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 트레이너 전문가(DT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그 트레이너 기본(Foundations) 코스의 수강생을 위한 안내
도그 트레이너 전문가(DTP)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그 트레이너 기본(Foundations) 코스의 모든 퀴즈를 통과하여 코스를
완료하십시오. (DTP 등록 마감일 2주 전)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트레이닝 동영상을 보내 주십시오. 신청서 제출과
수강료 지불 후에 동영상을 제출하십시오. DTP 등록 마감일 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받아야 합니다.
동영상

도그 트레이너 기본(Foundations) 코스를 완료한 후, 트레이닝 동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2분에서 3분간의 편집되지 않은 트레이닝 세션으로, 개가 처음부터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셰이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니다.셰이핑 과정의
최초 시작 부분을 처음부터 보고자 합니다. 동영상에 여러분의 몸 전체와
개의 몸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완성된"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다음 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타이밍
클리커 기계적 기술
셰이핑 개념에 대한 이해
강화율
개의 참여 정도와 몸짓 언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충분히 밝은 공간에서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카메라가 창문이나 태양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세로가 아닌 가로로 촬영하도록 합니다.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위치와 방법
(YouTube 설명)
A. Google 계정 만들기

(이미 Google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 하고 "동영상 업로드" 섹션으로 건너뜁니다.)
1.
2.
3.
4.
5.

http://www.youtube.com에 접속합니다.
홈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로그인이라고 표시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양식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YouTube에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 YouTube를 클릭하여 http://www.youtube.com으로
돌아갑니다.

B. 동영상 업로드
1. 페이지 상단의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채널의 계정 이름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4. 개인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5. 완료를 클릭합니다.
6. 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합니다.
7.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찾아 열기를 선택합니다.
8. 동영상에 제목을 붙입니다. 성과 이름 그리고 DTF 동영상이라는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9. 개인 정보 설정에서 나열되지 않음(unlisted)을 선택합니다.
10. 변경 내용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11.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Video Manager를 클릭합니다.
12. 방금 업로드한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C. 동영상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기
1. 브라우저 창에서 동영상의 URL 링크를 복사한 다음 이메일 본문에 붙여 넣습니다.
2. 이메일 제목에 성과 이름 그리고 DTF 동영상이라는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접수 코디네이터인 Nancy Driver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