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봄온 커리큘럼
성연미대표 스페셜반

봄온 아나운서 아카데미 방송전문가 고급과정 성연미대표 스페셜클래스
1. 아나운서 공채대비를 위한 강도높은 교육으로 최대의 성과를 목표로 함

교육목표

2. 단기 집중 역량 개선
3. 대형사 공채를 서류준비부터 최종면접까지 전략 대비 및 합격

1. 기본과정 수료 후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학생(타사기본과정 인정)

대상

2. 대형사 합격을 목표로하는 학생
3. 현직 방송인들의 대형사 준비교육

1. 대형 공채 1차 카메라테스트 합격 시 수업 외에도 최종까지 무상점검

특장점

2. 과정 중 다른 대형 공채 오픈시 함께 타 공채도 함께 점검
3. 성연미 선배 담임과 전문교수진

수업구성

단계

1단계

스페셜클래스 : 주2회 / 총20회 / 3개월 / 인원 4~6명

회차

회차별 교육목표

교육실습

1

오리엔테이션
개인역량분석, 목표설정

자기소개 및 다양한 방송대본 리딩

2

대형사 및 공채 예년사례분석

서류 및 카테 원리파악, 개인별 지원서 점검
향후 준비사항 안내

3

대형사 1차 서류대비

이력서 작성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4

대형사 1차 서류대비

1차 동영상 전형준비

5

4대 방송 이미지메이킹

방송 이미지메이킹 장르 코칭 (헤어,메이컵,의상)
분야 전문가 코칭

6

대형사 2차 카메라테스트대비1

TV뉴스-대본분석과 표현법, 자기소개

7

대형사 2차 카메라테스트대비2

프롬프터 뉴스 진행법, MC 대본분석과 표현법

8

대형사 3차 필기테스트대비1

방송학 개론 및 시사상식

9

대형사 3차 필기테스트대비2

논술 및 작문 작성법

10

개인수업1

카메라테스트 대비 개인수업

서류전형

2단계
카테 & 필기
전형

15
봄온 커리큘럼
성연미대표 스페셜반

아나운서 공채준비생들의 대부분이 1차 카메라테스트 위주의 준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로인해 운 좋게 대형사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미흡으로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봄온의 성연미대표 스패셜 클래스에서는 서류지원부터 최종면접까지 전체과정 체험과 빈틈없는 준비

교육취지

를 통해 중대형사의 공채대처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17년째 대형사 합격아나운서들을 배출하고 있는 성연미대표의 직강과 학생관리로 이루어진다.

1. 매회 공채용 복장 착용

진행방식

단계

3단계

2.1부-모의 공채촬영/모니터링평가,개인별 보강안 협의/2부-모의공채 재촬영

회차

회차별 교육목표

교육실습

11

대형사 4차 실무면접대비1

MC 진행, 리포팅 대본 작성 및 실습

12

대형사 4차 실무면접대비2

무예독 뉴스, 내레이션 실습, 시낭송, 1분 스피치

13

대형사 4차 실무면접대비3

스포츠 진행, 3분 스피치

14

대형사 합숙면접 대비

신문 브리핑, 질의응답, 5분 스피치

15

대형사 합숙면접 대비

릴레이 소설, 개인기, 애드립 장르 진행, 질의응답

16

개인수업2

뉴스 및 희망장르 개인수업

17

대형사 최종면접대비1

뉴스 최종점검 & 압박면접 대비

18

대형사 최종면접대비2

각종 장르 최종점검 & 압박면접 대비

19

대형사 최종면접대비3

이미지, 음성, 전달력 총체적 대비

20

최종점검 및 수료

수료식 및 우수생 시상식

실무면접전형

4단계
최종면접전형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 - 011 - 816518 (예금주:봄온아카데미)
TEL 02.706.5144 / 010.8225.5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