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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US$495 
gallupstrengthscenter.com을 방문하세요!

GALLUP의 매니저 및 팀 코칭 키트
사람들은 자신의 지배적 재능을 매일 활용할 수 있을 때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훌륭한 매니저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며 성공하는 팀원을 구성하고 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며 조직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각 개인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및 팀 코칭 키트는 코치가 매니저와 팀이 각자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이 맡은 역할에 활용하도록 
도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도구가 되어 줍니다. 키트에 있는 도구는 코치와 팀 매니저가 협력하여 

강점 기반 개발을 통해 팀의 성과 향상을 꾀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할 때 참고할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매니저와 팀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코치라면 무료 매니저 및 
팀 코칭 키트가 포함된 매니저 및 팀 코칭(Coaching Managers and Teams) 과정에 참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Gallup의 강점 코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on.gallup.com/1erxblr을 방문하십시오.

매니저 및 팀 코칭 키트 정보

Gallup의 매니저 및 팀 코칭 키트에는 매니저와 소규모 팀을 대상으로 하는 강점 기반 개발 세션에 유용한 

리소스와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키트를 이용하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니저를 대상으로 매니저가 본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재능을 극대화하여 원하는 성과를 얻도록 코칭

 • 매니저에게 강점 기반 개발을 통해 팀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

 • 팀이 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 개발 및 활용하도록 지원

 • 팀 구성원에게 개인별 재능과 팀 전체의 재능을 극대화하여 팀의 생산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공

참고: 이 키트는 Clifton StrengthsFinder 평가 및 

테마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여 강점 기반 

개발에 익숙해진 코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점 코칭 입문용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  

https://www.gallupstrengthscenter.com/Purchase/Kits 

에서 강점 코칭 스타터 키트(Strengths Coaching 
Starter Kit) 구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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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내용

키트에 포함된 자료는 매니저 및 팀 코칭 키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매니저 및 팀과 함께하는 강점 코칭 소개 

가이드(Introduction to Coaching Strengths 
with Managers and Teams Guide)

본 가이드는 코치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고 코치의 

성공이 매니저 및 팀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강점 기반 팀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및 팀 매니저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소개합니다. Gallup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매우 생산적인 팀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매니저가 

어떤 특성과 행동 양식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니저와 함께하는 강점 기반 코칭 대화 

가이드(Strengths-Based Coaching 
Conversations with Managers Guide)

이 종합 가이드는 코치로서 여러분이 조직과 팀의 

목표를 이해하도록 매니저를 도와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마다의 강점 및 팀 전체의 강점을 

이해하고 그 진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코칭하는 프레임워크가 되어 줍니다. 이 가이드를 

활용하면 매니저가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하여 각 

개인과 팀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코치로서 

그들을 돕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다음의 세 가지 건설적인 코칭 대화에 

집중합니다.

 • 매니저가 본인의 역할에 활용 가능한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이끎

 • 매니저가 각 팀원의 독특하고 강력한 재능을 

이해하고 그 진가를 인식하도록 지원

 • 팀 전체의 강점에 대해 매니저를 교육하고 

팀 내의 잠재적인 재능 공백과 취약성을 

인식하도록 도움

팀과 함께하는 강점 기반 코칭 대화 

가이드(Strengths-Based Coaching 
Conversations with Teams Guide)

팀원이 서로의 지배적 재능에 대해 알게되면 팀 성공을 

달성할 가장 큰 기회를 찾게 되는 셈입니다. 이 심층 

가이드는 코치로서 여러분이 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팀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여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다음의 네 가지 팀 코칭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강점 기반 개발의 토대를 팀에 소개하고 팀원이 

각 개인의 강점 프로필을 이해하도록 지원

 • 각 팀원이 팀에 기여하는 고유한 재능을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써 강점 기반 파트너십의 

힘을 팀원에게 숙지시킴

 • 팀원이 팀 전체의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팀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각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도움

 • 팀 구성원에게 개인별 재능과 팀 전체의 재능을 

사용하여 팀 몰입도, 생산성 및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제공

팀 강점 개발 대화 활동 팩(Team Strengths 
Conversations Activity Packs)

이 자료는 팀 코칭 세션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패킷을 포함합니다.

 • 팀 코칭 대화 1에는 '재능을 펼치세요'(Unleash 
Your Talents) 포스터 및 재능 발현(Talents in 
Action)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에 강점 

기반 개발을 소개할 때 활용하십시오.

 • 팀 코칭 대화 2에는 파트너십 카드(Partnership 
Cards)와 강점 이미지(Strengths Portrait)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점 기반 

파트너십의 힘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하십시오.

해외 주문하려는 경우 Gallup Store에 gallupstore@gallup.
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1.402.951.3674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미국의 표준 배송을 이용할 
경우 무료 배송됩니다.

해외 또는 Express 배송의 경우 888.525.6117 또는 
1.402.951.3674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