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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이용 시:
① 크롬 웹브라우저, ② 웹캠, ③ 스피커 또는 이어폰/헤드셋
• 스마트폰 이용 시:
① “구인터뷰” 화상면접 앱(앱마켓에서 다운 받아서 설치)

1. 면접요청 이메일 확인
(면접코드, 면접 일시)

4. 면접실 입장

2. 화상면접시스템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

3. 응시정보 입력
(응시코드, 이름)

5. 면접 응시

6. 면접 종료

1. 노트북 사용자는 내장된 웹캠, 마이크, 스피커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데스크톱 컴퓨터 사용자는 웹캠과 스피커를 연결 후 응시합니다.
3.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익스플로러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스마트폰에서는 전용 앱(‘구인터뷰’)을 설치 후 응시합니다.
5. 응시 중 네트워크 연결이 끊길 수 있으므로 유선 인터넷 환경을 권장합니다.
6. 면접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참석자 동의 없이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1. 초대 메일 확인
• 면접요청 이메일에서 면접코드, 면접 일시,
응시 웹페이지를 확인합니다.

2. PC를 통해 면접 응시 사이트 접속
•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면접응시
웹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면접실 입장
• 응시과정을 확인 후 ‘이름’과 ‘면접코드’를 입력해서 면접실로 입장합니다.

※응시 전 ‘실시간 화상면접’ 응시 창인지 확인합니다.
‘비디오 녹화면접’ 응시 창에서는 화상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마이크,카메라 허용
• 면접실 입장 후 좌측 상단의 카메라/
마이크 사용권한 요청에 ‘허용’ 합니다.

5. 면접 응시
• 면접관의 안내에 따라 면접에 응시합니다.

• 실수로 ‘차단’을 선택한 경우 주소창 앞부분의
자물쇠 표시를 클릭하여 카메라와 마이크를
각각 ‘허용’으로 설정합니다.

6. 면접 종료
• 면접이 끝나면 하단의 ‘종료’ 버튼을 선택하고
면접실을 나갑니다.

1. ‘구인터뷰 화상면접’ 앱 설치
• 앱마켓에서 구인터뷰 화상면접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2. 면접실 입장
• 면접요청 메일에 있는 ‘면접코드’와 이름을 입력하고
면접실로 입장합니다.

3.권한요청 “승인”
• 화상면접에 필요한 권한요청 ‘승인’에 “확인” 합니다.

4. 면접 응시
• 면접관의 안내에 따라 면접에 응시합니다.

5. 면접종료
• 면접이 끝나면 상단의 ‘종료’ 버튼을
선택하고 면접실을 나갑니다.

• 화면공유 기능 선택
면접실 하단의 화면공유 기능을 선택합니다.

• 공유할 화면 또는 프로그램 선택
본인이 공유하고 싶은 화면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문서 자료 등을 공유할 때는 해당 문서를 먼저 실행한 뒤, 애플리케이션 창을 선택하여
해당 문서를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공유 중에도 본인의 모습이 전송됩니다.
※ 다른 참여자가 화면을 공유할 때, 상대방의 공유 화면을 더블클릭하여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는 화면공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나, 다른 참여자가 공유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웹캠 확인 방법
컴퓨터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에서 웹캠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속성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마이크 확인 방법

• 스피커 확인 방법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의 스피커 표시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의 스피커 표시

우클릭>녹음장치 선택 하여 마이크의

좌클릭>믹서 클릭하여 시스템 음량과

음량을 확인합니다. 속성에서 음량을 조절

브라우저 음량을 확인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