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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일정
- 개인 브랜딩 방법 강의 1회(온라인)
- 작품세계 설명 도록 원고 강의 2회 & 개인 첨삭(온라인)
-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강의 1회(온라인)
- 현장 면접 스킬업 강의 1회(오프라인)
- 포트폴리오 리뷰 현장 실습 1회 (면접영상 촬영&코칭, 오프라인)

항목

1

2

3

4

5

5

8월 12일

8월 19일

8월 26일

9월 2일

9월 5일

19:00~21:00 19:00~21:00 19:00~21:00 19:00~21:00 15:00~19:00

프로그램 소개
정체성을 찾는 글쓰기
<박효정>
작가 브랜이란?
<채자영>
작품소개 원고쓰기
<박효정>
스토리 프레젠테이션
<박효정>
현장 면접 스킬업
<이보람>
오프라인 실습
<박효정, 문소윤, 양여진>

- 2 -

□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19:00~21:00)
날짜/시간

수업 내용

강사

비고

프로그램 명 : 프로그램 소개, 정체성을 찾는 글쓰기
8월 12일
19:00~21:00

- 객관적 글쓰기의 기본공식

박효정

- 나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간결하고 파워있는 글쓰기
- 예술을 글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
프로그램 명 : 작가 브랜딩의 의미와 방법

8월 19일
19:00~21:00

- 지금 ‘나만의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

채자영

- 퍼스널 브랜딩 레퍼런스 찾기
- 나를 드러내는 스토리툴킷 작성 & 콘텐츠 기획
프로그램 명 : 작가의 자기소개, 작품소개 원고 작성

8월 26일
19:00~21:00

- 자기소개서란 어떤 글인가?

박효정

- 자기소개서 작성 공식 따라가기
- 쉽고 효과적인 작품소개 원고작성
프로그램 명 : 작가 역량을 제대로 드러내는 프레젠테이션 기법

9월 2일
19:00~21:00

- 프레젠테이션에 빠져드는 스토리텔링 만들기

최현정

- 청중을 사로잡는 오프닝과 클로징
- 프레젠테이션 발표 연출 기법

□ 오프라인 리허설 프로그램 (9월 5일 15:00~19:00)
날짜/시간

수업 내용

강사

프로그램 명 : 작품 리뷰를 위한 현장 스피치 스킬업
9월 5일
15:00~17:00

- 말 잘하는 사람들의 화법

이보람

- 순발력 있는 스피치 방법
- 올바른 호흡을 통한 전달력 있는 음성 연출
프로그램 명 : 포트폴리오 리뷰 실습

9월 5일
17:00~19:00

- 코치들 앞에서 자신의 발표를 얘기해보고 이를 멘토링 받는
모의 포트폴리오 리뷰

박효정
문소윤
양여진
손선아

- 각 작가의 모의 멘토링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작가에게 전
달됩니다.

김지원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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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강사 소개
강사

직책 및 경력

스토리디렉팅그룹 Philostory 대표
(주) 아워홈 전문 프리젠터
전) SBS CNBC 및 삼성그룹 아나운서
- TEDx Korea University 연사(2018)
- 현재까지 매출 2,000억원 이상의 실전 프레젠테이션 수주
- SKT <대한민국 행복 인사이트> 기획 및 전문 멘토
채자영

코파일럿 대표
경북대학교 외래교수
전) 시사저널 대구영남본부 부장
전) 경북교육청 15년사 ‘새 지평을 열다’ 편찬위원장
전) 우먼라이프 기자
박효정

드리머스피치 대표
전) Asia TV 아나운서
서강대학교 인재개발 아카데미 겸임교수
SKT, CJ, 삼성증원 등 대기업 프레젠테이션 컨설팅
‘스토리로 채우고 스피치로 승부하라’ 저자
최현정

더블엘 마스터 대표
취업메이트 자소서 담당 대표 강사
전) 롯데 인사팀
삼성전자, 롯데쇼핑, LG그룹, 현대카드 등 다수의 자소서 첨삭

원고첨삭 황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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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리허설 프로그램 강사 소개
강사

직책 및 경력
TBC대구방송 건강365, TBC스포츠 진행
경상북도 공무원 스킬업 스피치 교육강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면접강의
미스코리아 지역본선 스피치 코칭

이보람
1:1 멘토링

직책 및 경력
코파일럿 대표
경북대학교 외래교수
전) 시사저널 대구영남본부 부장
전) 경북교육청 15년사 ‘새 지평을 열다’ 편찬위원장

박효정

전) 우먼라이프 기자
레브아이 컨설팅 대표 / 대구보건대학교 겸임교수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촉강사
전) LG전자 교육팀
전) 삼성로지텍 교육팀

문소윤
링크스타트 대구지사 지사장
전) ㈜갬콤 교육팀장
전) 한국품질재단 면접관
양여진

전) ㈜코리아리쿠르트 NCS면접관

오프라인 행사 지원

직책 및 경력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강사업무 지원, 상담
휴스타ICT 취업역량강화교육 강사
휴스타 로봇산업혁신사업단 취업 교육 강사

진행 손선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강사업무 지원, 상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창업실전멘토링 강사
경북대학교 인재개발원 취업역량강화교육 강사
진행 김지원
실습프로그램 지원, 강사업무 지원, 상담
경북대학교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교육 강사
경북대학교 창업멘토마스터클래스 강사
진행 김동영

대학 창업유망팀 300 멘토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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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될 서비스

①

③

작가 원고 첨삭본 제공

②

개별 스피치 리허설 영상 제공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 개인 상담 등 추후 컨설팅 제공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