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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프레젠테이션일 것이다. 이 둘이 합쳐진‘영어 프레젠테이션’은 영어강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내내 골칫거리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방법론을 잘 알고 훈련하면 생
각보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방법론과 영어 표현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어 영어 프리토킹보다는 훨씬
준비하고 훈련하기 쉽다는 뜻이다. 

1. 자신감을 가져라: 첫 인사말과 오프닝 멘트는 외우자

우리에게는 라이너스의 담요 역할을 하는 발표 자료가 있다. 정말 말문이 떨어지
지 않는다면 발표 자료나 원고를 참고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태
도로 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첫인사와 오프닝 멘트는 가능한 외우는 것이 좋다. 시
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인사말과 발표 주제에 대한 소개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발표
자도 자신감이 생기고, 청중도 호감을 가지고 발표에 집중하게 된다.  

2. 발표의 기본 구성을 짜고 각 단계별로 시간을 배분하자

학생들은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 버려, 발표의 기
본틀을 짜거나 발표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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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많은 혹은 너무 작은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 학회 발표를 기준으로 보통 20
분 강연에 10분간의 질의응답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20분 발표시간 기준으
로 최소 20장에서 최대 40장 내외의 슬라이드를 준비할 수 있다.   

발표자는 먼저 발표 내용에 대해 구성을 하고 각 단계별로 발표 시간을 배분해 보
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수십 장의 논문(보고서) 중에서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발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메시
지를 논리적으로 지지하는 근거를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1) 연구의 개요(Outline, Table of Contents) : 1분 이내
(2) 연구의 배경·동기·목적(Background, Motivation, Objective): 약 1~2분
(3) 연구의 방법(Experimental, Theory, Model): 약 2~3분
(4) 연구결과와 논의(Results and discussion): 약 5~10분
(5) 결론과 앞으로의 계획(Conclusion, Summary and Future plan): 약 2~3분

3. 발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되 주객을 전도하지 마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정보의 75%는 시각을 통해서, 13%는 청각을 통해서, 12%는
후각을 통해서 얻는다. 따라서 시각적인 자료 준비는 청중의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발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되, 이는 발표자의 보조도구라는 사실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중이 시각자료를 보고 있을 때는 발표자를 보지 않기 때문
이다. 요즘 학생들은 파워포인트, 프레지, 키노트 등 다양한 S/W를 활용하여 개성있
는 발표자료를 만들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발표자료 제작 실습 프로그램인
<CTL Jump Start>를 매달 운영하고 있으니 평소에 발표자료 제작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평소 유용한 영어 표현을 익혀라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발표를 위한 영어 표현법은 어느 정도 정형화 되
어 있다. 발표 초보자들은 자주 사용되는 영어 표현법을 외우고, 발표 주제에 따라 내



용만 바꾸어 발표하면 된다. 그리고 영어 자료나 논문을 통해 좋은 영어 표현을 만나
면 적어두고 외우는 것이 좋다. 평소에 발표를 위한 영어 표현을 정리한 책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혹은 연구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영어 표현법
을 익혀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의 화법에 맞는 영어 표현들을 익히면 더 프로처럼
보일 수 있다. 오늘은 오프닝 부분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표현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5. 리허설을 통해 충분히 연습하라

처음 영어발표를 하는 경우 혹은 중요한 학회 발표를 하는 경우 반드시 리허설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표할 장소에 직접 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피
드백을 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핸드폰의 녹음이나 카메라 기능을 활용
하여 발표 장면을 녹음하거나 녹화해 보는 것이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발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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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을 한다.

- Good morning, My name's . 
- Thank you,  Mr. Chairman, and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 I am honoured to be here to present at the conference on
-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for giving me a chance to present
here today.

2. 발표 제목을 소개한다. 

- I'd like to talk today about?
- I'm going to present the recent
- What we are going to cover today is
- My topic today is

3. 연구 목적 혹은 주제를 소개한다.

- The purpose of this talk is to put you in the picture about
- This talk is designed to

4. 발표 개요를 소개한다.

- I've divided my presentation into four parts/sections. 
- The subject can be looked at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 We can break this area down into the following fields: Firstly, Secondly, Thirdly,
Finally

6. 프로답게 발표하라

리허설을 통해 충분한 연습을 했다면 실전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가짐
으로 임한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표 장소에 도착하며, 발표 자료는 이중으로 가
져가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한다. 발표장소의 컴퓨터, 프로젝트, 마이크 그리고
무선 리모콘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발표 자료를 미리 설치하여 테스트해보도록 한
다. 발표를 시작하는 오프닝에서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청중을 집중시키고, 발표시
간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표 페이스를 조절하도록 한다. 

7. 질의응답 자료를 준비하라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관문은 질의응답이다. 이는 발표자가 미리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거나 영어 표현이 잘 떠오
르지 않을 경우 당황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이
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질의응답에 대한 자료가 준비된 경우 발표
자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영어 발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만약에 질문에 대
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솔직하게 말하고 향후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
면 된다.  

참고문헌

나용수(2013),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전략’강연자료집,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민양기, 성명훈 공저(1997), 실용 의학논문의 작성과 발표, 중앙문화사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2008),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한스미디어
히로오카 요시히코(2006), 이과계를 위한 실전 영어 프레젠테이션, 월드사이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