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회 서울시 직업계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위한 학교 별/팀 별 협조 사항> 

◎ 심사 전 준비사항 

 

<줌 사용 준비> 

 

1. 필요 물품:  

① 웹캠과 마이크가 내장된 심사 참여용 노트북 

② (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시) zoom앱 다운로드 (링크: zoom.us/download) 

 

2. 빈 교실 확보:  

① 심사 시, 팀원(학생2, 지도교사1)만 공간에 머무르며 조용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②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 각도 조절, 밝은 공간에서 세팅해주세요. 

③ 인터넷 연결(Wi-Fi/유선랜) 잘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http://zoom.us/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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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심사를 위한 학교 별/팀 별 협조 사항> 

◎ 줌 심사 참여방법 
 
1. 심사 전날, 문자로 발송되는 회의실 링크로 팀별 시간에 맞추어  입장해주세요. (링크 및 비밀번호 제공) 
- 심사 10분 전 시간에 맞추어 대기실 입장 
 

① 문자로 발송된 아이디 입력  
(이름에 팀명 기입) 

② 문자로 발송된 비밀번호 입력 ③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선택 

④ 대기실 화면 (승낙 후 심사방 입장 예정) 

⑤ 심사 시작 1~2분 전 호스트의 수락  

승낙 후 본 심사 회의실 입장, 입장 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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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심사를 위한 학교 별/팀 별 협조 사항> 

◎ 줌 심사 참여방법 
 
2. 심사실 입장 후, 발표자료(PPT)를 “화면 공유”를 눌러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게 세팅해주세요. 
- 화면 공유 클릭 후 “컴퓨터 소리 공유”를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① ‘화면공유’ 클릭 

PPT 
발표자료 

① 

③ 

② 팀의 ppt자료클릭  – 컴퓨터 소리 공유 클릭 – 공유 클릭 

√ 

② 

컴퓨터 소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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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심사를 위한 학교 별/팀 별 협조 사항> 

◎ 줌 심사 참여방법 
 
※ 공유 환경 조성 후, 최종적으로 “스피커와 마이크 테스트하기”를 눌러 음향을 확인해주세요. 
※ 발표 중 동영상자료를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창에 영상을 미리 준비한 후, 필요할 때 “새로공유”를 눌러 심
사위원께 보여주세요. (PPT내 첨부 X) 
 

동영상 자료 등  
다른 화면 공유하고 싶을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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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심사를 위한 학교 별/팀 별 협조 사항> 

◎ 줌 심사 진행 시 주의사항 
 
1. 발표시작: 심사위원의 “시작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발표를 시작해주세요. 
 
2. 발표 시(5분):  팀원은 노트북 앞에 앉아 발표를 진행해주세요. 
        심사위원이 보이는 창을 닫지 말고 발표를 진행해주세요.  
 
3. 질의응답 시(5분) : 필요한 화면을 공유하며 심사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해주세요. 
   - 화면공유: PPT, 영상자료 등 
   - 시제품 관련 질의응답: 화면공유를 종료하고 화상회의 모드로 진행  
 
 
 
 
 
 
 
 
 
 
4. 심사 종료 후: 반드시 회의실에서 나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종료 ➡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클릭) 

☏ 문의 : 미지센터 교류협력팀 (070-4667-3772) 

※ 

발표 PPT 
심사위원 

발표자 

화면 상단에 이 표시가 있으면 심사위원에게 해당 화면이 공유되는 중입니다. 

발표시 심사위원이 보이는 창을  
닫지 말고 발표를 진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