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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커리어화법 전문가

최고 강사는 ‘목소리’부터 다르다.

<<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할까?>>
나의 음성의 장점은?

예> 역동적, 차분, 부드러움 등

나의 음성의 단점은?

예> 변화 없음, 시끄러움 등

나의 강의 장점은?

예> 실전경험, 다양한 사례
사례, 발표유도 등.

나의 강의 단점은?

예>지루함, 계획대로 안됨, 체력소모가 많음 등

* 음성 *- 목에 있는 후두의 성대가 진동하면서 나오는 목소리
① 호흡기관 :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 (폐, 횡경막)
② 발성기관 :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든다 (성대)
③ 공명 :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입술로 터져 나오기 전
입 안과 콧구멍 등에서 울리는 현상
④ 조음기관 : 입술, 혀, 입천장, 턱 등
* 나만의 목소리 찾기 *
- 복식호흡 : 배에 숨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한 호흡
떨리는 목소리 개선, 호흡조절로 긴장감 완화, 목소리 힘 기르기

* 톤 조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 10%미만(속삭임) : 쉿! 조용히 해!
• 10~30%미만(대화) :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젯밤 집에 잘 들어갔어?
• 30~50%미만(좌담, 회의) :
오늘의 주제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 50~90%미만(강의, 연설, 설교) :
이름 없이 일하고 있고, 생각하고 나타내고 있는 인문의 무리들.
우리는 나라의 일터요, 문화의 지붕이며, 역사의 줄거리요.
• 50~100%(연극, 웅변) : 불이야, 불! 사람살려!

(10) 해지는 바다 (60) 파도 치는 바다
(20) 고요한 바다 (70) 번개 치는 바다
(30) 잔잔한 바다 (80) 폭풍 치는 바다
(40) 넘실대는 바다 (90) 흔들리는 바다
(50) 출렁이는 바다 (100) 쪼개지는 바다

* 발성 예문안 *
우리말에는 '장이' 혹은 '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다른 말일까요?
'장이'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석수장이는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유기장이는 놋그릇을 만드는 사람 등
모두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 '쟁이'는 어떤 말의 성격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멋쟁이는 옷을 멋지게 잘 입는 사람을,
고집쟁이는 고집이 무척이나 센 사람 등
모두가 기술이 아니라 멋과 고집이 의미하는 성격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똑같은 '갓'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장이',
갓을 멋지게 쓰는 사람은 '갓쟁이' 입니다.

• 말이 술술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술술 잘 나온다.
• 말이 줄줄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줄줄 잘 나온다.
• 말이 콸콸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콸콸 잘 나온다.
• 말이 신나게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신나게 잘 나온다.
• 말이 멋있게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멋있게 잘 나온다.
• 말이 시원히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시원히 잘 나온다.
• 말이 즐겁게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즐겁게 잘 나온다.
• 말이 기쁘게 나온다 마음먹으니 말이 기쁘게 잘 나온다.

##전달력 향상 발음
발음트레이닝

표준어 자음 (19 개)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ㅎ

표준어 모음(21 개)
단모음 :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
이중모음: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 ‘한국어
한국어 모음사각도’로 배우는 발음 훈련 >>

## 발음 연습
1. 가고 가고 기어 가고 걸어 가고 뛰어 가고
지고 가고 이고 가고 놓고 가고 들고 가고
쥐고 가고 잡고 가고 자꾸 가고
2. 똘똘이네 똑똑이는 똘똘하고
똑똑이네 똘똘이는 똑똑하다

3. 장이 없어서 장을 구하러 장에 갈까 했더니
장이 아파서 장에도 못 가고 장맛도 못 봤다
4. 뻗은 가지 굽은 가지 구부러진 가지 가지가지의 가지
올라 가지 늦 가지 찐 가지 달린 가지
조롱조롱 맺힌 가지 열린 가지 달린 가지
도롱도롱 달린 가지 젊은 가지 늙은 가지
나물할 가지 냉국 할 가지 가지 각색 가려 놓아도
나 못 먹긴 마찬가지
5. 봄밤 꿈 봄저녁 꿈 여름낮 꿈 여름밤 꿈
오동추야 가을밤 꿈 동지 섣달 긴긴밤에 님 만난 꿈
6. 눈: 오는 날에 눈에 눈:이 들어가니
이것이 눈:물인지 눈물인지 몰라

눈:물과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과

눈물을 닦는다
7. 챠프포트킨과 치스챠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이토 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 장고모음을 아시나요?
장고모음 :ㅓ :ㅕ :ㅝ
장고모음과 장음의 차이 : 의미의 변별력을 주는 면을 같지만,
장고모음이 말의 품위를 더 높여준다. 장고모음은 조음점(소리가 나는
위치)이 높다.
장고모음의 ex. 성:인 전:하 더:럽다 멀:다 적:다 젊:다

##방언 사투리
1. ㅔ 와 ㅐ 의 혼동 <서남방언>
세:다(돈을, 팔자가,머리가,힘이) / 새:다 (날이, 물이)
헤치다(숲속을 헤치고 나아가다, 헤쳐 모여) / 해:치다(과음은 건강을
해:치다)
ex. 요즈음 점심시간 음식점의 대부분 손님은 계모임(개모임 x)하는
주부들~
2. 으/어 혼동 <동남방언>
정부(O) 증부(X)
거리(O) 그리(X)

층계(O) 청계(X)
증권(O) 정권(X)
흐리다(O) 허리다(X)
ex. 대구 설렁탕을 설릉탕으로 적은 상호..
원로가구

현인의

모창

<사랑은

흘러가도...>가

헐러가도>로..
3. <오/어>, <외/왜>, <으/우>의 혼동 (서북방언>
그 곳(O) 그 것(X)
어머니(O) 오머니,오마니(X)
올라가다(O) 얼라가다(X)
음악(O) 움악(X)
외국(O) 왜국(X)
4. 의 자 음가 (남부방언)
‘의’ 의 발음.
첫음절에서는 ‘으이’, 둘째음절 ‘이’, 관형격 ‘에’
ex. 민주주의의 의의
의사(O) 이사 으사(X)
의견(O) 으견, 어이견(X)

<사랑은

이의/이이 (O), 이으(X)
나의/나에 (O), 나의(X)
5. 군소리 N.L 첨가(동남방언)
동양(O) 동냥(X)
월요일 [워료일] (O) 월료일(X)
촬영[촤령](O) 촬령(X)
목요일[모교일](O) 몽뇨일(X)
6. 첨기음 약화현상(서남방언)
입학[입팍](O) 이박(X)
깨끗하다[깨끋타다] (O) 깨끄다다(X)
거듭하다[거듭파다] (O) 거드바다(X)

* 전달력의 핵심 - 강조기법 *
음의 높낮이, 간격으로 전달력을 높인다.

① 높낮이강조 - 톤을 달리하여 강조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② 천천히 강조 - 단어 간격을 늘려서 말함
대화의 목적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것입니다.
링컨은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 6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는 데 4~시~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③ 모음을 길게 늘여서 강조
그는 공을 머~얼리 던졌습니다.

④ 포즈 (pause) 강조 - 중요 단어 앞에 잠시 멈춤
공부는 자기 자신을 (반 박자 멈춤)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빠르기 조절

타이타닉 호가 빙산을 받아 침몰하기 시작하자(
시작하자(포즈)
타이타닉 호 무선사들은 필사적으로
제발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약간 빠르게
빠르게)
캘리포니아 호의 무선사는 ( 포즈 )
무전기를 꺼 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 말의 구조 갖추기
도입 : 서론(5~10%)
주의 집중 단계/동기부여/개요
전개: 본론(80~85%)
종결: 결론(10%)
요약/재 동기부여/ 결어

강의 몰입도를 높이려면 연결어를 활용하면

끝~~!!!!

말할 것을 미리 알려준다. (~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제시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원인 설명(왜냐하면, 그 이유는 , 그 배경은)
반대 측면 제시(그렇지만, 그러나, 허나,~다 하더라도)
새 아이디어 제시(그리고, 그외에도, 또한, 게다가)
예를 들어 제시(이를 테면, 예를 들면, 일례로,실례로)
핵심 얘기( 이처럼, 여기에서 보듯이, 이와 같이)
부연설명하기( 바꾸어 말하면, 즉)

## 청중을 다루는 요령
1) 일체감의 조성
저도 그거 무척 좋아합니다. 유사성과 공통점 강조
상대에게 친근하게 행동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라.. 그럴 수도 있겠군요.
반대를 해야 하는 경우 일단 동의 한 다음에 반대하라. (좋은 생각
이네요.. 하지만)
상대를 칭찬하라… 그것 역시 좋은 생각입니다.
2) 요령 있는 비판 요령
상대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라.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VS 생각은 좋지만 실행상 문제가 있
을 꺼 같습니다.)
항상 좋은 점을 이야기한 다음 단점을 지적하라.
(멋진 아이디어군요. 하지만 좀더 구체화해야겠어요)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말고 약하게 표현하라.
(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VS 그런 제안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
을까요?)
3) 요령 있는 통제 요령
상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
명령보다는 충고가 낫고 충고보다는 부탁이 낫다.
(그만하세요 VS 그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VS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사과한 후 통제하라.
(말씀을 중단시켜 죄송합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