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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SyncThink 서비스의 개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자유로운 프레젠테이션 진행/녹화- Xinics SyncThink 

Xinics SyncThink 는 Android 운영체제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제작하여 

게시/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간과 장비 종속적인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라도 즉각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콘텐츠화 할 수 있습니다. 

 

 

 

 

 

  



SyncThink 서비스 이용 안내 

6 

 

서비스의 특징 

언제, 어디서나 프레젠테이션을 손쉽게 콘텐츠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제작 

Android 운영체제의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 둔 파워포인트 자료를 불러와 발표자 음성과 

슬라이드를 함께 동기 녹화 합니다. 

 

 

자유로운 프레젠테이션 제어 

슬라이드 화면을 직접 터치하여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 제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모바일 기기의 터치 

기능을 활용해 화면 확대, 축소, 이동 등 다양한 

손동작을 통한 화면의 변화가 함께 녹화됩니다.  

발표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강단/연단에 고정되지 않고 

다이나믹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 환경의 무한 확장 

웹/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제작되어 

변환 없이 어디서나 시청 

이렇게 녹화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는 그 결과물이 

웹/모바일에서 최적화 된 콘텐츠 유형인 Silverlight 

유형, HTML5 유형으로 동시 생성되어 별도로 변환할 

필요 없이 즉시 게시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시청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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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구성 

[웹 서비스] 자료/콘텐츠 저장 관리를 위한 개인화 페이지 

SyncThink 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이 자료를 이용해 녹취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개인화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SyncThink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라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자료 등록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록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녹취를 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SyncThink 서비스 사이트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앱 스토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SyncThink for Windows – 슬라이드 자료의 등록 (PPT Add-In) 

SyncThink for Windows 는 SyncThink App 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할 슬라이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PowerPoint Add-in 프로그램입니다. (MS PowerPoint 2003 버전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yncThink App – 프레젠테이션 진행 App 

SyncThink App 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내용을 음성/영상과 함께 

동기 녹화하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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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고객 지원 서비스 

Xinics SyncThink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방법 

SyncThink App 의 경우,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 마켓)를 통해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SyncThink for Windows 의 경우, 제품 실행 시 자동으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중 예기치 않는 오류나 프로그램의 오동작이 있을 경우 SyncThink 서비스 사이트의 

‘고객지원’ 메뉴에서 Q&A 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해 주신 내용은 신속히 분석하여 해결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의 성능 개선을 위해 제품의 기능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 및 기술 지원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이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의문 사항은 다음과 같이 E-mail,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일반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SyncThink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syncthink.co.kr  

고객 지원 담당자 E-mail 주소 

syncthink@xinics.com  

우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2 번지 에이스테크노타워 5 차 610 호 

㈜자이닉스 SyncThink 서비스 고객 지원 담당자 앞 

전화 ∙ 팩스 

전화: (02) 2109-8801 / 팩스: (02) 2109-8802 

http://www.syncthink.co.kr/
mailto:syncthink@xi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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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 사항 

SyncThink App 의 경우 각 기기 별 설치 파일을 구분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SyncThink for Windows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PC 에 MS PowerPoint 2003 이상, .net framework 4 

이상 의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언어 

SyncThink App 이 지원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환경의 OS 설정 언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언어로 표시됩니다.  

 한국어 

 日本語 

 English  

 

실행 환경 

SyncThink App  

 Android 2.3 (GingerBread) 이상 버전  

 iPhone 3GS, 4, 4S (iOS 5 이상) 

 iPad 1,2 (iOS 5 이상) 

 

SyncThink for Windows 

OS  Windows XP/Windows Vista/Windows 7/Windows 8(데스크탑 모드)의 최신 서비스 팩 적용 

CPU  Intel Pentium Dual Core 이상 / AMD 애슬론 64 X2 이상 

RAM  2GB 이상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7600 이상 / AMD Radeon X2600 이상 

HDD  5GB 이상의 여유 공간 

Application .net framework 4, MS PowerPoint 2003 이상  

디스플레이  최소 1024x768 디스플레이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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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와 제거 

아래 각 프로그램의 최신 설치 파일은 SyncThink 홈페이지(www.syncthink.co.kr)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SyncThink App  

SyncThink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SyncThink for Windows 

1.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실행합니다. 

2. ‘사용권 계약’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PC 의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SyncThink for Windows’ 탭 메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거 

SyncThink App  

모바일 기기 상에서 App 을 삭제합니다.  

 

SyncThink for Windows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의 [제어판>프로그램 제거/변경]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제거] 

합니다. 

 

  

http://www.syncth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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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ics SyncThink  

서비스 이용 방법 

-Android,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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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Think 활용 유형별 사용 순서 

SyncThink 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모바일 단독으로 녹화할 것인지, 자신이 모바일로 프레젠테이션 

진행/녹화하는 내용을 청중에게 동시에 보여주며 (PC 연결 프로젝션)할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각각의 순서를 확인하여 녹화하고자 하는 유형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 상세한 사용법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모바일로 녹화하기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 프레젠테이션 진행/녹화 

1. [SyncThink for Windows] 자료 등록 

SyncThink for Windows 가 설치되어 있는 PC 에서 자료로 등록하고자 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엽니다. 

[SyncThink for Windows] 탭 메뉴를 선택한 후 [업로드] 아이콘을 선택하여 업로드 합니다. 

2. [SyncThink App] 모바일 기기에서 SyncThink App 실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 SyncThink App 을 실행하여 로그인 

합니다.  

3. [SyncThink App] 자료 선택 

프레젠테이션 진행할 자료를 ‘자료함’에서 선택합니다. 

안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합니다. 

4. [SyncThink App] 녹화 시작  

 [Self Presentation]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5. [SyncThink App] 프레젠테이션 진행 

슬라이드/애니메이션을 넘기고, 하이라이트 포인터를 이용하거나,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축소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6. [SyncThink App]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된 콘텐츠가 ‘콘텐츠함’에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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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청중에게 보여주며’ 녹화하기  

– PC 연동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진행 내용을 청중에게 동시 프로젝션 

1. [SyncThink for Windows] 자료 등록 

SyncThink for Windows 가 설치되어 있는 PC 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엽니다. 

[SyncThink for Windows] 탭 메뉴를 선택한 후 [자료 등록하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업로드 

합니다. 

2. [SyncThink 마이페이지] PC 연동 준비 

 청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결된 PC 상에서 SyncThink 서비스 웹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상단에 보이는 [Sync Presenter] (또는 [SyncThin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열리고 화면 왼쪽 하단에 ‘Waiting’ 상태로 표시되며 대기합니다.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SyncThink App] 모바일 기기에서 SyncThink App 실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 SyncThink App 을 실행하여 로그인 합니다. 

 

4. [SyncThink App] 자료 선택 

프레젠테이션 진행할 자료를 ‘자료함’에서 선택합니다. 

안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합니다. 

5. [SyncThink App] 녹화 시작 

 [Sync Presentation]을 선택한 후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 시작과 동시에 연결된 PC 상에서도 모바일의 프레젠테이션 진행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6. [SyncThink App] 프레젠테이션 진행 

슬라이드/애니메이션을 넘기고, 하이라이트 포인터를 이용하거나,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축소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7. [SyncThink App]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된 콘텐츠가 ‘콘텐츠함’에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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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콘텐츠 확인/업로드 

[SyncThink App]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미리보기 

녹화를 종료 한 후, ‘콘텐츠함’을 클릭하여 자동 저장된 콘텐츠를 미리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SyncThink App] 콘텐츠 업로드 

‘콘텐츠 함’에 저장된 콘텐츠 목록 중 업로드 할 항목을 선택한 후 ‘업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로드 

합니다. (Wi-Fi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시청/공유 

[SyncThink App] 모바일 앱에서 시청 

모바일 앱 상에서 ‘마이페이지’ 메뉴를 선택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웹 사이트에서 시청 

SyncThink 마이 페이지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게시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링크/소스를 이용한 타 사이트 게시/SNS 공유 

SyncThink 마이페이지 사이트로 접근하여 게시/공유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링크/소스를 복사해 다른 웹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 로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Twitter, Facebook 

연동) 

 

  



SyncThink 서비스 이용 안내 

15 

 

단계별 사용법 

1.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PPT 자료 등록 - SyncThink for Windows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 할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PC 상에 SyncThink for Windows 를 

설치하여 PPT 파일에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SyncThink for Windows 는 PowerPoint Add-in 

프로그램이므로, PPT 프로그램 내에 메뉴가 생성됩니다. 

 

1. SyncThink for Windows 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로 사용할 PowerPoint 파일을 엽니다. 

PowerPoint 메뉴 상에서 [SyncThink for Windows]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 캡쳐하여 슬라이드 추가하기 

기존에 구성한 파워포인트 내용 이외에 화면 캡쳐를 하여 추가 슬라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쳐] 버튼을 클릭하면 캡쳐 도구가 나타나고, 적절한 크기로 캡쳐 할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거나 직접 화면 크기를 입력하여 설정한 후 [캡쳐] 버튼을 클릭하면 각각의 이미지가 한 장의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에 추가됩니다.    

 

2. 슬라이드 준비가 완료되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PPT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자신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메일/비밀번호) 

 

3. 콘텐츠 제목과 개요를 입력합니다.  

제목은 기본으로 원본 파일명으로 나타나지만 

수정이 가능 합니다.  

개요 등 정보 입력이 완료 되면 [업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를 웹에 게시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가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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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로드가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업로드 된 자료는 자신의 SyncThink 마이페이지 

웹 사이트의 ‘Slide’ 메뉴나 SyncThink App 의 ‘자료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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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기기로 프레젠테이션 진행/녹화 - SyncThink App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Android 운영체제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SyncThink App 을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완료되면 콘텐츠 제작도 완료됩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1.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SyncThink App 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는 하단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 하도록 설정할 경우, 다음 앱 실행 시에는 로그인 과정 없이 

실행됩니다. 

 

 

 

 

 

 

2. SyncThink App 에 로그인 후 ‘자료함’을 선택하면 등록되어 있는 슬라이드 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거나 녹화할 자료를 선택하여 슬라이드 목록을 넘겨가며 확인합니다. 

 

 

 

3. 자료를 선택하면 프레젠테이션 준비 상태로 안정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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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기기에서 단독으로 녹화를 할 것인지, PC 와 연결하여 모바일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을 

PC 를 통해 프로젝션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모바일 기기 단독으로 녹화하기 : [Self Presentation]을 선택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PC 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내용 프로젝션하기 :  

 청중에게 보여질 PC 상에서 SyncThink 서비스 사이트 메뉴의 [Sync Think]를 클릭하여 

팝업된 창을 전체화면으로 확대해 둡니다.  

 [Sync Presentation]을 선택하고 녹화 버튼을 클릭하여 녹화를 시작합니다. 

 

5. 3,2,1 카운트 후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되는 시간을 분/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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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진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기기/애니메이션 실행하기 

이전/다음 버튼을 클릭하거나, 슬라이드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여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이전/다음 

슬라이드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확대/축소 

모바일 기기의 핀치 기능(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모으거나 넓혀서 확대/축소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축소한 화면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로 녹화되고, PC 연동 시 동일한 확대/축소 

화면으로 프로젝션 됩니다. 

 

하이라이트 포인터로 강조하기 

슬라이드 화면 상에 특정 부분을 지시하거나 강조하고 싶을 경우, 화면을 터치한 상태로 1~2 초 정도 

있으면 하이라이트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이 포인터를 이리 저리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을 지칭하거나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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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녹화 종료/저장하기 

프레젠테이션 녹화를 모두 마치고 나면 [녹화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녹화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App 에 있는 ‘콘텐츠함’에 저장됩니다.  

(App 의 ‘콘텐츠함’에 저장된 콘텐츠는 ‘업로드’를 해야 ‘마이페이지’에 나타납니다.)  

              

      

 

3.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업로드 및 게시/공유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미리보기/업로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콘텐츠함’에서 미리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업로드 하려면 [업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Wi-Fi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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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콘텐츠 게시/공유하기 

마이페이지에서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콘텐츠를 선택한 후, [공유]버튼을 선택합니다. 

클립보드로 복사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으며, 

Twitter, Facebook 등 SNS 로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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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청중에게 보여주며 프레젠테이션 녹화 진행 

SyncThink App 을 통해 모바일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청중에게 동시에 보여주며 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을 녹취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에게 보여줄 화면 준비하기 

청중에게 보여줄 화면이 연결된 PC 에서 SyncThink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Sync Presenter]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전체화면 확대] 버튼을 클릭하여 모니터 화면 전체로 확대해 둔 상태에서 대기해 

놓습니다. 

왼쪽 하단의 와이파이 모양이 확인되어야 정상 작동합니다.  

 

 

※ 서비스 사이트의 버전에 따라서는 [SyncThink]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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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Think App 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시작 

SyncThink App 을 통해 [Sync Presentation] 항목을 선택, 녹화를 시작하면 PC 상에 열어 놓은 브라우저 

화면에 SyncThink App 에서 선택한 자료가 나타나고, 프레젠테이션 진행 내용이 자동으로 동기화 되어 

표시됩니다. 

(그 밖의 사용 방법은 모바일 기기 단독 녹화 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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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프로필 등록/수정 

SyncThink 계정의 프로필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등록/변경하거나 정보(이름, 소속, 소개 등)를 수정한 후 [완료]를 클릭 합니다. 

이렇게 SyncThink App 에서 등록/수정한 내용은 웹 상의 SyncThink 마이페이지 프로필에도 함께 

나타나며, 웹 상에서도 프로필을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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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ics SyncThink  

서비스 이용 방법 

-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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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준비 

 

1.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iPad 에 설치된 SyncThink App 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는 

하단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 하도록 설정할 경우, 다음 앱 실행 시에는 로그인 과정 없이 실행됩니다. 

  

 

2. SyncThink App 에 로그인 후 ‘자료함’을 선택하면 등록되어 있는 슬라이드 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거나 녹화할 자료를 선택하여 슬라이드 목록을 넘겨가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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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를 선택하면 프레젠테이션 준비 상태로 안정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4. iPad 단독으로 녹화를 할 것인지, PC 와 연결하여 모바일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을 PC 를 통해 

프로젝션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iPad 단독으로 녹화하기 : [Self Presentation]을 선택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PC 를 통해 프레젠테이션 내용 프로젝션하기 :  

 청중에게 보여질 PC 상에서 SyncThink 서비스 사이트 메뉴의 [Sync Think]를 클릭하여 

팝업된 창을 전체화면으로 확대해 둡니다.  

 [Sync Presentation]을 선택하고 녹화 버튼을 클릭하여 녹화를 시작합니다. 

 

5. 3,2,1 카운트 후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되는 시간을 분/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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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진행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기기/애니메이션 실행하기 

이전/다음 버튼을 클릭하거나, 슬라이드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여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이전/다음 

슬라이드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확대/축소 

iPad 의 핀치 기능(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모으거나 넓혀서 확대/축소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축소한 화면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로 녹화되고, PC 연동 시 동일한 확대/축소 

화면으로 프로젝션 됩니다. 

 

하이라이트 포인터로 강조하기 

슬라이드 화면 상에 특정 부분을 지시하거나 강조하고 싶을 경우, 화면을 터치한 상태로 1~2 초 정도 

있으면 하이라이트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이 포인터를 이리 저리 움직여서 

원하는 부분을 지칭하거나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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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녹화 종료/저장하기 

프레젠테이션 녹화를 모두 마치고 나면 [녹화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녹화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App 에 있는 ‘콘텐츠함’에 저장됩니다.  

(App 의 ‘콘텐츠함’에 저장된 콘텐츠는 ‘업로드’를 해야 ‘마이페이지’에 나타납니다.)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업로드 및 게시/공유 

프레젠테이션 콘텐츠 미리보기/업로드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콘텐츠함’에서 미리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업로드 하려면 [업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Wi-Fi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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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콘텐츠 게시/공유하기 

마이페이지에서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콘텐츠를 선택한 후, [공유]버튼을 선택합니다. 

클립보드로 복사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으며, 

Twitter, Facebook 등 SNS 로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