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재개발원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Hyundai
Research

Institute

조직문화활성화프로그램


#. 교육 개요

조직화합 Activity 참여를 통한 조직의 비전과 세대간·부서간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간 자발적인 조직의 비전 도출

교육명

교육 인원

교육 방법

교육 일정

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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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일정표

구분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1:00
11:00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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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소개: M1. 스마트 비전 더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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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소개: M1. 스마트 비전 더빙

구분

시 간
09:30 ~ 10:30, 1H

기획/준비

10:30 ~ 12:00, 1.5H

13:00 ~ 16:00, 3H

발표/상영

D+1일, 15시~

내 용
▪ 오리엔테이션 : 더빙 진행 프로세스 & 강사진 소개
▪ 더빙 : 목소리 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영화 더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팀별 작품 선정
▪ 영화/드라마 속 명장면을 볼보 스토리로 만들기
- 주어진 주제(3V: Vision, Value, Viatality)에 따라 작품에 대한 구상 및 조별 스토리 완성
- 미니오디션을 통한 배역 정하기/ 스토리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장면 완성하기
▪ 화합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목소리 연기 연습
- 재미있는 대사와 상황으로 메시지 전달하기/ 리허설 진행하면서 합을 맞춰보기
▪ 한 편의 멋진 더빙 영화로 완성하기
- 강사별로 배정된 공간에서 조별로 더빙 녹음 진행
▪ 00기업 DUBBING FESTIVAL!
- 조별 작품 상영 및 감독의 제작 의도 & 소감 발표

1.10명씩, 총 5개팀으로 구성

1.스토리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감독

1.조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실제 더빙 녹음

2.3편의 서로 다른 영화선정

으로, 이를 텍스트로 풀어낸 사람을

2.주연과 조연, 여기에 실제감을 더하는 사운드

3.스토리 구성 전, 기업의 핵심가치 & 팀/
개인비전에 대한 토론 진행
4.그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영화

스토리 구성

작가로 선정. 이외 스탭, 배우 등 선정
2.완성된 스토리를 시나리오화하여 연기

연습진행

효과까지 맞춰가는 과정에서 협동심 형성
3.최고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로

하나되는 00기업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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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소개: M3. 스마트 비전 디자인
-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 및 작성 Work Sheet를 기초로 Action plan을 액자에 작성, 이를 이미지화하여 티셔츠 제작 후 단체촬영

과정 개요

모듈

내 용

방법

앞으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과 조직화합의 마음가짐을
담은 메시지를 티셔츠/ 액자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별로 액자, 팀별로 공통 디자인의 티셔츠를 제작하고 함께
참여한 동기들의 작품 공유와 발표 진행으로 활발한소통을
이끌어 한 팀이 라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오리엔테이션
(0.5H)

[세대간 이해/ 부서간 갈등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Action Plan 기반 활동]
▪ 다양한 인터랙션 툴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과정 몰입도 부여
▪ 티셔츠 제작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샘플 감상

강의형

“개인의 비전과 조직화합을 비주얼라이징하기” 작품 구상
▪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멋진 그림을 그리고, 이를 액자/ 티셔츠로 제작
▪ (액자) 개인의 비전/ 조직에서의 목표 및 다짐을 이미지/ 슬로건표현
▪ (티셔츠) 세대간 이해/ 부서간 갈등 관련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을 표현

실습형

Flow
제작
키트 분출

프로세스
설명

티셔츠
제작

작품
공유

작품 구상/ 제작
(1.5H)

과정 스케치

공유 및 발표
(1.0H)

우미건설 스마트 비전 발표회
▪ 함께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작품 공유 및 공동애 고취
▪ (티셔츠) 일부 작품을 보며 개인별 발표 진행 제작의도 설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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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소개: M3. 스마트 비전 디자인
-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 및 작성 Work Sheet를 기초로 Action plan을 액자에 작성, 이를 이미지화 하여 티셔츠 제작 후 단체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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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프로그램

현장 스케치: 비주얼 씽킹
- 워크숍에서 도출된 다양한 활동 결과물(조별 스마트 비전 더빙/ 디자인 外)를 한장의 글과 그림으로 표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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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than the BEST !
[ 과정 문의]
허용원 팀장 (02-2072-6296/ ttlhyw@hri.co.kr)
신우진 선임연구원 (02-2072-6212/ place@h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