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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걱정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2년 반의 과정이 어느덧 끝나고 결실을 맺게 되었습
니다.때로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
고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돌이켜보니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논문 작성의 기본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이끌어 주신 추상희 교수님,뛰
어난 학문적 통찰력으로 논문의 방향을 잡아 주신 김소야자 교수님,가까이에서
정신적·학문적 길잡이가 되어 주시며 따뜻한 가르침을 주신 박정숙 박사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미
간호담당 부원장님과 손주온 수석부장님,정인선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지
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신 동료 파트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
음을 전합니다.
힘든 기간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이 됐던 동기들과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관
심을 가져주고 힘이 되어준 141병동 간호사들,특히 지금은 부서 이동을 하였지만
함께 시작하여 모범으로 이끌어준 이정이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감싸 주시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어머님과 딸
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친정어머님을 비롯하여 양가의 모든 형제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언니의 학위과정 시작부터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너무나 큰 도
움으로 오늘이 있게 해준 동생 경화와 제부 박지호 교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든든한 버팀목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이 되어준 사랑하
는 남편 임덕은,공부하는 엄마를 이해하고 지원해 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큰
딸 민정이,엄마의 커피 심부름을 자원하며 애교로 지지해준 예쁘고 사랑스러운
막내 민수에게 한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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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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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및 코칭 프로그램 구성
요인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현재의 코칭 행동수준을 파악하여,향후 간호조직에
필요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코치 양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
도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survey)이다.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 소재 2000병상 규모의 종

합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및 간호 관리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코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

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고,행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ittenberg와 Reis(1988)의 대인관계 능력검사를 바탕으로 김봉호(2008)가 코칭 하
위요인에 따라 수정하여 제작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봉호(2008)가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의
견을 참고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9.1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코칭에 대한 인식 및 행동수준은 실수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코칭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평가는 Fisher'sexacttest로
분석하였고,직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및 코칭 인식정도와 코칭 행동수준은
chi-square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4.9세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136.1개월로 6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193명(64.8%)이었다.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231명(75.3%)
이었고,파트장 73명(24.5%),프리셉터 경력을 가진 간호사 136명(45.6%),일반간호
사 89명(29.9%)이었다.



- v -

2.간호사들이 코칭을 알게 된 경로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었다
는 응답이 97명(62.2%)으로 가장 많았으며,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79명(93.6%)으로 대부분의 간호사가 간호조직에 코

칭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코칭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88.9%인 반면,실제 코칭 프로그
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일반간호사 72%,프리셉터 75.7%에 그쳐,업무 외 시
간에 대한 부담감(84.2%)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분석결과 Likert식 4점 척도의 평균점이 3.41을 넘

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 3.61(±0.52),의사소통능력 3.60(±0.54),의사결정능력
3.47(±0.53),동기부여능력 3.45(±0.54),문제해결능력 3.43(±0.05), 타인이해능력
3.41(±0.55)등 6가지였다.
5.코칭에 대한 지식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83(±13.12)점이었고,직위, 학력,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코칭 행동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70.11(±8.91)점이었고, 파트장이 평균 

74.67(±7.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위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간호사들은 코칭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코칭 프로그램 참여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80.9%의 간호사만 참여의도를 보여 낮게 나타났다.프로그램 도입반대
및 불참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외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나,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간호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
이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업무 외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핵심 되는 말 : 코칭 인식정도, 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코칭 행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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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병원은 의료 전문분야의 다양한 직종이 모여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동과 분업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 복잡한 조
직이다.병원의 경영환경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증가와 의료시장 개방 등 대 내
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또한 의료서비스의 패턴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병원조직의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 증진이 중요과제로 지
적되고 있다(박원우,1997).병원운영의 4가지 요소는 인적자원,물적 자원,재정적
자원,정보인데 이 중에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인적자원에 대한 관
리는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원융희,2002).병원경쟁력 확보의 효과
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인적자원관리가 대두되면서 병원조직에서 병원인력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영희,2002;이호
경,2005).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 있는 간호사를 확보하고 유지하고자 하며,그러기위해 입사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사를 유능하게 훈련해야 한다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유옥수,1996).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일환으로 채용 단계에
서부터 검증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스크린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다양한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하여 숙련된 간호 인력을 개
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부은희,2006).
최근의 의료현장은 환자들의 중등도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소비자와 기관의 요

구들은 많아지는데 비하여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서 간호사의 감정적,신체적 노동
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업무에서 요구되는 감성적인 특성들로 인하여 간호사
의 이직 역시 악화되고 있다(Vitello-Cicciu,2002).병원간호사회(2002)가 국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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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국내 간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16.6
%이다.이는 노동부(2003)에 따른 보건 및 복지사업 종사자의 이직률 1.8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Toffler(1982)가 제시한 간호사의 적절한 이
직률인 5～10%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적정수준을 벗어난 높은 이직률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하며(Curry등,1985),병원에 비용측면의 손해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의 사기저하
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초래함으로(이명선,2003),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
기 위한 방안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모색되고 있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조직몰입이 전체 변인의 44%를 설명

하는 것은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반
영해야 함을 지적해 주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하나선 & 최정,2002),최근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자아관련 성과와 함께 직무관련 성과를 기대하는
방안으로 코칭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순규,2007).코칭이 개인
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자기 주도적 성장기회를 스스로 발견하여 실행하도록 하
는 효과적인 학습촉진 도구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나 비영
리재단에서도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코칭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한허정,
2007).또한 여러 문헌상에서 코칭의 활용이 리더십스킬 개발,삶의 스타일의 변
화,전문직 발전,자기개발 등에 폭 넓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Caspi,2005),코칭 기법 활용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부서원의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KPI,2008).
Dingman(2004)은 코칭의 유용한 효과로 자기인식,자존감,감성지능,자기 효

능감 영역의 증가 등 자아 관련성과를 보고하였으며,Barrett(2006)은 직무만족을
통한 조직몰입의 증가를 직무관련 성과로 보고하였다.조직몰입이 동기부여를 촉
진하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밝혀지면서 간
호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Corely & Mauksh,1993;
Shaderetal,2001).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고(이혜경,2001),

업무수행 성과가 높으며(박순주,2001),감성지능과 직무만족,직무몰입,지각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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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보고 되고 있으며(Vitello-Cicciu,2002;정명숙,
김광점,2006),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유의한 순 상관관계 역시 확인되고 있다
(이명희,1997).
현대의 새로운 조직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과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중간 관
리자의 역할이 기존의 업무성과나 부하직원 관리 경영에서 점차 부하직원의 성장
과 학습을 지원하는 육성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조직 구성원들의 가능
성을 발견하고 키우는 코칭 기술이 필수요소가 되고,코치(coach)로서의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Evered & Selman,1989;Orth etal,1987;Hrgrove,
2000).관리자에게 새롭게 강조되는 부하직원 개발 및 육성자로서의 역할은
Minzberg(1973)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로 교사(teacher),교육자(educator),촉진
자(facilitator),개발자(developer),전략적 학습 관리자(strategiclearningmanager)
등 다양하게 명명 되었는데(Ellinger& Bostrom,2002,재인용),코칭은 코칭을 받
고자 하는 개인의 재능,역량,기술 등을 향상시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
와주고,조직 구성원간 개방적이고 신뢰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최은정,2005).Hamricet.al(2003)은 전문
간호사가 환자들의 질병을 관리하고 현실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줄 때,
Coaching기술을 적절히 사용한 Coaching활동에 중점을 두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간호조직에 코칭을 도입하여 간호사들의 역량과 기술을 향상시
키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게 되면,간호사들은 부여받은 업무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어 직무만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직무만족이 높아지면 이직 의도나 이직률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하나선 & 최정,2002).
현재 간호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간호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 도입 및 전문적 코치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간호조직에 코칭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코칭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정도 및 현재의 코칭 행동수준을 파악하고,프로그램 구성요
인에 대한 요구분석 등 기초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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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코칭 행동수준을 파악하고 코
칭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향후 간호조직 내 체계적인 코칭 프로
그램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2)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을 파악한다.
3)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에 대한 간호사의 요구를 확인한다.

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11)))코코코칭칭칭 인인인식식식

코칭에 대한 인식은 코칭과 유사한 다른 개념과 구별하여 코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말하며,코칭에 대한 인지여부,알게 된 경로,코칭 프로
그램 도입의 필요성 및 참여의도,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의 코칭 인식정도는 연구자가 여러 문헌고찰을 한 후 직접 개발한 도
구를 통해 얻은 점수를 말한다.

222)))코코코칭칭칭 행행행동동동수수수준준준

코칭 행동수준이란 개인이 코칭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
거로 코치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코칭 행동수준은 Wittenberg와 Reis(1988)의 대인관계 능력 검사를
바탕으로 김봉호(2008)가 개발한 코칭 척도를 통해 얻은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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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에서는 코칭 행동수준에 대한 조사를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조사에
만 의존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응답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관찰 또는 동료평가에 의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2.본 연구 결과는 일 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타 병원으로 확
대 적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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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AAA...코코코칭칭칭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정정정의의의

코칭의 개념은 아동 및 성인교육,카운슬링,치료심리학,가족치료학,관리자 교
육 및 훈련,조직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오늘날 경영조직 분
야의 코칭은 조직개발(Organizationaldevelopment)방법론,성인교육,관리교육
및 훈련,산업조직 심리학,상담기술 등이 융합된 개념이다(Talarico,2002).
1950년대 조직 및 경영관리 분야에 소개되기 시작한 코칭은(Evered,R.D.&

Selman,J.C.1989)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코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
여,리더십 스킬 개발,삶의 스타일의 변화,전문직 발전,자기개발 등에 폭 넓은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aspi,2005).1990년대에 이르러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해지는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하고,물적 자원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인적자원 중심의 관리로 전
환되면서 조직구성원의 개발 및 육성의 도구로서 코칭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
였다(Kilburg,1996;McLernetal,2005).또한 이러한 코칭의 도입은 관리자의 역
할 변화에 기여하였다(이희경,2005;Wenzel,2000).
세계 최대 글로벌 코치양성 전문기관인 CorporateCoachUniversity(CCU)는

“코칭은 코치와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
고,발견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설정,전략적인 행동,그리고 매우 뛰어난 결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이다.”라고 정의하였다.즉,
코칭이란 코치가 코칭을 받는 사람에게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이다.코치는 경청하고 관찰
하는 데 있어서 고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며,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필요
에 접근해가는 방법에 숙련된 사람들로 스스로 전략과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한다.
코칭은 효과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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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고,스스로 깨우쳐 일하게 하며,성공의 길을 걷게 한다.코칭을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하거나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며,코칭은 건강한 사람에게
더 효과적이다(정진우,2005).코칭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능력에 관한 신뢰
를 바탕으로 코칭 받은 사람이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자 기술이며,보다 적극적인 미래,창조성,성과,행동에 관한 것을 다룬다
(이희경,2005).코칭은 구성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리더들의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Stowell,S.Porter1986;
Whitmore,J.2002)리더십 차원에서의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최초
로 코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Stowell(1986)은 코칭에 대한 정의를 리더가
토의나 대화로 개입 또는 중재(intervention)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능이나 행동
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라고 조작적으로 정의(operationaldefinition)하였다.즉,코칭
은 구두로,행동으로 구성원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하
며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수시로 피드백을 하여 주는 것이다(이
순규,2007).한국 코치협회(2007)에서도 코칭은 고객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실행력을 높여주는
코치와 고객 간의 대화 프로세스라고 하였다.최근에 Starcevich등(2002)은 코칭
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지속적
인 향상과 역량개발,문제 해결 등을 추구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 하였다.전도근
(2006)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코치가 코티(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목표와 방향을 제시
하고 성공에 이르도록 이끌거나 지도하는 과정이 코칭이라고 정의하였다.
코칭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다른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코칭의 개념과 영

역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가장 많이 비교되는 개념이 멘토링이며,그 외 리더
십,상담,트레이닝과 비교해 볼 수 있다.많은 실천가들은 코칭과 멘토링의 차이
를 강조하고자 하지만(Woods,1999),실제 두 개념은 엄격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라
기보다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
허정,2007).
코칭의 목적은 직무상의 현재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이 직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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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 수행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멘토링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경력개발에 초점을 두며 개인적.인격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코칭은 적시에 적절한 피드백이 중요하며,멘토링은 자신이 역할모델이 되어 방향
을 제시한다.따라서 코칭의 경우 주로 자신과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직속상사가
코치가 되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멘토링의 경우 업무상의 명령체계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멘토가 되어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Harvard
BusinessSchoolPublishing,2004).
코칭과 리더십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직관리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리더십이 자신과 조직의 성공에 집중하는 반면 코칭은 타인의 성공에 집
중하며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코치와 개인의
공동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에 종료된다는 차이점이 있다(전도근,2006;Fairley&
Stout,2003;Whitmore,J.2007).
또한 코칭과 상담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을 통해 인간적인 성

장을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상담은 주로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상대방의 과거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는 반면,코칭은 건강한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목
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코칭은 상대방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고,그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도출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도록 도와준다(전도근,2006;최병권,2004;O'Connor& Lages,2005;Whitmore,
J.2007).
코칭은 트레이닝과도 구별된다.트레이닝이 트레이너의 업무증진 스킬을 자원

으로 하여 전문가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라면,코칭은 퍼실리테이션
과 부하육성 스킬을 자원으로 특정한 과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지식과
사고 및 업무역량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코칭은 업무 현장에서 관리자와 구성원
의 일대일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코칭을 받는 구성원의 개별적
인 훈련요구,기술수준,잠재능력의 진단을 기초로 한다.관리자는 구성원이 스스
로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을 함께 구성하고,자신의 업무에 적
용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반대로 트레이닝은 전형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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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번 혹은 몇 차례 정해진 과정을 제공한다.현장과 동떨어져 습득한 지
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트레
이닝이 조직 및 개인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데는 제한적이다(O'Connor &
Lages,2005).트레이닝이 한 자리에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코칭은 특정한 한사람을 지속적으로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코칭은 리더십보다는 합리적이고,상담보다는 지시적이며,멘토링보다는 전문적

이다.코칭과 다른 개념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코칭을 받는 대상에 대한 책임
과 지속적 관심이다.(Fairley& stout,2003;O'Connor& Lages,2005;Whitmore,
J.2007).

BBB...코코코칭칭칭의의의 실실실무무무적적적용용용 효효효과과과

111)))코코코칭칭칭의의의 직직직무무무관관관련련련 성성성과과과
Barrett(2006)은 각각 42명의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그룹 코칭을 중재한

연구결과에서,코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고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감
소시켰다는 직무관련 성과를 보고 하였다.또한,Laabs(2000)는 코칭 단독으로는
리더의 생산성을 22.4% 올리는데 그쳤지만,코칭을 이용한 훈련을 통하여 생산성
을 88%까지 올렸다는 조직차원의 성과 결과를 보고하였다.
Zeus& Skiffington(2002)은 그룹 코칭 사례연구 고찰에 대한 논의에서 코칭에

노출된 그룹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갈등정도가 낮거나 갈등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하였으며 팀의 효과성과 응집력이
코칭 중재 이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TalmaKushnir등(2005)은 간호에 있어 코치의 훈련동기,훈련결과 및 직무수

행에 관한 코칭 프로젝트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실험에 참가한 코치들이 긍정
적인 행동의 향상과 간호기술의 개선,우수한 직업적 수행능력을 입증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국내의 연구 결과를 보면 김은희(2008)는 성과관리제도 하에서 팀장급 리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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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칭 활동이 구성원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리더의 코칭이
활발할수록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도가 향상된다고 하였으며,조직이 구
성원 개인의 욕구를 무시한 채 목표달성과 생산성 향상만을 중심으로 합리성만을
추구하면,코칭은 구성원들의 직무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
였다.대학병원 간호사 450명을 대상으로 한 최치영(2003)의 논문에서는 상사의
관계 중심적 코칭이 직원의 역량 및 의욕에 강한 영향을 주고,구성원의 역량과
의욕은 직원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직원만족은 고객만족에 강하게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최은정(2005)은 연구직 종사자와 판매직 종사자
1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코칭 리더십이 직원들의 자부심과 자기효능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자기효능감과 자부심은 직무만족에 매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화자(2007)는 코칭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CEO의 리
더십향상 방안 연구에서 코칭이 조직의 리더십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 하였으며,한허정(2007)도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 중간관리자의
코칭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코칭이 조직의 리더십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광석(2000)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기연맹에 등록된 운동선수 413명
을 대상으로 코치의 리더십유형과 구성원의 성숙도 및 만족도가 집단의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칭 리더십 유형이 집단 응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황경수(2006)는 코칭 능력이 직무만족과 현재 및 미래
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소양을 높인다고 하였다.

222)))코코코칭칭칭의의의 자자자아아아관관관련련련 성성성과과과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의하여 정의된 개념으로 특정

한 수준의 수행능력을 달성하는 능력에 관한 개인들의 믿음이며,개인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양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Bandura& Locke(2003)은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 강화되면 구성원들의

능력이 증진된다고 하였고,Dingman(2004)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목표를
높게 가지고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여 많은 인정과 보상을 얻게 된다고 하였
다.Gilley,J.W(1996)는 자아관련 성과는 자아개발 및 발전에 관련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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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으로 인한 자아관련 성과 중의 하나가 자아효능감이라고 하였고,
Dingman(2004)은 코칭으로 얻어진 자아관련 성과로 자기인식,자존감,감성지능,
자기효능감영역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TalmaKushnir등(2006)은 5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코칭 프로젝트의 효

과에 관한 실험연구에서,코칭을 받은 실험군은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긍정적
행동의 변화,우수한 직업적 수행능력을 입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김봉호(2008)는 부사관 52명을 대상으로 한 코칭훈련 프로그램

의 효과 검증에서 코칭훈련 프로그램이 부사관의 대인관계 태도변화와 자기효능
감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하였으며,이순규(2007)는 32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결과에서,그룹 코칭 프
로그램은 짧은 기간에 직접적으로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나아가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위인동화
를 활용한 NLPia코칭 프로그램 적용 연구에서는 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
영례(2007)와,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혜진(2006)의 연구결과 모두 아동의 자
아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코칭은 장애아동
의 행동발달(김득남,2002;이미숙,2002)과 교사역할(강경자,2006;김기덕,2005;
정현희,2006),종업원의 직무만족(홍금주.박재연,2006)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333)))관관관리리리자자자 코코코칭칭칭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조직구성원의 학습은 형식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20% 정도 일어나

고,80%는 개인이 일하는 업무현장에서 일어난다고 한다(Senge,1990).조직구성
원의 학습이 일상적인 업무경험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험 학습이론으로 설
명할 수 있다(Hunt& Weintraub,2002a,2002b).
대표적인 경험학습론자인 Kolb(1984)는 경험학습 사이클에 의해 각 단계가 자

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야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
였다.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습단계의 순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특히 조직의
경우는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성원 학습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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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좌우하게 되고 그것은 관리자의 코칭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한허정,2007).
Ballinger,M.S(2000)는 관리자 코칭 효과 중의 하나는 리더의 감정과 감성지

능과 관련된 자기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이는 Barrett,P.T(2006)
의 연구결과에서 일과 삶의 밸런스는 고려하여야 할 주제이며 코치이의 내부세계
와 관련되는 가치와 동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와 연결된다.
Killburg,R.등(1996)은 관리자 코칭으로 인한 리더십 생산성이 증가함은 보고 되
었으나,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자기인식과 같은 리더의 내적 역동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이순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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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코
칭에 대한 인식정도와 코칭 행동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urvey)이다.

BBB...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서울의 Y 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및 간
호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국의 동의를 얻은 후,연구 참여에 동의한 300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CCC...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코칭에 대한 인식 측정
도구 21문항,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측정도구 18문항,코칭 행동수준 측정도구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11)))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코칭에 대한 인식은 코칭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와 알게 된 경로,코칭 프로
그램 도입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참여의도를 묻는 11문항과,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구별하여 코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설문의 내용은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개발한 후 간호대학 교수 2인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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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소지한 근무경력 20년 이상의 임상 실무자 1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과정을
거쳤다.코칭 지식 측정도구는 코칭 개념 6문항과 트레이닝 개념 2문항,멘토링 개
념 2문항으로 각 문항 당 10점씩 배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도구의 신
뢰도는 Chronbach'sAlpha.82이었다.

222)))코코코칭칭칭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측정도구는 김봉호(2008)가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의
견을 참고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한 설문지를,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중
앙 집중화 답변 경향을 탈피하기 위하여 Likert식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간호사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도입 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
한 것으로,측정기준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1점,‘필요하지 않다’2점,‘필요하다’3
점,‘매우 필요하다’4점으로 된 총 18문항의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평균 점수
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구성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Alpha.79이었다.

333)))코코코칭칭칭 행행행동동동수수수준준준

코칭 행동수준 측정도구는 Wittenberg와 Reis(1988)의 대인관계 능력검사를 바
탕으로 김봉호(2008)가 코칭 하위요인에 따라 수정하여 제작한 대인관계 능력 ,의사
소통 능력,의사결정 능력,시간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였다.측정기준은 4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조금 그렇지 않다’2
점,조금 그렇다’3점,‘매우 그렇다’4점으로 된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으며,점수
가 높을수록 코칭 행동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봉호(2008)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Alpha.91이었으며,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대인관계 능력이 .66,의사소통 능력이 .79,의사결정
능력이 .81,시간 관리능력이 .68이었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87이었으며,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대인관계 능력이 .57,의사소통
능력이 .68,의사결정 능력이 .77,시간관리 능력이 .67이었다.



- 15 -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20일 까지였다.해당기관의
연구심의 위원회(IRB)의 승인 및 간호국의 동의를 얻은 후 1년 이상의 경력간호사
와 간호 관리자를 편의 추출하여 총 30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
록 하였다.배부된 설문지 중 298부가 회수되어 99.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모두 분석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9.1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코칭에 대한 인식 및 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과 코칭
행동수준은 실수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2)직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및 코칭 인식정도와 코칭 행동수준은 Pearson's

chi-square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3)코칭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평가는 Fisher'sexacttest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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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일반간호사 89명,경력이 있는 일반간호사(이하 프리
셉터)136명,간호 관리자 73명으로 총 298명이었다.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종교,근무경력,근무부서,현 직위,만족도,예정 근무기
간의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4.1세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136.1개월로 6년 이

상 근무한 간호사가 193명(64.8%)이었다.성별은 여자가 293명(98.3%)이었으며,학력
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231명(75.3%)이었고,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145명(48.7%)으
로 가장 많았으며,중환자실이 73명(24.5%),기타 80명(26.8%)순으로 나타났으며,기
타부서에는 인공신장실,외래,수술실,간호국,적정진료실 등이 포함되었다.간호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247명(82.9%)으로 불만족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며,가능한
오래 근무하겠다는 응답이 167(56%)명으로 필요한 기간동안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응
답 123(41.3%)명 보다 많았다.직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을 제외한 연령,학
력,결혼상태,종교,근무경력,현 근무지,간호직 만족도,예정근무기간에서 모두 유의
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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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8

특 성 전 체
n(%)

일반간호사
n(%)

프리셉터
n(%)

파트장
n(%) p

성 별
남
여

5(1.7)
293(98.3)

2(2.3)
87(97.7)

3(2.2)
133(97.8)

0
73(100)

.438

연 령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세 이상

41(13.7)
92(30.9)
49(16.4)
44(14.8)
36(12.1)
36(12.1)

37(41.5)
33(37.1)
8(9.0)
4(4.5)
4(4.5)
3(3.4)

4(2.9)
59(43.4)
40(29.4)
21(15.5)
8(5.9)
4(2.9)

0
0
1(1.36)
19(26.03)
24(32.87)
29(39.74)

.000

학 력
전문대 졸
대학교 졸
대학원 이상

67(22.5)
146(49.1)
85(28.5)

31(34.8)
54(60.7)
4(4.5)

36(26.5)
76(55.9)
24(17.6)

0
16(21.9)
57(78.1)

.000

결혼상태
기 혼
미 혼

150(50.3)
148(49.7)

22(24.7)
67(75.3)

68(50)
68(50)

60(82.2)
13(17.8) .000

종 교
불 교
기독교
천주교
기 타

18(6.1)
166(55.7)
32(10.7)
82(27.5)

4(4.5)
37(41.6)
14(15.7)
34(38.2)

13(9.6)
72(52.9)
11(8.1)
40(29.4)

1(1.3)
57(78.1)
7(9.6)
8(11.0)

.000

근무경력
1-3년
4-5년
6년 이상

72(24.1)
33(11.1)
193(64.8)

55(61.8)
14(15.7)
20(22.5)

17(12.5)
19(14.0)
100(73.5)

0
0
73(100)

.000

현 근무지
일반병동
중환자실
기 타

145(48.7)
73(24.5)
80(26.8)

36(40.4)
32(36.0)
21(23.6)

60(44.1)
36(26.5)
40(29.4)

49(67.1)
5(6.9)
19(26.0)

.000

간호직 만족도
만 족
불만족

247(82.9)
51(17.1)

63(70.8)
26(29.2)

115(84.6)
21(15.4)

69(94.5)
4(5.5)

.000

예정 근무기간
가능한 오래근무
필요한 기간동안
기 타

167(56.0)
123(41.3)
8(2.7)

59(66.3)
25(28.1)
5(5.6)

81(59.6)
52(38.2)
3(2.2)

46(63.0)
25(34.3)
2(2.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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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식식식

111)))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코코코칭칭칭을을을 알알알게게게 된된된 경경경로로로

간호사들이 코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코칭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156명(52.4%)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파트장은 73명(100%)전원이 코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일반간호사와 프리셉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코칭에 대한 인식
N=298

특 성 전 체
n(%)

일반간호사
n(%)

프리셉터
n(%)

파트장
n(%) p

예 156(52.4) 28(31.5) 55(40.4) 73(100)

아니오 142(47.6) 61(68.5) 81(59.6)     0 .001

    

코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6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추가 질문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워
크샵과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97명(62.2%)으로 가장 많았고,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9명(1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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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코칭을 알게 된 경로
N=156

222)))코코코칭칭칭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도도도입입입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코칭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
사가 279명(93.6%)으로 대부분의 간호사가 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코칭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N=298

특 성 전 체
n(%)

일반간호사
n(%)

프리셉터
n(%)

파트장
n(%) p

필요하다 279(93.6) 81(91.0) 129(94.9) 69(94.5)

.488필요없다 19(6.4) 8(9.0) 7(5.1) 4(5.5)

특  성
전 체
n(%)

일반간호사
n(%)

프리셉터
n(%)

파트장
n(%) p

워크샵.세미나 97(62.0) 9(32.1) 20(36.4) 68(93.2)

직장 동료 19(12.2) 6(21.4) 11(20.0) 2(2.7)

신문.서적 17(11.0) 5(17.9) 10(18.2) 2(2.7)

방송매체 16(10.3) 6(21.4) 9(16.4) 1(1.4)

기 타 7(4.5) 2(7.2) 5(9.1) 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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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코코코칭칭칭 훈훈훈련련련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간호사와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자신이 코칭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표5>와 같다.
전체적으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필요하다,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프리

셉터는 123명(90.4%),일반 간호사는77명(86.5%)으로 프리셉터와 일반간호사의 구
분 없이 코칭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코칭 훈련의 필요성
N =225

특 성 전 체
n(%)

일반간호사
n(%)

프리셉터
n(%) p

거의 필요 없다. 6(2.6) 0 6(4.4)

.012

필요 없다. 19(8.5) 12(13.5) 7(5.1)

필요 하다 163(72.5) 67(75.3) 96(70.6)

많이 필요하다. 37(16.4) 10(11.2) 27(19.9)

444)))코코코칭칭칭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참참참여여여의의의도도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결과는 <표 6>과 같다.전체적으로 참여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241(80.9%)명 이었으며,일반간호사나 프리셉터보다 파트장의 참
여의도가 높았다(90.4%).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6%의 간호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

면,프로그램 참여의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80.9%로 낮게 나타났다.파트장은
90.4%가 참여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일반간호사는 72%,프리셉터는 75.7%만
참여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여 직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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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코칭 프로그램 참여의도
N=298

특 성 전 체
n(%)

일반간호사
n(%)

프리셉터
n(%)

파트장
n(%) p

있 다 241(80.9) 72(80.9) 103(75.7) 66(90.4)

.036없 다 57(19.1) 17(19.1) 33(24.3) 7(9.6)         

555)))코코코칭칭칭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도도도입입입반반반대대대 및및및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불불불참참참 사사사유유유

‘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와 ‘코칭 프로그램 참여의도
가 없다’고 응답한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반대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문
한 결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업무 외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감
(84.2%)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코칭 프로그램 도입 반대 및 프로그램 불참 사유
                                                               N=57

특 성 전 체
n(%)

일반간호사
n(%)

프리셉터
n(%)

파트장
n(%) p

업무 외 시간 부담 48(84.2) 16(84.2) 30(85.7) 2(33.3)

필요성 느끼지 않음 3(5.3) 0 2(5.7) 1(16.7)

기 타 6(10.5) 3(15.8) 3(8.6) 3(50.0) .018



- 22 -

666)))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지지지식식식정정정도도도

코칭과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구별하여 코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코칭의 개념 6문항과 멘토링 개념 2문항,훈련의 개념 2문항을
나열한 후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측정
문항 중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표 8>과 같다.
간호사들은 다른 개념과 구별하여 코칭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특히 멘

토링의 개념과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코칭에 대한 지식측정 문항의 정답 빈도
N=298

문 항 정답 정답률
n(%)

득점
순위

코칭은 특정한 과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지식과
사고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예 277(93.0) 1

코칭은 직업적,개인적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파트
너십을 유지하며 수평관계에서 타인의 성공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 268(89.9) 2

코칭은 건강한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창조성,성과,
행동에 관심을 둔다. 예 252(84.6) 3

코칭은 주어진 과제 및 업무역량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예 234(78.5) 4

코칭의 자원은 퍼실리테이션과 부하육성 스킬이다. 예 195(65.4) 5

코칭은 업무 속에서 실제 과제를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한다. 예 162(54.4) 6

코칭은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다.(훈련) 아니오 145(48.7) 7

코칭은 일정한 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혹은 몇 차례
정해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훈련) 아니오 93(31.3) 8

코칭은 개인적,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끌며 장기적인 개인의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며 역할모델이 된다.(멘토링)아니오 77(25.8) 9

코칭의 과제는 삶과 인생의 전반에서 후견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멘토링) 아니오 50(16.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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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간호사의
직위와 경력,학력,연령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파트장의 지식점수의 평균이
61.92±12.76, 6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평균점수는 59.64 ±12.18,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간호사의 평균점수가 60.24 ±12.34로 높았지만,간호사의 직위와 경
력 및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간호사의 지식
점수 평균이 58.31 ±13.75로 프리셉터의 평균점수 57.50 ±12.69보다 높았으며,
전문대 졸업자의 지식점수 평균이 59.10±14.33으로 대학교 졸업자의 평균점수 

57.88 ±12.98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45세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
가 높아지다가 46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정도
N=298

특 성 n M±SD p
직위별

일반간호사 89 58.31±13.75
프리셉터 136 57.50±12.69
파트장 73 61.92±12.76  .061

경력별
1년~ 3년 72 57.36±14.34
4년~ 5년 33 57.27±15.47
6년 이상 193 59.64±12.18  .351

학력별
전문대졸 67 59.10±14.33
대학교졸 146 57.88±12.98
대학원 이상 85 60.24±12.34  .413

연령별
21-25세 41 56.10±13.94
26-30세 92 56.41±13.71
31-35세 49 59.18±11.70
36-40세 44 61.82±9.71
41-45세 36 63.33±15.86
46세 이상 36 59.44±11.70  .040

전 체 298 58.83±13.12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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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코코코칭칭칭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성성성요요요인인인 요요요구구구분분분석석석
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요구분석의 결과 Likert식 4점 척도의 평균점이 3.41을

넘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의사소통 능력,의사결정 능력,동기부여,문제 해결능력
타인이해 등 6가지였다.직위에 상관없이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필요
한 프로그램 구성요인으로 요구하였으며,코칭 이론에 대한 지식이나 집단역학에 대한
이해력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 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요구분석
N=298

구성 요인 M±SD 득점
순위

대인관계 능력 3.61±0.52 1
의사소통 능력 (경청,공감 등) 3.60±0.54 2
의사결정 능력 3.47±0.53 3
동기부여 3.45±0.54 4
문제 해결능력 3.43±0.55 5
타인이해 (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인정) 3.41±0.56 6
목표설정 3.38±0.51 7
문제 파악능력 3.37±0.57 8
주체성 (자신을 정확히 나타내는 능력) 3.36±0.50 9
삶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에 대한 관점 바꾸기 3.36±0.55 10
자기이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 3.35±0.55 11
자기개방 (자기의 삶에 대한 당당함) 3.34±0.50 12
시간관리 능력 3.33±0.51 13
목표관리 3.32±0.51 14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발견 3.28±0.56 15
변화전략 수립능력 (유연성) 3.25±0.51 16
코칭 이론에 대한 지식 3.09±0.50 17
집단역학에 대한 이해력 3.04±0.5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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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코코코칭칭칭 행행행동동동수수수준준준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을 코칭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능력(No.1～5),의사소통
능력(No.6～10),의사결정 능력(No.11～15),시간관리 능력(No.16～20)으로 구분
하여 직위와 경력,학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직위별 비교에서 파트장은 대인관계 능력 점수 13.94±2.04,의사소통 능력 점수
15.58±1.96,의사결정 능력 점수 15.68±1.83,시간관리 능력 점수 14.53±2.09로 나타
나 모든 항목의 코칭 행동수준이 일반간호사나 프리셉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 비교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이 20년 미만의

경력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학력별 비교에서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
호사들의 코칭 행동수준이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인관계 능력의 경력별 비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직위가 높고 경력이 많

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코칭 행동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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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
n=298

특 성
대인관계 능력
(No.1-5)

의사소통 능력
(No.6-10)

의사결정 능력
(No.11-15)

시간관리 능력
(No.16-20) 총 점

(100점환산)M±SD p M±SD p M±SD p M±SD p

직 위

.001 .000 .000 .000

    일반간호사

       (89)

12.74±2.22 14.27±1.98 13.71±2.40 12.51±2.37 66.5±8.61

    프리셉터

      (136)

13.15±1.87 14.64±2.08 14.51±1.83 13.70±2.12 70.0±8.57

    파트장

       (73)

13.94±2.04

 

15.58±1.96 15.68±1.83 14.53±2.09 74.7±7.85

경 력 

.063 .001 .000 .000

    1~5년

      (105)

12.93±2.01 14.21±1.88 13.85±2.47 12.76±2.40 67.15±8.41

    6~10년

       (60)

13.00±2.22 14.65±2.25 14.25±2.20 13.33±2.27 69.0±8.58

    11~19년

       (70)

13.39±1.99

.016

15.04±2.16

.001

15.01±2.05

.000

14.11±1.92

.000

71.9±7.79

    20년이상

       (63)

13.74±2.01

 

15.46±1.87 15.52±1.81 14.43±2.16 73.9±7.53

학 력

    전문대졸

       (67)

12.88±2.03 14.30±1.86 14.12±2.20 13.18±2.30 68.1±8.05

    대학교졸

      (146)

13.08±2.04 14.64±2.07 14.15±2.24 13.17±2.25 68.8±8.25

    대학원이상

       (85)

13.75±2.05 15.33±2.12 15.60±2.11 14.48±2.19 73.9±8.13

  전  체 13.26±2.05 14.81±2.02 14.64±2.11 13.62±2.21 7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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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일 간호조직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코칭에 대한 인식정도와 현재
의 코칭 행동수준을 파악하여,향후 간호조직에 필요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코치 양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AAA...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인인인식식식

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156명(52.4%)이 코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알게 된 경로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97명(62.2%)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조직차원에서의 노력이
코칭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간호조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간호조직 내 코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79명(93.6%)으로 대부분의 간호사가 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코칭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평가 조사에서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필요하다,많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프리셉터 그룹은 90.4%,일반 간호사 그룹은 86.5%로 조사되어 프리셉터와 일
반간호사의 구분 없이 코칭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
사들이 코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코
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코칭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6%의 간호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프로그램 참여의도에 해서는 80.8%로 필요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
다.이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김봉호(2008)의 연구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
다고 응답한 부사관은 한명도 없었으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사관이 63.2%에 불과했던 결과와 유사하며,코칭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업무 외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84.2%)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간호사의 코칭 훈련 프로그램은 직무교육이나 조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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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상설강좌를 개설 하는 등 간호조직 차원에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제도
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칭과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구별하여 코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코칭과 멘토링,훈련의 개념을 나열한 후 “예”,“아니오”로 응답
하도록 하여 측정한 코칭 지식점수는 평균 58.8(±13.12)점이었다.간호사들은 다른
개념과 구별하여 코칭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특히 멘토링의 개념과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코칭과 멘토링은 상대방과의 대면관계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공통점이 있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김
봉호,2008),실제 두 개념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한허정,2007)정확한 개념 구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직위와 경력,학력,연령으로 구분하여 코칭 지식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파트장의 지식점수 평균이 61.9(±12.76)점으로 일반간호사
와 프리셉터보다 높았고,6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평균점수는 59.6(±12.18)점으
로 5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높았으며,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간호사의 평균점수가 60.24(±12.34)점으로 대학교 졸업 미만의 간호사보다 높았으
나,연령별 비교에서는 45세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다가 46세 이상
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간호사의 직위와 경력,학력 및
연령이 코칭 지식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요구분석 결과는 Likert식 4점 척도의 평균점이 3.41을

넘는 요인이 대인관계 능력,의사소통 능력,의사결정 능력,동기부여,문제 해결능
력,타인이해 등 6가지였다.직위에 상관없이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코
칭 프로그램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요구하였으며,코칭 이론에 대한 지식이나
집단역학에 대한 이해력에 대한 요구는 약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이는 김봉호의
연구(2008)에서 Likert식 5점 척도의 평균점이 4.33을 넘은 요인이 대인관계 능력,
시간관리 능력,의사소통 능력,문제 해결능력,목표관리 능력,주체성으로 나타난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대인관
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대인관계 태도나 행동은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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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승화,2006). 만족스
럽고 안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김현미,2002),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은 병원환경 속에서 다양한 계층
의 환자들과 조력관계를 확립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다른 건
강관리팀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함으로(이수련,1999)간호사들이 대인
관계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간호사들은 일 때문
에 힘들기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긴장하고,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
며(김귀분 등,2001),긍정적인 대인태도는 돌봄이라는 상호교류를 통해 간호업무
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이 숙,2001).코칭 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김기덕,2005;
장혜진,2006;최영례,2007;김봉호,2008)들은 대인관계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는 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인관계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 구성요인으로 요구한 것은 간호업

무수행 및 간호업무 생산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의사소통이며,간호
사의 업무특성 상 교대근무를 통한 상호보고체계 및 협조를 통해 환자간호가 이루
어지는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하나선·박효미,2007).원활한 의사소통은
구성원 상호간의 간격을 해소하고 업무활동을 조정하며(김진영,2001),특히 간호사
는 병원의 모든 의료 인력과 환자와의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박정혜,2003).병원에서의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간호를 요구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동안에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김용순 등,2004),의
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하고(이현주,1998;이정섭 등,
2002),특히 환자와의 관계에서 간호사는 그 자신을 도구로 하여 상호작용하며,간
호사는 도움을 주는 전문인이고 환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므로 환자로 하여금 자
신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여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강명자,2004)잘 인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인관계 능
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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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코코코칭칭칭 행행행동동동수수수준준준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은 코치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이고 구
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부분 직위와 학력이 높거나 경력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코칭 행동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70.1(±8.91)점이었고,파트장의 평균점수는 74.7(±7.85)점으로 김봉호(2008)
의 연구에서 부사관 52명의 코칭 행동수준 평균점수가 73.1점으로 보고 된 결과와
유사하였다.일반간호사의 코칭 지식점수는 58.3(±13.75)점으로 프리셉터의 코칭
지식점수57.5(±12.69)점보다 높았지만,코칭 행동수준 점수는 66.5(±8.61)점으로,프
리셉터의 코칭 행동수준 점수 70(±8.57)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코칭 지식이
코칭 행동수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 행동수준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의 직위별 비교 결과 파트장이 프

리셉터와 일반간호사보다 높았고,경력별 비교에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20년 미만의 경력자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학력별 비교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
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결과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책
임간호사가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고한 박정혜(2002)와,연령과 근무경력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간호직에 만족한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정수정(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대인관계 능력의 경력별 비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직
위와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코칭 행동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파트장들
은 정식으로 코칭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코칭 행동수준이 일반 간호사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은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통한 지속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영
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칭 프로그램이 집단 상담 내에서 지도자에 대한 모델링과 지도자의 사례 중

심의 정보제공,집단원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고(김봉호,
2008),직무만족과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소양을 높
인다는(최은정,2005)보고는 일반간호사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
설적으로 제시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일반간호사들의 코칭 행동수준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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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으로 코칭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워크샵이나 세미나,직무교육 등에 정
기적으로 참석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하직원을 팀이나 부서의 성과를 내는 데 활용되는 인력으로만 인식하는 한,

부하직원의 장기적인 헌신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코칭 대화를 관리와 리더십
발휘에 접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관리자의 코칭 행동수준은 질문
(Wenzel,2000)과 경청(Kostrzewa,2001),피드백(Ellinger,1999),인정과 칭찬
(Evered& Selman,1989;Schelling,1991)등 기존연구에서 강조 되어온 코칭 역
량과 코칭 스킬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허정,2007).
관리자의 코칭을 받은 직원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역량과 의욕 요

인을 매개로 하여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홍금주·박재연,2006),관리
자의 코칭 교육은 기술이나 기법을 익히는 과정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에 대한 인
식과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 하는 데서부터 시작 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인적자원개발 개입
이 관리자의 코칭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백평구,2007)는,조직 내에서 코치로
서의 관리자 역할 뿐 아니라 리더십 육성 등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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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간호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현재의 코
칭 행동수준을 파악하여 코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간호조직에 필요한 코칭 프로
그램 개발 및 코치 양성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의 Y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및 간호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자료 수집은 2008년 4월 25일부
터 5월 20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실시하여 회수된 298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도구는 코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봉호(2008)가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코칭 행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ittenberg와 Reis(1988)
의 대인관계 능력검사를 바탕으로 김봉호(2008)가 코칭 하위요인에 따라 수정하여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9.1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코칭에 대한 인식 및 행동수준은 실수와 백분율 또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구하고,직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및 코칭 인식정도와 코칭 행동수
준은 chi-square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코칭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평가는 Fisher'sexac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4.9세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136.13개월로 6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193명(64.8%)이었다.성별은 여자가 293명(98.3%)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231명(75.3%)이었고,직위는 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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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명(24.5%),프리셉터 경력을 가진 간호사 136명(45.6%),일반간호사 89명(29.9%)이
었다.

2.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156명(52.4%)이 코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알게 된 경로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97명(62.2%)으로 가장 많았다.간호조직 내 코칭 프로
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9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코칭 훈
련의 필요성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필요다,많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프리셉
터 그룹은 90.4%,일반 간호사 그룹은 86.5%로 조사되어 프리셉터와 일반 간호사
의 구분 없이 코칭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코칭 프로그램 참여의도에 관해서는 80.9%의 간호사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파트장은 90.4%,일반간호사는 72%,프리셉터는 75.7%만 참여의도가 있
다고 응답하여 직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프로그램 도입반대 및 프로그램
불참의 이유는 업무 외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감(84.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코칭 프로그램 구성요인 요구도는 대인관계 능력,의사소통 능력,의사결정
능력,동기부여,문제 해결능력,타인이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직위에 상관없
이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코칭 프로그램에 가장 필요한 구성요인으로
요구하였고,코칭 이론에 대한 지식이나 집단역학에 대한 이해력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코칭에 대한 지식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8.8(±13.12)점이었으며,파트장
은 평균 61.9(±12.76)점,프리셉터는 평균 57.5(±12.69)점,일반간호사는 평균
58.3(±13.75)점으로 직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코칭 행동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70.1(±8.91)점이었고 파트장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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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85)점,프리셉터는 평균 70(±8.57)점,일반간호사는 평균 66.5(±8.61)점으로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의 요구도 결과를 토대로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간호사 지원을 위
한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하며,이를 간호조직에 적용한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2.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간
호사들이 업무 외 시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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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피피피험험험자자자 동동동의의의서서서

피피피험험험자자자 동동동의의의서서서

연연연구구구 제제제목목목:::일일일 간간간호호호조조조직직직의의의 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1.저는 본 연구의 성격,목적,방법 및 위험 가능성에 대하여 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피험자 동의 설명문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저는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였으며,피험자 동의 설명문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3.저는 이 참여가 완전히 자의적이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시험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탈퇴 시에는 연구에서 확인된 저의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4.저는 연구에서 확인된 데이터가 제 이니셜,생년월일,성별 등의 정보와 함께
처리됨에 동의합니다.이 데이터는 과학적 평가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및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5.이에 저는 연구에 참여함을 승낙합니다.

피험자 성명 서명 날짜

----------- ------------- 2008년 월 일

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

------------ --------------- 200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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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피피피험험험자자자 동동동의의의 설설설명명명서서서

피피피험험험자자자 동동동의의의설설설명명명서서서

연연연구구구제제제목목목:::일일일간간간호호호조조조직직직의의의 코코코칭칭칭에에에대대대한한한인인인식식식

피험자 귀하께
귀하는 "일 간호조직의 코칭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연구의 설문 참여 요청

을 받으실 것입니다.

1.연구의 목적
1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및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정도와 코칭 행동수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2.연구의 실시기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3.시험책임자 :추상희 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4.참여자 수 및 예상되는 연구기간
참여자 수 :300명
예상되는 연구 기간 : 2008년 4월 15일 ~2008년 5월 31일

5.연구방법
일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코칭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입니다.

6.본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본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은 없습니다.

7.자유로운 참여동의 및 동의 철회
피험자는 자의에 의해 참여할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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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참여를 거부하거나 도중에 탈퇴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
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8.기밀유지
본 연구 참여 중 수집된 피험자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이 유지 될 것이
며,연구자는 피험자의 정보를 조사연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9.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피험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10.피험자 권익에 관한 추가적 정보 제공 요구 및 연구 관련 문의 사항 있을
시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141병동
시험자 :김홍미 연락처 :02-2228-0141

핸드폰 :018-331-3532

11.작성일자 :2008년 3월 31일

12.시험 책임자 성명 및 날인 :추상희 (인)

13.시험자 성명 및 날인 : 김홍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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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설설설문문문지지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 중에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코칭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정도와 현재의 코칭 행동수준 및
프로그램 구성요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향후 간호사들을 위한 코칭 프로
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평소에 귀하께서 생각하신 점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 8조에 의거 사적 비밀이 보
장됨)

귀하께서 성의 있게 기입하여 주신 내용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2008년 4월 8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 김 홍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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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은은은 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파파파악악악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잘잘잘 읽읽읽어어어
보보보시시시고고고 해해해당당당사사사항항항에에에 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귀하는 코칭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있으시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② 신문 잡지 서적 ③ 직장 동료
④ 친구/친척/가족 ⑤ 워크샵/세미나 ⑥ 기타

◈◈◈ 코코코칭칭칭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란란란 코코코칭칭칭 능능능력력력을을을 향향향상상상시시시키키키기기기 위위위해해해 대대대인인인관관관계계계 능능능력력력,,,의의의사사사소소소통통통
능능능력력력,,,의의의사사사결결결정정정 능능능력력력,,,시시시간간간관관관리리리 능능능력력력 등등등의의의 요요요인인인을을을 바바바탕탕탕으으으로로로 강강강의의의,,,신신신체체체활활활동동동,,,모모모델델델
링링링,,,조조조별별별 활활활동동동,,,토토토론론론 및및및 발발발표표표,,,과과과제제제 수수수행행행 등등등으으으로로로 구구구성성성하하하여여여 개개개발발발한한한 훈훈훈련련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을을을
말말말합합합니니니다다다...

(관관관리리리자자자:::222～～～333번번번 문문문항항항으으으로로로,,,일일일반반반간간간호호호사사사:::444～～～777번번번 문문문항항항으으으로로로...)))

2.귀하는 코치로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도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귀하는 병동에서 코치의 역할을 담당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귀하는 간호 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2번 문항에서 '없다'를 선택하신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 외 시간 부담 ② 자신이 없어서 ③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④ 지금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⑤ 기타 ( )



- 47 -

4.귀하는 코칭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필요 없는 편 ② 필요 없는 편
③ 필요한 편 ④ 많이 필요한 편

5.귀하는 프리셉터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귀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2.귀하는 간호 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7.6번 문항에서 '없다'를 선택하신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 외 시간 부담 ② 흥미가 없어서 ③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④ 프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⑤ 기타( )

ⅡⅡⅡ...미미미국국국의의의 세세세계계계 최최최대대대 글글글로로로벌벌벌 코코코치치치 양양양성성성 전전전문문문기기기관관관인인인 CCCCCCUUU(((CCCooorrrpppooorrraaattteeeCCCoooaaaccchhh
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는는는 ‘‘‘코코코칭칭칭은은은 코코코치치치와와와 발발발전전전하하하려려려고고고 하하하는는는 의의의지지지가가가 있있있는는는 개개개인인인이이이 잠잠잠재재재 능능능력력력
을을을 최최최대대대한한한 개개개발발발하하하고고고,,,발발발견견견 프프프로로로세세세스스스를를를 통통통해해해 목목목표표표설설설정정정,,,전전전략략략적적적인인인 행행행동동동,,,그그그리리리고고고 매매매
우우우 뛰뛰뛰어어어난난난 결결결과과과의의의 성성성취취취를를를 가가가능능능하하하게게게 해해해주주주는는는 강강강력력력하하하면면면서서서도도도 협협협력력력적적적인인인 관관관계계계이이이다다다...’’’라라라
고고고 코코코칭칭칭을을을 정정정의의의하하하고고고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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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은은은 코코코칭칭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정정정도도도를를를 파파파악악악하하하기기기 위위위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잘잘잘 읽읽읽어어어 보보보시시시
고고고 해해해당당당사사사항항항에에에 ‘‘‘000'''표표표 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문문 항항항 예예예 아아아니니니오오오

1.코칭은 특정한 과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지식과 사
고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2.코칭은 일정한 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혹은 몇 차례 정
해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3...코칭은 직업적,개인적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파
트너십을 유지하며 수평관계에서 타인의 성공을 유도하는 것이다.

4.코칭은 건강한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창조성,성과,
행동에 관심을 둔다.

5.코칭은 개인적,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끌며 장기적인 개인의 경
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며 역할모델이 된다.

6코칭의 과제는 삶과 인생의 전반에서 후견인의 삶의 질을 향
상 시키는 것이다.

7.코칭은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8.코칭은 업무 속에서 실제 과제를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한다.

9.코칭은 주어진 과제 및 업무역량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10.코칭의 자원은 퍼실리테이션과 부하육성 스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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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코코코칭칭칭을을을 구구구성성성하하하는는는 여여여러러러 가가가지지지 하하하위위위 요요요인인인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는는는 아아아래래래 표표표에에에 제제제
시시시된된된 하하하위위위 요요요인인인들들들이이이 간간간호호호사사사들들들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코코코칭칭칭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필필필요요요 하하하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000표표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번
호 구성 요인

거의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코칭 이론에 대한 지식

2 자기이해(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

3 자기개방(자기의 삶에 대한 당당함)

4 타인이해(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인정)

5 주체성(자신을 정확히 나타내는 능력)

6 대인관계 능력

7 삶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에 대한 관점 바꾸기

8 문제 파악능력

9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발견

10문제 해결능력

11의사소통 능력(경청,공감 등)

12의사결정 능력

13동기부여

14목표설정

15목표관리

16시간관리 능력

17변화전략 수립능력(유연성)

18집단역학에 대한 이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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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응응응답답답자자자의의의 현현현재재재 코코코칭칭칭 행행행동동동 수수수준준준을을을 알알알아아아보보보기기기 위위위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보보보기기기)))중중중의의의 하하하나나나를를를 골골골라라라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000’’’표표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보보보기기기>>> ①①①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②②② 조조조금금금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③③③ 조조조금금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④④④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번번번번

호호호호
문     문     문     문     항항항항 답  답  답  답  항항항항

1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알기 바라는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상대방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
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상대방에게 나 자신에 대한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발견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회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
려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챙기고 다시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삶의 방향(사명,목표 등)이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하루의 시작을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일의 목표와 바라는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계획한 일은 미루지 않고 반드시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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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의의의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에에에 ‘‘‘000’’’표표표 하하하거거거나나나 빈빈빈칸칸칸에에에
답답답을을을 적적적어어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성 별:1)남 2)여

2.나 이: 만 세

3.교육 정도:1)전문대학 졸업 2)대학교 졸업
3)대학원 재학(석사과정,박사과정) 4)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4.결혼 상태:1)기혼 2)미혼

5.종 교: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기타

6.근무 경력 : 년 개월

7.현 근무지 :1)일반병동 2)중환자실 3)수술실 4)외래 5)기타

8.현 직위 :1)일반 간호사 2)책임 간호사 3)파트장

9.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만족 4)매우 만족

10.간호직에 종사 할 예정 기간 :1)가능한 오래 근무할 예정
2)필요한 기간 동안 까지만 하겠다.
3)가능한 빨리 그만 두겠다.
4)잘 모르겠다.
5)기타 ( )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응응응답답답하하하여여여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수수수고고고 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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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NNNuuurrrssseeesss'''aaawwwaaarrreeennneeessssssooonnnCCCoooaaaccchhhiiinnngggiiinnnaaaHHHooossspppiiitttaaalll

                                                        Kim, Hong M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draws on the constructs ofcoaching from a descriptive
surveytoinvestigatehow theextentofnurses'awarenessoncoachingina
hospital,thedemandsforthecoachingprogramsandthecurrentpracticesof
coachingcontributetonurses'coachingdevelopmentinthehospital.
Thesurveywasconductedina2000-bedgeneralhospitalto300nurses

whohadbeenworkingformorethanayearasregisterednursesandnurse
managers.

Theresearchmethodsusedareasfollows;
1.Theextentofcoachingawareness:theresearcherusedherownresearch
toolbasedonvariousawarenessstudyexperts'andprofessionals'works
2.Theinfluencingfactorsoncoachingprograms'constituents:20quantitative
questionsformulatedbyKim (2008)basedonthe'InterpersonalRelationship
AptitudeTest(Wittenberg& Reis:1988).
3.Thelevelofcoachingpractice:18-queststiontestformulatedbyKim (2008)
basedonvariousrelatedfields'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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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erceptualscoresoftheextentofcoachingawarenessandinfluencing
factorsoncoachingprograms'constituentswereexaminedinamixeddesign
analysisofvarianceusingSAS9.1.Thelevelofcoachingpracticeandnurses'
self-assessment were examined using Fisher's exact test while general
attributes,extentofcoaching awarenessandinfluencing factorsoncoaching
programs'constituentswereexaminedbasedon‘chi-squaretest'and‘t-test'.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Thecoaching awarenesswasmoreconceived through workshopsand

seminarsthananyothermeans 193nursesconsisting62.2%
2. The necessity of coaching program implementation in a nurse

organizationwasperceivedby279nurses(93.6%)
3.The data revealed that88.9% nurses saw the need forhaving the

coachingtrainingwhileonly72% ofgeneralnursesand75.7% preceptornurses
wouldparticipateinthetraining.Theresultshowedthatthebiggestfactor
thatcausesthem tobeapprehensiveinparticipatinginthetrainingtobe'the
burdenofhavingthetrainingafter-hours(84.2%)'.
4.AccordingtotheLikert's4-scaleanalysisforthe'influencingfactorson

coaching programs'constituents',ithasbeen shown thattheinterpersonal
relationshipcapability[3.61(±.52)],communicationcapability[3.60(±.54)],decision
making capability [3.47(±.53)],motivation endowmentcapability [3.45(±.54)],
problem-solving capability 3.43(±.05),and capability ofunderstanding others
[3.41(±.55)]tobethemostinfluentialfactors.
5.Theknowledgeoncoachingwasshowntobeanmeanof58.83(±13.12)

outof100while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shownfortheranks,
educationallevel,andlevelofnursingexperiences.
6.Themeanof70.11(±8.91)outof100wasshownforthelevelofcoaching

practicewiththenursemanagershavingthehighestscore[74.67(±7.85)]while
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shownfortheranksandeducationallevel.
Theresultsobtainedinthisresearchsupportpositiveresponsestoallthree

oftheresearchquestionsposed.Themostsignificantoutcomeisthat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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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ursesperceivethenecessity ofcoaching program implementation in a
nurseorganizationtobeimperative,theyaresomewhatunwillingtoparticipate
in itduetotheburden ofneeding toparticipateoutsideoftheirworking
hours.The findings in this research strongly suggest that there is an
inevitableneedforasystematicsupportsfrom theinstitutioninorderforthe
nursestobeabletoparticipateinthecoachingpracticewithouthavingthe
burdenofspendingextrahoursoutsideoftheirwork.

��������������������������������������������������������������������������

Key words : coaching awareness,coachingprograms'constituents,coaching
pract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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