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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 및 교육요구도

 본 연구는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을 분석하고 교

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코칭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A 종합병원 간호사로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하고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 간호사 2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

로 코칭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홍미(2008)가 개발한 코칭지식 측정도구, 코

칭 행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ittenberg와 Reis (1988)의 대인관계 능력검사를 바탕

으로 김봉호(2008)가 수정 보안한 코칭 행동수준 측정도구,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봉호(2008)가 개발한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소재 A 종합병원의 프리셉터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35세 미만이 252

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269명(94.7%)이며

근무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147명(51.8%)이었다. 213명(75%)이 경력개발단계에서

CNⅡ Level이였고 프리셉터 경험은 2-3회가 151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의 172명(60.6%)이 직무만족도에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코칭관련 특성은 코칭에 대해

서 249명(87.5%)이 들어본 적이 있어 약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자신의 코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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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197명(69.4%)이 코칭 능력이 ‘적다’라고 응답했다. 코칭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는 110명의 응답자 중 40명(36.4%)만이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코

칭 프로그램도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278명(97.9%)으로 나타났다.

2.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점수는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60.11±13.59

점이었고 경력개발단계(t=2.00, p=.046)와 프리셉터 경험횟수(F=3.35, p=.036)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령(F=.38, p=.680), 학력(F=.89, p=.410), 근무경력

(F=1.21, p=.297), 직무 만족도(F=.01, p=.98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칭 행동수준은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66.74±8.07점이었고 의사결정능력이

17.86±2.66점으로 제일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이 15.75±2.42점으로 제일 낮게 조사되었

다. 코칭 행동수준은 연령(F=6.80, p=.001), 학력(F=4.38, p=.013), 근무경력(F=10.78,

p=.000), 경력개발단계(t=-2.15, p=.033), 프리셉터 경험횟수(F=3.79, p=.024), 직무 만족

도(F=12.36,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

구도는 전체 평균 73.56±8.42점이며 ‘의사소통 능력(경청, 공감 등)’ 문항이 4.35±.65점

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코칭이론에 대한 지식’으로 3.68±.65점이었다. 코

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연령(F=4.27, p=.015), 학력(F=4.74, p=.009), 근무경

력(F=5.71, p=.004), 경력개발단계(t=-2.45, p=.015), 프리셉터 경험횟수(F=4.13, p=.017),

직무만족도(F=4.91, p=.008)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코칭 지식에 대한 코칭 행동수준(r=-.111, p=.062)과 교육 요구도(r=-.031, p

=.602)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코칭 지식이 높을수

록 코칭 행동수준과 교육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

동수준에 대한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행동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코칭 행동수준 영역은 의사소통능력(r=.165,

p=.005), 의사결정능력(r=.145, p=.015)이였고 대인관계능력(r=.090, p=.132), 시간 관리

능력(r=.115, p=.053)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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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 및 현재

의 코칭 수준과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코칭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간호조직에 필요

한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특성이 다른 병원조직의 프리

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프리셉터 간호사를 위한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개발과 업무 외 시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협

조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핵심 되는 말 : 프리셉터 간호사, 코칭에 대한 지식, 코칭 행동수준, 교육요구도



- 1 -

І.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병원경쟁력 확보의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인적자원관리가 대두 되면서 병원조직 

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영희, 2002; 

이호경, 2005).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하여 능력 있는 간호사를 확보하고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입사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사를 유능하게 훈련해야 한다는 데 주의를 기

울이고 있다(유옥수, 1996).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일환으로 채용 단계에서부

터 검증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스크린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입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다양한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하여 숙련된 간호 인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부은희, 2006).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프리셉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내 대다수의 병원에서 신규간호사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3차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은영, 김정실, 2008). 프리셉터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임상 실무이론과

임상현장의 차이를 좁히고 변화하는 병원환경에서 신규간호사들을 효과적으로 

사회화시킬 수 있으며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인적자원이 되어 주는 경험 많고 유능한 

간호사이며(김창경, 2008)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화 과정을 돕는 지지자, 

교육시키는 역할모델, 개별화된 학습을 유도하고 배움을 촉진시키는 교육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심희숙, 2002). Cox (1988)는 프리셉터는 리더십이 있고 직접적 혹은 

감각적인 상호작용의 방법을 사용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능력을 가진 

간호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프리셉터 활성화를 교육전략이 무엇보다

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심희숙, 2002). 프리셉터 제도는 프리셉터에게는 

자기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작용하며 임상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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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된다. 병원 측면에서는 프리셉터의 직무 만족과 

관련된 이직률 감소,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홍보비 절감,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와 

관련된 교육비 절감, 병원이미지 향상 등의 이점이 있으며(이영희, 2002; 이정희, 

김동옥, 2000), 신규간호사들은 근무부서에 대한 소속감, 타 간호사들의 협조, 

임상수행능력의 향상, 인간관계술 향상과 일대일 교육을 받음으로써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프리셉터로부터 책임감 있게 원칙을 적용한 간호기술을 배운 

다는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김창희 등, 2000).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프리셉터에게 있어서 코칭(Coaching)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매우 의미가 있다. 코칭은 ‘조직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Hamlin et al., 2009), 조직구성

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대일 관계에서 수행되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

션으로써,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조직 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정진우, 

2009). 코칭은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개발하고 학습하는데 초점을 두며,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지각성을 

증가시키고 목표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역량개발은 물론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Dotlich & Cairo, 1999; 

Goleman et al., 2002; McNally & Lukens, 2006; Mink et al., 1993; Whitmore, 

2002). 이러한 코칭의 효과를 통해 프리셉터는 다년간의 병원생활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으로 신규간호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 신규간호사들이 조직의 비전과 한 

방향이 되도록 하여 조직의 성과를 최대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원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새로운 인재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간호 실무에 있어서 코칭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코칭이 간호사의 리더십과 임상 기

술 향상에 필요한 전략적 방법의 하나로 필요하다는 언급이 문헌고찰과 실천연구(Ac

tion Research)를 통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며(Hayes & Kalmakis, 2007), 코칭과 

멘토링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코칭 접근방법을 제시한 사례연구(Haidar, 

2007)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최치영(2003)은 내부마케팅으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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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구성원의 역량과 의욕이 직무만족과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으며 이순규(2007)는  코칭 프로그램은 감성지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으며 김홍미(2008)는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직위에 관계없이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필요한 코칭 

행동수준이라고 하였다. 류숙영(2009)은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조직의 인력관리에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백명(2010)은 코칭 프로그램적용은 간호사의 감성지능, 코칭 스킬,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대인관계형성과 개인 및 조직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김수 등(2011)은 코칭을 이용한 출산교육이 초임부의 출산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장백희(2013)는 간호 관리자에게 코칭 

교육과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코칭 행동수준, 자기 효능감, 직무몰입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간호사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 도입 및 전문적 코치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고 기

초 자료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

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 및 코칭 행동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요구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간호 인적자원 관리에서 코칭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와 코칭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전략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셉터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병원 조직 측면에서는 경력간호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력을 키움으로써 효과

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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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과 행동수준을 파악하고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향후 간호조직 내 프리셉터 간호사들

에 대한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다.

2) 프리셉터 간호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  

   도를 분석한다.

3)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 및 교육요구도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C. 용어 정의

 본 연구의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리셉터

1) 이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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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간호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사회화할 수 있도록 제한된 시간동안    

  신규간호사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역할모델이 되며 신규간호사를 가르치고         

  상담하고 역할시범을 보이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 경력간호사를 말한다(Morrow,    

  198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A 종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하고 1회~5회 이하의 프리셉터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2. 코칭

1) 이론적 정의

  코칭은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지속

적인 향상과 역량개발, 문제해결 등을 추구하는 프로세스이다(Stowell et al,       

  2002).

2) 조작적 정의

(1) 코칭에 대한 지식

  코칭에 대한 지식은 코칭과 유사한 개념과 구별하여 코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정도를 말하며 코칭에 대한 지식정도는 김홍미(2008)가 개발한 도구를    

  통해 얻어진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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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 행동수준

  Wittenberg와 Reis (1988)의 대인관계 능력검사를 바탕으로 김봉호(2008)가     

 개발한 코칭 척도를 통해 얻은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 행동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

  김봉호(2008)가 개발한 도구로 프리셉터 간호사들의 코칭 프로그램구성에 대한   

  요구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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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임상현장에서의 코칭의 중요성

1)  코칭

 

  코치(Coach)의 어원은 헝가리의 도시 코치(Kocs)에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유래하는데 마차가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칭(Coaching)의 특성을 잘 설명해준다(이희경, 2005). 그 후 

스포츠분야에서는 19세기말부터 코치와 코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한허

정, 2006), 경영학에서는 직무 기술을 현장에서 도제형태로 훈련시키는 직무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을 코칭이라 정의하였다(Mace & Mahler, 1958).  1970년 

후반에 경영환경에서의 새로운 전략으로 대두되었으며(조대현, 김희영, 2009),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급속히 발전하였고(Kilberg, 1996) 코칭 전문기관과 

국제 코칭 연맹(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ICF)을 1994년 설립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김종성, 2009). 현재 코칭은 인재양성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한허정, 2006; 홍의숙, 2009; McLean et al., 2005), 학교나 비영리 

재단에서도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이희경, 2005). 

  최근 간호문헌에서는 병동(Unit)을 이끌고 관리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으로서 

코칭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되고 있다(Deter, 2002; Driscoll & Cooper, 2005; 

Hayes & Kalmakis, 2007). 코칭은 코치가 코칭을 받는 사람에게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며, 1:1의 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개인적 및 직업상의 

목표를 자기 혼자서 하는 것보다 빠르게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Fairley & Stout, 2003). 또한 상대방의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그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Whit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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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인의 가치와 비전에 영향을 주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여 전략적 행동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과정인 것이다(김미경, 2011; 안현미, 2011; 한허정, 2006). 코칭은 

조직구성원 간의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방향의 의사소통의 관계로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 행동과 학습을 촉진시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라 할 수 있겠다.

 코칭이라는 용어는 멘토링, 리더십, 상담 등의 개념과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백명, 2010) 코칭과 다른 개념들을 비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코칭은 멘토링 보다는 전문적이며 리더십보다는 합리적이고, 상담보다는 

지시적이다. 무엇보다 다른 개념들 간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코칭을 받는 대상에 

대한 책임과 지속적인 관심이다(Fairley & Stout, 2003; O'Connor & Lages, 2005; 

Whitmore, 2007). 코칭은 ‘조직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을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Hamlin et al., 2009), 조직구성원들에

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써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향상과 조직 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정진우, 2009). 일대일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코칭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ICF, 2007). 코칭은 

개인의 목적이나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술이자 행위이다. 이러한 코칭을 실행하는 것을 코칭 행동이라 하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개인의 역량 향상과 변화에 대한 

정해진 발전의 한계가 없다(류숙영, 2009). 코칭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 스스로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역량을 개발하고 진전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정태영, 2011), 

개인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의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조대연, 

김희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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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과 관련된 연구 동향

 

  코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 훈련 및 개발, 경영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37년부터 2009년까지 행동과학분야의 문헌에서 보고된 연구는 총 518편(백

명, 2010),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보고되었으며 사례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선희, 2009). 2004년부터 2008년까지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ASTD)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코칭을 주제로 발표한 횟수가 2004년

에 2건에 불과하였는데, 2005년 12건, 2006년 8건, 2007년 12건, 2008년 10건으로 

확인되어(오헌석 등, 2009) 코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태영, 

2011). 코칭의 개념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경영학(조직행동 또는 조직심리)차원에서 

처음으로 코칭을 연구한 Stowell (1986)은 코칭을 토의나 대화를 통해 중재하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로 보고 구성원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수시로 피드백을 하는 

방향제시(Direction), 개발(Development), 관계(Relationship), 수행평가(Accountabili

ty)등을 제시하였고(최치영, 2003) 코칭을 통한 역량과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였다. Stowell 등 (2002)의 연구에서, 권위주의적 상사의 

구성원은 52%의 저항이 있으나 코칭 리더 밑에 있는 구성원의 저항은 10% 내외로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새로운 기술 습득과 관련된 코칭이 있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행동 습관의 변화와 개선된 성과 향상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코칭이 없는 경우 과거의 행동 습관이 되살아나고 이에 따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Arnold 등(2000)은 리더들은 코칭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Laabs 

(2000)는 코칭 단독으로는 리더의 생산성을 22.4% 올리는데 그쳤지만, 코칭을 

이용한 훈련을 통하여 생산성을 88%까지 올렸다는 조직차원의 성과 결과를 보고 

하였다. Aldag와 Kuzuhara (2002)는 코칭을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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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며 상대방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는 프로세스라고 하였으며 구성원의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성과 행동을 규명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하고 성취목표에 긍정적인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Zeus와 Skiffington (2002)은 그룹 코칭 사례연구 고찰에 

대한 논의에서 코칭에 노출된 그룹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갈등 정도가 낮거나 갈등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하였으며 팀의 

효과성과 응집력이 코칭 중재 이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Barrett (2006)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42명을 대상으로 그룹 코칭을 중재한 연구 결과에서, 코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고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감소시켰다는 직무관련 성과

를 보고하였다. Edward (2003)는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학습을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

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코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습과 능력개발의 관련성을 강

조하였다. Srivastava 등 (2006)은 조직구성원을 교육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학습으로서의 코칭을 강조하였으며 

박윤희(2009)는 코칭을 위한 코치의 역량을 도출하였는데  코칭과정이 성장을 위한 

학습과정이라고 하였다. 코칭이 학습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현장에서의 고차원적

인 학습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코칭을 학습으로 간주하거나 

코칭이 학습을 촉진 또는 학습을 경유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칭이 학습의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정태영, 2011). 코칭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 의욕, 자부심,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순희, 2007; 

장태관, 2005; 최은정 2005), 코칭행동은 성과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유연성과 업무성과,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경력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 효능감 및 감성지능을 높아지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봉호, 2008; 김용우, 

2010; 김은희, 2008; 김정식, 서문교 2008; 박선영, 2009; 정명숙, 김광점, 2006; 

홍의숙, 2009). 

  간호학 분야에서의 코칭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부터 코칭의 용어가 연구에 

사용되면서 시작되었다(백명, 2010). Talma 등 (2005)은 5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에 있어 코치의 훈련동기, 훈련결과 및 직무수행에 관한 코칭 프로젝트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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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에서, 실험에 참가한 코치들의 긍정적인 행동의 향상과 간호기술의 개선, 

우수한 직업적 수행능력을 입증하였고, 코칭을 받은 실험군은 자기 효능감의 향상과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 우수한 직업적 수행능력을 입증하였다. Alleyne & Jumaa(200

7)는 2년 반 동안 리더십 중재에 대한 Action Research 시행 결과 일차간호사의 

질적 서비스, 의사결정능력 및 간호사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보고 하였다. Hayes & 

Kalmakis (2007)는 간호, 기업, 심리학, 스포츠 등의 코칭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NP 

(Nurse Practitioner)의 업무향상을 위한 코칭전략 유용성을 검토한 결과 코칭이 

대상자의 목표달성에 유익하며 건강의 잠재력 향상과 생활양식 변화에 필요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효율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경력개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최치영(2003)은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상사의 코칭을 

방향제시, 개발, 관계,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역량과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상사의 코칭 행동 중에서 개발과 관계 코칭은 역량에 긍정적이며 

관계와 수행평가는 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 제시는 

역량 및 의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규(2007)는 1년 

이상의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적용하여 아시아 

코치센터와  정진우(2006)가 개발한 라이프 코칭 과정을 기반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인식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2일 동안 16시간씩 재구성하여 그룹 코칭 방법을 시행하였을 때 감성 지능을 효과적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홍미(2008)는 

직위에 관계없이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필요한 코칭 능력이고 의사결정

능력, 동기부여, 문제해결 능력, 타인이해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류숙영(2009)은 간호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간호업무성과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와 병원조직의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백명(2010)은 3년~10년 경력을 가진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적용하여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 효능감 및 직

무 만족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경청, 질문, 피드백 등의 코칭스킬과 대인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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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개인 및 조직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장백희(2013)는 간호 

관리자의 코칭 역량 개발을 위한 코칭 역량프로그램적용을 통해 간호 관리자의 

코칭리더십, 코칭 행동수준, 자기 효능감 및 직무몰입에 효과가  있으며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코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연구와 간호현장에서 코칭을 적극 도입하여 더 많은 활용

을 제언하였다. 

  코칭이 직장 내에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교육의 한 영역이라는 

점은 코칭 관련 교육이 간호조직 내 교육 분야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간호조직에서의 효과적인 코칭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적용은  

간호사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력으로 업무를 잘할 수 있게 하여  간호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게 할것이다

(구옥희, 2000; 박원숙, 2002; 이윤민, 2006). 이를 연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효과

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주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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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상현장에서의 프리셉터의 중요성

  프리셉터란 개별 지도교수(Tutor 또는 Instructor)의 개념으로 15세기 중반부터 

사용되었으나 간호학에서 프리셉터라는 용어는 1975년 국제간호색인(International N

ursing Index)분류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교육자의 의미로 간호학생을 1:1의 방

법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 대해 교육하는 경력간호사로부터 출발하였다(Gibson, 

2001). 1:1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Tough의 학습이론과

인간은 자신의 역할 모델의 사상과 행위를 모방하여 사회화 한다는 Bandura의 사회

학습이론을 코칭의 이론적 기틀로 두고 있다(김용순, 2001). 1995년을 전후로 국내 

간호교육기관과 임상실무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그 효과가 검증되면서 적용하는 병원

이 늘어가고 있다(이정희, 김동욱, 2000).  따라서, 프리셉터쉽 제도에 있어 교육과정

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담당하

는 프리셉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이숙희, 2012). 프리셉터는 임상실무이론과 

임상현장의 차이를 좁히고 변화하는 병원환경에서 신규간호사들을 효과적으로 사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간호단위 업무교육을 수행하는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로써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인적자원이 되어주는 경험 많고 유능한 간호사이며(김창

경, 2008)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화 과정을 돕는 지지자이며 교육시키는 

역할모델이 되며 개별화된 학습을 유도하고 배움을 촉진시키는 교육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심희숙, 2002). 임상의 숙련된 경력간호사로 간호수행 시 기본원칙을 

지키고 인간적, 교육적 자질을 겸비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긍지를 가진 자이다(한

상숙, 양남영, 송선호, 2003). 또한, 신규간호사의 성장, 발달을 위한 지지를 제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실무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동료간

호사로서(김구영, 2005; 전원설, 2007), 단순한 업무만이 아니라 직무태도, 가치관을 

가르치며(김정연, 김인숙, 2005),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호단위에서 신규간호

사의 적응을 도와주어 그들의 전문직간호사로서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고 만족도를 높

여주고 있다. 교육을 시행하는 프리셉터에게는 자기 계발의 기회로서 업무역량 강화

나 직무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McGrath & Koewing, 1987),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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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계속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조은숙, 2002). 이렇듯, 프리셉터에게는 자기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작용하며 임상 수

행 능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계속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갖게 할 뿐만 아니

라, 병원 측면에서는 프리셉터들의 직무 만족과 관련된 이직률 감소, 신규 직원 채용

을 위한 홍보비 절감,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와 관련된 교육비 절감, 병원이미지 향상 

등의 이점이 있으며(이영희, 2002; 이정희, 김동옥, 2000), 신규간호사들은 근무부서

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타 간호사들과의 협조, 임상수행능력의 향상, 인간관계술 

향상과  책임감 있게 원칙을 적용한 간호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있다(김창희 

등, 2000).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프리셉터에게 간호기술은 물론, 교육자로

서의 자질,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방법을 길러주어야 하며(김창희 등, 2000) 대인관

계기술,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정희, 김동옥, 

2000). 그러나, 2009년 병원간호사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800병상 이상에서 80.8%

에서 프리셉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평균 1.9일의 교육과정 기간을 가지고 있으

나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간호전문직과 프리셉터의 자격, 프리셉터의 역할 및 단계, 

간호교육의 실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성인학습심리, 임상간호교육자의 역할, 의사결정, 

교수의 정의와 원리, 임상간호사를 위한 교수법, 교수방법론, 강의기법, 기본 간호술, 

투약간호과정(간호진단)의 최신동향, 과학적인 문제해결, 문제해결자로서의 프리셉터

의 대인관계술, 상담기술, 갈등관리, 의사소통법, 스트레스 관리, 그룹토의, 간호직의

평가체계, 신규간호사 평가방법, 교육평가와 피드백, 교육프로그램 평가, 임명장 수여

식 등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교육내용이며, 그 외에도 간호부 교육방향, 

병원 경영환경의 변화, 간호표준 점검, 프리셉터 선평가, 비판적 성찰, 병원의 철학, 

간호부의 철학, 프리셉터십 운영지침, checklist 활용방안, 환자관찰 방법, 임종환자 

간호, 간호중재와 간호평가, 감염관리, 개인의 각오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숙희, 2012).

  프리셉터 제도가 병원조직과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셉터는 간호현장에서 직접 신규간호사를 1:1 로 만나서 신규간호사에게 

간호이론을 근거로 간호기술의 적용을 도와주고 필요한 간호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간호단위의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낯선 간호단위의 구조와 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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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현실충격’ 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환자간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역할수행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다한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김구영, 2005; 

김영자, 1995; 김창희 등, 2000; 김희정, 2006; 박영성, 2001; 이미란, 2007; 

전선희, 2005), 이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문경선, 2003; 안경남, 

2006).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프리셉터 활성화를 교육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심희숙, 2002), 좀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교육 프

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코칭을 학습으로 간주하거나 코칭이 

학습을 촉진 또는 학습을 경유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재이며 이를 통해 코칭이 학습의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정태영, 2011)는 보고는 본 연구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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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A 종합병원의 프리셉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코칭에 대한 

지식정도, 코칭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A 종합병원에서 

해당병원의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하고 1회~5회이하의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 경력 간

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소재 A 종합병원 간호부의 동의를 구하고 

임의표출한 병동의 Unit manager(UM)에게 연구의 목적 및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한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84명의 자료를 얻었다. 이는 

Cohen의 표본추출공식에 따른 G*power3.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 25, 검정력(1-β)은  .80으로 하여 180명으로 산출되어 대상자 수는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C.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1문항, 코칭관련 특성 9문항, 코

칭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 10문항, 코칭 행동수준 측정도구 20문항,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 측정도구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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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에 대한 지식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구별하여 코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은 김홍미(2008)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설문의 문항은 김홍미(2008)가 문헌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발한 도구로 코칭 개념문항 6문항, 트레이닝

개념 2문항, 멘토링 개념 2문항으로 문항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며 총 10문

항 중 각 문항 당 10점씩 배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에 대한 지

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홍미(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5이었다.

2) 코칭 행동수준

코칭 행동수준 측정도구는 Wittenberg와 Reis (1988)의 대인관계 능력검사를 바탕

으로 김봉호(2008)가 코칭 하위요인에 따라 수정하여 제작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시간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였다.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

금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이며 각 문항 당 5점씩 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코칭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봉호(2008)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대인관계 능

력이 .66, 의사소통 능력이 .79, 의사결정능력 .81, 시간 관리 능력이 .68이었고 본 연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7이며,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대인관계 능력이

.70, 의사소통 능력이 .72, 의사결정능력 .77, 시간 관리 능력이 .71이었다.

3)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 측정도구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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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출된 하위요인을 종합해서 자기

개발,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목표설정 능력,

목표관리 능력, 시간관리 능력 등의 18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김봉호(2008)의 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1점 ‘필요하지 않다’ 2점, ‘보통

이다’ 3점, ‘필요 있다’ 4점, ‘매우 필요 있다’ 5점으로 된 총 18문항 중 각 문항 당 5점

씩 배정하여 9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봉호(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4이었다.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은 연구자가 해당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

호 2013-0371)을 받은 후 간호부의 동의를 얻어 병동 간호팀, 소아청소년 팀, 중환자

간호 팀, 수술간호 팀, 외래간호 팀 등을 직접 찾아가 프리셉터를 경험한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제공한 후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을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연구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 전 연구에 대해 소

개하고 연구목적 및 과정,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연락처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

접 회수하고 설문지 모두를 분석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300부 중 총 284부가 회수되

어 94.7%의 회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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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코칭관련 특성)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코칭에 대한 지식정도와 코칭 행동수준 및 코  

   칭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로 분석  

   후 유의미한 차이는 Scheffé test로 사후 검증 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코칭에 대한 지식정도, 코칭 행동수준 및 교육요구도의 각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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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프리셉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프리셉터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

은 26세부터 40세까지 분포 하였고 평균 연령은 30.28(±3.21)세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30세 미만 연령 군이 136명(47.9%)로 가장 많았으며, 30-35세 미만 연령 군

이 116명(40.8%), 35세 이상 연령 군이 32명(11.3%)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96명(6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 73명(25.7%), 전문대

학 졸업 15명(5.3%)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44명(50.7%)으로 가장 많았으

며, 기독교 70명(24.6%), 불교 38명(13.4%)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75명(61.6%), 기혼이 109명(38.4%)으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는 내과계 병동 126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계 병동 70명

(24.6%), 중환자실 37명(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3년부터 18년까지 분

포하였고 평균 7.43년(±3.29)으로 나타났다. 5-10년 미만이 147명(51.8%)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74명(26.1%), 10년 이상 63명(22.2%)순으로 나타났다. 경력개발

시스템(Career Ladder System, CLS)은 CN(Clinical Nurse Ⅱ)가 213명(75%), CN 

Ⅲ 71명(25%)으로 나타났으며 CN Ⅰ,Ⅳ는 없었다. 프리셉터 교육년도는 프리셉터 교

육에 코칭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 이전 164명

(57.7%), 2010년 이후 120명(42.3%)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 경험 횟수는 2-3회가 

151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 만족도는 보통이 172명(60.6%)로 가장 많았으

며, 만족 68명(23.9%), 불만족 44명(15.5%)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만족과 매우 불만

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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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연령 30세 미만 136 47.9

30-35세 미만 116 40.8

35세 이상 32 11.3

학력 전문대학 졸업 15 5.3

대학교 졸업 196 69.0

대학원 재학 이상 73 25.7

종교 기독교 70 24.6

천주교 32 11.3

불교 38 13.4

무교 144 50.7

결혼 여부 미혼 175 61.6

기혼 109 38.4

 

근무 부서 내과계 병동 126 44.4

외과계 병동 70 24.6

중환자실 37 13.0

기타 51 18.0

근무 경력 5년 미만 74 26.0

5-10년 미만 147 51.8

10년 이상 63 22.2

CLS Level CNⅡ 213 75.0

CNⅢ 71 25.0

프리셉터 교육년도 2010년 이전 164 57.7

2010년 이후 120 42.3

프리셉터경험 횟수 1회 82 28.9

2-3회 151 53.1

4회 이상 51 18.0

직무 만족도 불만족 44 15.5

보통 172 60.6

만족 68 23.9

<표 1> 프리셉터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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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관련 특성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칭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자가 코칭능력 평가’, ‘코칭교육 경험여부와 만족도’, ‘코칭프로그램 도입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코칭에 대한 인지정도는 전체적으로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35명(47.5%)로 가

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다 114명(40.1%), 잘 알고 있다 25명(8.8%), 전혀 모른다 

10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코칭능력 평가에 대해 코칭능력 적다는 응답이 

197명(69.4%)로 가장 많았고, 많다 78명(27.5%), 매우 적다 9명(3.2)% 순으로 나타

났으며 매우 많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셉터 교육 시 코칭교육 경험이 없

는 프리셉터 간호사는 174명(61.3%)이며 코칭교육 경험이 있는 110명(38.7%)에 대

한 교육 만족도는 보통이 67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40명(36.4%), 매우 

만족 3명(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칭 프로그램 도입여부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 응답이 278명(97.9%)로 높게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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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코칭

인지

정도

전혀 모른다 10 3.5

들어본 적 있다 114 40.1

약간알고 있다 135 47.5

잘 알고 있다 25 8.9

자가 코칭

능력 평가
매우적다 9 3.1

적다 197 69.4

많다 78 27.5

코칭교육경험
없다 174 61.3

있다 110 38.7

코칭교육에 

대한 만족도

(N=110)

보통 67 60.9

만족 40 36.4

매우만족 3 2.7

코칭프로그램

도입여부
필요하다 278 97.9

필요하지 않다 6 2.1

<표 2>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관련 특성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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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최대

코칭에 대한 지식 60.11±13.59 20.00-100.00

코칭 행동수준 전체 66.74±8.07 32.00-100.00

의사결정능력 17.86±2.66 8.00-25.00

의사소통능력 17.31±2.50 9.00-25.00

시간관리능력 15.82±2.78 6.00-25.00

대인관계능력 15.75±2.42 9.00-25.00

교육 요구도 73.56±8.42 30.00-90.00

 B.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과 행동수준 

   및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 코칭 행동수준 및 교

육요구도의 분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코칭에 대한 지식점수는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60.11±13.59점으로 조사되

었다. 코칭 행동수준은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66.74±8.07점으로 하위 요인

별 점수는 의사결정능력이 17.86±2.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능력 17.3

1±2.50점, 시간관리능력 15.82±2.78점,  대인관계능력 15.75±2.42점 순으로 조사

되었다.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 점수는 90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73.56±8.42

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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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에 대한 지식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코칭 개념 6문항, 

훈련 개념 2문항, 멘토링 개념 2문항을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코칭에 

대한 지식 점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50%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코칭은 일정한 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혹은 몇 차례 정해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훈련) 문항이 46.8%, ‘코칭은 개인적,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끌며 장기적

인 개인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며 역할모델이 된다.’(멘토

링)문항이 42.6%로 조사되었다.  ‘코칭의 과제는 삶과 인생의 전반에서 후견인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멘토링)문항이 가장 낮은 정답률인 1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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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정답
정답률

(%)

코칭은 직업적, 개인적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파

트너십을 유지하며 수평관계에서 타인의 성공을 유도하는 것이

다.

예 95.8

코칭은 건강한 보통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 창조성, 성과, 행

동에 관심을 둔다.
예 85.9

코칭은 특정한 과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지식과 사고

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예 81.0

코칭은 주어진 과제 및 업무역량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예 72.9

코칭은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다.(훈련) 아니오 63.0

코칭의 자원은 퍼실리테이션과 부하육성 스킬이다. 예 56.7

코칭은 일정한 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혹은 몇 차례 정해

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훈련)
아니오 46.8

코칭은 업무 속에서 실제 과제를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한다. 예 43.7

코칭은 개인적,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끌며 장기적인 개인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며 역할모델이 된

다.(멘토링)

아니오 42.6

코칭의 과제는 삶과 인생의 전반에서 후견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멘토링)
아니오 12.7

<표 4>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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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하위영역 중 의사결정능력이 17.86±2.66점으로 제일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이 15.75

 ±2.42점으로 제일 낮게 조사되었다. 의사결정능력의 하부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는 문항이 3.70±0.76점

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가 3.43±0.76점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의 하부 문항에서는‘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 문항이 3.85±0.6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로 2.98±0.80점이었다. 대인관계능력의 하부문항에서

는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준다’ 문

항이 3.44±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로 2.92±0.76점이었다. 시간관리능력 문항은 ‘나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처리한다’ 문항이 3.48±0.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나

는 하루의 시작을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한다’로 2.70±0.9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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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평균±표준편차

대인관계능력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

에 먼저 도와준다. 

3.44±0.59

나는 내가 알기 바라는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다. 

3.25±0.70

나는 상대방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

황을 이해한다. 

3.20±0.69

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 2.92±0.76

나는 상대방에게 나 자신에 대한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다. 

2.94±0.83

합계 15.75±2.42

의사소통능력 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 3.85±0.69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3.58±0.67

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발견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

3.49±0.74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한다. 3.41±0.75

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회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2.98±0.80

합계 17.31±2.50

의사결정능력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

한다. 

3.70±0.76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3.67±0.77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한다. 3.53±0.72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챙기고 다시 살펴본다.

3.52±0.69

나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다. 

3.43±0.76

합계 17.86±2.66

시간관리능력 나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저 처리한다. 3.48±0.82

나는 일의 목표와 바라는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한

다. 

3.43±0.66

나는 삶의 방향(사명, 목표 등)이 분명하다. 3.27±0.81

나는 계획한 일은 미루지 않고 반드시 실천한다. 2.94±0.82

나는 하루의 시작을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한다. 2.70±0.95

합계 15.82±2.78

<표 5>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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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의사소통 능력(경청, 공감 등)’ 문항이 

4.35±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코칭이론에 대한 지식’으로 

3.68±0.65점이었다. 코칭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5점 척도의 평균점 4.09를 넘는 

영역은 의사소통능력(경청, 공감 등),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능력, 타

인이해(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인정), 문제파악 능력, 동기부여, 주체성(자신을 정

확히 나타내는 능력), 자기이해(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 시간관리능력 ,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발견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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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표준편차

 의사소통 능력(경청, 공감 등) 4.35±0.65

 대인관계 능력 4.25±0.67

 문제해결능력 4.21±0.62

 의사결정 능력 4.18±0.63

 타인이해(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인정) 4.17±0.65

 문제 파악 능력 4.17±0.64

 동기 부여 4.13±0.67

 주체성(자신을 정확히 나타내는 능력) 4.12±0.62

 자기이해(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 4.10±0.67

 시간관리능력 4.10±0.73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발견 4.09±0.64

 목표설정 4.06±0.66

 삶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한 관점 바꾸기 4.05±0.70

 목표관리 4.04±0.65

 변화전략 수립능력(유연성) 4.04±0.64

 자기개방(자기의 삶에 대한 당당함) 4.02±0.69

 집단역학에 대한 이해력 3.79±0.71

 코칭이론에 대한 지식 3.68±0.65

<표 6>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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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리셉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칭에 대한 지식과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

프리셉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를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

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표 7>과 같다.

  코칭에 대한 지식은 CLS Level (t=2.00, p=.046)과 프리셉터 경험 횟수(F=3.35, 

p=.03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CNⅡ 간호사가 CNⅢ 간호사 보다 코칭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프리셉터 경험을 2-3회 한 사람이 4회 이상 

한 사람보다 코칭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에 대한 행동수준은 연령(F=6.80, p=.001), 학력(F=4.38, p=.013), 근무 경력

(F=10.775, p=.000), CLS Level(t=-2.15, p=.033), 프리셉터 경험 횟수(F=3.799,

p=.024), 직무 만족도(F=12.363,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35세 

이상의  간호사가 35세 미만보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간호사가 대졸  

간호사보다, 근무 경력이 10년이상의 간호사가 10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CNⅢ 간호

사가  CNⅡ 간호사보다, 프리셉터 경험 횟수가 4회 이상인 간호사가 3회 이하 간호

사 보다, 직무 만족도가 높은 간호사가 보통과 불만족인 간호사보다 코칭 행동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연령(F=4.273, p=.015), 학력(F=4.748, p=.009), 근무 경

력(F=5.713, p=.004), CLS Level(t=-2.455, p=.015), 프리셉터 경험 횟수(F=4.132,

p=.017), 직무 만족도(F=4.917, p=.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30-34

세 간호사가 30세 미만보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간호사가 대졸  간호

사보다, 근무 경력이 10년이상의 간호사가 5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CNⅢ 간호사가  

CNⅡ 간호사보다, 프리셉터 경험 횟수가 4회 이상인 간호사가 3회 이하 간호사 보

다, 직무 만족도가 높은 간호사가 보통과 불만족인 간호사보다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

구 분

코칭에 대한 지식 코칭 행동수준 교육 요구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연령

30세 미만
a 60.44±13.27

.38

(.680)

65.56±7.41
6.80

(.001)

c>a,b

72.05±8.24
4.27

(.015)

b>a

30-35세미만b 60.26±14.29 66.86±8.25 74.90±8.46

35세이상c 58.13±12.56 71.28±8.71 75.09±8.14

학력

전문대학졸업
a 64.67±12.46

.89

(.410)

66.40±5.96

4.38

(.013)

c>b

70.47±6.75

4.74

(.009)

c>b

대학교 졸업b 59.90±13.66 65.88±7.96 72.89±8.74

대학원재학

이상c
59.73±13.64 69.11±8.36 75.97±7.34

근무 경력

5년 미만
a 59.19±13.92

1.21

(.297)

65.70±7.16
10.78

(.000)

c>a,b

71.23±9.11
5.71

(.004)

c>a

5-10년 미만b 61.29±12.94 65.53±7.90 73.67±8.28

10년 이상c 58.41±14.61 70.76±8.31 76.02±7.18

CLS Level

CNⅡ 61.03±13.66 2.00

(.046)

66.15±7.93 -2.15

(.033)

72.85±8.35 -2.45

(.015)CNⅢ 57.32±13.09 68.51±8.30 75.66±8.33

프리셉터 경험 횟수

1회
a 60.85±13.54

3.35

(.036)

b>c

66.06±7.84
3.79

(.024)

c>b

72.78±7.25
4.13

(.017)

c>a,b

2-3회b 61.19±13.80 66.16±8.21 72.95±9.02

4회 이상c 55.69±12.37 69.53±7.57 76.59±7.76

직무 만족도

불만족
a 59.77±14.22

.01

(.985)

62.95±7.79
12.36

(.000)

c>b>a

72.57±8.85
4.91

(.008)

c>b

보통b 60.17±14.00 66.32±7.85 72.72±8.61

만족c 60.15±12.28 70.24±7.54 76.31±7.05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칭에 대한 지식과 코칭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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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과 코칭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의 각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코칭에 대한 지식과 행동수준, 교육 요구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코칭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 행동수준(r=- .111, p=.062)과 코칭프로

그램에 대한 교육요구도(r=-.031, p=.60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코칭관련 지식과 코칭 행동수준의 하위영역과의 관계

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코칭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

역별로 살펴보면, 의사사통능력(r=-.148, p=.013)영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고, 대인관계능력(r=-.008, p=.896), 의사결정능력(r=-.098, p=.098), 시간관리능

력(r=-.088, p=.137)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코칭 행동수준과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요구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관계가 있어 코칭 행동수준이 높을수록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65, p=.005). 코칭 행동수준 각 하위영역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r=.165, p=.005), 의사결정능력(r=.145, p=.015)영역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능력(r=.090, p=.132), 시간관리능력

(r=.115, p=.053)영역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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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코칭관련지식

코칭행동수준

교육요구도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시간관리능력

r(p) r(p) r(p) r(p) r(p) r(p)

코칭

관련

지식

-.008

(.896)

-.148

(.013)

-.098

(.098)

-.088

(.137)

코칭

행동

수준

-.111

(.062)

.165

(.005)

교육

요구도

-.031

(.602)

.090

(.132)

.165

(.005)

.145

(.015)

.115

(.053)

<표 8> 코칭에 대한 지식, 코칭 행동수준 및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N=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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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코칭은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개발하고 학습하는데 초점을 두며,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지각성을 증가시키고 목표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역량 개발과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Dotlich & Cairo, 1999). 이에 간호실무 분야인 프리셉터쉽 과정에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0세 미만의 간호사가 전체 대상자의 47.9%를 

차지했고 4년제 대학 졸업이 69%, 경력이 5-10년 미만인 대상자는 51.8%, 성별은 

여자가 100%로 나타났다. 프리셉터의 코칭 관련 연구는 전무하여 비교하기는 어렵지

만, 류숙영(2009)의 연구에서 일반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간호사의 코칭 행동인지가 여자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1.464, p=.144).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

칭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칭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96.4%의 프리셉터 간호사들이 코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상자의 코칭 능력에 대해서는 

72.6%가 코칭능력이 적다고 응답했다. 코칭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7.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김홍미(2008)의 연구에서는 93.6%의 간호사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김봉호(2008)의 연구에서는 100%의 부사관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프리셉터 간호사들은 코칭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코칭에 대한 능력은 

부족하다고 여겨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적극적으

로 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김봉호의 연구(2008)와 김홍미의 

연구(2008)에서, 코칭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업무 외의 시간을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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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 각각 63.2%와 80.8%로 

다르게 응답한 것을 볼 때, 코칭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업무 외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작용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이에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은 이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조직 및 간호조직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경미(2007)는 직무만족은 우수한 인력을 유지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켜 간호조직

의 유효성을 나태내주는 주요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60.6%의 프리셉터 간

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최진과 

박현주(2009)는 최근 간호의 전문화와 더불어 간호사들의 교육과 실무, 연구 활동을 

통하여 간호사 개개인의 능력이 신장되었으나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 직

무 만족도는 간호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근무환경이나 행정, 조직문화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비례하여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프리셉터 

간호사의 사기와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는 개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직업 생활을 

통해 긍정적이고 확고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는 조직 풍토를 조성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높은 근로의욕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노력

을 촉구시키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작업에 자발적인 참여의욕과 창의성을 불

러 일으켜 개인 및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리셉터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코칭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보고(김순천, 2008; 김은희, 2008; 백명, 2010; 이순희, 2007; 최은

정, 2005; 홍의숙, 2009)는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코칭 및 프로그램 적용 및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코칭과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 구별하여 코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칭 지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점수는 60.1점이였

다.  CNⅡ 프리셉터 간호사의 지식점수 평균이 60점으로 CNⅢ보다 높았으며 프리셉

터 경험횟수는 2-3회 경험한 간호사의 평균점수는 61.2점으로 1회 경험한 간호사와 

4회 이상 경험한 간호사보다 높았다. 연령과 학력, 근무경력, 직무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간호사의 직위와 경력, 학력 및 연령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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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지식점수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김홍미(2008)의 연구와 유사하다. 프리

셉터 간호사들은 다른 개념과 구별하여 코칭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특히 멘토

링의 개념과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칭과 멘토링은 상대방과의 대

면 관계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공통점이 있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가 많고(김봉호, 2008), 실제 두 개념은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몇 가

지 측면에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한허정, 2006) 정확한 개념 구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코칭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점수는 66.7점으로

조사 되었고 하위영역 중 의사결정능력이 71.4점(±2.66)으로 제일 높았고 의사소통능

력 69.2점, 시간관리 능력 63.2점, 대인관계 능력 63점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F=6.80, p=.001), 학력(F=4.38, p=.013), 근무경력(F=10.78, p=.000), 경력개발단계

(t=-2.15, p=.033), 프리셉터 경험횟수(F=3.79, p=.024), 직무 만족도(F=12.36, p=<.00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학력, 근무경력, 경력개발단계, 프리셉터 경험

횟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코칭 행동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 김홍미(2008)의 연구

에서는 직위와 경력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조사되었고 대학원 재학 이상의 책임간

호사가 코칭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박정혜(2002)와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우 코칭 행동수준이 원활하다는 정수정(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코칭이 직무만족과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소양을 높인다는 최은정(2005)의 보고와 유사하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은 신규간호사들의 학습을 촉진시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역량향상을 도모하며 

직무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며 스스로를 성장하게하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게 하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숨은 잠재력을 개발, 향상시키고 자신의 임무

를 스스로 완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이므로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라도 파악된다. 코

칭 프로그램이 코칭 행동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김기덕, 

2005; 김봉호, 2008; 김홍미, 2008; 백명, 2010; 장혜진, 2006; 최영례, 2007)는 문

제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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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호사에게 적용한 연구결과(이병숙, 박정숙, 이정희, 홍순남, 2010) 간호사의 직

무특성상 시간을 조정하여 교육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반간호

사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실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숙자(2009)의 연구에서도 단

기간에 교대근무를 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팀 학습을 진행하는데 시간조정의 어

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프리셉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코칭프로그램을 적용할 시

에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코칭의 효과를 인식시켜 필요성을 절감하

게 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직차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순규(2007)의 연구에서는 코칭 교육 후 추

후 연결이 진행되지 않아서 피드백 시간의 부재로 인해 실천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코칭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실습과 현장적용 방법을 도입한 백

명(2010)의 연구는 코칭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코칭 행동수준이 낮게 조사된  학력이 낮거나 프리셉터 경험이 적고 

직무만족도가 낮은 5년 미만의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코칭 프로그램을 먼저 적용함으

로써,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간호업무의 성과를 향상

시키고 병원조직의 성과향상과 조직의 목표달성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파악된다. 병

원 및 간호현장에 코칭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코칭은 새로운 의료 환경에 효율적 전환

이 가능하며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동료들과의 코칭활용은 경력개발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Hayes & Kalmakis, 2007; McNally & Lukens, 2006)는 이를 위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90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점수는 

73.6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김봉호, 2008; 김홍미, 2008)에서는 코칭 프로그

램요구도의 환산점수를 결과에 제시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코칭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요구한 영역은 5점 척도의 평균점 4.09를 넘는 영역은  의사소

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능력, 타인이해, 문제파악 능력, 주체

성, 자기이해, 시간관리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발견으로 나타났고 5점 척도

의 평균점을 제시한 김봉호(2008)의 연구에서는 평균점 4.33을 넘은 요인이 대인관

계 능력, 시간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능력, 목표관리 능력, 주체성으로 

나타났으며 김홍미(2008)의 연구에서는 4점 척도의 평균점 3.41을 넘는 요인이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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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동기부여, 문제 해결 능력, 타인 이해 등 

이였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대인관

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의 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

으면서 상대방이 개인적 및 직업상의 목표를 자기 혼자서 하는 것보다 빠르게 설정하

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필수 요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힘

들어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F=4.27, p=.015), 학력(F=4.74, p=.009), 근무경력(F=5.71, p=.004),

경력개발단계(t=-2.45, p=.015), 프리셉터 경험횟수(F=4.13, p=.017), 직무만족도(F=4.91,

p=.008)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조사하지 못했으나 코칭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이 점을 감안

하여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칭 지식에 대한 코칭 행동수준과 코칭프로그램의 교육 요구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코칭지식이 높을수록 코칭 행동수준과 교육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과 행동간 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인 김철숙(2011), 김미라와 김효정

(2005), 윤현주와 윤기선(2007)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것은 코칭지식을 행

동수준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높이는 것보다는 행동수준을 높이기 위

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역설해 주는 근거라고 파악된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에 대한 코칭에 관한 교육 요구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행동수준이  높을수록 코칭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숙영(2009)의 연구에서 관리자들이 코칭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병원조직의 목표달성을 효과적

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코칭 행동은 관리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고 사료된다. 1:1의 방법을 통해 프리셉티에게 단수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태도, 가

치관을 가르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직간호사로서 사회화를 촉진 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프리셉터 간호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며, 코칭 행동에 대한 인

식과 코칭 행동 수준의 향상은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통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병원과 간호조직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공조체계에서 이루어 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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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코칭 행동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은 업무량이 증가하여 과다한 업무 부담

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김구영, 2005; 김영자, 1995; 김창희 등, 2000; 

김희정, 2006; 박영성, 2001; 이미란, 2007; 전선희, 2005), 이로 인해 낮은 직무만

족도를 갖게 되는(문경선, 2003; 안경남, 2006)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필요한 전략임

을 알 수 있다. 코칭 행동수준 향상을 통한 직무만족의 향상은 최치영(2003)과 정태

관(2005)의 연구에서처럼, 의욕과 역량에 영향을 주어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코칭을 통한 프리셉터의 칭찬과 격려, 지지, 관심, 경청 등의 

행동을 통해 프리셉티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그리고 몰입을 통해 궁

극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코칭은 꼭 필요한 학습영역이며 학습된 코칭이 구

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코칭 행동수준의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및 간호조직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협조가 요

구된다.

  연구 결과에 대한 간호실무 및 행정, 간호연구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대한 간호 실무 및 행정적 측면에서 프리셉터 간호사의 현재의 코칭에 

대한 지식정도, 행동수준  및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코칭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간호

조직에 필요한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프리셉터 간호사의 직무

만족을 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기존의 대부분의 코칭 연구의 대상이 일반간호사나 관리자였

으나 본 연구는 간호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코칭을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적용함으로써 

프리셉터 간호사들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

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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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에 대한 지식, 행동수준을 분석하고

교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코칭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전략

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A 종합병원 간호사로

프리셉터 교육을 이수하고 프리셉터 경험이 있는 간호사 2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

로 코칭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홍미(2008)가 개발한 코칭지식 측정도구, 코

칭 행동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ittenberg와 Reis (1988)의 대인관계 능력검사를 바탕

으로 김봉호(2008)가 수정 보안한 코칭 행동수준 측정도구,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

를 측정하기 위해 김봉호(2008)가 개발한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소재 A 종합병원의 프리셉터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35세 미만이 252

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269명(94.7%)이며

근무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147명(51.8%)이었다. 213명(75%)이 경력개발단계에서

CNⅡ Level이었고 프리셉터 경험은 2-3회가 151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의 172명(60.6%)이 직무만족도에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코칭관련 특성은 코칭에 대해

서 249명(87.5%)이 들어본 적이 있어 약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자신의 코칭능력

에 대해서는 197명(69.4%)이 코칭능력이 ‘적다’라고 응답했다. 코칭 교육을 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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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110명의 응답자 중 40명(36.4%)만이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코

칭 프로그램도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278명(97.9%)으로 나타났다.

2.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에 대한 지식점수는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60.11±13.59

점이었고 경력개발단계(t=2.00, p=.046)와 프리셉터 경험횟수(F=3.35, p=.036)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령(F=.38, p=.680), 학력(F=.89, p=.410), 근무경력

(F=1.21, p=.297), 직무 만족도(F=.01, p=.98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코칭 행동수준은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66.74±8.07점이었고 의사결정능력이 17.86±

2.66점으로 제일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이 15.75±2.42점으로 제일 낮게 조사되었다. 코칭

행동수준은 연령(F=6.80, p=.001), 학력(F=4.38, p=.013), 근무경력(F=10.78, p=.000), 경

력개발단계(t=-2.15, p=.033), 프리셉터 경험횟수(F=3.79, p=.024), 직무 만족도(F=12.36,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전체 평균

73.56±8.42점이며 ‘의사소통 능력(경청, 공감 등)’ 문항이 4.35±.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코칭이론에 대한 지식’으로 3.68±.65점이었다. 코칭에 대한 교육 요

구도는 연령(F=4.27, p=.015), 학력(F=4.74, p=.009), 근무경력(F=5.71, p=.004), 경력 개

발단계(t=-2.45, p=.015), 프리셉터 경험횟수(F=4.13, p=.017), 직무만족도(F=4.91, p=.00

8)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코칭 지식에 대한 코칭 행동수준(r=-.111, p=.062)과 교육 요구도(r=-.031, p

=.602)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코칭 지식이 높을수

록 코칭 행동수준과 교육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

동수준에 대한 교육 요구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행동수

준이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에 대한 교육 요구도와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코칭 행동수준 영역은 의사소통능력(r=.165, p=.005), 의사

결정능력(r=.145, p=.015)이였고 대인관계능력(r=.090, p=.132), 시간 관리능력(r=.115,

p=.053)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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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코칭도입 필요하며 코칭 행동수준을 높이기 위한

코칭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코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이 요구되며 좀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

다.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이 갖추어 지도록 간호부서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B.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 병원에 국한되어 표본의 대표성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다른 병원 조직의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

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의 교육 요구도를 근거로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프리셉터 간호사를 위한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수준별로 단계화된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간호조직에 적용한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3.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이 프리셉터 간호사들이 업무 외 시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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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목: 프리셉터 간호사의 코칭 행동수준 및 교육요구도

<부록- 설문지>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병원경쟁력 확보의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인적자원관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의 역량 개발은 물론 조직의 성과향상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인 코칭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코칭에 대한 프리셉터 간호사의 인식과 코칭 행동수
준을 파악하고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여, 향후 간호조직 내 체계

적인 코칭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년이상의 경력간호사로 프리셉터 교육을 받은 후 1회~5회 이하의 프리셉터 간호사

를 경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는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설문지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으며 약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본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설명문을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설문조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읽으면서 어떤 질문

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연구의 참여 결정은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거나 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중에도 언제든지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기간 3개월
동안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여러분의

신상 정보는 비밀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본인은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피험자 날짜: 이름: 서명

연구자 날짜: 이름: 서명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자 72병동 이수진 간호사(010-2256-2367)로 연락하여
주시거나 또는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임상연구심의위원회(02-3010-7165), 피험자 보호센터(02-3010-7161)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사본을 1부 제공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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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은 코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잘 읽어보시

고 해당사항에  ‘o’표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코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다3) 약간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2. 알고 계시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1) 대중매체 (TV, 라디오, 인터넷)     2) 신문, 잡지, 책           3) 가족, 친구, 

친척

 4) 직장동료5) 워크샵, 세미나           6) 기타   (          )

2.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코칭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다        2) 적다       3) 많다         4) 매우 많다

3. 귀하는 프리셉터 교육 시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없다(3-3 번으로 가주십시요)                   

2) 있다  3-2. 코칭 프로그램 참여시 만족하셨습니까? 

(3-3번과 3-5번으로 가주십시요)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3-3. 귀하는 프리셉터 교육에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3-5 번으로 가주십시요)                  

2) 필요하지 않다(3-4번으로 가주십시요)

3-4.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2) 지금 현재로도 충분함  

3) 흥미가 없어서     4) 강사가재미가 없어서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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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코칭 프로그램에 포함했으면 하는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요.

(                                                                   )

4. 귀하는 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4-1번으로 가주십시요)

4-1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 외 시간 부담    2) 흥미가 없어서     3)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4) 지금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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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예 아니오

1
코칭은 특정한 과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지식과 

사고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2
코칭은 일정한 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혹은 몇 차례

정해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코칭은 일정한 규모의 그룹을 대상으로 한번 혹은 몇 차례

정해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4
코칭은 건강한 보통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 창조성, 성

과, 행동에 관심을 둔다

5

코칭은 개인적,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끌며 장기적인 

개인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며 

역할모델이 된다

6
코칭의 과제는 삶과 인생의 전반에서 후견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7 코칭은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8 코칭은 업무속에서 실제 과제를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한다

9
코칭은 주어진 과제 및 업무역량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10 코칭의 자원은 퍼실리테이션과 부하육성 스킬이다

Ⅱ. 다음 문항은 코칭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해당사항에 ‘o’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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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 준다

2
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

3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한다.

4
나는 삶의 방향(사명, 목표 등)이 

분명하다

5
나는 내가 알기 바라는 새로운 사람

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다

6
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발견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

7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

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8
나는 하루의 시작을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한다.

9
나는 상대방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

10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11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

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12
나는 일의 목표와 바라는 결과를 명

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한다

13
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

14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

단하기보다는 공감한다

15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챙기고 다시 살펴본다

Ⅲ. 다음은 귀하의 코칭 행동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0’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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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일부터 먼

저 처리한다

17
나는 상대방에게 나 자신에대한 것을 

거리낌없이 드러낸다

18

나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차

분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19
나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20
나는 계획한 일은 미루지 않고 반드

시 실천한다

번
호

문항
거의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
통

필요
있음

매우
필요
있음

1 코칭이론에 대한 지식

2
자기이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

3
자기개방

(자기의 삶에 대한 당당함)

4
타인이해

(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인정)

5
주체성

(자신을 정확히 나타내는 능력)

6 대인관계 능력

7
삶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한 

관점 바꾸기

8 문제 파악 능력

Ⅳ. 다음은 간호사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

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o’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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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발견

10 문제해결능력

11 의사소통 능력(경청, 공감 등)

12 의사결정 능력

13 동기 부여

14 목표설정

15 목표관리

16 시간관리 능력

17
변화전략 수립능력

(유연성)

18 집단역학에 대한 이해력

귀하가 프리셉터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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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해당을 읽으신 후 해당란

에 ‘o’표를 해주시거나 빈칸에 답을 적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1)남          2)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만 (       )세

3. 귀하의 교육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전문대학 졸업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 재학(석사과정 중, 박사과정 중)     4)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4.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무교    5) 기타

5.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3) 기타

6.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1)내과계 병동 2)외과계 병동 3)중환자실 4)수술실 5)응급실 6)소아청소년병동 7)외

래 8)기타(  )

7. 귀하의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       개월

8. 귀하는 프리셉터 교육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년

9. 귀하의 프리셉터 경험회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이상

10. 귀하의 CLS Level은 어떻게 되십니까?

1) CN2      2)CN3      3) CN4 

11. 귀하의 현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어떠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 끝까지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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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aching behavior level and Education demand 

of Preceptor Nur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suggest a developmental
basis of coaching program and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maintenance

strategy as this study analyzes a knowledge and behavior level about coaching

based on a preceptor nurse and it considers an education demand.

The subject is 284 nurses, which are educated and have an experience between

one time to five times under preceptor system in 'A' general hospital, Seoul. Data

collection is carried out by a survey from April 28th to May 10th. Coaching

knowledge evaluation method by Hong-mi, Kim(2008) is used as research tool. For

measuring a coaching behavior level based on a personal relations test by

Wittenberg and Reis(1998), a coaching behavior level measurement revised by

Bong-ho(2008), Kim is used. Moreover, an education demand measurement by

Bong-ho, Kim(2008) is used for measuring education demand of coaching. This

collected data is conduct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by SPSS WIN 18.0

program,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general characteristic of preceptor nurse in 'A' general hospital, Seoul

is composed of 252 nurses(88.7%) who are before 35 years old, 269 nurses(94.7%)

who graduated the university, and 147 nurses(51.8%) who work from 5 years to

10 years. 213 nurses(75%) have a CNⅡ Level in career development step and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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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53.1%) have two-three times preceptor experiences. 172 respondents(60.6%)

have a normal satisfaction on their work. Also, 249 nurses(87.5%) have a few

knowledge on a characteristic related with coaching ability and 197 nurses(69.4%)

have a 'small' coaching ability on their coaching ability. Only 40 nurses(36.4%) of

110 respondents have a satisfaction on their coaching education and 278

respondents(97.9%) have a 'necessity' on introduction of coaching program.

Second, in a knowledge point of preceptor nurse's coaching, the average is

60.11±13.59 points and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with career development

step(t=2.00, p=.046) and the number of preceptor experience(F=3.35, p=.036).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with age(F=.38, p=.680), academic

ability(F=.89, p=.410), career(F=1.21, p=.297), and work satisfaction(F=.01, p=.985).

The average point of coaching behavior level is 66.74±8.07 points and a decision

making ability is 17.86±2.66 points as the highest point and a 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s 15.75±2.42 points as the lowest point. Within this points, a coaching

behavior level h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age(F=6.80, p=.001), academic

ability(F=4.38, p=.013), career(F=10.78, p=.000), career development step(T=-2.15,

p=.033), the number of preceptor experience(F=3.79, p=.024), and job

satisfaction(F=12.36, p=<.001). At last, a coaching education demand h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age(F=4.27, p=.015), academic ability(F=4.74, p=.009),

career(F=5.71, p=.004), career development step(T=-2.45, p=.015), the number of

preceptor experience(F=4.13, p=.017), and job satisfaction(F=4.91, p=.008).

Third, there is no meaningful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 coaching behavior

level(r=-.111, p=.062) and an education demand(r=-.031, p =.602), therefore, the

more coaching knowledge is and the less coaching education demand is. An

education demand related with coaching about preceptor nurse's coaching behavior

level has a positive correlation statistically, therefore, the more behavior level is

and the more education demand is. A coaching education demand has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ability(r=.165, p=.005) and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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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r=.145, p=.015) in coaching behavior level. Also, it has a meaningful

correlation with public relationship ability(r=.090, p=.132) and time management

ability(r=.115, p=.053).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a considers preceptor nurse's knowledge about

coaching, current coaching level, and education demand in a field of nursing,

moreover, this study emphasizes a necessity of coaching. This study has an

expectation to use a basic line data for the coaching program development/

management of nursing system. For a generalization of this result, replication

study is needed based on preceptor nurse in other general hospital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a systematic coaching program development and

an institutional support/cooperation for preceptor nurse to participate in this

system without pressure at nonoccupational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