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 (Session Chair)

줌(Zoom) 운영 및 세션 가이드라인



세션 시작 전

• 세션 시작 15분 전까지 세션 장 내 마련 된 좌장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션 룸 마다 ZOOM 사용을 도와드릴 운영요원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 좌장 석에 놓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해당 세션의 ZOOM 세션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ZOOM은 세션룸 운영요원이 미리 세팅(로그인)해 놓을 예정입니다.)

• 참가자 리스트 창에 (나)의 이름을 찾아 [더보기] → [이름 바꾸기] 를 통해
“*Chair_Gildong Hong”과 같이 본인이름으로 변경해주십시오.

• 동봉된 세션 스케줄에 따라, Off-line 발표자의 참석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세션 내의 운영요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No-show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발표시간을 앞으로 당기지 마시고,
세션 일정표의 발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air_Gildong Hong



세션 운영 및 Q&A 진행

• 간단히 세션 소개를 해주시면 발표 일정에 따라,
오프라인 발표자들은 현장에 참석하여 실시간 발표로 진행하며,
온라인 발표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영상이 세션별 진행요원에 의해 실시간으로 Zoom에서 재생됩니다.
온라인 발표자가 실시간으로 Zoom에 참석 하지 않았거나 Q&A가 길어질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Q&A 게시판에서
질의응답 하시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 각각의 발표 후, 다음 발표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 드립니다.

• 실시간 Q&A를 위하여, 발표자들이 세션이 끝나기 전에는 나가지 않도록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발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지정 발표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Invited : 30분 (Q&A 포함) / * Oral : 20분 (Q&A 포함)

• 질문이 있을 경우, 온라인 참석자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 창을 통해 질문을 하도록 안내해주시고, 
발표가 종료되었는데 채팅 창에 질문이 없을 경우, 실시간으로 “Raise Hand”로 질문을 받아주세요. 
(** 현장 참가자는 세션 장 내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문 가능함)
만약, 노쇼 또는 시간 초과로 인해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
온라인 플랫폼 Q&A게시판을 통해 발표자에게 직접 질문가능함도 함께 안내해주십시오. 

• 세션마다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엔 사무국에서 별도로 전달 드릴 예정이오니, 내용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션 종료 후

• 세션이 끝나면 비디오 화면을 끄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션 진행을 위해 ZOOM 창을 닫거나 “End”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 참가자 리스트 창에 (나)의 이름을 [더보기] → [이름 바꾸기] 를 통해 성함을 지우고
“*Chair”로만 변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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