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회차 회차별 교육목표 1부-교육실습 2부-관련 공채점검 중점 스터디

1단계
 기본

2단계
레벨업

봄온안내
스케줄작성,자기소개

방송인의 발성법,방송언어, 
방송스피치

음성표현법, 라디오뉴스1

표준발음법, 고저장단, 
라디오뉴스2

방송경어법과 수의 표현, 
라디오뉴스3

라디오뉴스 & 개인장기

리포팅 방식,공채파악

현장 리포팅, 인터뷰실습

공채 대비

개별 맞춤수업1

방송이미지메이킹코칭

TV뉴스 기본 진행법

프롬프터 TV뉴스진행법

기상캐스터 실습

기상캐스터 공채 실습

TV MC종류, 진행방식

TV MC 연예오락적 
능력배양

특별수업1

DJ 진행방식, 구성

중간 성취도 평가  
공채역량 평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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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오리엔테이션, 카르페디엠 정규 안내,  
봄온소개, 봄온교육목표,합격전략, 4대 미션 안내

방송인의 발성발음법, 호흡법

정보전달용 음성표현법, 라디오뉴스1

우리말 이론1, 라디오뉴스2

우리말 이론2, 라디오뉴스3

라디오뉴스 총정리 및 방송 공채용 장기 연습

리포터의 세계, 리포팅과 대본작성

현장 리포팅과 인터뷰 실습

공채 1차 대비/자기소개, 뉴스, 질문

최신공채 지원서 작성 및 개별코칭

방송이미지메이킹 장르 코칭(헤어, 메이크업,의상)

TV뉴스1-대본분석과 표현법

TV뉴스2-프롬프터 뉴스 진행법

기상캐스터 직종소개, 대본실습

크로마키 실습, 기상용 자기소개

TV 교양 MC 실습

TV 오락MC 실습(부모님,지인 초청)

아나운서의 사명과 뉴스 총점검

DJ 직종소개, 진행요령

1차 드림테스트(매월 1주 금 19시 / 복장: 흰티,청바지) 
-테스트 장르: 자기소개.질문.뉴스

자기소개, 주간 월간 연간 스케줄 작성

“방송스피치방법을 활용한  
30초,1분,3분,5분스피치 확장법”

KBS 1차 카메라테스트 대비

SBS 1차 카메라테스트 대비

JTBC 1차 카메라테스트 대비

대전MBC 리포터 심층면접 대비

청주MBC 리포터 심층면접 대비

KBS 공채대비

공채지원,개별코칭

채널A 1차 카메라테스트 대비

MBC 1차 카메라테스트 대비

MBN 기상캐스터 카메라테스트 대비

OBS 기상캐스터 최종면접 대비

부산MBC 3차 면접 대비

대구MBC MC 최종면접대비

경기FM DJ 공채 면접대비

봄온 교재 파악 
최초 자기소개 준비

방송 모니터, 
방송스피치 연습

발성연습 
라디오뉴스

라디오뉴스 
반복연습

라디오뉴스 
반복연습

개인기,팀 장기 연습

리포터 연습

리포터 총 연습

방송사별 자기소개

희망분야 점검

현장 실습

TV뉴스 중점 연습

TV뉴스 중점 연습

기상캐스터 연습

기상캐스터 연습

교양MC 총 연습

오락MC 총 연습

DJ 총 연습

슈퍼스타 선발 
(방송사 추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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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페디엠 방학집중반

카르페디엠 방학집중반
<아나운서! 방학기간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목표

합격전략

대상

수업구성

기획의도 

1. 방송 인성함양   2. 전문진행 능력함양   3. 공채대처 능력함양

1. 4대미션   2. 공채 무상 총점검   3. 방송사직접추천

방송진행자 준비생, 아나운서준비생 모두 준비가능    

방학집중 : 주3회 / 총20회 / 2개월 / 인원 4~6명

아나운서준비를 보다 즐겁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클래스, 과정 안에 지망생이 원하는 모든 

준비사항을 포함한 최고의 전략과정



입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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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특징

과정특징

1.교육담당:담임상주교수제

2.개인관리:수업 외 개인상담 4회/수업 중 개인교육 2회

3.이미지관리:4대 이미지 메이킹 현장 전문가 코칭(헤어,메이크업,의상,프로필사진)

4.공채관리:수업 중 의무 공채지원 30회/중대형사 평생 무상 총점검

5.우수인재관리:우수생 취업추천 시스템/우수생 장학제도

6.방송사직접추천:각종우수생,개근생,슈퍼스타,오디션

7.성취도평가:1차 드림테스트, 2차 드림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8.공개수업:TV MC 연예오락 수업 시 부모님.지인 초청 공개수업

9.인성관리:과정 중 밥퍼봉사활동 체험.봉사인증서 지급 / 방송 필독서10권 독서리뷰

10.단합관리:기수제, 반대표시스템, 방송인 간담회, 송년파티

11.수료 후 관리:중대형사 평생 무상총점검, 오디션, 방송킹, 스토디

12.스터디관리:월단위 스터디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