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활용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안내
미래의 리더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Ⅰ
- 제2차 리틀PM 꿈 지도 만들기 미래의 리더?
프로젝트형 지식공학자!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로개척능력

비판적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미래의 핵심역량을 갖기 위한 훈련은
유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윤리의식 글로벌시민의식

일

시 : 2017년 10월 21일 (토) 14:00 ~ 18:00

장

소 : 한국 플랜트기술협회 교육장

- 주차가 불가능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 초등 5·6학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선착순 30명 모집)

 참가비용 :

책임감

리더십

리틀PM 꿈 지도 만들기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7길 8, 오진택기술사학원빌딩 세미나실(1층)

대

문제해결능력

리틀PM
꿈 지도
만들기

과정

시간

리틀PM 설명

20분

종이 공 던지기 게임

10분

꿈을 이루는 방법
(프로젝트)

20분

꿈 헌장 만들기

30분

꿈 지도 만들기

40분

꿈 지도 발표(부모 참여 가능) 40분

리틀PM카페회원

일반

실행하기

20분

\50,000

\70,000

리틀PM 윤리강령

10분

나눔 및 마무리 사진촬영

10분

리틀PM카페 :
http://cafe.naver.com/littlepm
* 10월13일(금)까지 사전입금 시 10% 할인
* 2인 이상 등록 시 10% 할인(중복할인 가능)
* 입금계좌) 신한은행 307-12-265724
예금주 강신봉

참가학생
준비물

되고 싶은 꿈인물의 그림, 사진들
(기타 교보재 준비 불필요)

 신청방법 : 별지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
 제 출 처 : sbkang78@naver.com
리틀PM 전문가 과정 : 3개월(본 과정 후 실행)

주 최: (사)한국플랜트기술협회
주 관: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 오진택기술사학원, 글로벌오픈파트너스
후 원: 사단법인 유정
문의처: 강신봉(010-6625-0827, sbkang78@naver.com)

리틀PM을 알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별지: 참가신청서]

찾아 오시는 길

영등포역 뒤쪽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

강사 소개
강신봉 / 경영학 박사(PM), PM전문교수

김정수 / 경영학 박사(PM), PM전문교수

: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 대표

: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 소장

PMP(미국PM전문가), PRINCE2 PTR(영국PM전문가)

PMP(미국PM전문가), PRINCE2 PTR(영국PM전문가)

참가신청서
학생 성명 (Name)

(한글)
(English)

학교명/지역(시, 군(구))
학년
학생 연락처 (Contact)

(Phone)
(E-mail)
(한글 성명)

부모 성명 및 연락처

(Phone)
(E-mail)

주 최: (사)한국플랜트기술협회
주 관: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 오진택기술사학원, 글로벌오픈파트너스
후 원: 사단법인 유정
문의처: 강신봉(010-6625-0827, sbkang78@naver.com)

리틀PM을 알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