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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특.공.대 양성과정> 에 담긴 의미

흔히 파워포인트를 배우거나 가르친다고 하면 "예쁘고 멋있는 디자인" 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말하는 콘텐츠란 결국 "메시지" 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학습해야 할 것은 평생 발버둥 쳐도 따라갈 수 없는 디자이너의 감각이 아니라 나의 메시지를 살리는 표현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를 학습하지만 파워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는 결국 나와 상대방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지막 한 조각의 역량이 모자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로막힌다면 그만큼 아쉬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콘텐츠를 가진 사람일수록 파워포인트와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INSIGHT파워포인트의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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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듈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Module1.  

도입
파워포인트의 이해 1

• 왜 파워포인트인가? 
• 파워포인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문서 작성을 위한 준비

강의

실습 
코칭

Module2. 
걸음마 떼기

기본 메뉴의 이해 ① 2 • 텍스트, 도형, 색상, 이미지, 애니메이션 기본 사용법과 실습

기본 메뉴의 이해 ② 1 • 표&차트 기본 사용법과 실습

기본 메뉴의 이해 ③ 1 • 레이아웃&템플릿 기본 사용법과 실습

Module3. 

결과물 만들기

자료 제작 실습 2 • 자기소개서 or 홍보물 제작

마무리 1 • 최종 실습 결과물 공유 및 피드백

* 본 과정의 세부내용은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QUE파워포인트 특.공.대 양성과정:기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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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듈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Module1.  

도입
학습을 위한 준비 1

• 기존 파워포인트 결과물 진단 
• 개인별 니즈 확인 
•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기본 설정

강의

실습 
코칭

Module2. 
메시지 강화

이미지와 동영상의 

고급 활용
2

•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 
• 픽토그램 활용 
• 유튜브 동영상 활용

메시지를 살리는 디자인 ① 1
• 텍스트 표현 
• 파워포인트 색상 조화

메시지를 살리는 디자인 ② 1 • 표와 차트를 활용한 메시지 강화

Module3. 

프로의 향기

차별화된 표현 2 • 다이어그램과 인포그래픽 연습

나만의 템플릿 제작 1 • 마스터를 활용한 템플릿 제작

* 본 과정의 세부내용은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QUE파워포인트 특.공.대 양성과정:프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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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의 세부내용은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NIQUE연관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특.공.대 

양성과정

‣내용

<자료제작> 또는 <실전 프레젠테이션> 

등 각기 다른 교육 목적과 니즈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기본 

역량이 상향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분야

각종 프레젠테이션, 문서 제작

‣추천 대상

파워포인트 사용이 많은 직장인과 학생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일반인

타인을 설득해야 하는 전문가

강사 특.공.대 

양성과정

‣내용

<강의자료제작>, <콘텐츠 개발>, <강의

스킬> 등 각기 다른 교육 목적과 니즈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강사의 기본 

역량이 상향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분야

강의자료제작, 콘텐츠 개발, 강의스킬

‣추천 대상

현직 교사, 교수, 강사

강의를 준비하는 일반인

조직의 교육 담당자

실전 특.공.대 양성과정 

[생활반]

‣내용

파워포인트 초급자들을 위한 교육으로, 

간단하면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

들을 따라해보고 일상생활 및 업무 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분야

SNS,블로그,표지 디자인,사진 동영상

‣추천 대상

SNS 및 블로그 운영자

홍보 담당자

일반인

실전 특.공.대 양성과정 

[고급반]

‣내용

파워포인트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다 전문적인 표현법을 익

힐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을 따라해

보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

도록 한다

‣주요 분야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픽, 표&차트

‣추천 대상

파워포인트 기본 기능 숙달자

보고서 제작에 익숙한 직장인

강의 자료를 만드는 강사

1 2 3 4

상세 커리큘럼은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목적 협의 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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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기대효과

대상자

진행시간 • 특공대 양성과정 : 16시간 or 8시간

• 특강 프로그램 : 4시간 이내

• 파워포인트 및 키노트 등의 프레젠테이션 툴(tool) 활용 능력을 높인다

• 실전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진행과 스피치 역량을 키운다

• 콘텐츠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을 향상한다

• 목적에 맞는 각종 문서 제작 노하우를 습득한다 

• <파워포인트/키노트> 및 <프레젠테이션> 기본 역량을 탄탄하게 하고

메시지에 힘을 불어넣는 표현 능력을 업그레이드 한다

• 평소 파워포인트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과 학생

• 강의를 준비하는 교사, 교수, 강사

• 타인을 설득해야 하는 프리젠터

• 연설의 기회가 많은 일반인

더 큰 성공을 기대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CHOICE

진행시간에 따른 구간별 비용
4H 8H 16H

￦500,000/h ￦350,000/h ￦250,000/h

<예시> 8시간 교육진행 : (￦500,000x4h) + (￦350,000x4h) = ￦3,400,000
           16시간 교육진행 : (￦500,000x4h) + (￦350,000x4h) + (\250,000x8h) = \5,400,000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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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장을 위한 1:1 개인지도 NOTICE역량도,니즈도,목표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눈치보며 배우지말고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성장하자!

1발표자료제작 스킬업powerpoint / keynote

•강의 자료 
•회의 자료 
•세미나 자료 
•경쟁PT 자료 
•수업 및 면접발표 자료 
•기타 프레젠테이션 자료

실제 커리큘럼은 학습자 니즈와 수준에 맞춰 
새롭게 구성됩니다. 

#툴의 활용 #컨텐츠 기획 및 구성 
#메시지를 살리는 디자인 #데이터의 표현 
#인포그래픽 기법 #다양한 이미지 활용법 
#SNS컨텐츠 등

2동영상 편집/제작 기초vapmix /  camtasia / vegas

•교육 영상 
•홍보 영상 
•기념 영상 
•자기 소개 영상 
•비즈니스 영상 
•기타  UCC

실제 커리큘럼은 학습자 니즈와 수준에 맞춰 
새롭게 구성됩니다. 

#툴의 활용 #동영상 기획 및 구성 
#이미지를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 
#텍스트를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 
#촬영한 동영상 편집하기 등

수강료 | 각 1일 8시간 기준 ￦500,000/1인당 지인과 함께 클래스 구성시 ￦400,000/1인당(최대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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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후기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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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강사를 불러야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첫번째펭귄
차별화된 컨텐츠와 머물지 않는 지식으로 승부하는 브랜드

첫번째펭귄의 main keyword는 <선택>입니다.

선택받는 프리젠터, 선택받는 리더, 선택받는 인간관계 뿐 아니라

청중 개개인이 진정한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번째펭귄의 선택 받는 프레젠테이션  이야기가 강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김찬호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으로 무장한 매력적인 강사

조직에 몸 담아 세일즈와 마케팅 그리고 교육담당자로 오랜 경험을 쌓았으며

2011년 <첫번째펭귄>으로 독립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대중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 컨텐츠는 직접 기획하고, 직접 만들며, 직접 전달하고 있어 더욱 깊이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선물로 드립니다.

출강
교육담당자와 청중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강의

삼성생명 / 숙명여대 / OCI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서울글로벌센터 / 에듀스  / 구루피플스

CJ헬로비전 / 러너코리아 / 동부생명 / KDB생명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씨티은행 / 한국능률협회

국민은행 / 서울장신대 / 충남대 / 프라임에셋 / 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KDB생명 

모아저축은행 / IBK연금보험 등 다수의 현장에서 선택하셨습니다.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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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펭귄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육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엔 먹이가 부족하여 굶어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다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는 바다표범과 같은 펭귄의 천적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펭귄들은 바다에 도착해서도 망설이며 쉽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이 때 무리에서 한 마리의 펭귄이 뚜벅뚜벅 걸어나와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 펭귄이 바로 “첫 번째 펭귄the first penguin” 입니다. 

그 때서야 나머지 펭귄들도 첫 번째 펭귄을 뒤따라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브랜드 <첫번째펭귄>은 단지 용감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현명하게 도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첫번째펭귄입니다. 

그리고 첫번째펭귄은 또 다른 첫번째펭귄을 길러냅니다. 
Tel. 
Fax. 
E-mail. 
Home.

070.8848.4951 
02-6008-4532 
chpenguin@daum.net 
www.1stpengu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