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line for Session Chairs
Online Conference (Live-streamed, Korea)

Initial Setup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NOTICE
- 세션 시작 전,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연결을 위해 빠른 통신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 발생 및 외부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헤드셋 사용을 권장합니다.
- 모든 줌 세션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 apc2021 “
- 세션 중에는, 외부소음으로 부터 차단된 환경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및 비디오 녹화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선, zoom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zoom.us/hc/ko-kr
•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https://zoom.us/download).
• 다음 링크에서 회의참가를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zoom.us/test
① “참가” 클릭

② 잠시 대기하시면 zoom이 실행됩니다.
③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클릭
④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클릭

* 마이크와 비디오 테스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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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Setup
손 내리기
Lower Hand

참가자
목록

회의 나가기
손 들기 (Q&A)
마이크/비디오
세팅

참가자 목록 열기

채팅창 열기

*세션 나가기를
원치 않을 경우,
누르지 마십시오.

Leave

녹화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팅창

Before Session
• 세션 시작 30분전까지 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션은 호스트에 의해 공지되어 있는 스케줄 보다 30분 전에 시작됩니다.
- 만약 정해진 시간에 참석이 어려워지신 경우, 사무국으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션에 참가하셨을 땐, 스태프에게 해당 세션의 좌장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① “참가자”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② 본인의 이름 위에서 “더보기“를 누른 후, “이름 바꾸기(Rename)”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③ 하단 내용을 참고하여 이름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주십시오. *Chair, Name (Affiliation)
*Chair, Dongho Kim (Yonsei Univ.)
Example
- 이름 앞에 붙는 별표(*)는 참가자 목록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오디오와 비디오 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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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Session
•

발표
- Keynote Presentation: 30분 (Q&A 5분 포함)

- Plenary Presentation: 40분

- Invited Presentation: 20분 (Q&A 3분 포함)

- Award Presentation: 40분

- Oral Presentation: 15분 (Q&A 3분 포함)

- Short Oral (Poster) Presentation: 5분

•

간단히 세션 소개를 해주시면, 발표 일정에 따라 발표자가 실시간 발표를 진행 하거나 사무국 스태프가 발표 사전녹화영상을 재생합니다.
*각각의 발표 후, 다음 발표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 드립니다.

•

실시간 발표

•

사전 녹화 발표

•

실시간 Q&A를 위하여, 발표자들이 세션이 끝나기 전에는 나가지 않도록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션 시작 전, 사무국에서 실시간 발표자 목록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 녹화 자료가 있을 경우: 사무국 스태프가 사전녹화영상을 재생합니다.
- 녹화 자료가 없을 경우: 좌장이 발표자에게 실시간 발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경우엔, 좌장이 철저히 시간 조율을 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발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추가 참고사항:
• “노쇼” 발표자가 있더라도, 다음 발표로 바로 넘어가지않고, 해당 세션은 노쇼로 진행됩니다.
• 최종 프로그램에 표시된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OWNLOAD: APC2021 (apc2020.org))
• 만약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켰을 땐, 좌장은 그들의 마이크를 음소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음 문제없이 발표를 진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 세션 시작 전, 일부 발표가 철회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무국에서 이메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세션 진행을 위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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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Q&A
• Q&A : 세션 마지막에 Keynote(5분), Invited(3분), Oral(3분) 발표자들을 위한 전체 Q&A가 진행됩니다.

• NOTE: Q&A는 발표 시간을 포함하며, 정해진 발표시간를 넘지 않도록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Q&A는 세션 좌장이 진행합니다.
• 질문사항이 있는 참가자는 “손 들기“ 또는 “채팅창” 을 통하여 질문을 남길 것입니다.
•

세션 좌장이 질문을 선택할 경우,

- (손 들기) “손 들기” 를 클릭한 참가자 분들 중, 한 분을 선택하면 사무국 스태프가 해당 참가자의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합니다.
- (채팅창) 좌장께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션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는 Q&A 게시판을 통하여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좌장께서는 참가자분들이 Q&A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기

Lower Hand

채팅창

손 들기 (Q&A)

마이크/비디오
세팅

채팅창
열기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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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ession
• 세션을 나가기 전, Rename을 통해 좌장(*Chair)표시를 제외한 성함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션을 나가기 위해선

Leave

버튼을 클릭하여 주세요.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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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Chair List
Session Schedule
(Mon.) November 1, 2021

(Tue.) November 2, 2021

(Wed.) November 3, 2021

(Thu.) November 4, 2021

Session A
12:40 – 14:20 / MoA1-01: Seong-Ju Hwang
14:30 – 16:10 / MoA2-01: Jin-Wook Lee
16:20 – 18:20 / MoA3-01: Young Soo Kang

Session A
10:50 – 12:30 / TuA1-01: Seong-Ju Hwang
13:30 – 15:30 / TuA2-01: Hyoungil Kim
15:50 – 17:30 / TuA3-01: Hyoungil Kim

Session A
10:50 – 12:30 / WeA1-01: Jong Hyeok Park
14:30 – 16:10 / WeA2-01: Jin-Wook Lee
16:30 – 18:30 / WeA3-01: Jong Hyeok Park

Session A
10:50 – 12:30 / ThA1-01: Young Soo Kang

Session B
12:40 – 14:20 / MoB1-01: Jong Hyeok Park
14:30 – 16:10 / MoB2-04: Sang Hak Lee
16:20 – 18:20 / MoB3-06 : Sang Hak Lee

Session B
10:50 – 12:30 / TuB1-04: Jeongho Kim
15:50 – 17:30 / TuB2-04: Hohjai Lee

Session B
10:50 – 12:30 / WeB1-01: Jin-Wook Lee
14:30 – 16:10 / WeB2-01: Seong-Ju Hwang
16:30 – 18:30 / WeB3-04: Myong Yong Choi

Session C
12:40 – 14:20 / MoC1-02: Donghwan Lee
14:30 – 16:10 / MoC2-02: Youngmin You
16:20 – 18:20 / MoC3-02: Jean Bouffard
Session D
12:40 – 14:20 / MoD1-03: Dongha Shin
14:30 – 16:10 / MoD2-03: Sangwoon Yoon
16:20 – 18:20 / MoC3-05: Sunmin Ryu

Session C
10:50 – 12:30 / TuC1-02: Dong Ryeol Whang
13:30 – 15:30 / TuC2-06: Doory Kim
15:50 – 17:30 / TuC3-02: Jeewoo Lim
Session D
10:50 – 12:30 / TuD1-03: Ji Won Ha
13:30 – 15:30 / TuD2-03: Seungwoo Lee
15:50 – 17:30 / TuD3-03:Daehong Jeong

Session C
10:50 – 12:30 / WeC1-06: Hye Ran Koh
14:30 – 16:10 / WeC2-06: Tae Kyu Ahn
16:30 – 18:30 / WeC3-02: Seong-Jun Yoon
Session D
10:50 – 12:30 / WeD1-05: Youngsam Kim
14:30 – 16:10 / WeD2-05: Nam Joon Kim
16:30 – 18:30 / WeD3-03: Sangwoon Yoon

Session B
13:30 – 15:30 / ThB1-04: Kyungwon Kwak
Session C
10:50 – 12:30 / ThC1-02: Ho-Jin Son
13:30 – 15:30 / ThC2-05: Nam Joon Kim
Session D
10:50 – 12:30 / ThD1-05: Jae Kyu Song
13:30 – 15:30 / ThD2-03: Jeong-Wook 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