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목표

합격전략

대상

수업구성

교육 목표

회차 회차별 교육목표 교육실습

1
봄온 안내

쇼호스트 합격 전략

오리엔테이션, 봄온 교육 목표,
홈쇼핑 화면 구성의 이해
홈쇼핑 합격 사례 분석

자기소개 샘플링 점검 / 주간 월간 연간 스케줄표 작성

2
방송인의 기본 발성

방송 언어, 홈쇼핑 언어

방송 언어의 기본 확립
고저장단, 수의 표현, 경어법, 포즈 중요성

다양한 오프닝 소화해 내기

3
뉴스로 기본기 잡기

(전달력 향상)
뉴스 원고의 이해 및 실습 (1)

(공채에서 원고 리딩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 및 기본기 함양)

4
뉴스로 기본기 잡기

(시각 언어 표현 향상)
프롬프터 기법 활용 : 뉴스 원고의 이해 및 실습 (2)

(공채에서 원고 리딩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 및 기본기 함양)

5 재능 발굴 & 진로 솔루션 1탄
이미지 메이킹 진단 및 실습

(퍼스널 컬러 설정, 메이크업 방향 설정, 카테고리별 의상 점검)

6 재능 발굴 & 진로 솔루션 2탄
교양 MC & 예능 MC 실습

(교양 & 예능 MC 모습을 띈 홈쇼핑 프로그램들 분석 자기화하기)

7 재능 발굴 & 진로 솔루션 3탄
다채로운 리포팅 방송의 특징 분석 & 대본작성

  (홈쇼핑 & 게스트와의 호흡 연결해서 생각하고 모델링하기)

8 재능 발굴 & 진로 솔루션 4탄
현장 리포팅 & 인터뷰 실습

  (홈쇼핑 야외 VCR 화면 구성 이해하고 표현 해 보기)

9 재능 발굴 & 진로 솔루션 5탄
라디오 DJ 멘트 실습

  (라디오 DJ를 연상시키는 방송과 홈쇼핑의 PT 연결해보기)

10 장기자랑 계발 / 역량 점검 1차 카메라 테스트 준비 : 자기소개, 부족한 역량 및 장기 점검

11 홈쇼핑 PT 완벽 분석

홈쇼핑 PT 구조 & 구성에 대한 이해
      합격자 분석 / 비하인드 비법 공개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①
: “나를 팔아라.”

12 홈쇼핑 언어 습득

이론 : 고객 타깃 설정법(Target setting)
       & 오프닝 연구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②
: “타깃에 맞춰 다르게 팔아라.”

13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1)
이론 : PT Tree 작성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③

: 일반 식품 PT

14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2)

이론 : 핸들링 (Handling) &
 고관여 저관여에 대한 이해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④
: 패션 & 패션잡화 PT

쇼호스트진출반

봄온 아나운서 아카데미

쇼호스트정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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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미션   2. 공채 무상 총점검   3. 방송사직접추천

쇼호스트를 희망하는 학생, 쇼호스트진행 능력을 집중 공략하길 희망하는 학생.

쇼호스트진출반 : 주1회(총10회)/인원 4~6명

1. 전체 쇼호스트 공채 철저대비
2. 전문진행 능력함양
3. 공채대처 능력함양



15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3)

 이론 : 고객 생각 들여다보는 법
        & 클로징 이끄는 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⑤
: 이미용 PT

16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4)
이론 : 반 전면 화면 PT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⑥

: 여행상품 PT

17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5)
이론 : 가전 관련 용어 & 화면구성분석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⑦
: 가전 PT

18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6)
이론 : 이성소구 기법 VS 감성소구 기법 (1)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⑧
 : 건강기능 식품 PT

19 내게 맞는 상품군 찾기
10분 PT, 5분 PT, 3분 PT, 30초 오프닝

 자기소개, 장기 점검

20
중간 성취도 평가
공채 역량 평가

드림테스트 (복장 : 자유)
 - 테스트 장르 : 자기소개, 질문, 3분 PT

21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7)
이론 : 이성소구 기법 VS 감성소구 기법 (2)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⑨
: 상조 PT

22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8)
이론 : OBC 기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⑩
: 운동기구 PT

23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9)
이론 : 감성 언어의 다각화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⑪
: 주방 PT

24 상품군별 이론 및 실전 PT (10)
이론 : 고객 생각 들여다보는 법 & 클로징 이끄는 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⑫
: 이미용 PT

25 개별 PT 특성화하기 (1) 이미용 PT _ 나만의 PT 세분화하기

26 개별 PT 특성화하기 (2) 패션 PT _ 나만의 PT 세분화하기

27 개별 PT 특성화하기 (3) 특성화 PT _ 나만의 PT 세분화하기

28 포트폴리오 작성 대형사 홈쇼핑 자기소개 & PT 영상 제작

29 공채 실전 PT 1:1 코칭 카메라 테스트, 심층면접, 임원면접 대비 풀코스 완벽 준비

30 수료식 최종점검 및 공채 역량 평가 및 제작발표회 / 최종 수료식

입금계좌

쇼호스트진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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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커리큘럼은 공채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합격전략

대상

수업구성

교육 목표

회차 회차별 교육목표 교육실습

1
홈쇼핑 PT 구조 & 구성에 대한 이해 /

합격자 비하인드 비법 공개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① : “나를 팔아라.”

2 고객 타깃 설정법 (Target setting) & 오프닝 연구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② : “타깃에 맞춰 다르게 팔아라.”

3 PT Tree 작성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③ : 식품 PT

4 핸들링 (Handling) & 고관여 저관여 이해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④ : 패션 & 패션잡화 PT

5 고객 생각 들여다보는 법 & 클로징 이끄는 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⑤ : 뷰티 PT

6 OBC 기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⑥ : 여행상품 PT

7 이성소구 기법 VS 감성소구 기법 달리 해석해서 멘트로 풀기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⑦ : 가전 PT

8 반 전면 화면 PT 기법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⑧ : 교육상품, 스포츠레저, 보험, 상조 PT

9 개별맞춤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⑨ : 개별 메인 PT 선정 · 기획 · 즉흥 PT 실습

10 총정리 및 수료식 쇼호스트 진행 실습 ⑩ : 시험제출용 PT 완벽 제작

입금계좌

쇼호스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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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커리큘럼은 공채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봄온 아나운서 아카데미

쇼호스트고급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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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미션   2. 공채 무상 총점검   3. 방송사직접추천

쇼호스트를 희망하는 학생, 쇼호스트진행 능력을 집중 공략하길 희망하는 학생.

쇼호스트반 : 주1회(총10회)/인원 4~6명

1. 전체 쇼호스트 공채 철저대비
2. 전문진행 능력함양
3. 공채대처 능력함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