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

구두 발표 영상
구두 발표 영상 제출 마감일: 2020년 8월 13일 (목)
발표영상 시간: 10분
PPT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16:9)
동영상 파일 유형은 MPEG-4 (.mp4)
발표 영상 녹화를 위해서는 Power Point 2013 이상 버전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표 영상 녹화 전 마이크 볼륨 확인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소리 -> 녹음 -> 마이크]

포스터 영상
포스터 영상 제출 마감일: 2020년 8월 13일 (목)
슬라이드 수: 슬라이드 10페이지 이하
PPT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16:9)
동영상 파일 유형은 MPEG-4 (.mp4)

구두 발표 영상 제작(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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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자료 에서 상단 메뉴에서 “슬라이드 쇼” 선택

3

“처음부터 녹화“ 메뉴 선택 후 녹화 화면 으로 이동 *슬라이드 별 녹화 및 수정이 필요할 경우 “현재 슬라이드 녹화” 선택 후 진행

2

하단 메뉴 바에서 “슬라이드 쇼 녹화” 메뉴 선택

구두 발표 영상 제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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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 버튼 클릭 후 마이크/카메라 소스 선택

6

“녹음/녹화” 버튼 클릭 후 3-2-1 카운트 후에 녹화 시작 *녹화 중 잠시 멈추고 싶은 시에는 중지 버튼 클릭 후 다시 시작 시 녹음/녹화 버튼 클릭

7

녹화 종료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표시 클릭 또는 “ESC” 버튼 클릭

5

카메라 미리보기 버튼으로 현재 녹화되는 캠 화면 확인

구두 발표 영상 제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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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화면 상단 왼쪽에 “파일” 클릭 후 “내보내기“ 선택

9

“비디오 만들기” 선택

비디오의 품질은 Full HD(1080p) 으로 선택

11

“비디오 만들기” 버튼 클릭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파일 유형은 MPEG-4
(.mp4)를 선택 후 저장

*저장 버튼 클릭 시 PPT 화면 하단에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는 문구가 뜨며, 완료까지 수분이 소요됩니다.

구두 발표 영상 수정(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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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파일에 음성이 작거나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 후 내보내기[ 8 ] 부터 다시 한번 진행
1

슬라이드 오른쪽하단의 녹화된 캠 화면 클릭

3

“볼륨” 메뉴에서 높음으로 변경 *볼륨을 높음으로 변경 후에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재생” 메뉴 선택 *녹화된 캠 화면 클릭시에만 해당메뉴가 보여집니다.

구두 발표 영상 수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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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슬라이드의 녹화를 다시 진행 하고 싶을 때는 아래 절차 후 내보내기[ 8 ] 부터 다시 한번 진행
1

재 녹화가 필요한 슬라이드를 선택

3

재 녹화가 필요한 슬라이드가 맞는 지 확인 후 왼쪽 상단의 “녹음/녹화” 버튼 클릭 후 3-2-1 카운트 후에 녹화 시작

2

상단 메뉴에서 슬라이드쇼 -> 슬라이드쇼 녹화 -> 현재 슬라이드 녹화 선택

*주의사항: 녹화 완료후에는 [ 3 ] 의 중지 버튼 클릭 후 “X”버튼 또는 ESC로 종료 (다음 슬라이드 까지 재 녹화 방지)

포스터 영상 제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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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 에서 상단 메뉴에서 “전환” 선택

2

메뉴바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면전환에서 다음시간 후 클릭 후 10초로 설정
*화면전환 시간(타이밍)은 모든 슬라이드에 각각 적용 해야 합니다.

포스터 영상 제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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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T 화면 상단 왼쪽에 “파일” 클릭 후 “내보내기“ 선택

4

“비디오 만들기” 선택

5

비디오의 품질은 Full HD(1080p) 으로 선택

6

“비디오 만들기” 버튼 클릭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파일 유형은 MPEG-4
(.mp4)를 선택 후 저장

*저장 버튼 클릭 시 PPT 화면 하단에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는 문구가 뜨며, 완료까지 수분이 소요됩니다.

구두 발표 영상 및 포스터 영상 제출
1

발표영상 파일(MP4)은 파일 명을 “소속_이름.mp4” 로 이름 변경

2

오른쪽 “영상 파일 제출 바로가기＂버튼을 클릭하여 압축파일 업로드

3

영상 파일 제출 사이트(드롭박스) 에서 하단의 “파일선택” 버튼 클릭 후 영상 파일 선택

4

영상 파일 선택 후 이름/성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입력 후 “업로드” 버튼 클릭

3

영상 파일 제출 바로가기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