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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10월 교육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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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내용

일시

HRD 실무마스터과정

현업의 여건을 반영한, HRD실무를 총 망라하는 강의입니
다.

9월 18일(월)~19일(화)
09:00~18:00 (8H) / 2일

480,000원

HRM전문가 과정(11월시험대비)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반적인 HRM 실무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
을 양성하는 HRM 전문가 자격 취득 과정입니다.

⚫ 9월 20일(수)~21일(목)
⚫ 11월 1일(수)~2일(목)
09:00~18:00 (8H) / 2일

380,000원

실무자를 위한
인포그래픽스1Day 핵심과정 (기본)

스마트 시대의 능력은 인포그래픽으로 결정됩니다.
한 장의 그림데이터로 보고서와 PT의 핵심을 전달해보세요.

9월 15일(금)
09:00~18:00 (8H)

220,000원

전략적 기획/보고서 작성
역량 향상 과정

정부, 대기업에서 실전적으로 활용되는 창의/문제해결력,
기획력, 보고서 작성 스킬이 모두 융합된 특별한 교육입니다.

10월 18일(수)
09:00~18:00 (8H)

220,000원

CSR 전문가 1Day 핵심과정

CSR과 지속가능경영을 바로 알고, 자신의 업무와 향후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찾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
다.

⚫ 9월 20일(수)
⚫ 10월 18일(수)
09:00~18:00(8H)

250,000원

매력적인 보이스 만들기

첫인상에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8%!
목소리 교정을 통한 내면의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입니다.

⚫ 9월 6일(수)
⚫ 10월 12일(목)
19:30~21:30 (2H)

35,000원

9월 13일(수)~27일(수)
19::30~22:00 (2.5H) /
매주(수) 3회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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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교정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자신감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1:1 마이크로코칭으로 밀착 교정해드립니다.
본 과정을 통해 다소 부족한 강의역량을 채워 강의에 날개를 달
아 보십시오. ‘강의역량 리프트 과정’은 더불어 누구나 명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립니다.

10월 27일(금)
09:00~18:00 (8H)

260,000원

[과정개편] 교육도구를 활용한 강의
역량향상과정

본 과정은 한국에서 개발된 토종 교구를 활용하여
강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10월 17일(화)
09:30~17:30 (7H)

220,000원

고객 불평•불만행동 대응하기
1day 실무 스킬 과정

분노하는 고객의 사고와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직원
의 감정조절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강의 활용 교보재를 제공
합니다.

10월 27일(금)
09:00~18:00 (8H)

330,000원

회사생활에 지친 직장인을 위한
인간관계 3부작

평판-사내정치-인맥, 이렇게 3부작으로 구성된 3시간 강연
동안 여러분은 직장생활 인간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9월 19일(화)
19:00~22:00 (3H)

40,000원

10년 넘게 논문지도와 심사를 해온 저자가 논문의 시작에서부터
심사의 끝까지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유쾌하게 논문쓰기를 풀어냅
니다.

⚫ 9월 16일(토)
⚫ 10월 21일(토)
13:00~18:00 (5H)

120,000원

처음쓰는 논문쓰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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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함을 채워주는 '강의 역량
리프트 과정'

(논문 좌절 금지용 200% 용기 충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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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최종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9월 20일(수)
⚫ 10월 18일(수)
19:00~21:50 (2.9H)

44,000원

책을 통해 유명해진 많은 사람들, 그들의 시작도 여러분들의
시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책 쓰기를 하면 일과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21일(토)
09:00~18:00 (8H)

280,000원

성공적인 이미지 변신을 제시합니다. 컨설팅 후,
확실한 피드백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강의입니다.

10월 28일(토)
13:00~18:00 (5H)

120,000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보드게임

나만의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내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상상력을 깨워 보자!

하루에 끝내는
책쓰기 마스터 과정
김도은의 ‘라이프컬러컨설팅’
시즌 1. 색.수.다
(색 있는 여자들의 예뻐지는 수다)

어느덧 가을의 시작인 9월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 교육 신청 : 디큐브아카데미 홈페이지 www.dcubeacademy.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