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엑스 C&C

2009. 04. 12(일)

’09 START 공개과정
<링크나우 동기부여클럽 개설 특별 공개강의>

’09 스타트 과정은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각자의 스타(Star)성(각자가 가진 내면의 힘)을 일깨워 자싞의
인생무대에서 더 이상 구경꾼(Spectator)이 아닌
진정한 주인공(Star)이 되는 훈련(Training)과정 입니다.

성공전략

Success Strategy

강의 시갂

강의 세부 내용

10:00~12:00

프로의 비전과 감각
- 성공전략을 위한 비전설정과 자기성찰
- 비전의 방향 탐색을 위한 감각활성화

생각깨우기

Think Awake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프로의 마음자세와 태도변화

태도변화

- SMT 를 위한 PMA 훈렦
- 파워에너지를 쓰기 위한 강력한 TOOL

Attitude Change
14:30~16:00

- 힐링커뮤니케이션(광, 음, 파)

열정재충전

Recharge Passion

프로의 커뮤니케이션
- 보컬파워스피치 훈렦

16:00~18:00

위대한 삶터 만들기(Great Life Place)
- 해피메이커 트레이닝

즐거운일터

Training

- 칭찬, 격려, 감사, 사랑의 습관 만들기
* 강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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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나우 동기부여클럽 개설 특별 공개강의”
자기 자싞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Self Motivation Training(SMT)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무한한 파워를 이끌어 내어 자싞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 START 과정입니다. “ I can do it!”
구

이민철 원장 주요 경력

분

과정명

[주요 약력]

과정 주요 내용
’09 START 공개과정(프로의식 배양)

일

시

2009 년 4 월 12 일(일) 10:00~18:00(총 8 시갂)

- 前)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객원교수

장

소

디프리러닝센터(광일빌딩 3 층) – 2,4 호선 사당역 6 번구출

- 국민 생활체육 지도자 1 급 자격

대

상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20 세 이상 누구나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2 급 자격

인

원

50 명(입금 선착순 마감)

- 이러닝지도사 2 급 자격, 평생교육사

참가비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공학과 졸업

- (사)한문화원 이벤트 사업본부장 역임

접수처

- Dahn World 단센터 원장 역임
- ㈜유답 수석연구위원(11 년 경력)

링크나우회원 : 3 만원(행사 등록 필수) | 일반인 : 12 만원
우리은행 1002-531-427301 | 예금주 : 이승섭
* 현장접수 불가!

- ㈜유답 R&D 교육본부장 역임

준비물

- 現)㈜포엑스 C&C 원장

기

타

중식 제공, 교육시갂 엄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문

의

(주)포엑스 C&C : 02-569-3303 | 016-217-5245(이승섭)

약

도

[교육 실적]

편안한 복장, 명함

르노삼성자동차,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전기, GS 칼텍스, 삼성화재, 에스맥,
라파즈한라시멘트, 연세사랑병원,
HR 클럽, 국토해양부, 태영건설, 미오
코리아, 한국종합기술, 안양카네기클럽,
팬터로그, 경상대학교병원, 한국종합건축
사사무소 등…

MOTIVATION
300 여 기업&관공서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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