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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ake a Good Speech

Have you ever spoken in public before? Many people 
are afraid to make a speech. 

Just thinking about it can make them weak in the 
knees. 

Speaking well to an audience is almost an art, but 
much can be learned by preparing for a speech. 

Winston Churchill taught himself to be a great 
speaker despite being a stutterer. 
• despite = in spite of, for all, with all, notwithstanding 

A great deal of preparation went into all his 
speeches. 

He wrote them out in advance, memorized them, 
and practiced them. 

Here are some tips on how to make a good speech.

1. Research your topic thoroughly. Make notes on 
important points about the topic with details and 
facts from reliable sources to support the points.

목적

2. Structure your speech in a simple manner. Be 
direct and use short sentences to avoid losing the 
audience. 

Speaking in short sentences can be more powerful.

좋은 연설을 하는 방법

여러분은 전에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 본 적이 있는
가? 많은 사람들은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무릎에 
힘이 빠질 수 있다. 

청중에게 잘 말하는 것은 거의 예술이지만, 연설을 
준비함으로써 많이 배울 수 있다. 

Winston Churchill은 말더듬이임에도 불구하고 
독학을 해서 훌륭한 연설가가 되었다. 

그의 모든 연설에는 많은 준비가 들어갔다. 

그는 연설문을 미리 작성해서 암기하고 연습했다. 

좋은 연설을 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조언이 여기 
있다.

1. 주제를 철저하게 조사해라. 요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세부 사항과 사실
로 주제에 대한 중요한 요점에 주를 달아라.

2. 연설을 단순한 방식으로 구성해라. 청중의 관심
을 잃지 않기 위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해라.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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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rite the main points of your speech on note 
cards. 

This will be handy in case you momentarily freeze or 
lose you train of thought while speaking. 

Writing down notes will also help you remember the 
speech.

4. Practice until you are completely comfortable with 
your speech. 

Read through your speech until you can recite it 
almost from memory. 

Practice in front of the mirror to see yourself from 
the audience's perspective. 

Rehearse your speech for friends or family if 
예 행 연 습 하 다

possible and ask for feedback.

번역

쪽지에 연설의 요점을 적어라. 

이것은 여러분이 연설을 하다가 잠깐 몸이 얼어붙
거나 생각의 흐름을 놓친 경우에 유용할 것이다. 

쪽지에 적어 두는 것은 또한 여러분이 연설을 기억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설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편안할 때까지 연습해
라. 

여러분이 거의 외워서 낭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분의 연설문을 꼼꼼히 읽어라. 

청중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기 위해 거울 앞
에서 연습해라. 

가능하다면 친구들이나 가족 앞에서 여러분의 연설
을 예행연습하고 피드백을 요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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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en presenting, speak clearly and loudly. 

Unless you have a microphone, you will have to 
speak up to be heard in the back. 

Make certain you speak slowly enough to be 
understood. 

Many people have a tendency to rush nervously 
through a speech or to speak in a monotone, 
making it difficult to engage the listeners.

매혹하다, 사로잡다

Enough practice and effort will lead to the mastery of 
skills in making a speech. 
• lead to =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d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ain self-confidence 
in speaking to a large audience.

 Focus your speech on the topic, know your topic by 
heart, and engage your audience. 

This way you will impress your audience the next 
time you speak in public.

번역

5. 연설을 할 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해라. 

여러분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뒤 쪽에 들
리도록 큰 소리로 말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이해될 만큼 천천히 말해라. 

많은 사람들은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어렵
게 하면서 연설 내내 초조하게 서두르거나 단조로
운 목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충분한 연습과 노력은 연설하는 데에 필요한 기법
의 숙달을 가져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청중에게 연설하는 데에 자
신감을 갖는 것이다. 

주제에 여러분의 연설을 집중시키고, 여러분의 주제
를 외워서 알고 있으며,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아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연
설할 때 청중을 감명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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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e the Day, Seize the Moment
 
Shao Lee is a Vietnamese girl whose family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She gave this speech at her high school graduation.
 
How many ways are there to say thank you? How 
many days will it take to say thank you? 

I'd like to thank my parents for supporting me all 
these years. 

I'd like to thank my grandparents for their love and 
wisdom. 

I'd like to thank the Vietnamese people for their 
courage and sacrifice.

I want to tell you the story of my family. I am a 
Vietnamese girl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ten 
years ago. 

I grew up in the mountains of Vietnam. Whenever I 
look back on my childhood, I always remember 
being very hungry and ill. 
to be (X)

I also remember always being at home. Girls were 
not allowed to attend school. So there was no 
opportunity for education.

오늘을 붙잡아라, 순간을 붙잡아라

Shaso Lee는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온 베트남 소
녀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 연설을 했다.

감사의 말을 하는 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감
사의 말을 하는 데 며칠이 걸릴까요? 

저는 부모님께 지금껏 저를 길러 주신 것에 감사드
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과 지혜를 주신 조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감사드
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
다. 저는 10년 전에 미국에 온 베트남 소녀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저는 항상 너무나도 굶주리고 아팠
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또한 항상 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자
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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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ther, Tao Lee, has inspired me throughout my 
life. He is a self-made man who comes from a 
family of poor farmers. 

My father worked really hard as a young boy to get 
his education. He knew education would help him 
advance in society. 

He walked many kilometers to school each day. In 
the end, he was able to become a teacher. Then 
the Vietnam War came. 

My father and the Vietnamese people fought to keep 
their country from the communists, but they were 
defeated. 

Thanks to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 my family 
was abl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Now here, giving my graduation speech, I promise 
to serve my family and to give back to the 
Vietnamese community. 

They have suffered through hard times, and their 
stories of life and death have given me power 
whenever I have had to overcome difficulties. 

I have worked hard to master English, to achieve top 
grades, and to win scholarships.

번역

저의 아버지 Tao Lee는 제 평생 동안 저를 격려하
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자수성
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교육을 받기 위해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이 사회에서 자신의 출
세를 도울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학교까지 수 킬로미터를 걸어갔습니
다. 결국, 아버지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버지와 베트남 국민들은 공상주의자들로부터 나
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 가족
은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저는 저희 가족에
게 봉사하고 베트남 사회에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겪었고 그들의 삶과 죽음에 관
한 이야기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마다 저
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익히고,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장학
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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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 my fellow students, ask not what the world 
can do for you. 

Ask not what your school can do for you. Ask not 
what your parents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the world, your school, your 
parents, and yourself. 

Dedicate yourself to your studies and you will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The moment is now, because now is the morning of 
our lives. 

It is time to have faith in ourselves and in what we 
can do. 

Let's face the challenges ahead. Success is there 
for the taking. 

I am hungry for knowledge and I am thirsty for 
wisdom. 

My advice to my fellow students: Seize the day, 
seize the moment.

번역

그러므로 우리 학생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학교, 부모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학업에 전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신만의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때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 삶에서 
아침이니까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앞에 있는 도전에 직면합시다.그곳에서 성공을 마음
껏 가져가십시오. (성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식에 굶주려 있고 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하는 제 충고는 이것입니다. : 오
늘을 붙잡아라, 순간을 붙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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