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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Executive Presentations

Never be afraid to do an English presentation again. 
Powerful Executive Presentations has been designed to 
give you the skills, both spoken and creative, to develop 
and deliver an outstanding presentation that will get your 
audience captivated and passionate about your message. 

We want you to sound natural and confident and we 
believe that we can do that with Powerful Executive 
Presentations. 

 Our philosophy is that you are the presentation, not your 
slides and we will show you how you and your message 
can be the focus of your presentation. 

영어 프레젠테이션! 이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Powerful Executive Presentations는 청중이 여러분의 메세
지에 열광하고 그 메세지를 오래 간직하는 그런 매력적인 프레젠
테이션을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창의적 표현과 발표 스킬을 
알려드립니다. 

F.E.S.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자가 되기를 바
랍니다. 그리고 Powerful Executive Presentations가 우리
의 바람을 이루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F.E.S.의 철학은 슬라이드가 아닌 여러분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메세지가 프레젠테이션
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The power to deliver great English presentations



What’s it all about?

Getting Things Started
• 전체 프레젠테이션 분위기와 결과를 바꿔주는 획기적인 자기소개법  
• 영어를 사용하는 청중에 대해 이해하기 
• 청중의 기대 이해하기 
• 자기 소개 준비 및 발표 하기

In The Beginning
•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중요성 
• 종이에 아이디어 스케치 먼저 하기 
• 아이디어 편집하기 
• 자연스러운 아이디어 나열 방식 익히기

Let Me Tell You A Story
• 좋은 스토리의 기본 
• 감성의 중요성과 그 이유 
• 감성 활용법 
• 스토리 타입 
• 사실과 수치들이 집중되지 않는 이유

Each section of the course contains 
various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work as individuals, in pairs or groups 

각 섹션마다 참석자들이 개별 또는 그룹으로 강의 
내용을 실습할 수 있도록 연습시간이 주어집니다. 

Day 1



It’s All About The Language
•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 대화식 프레젠테이션 
• 기계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으려면? 
•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 
• 전문 용어 사용 유의하기 
• 학문이 아닌 소통의 도구로서 영어 익히기

Designed To Be Understood
•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나쁜 예 
•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프레젠테이션 
• 좋은 디자인 원칙 (미니멀리즘) 
• 핵심 메세지를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 
• 최고의 테마와 폰트 고르기

That’s a Wrap!
• 예상질문 준비하기 
• 스크립트를 읽거나 외우면 안되는 이유 
• 무대 위 움직임과 바디 랭귀지 
• 아이 컨택 그리고 청중과의 소통 
•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수치 나열 
• 연습, 연습 그리고 또 연습

At the end of day 2, participants will be 
required to deliver a 5 to 10 minute 
presentation which will form part of their 
overall evaluation. 

2일차에는 참석자들이 5~10분 가량의 프레젠테 
이션을 발표하며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What’s it all about?

Day 2



The Format

Lunch

Getting Things Started In The Beginning Tell Me Your Story

Q&A

Total time - 8 Hours

Break Break

Day 1

Lunch - 1hour

Breaks - 10 - 15 mins

Q&A 피드백을 포함 15~ 20분 소요



Lunch

It’s All About The Language Designed To Be Understood That’s A Wrap

Q&ABreak Break

Lunch - 1hour

Breaks - 10 - 15 mins

Q&A 최종 프레젠테이션 피드백을 포함 30 분 가량 소요

Final Presentations

The Format
Total time - 8 Hours

Day 2



Carl Pullein - Our instructor

칼 풀린 (Carl Pullein) - 12년 경력을 자랑하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현대/기아, OECD, TBWA, 한국로슈, 바이엘 코리아, 베스트 웨스턴 호텔 등에서 강
의를 진행해 왔으며, 강사로 데뷔하기 전 영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진행하는 국내 최고의 
명강사입니다. 

Carl Pullein in an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specialist with over ten years 
experience working with companies and organisations such as Hyundai / 
KIA, The OECD, TBWA, Roche, Bayer and Best Western Hotels. Carl was 
trained as a lawyer in the UK and brings his knowledge and know-how into 
a highly entertaining and educational presentation skills course.



About FES 
F.E.S.는 비즈니스인들에게 최고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코스를 설계하고 강의하는  
업체입니다. F.E.S.는 국내 최고라 인정받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샵 뿐 아니라  
개인 및 그룹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www.fan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