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2020 년 9 월 27 일 이후부터
회의실 암호 또는 대기실 활성화 필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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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가이드 원문 : https://support.zoom.us/hc/en-us/articles/360045009111
(아래 내용은 Zoom의 영문 가이드 중 국내 교육용 라이센스 운영이 해당하는 주요 내용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필요 시
원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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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9 월 27 일부터 Zoom은 모든 유료 계정 사용자의 회의에 대해 암호(패스코드, Passcodes) 또는 대기
실 활성화 둘 중 하나의 조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9 월 27 일까지 암호(패스코드) 또는 대기실이 둘 중 어느 하나도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Zoom은 회의의 보안을 위해 대기실을 자동으로 활성화합니다.

⚫

만약 이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전에 예약 된 회의의 경우에도 해당 시점 이후 진행 시에는 대기실
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

따라서 암호나 대기실을 활성화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시작할 경우 대기실이 활성화 되어 당황할 수 있
으니, 예약된 회의에 대해 확인하여 필요 시 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Zoom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의 예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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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S 상에서의 Zoom 회의 예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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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호(Passcodes)와 비밀번호(Passwords)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경의 일환으로 회의에 부여되는 고유한 코드를 "암호(Passcodes)"라고 부르며 더 이상 "비밀번호(Passwords)"
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는 액세스를 위해 회의 ID와 함께 초대 된 회의 참가자와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번호(Passwords)"는 Zoom 계정 로그인 자격 증명을 의미합니다. 모범적 보안 지침으로서 사용자에게 절대 암호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월 27 일까지 대기실 또는 패스코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암호(패스코드) 또는 대기실이 둘 다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Zoom은 회의의 보안을 위해 대기실을 자동으로 활성화합니
다.

이미 암호(패스코드) 또는 대기실을 활성화 한 경우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설정은 현재 선택 항목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언제든지 보안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회의를 예약할 때 캘린더 초대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미 암호(패스코드) 또는 대기실이 켜져 있는 경우 회의 예약 방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 회의에 암호를 추가한 경우 암호를 포함하도록 캘린더 초대를 다시 보내야합니다. 새 회의에 암호가 추가되면 암호
가 자동으로 회의 링크에 포함됩니다 (이 기능을 특별히 비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신규 또는 기존 미팅에 대해 대기실을 활성화해도 캘린더 초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기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합니까?
대기실 기능을 사용하면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참가자를 대기실에 배치하여 참가자의 회의 참가 허용 여부를 호스트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 선택 및 '호스트 전에 참여'옵션과 대기실에 배치 할 참가자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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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 또는 암호는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관리자와 사용자는 Zoom 웹 포털에 로그인하고 설정으로 이동하여 계정 수준에서 암호(패스코드) 또는 대기실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중요 : 회의 링크로 참가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경우, 기존 회의에 암호를 추가 설정하신다면, 설정 변경 전 안내된 참
가자들에게 암호를 포함하도록 회의 초대를 다시 보내야합니다.

회의 수준에서 대기실을 활성화하도록 선택한 경우 회의를 시작하고 회의 내 보안 옵션을 사용하여 대기실을 활성화하거
나 계정에서 대기실이 활성화된 경우 개별 회의를 편집하여 대기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웹,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어
떤 영향을 줍니까?
보안 방법으로 암호를 선택한 경우 암호가 회의 링크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기능을 특별히 비활성화하지 않은 경
우).
암호가 포함된 링크로 참가하면 클릭 한 번으로 회의 참가자가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 ID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위해 암호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웨비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9 월 27 일 릴리스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웨비나에 대한 암호는 기본적으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만 관리자와 사용
자는 웨비나에 대한 암호를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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