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T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매뉴얼



온라인 강의 인정 기준

구분 요소별 강의시간 인정 기준
교과 학점별 기준

온라인 강의구성
1학점 2학점 3학점

동영상
강의

컨텐츠

담당교수
강의

동영상 재생 시간 100% 인정
15분
이상

30분
이상

45분
이상

필수

온라인
학습활동

퀴즈
(객관식)

객관식 1문제 당 2분

35분
이상

70분
이상

105분

필수선택

퀴즈
(서술형)

주관식 1문제당 10분

토론 주제 1개 당 10분

과제 A4 1매 당 20분

학습보조 영상 강의시간 불인정
Youtube 등

기존 보유 영상

공지 및 안내 강의시간 불인정
강의자료 업로드 등

주차별 1건 이상
필수

전체 동영상 강의 + 온라인 학습활동
50분
이상

100분
이상

150분
이상





동영상 제작 시 준비사항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 마이크 (또는 휴대폰 통화용 이어폰)

• 파워포인트 2013 이상 버전

• 교안에 사용 될 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 준비

• 강의 교안



화면캡쳐 기능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파워포인트 상단의
“삽입” 클릭

 삽입 탭에서
우측의 비디오 클릭

 내 PC의 비디오 클릭

 원하는 영상 클립 선택 후
삽입 버튼 클릭



 다음과 같이 동영상이
탑재 된 것을 확인 가능

 동영상 출처 반드시 명시



 원하는 영상의 유투브의
동영상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파워포인트 상단의
“삽입” 클릭

 삽입 탭에서
우측의 비디오 클릭

 온라인 비디오 클릭

 비디오 삽입 유투브 검색창에 주
소를 넣고 엔터



 원하는 영상의 유투브의
동영상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파워포인트 상단의
“삽입” 클릭

 삽입 탭에서
우측의 비디오 클릭

 온라인 비디오 클릭

 비디오 삽입 유투브 검색창에 주
소를 넣고 엔터

 검색되어 나오는 동영상 선택 후
삽입 버튼 클릭



 좌측 상단의 화면처럼 동영상 삽입된 화면
을 확인 가능

 동영상 클립 선택 시 재생 버튼을 눌러야
좌측 하단의 이미지처럼 유투브 재생버튼이
활성화 됨

 동영상 출처 반드시 명시



 파워포인트 상단의
“삽입” 클릭

 삽입 탭에서
그림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지 삽입 가능

 삽입 탭에서
오디오을 선택하는 경우
오디오를 녹음하거나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여
탑재 가능



 강의교안 파일을 엽니다

 슬라이드 쇼 탭을 클릭

 슬라이드 쇼 녹화
“글자 부분을 클릭”

 처음부터 녹음 시작 클릭

 슬라이드 쇼 녹화 창이 나오면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 녹화
시작



 버튼 설명
1. → :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감

슬라이드 쇼 진행 중 좌측 버튼 클릭과 같음
2. || : 현재 슬라이드 녹화 일시 중지

녹화 다시 시작 버튼으로 녹화가 이어서 다시 시작 됨
3. 좌측시간 : 현재 슬라이드 녹화 시간
4.    : 현재 슬라이드 녹화 처음부터 시작

녹화 다시 시작 버튼으로 해당 슬라이드 처음부터 녹화 시작
됨
5. 우측시간 : 전체 슬라이드 녹화시간
6. X : 닫기 버튼입니다. 슬라이드 녹화를 종료합니다.

①

↶



 슬라이드 진행중 우측 마우스클릭으로 포인터 옵션 선택
시
해당 화면에 직접 판서 가능

 판서가 끝난 경우 esc 버튼을 눌러 판서 종료 후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 가능

 레이저포인터 : 현재 마우스 위치를 빨간색으로 보여줌
펜 : 마우스로 그리는데로 펜처럼 작성 가능
형광펜 : 마우스로 그리는데로 형관펜처럼 나옴

②



 슬라이드 녹화를 하는 경우
우측하단에 스피커 모양을 통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어볼 수 있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새롭게 녹화 가능함

 슬라이드 쇼 탭을 클릭

 슬라이드 쇼 녹화
“글자 부분을 클릭”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 클릭

 슬라이드 쇼 녹화 창이 나오면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 녹화 시작

 해당 슬라이드 녹화가 완료 된 경우
꼭 좌측 상단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슬라이드 녹화를 종료해야함

 다음 버튼을 누르는 경우 다음 슬라이드
재 녹화 됨



 파워포인트 상단의
“파일” 클릭

 좌측의 “내보내기” 클릭

 인터넷품질 (1280*720) 선택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 선택

 비디오 만들기 클릭 후
원하는 위치에 비디오 파일 저장



 전환 탭에서 화면 전환 효과 가능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슬라이드 내 애니메이션 효과 가능

 슬라이드 내 화면만 녹화 가능
인터넷화면의 경우 꼭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하여야 함

 슬라이드 녹화중 화면 이동을하면
해당 슬라이드를 다시 녹화하게되어
기존 녹음분이 삭제됨



사이버캠퍼스 내 탑재 및 출석확인



VOD(클라우드)











사이버캠퍼스관련문의



Zoom 활용
실시간 화상강의 매뉴얼



온라인 강의 인정 기준

구분 요소별 강의시간 인정 기준
교과 학점별 기준

온라인 강의구성
1학점 2학점 3학점

동영상
강의
컨텐츠

담당교수
강의

동영상 재생 시간 100% 인정
15분
이상

30분
이상

45분
이상

필수

온라인
학습활동

퀴즈
(객관식)

객관식 1문제 당 2분

35분
이상

70분
이상

105분

필수선택

퀴즈
(서술형)

주관식 1문제당 10분

토론 주제 1개 당 10분

과제 A4 1매 당 20분

학습보조 영상 강의시간 불인정
Youtube 등

기존 보유 영상

공지 및 안내 강의시간 불인정
강의자료 업로드 등
주차별 1건 이상

필수

전체 동영상 강의 + 온라인 학습활동
50분
이상

100분
이상

150분
이상





Zoom 프로그램 소개 및 준비사항





http://zoom.us/








Zoom 실시간 화상회의 시작하기







Zoom 실시간 화상회의 초대하기









Zoom 실시간 화상회의 기능 활용하기













사이버캠퍼스 내 탑재 및 출석확인



VOD(클라우드)











사이버캠퍼스관련문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매뉴얼



1 2 3 4

Contents

온라인 강의
인정기준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제작
유의사항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제작

방법

동영상 사이버
캠퍼스 탑재

방법



1
온라인 강의 인정 기준



온라인 강의 인정 기준

구분 요소별 강의시간 인정 기준
교과 학점별 기준

온라인 강의구성
1학점 2학점 3학점

동영상
강의
컨텐츠

담당교수
강의

동영상 재생 시간 100% 인정
15분
이상

30분
이상

45분
이상

필수

온라인
학습활동

퀴즈
(객관식)

객관식 1문제 당 2분

35분
이상

70분
이상

105분

필수선택

퀴즈
(서술형)

주관식 1문제당 10분

토론 주제 1개 당 10분

과제 A4 1매 당 20분

학습보조 영상 강의시간 불인정
Youtube 등

기존 보유 영상

공지 및 안내 강의시간 불인정
강의자료 업로드 등
주차별 1건 이상

필수

전체 동영상 강의 + 온라인 학습활동
50분
이상

100분
이상

150분
이상



2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제작 유의사항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 유의사
항

• 촬영전 휴대폰 배터리 용량 반드시 확인
• 휴대폰 데이터 여유 용량 확인(기종별 차이는 있지만

10분 동영상 촬영시 약 150메가 바이트 소진)
• 촬영하면서 휴대폰 마이크 손으로 가리지 않기
• 촬영 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는 꼭 닦아주고 촬영해 주기
• 반드시 가로 화면 촬영(세로화면 촬영 금지)
• 가급적 휴대폰 전용 삼각대 사용하여 촬영
• 촬영시 목소리는 가급적 큰 소리로 말하고, 촬영 시
휴대폰을 너무 멀리 놓고 찍지 않기
(안 그러면 녹음 목소리가 너무 작아짐)

• 사이버 캠퍼스 업로드를 위해 촬영 영상은 반드시
MPEG4(MP4) 규격으로 출력(최신 휴대폰의 경우
대부분 동영상은 MP4로 자동 저장) 

세로 촬영 불가

반드시 가로 촬영



가로화면 촬영 동영상 재생 예시 세로화면 촬영 동영상재생 예시(촬영불가)



3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제작 방법



싸게 더 싸게

휴대폰 화면 켜기 사진앱켜기 동영상 버튼 누르기 동영상 촬영하기 홈화면 열기

Situation
Analysis

국내 저비용항공사간의 치열한 가격경쟁

1 2 43 5 6

사진 갤러리 열기



싸게 더 싸게

촬영 동영상 확인 카카오톡켜기 나의 계정 누르기 나와의 채팅하기 앨범 선택하기

Situation
Analysis

국내 저비용항공사간의 치열한 가격경쟁

7 8 109 11 12

동영상 선택하기



싸게 더 싸게

촬영 동영상 보내기 동영상 업로드 확인 노트북 또는 PC에
PC버전 카카오톡
설치후 카카오톡 열기

PC버전 카카오톡
로그인 하기

휴대폰에서 보낸
동영상 선택하기

Situation
Analysis

국내 저비용항공사간의 치열한 가격경쟁

13 14 1615 17 18

동영상 PC로
내려받기



싸게 더 싸게

동영상 PC다운로드
확인하기

PC로 내려받은 동영상의
사이버캠퍼스 탑재 방법은
별도 사이버 캠퍼스 매뉴얼 참고

Situation
Analysis

19 20 스마트폰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동영상의 최대 크기는 300MB 이내만 가능
스마트폰 동영상 10분 촬영시 통상 150MB이므로
20분 전후의 동영상까지 카카오톡 전송 가능
만약 동영상의 크기가 300MB를 초과하는 경우는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불가하므로
휴대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설치하여
휴대폰과 PC를 연결후 동영상을 PC로 옮기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파이프’ 등의 별도 앱을 설치하여
동영상을 PC로 보낼 수 있음
유튜브나 네이버 등을 검색하여 자세한 정보를
참고 바람



4
동영상 사이버 캠퍼스 업로드 방법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은 사이버캠퍼스로 어떻게 업로드 하면될까요?

PC          스마트폰 사이버캠퍼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먼저 PC로 옮긴 뒤 사이버캠퍼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PC PC        사이버캠퍼스 동영상 탑재

방법1.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낸 뒤 PC로
다운로드 하기(300MB까지 가능)

방법2. 스마트폰을 PC와 케이블로 연결 후 스마트폰
동영상 PC로 옮기기

방법3. 스마트폰에서 직접 네이버메일이나 다음메일로
동영상 보내기

방법1. 카톡으로 보낸 동영상 PC버전 카톡으로 다운 받아
사이버캠퍼스에 동영상 올리기

방법2.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긴 스마트폰 동영상을 사이버
캠퍼스에 동영상 올리기

방법3. 네이버메일이나 다음메일로 받은 동영상 PC에
저장하고 사이버캠퍼스에 동영상 올리기

자세한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 제작 방법은 별첨 동영상 참고바랍니다!



VOD(클라우드)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PPT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매뉴얼
	Zoom을 활용한 실시한 화상강의 매뉴얼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