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스피치 포스터 발표영상 제작 매뉴얼
 준비물
- 컴퓨터 + 마이크 (노트북 내장형 가능하지만 외부 소음 차단할 수 있는 마이크 추천)
- Microsoft Office (Power Point Program)
- 판서가 필요한 경우 태블릿 장비

 포스터 발표 자료(PPT) 만들기
- 발표 주제를 요약하여 8 슬라이드 이내의 PPT 발표 자료 제작 (제목 포함)
- 첫 슬라이드에는 발표 제목과 소속(지도교수), 발표자의 이름을 명시
- 원활한 영상 편집을 위해서 와이드스크린(16:9) 포멧으로 제작 “디자인>슬라이드크기”
- 표준(4:3)으로 제작 시 영상 편집 과정에서 검은색 공란 발생

 영상 녹화하기
①

파워포인트에서 발표 자료 열기

②

“슬라이드 쇼>슬라이드 쇼 녹화>처음부터 녹음 시작” 메뉴 클릭

③

마이크 상태를 확인 한 후 “녹화 시작” 버튼 클릭

④

슬라이드를 넘겨 가며 녹화 진행 (펜툴을 이용하여 판서 및 마킹 가능 / 슬라이
드 쇼 내에 팝업창을 이용하여 녹화 중간에 일시 정지 및 다시 녹화 시작 가능)

⑤

녹음이 종료되면 “ESC” 버튼이나 슬라이드 쇼 종료를 통해 창 닫음.

⑥

슬라이드 별로 녹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 스피커
모양 아이콘 클릭 시 슬라이드별로 녹화 내용 청취 가능)

 녹화 영상 편집하기
①

편집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로 이동

②

“슬라이드 쇼>슬라이드 쇼 녹화>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 메뉴 클릭

③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면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다시 녹음 진행

④

현재 슬라이드만 수정하고 싶다면 슬라이드 쇼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지 않고
“ESC” 버튼이나 슬라이드 쇼 종료를 통해 창 닫음

⑤

슬라이드 별로 재녹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
①

파워포인트에서 녹음 파일이 저장된 발표 자료 열기

②

“파일>내보내기>비디오 만들기” 메뉴 클릭

③

우측 내용 중 ‘화질 선택 리스트’에서 가능한 저용량으로 선택 (최소 파일 크기
및 저품질 (852x480))

④

우측 하단에 있는 ‘비디오 만들기’ 버튼 클릭

⑤

파일명과 저장할 경로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파일 형식: MPEG-4 비디오)

⑥

화면 하단에 동영상 저장 진행률이 표시되며, 100% 시 파일 생성 완료

 파일명: 소속_이름.mp4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시: 한국대학교_홍길
동.mp4)
 외부 소음이 최소화된 장소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영상 제작 후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발표 동영상은 3분 이내로 제작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