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병원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인력의 구성비가 높고

공동목표를위해활동하는인적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

은 조직이다. 현실의 의료시장은 대,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게 위해 다양한 병원직종

인적 자원의 효률적 관리는 병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1]. 특히 최근에는 치과병의원의

치과위생사(치과종사자)의 코칭리더십이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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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대구,경북지역 205명의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를조사하였다. 코칭리더십의전체평균은 5점척도에서 2.67, 개발코칭

2.61, 관계코칭 2.61로 나타났다. ‘나의 상사는나의발전을위한연수교육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해준다’가 2.50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특징에따른코칭리더십은 20-25세, 경력 1-5년, 미혼, 수입 2000만원이하, 직속상관은여성 , 직속상관나이

20-30세, 직속상사직위는팀장, 선임치과위생사가높았다(p<.05). 코칭리더십에대한직무만족도, 동기부여적자아개념, 삶
의 질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5). 따라서 올바른 코칭리더십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의 발전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적 자아개념을 향상시켜 삶의 질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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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nvestigated 205 dental personnel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o find out the effects of D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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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re average of coaching leadership was 2.67 On 5 point scale, development coaching 2.61, relationship coaching 
2.61. “my boss fully provides me with training opportunities for my development’ had the lowest 2.50. As for 
coaching 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ad the highest average those aged of 20-25years old, work 
experience of 1-5years, single, salary less than 20 million, female immediate superior, immediate superior aged 
20-30years old, position of immediate superior is team head, senior dental hygienists(p<.05). The three criteria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aching leadership(p<.05). Therefore, Right coaching leadership increases job satisfaction, 
improves motivational self-concept for increasing individual development, raise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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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증가로기존의진료중심의업무에서소비자의

욕구에부응하기위해치과병의원의조직도많이다양화

되고 복잡해짐으로서 이에 적합한 경영문제들이 중요시

되고 있다[2].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욕구와 동

기를 창출할 수 있는 정서적인 관계의 조직문화 풍토를

반영하는것이중요하며[3], 인적자원간의유기적인관계

유지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역량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코칭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2]. 코칭은 “행동적인 것으로서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있으며여러직종의종사자들의잠재력을계발

시켜스스로가능성을인지하여확대함으로서능력과의

욕을고취할수있는리딩방식이다. 즉 코칭리더십이란

리더가 직원을 대하는 특정한 자세와 태도를 말하며 상

사와 구성원이 과업과 관계에 대한 균형을 토의하면서

조직구성원에게 목표설정, 방향제시, 동기부여, 가르치

기, 피드백, 인간관계 형성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진전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과 지

원을 제공하는 행동을 말한다[4.] 이러한 효율적인 코칭

리더십 발휘는 협력과 조력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자아

리더를 이끌어냄으로서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킴과

동시에업무에몰입할수있게해주어조직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5].

효과적인 코칭리더십으로 일어나는 동기부여적 자아

개념에서자아는 ‘개인들이갖고있는내면적. 외면적. 특

성자체와그에대한자기(self)의 관념’이며[6], 동기부여

는 ‘어떻게 행동이 시작되고 활력화되고, 유지되고, 방향

을 짓고, 정지되는가 또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 날 때 체

내에서는어떠한주관적인반응이일어나는가에관한것’

이다[7]. 이러한이론적바탕으로동기부여적자아개념은

증가된자긍심, 자부심, 자기효능감, 리더와의동일시, 사

회적 동일시, 가치 내재화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들

이갖고있는 내면적, 외면적인자기를행동이활력화되

고방향을지을수있도록반응을일으키는것이다[8]. 또

한 코칭리더십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환

경적으로대인관계, 이직률에영향을미치는직무만족과

도 상관이 있으며[1],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WHO는 삶의질은 “한 개인이살고있는문화권과가치

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

련하여 인생에서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으로 정의하였으며 삶의 질 척도로서 건강상태, 생황방

식, 생활만족도, 정신상태, 안락성등을포함한다[9]. 치과

병.의원은 여러 직종이 수직, 수평간의 관계를 이루면서

선임자로부터코칭리더십, 본인의코팅리더십에의한직

간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과종사자들의업무의 개선및향상을 위해서는이에

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동안병원의직종

으로 간호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코칭리더십에 대한

인식조사와직무만족도, 업무성과에대한연구는행하여

졌으나[10,11,23], 치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칭리더십

이 동기부여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과조사자를 대상으로

직속 상관의 코칭 리더십이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

만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치과인력

관리를위한코칭리더십행도의중요성과 개발의필요

성을 인식시키고 코칭 리더십이 치과조직의 업무성과와

삶의질에미치는영향에대한근거를제시하여향후효

과적이고 쳬계적인 조직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16년 6월 30일에서 7월 30일까지대구, 경

북의병,의원에근무하고있는치과위생사들을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10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으며불성실하게응답한 5부를제외한 205명을최종

분석하였다.

2.2 설문조사
설문지 작성은 구[12]와 한과 박[13]의 연구도구를 참

고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

여 Effect size F(효과크기) 0.2, α=0.05, 검정력(1-β)=0.90

에서 2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총 205명을 대상

으로 수집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0문항)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징 중 본인의 특징 7문

항, 직속상사의 특징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코칭리더십

의 측정도구는 안현미(2011)가 사용하여 Cronbach's



치과위생사(치과종사자)의 코칭리더십이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63
alpha값은 0..952으로 나타난 도구로서 신뢰성과 타당성

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14] 본 연

구에서 필요한 부분인 개발코칭 3문항, 관계코칭 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은 직무만족은 Tsui 등[15]이

사용한분야별직무만족척도 6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동

기부여적자아개념은 Shamir 등(1998)에 의해실증연구

된 측정도구 중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여 8문항, 삶의 질

은 김종임(1994)의 삶의 질 측정도구로서 Cronbach's

a=.91로 신뢰도가높은 6개의영역중정서상태와자아존

중감를수정,보완하여 10문항 구성하였다[16]. 각문항을

Liker 5점 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리더쉽,

직무만족,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

하며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값은코칭리더십은 0

.938, 직무만족도는 0.852, 동기부여적 자아개념은 0.868,

삶의 질은 0.868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

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백분율로산출하였으며, 일반적은특징과코칭리

더십, 직무만족,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삶의 질과의 항목

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 검증을 하였다. 코칭리더

쉽, 직무만족,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삶의 질과의 상관성

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로검증하였다. 검정을위한통계적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총

205명이 모두 여성이었으며 나이는 30세 이상이

88(42.9%), 경력이 1-5년이 102(49.8%)명으로많았다. 직

종은 치과위생사가 172(83.9%)명, 간호조무사 33(16.1%)

명으로나타났고, 교육수준은전문대졸이 139(67.8)명, 결

혼 상태는미혼이 121(59.0%)명으로 응답하였다. 의료기

관 종별은 치과병원에 160(78.0%)명이 근무하고 있었으

며 수입은 2000-2500만원이 99(48.3%)명으로 나타났다.

직속 상사의 성별은 남성이 123(60.0%), 나이 35세 이상

153(74.6%), 직종은 치과의사 112(54.6%)명으로 나타났

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N %

Age
20-25
26-29
30≤

50
67
88

24.4
32.7
42.9

Career
1-5years
6-9years
10years≤

102
65
38

49.8
31.7
18.5

Status
Dental Hygienist
Nurse's Aide

172
33

83.9
16.1

Education
High
College
University

18
139
48

8.8
67.8
23.4

Married
Non-Married
Married

121
84

59.0
41.0

Medical institutions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45
160

22.0
78.0

Income
(thousand won)

<2000
2000-2500
2500<

68
99
38

33.2
48.3
18.5

Immediate Supervisor
Gender

man
female

123
82

60.0
40.0

Immediate Supervisor
Age

20-30
31-35
35<

25
27
153

12.2
13.2
74.6

Immediate Supervisor
Status

Dentist
Team Leader
Senior Dental Hygienist

112
24
69

54.6
11.7
33.7

3.2 코칭리더십의 항목별 구분
코칭리더십은 7문항으로전체적인평균은 2.67로분석

되었다. 개발 코칭이 2.61, 관계 코칭은 2.72으로 나타났

다. 각각의 평균에서 ‘나의 상사는 나의 발전을 위한연

수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준다.’가 평균 2.50으

로가장낮았으며 ‘나의상사는나의가치를인정하고나

와 좋은 관계를 가져준다.’는 2.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3.3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코칭리더십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코칭리더십은 Table 3과 같다.

나이가 20-25인 경우직속상사의코칭리더십이 2.86으로

가장높았으며(p<.05), 경력은 1-5년인 경우 2.84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p<.05). 직종은 치과위생사 2.64, 간호

조무사 2.87로 간호조무사가 높았고 교육은 대학졸업이

2.87로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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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로높았다(p<.05). 치과의료기관은병원급 2.72, 의원

급 2.44로 병원급이 높았고(p<.05), 수입은 2000만원 이

하가 2.86으로 가장 높았다(p<.05). 직속상사의 성별은

여성일 때 2.88로 높았으며 (p<.05). 직속상사의 나이는

20-30세인 경우 3.23으로 높았고(p<.05). 직속상사의 직

위는팀장(부장)급인경우치과위생사인경우2.87로 높았

다(p<.05).

Table 3. Coaching Leadership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Coaching
Leadership
M(S.D)

p
-value
(F)

Age
20-25
26-29
30≤

2.86(.81)a

2.72(.75)b

2.53(.71)b
.045*

(3.036)

Career
1-5years
6-9years
10years≤

2.84(.76)a

2.45(.68)b

2.55(.76)b
.003**

(5.495)

Status
Dental Hygienist
Nurse's Aide

2.64(.74)
2.87(.81)

.118
(2.817)

Education
High
College
University

2.56(.96)
2.62(.76)
2.87(.62)

.109
2.628

Married
Non-Married
Married

2.79(.77)
2.50(.71)

.007**

(6.527)
Medical
institutions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2.44(.57)
2.72(.79)

.038*

(3.437)
Income
(thousand won)

<2000
2000-2500
2500<

2.86(.75)a

2.64(.70)b

2.46(.81)b
.024*

(4.187)

Immediate Supervisor
Gender

man
female

2.52(.72)
2.88(.76)

.001
**

(10.117)

Immediate Supervisor
Age

20-30
31-35
35<

3.23(.90)a

2.46(.61)b

2.62(.72)b
.000***

(9.693)

Immediate Supervisor
Status

Dentist
Team Leader
Senior Dental
Hygienist

2.51(.70)b

2.87(.60)a

2.87(.84)a
.003

(5.286)

p<.05 **p<.01 ***p<.001 scheffe post verification: a>b

3.4 코칭리더십,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의 상관분석  
코칭리더십,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

의상관성을알아보기위한상관분석결과 Table 4와같

다. 유의수준 0.05에서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이 코칭 리더쉽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코칭리더십이 높아질수록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

족,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이다(p<.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Motivational self-concept, Quality of life 
and Coaching Leadership

Division Job Satisfaction
Motivational
self-concept

Quality
of life

Coaching
Leadership

.566***

(.000)
.481***

(.000)
.37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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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일반적인 특징 및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
만족, 삶의 질, 코칭리더십, 회귀분석
일반적인 특징과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

의 질이 코칭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결과 Y(코칭리더십)= 0.523 – 0.423(경력) +

0.387(동기부여적자아개념) + 0.593(직무만족)로분석되

었다. 즉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 동기부여적 자아

개념과직무만족은경우코칭리더십높다는결과를나타

낸 것이며(p<.05), Table 5에 제시되었다.

Table 2. Coaching Leadership entry scores
Division M(SD)

Coaching
Leadership

Development

1. My boss gives provides information and resources related to my duties actively. 2.61(.87)

2. my boss fully provides me with training opportunities for my development’ 2.50(.98)

3. My boss will teach the necessary knowledge to my job well. 2.71(.89)

Relationship

4. My boss gives me like peers, not bosses. 2.73(.90)

5. My boss has a little more attention and listen to what I'm saying. 2.72(.85)

6. My boss give me recognize my worth and get a good relationship 2.80(.85)

7. My boss is often encouraged me to actively praise. 2.67(.92)

Total 2.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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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코칭은구성원들을격려하고동기를부여함으로써그

들스스로의역량을키울수있도록돕는과정으로서경

영과 관리에 있어 메타포나 패러다임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21세기의 치과경영에도 중요시 되

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2]. 따라서본연구는치과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상관의 코칭리더십이그들이 치과에

종사하는환경에서직무만족도, 동기부여적자아개념,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개발과관계에대한코칭리더십에서 5점 척도에서개

발이 2.61로 관계 2.72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개발

코칭리더십의 문항인 ‘나의 상사는 나의 발전을 위한 연

구교육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해준다’가 7문항중가장

낮았다. 그 이유는 종사자들에게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에 가장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사료된다. 그러나개인의역량을개발하고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 근무지인 치과병의원에

지식 및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교육 기회

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리더

들에게올바른코칭리더십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코칭리더십에서는 나이, 경력,

결혼여부, 수입, 직속상관의성별, 직속상관의나이, 직속

상관의 직종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5). 나

이와 경력은 적은 경우 코칭리더십이 높은 결과를 보였

다. 김 외[17]는 나이와 경력이 높은 경우 코칭리더십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반대이나 김[14] 은 본 연

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직속 상관의 코칭은 함

께 근무하는 종사자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한 행동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과 적응이 미흡한 종사자에게 코칭에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나이와 경력은 직장에

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깊은 연관이 있으며 나이

와 경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교육이 많이 필요하므로 직

속 상관의 코칭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여

부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코칭 리더십이 높았다. 기혼은

대체적으로미혼에비해나이와경력이낮으므로미혼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은 낮을수록 코칭리더십이

낮게 평가되었다. 김[14]은 본 연구와 반대되는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코칭리더십이 높다고 보고하였지만 수입

은경력과상관이깊으며경력이높은경우수입이높을

가능성이 놓다. 즉 수입이 낮은 집단은 경력이 낮으므로

직속상관의코칭리더십이높을것으로해석된다. 직속

상관의성별에따른코칭리더십은여성인경우 2.88로남

성보다 높았다. 이는 김[1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김[17]의 연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를

조사하였으며 이들 중 82.8%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코칭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남성은 대부

분치과의사이며여성은팀장(부장), 직속상관등의치과

위생사이다. 본연구의결과로미루어볼때실제로치과

위생사로서 치과병의원에 취업 후 치과의사보다는 선임

치과위생사들에게 직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

Table 5. Regression Analysis betwee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al self-concept,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Coaching Leadership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B

The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523 .336 1..558 .121
Age (,<30:0, 31<1) .154 .161 .102 .956 .340
Career(,≤5years:0, 5years<:1) -.423 .158 -.281 -2.681 .008**

Status(Nurse's Aide:0, Dental Hygienist:1) -.142 .126 -.067 -1.125 .262
Education(High, College:0,University≤:1) .023 .113 .013 .207 .836
Married(Non-Married:0, Married:1) .015 .135 .010 .114 .910
Medical institutions(Dental Clinic:0, Dental Hospital:1) .128 .110 .069 1.157 .249
Income (thousand won)(≤2000:0, 2000<:1) .077 .103 .048 .750 .454
Immediate Supervisor Gender(female:0, man:1) -.240 .123 -.156 -1.957 .052
Immediate Supervisor Age(≤35:0. 35<:1) .183 .133 .106 1.378 .170
Immediate Supervisor Status(Dentist:0, Team Leader
Senior Dental Hygienist:1)

.187 .129 .124 1.452 .148

Motivational self-concept .387 .106 .282 3.661 .000***

Job Satisfaction .593 .101 .459 5.878 .000***

Quality of life -.176 .118 -.121 -1.490 .138
*p<.05 **p<.01 ***p<.001 subordination variable: Coaching Leadership F: 11.309 p: 0.001 R:0.668 R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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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높으며치과위생사가대부분여성이므로여성의코칭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직속상관의 나이는

20-30대의코칭리더십이다른연령대보다높았다. 즉 가

장연령이적은 경우높은결과를보였다. 김[18]은 직속

상관과 같이 근무한 기간이 1-3년에서 가장 코칭리더십

이높다고보고하였다. 근무기간이 1-3년인 종사자를교

육하는직속상관는연령대가높지않은것으로생각되므

로 직속상관의 나이가 낮은 경우 코칭리더십이 높은 것

으로 생각한다. 직속상관의 직종은 팀장(부장)이나 선인

치과위생사인경우 2.87로 치과의사 2.51보다코칭리더십

이높았다. 이는치과의사보다는치과위생사가직접적인

코칭을 많이 함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

외[17]는 코칭리더십교육을받은집단이교육을받지않

은집단에비해코칭리더십이높은결과를보고하였으며,

유와강[19]은 리더십교육을받은경우자기리더십과자

가효능감을향상시킨다고하였다. 이는코칭리더십교육

의중요성을나타내는것으로종사자들의올바른코칭을

위해서는 팀장이나 부장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선임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지속적인코칭리더십교육이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칭리더십,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

의 상관분석 결과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이코칭리더십에양의상관관계로코칭리더십이높아

질수록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 질이 높았

다. 구[12]는 리더십과동기부여적자아개념은양의상관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김 외[20]와 이와 하

[21]는 리더의 코칭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자기효능

감, 직무몰입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

를 나타냈다. 또한 이와 박[5]은 코칭리더십이 낮을수록

이직에 대한 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올바른 코칭

리더십은구성원들의직무에대한만족도를높임과동시

에 동기부여적 자아개념을 높이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

인특징과동기부여적자아개념, 직무만족, 삶의질이코

칭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Y(코칭리더십)= 0.523 – 0.423(경력) + 0.387(동기

부여적자아개념) + 0.593(직무만족)로분석되었다. 즉근

무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 동기부여적 자아개념과 직무

만족은 경우 코칭리더십 높다고 평가되었다(p<.05). 즉

높은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동기부여적 자아개념과 직

무만족을 높인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의의는 치과병의원에 종사하

는 종사자들의 코칭리더십에 따른 직무만족과 동기부여

적자아개념과삶의질을조사하여리더으로서코칭리더

십의 중요성을 알게 함으로서 직무만족도와 동기부여적

자아개념을높여삶의질을향사시키는데의의가있다고

하겠다. 그러나일부지역에편의표본추출에의해선정하

였기에 다른 지역의 결과와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며 코

칭리더십에영향을미치는요인인직속상관의특징을다

각적인 면에서 조사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더욱 심

도깊게이루어져본연구에대한타당성과신뢰성이재

확인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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