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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발표 영상 제작방법

 

 발표 파일 형식

- 동영상 파일은 특별한 형식없이 mp4, avi, mkv등 동영상 파일이면 OK

 발표 파일 제작 방법 

(*아래에 안내드린 방법은 동영상 제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참고용 안내이며, 다른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  줌(zoom)을 이용한 제작 방법 

① 사전 준비 

- 노트북 or 데스크탑(데스크탑은 웹캠 별도 준비) 

- 마이크 기능 있는 이어폰 or 헤드셋(마이크 기능있는 노트북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X)

 

② 줌(zoom)에 로그인 

- 회원이신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

- 비회원인 경우 회원 가입 후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

③ 새 회의를 시작

④ 녹화 시작

-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 줌 기본 화면 하단에 화면 공유 버튼(예시 그림에 4번)을 눌러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

우고, 녹화준비가 되었다면 기록버튼(예시 그림에 6번)을 누르고 발표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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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버튼을 누르면 [이 컴퓨터에 기록] or [클라우드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
는데 영상을 저장할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편한 것으로 본 설명에서는 [이 컴퓨
터에 기록]하는 방식을 설명할 예정

④ 녹화 마무리

- 정상적으로 녹화가 진행중이라면 아래 예시 그림처럼 화면 상단 왼쪽에 [기록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난다.

- 발표를 마치면, 하단에 [기록 일시 중지/정지]를 누른다.

- 하단 오른쪽 종료를 눌러 회의창을 나온다.

- 그럼 동영상을 변환하는 창이 뜨고 100% 완료가 될 때 까지 기다린 후,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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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제작 방법

① 사전 준비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일, 마이크와 카메라 준비

(*노트북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웹캠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 후 준비)

② 준비된 PPT파일을 연 후에, [슬라이드 쇼→슬라이드쇼 녹화→처음부터 녹음 시작] 클릭

③ 슬라이드 쇼 재생 화면이 보이고, 상단/하단에 몇 가지 기능 메뉴가 보이며 카메라로 입력되
는 영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 좌측 상단에 [녹음/녹화], [중지], [재생] 버튼이 있으며, [녹음/녹화]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쇼 
녹화가 시작됩니다. 

- 우측 상단에는 [설정] 메뉴가 있는데 [설정]에서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으니, 어떤 
장치를 사용하실지 선택하면 됩니다.

- 우측 하단에는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로 입력되고 있는 화면이 보이고, 버튼 세 개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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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모습이 보이는게 맞으며,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화면이 
보이지 않음)

 

※ 왼쪽 “마이크”는 마이크를 켜고 끄는 기능이며, 가운데 “카메라 미리보기 끄기”는 카메라 녹화
는 계속 되고 있으며, 슬라이드 녹화중인 화면에서만 표시가 안되는 기능이고, 오른쪽 “카메라 끄
기”는 카메라 입력 자체가 꺼지는 버튼입니다. 

④ 좌측 상단의 [녹음/녹화] 버튼을 누르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 중 슬라이드에 레이저 포인
터 동작, 펜, 형광펜으로 줄긋기 등의 동작도 녹화가 됩니다. 

⑤ 녹화가 끝나면 [중지]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 쇼 녹화를 마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쇼 마침]을 누르면 슬라이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⑥ 녹화된 슬라이드 쇼는 슬라이드 파일로도 저장가능 하며, 동영상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파일→내보내기→비디오 만들기] 선택하여 영상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