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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bex 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1. 교육기관으로 부터 연락 받으신 URL로 접속합니다. 

 입금완료(접수완료)자에게 신청 시 기재된 이메일로 URL 발송

2. WebEx 프로그램 미설치시 설치페이지로 이동 후 설치 진행

(프로그램 미 설치된 기기에서 접속 시 최초 1회 한해 설치가 진행됩니다.)

주소창에 접속할 URL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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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bex 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3. 이름 및 메일 주소 입력 4. 미팅 참여 클릭

본인 [이름(소속) ex. 손예진(연암대)]
을 입력하세요

본인 [메일ID] 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가산점 반영을 위하여 반드시 워크숍신청시 기재한 이름(소속), 이메일
주소 정확히 입력 (신청시 이름과 상이한경우 강제 퇴출되오니 반드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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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ex 학습자 강의실 출석

①상단에 개설된 강좌명이 표시됨

ex) 한국실험동물학회 실험동물기

술원 워크숍

② 미팅 참여 버튼 클릭시 해당 강

좌 수업에 접속이 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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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ex 학습자 강의실 출석

참가자 확인

①미팅방에 참여를 하면 위와 같

이 참가자 목록에 본인의 이름

(소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만약 이름(소속) 또는 E-mail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하단의 X

표를 누르시고 미팅 나가기를

진행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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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ex 학습자 강의실 출석

이름(소속) 및 E-mail 주소 변경하기

① 바탕화면에 Cisco Webex

Meeting 아이콘 더블클릭

오른쪽 화면생성

② 펜모양 더블클릭 후 정보변경 진

행

☞가산점 반영을 위하여 반드시 워

크숍신청시 기재한 이름(소속), 이메

일주소 정확히 입력

☞ 동명이인 확인을 위하여 소속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보변경 후 미팅 참여하기 URL 

주소 입력 후 참여를 누르면 변경된

이름과 주소로 참여가능

1

2 (OO 대, ㈜OO 회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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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ex 학습자 강의실 출석

강의실 음량 설정

① 강의실에 접속 후 선택된 출 력장

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소리 가 들

리는지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

②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다른 출력

장치명을 선택하여 소리가 출력 되

는지 테스트하거나 시스템 음소거

확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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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bex 학습자 강의실 출석

① 1. 강의실에 접속하면 교수자 얼굴

이 보이거나,  그림과 같이 강의자

료가 공유된 화면이 보이면서 교

수자의 목소리가 들리게 됨

② 2. 접속 컴퓨터의 사양 또는 네트워

크 상황에 따라 접속 환경이 불안

정한 경우 발생시

• 일시적인 경우 대기

• 해결되지 않을시 프로그램

재접속

• 컴퓨터 재시작 후 접속 또

는 모바일 접속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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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ex 학습자 강의실 기능설명

채팅

① 하단 우측 중앙 [채팅] 버튼 클릭

시 우측에 메시지 입력가능

② 채팅 기능으로 강의중에 교수자

에 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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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ex 학습자 강의실 기능설명

설문조사

①강의 중에 교수자가 퀴즈/설문

조사를 할 경우 우측에 뜨는

설문조사 창의 질문에 응답하

고 제출 가능

( 매 강의 진행 시 실시되는 퀴즈

로 출결관리를 진행, 답안지 제출

마감시간있음, 1문제라도 미제출

시, 출석하지 않음으로 간주)

※ 유의사항: 채팅방 추가 옵션
기능을 변경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으므로 항상 채팅방화면을 보
이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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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ex 학습자 강의실 기능설명

강의 종료하기

① 강의 모두 종료시 화면 하단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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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AQ

Q1. 수강생이 수업 수강 중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요?

A1. 프로그램 재접속 또는 컴퓨터 재 시작 후 접속해주세요.

Q2. 출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2. 온라인강의 세션에 참석한 참석자의 접속시간과 강의 종료한 시간까

지의 접속 로그가 관리됩니다. 또한 매 강의 진행 시 실시되는 퀴즈로 출

결관리를 진행하며 1문제라도 미제출시, 출석하지 않음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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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AQ

Q3. 강의를 위한 PC, 노트북 최소한의 사양(CPU, Memory)이 있나요?

A3. 최소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Windows PC]

-Intel Dual-Core CPU 2.XX GHz or AMD processor (2 GB of RAM 권장) 
이상

[Mac OS X]

-Intel CPU-based (2 GB of RAM 
minim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