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발표자료 제작 매뉴얼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업로드 기간 : 6월 28일(일) 24:00까지 

업로드 방법 :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접속 후  

                      “Presentation File 업로드”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 https://www.kns.org/paper/treatise/lists 

 

구두발표 : 10분 이내의 발표영상(음성 포함) 

포스터발표 : 발표자료(PDF) 

 

발표자료 제작 방법 

구두발표 발표영상 업로드 파일 규격 

 - 파일 용량 : 500MB 이하  

 - 권장 파일 포맷 : .mp4  또는 .avi   

https://www.kns.org/paper/treatise/lists
https://www.kns.org/paper/treatise/lists


구두발표 : 발표자료 제작(음성 포함) (1/2) 

[방법] 발표 슬라이드에 음성 녹음 (슬라이드쇼 녹화 활용) 

 준비물 : 발표 PPT자료 및 음성 녹음을 위한 마이크(노트북)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1. 발표 슬라이드 열기 

2. 메뉴 - ‘슬라이드쇼’ – ‘슬라이드 쇼 녹화’ 클릭 

3. ‘현재 슬라이드 녹화’ 또는 ‘처음부터 녹화’ 선택 후 슬라이드를 보며 음성 녹음 

4. 슬라이드쇼 녹화 중 ‘ESC키’ 또는 ‘쇼 마침’ 선택하여 녹화 완료 



[방법] 발표 슬라이드에 음성 녹음 (슬라이드쇼 녹화 활용) 

 준비물 : 발표 PPT자료 및 음성 녹음을 위한 마이크(노트북)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5. 완성된 PPT 파일 저장 

구두발표 : 발표자료 제작(음성 포함) (2/2) 

*음성이 깨끗하게 끊김 없이 녹음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료 제출 방법 (1/3)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접속 후 Presentation File 업로드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접속 후 Presentation File 업로드  

Submit 클릭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발표자료 제출 방법 (2/3)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접속 후 Presentation File 업로드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발표자료 제출 방법 (3/3) 

*동의 클릭 시 발표자료 업로드 가능 

[동의 클릭 후 화면]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참가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방법 1/2 

회원증 및 영수증 발급 / 참가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선택  



한국원자력학회 2020 온라인 춘계학술발표회 l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참가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방법 2/2 

 메인페이지 → ‘참가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클릭 

*비로그인 시 성함 / 이메일 입력하여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화면]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