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M 시그라프 디지털 아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방법
2013 버젼
1. http://siggrapharts.ning.com 로 가세요.
오른쪽 상단에 “Sign Up”을 누르세요.

2. 다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3.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생일, 인증번호 입력을 차례로 하세요.
ACM 시그라프 디지털 아트 커뮤니티에 등록하는 방법
계정을 만듭니다…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생일
달

일

년도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제시된 단어와 숫자를차례로 치세요.

계정만들기

4. 가입할때 적은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mail@siggrapharts.ning.com 에서 받은 이메일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CM 시그라프 디지털 아트 커뮤니티에서는 당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및의
URL을 누르셔서 가입한 이메일을 확인해주세요.”

5. 가입한 이메일을 확인하면 새로운 서식이 보입니다. 이서식을 작성해주세요.
본인의 이름과 포토폴리오 웹싸이트를 작성해주세요. ACM 시그라프 디지털 아트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웹싸이트를 확인한 후 승인을 결정합니다.
사진
현재 사진 수정 (GIF, JPG or PNG 포맷, 10MB 미만)
브라우져에서 사진 찾기

프로파일
이메일 주소:
바꾸기
비밀번호:
바꾸기
이름:
생일: 달/날짜/연도
생일과 나이를 비공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성별: 남자 / 여자/ 성별 비공개
나라
우편번호

프로파일 질문
어떤 디지털 아트 분야에 속하나요.
포토폴리오 웹싸이트를 적어주세요.

과거 시그라프 컨퍼런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참여한적이
있나요? (전시, 토크, 페널, 퍼포먼스, 스크린) 참여한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When and how have you participated at SIGGRAPH
Conferences? (exhibits, talks, panels, performances,
screenings). OK if you have not participated.
시그라프 멤버인가요?
네/ 아니요
Are you a member of ACM SIGGRAPH?
yes/no
시그라프 커미티 멤버인가요?
Are you on an ACM SIGGRAPH Committe?
시그라프 아트 겔러리에서 전시를 한적이 있나요?
네/아니요
Have you shown art in any SIGGRAPH Art Shows?
Yes / No
전시를 한적이 있으면, 해당연도를 적어주세요.

If you answered yes to the above questions, please list
year(s)
시그라프 에니메이션에서 상영을 한적 있나요?
네/아니요
Have you shown in any SIGGRAPH Animation Screenings?
Yes / No
어느나라에 사십니가?
짧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What countries do you work in?
Short Biography (optional or for shows)

모바일 업데이트
전화로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를 ACM 시그라프 디지털 아트
커뮤니티에 올리시려면 아래의 이메일을 사용하세요.
트위터를 이용해서 올리시려면 아래의 버틀을 눌러주세요.
Mobile Uploads
Add by Phone Add Digital Images and videos to ACM
SIGGRAPH Digital Arts Community from your phone by
sending them to this email address:
xxx@siggrapharts.ning.com (refresh)
Post to Twitter Your email subject line will become the text of
your Tweet
Connect to Twitter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