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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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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꼭 활용하는 

시각도구 중의 하나는 

바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그 시각적인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 및 정보 전달력이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띄고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중을 사로잡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 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글만 적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활

용하는 것이 내용 전달에 더 효과적입니다.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보면 글만 있을 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옆에 그림이 있을 

때 훨씬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삽입하였을 때 훨

씬 더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덤이죠!

이미지를 활용한 
발표 자료 만들기1. 

이미지 활용 전 이미지 활용 후

이미지 활용 전 이미지 활용 후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Ⅰ

PPT 
디자인하기

이지훈(이지쌤) 
EZ세상 자기표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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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끔씩 중요하게 전

달해야 할 내용이나 글이 있을 때가 있습

니다. 그럴 땐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특별한 

글꼴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

글씨체 또는 명조체를 활용하게 되면 내용 

전달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많이 활용

합니다. 아래에 있는 글꼴들은 상업적 활용

이 자유로운 글꼴이니 차후에 참고해서 활

용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거

나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도형을 활용하면 매

우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을 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순서나 시간의 흐름 등을 설

명할 때가 아주 대표적이죠. 원 도형 및 사

각형 도형, 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효

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한 글꼴을 활용한 
발표자료 만들기

도형을 활용한 
발표 자료 만들기 3. 2. 

대한민국 독도체 활용

조선일보명조, 나눔스퀘어체 활용

배달의 민족 주아체 활용

tvN 즐거운이야기체 활용

선 및 육각형 도형 활용 예시

비어있는 원 도형을 활용한 예시

설명선 도형 활용 예시

삼각형 도형 활용 예시

 ※각 서체에 따라 사용 범위(개인/기업 등)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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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내용 또는 이론 등을 설명할 때 글

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아이콘과 

도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라고 합니

다. 인포그래픽 형태의 발표 자료를 만들면 

더욱 더 눈에 띄고 핵심을 잘 표현할 수 있

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픽토그램(아이콘 파일)
활용4. 

아이콘 활용 전 아이콘 활용 후

아이콘 활용 전 아이콘 활용 후

snssn

PPT 
디자인하기

더 자세한 PPT 디자인 강의를 보고 싶다면 유튜브

(www.youtube.com)에서 ‘이지쌤’을 검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