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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학설명회

사용법 안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경우

PC로
접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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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줌(zoom) 설치

가. 스마트폰의 전용마켓에서

‘Zoom’ 검색

나. ‘Zoom Cloud Meeting’ 설치



2-1. 줌(zoom)회의실 접속하기

가. 수원외고로부터 도착한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

나. 회의실 접속 후 호스트(수원외고)가

신청자 명단 확인 시까지 대기실에서 대기

다. 호스트의 승인처리 후 회의실 입장 가능

# 반드시 회의참석자의

이름이 설명회 신청자와

동일해야 승인처리

# 사회통합 및 특례의 경우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이름’으로 사용가능



2-2. 스마트 폰으로 접속시 유의사항

가. 입학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 바랍니다.

나. 오디오는 발언시간 이외에는 음소거

부탁드리며, 비디오의 사용 유무는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 질문은 채팅창으로 질문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설명회 Q&A 시간을 이용

하여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을 담당자에게만 보내는 방법 ] 

1. 더보기 선택

2. 채팅 선택

3. 보낼대상을 ‘[질문담당]

입학홍보부’ 로 변경

4. 질문 입력 후 보내기



3-1. PC로 줌(zoom)회의실 접속하기

가. 검색 사이트에서 ‘Zoom’ 검색

나. ‘Download’  링크 클릭

나. ‘Zoom’ 다운로드 및 PC 에 설치



3-2. 줌(zoom)회의실 접속하기

가. 줌 실행 후 – 회의 참가 나. 수원외고에 보낸 SMS 문자의 정보 입력

신청했던 이름 입력
( 다른 경우 입장 X )

클릭

423 985 2456

# 사회통합 및 특례의
경우는 전화번호 4자리를

이름 대신 입력 가능



가. 수원외고에서 도착한 SMS의 암호

입력

나. 회의실 접속 후 대기 – 명단 확인 후 연결

3-2. 줌(zoom)회의실 접속하기

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

423 985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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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마트 폰으로 접속시 유의사항

가. 입학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디오는 발언시간 이외에는 음소거

부탁드리며, 비디오의 사용 유무는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 질문은 채팅창으로 채팅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설명회 Q&A 시간을 이용

하여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을 담당자에게만 보내는 방법 ] 

1. ‘채팅’ 선택

2. 보낼대상을 ‘[질문담당] 입학홍보부’ 로 변경

3. 질문 입력 후 보내기



4. 기타 유의사항

가. 줌(Zoom) 사용이 처음이신 경우 입학설명회 이전에 설치 및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나. 입학설명회 시작 15분전부터 종료 후 15분까지는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전화를

받지 못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최대한 Q&A 시간을 통해 안내드리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학교 홈페이지-입학안내-Q&A 게시판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