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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ts of the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ve been conducted and reported that coaching leadership is one of the main 
factors which impa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nthe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at purpose, 
32 correlation effect sizes from 25 studies were analyzed by the CMA (Comprehensive 
Meta-analysis) Program. The study calculated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n, it also calculated the 
effect siz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leadership and each sub-variabl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ect siz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as .519, 
which means that coaching leadership has over lager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ddition, the effect sizes of sub-variables of the organization are .556 
(organizational commitment).542 (job satisfaction), 509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and 
.401 (innovative behavior). The study tested the mediating effects of measurements, 
organizational size, types of publication, and published year. The result showed that only the 
measurement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effect sizes o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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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가속화된 

경쟁 속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은 효과적

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

키며,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리

더십이고, 리더십은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을 형

성하여 조직의 성과로 연결시킨다(Robbins & 

Judge, 2015).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통한 접근을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서 활용하고 있고, 리더가 발휘하는 코칭리더

십은 새롭게 리더의 역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

다. 코칭리더십은 1970년대 후반 경영학 분야

에 처음으로 적용되기는 했으나 보다 최근에야 

관리자들 사이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리

더십이다. 코칭리더십이 21세기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리더가 구성원

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조직이 추구하

는 성과향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가 발휘하는 코칭리더십을 통하여 부하들

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리더의 코칭행동이 부하직원들의 역

량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rivastava, Batol & Locke, 

2006). 따라서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명령

-통제의 경영에서 코칭을 강조하는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이들 기업은 관

리자에게 대한 코칭 뿐 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효과적으로 부하들을 코칭하는 방법을 심도있

게 훈련하고 있다(Tracy & Morin, 2001).

 Grant(2002)는 기업의 역량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들이 기초가 되는 만큼 조직구성

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기업전체의 역량 

수준이 되고, 구성원들의 역량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코칭능력을 제시하고 있

다. 코칭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며, 조직구성

원의 직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개발, 조직원

들의 과업수행수준과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구성원간의 개방적이고 신뢰적인 관계 등을 통

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조직 관

리의 시각을 제공해준다(Stowell, 1986). 

코칭리더십이 개인성과나 조직유효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코칭리더십은 자기효

능감, 심리적 임파워먼트(Mehrara & Bahalo, 

2013)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 조직성과

(Peterson, Galvin, & Lange, 2012), 관리자로

서의 브랜드(Hunt & Weintraub, 2002)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리더십’으로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422

편, 학술지 557편이 검색되었고, 2000년대 후

반부터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박재진(2012)은 코칭리더십

과 조직구성원의 성과변인에 관련된 학위논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코칭리더십의 종속

변인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

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코칭리더십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조직유효성과 관

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양일선·이승호·이

덕로(2015)는 국내 외식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코칭리더십이 조직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시민행

동,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하위변인으로 선정

하였고, 강영순·김정훈(2013)은 코칭리더십과 

직무관련행동변인으로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

동을 설정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박민희(2017)는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코

칭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였다.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심리적 태도변인

인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등 조직유효성의 하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119

위변인 하나를 연구한 논문이 많았고, 조직유

효성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적었다. 기

본적으로 조직 유효성의 하위변수들은 서로 상

관관계가 높아 결국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보

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역으로 각 하위변수 중

에 어느 변수와의 인과관계가 높은가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코칭리더

십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짧은 편이라 외부적

인 요인에 의해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

계가 다르게 측정되지 않았나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 되었던 코칭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

을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

리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결과를 

효과크기라는 양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개별연

구들의 중요한 양적연구결과를 통계적으로 통

합하는 연구방법으로써, 관심 있는 변수 간 관

계의 강도나 크기를 나타낸다(Glass,1976). 효

과크기는 연구들 간 서로 비교가능한 장점이 

있고 연구간 효과를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메타

분석은 상대적으로 표본 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며, 효과크기를 통해 연구결과를 종

합하여 관심 변수들 간의 방향과 효과의 크기

를 알려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메타분석의 

장점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반복연구를 예방할 수 있게 하

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Glass, 1976).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어온 코칭리더십

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들

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 함으로써 선행연구들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를 바탕

으로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H1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간의 효과크기

는 어떠한가?

H2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하위변수들 

간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H3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효과크기는 

조절변수(논문유형, 조직규모, 측정도

구, 출판 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코칭리더십

1) 코칭리더십의 개념

코칭은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어왔고, 1970

년대부터 경영학분야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Killburg, 1996). 코칭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

자들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도미향 (2017)

은 코칭은 개인과 조직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장, 발전하도록 지지하면서 파트너십을 형성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최치영(2003)은  

리더와 구성원 간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고, 이석만

(2011)은 조직구성원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커

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하였다. 코칭은 급변하

는 기업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점에

서 리더십과 결합되어 코칭리더십의 개념이 탄

생하게 되었다(Grant 2007), 코칭리더십

(Coaching Leadership)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리더가 부하의 성장과 학습을 촉진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Stowell, 1988). 리더와 

구성원 간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리더가 구

성원의 잠재역량을 개발하도록 돕고 그들의 능

력을 극대화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지원하는 리

더십이다(Whitemore, 2009). 이현주(2010)는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역량 

및 문제해결력을 향상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리더의 역량이라고 하였고, 박재진

(2012)은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리더가 조직구성원들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박선영

(2009)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코칭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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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코칭리더십을 유사

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코칭리더십을 리더가 조

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써 리더가 직접적으로 주도하기보다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여 개

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코칭리더십의 구성요소

Heslin(2005)은 코칭리더십을 조직구성원에

게 직무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조직의 기대를 

전달하며, 피드백을 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능성을 깨닫도록 돕

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하위요소로 지도

(Guidance), 촉진(Facilitation), 영감(Inspiration)

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Ellinger(1997)은 코

칭의 구성을 동기부여(Facilitation)와 권한위임

(Empowering)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탁진국과 조은현(2011)이 존중, 목표제시와 피

드백, 관점변화, 성장가능성에 대한 믿음 등 4

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였고, 권미경(2015)은 

방향제시, 역량개발, 수행평가, 관계, 피드백의 

4개요인 으로 항공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칭

리더십이 서비스 태도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조대연과 김희영

(2009)은 비즈니스 코칭에서 사용되는 코칭행

동 20가지를 확인한 뒤, 2가지 기능적 구성요

소를 문제해결지원과 학습을 통한 역량향상으

로 분류하고 관리자코칭으로 정의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구성요소 분류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서 오늘날 코칭리더십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류

방법은 Stowell(1986)의 방법이다. Stowell 

(1986)은 코칭리더십을 구성원의 행동이나 태

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

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조직구성원들의 심

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리더의 48가지의 코칭역

량을 제시하고 코칭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를 

4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그것은 방향제시, 역

량개발, 수행평가, 관계의 4가지 요인이다. 구

성요소별로 조직구성원이 수행할 업무의 목적

과 목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제시(Direction), 조직구성원의 역량, 재능, 기

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개

발(Development),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자율

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한 직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수행평가(Accountability), 리더

와 조직 구성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칭찬, 관심, 경청, 격려행동을 하

는 관계(Realation)이다. 

2. 조직유효성

1) 조직유효성의 개념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성과를 표시하는 기준

으로써 조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개념이다. Georgiou(1973)는 구성원

에게 공헌도 이상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구

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직의 능

력으로 정의하였고, 김진혁(2012)은 조직이 

내·외부 환경에 맞춰 잘 적응하면서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결과물이

라고 하였다. 조직의 성과는 조직 목표의 달성

정도로 (Robbins, 1983)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환경요소와 조

직의 특성이 반영 방식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2) 조직유효성의 구성요소

Dalton (1980)은 조직유효성의 측정지표를 

심리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였는데 심

리적 성과에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구성원의 

사기 등이 속하며, 경제적 성과에는 수익성, 성

장성, 생산성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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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rs(1986)은 조직유효성을 측정하는 준거로 

목표지향성, 의사소통의 적절성, 혁신성 등이 

있다고 하였고, 홍성화(2011)는 조직시민행동

을 이재희(2005), 양필석(2008), 이채익(2009)

은 혁신행동을 조직유효성의 측정지표로 사용

하였다. 또한 강영순, 김정훈(2013)은 직무관

련 행동변인으로 혁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조직유효성의 

측정지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

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Buchanan(1974)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가지

는 정서적 애착심(Affective Attachment)이라

고 하였으며, Mowday & Porter(1981)는 조직

구성원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

함으로써 조직에 대해 동일시하거나 충성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Porter et al.(1974)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신뢰

하여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 그리고 조

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의욕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개념은 최근

에 조직 몰입의 정의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

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몰입이 되면 자신이 속

한 조직에 대해 충성심과 애착을 가지고 조직

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

여하며,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려는 확

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한영

수·박윤희, 2015). Steers(1977)의 연구에 의

하면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조직 구성원일수록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결과에 따라 조직몰입

은 조직유효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나 경험의 평가로부

터 발생된 즐겁고, 긍정적인 상태라고 한다 

(Locke, 1976). Smith, Kendall과 Hulin(1969)

은 조직원이 직무에 대하여 보여주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직무만족은 조직원

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만족도이며 

감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Furnham(2009)

는 많은 동기가 부여될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

하여 만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또한 긍

정적인 직무관련태도는 개인들의 직무성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원코칭이 해당 임

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으

로 밝혀졌다(Wasylyshyn, 2003).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공식

적 보상이 없고, 직무범위에 한정되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조직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행동(Organ, 1988)으로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다(박성현, 2012). 

이는 상사나 동료의 부탁을 받지 않아도 자발

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 협업을 하게 된다

(Bateman & Organ, 1983). Taylor(2004)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호의적인 대우를 받으

면 조직에 가치 있는 행동을 하므로써, 이를 되

갚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조직시민행동은 자기 자신의 성과보다 다

른 사람들의 성과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되

며, 사회전반에 자발적이고 공정한 행위의 형

태로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기능

을 원활하게 기여한다고 하였다(Smith, Organ, 

& Near, 1983)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수로 리더십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Pillai, Schriesheim와 Williams(1999)는 조직

에서 조직시민행동을 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선

행변수로 리더의 행동을 제시하였고, Bass와 

Avolio(1990)은 다양한 리더십 행동이 부하직

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혁신행동은 자신의 업무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

획적으로 창조, 도입,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으

로(West, 1989; West & Farr, 1990, 이지우, 

2002) 문제인식 및 아이디어 창출,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 등을 행동과정을 포괄하는 의미

이다(Scott & Bruce, 1994). 혁신행동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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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은 피드백과 인정(Glassman, 1986), 

리더의 사회적 지원(West &　Farr, 1989), 창

의력에 대한 촉진, 조직분위기, 도전적 업무부

여(Amabile, 1996) 등이 있다. Scott와 Bruce 

(1994)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긍정적 피드백, 

결과에 대한 인정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ter(1983)는 

혁신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능력, 

혁신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추진력, 혁신과정에서 이해관계

자의 상충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리더십은 조직구성

원의 혁신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주요 

변인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Jung, Choo & 

Wu, 2003).

3.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

코칭리더십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Meyer와 Allen(1990)은 조직에서 코칭리더십

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경우, 구성원들은 조직

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이는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Mottaz(1988)도 조직에서 

리더의 지지와 격려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좀 

더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

다고 하였고, 이러한 리더의 지지와 격려는 코

칭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Mathieu와 Zajac(1990)는 코칭과 같은 참여적 

리더십이 조직몰입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최지훈(2014)은 기업내 팀 리더의 코칭리

더십이 팀원들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보고하였고, 오효성(2010)은 관리자

의 코칭행동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

정적인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서대곤

(2011)은 코칭리더십의 하위요인인 관계만이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박지원(2011)

은 코칭리더십의 방향제시의 수준이 높아질수

록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밝혀내었다. 박수미

(2015)는 코칭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때, 

조직구성원들이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지현(2010)은 코칭교육을 활

발히 하고 있는 대기업의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부하직원간의 코칭에 대한 인식차이

를 파악한 뒤 관리자의 코칭리더십이 부하직원

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

는데 연구결과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코칭리더십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Ellinger & Keller(2003)의 

연구에 의하면 리더가 코칭리더십을 발휘한다

고 종업원들이 인식할 경우 업무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박재진과 최은수(2013)은 제약회사의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기업 

중간관리자의 코칭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이준우와 하규수

(2013)는 코칭리더십이 콜센터 상담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에 대한 실증연

구를 시행하였는데 코칭리더십은 소속원의 직

무만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검

증하였다. 김정식 외 3인(2011)은 20개 기업

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을 대상으로 코칭리더십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였는데 그 결과 코칭리더십이 조직구성원

들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과 코칭리더십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Brief & Motoiwildo(1986)은 관리자가 부

하 직원에게 큰 관심을 갖고 관계지향적인 행

동을 할수록 부하직원들의 조직시민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Smith등(2004)은 지원활

동을 관리자에게 받을수록 조직시민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일환·김남

숙·기영화(2012)는 고용노동연수원의 교육과

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부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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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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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였는데, 

코칭리더십이 개인차원에서 조직 내 타인을 돕

는 것을 지향하는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현

(2010)은 코칭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하의 기본심리욕구를 부분 매개로 하여 조직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동우(2011)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코칭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밖에도 정현우·김창호(2007), Elmadag & 

Ellinger (2007), Ellinger(1997), 의 연구에서

도 코칭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혁신행동과 코칭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cott과 Bruce(1994)는 리더의 지원, 신뢰, 

자율성이 조직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창출과 깊

은 관련이 있음을 제시 하였다. 박민재(2018)

는 국내 기업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코칭리더십

은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대곤(2011)은 코칭

리더십이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근무연수 5년 미만의 조직원의 혁신행

동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근무연수 5년 이상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것은 혁신행동이 일어남에 있어 조직원의 경

험과 업무전문성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하고 도입 및 적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을 알 수 있다. 강영순·김정훈(2013)은 코

칭리더십이 개인의 자발적 행동인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조직변화

와 관련한 구성원의 자발적 수행을 유도하는데 

있어 코칭리더십이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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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for Data Collection and Selection

Search with Riss, Kiss
(N=979)

Review for Entitle and 
Abstract
(N=127)

Review for the Full Text
(N=23)

Journal 
Articles
(N=6)

Graduate 
Thesis
(N=17)

<Exception>
A Thesis Which is not Analyzed about the 

Relation for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N=852)

<Exception>
A Thesis for Qualitative Research

A Thesis Which does not have Appropriate 
Data for Meta-Analysis

(N=104)

2. 연구방법론: 메타분석

본 연구는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에 대해 연구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

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종

합하여 보고하였다. 메타분석(Meta-Analysis)

은 동일한 주제 하에 수행된 두 개 이상의 개별

적인 연구들의 추정치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

로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3. 분석대상

본 연구는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와 관련된 국내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국회도서관, 한국 학술

정보원(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의 

학회지 원문서비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검

색엔진(RISS)을 이용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논

문과 학술지 발표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제어

는 ‘코칭 리더십’, ‘리더십 코칭’, 관리자 코칭’, 

‘리더코칭’이었다. 검색결과 (2018년 6월 22일 

기준), 학술지논문 557편, 학위논문 422편으로 

모두 979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

들 중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련된 논문 

127편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 105편의 논문이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최종적

으로 23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총 32개의 데

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과 자료코딩

코칭리더십이 조직유효성 미치는 효과크기

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된 논문들을 수집하고 

이를 위해 코딩지를 제작하였다. 코딩지에는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의 기본적인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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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Q P ES 95%CI I²

32 536.142 <0.05 .529 .510~.548 94.218

Table 1. Homogeneity Test Results of Sample Extraction

K=Number of Effect Sizes, Q=Heterogeneity, ES=Effect Size

목, 출판년도, 출판유형, 연구대상, 표본의 크

기)와 연구설계에 대한 정보(독립변수와 하위

영역, 종속변수와 하위영역, 측정도구), 해당 

변인의 상관계수를 기록하였다. 코딩은 박사과

정1인과 연구보조원1인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코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불

일치 문제는 함께 의견을 교환한 후 코딩하여 

코딩자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였다. 코딩이 

끝난 후에는 제1저자와 제2저자가 합의하에 코

딩을 검토하였고, 검토 후 이상치 확인이 필요

한 부분을 확인하고 교정하였다. 연구자 간 협

의한 후에는 불일치하는 항목이 없었다. 따라

서 코딩자간의 신뢰도나 일치도는 따로 계산하

지 않았다. 

5. 효과크기 계산

개별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비교하기 위

한 하나의 공동단위가 필요하다. 이를 효과크

기(Effect Size)라고 한다. 효과크기는 서로 다

른 연구결과를 표준화해서 제시한 통계 값이

며, 메타분석의 분석단위이다. 일반적으로 많

이 쓰이는 효과크기는 표준화된 평균차, 상관

계수, 승산비(Odds-Ratio)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효

과크기의 해석방법은 Cohen이 제안한 상관계

수 효과크기에 관한 것으로 .10 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25면 중간 효과크기 .4 이상

이면 큰 효과크기로 설명한다(Cohen, 1992).

메타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MS Excel 

2010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코딩하였고, 

코딩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CMA3.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기 

위해서 먼저 동질성 검정을 통해서, 각각의 개

별 연구 결과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

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동질성 검정은 Q통계

치를 이용하는데,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다

(Borenstein et al, 2009). 동질성 검정은 개별

연구들이 동일 모집단에서 추출되어 동질 할 

것으로 판단되면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을사용하고, 동질성 검정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면 개별연구결과들이 서

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측정한다.

고정효과모형이나 랜덤효과모형으로 전체적

인 효과를 측정한 후, 연구의 특징에 따른 효과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eta-ANOVA를 실

시하였다. 동질성 검사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는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

나서<표 1 참조> 이 연구에서는 랜덤효과 모형

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측정하였고,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범주형 변수들을 이용하

여 각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6. 출판편의 검증

메타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판편

의를 검증하였는데, 검증결과 좌측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val과 Teedie(2000)이 제시한 Trim-and- 

Fill 분석법을 통해 보정한 후 재확인 한 결과 7

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 추가되기 전

의 효과크기는 .519이고 추가된 후의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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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bserved Values of Publication Bias

Fig. 4. Adjusted Values of Publication Bias

는 .595로 효과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았다. 따라서 시각적으로는 편향이 있어 보이

지만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편향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값은 <Fig.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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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Size of Coach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 P ES 95%CI

32 <0.05 .519 .440~.599

K=Number of Effect Sizes, Q=Heterogeneity, ES=Effect Size

Table 4. Effect Size by Sub-factors of Dependent Variables

Sub-factor K ES -95%CI 95%CI Q,df(Q),P

Organizational 
Commitment 13 .556 .454 .657

Q: 2.839
df(Q): 3
P:.417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6 .509 .301 .717

Job Satisfaction 8 .542 .327 .758

Innovative 
Behavior 5 .401 .249 .553

Total 32 .512 .439 .585

K=Number of Effect Sizes, Q=Heterogeneity, ES=Effect Size

Table 2.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

Studies Trimmed Effect Siz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Observed 
Values - .519 .433 .599 536.14201

Adjusted 
Values 7 .595 .513 .677 853.31147

Ⅳ. 연구결과

1.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전체효과크기

랜덤효과 모형으로 측정한 코칭리더십과 조

직유효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는 .519

로 나타났으며,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440~.599이었다. Cohen(1992)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해석방법에 따라 코칭리더

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큰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2. 종속변수 하위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종속변수의 하위유형을 조직몰입, 조직시민

행동, 직무만족, 혁신행동으로 구분한 후 비교

해 본 결과 조직몰입(.556), 직무만족(.542), 

조직시민행동(.509),혁신행동(.401)의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Q값이 

2.839, df(Q)=3, P=.417로 하위변수별 효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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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Results by Type of Paper

Paper type K ES -95%CI 95%CI Q,df(Q),P

Published 
Studies 7 .483 .314 .652

Q: .230
df (Q):1
P: .632

Unpublished 
Studies 25 .530 .438 .622

Total 32 .519 .434 .592

K=Number of Effect Sizes, Q=Heterogeneity, ES=Effect Size

Table 6. Analysis Results by Measurement Tool

Measuring 
Instrument K ES -95%CI 95%CI Q,df(Q),P

Arnold 2 .313 .241 .385

Q: 21.039
(Q):4

P: .000

Heslin 3 .671 -.016 1.359

Stowell 20 .499 .416 .583

Mclean 1 .485 .353 .616

Cho E.H 6 .584 .472 .696

Total 32 .437 .391 .483

K=Number of Effect Sizes, Q=Heterogeneity, ES=Effect Size

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조절효과 분석

메타분석에서 조절효과분석은 하위집단간의 

효과크기차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며, 효

과크기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 알

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규모, 논문

유형, 측정도구, 출판연도, 표본의 수의 종류에 

따라 범주형 변수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1) 논문의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논문 출판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결과 

<표 5>와 같이 게재되지 않은 연구물의 효과크

기가(.530), 게재된 연구 보고서의 효과크기

(.483)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Q

값이 0.230, df(Q)=1, P=.632로 두 집단 간 효

과크기 차이는 없었다.

2)측정도구별에 따른 효과크기

전체 효과크기 32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도구별로 집단을 나누어 하위집단 효

과크기를 산출하였다. Heslin(2005)의 측정도

구가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671)으로 나타났

고, 집단 간 효과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조직규모에 따른 분석결과

조직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

분한 후 비교해 본 결과 대기업(.520), 중소기

업(.506)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효과크기

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Q값이 

0.001, df(Q)=1, P=.982로 두 집단 간 효과크

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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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Results by Organizational Size

Organizational 
Size K ES -95%CI 95%CI Q,df(Q),P

Major Company 16 .520 .385 .655

Q: .001
df (Q):1
P: .982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16 .518 .431 .606

Total 32 .519 .445 .592

K=Number of Effect Sizes, Q=Heterogeneity, ES=Effect Size

Table 8. Analysis Results by Publication Year

Publication
Year K ES -95%CI 95%CI Q,df(Q),P

2010 4 .718 .340 1.095

Q: 20.278
df (Q):7
P: .005

2011 5 .313 .238 .388
2012 2 .361 -.106 .828
2013 4 .625 .403 .847
2015 5 .547 .350 .744
2016 2 .548 .303 .793
2017 5 .528 .385 .670
2018 5 .503 .392 .613
Total 32 .432 .381 .483

K=Number of Effect Sizes, Q=Heterogeneity, ES=Effect Size

4) 출판연도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결과

출판연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의 효

과크기가 .718으로 가장 컸으며, 2012년이 

.361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또한 Q값이 

20.278,  df(Q)=7, P=.005로 나타나 연도별로 

효과크기는 차이가 없었다. 

Ⅳ.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관련

된 선행연구물들을 메타분석을 이용해 체계적

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칭리더십은 그 동안 조직몰입,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혁신행동, 긍정심리자본 등 다

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왔고, 그 중에

서도 조직유효성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

다.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하위변인인 조

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2018년 

6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학위논문과 학

술지 논문 23편을 분석하였으며, 32개의 효과

크기로 검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간의 평균 효

과크기는 Cohen(1992)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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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로 보았을 때 큰 수준의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크기와 효과크

기관계를 보여주는 Funnel Plot에서 두 변수 

간의 출판결과를 확인한 결과 좌측 편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rim-and-Fill 분석법을 

통해 보정을 한 후 재확인해 본 결과 시각적으

로는 편향이 있어 보이지만 결과에 크게 영향

을 미칠만한 편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칭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양일

선·이승호·이덕로(2015); 박재진(2012); 강

영순·김정훈(201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코칭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은 밀접한 상관관계이

며, 코칭리더십이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코칭리더십은 조직유효성의 하위 변수 

중에는 조직몰입(.556)이 효과크기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만족(.542), 조직시민

행동(.509), 혁신행동(.401)으로 각각의 다른 

하위변수들의 효과크기도 큰 효과크기에 해당

하므로 코칭리더십과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조직 구성원의 태도적

인 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서 효과크기

가 크게 나왔다는 것은 리더가 코칭리더십을 

발휘하는 역량이 크다고 인지할수록 조직구성

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지현(2010), 조은현(2010)과 같은 결

과였다. 또한 조직시민행동과 혁신행동에서 의

미 있게 발견된 것은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게 났다는 것이다. 메타분석은 개별 연

구에서 서로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더라도 

이를 통합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코칭리더십이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영향을 미친다

는 권기창·양해술(2016)의 결과와는 다르게 

효과크기가 .509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므로 

코칭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혁신행동 또

한 코칭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양수진(2017), 허철(2018)의 연구와는 다

르게 .401의 큰 효과크기를 보임으로 코칭리더

십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셋째, 효과크기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를 분석하였다. 논문형태에 따른 효과크기는 

학위논문의 효과크기가(.530) 학술지의 효과크

기(.483)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학위논문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의 효과크기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

구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Ragosta, 2010).또한 측정도구별, 조직

규모에 따라, 출판연도별에 따른 상관효과 크

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조직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비교해 본 결과 대기업(.520), 중소기업(.518)

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효과크기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크게 차이나진 않았다. 

출판연도별 분석결과는 2010년의 효과크기가 

(.718)으로 가장 컸다. 측정도구별로 Heslin( 

2005)의 크기가 (.671)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조은현(2010)의 크기가 (.584)로 두 번째로 컸

다. 2010년의 연구물은 이지현(2010)과 조은

현(2010)의 연구이다. 이 두 연구에서도 측정

도구로 사용된 것이 Heslin(2005)과 조은현

(201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물들

의 공통점은 코칭을 단순한 스킬이나 역량이 

아닌 관리자가 조직 내에서 발휘해야 하는 리

더십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코칭리더십을 정의 

하였고, 하위요소로 리더가 부하에 대해 가지

는 믿음과 태도의 요소인 ‘지지’와 ‘존중’, ‘믿

음’, ‘방향제시’가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칭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

원들의 태도나 행동적인 부분을 자발적으로 이

끌어 내고자 할 때 리더가 부하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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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 Thesis Data for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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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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