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된팀을만들다

히어로 긍정팀십 디자인 과정
조직 라이센스
구성원들의 심리적 연결을 촉진하는 히어로 긍정팀십 디자인 과정은 구성원의 심리가 조직의 성장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프레드 루덴스의 긍정심리자본을 근거로 개발된 팀 활성화
과정입니다. 히어로 조직 라이선스를 도입하시면 사내 FT가 조직의 팀 활성화 과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 구성

팀 비전 워크숍

팀 시너지 워크숍

팀 공감 워크숍

팀 긍정 워크숍

(3H)

(3H)

(3H)

(3H)

Hope

Efficacy

Resilience

Optimism

과정 특징
긍정심리학 및 긍정조직학 기반 인터벤션
긍정심리학자들이 검증한 매커니즘 및 인터벤션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구성

국내외 인정받은 콘텐츠와 과정 효과
제5회 세계긍정심리총회(2017)- 긍정조직 인터벤션 챌린지 준결승 진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2017)- 민간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

팀내 심리적 안정감 촉진
구성원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높여 심리적 안정감 구축

진행 프로세스
사전논의 및 계약체결
• 진행 모듈 및 계약기간 선택
- 1개 과정 선택 가능
- 1년 단위 연장
• 계약 체결 및 라이센스 계약비 지급

사내 FT 과정 진행
• 시간 : 8H~ 24H
• 내용
- 긍정심리학 과정 개요 이해
- 워크숍 경험 및 Q&A
- 사내 FT 워크숍 시연 및 피드백

자체 워크숍 진행
• 자체 워크숍 일정 계획 및 진행
- 과정 진행 1주일 전 교구 신청
• 1차수 블룸 FT 진행 및 사내 FT
참관 추천

초연결된팀을만들다

히어로 긍정팀십 디자인 과정
조직 라이센스
모듈 내용
개인 및 팀 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팀의 더 나은 미래 공감

팀 비전 워크숍

•

희망 메커니즘에 기반한 개인 목표 달성 방법 도출

•

팀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이미지화 작업

→ 희망의 재발견 | 희망 플레이 | 비전 아트월 만들기

개인 강점을 탐구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팀 내 상호 강점 인정과 연결로 시너지 구상

팀 강점 워크숍

•

팀원간 다양한 강점을 상호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 배양

•

팀 내 업무 수행 및 협업 시 강점 기반 수행 분위기 조성

→ 강점의 재발견 | 강점 플레이 | 강점 맵 만들기

일상 공감 및 가치 대화로 팀원 간의 심리적 거리 축소 및 팀내 소통의 연결점 도출

팀 공감 워크숍

•

공감 기반 플레이를 통해 구성원간 상호 이해 및 유대감 형성

•

개인의 가치를 공감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 배양

→ 관계의 재발견 | 공감 플레이 | 공감 조직도 만들기

긍정 질문으로 긍정 관점을 확장하고 팀의 긍정적인 속성에 대한 탐구 및 시각화

팀 에너지 워크숍

•

개인과 팀의 가능성을 공유하여 긍정 에너지 향상

•

구성원 간의 진솔한 대화로 상호 이해도 증진

→ 긍정의 재발견 | 에너지 플레이 | 에너지숲 만들기

라이센스 혜택

[교안]

[활동용 워크시트]

[FT매뉴얼]

•

마인드 교구(아이트리, 강점카드, 가치배지, 관계보드) 할인 구매

•

히어로 과정 콘텐츠(교안 및 FT매뉴얼) 업그레이드 제공 (연 1회)

•

히어로 과정 FT 세미나 참석 (연 2회)

•

긍정조직개발 및 긍정조직학 관련 자료 공유 (비정기)

[마인드 교구 세트]

문의 : 블룸컴퍼니 박민정 실장 070-4618-2606 | mj@bloommind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