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소통 주식회사

수신자 : 청소년 소통 교육 및 관련 행사 담당자 귀하  
(경유)  

제  목 : 온라인 화상 솔루션 활용 소통 교육 서비스 안내문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벤처기업 온소통(주)에서는 다년간 온라인 토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교육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토론을 비롯한 소통 교육은 사회적 혁신의 

근간이 됩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소통 교육 서비스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ON:소통 온라인 소통 교육 운영 안내』 1부.   끝.

        

  

                                              

  온 소 통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담당 : 이하나 연구원 대표이사 : 허경호

협조자

시행 온소통주식회사-20201005(2020.10.05.) 접수        

우편번호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 경희대학교 국제회관 458호

전화 02-969-3555 이메일 toron21@onsotong.com, drhur@khu.ac.kr



회사명 온소통주식회사 대표자 허경호

대표이사약력

•現경희대언론정보학과교수

•前경희대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소장 •前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소통클리닉소장

•前경희대언론정보대학원스피치토론전공주임교수•前한국소통학회3대회장

•前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및서울북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규제개혁업무추진을통하여국가사회발전에기여한공으로대통령표창(2004)

•1995년5월미국오하이오주KENT 주립대학교언론학박사 (Ph. D.)

•1991년5월미국인디애나주BALL 주립대학교언론학석사 (M. A.)

사업분야
온라인화상토론, 토론인증시스템, 토론심사자교육, 토론대회,

소통능력진단및컨설팅, 토론전문교육코칭서비스

주소 서울시동대문구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국제회관458호

법인설립 2010년1월22일 사업자등록번호 204-86-18732

문의 02-969-3555, toron21@onsotong.com 홈페이지 www.onsotong.com

▒ 인터넷이중심인 21세기는소통의시대
▒ 소통능력은한개인의총체적역량지표
▒ 언택트시대에는온라인교육이갖는장점을
최대로살린교육필요

▒ 타인과협력적소통으로창의력최대한발휘
▒차이와다름의인정을통한새로운창조
▒공감적소통능력신장
▒ 온라인토론대회상시개최
▒토론능력인증시스템운영
▒ 스피치토론전문교육, 토론능력향상캠프, 
독서토의토론및컨설팅, 소통능력진단및컨설팅제공

▒ 국내최고의소통전문가들로구성된강사진
▒ 최고의온라인소통교육제공

벤처기업온소통은 COVID-19가초래한언택트시대의불편한시간을
소통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기회로바꿔드립니다. 
국내최고의온라인소통교육기업, 온소통과함께

소통역량을증진시켜언택트시대를슬기롭게극복해나갑시다!

[별첨]



주ㆍ요ㆍ특ㆍ징

소통관련 분야 석• 박사들이 개발한 소통교육 모델과
척도 등을 활용해 실전 강의와 코칭으로
트레이닝 하는 소통교육 전문기업

온소통 프로그램 소개

ON:소통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중고 토론/독서/스피치/대회/인증제 온라인 안내



•맞춤식 동서양 고전읽기를 통한 인성 및 가치관 함양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세부 교육 프로그램

ON:소통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중고 토론/독서/스피치/대회/인증제 온라인 안내

•고전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체계화 가능

•풍부한 어휘력과 비판적 사고력 및 독해력 증진

•다른사람과지식과가치를공유하며이를통해스토리텔링능력향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혜, 통찰력 함양

•커뮤니티 내의 토의과정에서 리더로서의 역량 배양 가능

•글쓰기와 설득적 말하기 등 자신의 경쟁력 배가

•이론: 독서토론의개념, 방법, 기술-논제선정, 토론절차, 사회자진행법

•실기 : 2회에 거친 독서토론 실습

•평가 및 피드백 : 피드백 및 코칭



•저장된 영상을 전문 코치가 과학적 척도를 이용해 분석 지도

•실전 상황과 유사한 과제를 부여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실전 대비

세부 교육 프로그램

ON:소통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중고 토론/독서/스피치/대회/인증제 온라인 안내

•발표시의특징, 습관및이미지등에대한전문가의분석및코칭으로

발표능력향상

•실전 프레젠테이션 면접의 반복 훈련을 통해 자신감 향상

•입학 전형에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면접능력 향상

•면접집중지도를통해대학면접시험에대한불안감해소및자신감향상

•오프라인 구술 면접 및 토론 면접의 준비 기회를 통한 내면화 강화

•이론 : 면접시의말하기에대한기본원칙

•실기 : 실제상황을부여하고이를반복녹화및복기

•평가및피드백 : 피드백및코칭



세부 교육 프로그램

ON:소통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중고 토론/독서/스피치/대회/인증제 온라인 안내



교육 인력 구성 및 도구

ON:소통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중고 토론/독서/스피치/대회/인증제 온라인 안내

직위 성명 학력 경력

교수 허경호 언론학 박사 27년

PD 배*진
언론학 석사
경영학 박사

15년

소장 배*창 언론학 석사 25년

소장 김*나 언론학 석사 19년

교수 장*순 언론학 박사 25년

교수 김*정 언론학 박사 17년

교수 정*열 언론학 박사 30년

교수 이*진 문학박사수료 18년

연구원 이*나 언론학석사과정 9년

연구원 권*영 문학박사수료 12년

강사 김*섭 언론학 석사 22년

강사 오*현 언론학 석사 26년



온소통 주요 활동

ON:소통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중고 토론/독서/스피치/대회/인증제 온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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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20
ONSOTONG Inc. 
서울동대문구경희대로26경희대학교국제회관 458호
T: (02)969-3555   E: toron21@onsotong.com

온소통 사업 관리 체계

ON:소통 교육 프로그램 소개: 초중고 토론/독서/스피치/대회/인증제 온라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