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SM® 교육 구성 및 참가비

교육과정 교육목차
타 교육 대비 차별화

(HPLJ) 자격 HPLJ 참가기간 교육비 자격부여

초급

- PRISM과 NeuroScience 소개 
- 인간의 뇌  
- 뇌의 반구수 
- PRISM 사분면 
- 뇌 기능 분화 
- 그룹 실습(1): 10가지 제시어 정답 맞추기 
- PRISM 색상(그린, 블루, 레드, 골드 차원) 이해하기 
- 그룹 실습(2): 그룹 내 상호 간 PRISM 색상 찾기 및 발표하기 
- 초급과정 과제 안내(4D 맵 해석)  
- PRISM 차원 핵심 포인트 
- 뇌의 반구, 뇌 기능 분화 핵심 포인트 
- 개별 테스트: 퀴즈(30분)

•PRISM 전문자격교육 
전과정은 교육 이벤트에 

아닌 현업적용에 초점을 

맞춰 고성과 학습 여정

(HPLJ)으로 진행함 

•고성과 학습 여정
(HPLJ) 플랫폼인 

“PROMOTE”를  활용함 

•고성과 학습 여정
(HPLJ)은 “초급-중급-

고급-전문가 과정 등” 

모두 각 단계별로 “사전

활동 - 이벤트(교육) - 

사후활동(적용)”의 연속 

프로세스를 가지며 일반 

교육 대비 75% 이상 교

육 효과가 있음  

•초급/중급/적용과정 수
강료는 3주에 걸쳐 진행

되는 [교육 이벤트(1일) 

+ “사전/사후활동 코

칭”](40만원), 

PROMOTE 플랫폼(20

만원)에서 60% 할인한 

24만원(부가세 포함)로 

책정 되었으며 고급과정 

수강료는 3주에 걸쳐 진

행되는 [교육 이벤트(2

일) + “사전/사후활동 코

칭”](80만원), 

PROMOTE 플랫폼(20

만원)에서 60% 할인한 

40만원(부가세 포함)로 

책정됨

별도 제한 없음

과정별 고성과 학습 여정
(HPLJ) 기간 

•사전 활동(1주차): 
PROMOTE 플랫폼
(온라인) 참가, 강연
자/참가자 소개, 
PRISM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벤트(2주차): 
PRISM 오프라인 강
연(초급/중급/적용은 
1일 6시간, 고급/전문
가는 2일 12시간), 실
시간 모바일 퀴즈(30
분), 과제 제시 
•사후 활동(3주차): 개
인별 과제 제출 및 피
드백, 교육 평가(참가
자 설문,  관찰된 행동 
평가)

24만원(부가세 포함) 중급신청자격

중급

- PRISM 사분면(Quadrant) 행동 특성 이해하기 
- 그룹 실습(1): 그룹 내 상호 간 행동 특성 찾기 및 발표하기 
- PRISM 사분면(Quadrant) 선호 환경 이해하기  
- 그룹 실습(2): 그룹 내 상호 간 선호 환경 찾기 및 발표하기 
- PRISM 차원(Dimension) 이해하기 
- 개별 실습(1): 나의 PRISM 차원 찾기 및 발표하기 
- 선호도 평점 이해하기 
- 개별 실습(2): 특정 상황에서 나의 PRISM 차원 찾기 및 발표하기 
- 중급과정 과제 안내(8D 맵 해석)  
- 초급과정 리뷰  
- 개별 테스트: 퀴즈(30분)

초급수료자 24만원(부가세 포함) 고급신청자격

고급

- Underlying/Adapted/Consistent Map 이해하기 
- 그룹 실습(1): 그룹 별 Map 해석 및 발표하기 
- 3개의 Maps 해석하기  
- Adapted 행동 & Adapting 행동 해석하기 
- Dissimilar Maps & Similar Maps 해석하기 
- 그룹 실습(2): 그룹 별 3개의 Map 해석 및 발표하기 
- 그룹 실습(3): 사례에서 PRISM 8차원 Map 그리기 및 발표하기  
- Job Benchmark 프로세스 이해하기  
- 프로파일 분석하기 
- Introversion & Extroversion 해석하기 
- 그룹 실습(4): 사례에서 Job Benchmarking 결과 발표하기 
- 차원 핵심 포인트 및 요약    
- 개별 실습(1): Dynamic Score Chart 완성하기 
- PRISM 차원 반대편  
- 고급과정 과제 안내(Job Benchmarking 해석)  
- 중급과정 리뷰  
- 개별 테스트: 퀴즈(30분)

중급수료자 40만원(부가세 포함) 전문가신청자격

전문가

- 초급/중급/고급과정 리뷰(전문가 1일차 과정)  
- 그룹 실습(1): 방문인 인터뷰 후 PRISM Map 만들고 비교하기 
- Job Benchmark Planner 및 PRISM 인터뷰 가이드 이해하기 
- Rating & Ranking 이해하기 
- 그룹 실습(2): 그룹 별 사례에서 Benchmark 만들기  
- 그룹 실습(3): 그룹 별 사례에서 행동 선호도 평가하기  
- 그룹 실습(4): 그룹 별 사례에서 직업 적성 평가하기  
- 그룹 실습(5): 그룹 별 사례에서 핵심 특성 평가하기 
- PRISM 관계 구축, 감성 지능 프로파일, 빅 5 이론 이해하기 
- PRISM Brain Mapping 온라인 시스템 시현 
- Certified PRISM Practitioner Exam 안내 
- Certified PRISM Practitioner 자격증 교부 및 활동 안내

고급수료자
275만원*(VAT 포함)   
단, 초급~고급수료자는 
88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시험응시자격/공인
PRISM 전문가는 
PRISM 시스템 사용

자격

적용프로그램

- PRISM과 채용  
- PRISM과 팀 성과 분석  
- PRISM과 고성과 팀 빌딩   
- PRISM과 Job Benchmark 및 Matching  
- PRISM과 행동 변화 및 개선 
- PRISM과 성과 관리   
- PRISM과 역량 개발   
- PRISM과 여성 리더 개발  
- PRISM과 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상담

중급수료자 24만원(부가세 포함) -

전문가 과정* 교육비 초급~고급 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275만원(환율에 따라 변동됨)에서 초급 ~ 고급 과정까지 교육비 88만원이 차감된 187만원(환율에 따라 변동됨)이 적용됨

주관 InnoTraining Inc. | PRISM Brain Mapping Korea

교육 진행자 PRISM Brain Mapping & InnoTraining Inc. 강사

교육 시간 10 : 00 ~ 17 : 00(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