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루다스피치가 추천하는 

성공적인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 과정 



교육기관소개. 이루다스피치 



배윤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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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스피치 소개 

IQ(지능지수), EQ(감성지수)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CQ(협업지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결과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추어 경청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는 습관입니다. 

소통하는 인재 만들기, 이루다스피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이루다스피치 대표 

현) 구미대학교 외래교수 

현) 신한대학교 외래교수 

현) 한국 HRD센터 파트너 강사 

현) 월드클래스 파트너 강사 

전) 케이블 TV, 관공서 아나운서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스피치토론 전공 

       2014 에듀윌 인재경영 기업교육 명 강사 30선 

       2015 한국언론인클럽 주관 ‘자랑스러운 한국인 교육부문’ 대상 

       2017 8STEP으로 완성하는 스피치트레이닝 출간 



이루다스피치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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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스피치 소개 

회사명 이루다스피치 

대표이사 배 윤 희 

설립일 2011년 1월 21일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 서초쌍용플래티넘 상가 2층 207호 

홈페이지 http://www.elooda.co.kr 

주요사업 

 스피치 교육 

 컨설팅 

 기업 출강 등 



2019년 주요 강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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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스피치 소개 

총 141개 기업, 171개 프로그램 연 1,000회 교육진행 

•  삼성전자 큐레이터 "강의스킬 및 보이스트레이닝" 

•  삼성화재 "경쟁프레젠테이션 스킬" 

•  LG전자 교육서비스센터 “스피치트레이닝” 

•  신한카드 사내강사 및 상담원 "보이스트레이닝" 

•  KDB산업은행 "설득스피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판검사 "설득력 있는 스피치강의" 

•  푸르덴셜 생명 신입사원 "커뮤니케이션 및 보이스역량 강화 

•  태백교육지원청 공무원 “설득력 있는 스피치트레이닝”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미디어트레이닝" 

•  축산자조금연합 "미디어트레이닝" 

•  삼성에스원 사내강사양성과정 "나를 깨우는 프레젠테이션" 

•  경기벤처기업협회 "프레젠테이션작성기법 및 발표스킬" 

•  아주캐피탈 "CS교육 및 고객응대 매너" 

•  YMCA "스피치로 달라지는 인생" 

•  재능교육원 사내강사양성과정 "달라지는 인생 파워스피치" 

•  롯데호텔 "비즈니스 보이스매너" 

•  창원시청 "조직활성화 커뮤니케이션"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소통파워" 

•  강원도교육연수원 "'스피치 마인드 및 인터뷰대응기법'" 

•  아주그룹 "창립 56주년 기념행사 위한 프레젠테이션 강의" 

•  신영와코루 "명품보이스" 

•  삼성생명 "CS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 

•  코리아나 사내강사양성교육 "강의보이스스킬"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설득스피치" 

•  인천지방경찰청 "설득스피치" 

•  국립암센터 전화상담사 "보이스트레이징&집중코칭" 

•  동해교육지원청 공무원 “스피치 및 미디어트레이닝” 

•  신창전기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  볼빅 "설득스피치 및 조직커뮤니케이션" 

•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사양성과정 "강의스피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비창업자 대상 "CEO스피치" 

•  고려e스쿨 "강의를 풍요롭게 만드는 보이스" 

•  국립재활원 "강사양성과정 프레젠테이션 기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불량제로 조직커뮤니케이션" 

•  한국 HRD센터 “파워스피치 강의" 

•  서울대학교 홍보대사 "보이스트레이닝“ 

•  연세대학교 "프레젠테이션 스킬" 

•  이화여자대학교 "취업면접 프레젠테이션 스킬" 

•  한양대학교 "파워역량교육 프레젠테이션스킬" 

•  건국대학교 "면접프레젠테이션 특강 및 실습" 

•  국민대학교 "프레젠테이션 스킬" 

•  중앙대학교 "PT면접 역량강화" 

•  동국대 "셀프리더십과 조직혁신“ 

•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하계캠프-스피치트레이닝"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직커뮤니케이션" 

•  구미대학 "커뮤니케이션스킬" 

•  한국교통대학교 "취업캠프-실전면접강의" 

•  신한대학교 홍보대사 "스피치&보이스 트레이닝" 

•  강원관광대학교 "스피치특강 및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  가톨릭대학교 "취업면접특강" 

•  메이필드 호텔스쿨 "취업면접강의&코칭" 

•  미르아이 청소년 대상 "목소리코치 진로체험 및 목소리연출법“ 

•  모산초등학교 교사대상 "스피치지도법 특강" 

•  아산교육지원청 "대화와 스피치능력 향상으로 소통하는 리더되기" 

•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트레이닝" 

 

 

 



스피치강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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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스피치 소개 



맞춤 교육과정. 취업면접컨설팅 



취업면접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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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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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면접컨설팅 
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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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면접컨설팅 
대학 맞춤 교육과정  



맞춤 교육과정. 프레젠테이션 스킬 



프레젠테이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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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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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스킬 
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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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스킬 
대학 맞춤 교육과정  



맞춤 교육과정. 보이스 트레이닝 



보이스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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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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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트레이닝 
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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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트레이닝 
대학 맞춤 교육과정  



맞춤 교육과정. 리더십 & 동기부여 



리더십 &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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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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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 동기부여 
대학 맞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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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 동기부여 
대학 맞춤 교육과정  



스피치강의 NO.1 이루다스피치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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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스피치 소개 



스피치강의 NO.1 이루다스피치가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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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스피치 소개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