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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칭이 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현장실험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충남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코칭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코칭을 받은 대학생 39명과

그렇지않은대학생 39명, 총78명이며, 분석도구는감성지능 검사와커뮤니케이션역량검사이다. 연구대상자들에게

9주 동안 코칭 교육을 하고 이어서 4주간 총4회의 코칭을 진행한 후, 대조군과 실험군의 코칭 전후의 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측정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코칭을 진행한 후에 실험군의 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된 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 코칭이 사람들의 감성지능수준 향상과 커뮤니케이

션에도움이 되는유효한 도구라는것을입증하는것이다. 본 연구결과는코칭이영향을 미치는결과변수를추가로

발견함으로써 코칭 연구의 진일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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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field experimental study investigated the positive effects of coach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experimental group(39 university students) had

to two months of coaching education and four face-to-face coaching sessions. The control group(39

university students) did not have any coaching education and coaching sessions. To conduct ANCOVA,

pre-measurement scores for each 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ere included as covariates and post-measurement scores were included as dependent

variables. In control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measurement for each

dependen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measurement for each dependent variables in experimental group. This result confirmed that coaching

caused increase in th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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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던 코칭(coaching)

이 기업 경영과개인의생활및비즈니스영역으로급격

히 확산된 이후, 코칭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인적자원개

발뿐만아니라개인의삶의질향상에매우의미있는수

단이라는인식이증대되고있다. 그결과코칭은경영현

장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 아래 융합된

형태로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코칭이 경영과 비즈니

스 분야에 적용되어왔고, 이제는 재정관리, 시간관리, 역

량관리 등 직업인의 활동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일상생

활에까지확대되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코칭

이도입된이래, 대기업과중소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단체 등에 코칭이 이미 확산되었고, 대인관

계, 이직, 결혼등개인의삶과관련된영역에까지보급되

는등다양한형태로융합되고있다. 그 결과국내에서는

지난 10여년 이래 코칭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코치가 엄

청나게늘어났고, 라이프코치, 커리어코치및비즈니스코

치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재되기도 했다[1].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코칭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

고있다. 예컨대, 코칭효과규명[2,3,4], 코칭 프로그램개

발과 평가[5], 코칭 리더십과코칭척도 개발[6,7,8], 코칭

의작동기제[9,10] 및 코칭연구방법론[11] 등에관한연

구가 제법 진행되었다.

그동안 코칭 관련 기존 연구들은 양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특정 시점에서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수치를 분석,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과 질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코칭에서 추구하는 가치, 본질 및 의

미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위해수치대신언어형태

로 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 진행되어 왔다[11].

장기적으로경영현장에서코칭의확산과전문코치양성

등을 통한 코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

을균형있게병행, 그 연구결과를체계적으로축적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현실인식을바탕으로본연구의목적은현장유

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field study)를 통해 코

칭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대상자

들에게일정기간동안사전코칭교육에이어전문코치

의코칭을병행하여진행한후, 그것이그들에게어떤영

향을 미치는지를 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측정

치 변화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코칭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칭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새롭게 발견함

으로써 코칭 연구의 진일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코칭의 정의, 다른 기법과의 차이 및 효과
코칭은 접근방법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본 연구자의 현장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코칭은 상호 헌신된 파트너십

(partnership) 환경하에서, 코칭고객의자기인식과행위

변화를통해성과를향상시키고목표를달성함으로써그

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코치와 코칭고객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이

자 관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12].

코칭은여러측면에서상담, 컨설팅, 멘토링및훈련과

다르다. 참가자에대한인식, 참가자와전문가의관계, 전

문가의 개입 정도,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정도, 문

제해결주체및고객의리더십에대한관심정도에서다

른기법과많은차이점이있다. 특히코칭은상담과많은

점에비슷하지만, 문제해결주체에대한인식과해결방

식, 임파워먼트와 고객의 리더십 향상에 대한 관점 등에

서 상담과 아주 다르다[12]. 즉, 코칭은 고객이 주체로서

자아를 발견하고 어떤 일을 하던지 자신감을 갖도록 하

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코치

가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코치는 고객의 리더

십이향상될수있도록관심을가지고그를적극지원한

다는 점이 매우 다르고 독특하다.

코칭 효과에관한선행연구에따르면, 코칭은조직적

측면에서 조직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학습

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13], 개인적측면에서자기

효능감, 역할지각, 가족관계, 리더십, 진로준비행동및진

로성숙도등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3,4,8,14].

2.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과 코칭
감성지능은 1990년대후반부터대중에게점점익숙한

용어가 되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

심을 받고 있다. 물론 감성경영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이후,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감성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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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감성지능은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자기감성조절및자기

감성 활용 능력의 총합을 말한다[15].

선행연구결과에따르면, 감성지능은직무성과[15], 직

무만족[16], 조직몰입[17,18], 조직시민행동[19], 혁신 행

동과 충성심[20], 사기[21], 공정성[22]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성지능의 주요 특성과 코칭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관

계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

람은자신의존재와정체성, 처한상황, 타인과의관계와

갈등 상황 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만약 어떤 문

제가발생하면그것을빨리인지하고해결함으로써자신

이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다. 하지만감성지능이낮은

사람은그렇지못하거나서툴러서다양한형태의문제에

봉착하게되고각종어려움을겪게된다. 이럴경우그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원한다면 누군

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코칭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감성지능과 코칭의 접목 가능성이 충분히 예

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즉, 코칭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나 매개효과를

검증한연구는있으나[23,24], 코칭과감성지능간의직접

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극히 드물다[25]. 그런 차원에

서이들간의관계를실험연구를통해밝히는것은코칭

연구의 확장과 체계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

서본연구에서는일부선행연구결과와본연구자의현

장코칭경험에착안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도출하였다.

<가설 1> 코칭은 감성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코칭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란 개인, 집단, 조직과 같

은사회적주체들간에어떤의미가담긴메시지나정보

를상호교환하여공유하는사회적과정이라고정의한다

[26]. 즉, 커뮤니케이션이란사람들이집단이나조직을이

루어 활동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정보의

소통, 감정표출, 구성원들을조정·통합·동기부여·조직혁

신 촉진 등의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27].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메시지의

발신자와수신자가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위해적극노

력해야 한다는 점인데[26], 이것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이 최

소한의커뮤니케이션역량을갖추지않으면원만한사회

생활을할수없기때문에관련교육이나훈련을받을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 커뮤니케이션역량은다양한측면

에서이해되고있지만[28], 본 연구에서는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현상과결과에주목하고자한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은직무만족[29,30], 조직몰입[31,32], 이직의도[33]에

영향을미쳤고, 자기주도학습과조직학습간의관계에서

매개역할[34]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칭은 코치와 고객 간에 수평적인 커뮤니케이

션이수시로반복되는연속과정이다. 다시말하면, 코칭

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코치는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나

이슈를스스로해결하도록지원하기위해다양한커뮤니

케이션 스킬을 시의적절하고 융·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즉, 코치와 고객은 코칭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의

견을경청하고, 경험을공유하며, 질문과대답을통해상

대방의 관점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한다[35].

이처럼코칭이커뮤니케이션역량과밀접한연관이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를 과학

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코칭 연구의 확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의 현장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코칭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3.1 연구대상과 연구 설계

3.1.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소재 4년제 A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코칭교과목을수강하면

서코칭을받은대학생 39명(실험군)과그렇지않은대학

생 39명(대조군)이다. <표 1>에서보는바와같이 그중

남학생이 60명(76.9%), 1학년이 39명(50.0%), 19∼20세인

학생이 40명(51.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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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research object
Divis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60 76.9

Female 18 23.1

Total 78 100.0

Grade

First grade 39 50.0

Second grade 13 16.7

Third grade 22 28.2

Fourth grade 4 5.1

Total 78 100.0

Age

19 ∼ 20 40 51.3

21 ∼ 22 14 17.9

23 ∼ 24 16 20.5

25 ∼ 27 8 10.3

Total 78 100.0

3.1.2 연구 설계
코칭 효과 분석 방법으로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채택하였다.

<표 2>에서보는바와같이코칭강의를듣고코칭을받

은실험군과아무런처치도받지않은대조군간의비교

를 통해 코칭 효과를 검증했다.

<Table 2> Quasi-experimental field study design
Division pre - Test Treatment post- Test

E group OⅠ₁OⅡ₁ X OⅠ₂OⅡ₂

C group OⅠ₃OⅡ₃ - OⅠ₄OⅡ₄

※ OⅠ: Emotion intelligence test, OⅡ: Communication ability test,
X : Coaching, E group : Experimental group, C group : Control group

3.2 연구도구 및 연구절차
3.2.1 감성지능 검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검사
먼저, 감성지능 검사는 Wong & Law[22]가 개발한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의

총 16개항목을활용, 리커트 5점척도로측정한후총점

을 산출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 0.846,

사후 0.902였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역량 검사는 허경호

[40]가 개발한 ‘포괄적대인의사소통능력척도’의총15개

항목을 활용,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총점을 산출

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사전 0.803, 사후 0.909

이었다.

3.2.2 조작적 변수로서의 코칭
기존 연구에서는 코칭 효과 측정을 위해 설문지를 배

포, 조사하는방법을사용했다. 그러나이방법은원래의

미의 코칭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엄밀한 의미에서 코칭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

는한계가있다. 이런점을극복하기위해한선행연구에

서는 GROW모형에근거한코칭을진행하고, 현장실험을

통해코칭효과를측정하는방법을사용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코칭 효과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즉, A대학교의 코칭 교과목 수업계획서에 따라 전체

15주수업중에서먼저 9주 동안코칭교육(코칭철학, 코

칭 구성요소, 코칭의 특징, 핵심코칭스킬, 코칭대화 프로

세스, 코칭스타일, 코칭실습)을 실시하고, 이어서전문코

치자격증을소지한본연구자와다른전문코치가 4주동

안수강생 1인당매주 1회기씩총4회기(50분/1회기)에걸

쳐일대일(1:1)로 코칭대화(coaching conversation)를 진

행하는 것을 ‘코칭’으로 간주하였다.

3.2.3 연구 절차
실험군에는 2016년 3월에 A대학교에 개설된 코칭 교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 45명을 포함시키고, 해당 교과목

을 수강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동일한 학년인 대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대조군에 포함시켰다. 두 집단을 대

상으로 사전검사로써 감성지능 검사와 커뮤니케이션 역

량검사를실시했다. 실험처치는 2016년 3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먼저 9주 동안코칭교육을진행하고, 이어서 4

주동안총4회기의일대일코칭을진행했다. 일대일코칭

은 전문코치와 대학생이 대면코칭과 전화코칭으로 진행

했다. 한편, 대조군에속한대학생들은코칭교육뿐만아

니라일대일코칭도전혀받지못했다. 실험처치종료후,

두 집단에 대해 실험 전에 실시했던 동일한 검사항목으

로 6월 16∼17일에 걸쳐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3.2.4 자료 분석
최종 분석은 총90명 중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한 12명

을제외한 78명을 대상으로진행했다. 유사실험설계에서

는 연구대상자들을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

할수없는한계가있기때문에두집단의동질성을확보

하기어렵다. 따라서그차이를상쇄한후에발생하는코

칭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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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했다. 통계처리에활

용된 분석도구는 IBM SPSS 2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

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도구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

미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것만을 엄선

했기때문에요인분석과신뢰도분석을실시한결과별다

른 문제가 없었다.

4. 실증 분석
4.1 코칭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코칭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

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과표준편차를산출했다( <표 3>, [그림 1] 참조). 코칭을

받지않은대조군의감성지능수준은평균 3.54에서 3.45

로약 0.09점 감소한반면, 코칭을받은 실험군의감성지

능 수준은 평균 3.30에서 3.87로 약 0.47점 증가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 quantity on Emotional 
Intelligence

Division n
pre - Test post - Test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E group 39 3.54 0.48 3.45 0.45
C group 39 3.30 0.30 3.87 0.41

[Fig. 1] Varia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Table 4> ANCOVA on Emotional Intelligenc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4.485 1 4.485 35.584 0.000***

Group 5.688 1 5.688 45.131 0.000***
Error 9.453 75 0.126
Total 19.627 77

* p<.05, ** p<.01, *** p<.001

그리고 코칭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종속변인으로하는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결과(<표 4>참조), 두집단의감성지능변화는통계적으

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F=45.131, p<0.001). 즉, 코칭은

감성지능을향상시키는데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가있

는 것으로 타나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4.2 코칭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미치는 영향
코칭이커뮤니케이션역량에미치는효과를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자료를 바탕으

로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했다(<표 5>, [그림 2] 참조).

코칭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은

평균 3.59에서 3.50으로약 0.09점감소한반면, 코칭을받

은 실험군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은 평균 3.41에서

4.08로 약 0.67점 증가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 quantity on Communication 
Competence

Division n

pre - Test post - Test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E group 39 3.59 0.46 3.50 0.41

C group 39 3.41 0.29 4.08 0.46

[Fig. 2] Variation in Communication Competence

<Table 6> ANCOVA on Communication Competence
Source

Type Ⅲ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4.163 1 4.163 29.963 0.000***

Group 8.852 1 8.852 63.710 0.000***
Error 10.421 75 0.139
Total 23.436 7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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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칭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공분산분석

(ANCOVA)을 한결과(<표 6> 참조), 두집단의커뮤니

케이션 역량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3.710, p<0.001). 즉, 코칭은커뮤니케이션역량을향

상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

나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에게 코칭

교육과 코칭을 진행한 후, 코칭이 감성지능과 커뮤니

케이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코칭을 받은 사람들의 감성지능 수준은 그렇지

않은사람들의감성지능수준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

하게증가했다. 이결과는코칭실시후간호사의감성지

능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25]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와선행연구결과를함께고려하면, 코칭

이 감성지능 수준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코칭을 통해 개

인의감성지능즉, 자신의감성을빨리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관리할줄알며, 자신의성취를위해스스로노

력할 줄 알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인간관례를 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감성지능이 코칭을 통해 향상된다면 고객

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자신의

목표달성, 다른구성원에대한이해의폭증가와원만한

대인관계유지등의계기가생기게된다. 이것은경영현

장에서 감성경영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과 일맥상통하

며, 감성지능향상훈련을진행하는인적자원관리실무자

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코칭을 받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

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 결과는 코칭 실

시후대학생의커뮤니케이션역량이증가했다는선행연

구[35]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코

칭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코

칭을 통해 한 개인이 사회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살

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현대인들에게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전

달되는 정보에 대한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입장과 느

낌에 대한 감정이입(empathy),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수용적인 태도 등이 중요한 데, 이런 것들은

코칭에서 강조하는 핵심사항들이다. 국내외를 막론하

고 초일류기업에서 코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

점을 제공한다.

셋째, 코칭을통해연구대상자들의감성지능과커뮤니

케이션역량수준이유의미하게증가했다는것을현장실

험설계를통해실증적으로규명했다는것은극히부족한

선행연구의결과를재차확인했다는점과코칭이커뮤니

케이션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

롭게찾았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이것은기존코칭효

과의확장과코칭연구의진일보에기여한것이라볼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앞에서 제시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같은한계를지니고있기때문에후속연구를위해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확인된코칭을통한감성지능과커

뮤니케이션 역량 수준의 증가 경향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실험에

참가한 연구대상자들에 관한 종단자료가 확보된다면 보

다 확장된 심층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특정대학생들을위해개발된코칭프

로그램운영결과를대상으로분석했기때문에일반화하

기엔부족한점이있다. 해당코칭프로그램을모든대학

생들에게일률적으로적용하거나연구결과를성인인조

직 구성원들에게 바로 원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향후연구대상자의다양화, 연구대상자들의인적

특성, 전문코치의 특성과 경력, 코칭을 바라보는 조직문

화의차이등을함께고려한후속연구를진행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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