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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미팅 첫 화면

로그인

모이 미팅 첫 화면
Meeting (http://meeting.moyeee.com) 사이트의 초기 화면 입니다. 우측 상단의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그인] : 미팅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JOIN] : 미팅룸 번호로 초대 받은 즉시 미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HOST] : 미팅을 생성하고 멤버를 초대하는 미팅 관리 사이트입니다.
[FAQ] : 모이 미팅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SUPPORT] : 사용자 가이드,

PC 앱 다운로드, 기기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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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관리 (HOST)

모이 미팅 첫 화면

미팅 관리 (HOST)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예정/진행 미팅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진행 중이거나 예약된 미팅을 볼 수 있고, 지난 미팅 목록을 선택하면 종료된 미팅 목록을 볼 수 있습니
다. 지난 미팅 정보를 수정하여 새로운 미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미팅을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는 해당 날짜에 예약(혹은 지난) 미팅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미팅 목록은 오늘 예정된 미팅이 나
타납니다. [미팅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미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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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생성하기

주) 멤버 관리 메뉴는 관리자에게만 보입니다. 개설자와 참석자는 볼 수 없습니다.

미팅 생성하기
미팅을 예약하거나 예약된 미팅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캘린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과 분과 진행 시간을 입력합니다

2.

미팅 제목을 입력합니다.

3.

설정옵션
시스템 관리자가 네트워크 상태와 미팅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설정해 옵션들을 선택합니다. 화
질과 프레임 수(fps)를 고려하여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미팅룸 입장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5.

미팅 대상자 선택
미팅 참석자를 선택하고 필요 시 미팅 진행권한인 제어권을 클릭합니다.
주) 미팅 대상자는 관리자가 ‘맴버 관리’ 메뉴에서 생성/수정/삭제 등의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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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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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문자나 SNS로 미팅 초대를 받아 간편하게 미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

미팅 진행자가 미팅 정보를 복사해서 SNS로 초대 메시지를 보내면 초대 받은 참석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미팅룸 링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미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초대받은 사람은 미팅룸 링크를 클릭하고 나타나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미팅에서 사용할 이름
(닉네임)을 입력하고 [미팅룸 들어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미팅룸으로 바로 입장합니다.
주) 미팅룸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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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생성하기

미팅 정보

지난 미팅 목록
종료된 회의를 볼 수 있습니다. 미팅 제목에 포함된 문자열과 기간으로 지난 미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팅 제목을 클릭하여 미팅 정보를 보거나 관리자나 미팅 개설자는 미팅 정보를 수정 혹은 삭제할 수 있
으며 기간을 현재 날짜 이후로 변경하면 예정/진행 회의 목록에 나타나 회의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검색
상단의 미팅 제목 문자열 검색 창에 입력한 문자열과 지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회의가 검색되고 하단의
검색 창에서는 검색 결과 내에서 회의제목 문자열로 재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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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정보

미팅정보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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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면 TOMM 회의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oyeee PC앱용 2D VR
2D 카메라(웹카메라)를 사용하여 배경화면을 만들어 주는 V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
니다.
주) moyeee PC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Moyeee PC앱용 3D VR
3D 카메라(웹카메라)를 사용하여 배경화면을 만들어 주는 VR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
니다.
주) moyeee PC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moyeee PC앱
미팅룸에 접속하여 미팅이나 캐스트 이벤트를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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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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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수정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사용자 아이디를 클릭하면 자신의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고 비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주) 사용자의 다른 정보는 관리자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미팅 권한
모이 미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지정한 관리자는 사용자를 멤버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
으며 각 사용자에게 다음 3가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체 관리자
서비스 가입자의 미팅 관리자로 미팅을 생성하고 참석하는 멤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설자
미팅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입니다.
참석자
미팅에 초대받아 참석만 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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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권한

관리자 화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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