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를 위한 올바른 강아지 시작을 바로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강아지 사회화 클래스가 그저 놀기 위한 이유일 뿐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올바른 강아지 시작(Puppy Start Right for Instructors)은 퍼피 
클래스를 제공하는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를 위한 표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보호자들과 그들의 강아지에게 재미있고 
편리하며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자랑스럽습니다.”
– Tammy Bourgoyne

두 배의 결과. 미리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강아지와 보호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클래스를 진행하십시오. 교육을 받은 고객은 최고의 고객이자 강아지를 
돌보는 최고의 보호자입니다.

문제 강아지를 위한 도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의 경우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SRI 코스는 일반적인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고, 더 심각한 문제의 초기 징후를 
식별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십시오. 고객이 처음 보는 트레이너는 다시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레이너입니다. 강아지 중심 클래스를 통해 다른 어떤 클래스보다 먼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어 
보호자 및 반려견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트레이너는 
퍼피 클래스가 수의사와의 관계를 열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훌륭한 추천을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독특한 관점. PSRI 코스는 수의사(남편)와 수의 테크니션/트레이너(아내) 팀이 설계했습니다. 이 
코스는 수의학 전문 지식과 도그 트레이닝 전문 지식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강아지 트레이닝, 사회화 및 신체 발달에 대한 완전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와 협력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올바른 강아지 시작(Puppy Start Right)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미래 
지향적인 수의학 관행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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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설정, 시작! 매주 주제를 정해 진행되는 강아지 클래스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과 운영이 쉽습니다. PSRI 코스에는 완전한 수업 계획, 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클래스를 보완하기 위해 완전한 온라인 동영상 패키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고객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집에서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등록한 첫 번째 클래스로 PSRI 코스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수행 내용이 있으므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에는 
클래스를 가르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인스트럭터 노트를 포함하여 완전한 4주 Puppy Start Right 
Preschool 커리큘럼, 워크시트, 유인물, 코스 후 지원, 맞춤형 마케팅 자료, 지원 문서, 미리 
만들어진 과제, 1시간 길이의 오리엔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Karen Pryor 
Academy, CCPDT, IAABC 및 RACE(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에서 CEU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캐런 프라이어 보증. PSRI 코스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트레이닝 교육의 리더인 Karen Pryor 
Clicker Training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유일한 강아지 코스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이 
클래스는 강아지가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고 100% 비강압 방식이며 강가, 학생 및 
강아지를 위한 재미를 보장합니다!

포괄적. 이 코스는 강아지 사회화, 성장 및 발달, 긍정 강화를 사용한 기본 기초 트레이닝, 배변 
교육, 뛰어오르기 및 씹기와 같은 강아지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문제 해결 및 예방, 학습 이론, 
일반적인 질병의 개요 및 예방 방법, 강아지 사회화 수업을 마케팅 하는 방법, 고유한 Puppy Start 
Right 커리큘럼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의 100개에 가까운 고품질 동영상과 많은 
"화면 밖의" 연습으로 계속해서 흥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코스 가이드 보기 >

최고의 선생님. 이 과정은 KPA 교수진인 데비 마틴(Debbie Martin, RVT, VTS(Behavior), 
CPDT-KA, KPA CTP)와 그녀의 수의사 남편 케니스 M. 마틴(Kenneth M. Martin, DVM, 
Diplomate,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Behaviorists)이 가르칩니다. 이들은 이 코스와 
함께 높이 평가되는 책인 Puppy Start Right: Foundation Training for Companion Dog의 
저자입니다. 저자의 지원 외에도 코스는 동료의 지원을 받습니다(코스 중 및 코스 후 모두).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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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 온라인으로, 집에서, 일정에 따라, 자신의 진도에 맞춰 코스를 수강하십시오. 코스는 
일반적으로 12주 이내에 완료할 수 있지만 일부 수학생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일부는 더 짧은 
시간에 완료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학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올바른 강아지 시작(Puppy Start Right for Instructor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10.

지금 ‘전문가를 위한 올바른 강아지 시작’을 등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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