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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조직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학습코칭 프로세스 개선
가능성 연구

이효영 한상훈

요약

평생교육 체제의 조직화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학습코칭 프로세스 개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직별 코칭프로세스 모델을 분석하고 평생교육 성인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학습코칭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기관별 코칭프로세스 모델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첫째 각
모델별 코칭 단계가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통된 코칭의 기본 특징이 존재하고 그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코칭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을 돕고 피학습자에게 현실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
학습코칭의 기본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학습조직 및 평생교육의
학습동아리 평생학습관 등의 학습조직 활동을 원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학습조직에서의 학습코칭 이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 학습
조직화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학습코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평생교육 코칭프로세스 학습조직화 성인학습자 학습코칭 프로세스
Abstract
In this research, lifelong educational learning by the coaching process to design the adults' learning
organizations. The coaching process for continuing education of the adult learner has been produced.
Studies show that coaching process model has a common characteristic by the organization. First, each
phases of coaching model look like disparate ones but in practice there are some common
characteristics like the basic features focusing on interaction of the participants. Second, helping
learners to set clear and specific objectives and transferring the ability to grasp reality about the
situation has been revealed basic direction of the coaching of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method of facilitating the activities of learning organization like the adults’ life-lomg
learning organization(clubs or learning center). So this results will contributes to make the public
Received (March 17, 2016), Review Result (March 31,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May 31, 2016)

이 연구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확장한 것임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6 HSST

247

opinion of social demand for the adults' learn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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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식정보화 사회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삶의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
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삶이 도래한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학습체제가 평생교육
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의 체제는 학습자 중심으로 새롭게 구
축될 필요가 있다
년 한국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로 전년대비
증가 하였으며 참여율의 증가에
따라 비형식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역시 개의 기관 확대로 이어졌다 평생교육기관과 참여율
의 증가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증가 현상과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체제 형성
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성인학습자는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관 등에서 학습동아리와 같
은 다양한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에서의 학습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가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요구 개
인적 특성 학습을 지원하는 조직의 구성과 체제 학습동아리의 형성과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성
인학습자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방안이 요구된다
학습조직
은 비형식학습과 조직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유래한 용어로
년대부터 조직학습을 돕는 다양한 실용적 방안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후
와 그의 동
료 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이 정의되면서 하나의 학문체계로 등장하였다
는 학습조직의 개
념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지를 발견하는 장소 라고 정의하였
으며
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조직 이라고 정의하였다 평
생교육의 확장된 학습조직은 성인 특징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고 그들의 만족과 삶에 질 향상 학
습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학습조직에서 상호교류의 향상 개발기법은 코칭 멘토링 카운셀링
에서 그 맥락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발 기법은 대체로 인간의 잠재능력 향상을 중심
으로 한 성장지향적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욱이 성인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이고 경험중심적이
며 자발적 특징을 지닌다 개인과 사회 및 학습 조직 모두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적인 심리상태와 연계된 코칭은 인간의 잠재성을 이끌어내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성장하게 한다 코칭은 단순히 트레이너
와
퍼실리테이터
가 가지는 정의에서 확대되어 코칭을 받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충분한 대화와 경청 공감 등을 통해 인간의 성장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 중
심 경험 중심의 자기 동기화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코칭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적절한 학습개발기법이라 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 코칭을 직접적으로 관련지은 연구는 현재는 없으나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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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 코칭 행동과 프로세스 코칭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왔다
박윤희 는 기존 코칭의 분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적 코칭 분류를 도출하였으며 조
대연 은 비즈니스 코칭을 위해 필요한 코칭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별 코칭들의 코칭행동들을
제안하였다 박재진 은 코칭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성과변인에 관련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
석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과 코칭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사회의 성인학습자의 조직화에 따른 코칭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코칭 프로세스의 의미와 모델을 분석한 후 통합적 관점의 평생교육 학습코
칭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출된 학습코칭 프로세스 모델이 평생교육의 전반적 학
습의 원활함을 돕고 성인학습자의 학습에의 목표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의 대상으
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가 성인학습자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학습조직화와 코칭의 개념을 규명해 본다
나 코칭 기관별 코칭 프로세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다 통합적인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코칭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론적 배경
코칭
학자들에 의한 코칭의 정의는 합의점이 없이 다양하나 현재의 코칭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코칭이란 개인의 역량개발 및 조직의 성과도출 목표 성취를 위해 코칭과 코칭이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도출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촉진하여 역량향상을 도모하고 청취 이
해 건설적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상호 협력해 가는 리더 활동이다
코칭은 그 대상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종류는 라이프코칭 관계코칭 커리어
코칭 성공코칭 마케팅코칭 코칭 학습코칭 등이 있다 코칭은 그 성격과 의미에 따라 기술적
코칭과 인지적 코칭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 코칭은 코칭을 받는 학습자의 업무적 지식과 기능
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인지적 코칭은 학습자와 코칭이 효과적인 대화를 하고 질문을 통
해 코칭은 학습자가 가진 답을 찾도록 돕고 자기성찰을 촉진하게 한다 즉 인지적 코칭의 본질은
코칭과 코칭을 받는 학습자 개인의 문제해결과 창의성을 가져다주는 인간행동에의 건설적인 영향
을 주는 쌍방향 프로세스이다

코칭 학습모델
코칭의 학습에 대한 모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슈 및 목표의 정형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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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 대안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코칭의 학습에 대한 철학은 코치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다
코칭과 학습자간에 의사소통이 형성되고 학습자는 코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코칭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한 학자는
이다 그는 코칭행동을 방향
제시 개발 수행평가 관계 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라

방향제시
개발
수행평가
관계

방향 목표 비전
육성 지식 기술
평가 피드백 책임
지지 격려 칭찬 관심

학습과 코칭의 프로세스를 규명한
는 코칭과정에서 코칭을 받는 사람이 최대의 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에 있어 정의하기와 명료화하기 실행하기 결과를 경험하기 숙고하여 행동
을 바꾸기 네 가지의 분명하고 구별되는 과정을 지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코칭과정 동안에 일어나는 학습의 순환이라고 설명한다 순환 프로세스의 개념은 학습코칭에서 학
습이 일어나는 그 자체로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코칭과 학습은 공통된 동질성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과 코칭을 접목한 학습코칭은 코칭의 한 분류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는 코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전반적인 과정이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이론과 연계되어 있
다고 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개인코칭이 접목된 학습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학습연계
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인학습자의 개인 학습목표가 중심이 되어 지식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목표
발견 및 성취 목표성취를 통한 학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설명한다 학습코칭의 과정에서 적
극적 경청과 질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자기규제와 관찰을 통해 촉진되어 나타나는 목표지향적
행동기반적인 코칭 프레임웍의 작동을 제시하였다 학습코칭의 전개와 안드라고지원리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내포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성인교육의 목적으로 사회변화 촉진 및 사회질
서의 유지 조직의 생산성 증진 개인의 성장촉진을 들 수 있다 전환학습 경험학습은 성인교육 프
로그램개발 연구와 조화를 이룬다

평생교육 학습조직에서 학습코칭
최근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공동체 학습동아리 등의 학습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성인학습자들
의 평생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민승 은 학습공동체는 학습자들의 자율적이고
상호적인 학습 집단으로 구성원들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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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구성은 개인의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이며 개인이 속한 조직의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과 국가의 발전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 학습조직의 안정적 구성은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이를 조직 전체에 확산시켜 구성원의 능력 또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게 한다 코칭은 학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학습현장에서 성인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인의 학습특징이 자기주도적이므로 교수자는 이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학습의 촉진자로서 코치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는 코칭이 삶의 문제에서 문제해결을 이전의 저장된 경험을 토대로 목표 지향적이고 자
기주도적인 학습자로 길러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코칭은 성인학습자가 가지는 다양한 경험을 활
용하여 스스로의 학습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
에서의 코칭은 성인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한 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학습을 조절
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는 성인교육의 원리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사이클을 형성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연구센터에서 제시된 코칭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각 모델의 장점 및 단
점을 분석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코칭 프로세스의 분석을 위해 미국
본사의 코칭
프로세스
모델
의
모
델 아시아 코칭 센터의 코칭 모델의 코칭 프로세스를 사례 대상으로 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절차
코칭프로세스들을 종합 분석 비교하여 공통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평생교육 학습조직의
성인에 적합한 통합적인 학습코칭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학습코칭 통합프로세스는 평생교
육기관에서 실용성 등에 대한 검증과 수정보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 및 프로세스
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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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기관별 코칭프로세스 모델
기관
도입
계획

실행

기업의
지지하라
주제 확인
파급효과를 알게하라
계획을 세우라
실천약속을 받아내라
변명에 대처하라
결과를 명확히 하라
포기하지 말라
위의 프로세스를
수시로 활용

의
프로세스
목표설정
현실인식
대안수립
실행

의
모델
신뢰감 형성
생각정의
현실에 주의기울임
새롭게 생각
최고의 방법 선택
실행과정을 평가

아시아코칭센터의
관계
형성
목표재설정
현실
파악
자원
확인
실행의 책임

의
및
사는 코칭기술로서 리더와 조직 구성원간의 코칭에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네 가지 요인으로서 방향제시 개발 수행평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코칭 기술 프로그램을 제안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을 조직화하였다
프로세스
코칭과정에서 기본적 대화모델인
는 목표를 수립하고 대안
을 찾아가는 선택과 실행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코칭 대화 프로세스는 코칭을 진행하면서 문
제를 해결해 가는데 필요한 절차
를 말하며 코치와 학습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다
코칭기법의
모델
모델의 배경은 신경 논리적 단계
이다 코칭은 다양한 학습단계들이 필
요한데
모델은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은 각 학습단계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각 단계는 환경 행동 능력 신념과 가치관 자아정체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아시아코칭센터의
모델은 단계 관계
형성 단계 목표 수립
단계 현실
파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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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확인 단계 실행의 책임
으로 코칭과정을 모델화 하고 있다 이
코칭 모델은 우선 코칭의 기초를 익히고 현장 적용 능력을 높임으로써 조직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코칭프로세스 모델 분석결과
코칭 프로세스의 공통된 특징을 분석하여 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통합적 학습코칭 프로세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 공통 특징은 첫째 상호작용이다 즉
사의 지지하라
프로
세스에서의 계속적인 대화
코칭 기법의
모델에서 신뢰감 형성 아시아코칭센터의
의 관계형성은 모두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코치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형성 심
적지원 학습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현실적 문제와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한 코치의
태도를 요구한다 둘째 현실적 대응이다 즉
사의 파급효과를 알게하라
프로세스
현실에 대한 인식
코칭 기법
모델의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 아시아코칭센
터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파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칭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상황 잠재력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기여한다

통합적 학습코칭 프로세스 도출

그림 성인학습자를 위한 통합 학습코칭 프로세스

관계형성
학습조직에서 코치와 코치를 받는 성인학습자와의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코칭
은 인간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것이므로 코치는 오픈질문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계획을 돕고
평생교육의 안정적 실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여 코
치와 학습자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웃음 따뜻한 시선 시선 맞추기 미소
짓기
열린 자세로 듣기 팔짱을 낀다거나 하는 경계적인 자세 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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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앞으로 기울여 경청하기
가벼운 접촉이나 이야기의 호응을 통해 친근감 만
들기
눈을 보며 듣기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집중하기 등의 동작만으로도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파악
학습자의 성향과 관심을 파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인학습자가 현재의 학습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상황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학습계획 설정 평생교
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 학습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학습자의 적성 및 동기 등의 심리적 요
소 학습자의 학습 양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파악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목표수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자가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형성될 수 있다 목표설정은
코칭대화 프로세스모델에서와 같이 대화를 통해 그 설정이 이
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에 코칭의 프로세스에서 학습자와의 인간적 관계형성에 근간한 존
재감의 대화법이 적절하다 존재감의 대화법이란 나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것에 대한 것으로 경청
하기 공감하기 경청하는 코칭대화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치는 학습자가 가
지는 비전 가치 목표를 수립해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특성을
분석하고 코치와의 대화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게 된다
동기부여
변화를 위한 행동촉진 단계로 실천 계획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성인학습자가 목표에 대한 자
신감을 형성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동기는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된 행동을 정하는
인간의 내적인 욕구인 만큼 성인학습자가 설정한 목표와 실행에 대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것으로 유도하고 개인 학습자와 학습조
직에서의 목표가 부합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해가는 코치의 영향력이 요구된다

결론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공동체 학습동아리 등의 학습조직은 자발적이고 자율적 학습형태를 가
지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면의 세계
로부터 감정조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칭은 성인학습자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개인
과 학습조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의 도달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 체제의 조직화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학습코칭 프로세스 개선 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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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아보고 특성에 맞는 학습코칭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평생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평생학
습관 등 다양한 곳에서 학습조직이 형성된다 학습코칭 프로세스 가능성 개선을 위해 먼저 다양한
코칭모델의 사례를 통해 코칭의 효과를 밝혀보았으며 곳의 기관별 코칭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관별 코칭프로세스 모델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첫째 각 모델별 코칭 단계가 이질적으
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통된 코칭의 기본 특징이 존재하고 그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코칭 참여
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을
돕고 피학습자에게 현실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 학습코칭의 기본 방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형성 실제파악 목표수립 동기부여의 성인학습자의
통합적인 학습코칭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학습조직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학습조직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학습조직에서의 학습코칭 이
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습조직의 자발적인 팀웍 형성과 유연성 확보 학
습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목표로의 도달을 돕는 코치의 역량향상과 코칭프로세스의 표준구축방
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언제 누구나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학습코칭 시스
템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실현가능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학습공동체 구축
및 코칭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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