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Meet 이용 매뉴얼
[학생]



1. 필수 사양(사전 준비물)

▪ 권장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 계정
- 예시: Sample@cuk.edu(학교 cuk.edu 개인 계정 로그인)
-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 구글 사이트에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 상태
- 출석체크를 위해 구글 계정(닉네임)을 본인 이름으로 수정

* 학교계정(구글)이 없는 경우, 로그인 후 이메일 계정 생성

크롬 브라우저 구글, 우측 상단 학교 계정 로그인

▪ 준비물: 헤드셋(헤드/이어셋, 마이크 포함), 웹캠 또는 노트북 내장캠

※ 하울링 방지를 위해
해드셋은 필수 입니다.

mailto:Sample@cuk.edu


2. 신규 이메일 생성

▪ gmail 생성 방법

① 로그인 후 > ‘신규 이메일 계정
생성 안내’ 팝업창 > 이메일 계정
생성 바로가기 클릭

② 또는 로그인 후 > 학습자료> 
수강환경 준비> Google G-
Suite 서비스

[학생화면]



3. 구글계정(닉네임) 수정

▪ 구글계정(닉네임) 수정 방법

① 구글창 우측 상단의 ‘프로필 사진’ 클릭 >
‘Google 계정 관리’ 클릭



3. 구글계정(닉네임) 수정

② 좌측 메뉴 ‘개인정보’ 클릭 > ‘이름’ 클릭



3. 구글계정(닉네임) 수정

③ 이름 변경 후 > ‘저장’ 클릭



4. 화상 회의 참여(PC 및 노트북)

① 개인 e-mail 주소로 발송된 초대장 참가 링크 클릭

② ‘지금 참여하기’ 클릭

※ 필수: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고 헤드셋과 웹캠을 준비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 참여 할 때는 반드시 음소거를 해주시고, 발표 시 음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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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상 회의 참여_채팅(PC 및 노트북)

① 회의실 입장 후, 
우측 하단 채팅창 통해
입력



4. 화상 실행_발표 시작(PC 및 노트북)

① 발표자의 경우 ‘발표 시
작’ 버튼 클릭

② ‘창’ 버튼 혹은 ‘내 전체화
면’ 클릭 후, 공유할 화면(발
표자료) 클릭

③ 회의실 참가자들은 발표
자 PC 화면을 공유함



4. 화상 실행_발표 화면 전환(PC 및 노트북)

① 해당 화면은 발표가 진행
중으로, 우측 상단 버튼 클릭
시 공유 중인 화면이 보여짐

② 발표 화면의 경우, 발표자
화면이 공유됨으로 발표 자료
를 미리 준비하고, ‘음소거’ 버
튼을 클릭하여 음소거를 제거
하고 발표함



4. 화상 실행_발표 중지(PC 및 노트북)

② 우측 하단 버튼을 클릭
하여 ‘발표 중지하기’ 클릭

[발표화면]

① 발표 종료 후, ‘음소
거’ 버튼 클릭
(사용자가 직접 음소거
조절)



4. 화상 실행_레이아웃 변경(PC 및 노트북)

① 더보기 > ‘레이아웃 변경’
클릭 후 변경 가능



5. 화상 회의 참여(모바일)

① 아이폰(앱스토어)/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 에서 구글
MEET 앱 설치
② e-mail 주소로 발송된 초대장 참가 링크 클릭
③ 회의 참여 클릭

* 모바일 기종에 따라 화면이 달리 보일 수 있음.



5. 화상 회의 참여_채팅(모바일)

① 채팅목록(현재 참여중인 사용자 확인 가능)

② 하단 채팅창을 통해
입력



5. 화상 실행_발표 시작(모바일)

① 발표 화면의 경우, 발표자 화면이 공유됨으로 발표 자료 미리 준비
② 〮〮〮(더보기) 클릭 > 화면발표 클릭 > 
모바일 창 목록(멀티윈도우)를 통해 화면(탭)전환 후 발표 자료 선택하여 발표 시작

>

[발표화면(발표자)]



5. 화상 실행_발표화면전환 및 중지(모바일)

① 발표 종료 시 발표 중지 버튼 클릭

② 발표 화면 전환은 모바일 창 목록(멀티윈도우)을 선
택하여 화면 전환 가능

③ 발표 종료 후, ‘음소거‘ 버튼 클릭
(사용자가 직접 음소거 조절(ON/OFF)을 해야 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