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학회 2020년 상반기학술대회
온라인 참여 가이드

2020년 6월

(사) 한국기후변화학회

1. 각 세션별 온라인 접속 정보
※ 6월 25일에 개설된 모든 온라인 접속 방의 비밀번호는 “20200625”
6월 25일 (목)
세션명
시간
zoom 회의 참가 URL

회의 ID

기후변화 과학
https://us02web.zoom.us/j/83390664070?pwd=ZTV6NG5KVFFRRmxRdlUvTU5SVmplQT09

833 9066 4070

기후변화 에너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후변화 적응 I
10:00
~
12:00

https://snu-ac-kr.zoom.us/j/94899203504?pwd=R2RqWWNCZllDdTVCWXBFUncvblV5dz09

948 9920 3504

기후변화 정책
https://snu-ac-kr.zoom.us/j/94157946889

941 5794 6889

[기획세션] 한국농어촌공사 : 기후변화 대응
https://snu-ac-kr.zoom.us/j/97757797627
13:00
~
14:00

977 5779 7627

포스터세션 I
https://snu-ac-kr.zoom.us/j/98934495082?pwd=TXBmQ2pnRDR5NlJpb0VzcVR6SkdkQT09

989 3449 5082

[기획세션]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분야 신기후체제 대응 연구개발 방향
https://us02web.zoom.us/j/85991808689?pwd=c3Z1ZEJKU1J3cGxQTDdWZUNXTzg4UT09

859 9180 8689

[기획세션] 국립생태원 : 다양한 생태계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13:00
~
16:00

https://snu-ac-kr.zoom.us/j/98234436269?pwd=M0FGSWttNmlxQkVuZFlWRkF0MlZNUT09

982 3443 6269

[기획세션] 녹색기술센터 : 글로벌 기후기술 정책 패러다임 및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https://snu-ac-kr.zoom.us/j/93660094855

936 6009 4855

[기획세션] KEI MOTIVE :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통합평가모형(MOTIVE) 개발
https://snu-ac-kr.zoom.us/j/96577195881
16:00
~
17:00

965 7719 5881

[초청강연] I.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그리고 팬데믹 / II. 2020년 신종 코로나 현황과 전망 / III. 토론
https://us02web.zoom.us/j/83132589995?pwd=ZHE0bTZyQjBWc0RvSUtrdUNZQ3ZCZz09

831 3258 9995

※ 6월 26일에 개설된 모든 온라인 접속 방의 비밀번호는 “20200626”
6월 26일 (금)
세션명
시간
zoom 회의 참가 URL
10:00
~
11:00

회의 ID

포스터세션 II
https://snu-ac-kr.zoom.us/j/98307744021?pwd=U0kzdjlZNlUxV1hrUWhHNTRtTGo1Zz09

983 0774 4021

[기획세션] 서울대-연세대-KEI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고도화
https://us02web.zoom.us/j/88049290190?pwd=c0JTd0pvZWsrNXN3T2h0a2Z1Rzh5QT09
10:00
~
12:00

880 4929 0190

[기획세션] 기상청 :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자료 활용 확대
https://snu-ac-kr.zoom.us/j/94715001001?pwd=ejRLUyszd2dsN21IQ25DM1pmTUJmZz09

947 1500 1001

[기획세션] KEI : 기후변화 대응 국제 동향: IPCC와 ISO를 중심으로
https://snu-ac-kr.zoom.us/j/93411068914
10:00
~
12:30

934 1106 8914

[기획세션] 서울대학교 탄소특성화대학원 :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 국내외 사례 연구
https://snu-ac-kr.zoom.us/j/99170199411

991 7019 9411

[기획세션] 국립산림과학원 : AFOLU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추진 현황 및 개선 계획
https://us02web.zoom.us/j/84440338296?pwd=Uk5YNENFL3RKQ3U3dmd0RUVrZXFmUT09
13:00
~
15:00

844 4033 8296

[기획세션]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
https://snu-ac-kr.zoom.us/j/91878462516?pwd=Vkl2UVFiYlFoTUFXbjBkcEJLcE1OQT09

918 7846 2516

기후변화 적응 II
https://snu-ac-kr.zoom.us/j/97700650356?pwd=MEtqWHpVQlRJRy9ubTNqSHJXWVV1QT09 977 0065 0356
13:00
~
16:30

[기획세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후변화와 국제표준화

15:00
~
16:30

기후변화 적응 III

https://snu-ac-kr.zoom.us/j/92182118875

https://snu-ac-kr.zoom.us/j/98221132171

921 8211 8875

982 2113 2171

2. zoom을 통한 회의 참가 방법
(1) PC 또는 휴대폰에 zoom 어플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설치
① PC 경우 https://zoom.us에 접속하여 아래 그림의 메뉴를 클릭하고 zoom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우측 상단 ①“리소스”에서 ②“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설치파일을 ③다운로드 하고,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

② 모바일 경우, 앱 스토어에서 “zoom cloud meeting”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한 후, 파일 설치

※ 회의 참가를 위해 꼭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의 참가 방법
① URL을 통한 입장
위에 공지된 URL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세션의 방으로 입장됩니다.
해당 방에 입장한 후 비밀번호 창이 뜨면 위에 공지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6/25 모든 세션 20200625, 6/26 모든 세션 20200626

② zoom 실행을 통한 입장
zoom 어플을 실행하시고 “회의참가”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뜨면 첫째칸 “회의 ID” 란에 위에 공지된 회의장 번호(11자리숫자)를 입
력하고 “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방에 입장한 후 비밀번호 창이 뜨면 위에 공지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6/25 모든 세션 20200625, 6/26 모든 세션 20200626

(3) 구두 발표
① zoom에 입장하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및 카메라를 통해 본인의 음성과 모습이 회
의장 참가자에게 공유됩니다. 따라서, 발표자 외의 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
해 영상 하단 메뉴의 음소거 및 비디오 중지 옵션을 클릭해 주십시오.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를 하시더라도 발표자의 음성과 자료는 계속해서 공유가 됩니다.
② “회의참가” 버튼 클릭 후 생기는 창에서 “화면 이름” 부분에 본인의 성명과 소속
(예: 김기후/한국기후변화학회)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참가 여부 확인
및 해킹방지 등 보안상 절차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③ 질문이 있으실 경우,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음소거 및 비디오 중지 옵션을 다시 클릭
하여 음성과 비디오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발표 도중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하단 메뉴의 채팅창을 클릭하신 후 질문을 입력하시면 모든 참가자
에게 질문이 공유됩니다. 이 경우, 채팅창의 내용을 확인하여 발표 후 발표자가 질
문에 답할 수 있도록 각 세션의 좌장이 진행을 합니다.
(4) 포스터 발표
① 발표자는 “회의참가” 버튼 클릭 후 생기는 창에서 “화면 이름” 부분에 본인의 포스
터 번호(예: P-22)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참가자는 본인의 성명과 소속
(예: 김기후/한국기후변화학회)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참가 여부 확인
및 해킹방지 등 보안상 절차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② 포스터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기본적으로는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고 해당
발표자가 확인 후 음성 또는 채팅창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zoom 사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학회 사무국(02-557-7897)으로 문의주시고,
행사 당일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테스트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