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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논문발표동영상 쉽게 만들기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하기에, 구두발표자께서는 발표 PPT에 발표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논문발표영상은 사전 동의 후 학술발표대회 전용홈페이지
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 쉬운 제작 기능 활용
- MS 파워포인트(PPT) 2013 이상 버전에서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 활용

√ 준비물
- 발표 PPT, 노트북(또는 PC), 음성녹음 마이크(헤드셋, 이어셋 등), MS오피스 파워포인트 2003 이상

√ 제작개요(세부 안내 별첨)
발표 PPT파일

슬라이드 쇼

마이크 통한

비디오

mp4 파일로

준비

녹화 클릭

음성녹음

만들기

저장

√ 제출규격
- 영상발표시간 : 7분~10분 (시간 엄수)
- 영상발표용량 : 100MB 내외 (150MB 이내, 150MB 이상시 인코딩 프로그램 활용하여 용량축소)
- 영상파일포맷 : *.mp4
- 슬라이드형태 : 16:9 또는 4:3
- 영상파일품질 : 최대 파일 크기 및 고품질(HD급 화질은 불가)

√ 제출방법 및 기간
- 영상제출방법 : 학술발표대회 전용홈페이지 로그인 – 논문제출 - 파일업로드
- 영상제출파일명 : 발표자명_소속 (예. 홍길동_한국대학교)
- 영상제출기간 : 2021년 3월 29일(월)~4월1일(목) 17:00까지

√ 유의사항
- PPT 화면과 발표 음성만 녹음된 동영상 제출(발표자 얼굴 보이지 않음.)
- 논문발표동영상 제작 후에 PPT 영상 및 음성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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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동영상 제작순서(세부)

➊ 파일 열기
▖논문발표 파워포인트 파일 클릭

➋ 슬라이드 쇼 녹화하기
▖메뉴 → ‘슬라이드쇼’ → ‘슬라이드 쇼
녹화’ → ‘처음부터 녹음시작(S)’ 클릭

➌ 녹화시작하기
▖슬라이드 쇼 녹화 팝업창 2가지 항목
체크 후 ‘녹화시작’ 클릭

➍ 음성녹음하기
▖슬라이드 보면서 음성 녹음
▖녹화가 시작되면 왼쪽에 시간을 나타
내는 창 생성(왼쪽 시간은 현재 슬라
이드 녹화시간, 오른쪽 시간은 전체
녹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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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쇼마침 클릭하기
▖음성녹음이 완료되면 ‘쇼 마침’ 클릭

➏ 비디오 만들기
▖메뉴 → ‘파일’ → ‘내보내기’ → ‘비디오
만들기’ → ‘비디오 만들기’ 클릭
* HD급 화질 녹화 불가

➐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팝업창에서 파일
이름(발표자명_소속),

파일

형식

(MPEG-4 비디오) 체크 후 ‘저장’ 클릭

➑ 확인하기
▖확인 : PPT 영상 및 음성 녹음, 용량
100MB 내외, 발표시간(7분~10분)

발표내용

100MB

음성녹음

내외

7분~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