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 스피치 · 자신감 · 인간관계

피닉스토퍼 리더십 트레이닝(2Days)
▣ 교육개요
 일 시 : 2021. 4. 17(토) ~ 4. 18(일), 오전 10시~ 오후6시, 2일 과정 (총14H)
 장 소 : 피닉스리더십센터 강의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64, 604호, 4호선 상록수역 1,3번출구 도보5분 )
 교육비 : 300,000 원(교재포함, 계산서 발행)
* 국민 263137-04-003222 피닉스리더십센터㈜ | 카드결재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LIVE강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싶으신 분
 자연스런 스피치 능력을 배양하고 싶으신 분

 자신감 및 열정지수를 높이고 싶으신 분
 긍정적인 태도와 리더십 향상을 원하시는 분

▣ 교육특징
 피닉스리더십센터와 미국 크리스토퍼리더스연구소(Institute of Christopher Leaders)가
공동개발하여 도입한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
 매강의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활동과 자신감 넘치는 스피치를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
 팀별 학습을 통해 리더십, 스피치, 자신감, 인간관계 원칙을 체득화 할수 있음.

▣ 교육효과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 향상
 열정과 자신감 증진
 효과적인 스피치 기술을 통한 설득력 향상
 창의적인 리더로서 행동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인간관계 증진

 개인의 성장을 통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긍정적 태도의 변화

▣ 교육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christopherhill.co.kr 또는 www.iphoenix.co.kr 온라인 수강신청
수강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E-mail_ jhhong@iphoenix.co.kr 접수
 피닉스리더십센터 Tel_ 031.501.9550 Fax_031.501.9553

피닉스토퍼 리더십 트레이닝 시간표
날짜

<오리엔테이션>

1일차

학습목표

주제

- Ice-Breaking을 통해 교육생들간에 인사를 나눈다.

. 리더십

- 피닉스토퍼 정신과 목적을 이해한다.

1) 친밀감 형성

- 친밀감 형성을 통해 리더십의 기본을 익힌다.

2) 목표설정

- 본 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몰스텝(Small Steps)을 시작한다.

4/17
(토)
. 긍정적인 태도
1) 한사람의 힘
2) 상징물을 통한 메시지 전달
(Prop Talk)

-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익힌다.
-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의 힘’을 체험한다.
- 상징물을 사용하여 요점을 명확히 하는 법을 배운다.

. 인간관계의 황금률

- 황금률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하고 삶에 적용한다.

1) 칭찬하기(CREBS)

- 진지한 칭찬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2) 마법의 스피치(PEP)

- PEP공식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향상시킨다.

. 성장의 습관

- 피닉스토퍼 행동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

1) 즉흥스피치

- 즉석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 시킨다.

2) 목표 재설정

-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재 설정한다.

2일차
4/18
(일)

<수료식>

- 피닉스토퍼 리더십 트레이닝 수료증 수여를 한다.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피닉스토퍼 리더십 트레이닝 신청서
성명

영문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SNS가입

※ 여권과 일치

□ 블로그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기타(
)

자택주소

사업장명

부서/직위

회사전화

회사팩스

회사주소

추천인

본인과의 관계 :
교육비 : 300,000 원 (교재포함, 계산서발행, 카드결재가능)

결제방식

· 통장 입금 : 국민은행 263137-04-003222 피닉스리더십센터㈜
· 카드결재 : 개강 전 접수 예정

□

□

피닉스리더십센터㈜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

Tel_031.501.9550

수강안내, 각종 행사 정보, 서비스, 상품에 관한 소식을 E-mail 및 유무선 통신 광고를

제공 받으며, 수업시간 사진촬영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Fax_031.501.9553 E-mail_ jhhong@iphoenix.co.kr

위와 같이 피닉스토퍼 리더십 트레이닝 수강을 신청 합니다.
20

신청인

년

월

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