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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원이자 조직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에 간호조직은 인적자원관리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과 성과창출에 필수적인 전략임을 인식하고 간호사의 역량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빠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구조로의 변화

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차별화

간호사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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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aching program for nurses and verify its effects on emotional intelligence, coaching skills, self-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A quasi-experimental study apply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was used. Sixty staff 

nurses with three years to ten years career were recruited, 30 nurs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nurses for the control group. The coaching pro-

gram was composed of coaching education step and coaching application step with lecture, practice used role-playing and fishbowls discussions with 

team-based learning, and it was implement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over 8 week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st to March 31th, 2010, 

and were analysed using frequency, ratio,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Kolmogorov-Smirnov test, t-test and ANCOVA with the SPSS pro-

gram.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who had the coaching program showed significant higher scores in emotional intelligence (p= 0.001), coaching 

skills (p< 0.001), self-efficacy (p< 0.001), and job satisfaction (p< 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it was supported for all hypothesis. Conclu-

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the foundation assuming the systematic introduction of nursing education and coaching progra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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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2014년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의 대표적 국제학술대

회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ASTD)가 Associa-

tion for Talent Development (ATD)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집합교육의 

훈련과 개발에서 총제적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의 변화를 의

미한다고 설명하였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각을 통해 자발적 

행동과 학습을 촉진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역량개발과 함께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교육방법으

로 부각되고 있는 코칭(coaching)이[2,3］간호사의 역량강화에도 적합

한 행동지향적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유수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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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전사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2년 이후 기업 현장에 도입된 코칭은 현재까지 조직의 

리더십 개발전략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4,5].

자기인식과 통찰력 향상에 탁월한 코칭은 감성지능 향상에 기여하

는데, 감성지능이 높은 개인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

에게도 적절한 방식으로 동기부여가 가능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만

족 향상과 더불어 리더십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6,7].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개인의 갈등관리뿐 아니라 대인관계 역량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8]된 것을 감안할 때 코칭스킬(coaching 

skill)과 자신의 감성조절 및 타인의 감성이해와 관련된 감성지능의 역

량 강화는 환자와 동료간호사간의 유대감 형성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

달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코칭스킬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 경

청, 효과적인 질문 그리고 피드백 스킬(feedback skill)은 대인관계, 의사

소통 및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9], 스스로 목표를 설정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함께 자기효능

감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11].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에 있

어서 코칭이 자아관련 성과와 함께 직무관련 성과를 동시에 창출해 

내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부각되면서 개인육성, 전문성 개발 

및 성과향상에 활용되고 있다[12]. 코칭에 의한 자아관련 성과는 자기

인식, 자존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의 증가를 의미하며[13], 직무관

련 성과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증가와 함께 일과 가정의 갈등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간호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와 함께 간호조직의 성

과를 심리적으로 측정하는 유효성 지표이며, 간호인적자원관리의 주

요 개념이다[16]. 하지만 2013년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6.8%이며[17], 특

히 근무경력 5-10년 미만의 일반간호사의 경우 직무만족이 낮고 이직

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일반간호사의 직무

만족을 높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을 시사한다. 직무만족은 자기효능감,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으며[11], 

특히, 감성지능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18,19],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및 직

무만족을 증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전략이 간호조직 차원에서 이

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기업현장의 코칭 도입은 코칭 연구로 이어지고 있지만, 코칭의 효과

성을 검증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사례연구에 치우

친 연구나[20] 코칭의 효과를 참여자들의 반응에 국한하여 평가하고

[21,22], 단일군으로 코칭 전, 후의 변화나 사후 측정한 연구결과[23]로 

코칭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코칭의 

효과를 지지하는 실험결과[24,25]가 있었지만 일부 변수들이 부분적

으로 지지되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현재까지 이

루어진 코칭에 관한 연구는 코칭 역량을 규명하거나 코칭이 미치는 영

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코치와 리더에게 필요한 코

칭 역량의 규명, 효과적인 코칭 프로세스의 정립, 리더의 코칭리더십이 

조직 구성원 및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4,25].

국외 간호연구 분야에서 코칭의 용어가 사용된 것은 2005년 이후이

며, 멘토링(mentoring)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임상에서의 전문기술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27,28]. 또한 간호사의 리더십과 

임상기술 향상에 필요한 전략적 방법이라는 근거를 문헌고찰이나 실

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27]. 국내에서는 코칭 프

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확인[29]을 시작으로 그룹코칭 프로그램을 간호

사에게 적용한 연구[15]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코칭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을 코칭 프로그램의 내용구성과 방법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

여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간호사의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함으로써 코칭을 인적자원개

발 및 관리전략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과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조직 내 코칭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코칭스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4)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5)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제1 가설 :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감성지능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제2 가설 :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코칭스킬 점수가 높을 것이다. 

3)  제3 가설 :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4)  제4 가설 :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직무만족 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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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와 참여하지 않는 간호사 

사이에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의 차이를 비교하

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소재 B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총 

227명 중 근무경력이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

적으로 본 연구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30명을 실험군으로 편

의표집하였다. 대조군은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유사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실험군의 연령, 근무경력 및 학력이 

비슷한 간호사로 matching하여 30명을 의도표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근무경력 3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제

한한 이유는 임상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코칭사례를 발굴할 수 있으며, 

신규 간호사나 3년차 미만의 간호사와의 교류가 많아 프로그램 적용 

시 일대일 코칭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상자 표

집을 위해서 해당 병원 간호부장과 교육담당 수간호사의 동의를 얻은 

후, 간호관리자 회의시간을 통해 연구목적과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

에 대해 설명하고 간호부 각 부서의 간호사들에게 지원자 모집 공고를 

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로 선정

하였다. 이는 Cohen의 Power analysis에 의해 필요한 대상자 수인 군당 

최소인원 26명(유의수준 α = 0.05, 효과크기 d = 0.4, 검정력 1-β = 0.8)을 

충족시켰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30명, 대

조군 30명으로 탈락자는 없었다.

연구 도구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인의 감성을 인식

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22].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 

and Law [19]가 개발하고 Law et al. [30]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Won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이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감성이해 0.92, 타인감성이해 0.91, 감성조절 0.84, 감성활용 0.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89였으며, 하부영역은 자기감

성이해 0.85, 타인감성이해 0.77, 감성조절 0.83, 감성활용 0.84였다.

코칭스킬

코칭스킬은 코칭 주제를 명료화하고 코칭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이며[24] , 측정도구는 Rothwell [31]이 개발한 40문항 중 

그룹개발단계와 회의기술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코칭스킬에 해당

하는 24개 문항을 선택한 후 코치 자격이 있는 간호학 교수 및 간호학 

박사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거쳤다. 코칭스킬은 효과적인 비언어적 행

위사용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행동관찰하기,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아이디어와 감정표현

하기 및 통찰력자극하기 등 총 8개 요소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범위는 24점에서 1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스킬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0.91이었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

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 자신의 판단이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Hong [11]이 개발하여 사용한 8개 문항으로, 자신의 목표

와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극복하는 마음, 진행되는 일에 대한 

믿음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범위는 8점에서 4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87이었다.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느끼는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측정도구는 Ha [32]가 사용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

로 측정되며, 범위는 5점에서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87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88이었다. 

연구진행절차 

코칭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한 Kim [33]의 모형을 기초로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코

칭역량 관련 프로그램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연구자 외에 코치 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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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코칭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2차 코칭을 적용하는 과정

이다. 최종 8주차는 코칭 결과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상호학습하도

록 구조화하였다. 

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진행 시작 1주일 전에 실

시하였고,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먼저 해당 병원의 교육담당 수간호

사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전조사 과정을 설명한 후 병원의 승인 

절차에 의해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기재하도록 설

명하고 배부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20분 정도였다.

실험처치

코칭 프로그램 진행은 2010년 2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8주 동안 

한 주에 1회기씩 실험군을 대상으로 코칭교육과 코칭적용의 2단계로 

진행하였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4회에 걸쳐 4시간씩 총 16시간은 코

칭교육 단계,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1단계의 코칭교육의 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코칭적용 단계로 운영하였다. 30명의 실험군을 1개 팀당 6명

씩 총 5개 팀에 배정하였으며, 팀 학습 진행을 위해 근무부서와 경력을 

고려하여 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기간 중 일대일 코

칭적용 및 문제해결을 위한 팀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근무부서가 동

일하거나 부서특성이 유사하고 근거리에 인접한 부서의 간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다. 

코칭교육 단계 운영(1-4주차)

코칭교육 단계는 코칭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기인식과 자기탐색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형성 및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적극적 경청, 질문 및 피드백의 코칭스킬을 체득하기 위해 일

대일 실습, 역할연기법 그리고 다른 학습자의 역할을 피드백하는 어항

토론기법을 활용하였다. 코칭프로세스를 학습하기 위해 GROW 모델

[3]의 단계별 질문을 구조화하여 코칭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코칭활용에서는 학습자가 코칭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코

칭도구와 활용방법을 익혀 간호현장에서 코칭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적 접근방법을 제공하였고 간호현장에서 발생한 코칭 사례를 직접 동

영상으로 제작하여 이해를 도왔다. 학습자의 코칭교육에 대한 동기유

발과 학습경험을 촉진하도록 활용한 팀학습은 팀구축을 시작으로 브

레인스토밍, 명목집단법, 브레인라이팅 및 논리적 사고기법을 통해 원

활한 토의와 의견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 후 다음 

교육이 있기 전까지의 일주일은 학습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실습과제를 부여하여 가족과 직장동료 각 한 명씩을 선정하여 코칭

정을 이수하고 코칭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간호관리학 

전공교수 2인과 기업체 코칭교육 전문가 2인의 자문을 거쳐 내용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효과 검증한 내용을 토대

로 수정·보완 후 적용하였다(Figure 1). 예비조사에서는 코칭 프로그램

에 대한 필요성과 코칭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하였는데, 대상자의 

56.7%가 ‘약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가 43.3%였으며, 코칭 교육에 대

해 매우 필요하다고는 응답한 간호사가 63.3%에 해당하였다. 또한 코

칭교육을 통한 기대효과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효율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 잠재력 개발 순으로 나타나 코칭 교육에 관한 요구도를 파

악하였고 코칭교육 내용에 반영하였다. 

코칭 프로그램의 목적은 간호사가 자기인식의 확장을 통해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경청, 질문 및 피드백 등의 코칭스킬과 코칭프로

세스에 의한 코칭대화를 학습하여 실무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

제를 재조명하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 대안을 창출해 봄으로써 감

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 구성은 코칭교육 단계(1-4주)와 코칭적용 단계(5-8주)

로 구분하여 이론, 일대일 실습 및 팀 학습을 통해 코칭스킬과 프로세

스를 습득하고, 코칭적용 단계에서 적용과 피드백을 순환하며 코칭대

화를 체득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별 주요 내용과 학습방법은 다

음과 같다(Table 1). 코칭교육 단계는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달성하

는 것으로 4개 주제로 구분하여 코칭의 이해, 코칭스킬, 코칭프로세스

(coaching process) 및 코칭의 활용으로 구성하였다. 코칭적용 단계에서

는 학습한 코칭을 현장에 적용해보는 것으로 1차 적용 후 그 결과를 

Figure 1. Program development process. 

Step

Plan

Construct

Application

Evaluation

Subject

Literature review
establish of program 

objectives

Program content 
configuration

Council of experts

A preliminary study

Program 
effectiveness

Modify the program 
complements

Key contents

· Existing programs and leading 
research and analysis

· Program step-by-step learning 
goals

· The configuration program 
components and activities

· Content validity assessment

· Pilot coaching program

· Experimental pre-posttest 
design of the controls group

· Effectiveness analysis and 
program implementation  

results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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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과 코칭대화를 적용한 후 실행결과를 성찰일지에 기록하여 온라

인 학습카페에 올리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음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코칭적용 단계 운영(5-8주차)

코칭적용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가족 및 직장후배나 동료 2명을 선

정하여 2회에 거쳐 코칭을 실습해 보는 실천 지향적(learning by do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코칭 체크리스트(coaching checklist) 및 코칭 후 성

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코칭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1

시간 30분 정도였고 코칭 장소는 간호사실, 퇴근 후 찻집, 차안 등 다양

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코칭디렉터(coaching director)로서 연구

자는 1회 코칭 적용 후 도출된 문제나 어려움에 관해 해결 방안을 모

색하도록 코칭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그 피드백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

가 2차 코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코칭 피드백은 3시간 동안 팀별로 

진행되었고 학습자의 참여와 실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최종 8주차는 해당 병원의 간호부장을 비롯한 수간호사 이상의 간

호관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 코칭 우수사례와 코칭을 적용

하며 경험했던 문제해결 사례를 발표하는 상호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8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코치로서 역할모델이 

되어 코칭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온라인 학습카페(http://cafe.daum.

net/IMCOACH)를 만들어 학습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으며 문자

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코칭적용을 격려하고 확인하였다. 학습카페를 

통해 학습자들은 코칭관련 학습자료를 얻고 질의 응답할 기회를 갖도

록 하였다.  

 

사후조사

실험군의 사후조사는 코칭성과 공유의 시간이 끝나고 연구자가 설

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대

Table 1. Coaching program structure and content

Subject Main content Lerning method

Coaching education (1-4 wk)
   Understanding of coaching · The concept of coaching philosophy, coaching paradigm

· Necessity and benefits of coaching in organizations
·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 cognition expansion in 
coaching

· Comparison of the reaction pattern analysis and coaching style type of situation
· Their coaching style and the type of analysis characteristics and coping strategies

· Lecture
· Team learning

   Coaching skills ·  Core skills of coaching: rapport forms, active listening, coaching questions, con-
cept of constructive and positive feedback

· Principles of coaching skills, effect, utilization
· Utilizing coaching skills by situation

   Coaching process ·  The purpose of the coaching process and the necessity of the GROW (Goal, Reali-
ty, Option, Will) model

·  Coaching process understanding based on the GROW model, step-by-step learn-
ing questions

· Lecture
· One to one training
· Role playing
· Fishbowl discussion

   Coaching conversation · Coaching conversation practice applying a process based on the GROW 
model·Utilization of coaching tools
·  Analysis of the coaching conversation and the coaching practice using the appli-
cation

· Identify the problem due to coaching practice and derived solutions
· Action plan formulation and presentation

· Lecture
· Team learning

Coaching practice (5-8 wk)
   First coaching application · One to one apply the coaching conversation (first round): two coachee selection

· Coaching worksheets and reflective journal writing coaching
· One to one coaching practice
· Online coaching feedback

   Coaching feedback · Coaching progress and results confirmed
· Feedback on coaching tool utilization

· Coaching feedback
· Team learning

   Second coaching application · One to one apply the coaching conversation (second round)
· Coaching worksheets and reflective journal writing coaching
· Feedback of preparing for coaching case study

· One to one coaching practice
· Online coaching feedback

   Sharing of performance 
     coaching

· Coaching case studies
· Presentation of coaching troubleshooting applications by team
· Sharing of coaching case

· Mutu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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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은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각 간호 단위별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3

일 후인 2010년 3월 31일에 회수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연구 참여 철

회 가능성에 대해 알린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 대상자

에 한해서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

고, 작성된 질문지는 회수용 봉투에 담아 일괄 회수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SPSS 12.0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각 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Kolmogorov-Smirnov test

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관련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두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Chi-square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

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는 ANCOVA로 분석하였다. 측정도

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증

코칭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

성을 연령, 근무경력, 결혼여부, 학력수준, 근무부서에 따라 분석한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p> 0.05) 두 집단 간 동질

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코칭교육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코칭에 대

한 인식, 코칭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p> 0.05)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코칭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p> 0.05)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었다(Table 2).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가설 1.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n=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0) Cont. (n=30)

χ2 or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Age (y)   30.87±2.28 30.70±2.48 0.53 0.895
Career (month)   99.77±30.00 97.93±24.66 1.06 0.569
Marital status Married 13 (23.4) 18 (46.6) 1.66 0.196

Unmarried 17 (76.6) 12 (46.6)     
Working unit1 General ward2 19 (63.3) 19 (63.3) - 1.000

Special part3 6 (19.3) 12 (23.3)     
Out patient 5 (16.7) 4 (13.3)

Education level1 College 11 (36.7) 14 (46.6) - 0.795
University 18 (60.0) 15 (50.0)     
Over graduate school 1 (3.3) 1 (3.4)

Perception of coaching Know 8 (26.6) 8 (26.7) - 1.000
Heared 16 (53.4) 15 (50.0)     
Not know 6 (20.0) 7 (23.3)

Need of coaching education Need 21 (70.0) 18 (60.0) - 0.521
Not so bad 9 (30.0) 12 (40.0)     

Emotional intelligence 52.77±6.81 51.10±5.91 1.10 0.316
  Self-emotional appraisal 12.93±2.27 12.17±2.03 1.36 0.174

Other’s emotional appraisal 14.20±2.00 13.73±2.27 0.84 0.403
Regulation of emotion 13.06±1.89 12.70±2.18 0.69 0.490
Use of emotion 12.57±2.23 12.50±2.04 0.12 0.905

Coaching skill   77.73±8.29 76.30±0.32 0.68 0.496
Self-efficacy   27.90±2.67 27.17±3.70 0.87 0.383
Job satisfaction   16.27±2.26 15.17±2.52 1.16 0.10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1Fisher’s exact prob; 2Medical & surgical unit; 3Intensive care unit, operation room, 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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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성지능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의 차이는 

실험군이 실험 전 52.77점에서 57.73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51.10

점에서 50.97점으로 감소하였다. 감성지능의 4개 하부영역인 자기감성

이해(F=13.97, p < 0.001), 타인감성이해(F=7.58, p = 0.008), 감정조절

(F= 8.93, p= 0.004) 및 감성활용(F=5.71, p= 0.020)에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 전 감성지능의 차이에 의한 오

차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ANCOVA를 실시

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12.81, p =  

0.001)있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

다 코칭스킬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코칭스킬의 차이는 

실험군이 실험 전 77.73점에서 87.33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76.30점에서 76.60점으로 거의 동일하였다. 실험 전 코칭스킬의 차이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ANCO-

VA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  

18.95, p< 0.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

다 자기효능감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는 실험군이 실험 전 27.90점에서 30.27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27.17점에서 26.00점으로 감소하였다. 실험 전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의

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ANCOVA

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19.49, 

p< 0.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

다 직무만족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의 차이는 

실험군이 실험전 16.27점에서 17.83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15.71

점에서 15.03점으로 감소하였다. 실험 전 직무만족의 차이에 의한 오

차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ANCOVA를 실

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 =13.93, 

p< 0.001) 가설 4는 지지되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역량향상에 기여하는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적용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탈락을 줄이기 위

해 간호관리자 회의시간을 이용해 교육의 목적, 효과 및 시행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연구대상

자 선정에 있어 지원동기가 있는 간호사로 제한하였다. 이는 간호사 대

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15,16]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스케

쥴 조정의 문제로 1, 2명의 탈락자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전 대처

가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가장 어려웠

던 점을 면담한 결과, 실습과 코칭적용을 위한 시간부족과 일대일 코

칭 대상자와의 일정 조정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멘토링 프

로그램을 일반간호사에게 적용한 연구결과[16]에서 ‘간호사의 직무특

성상 서로의 근무시간이 달라 만남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Table 3. Differences repeated measures ANOVA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0)

Variables Groups
Pretest

Mean±SD
Posttest

Mean±SD
The type III SS F1 p

Emotional intelligence Exp. (n=30) 52.77±6.81 57.73±8.05 536.31 12.81 0.001
Cont. (n=30) 51.10±5.91 50.97±5.76

   Self-emotional appraisal Exp. (n=30) 12.93±2.27 15.57±1.75 52.94 13.97 <0.001
Cont. (n=30) 12.17±2.03 13.67±2.09

   Other’s emotional appraisal Exp. (n=30) 14.20±2.00 14.40±2.35 25.05 7.57 0.008
Cont. (n=30) 13.73±2.27 12.83±1.98

   Regulation of emotion Exp. (n=30) 13.06±1.89 14.27±2.76 42.23 8.93 0.004
Cont. (n=30) 12.70±2.18 12.40±1.92

   Use of emotion Exp. (n=30) 12.57±2.23 13.50±2.91 29.52 5.70 0.020
Cont. (n=30) 12.50±2.04 12.07±1.89

Coaching skill Exp. (n=30) 77.73±8.29 87.33±10.36 1,435.27 18.94 <0.001
Cont. (n=30) 76.30±7.89 76.60±9.29

Self-efficacy Exp. (n=30) 27.90±2.67 30.27±3.85 233.14 19.48 <0.001
Cont. (n=30) 27.17±3.70 26.00±3.47

Job satisfaction Exp. (n=30) 16.27±2.59 17.83±3.18 88.54 13.92 <0.001
Cont. (n=30) 15.17±2.52 15.03±1.84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SD, standard deviation; SS, sum of squares.
1F score of from analysis of covariance with pretest scores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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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도 일치하며,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6명을 한 팀으로 5개 팀을 

구성하여 실천학습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운영한 Lee [34]의 연구에서

도 단기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팀학습을 진행

하는데 시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Grant [25]는 영업분야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코칭교육과 실천학

습 방법을 적용한 코칭 프로그램을 13주 과정(매주 2.5시간씩 총 32.5

시간)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한바 있다. 따라서 향후 교대근무를 

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주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사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조직이나 리더들에게 코칭의 효과와 필요성

을 인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Lee [15]의 연구에서 코칭 교육 후 추후연결이 진행되지 않고 피드백 

시간이 없어 실행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 교

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교육 내용을 실습하는 것

은 물론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칭교육 후 구조화된 양식에 의해 실습과

제를 부여하고 실행한 결과를 온라인 학습카페에 공유하도록 하였으

며, 코칭적용 단계에서는 코칭 디렉터로서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일대

일 코칭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코칭 실습을 독려하고 코칭 적용시 문제

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

으로 이끌 수 있는 실천 지향적 접근 방법이 매우 유용했음을 알 수 있

다. 학습자의 성찰일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코칭 피드백을 통해 학

습자들이 코칭 프로세스와 코칭대화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코칭

의 필요성을 깨닫는 기회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칭 프로

그램 진행에서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적용한 팀학습은 코칭

스킬이나 코칭대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 

결과를 팀별로 발표하며 상호학습하는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

용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코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나 코

칭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며 체득하는 

자발적 학습이 가능하였고 교육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평가는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예비 조사를 통해 코칭 교육의 운영방법과 기대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가설 검증의 결과로서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

의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

능 향상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감성지능 개발이 가능하며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이나 코칭으로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며[35,36], Grant [25]가 코칭 프로그램을 교

육과 실천학습의 과정을 적용하여 감성지능과 코칭스킬이 향상되었

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Lee [15]가 그룹코칭 프로그램에 참여

한 간호사에게 감성지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금까

지 진행된 감성지능에 관한 연구들은 감성지능과 조직의 성과관련 변

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7,18]가 대부분이었으며, 감성지

능을 선행변수뿐 아니라 조절변수로 측정하였고 그 효과도 변수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감성지능이 조직의 성과와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감성지능 향상이 가능한 코

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칭 프로그램의 일대일 코칭 대화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

하는 인식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며 간호 실무현장에서 동료와 

대상자와의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감성을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코칭 스킬 향

상은 효과적인 비언어적 행위 사용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효과적

으로 정리하기,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행동관찰하기, 효과적으로 질문

하기, 아이디어와 감정표현하기, 통찰력 자극하기 아이디어와 감정표

현하기 등의 향상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m [9]이 부사관 22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8주간의 코칭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프로그램

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코칭능력으로서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의사결정 기술, 자기개방 및 시간관리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 향상은 대부분의 

코칭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변수가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코

칭의 결과로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들[9-11]과 일치한 결

과를 보였다. 특히, 목표설정과 문제해결을 통한 코칭으로 인해 자기효

능감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코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인관계 

역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와 코칭이 자기효능감과 직

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37]. 또한 

한편,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한 Lee [15]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코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자기

인식과 자기이해의 증진을 통하여 향상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코칭 중재 기간이나 추후 학습을 촉진하는 연결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코칭관련 

문헌을 토대로 개발한 Hong [11]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코칭을 적용함

에 있어 교육에서 필요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기

에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직무만족 향상

은 코칭 프로그램 적용 후 직무만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들

[21,38,39]과 일치하여 코칭과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기존 연

구들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결과를 통해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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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용한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칭이 감

성지능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직무성과 및 

조직몰입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38]. 한편, 교육을 시행

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변수들의 점

수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일부 높아지거나 낮은 결과를 보

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차별화된 교육방법을 적용한 

후 대조군의 변화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앞으로 효과적인 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되

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와 코칭 스킬 및 코칭 질문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코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리더

를 코치로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코칭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행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3개월에서 6개월 이후 학습전

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조직의 성과창출을 위해서 간호사 개인의 성장과 역

량을 향상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코칭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감

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이 코칭교육을 받지 않은 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서 실시한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감성지능, 코칭스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국내 간호조직에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코칭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체계적인 간호교육 도입과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성과평가가 아닌 자가평가로 측정하였고, 편의표

집한 일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제한점

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칭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의 효과검증을 위한 연

구와 대상자의 다면평가에 의한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코칭 프로그램이 간호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코칭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이 실무현장에서 적용하여 전이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

는 양적연구와 더불어 연구자와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

험하는 변화과정에 대해 성찰을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용하는 질

적 연구로서의 실행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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