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논술구술학원 여름방학 비대면 수업 관련 공지
# 대상 강좌 : 천승홍, 김용석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논술 및 구술면접 개설 강좌
* 천승홍, 김용석 선생님 개설 강좌는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적용 기간 : 7월 12일(수) ~ 8월 8일(일)
# 사용 플랫폼 : 구루미biz (biz.gooroomee.com)

사전 준비 (~ D-1)
1. 원격 수업을 위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중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 최적의 논술/구술 수업 환경을 위해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 PC나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반드시 크롬, 웨일,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세요.
* iOS(아이폰,아이패드)에서는 '구루미biz' app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나,
파일 다운로드 오류 등의 문제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구술 수업은 마이크가 가능한 이어폰 혹은 헤드셋 이용을 권장합니다.

2. 접속환경 테스트: 크롬 주소창에 ‘biz.gooroomee.com/로고스’ 입력 후 접속
# 방 입장 환경 설정 단계
1) 닉네임: 학생이름+전화번호 뒷자리로 입력 (예: 홍길동8831)
2) 권한 요청 팝업이 뜨는 경우 ‘마이크 사용’, ‘카메라 사용’ ‘허용’ 클릭
(‘차단’ 할 경우 마이크와 카메라 사용 불가 합니다.)

3) ‘장치 테스트’화면에서 카메라/마이크/스피커 모두 ’정상’(녹색)인지 확인
🚨카메라가 감지 되지 않을 경우→
https://www.notion.so/gooroomee/39cef5f38d6342a9a8c
88f56b646bf37
🚨마이크가 감지 되지 않을 경우→
https://www.notion.so/gooroomee/60b12ff2f0b2422987e
2f097b218ac6a

# 방 입장 후
4) 재생중인 동영상이 잘 보이고 들리는지 확인 -> 영상 환경
5) 화면 중앙 하단에 본인의 얼굴이 잘 보이는지 확인 -> 카메라
6) 본인이 말할 때 본인 화면 하단에 푸른 색으로 강조 되는지 확인 -> 마이크

영상이 잘 보이고
들리는지?
본인의 화면이
잘 나오는지?
본인의 닉네임 박스에
말할때마다
파란색이 들어오는지?

* 테스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bizguide.gooroomee.com'의 FAQ 항목을
참고하거나, 학원(02-552-3113)으로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주세요
* 수업 당일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직원이 도움 드립니다.
** 학생의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환경은 강의실 상단 중앙의 회색 바에서
클릭으로 관리 가능 합니다.
(검정색 = 켜짐, 빨간색 = 꺼짐, 아이콘 없는 경우 = 권한 없음)
(카메라, 마이크 켜짐/꺼짐 여부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주세요.)

# 화면 중앙 상단의 환경 설정 아이콘

수업 당일 (D-day)
1. 학생 개별 문자 공지를 통해 비대면 강의실 접속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 수업 15분 전까지 '본수업' 링크 주소를 통해 본인 강의실에 입장해 주세요.
# 재강조
* 반드시 크롬, 웨일, 엣지 브라우저에서 강의실 링크 접속!
* 닉네임은 학생이름+전화번호 뒷자리로 입력 (예: 홍길동8831)
* iOS(아이폰,아이패드)에서는 '구루미biz' app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나,
파일 다운로드 오류 등의 문제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구술 수업은 마이크가 가능한 이어폰 혹은 헤드셋 이용을 권장합니다.

3. (논술) 첨삭은 선생님에 따라 진행방식이 상이합니다. 수업 중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 조경미, 김정환 선생님은 로고스 온라인교육관(logos-class.com)을 통해
첨삭을 진행하오니, 별도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4. (구술) 구술 수업 세부 진행 방식은 선생님 안내에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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