강의 학습활동 선택 [화상강의 참여] 클릭!

click!

click!



ZOOM 프로그램다운로드및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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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을 다운로드하여 실행] 메뉴를 선택하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ZOOM 프로그램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ZOOM 화상강의접속하기

7

• ZOOM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화상 강의실에 입장합니다.

화상 강의 입장

click!



ZOOM 학습자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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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비디오 설정 기능

<마이크, 비디오 on/off>
본인의 PC에 연결된 마이크와 비디오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lick!



ZOOM 학습자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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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확인>
하단의 참가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측에 참가자 창이 열리고 현재
강의실에 접속중인 교수자 및 학습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click!

[참가자] 확인 기능



ZOOM 학습자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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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하단의 제어 도구 중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측에 채팅 창이
열리고 강의 중 교수님 또는 다른 학습자와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채팅] 기능

click!



ZOOM 학습자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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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공유>
- 교수님께 자신의 화면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클릭 시 , 우측과 같이 어떤 화면을 공유하도록 요청할지 선택할 수

있음

[화면 공유] 기능

click!



Webex학습자기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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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레이아웃 변경

click!

우측 상단의 [갤러리보기]아이콘을 클릭하여 학습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강의실의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ZOOM 강의종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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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종료하기

화면 하단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을
종료합니다.

click!



(ZOOM)



ZOOM 앱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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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ZOOM Cloud Meetings’를 검색 후 설치합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코스모스앱에서 ZOOM화상강의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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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스모스 앱을 실행하고 화상강의에 참여할 강좌의 강의실에 입장합니다.

② 화상 강의가 개설된 주차의 [화상강의] 학습활동을 선택한 후, [화상강의 시작하기] 를 클릭합니다.

③ ZOOM이 자동 실행되며, 화상 강의에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