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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코칭역량 구성요소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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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영자 코칭의 기존
연구를 정리, 분석하고,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경영자의 코칭역량 구성요소를 개발하고 타
당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영자 코칭에 종사해온 전문가 집단과 실제 경영현장에서 코
칭을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영자 및 임원 15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수정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5개의 경영자의 코칭역량군과
47개의 개별 역량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수정 질문
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응답한 결과 및 의견을 수집, 분석한 결과 총 5개 역량군과 37개 역
량 항목이 도출되었다. 2차 조사에서 총 5개 역량군과 34개의 역량항목이 도출되어 경영 현
장에서 경영자 및 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영자의 코칭역량 구성요소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리더십 역량 개발, 관리능력 향상, 성과목표 달성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코칭을 도입하는 경영자 및 HR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경영자 코칭연구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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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산업간, 기업간 경쟁이 점점 더 격렬해짐에 따라 한국
의 기업 교육은 생존을 위한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리더십
의 변화와 질 높은 인재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리더들의 행동과 태도는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조직전체의 문화를 건강하게 세우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대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특히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의 역량 개발과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코칭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자 코칭은 미국 등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업의 고위급 리더들의 역량 개
발과 조직의 성과 향상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로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현장의 필요에 의해 경영자 코칭이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영자 코칭
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경영자 코칭의 효
과를 측정하는 도구나 프로그램도 표준화된 것이 없고 경영자 코칭이 조직의 성과나 기업 목
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기존에 개발된 경영자 코칭의 구성요소는 경영자를 코칭하는 전문가들의 코칭역량 개발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 경영자의 역량개발에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반
영하듯이 경영자코칭을 도입하는 HR이나 코칭 대상자들로부터 코치의 전문성이나 코칭의 효
과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및 임원 등 조직의 핵심리더의 목표, 조직
환경, 개인특성, 리더십 요구 등에 초점을 맞춘 경영자의 코칭역량의 구성요소의 개발을 통해
기존 코칭역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영자의 코칭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경영자 코칭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코칭역량에 대한 이론적 모형
을 구축하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효과적이
고 신뢰할만한 경영자의 코칭역량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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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영자에게 필요한 코칭역량군은 무엇인가?
둘째, 경영자의 코칭역량군에 따른 하위역량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경영자 코칭의 개념
경영자 코칭은 기업의 핵심 리더들의 리더십 역량 향상과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
요한 수단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 30여 년간 급속히 발달되어 왔다(Kappenberg, 2008;
Wycherley, 2012). 2000년대 초에 코칭이 들어온지 10여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그동안 전문 코치
를 양성하고 기업에 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칭전문 회사들이 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
으로 경영자 코칭 또는 메니저 팀코칭을 실시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영자 코칭은 그 실행 범위가 넓고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코치는 경영자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시자가 아니라 과정의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Witherspoon, 1996),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 지식과 기회들을 준비하고 학습하는 과
정(Feldman, 2005)이라는 점, 경영자의 행동변화를 강화하는 프로세스라는 점(Jool, 2005) 등을 중
심으로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경영자 코칭에 대해 정의할 때 크게 다음과 같
은 6개의 주제 범주 안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영자, 코치, 경영자와 코치의
관계, 경영자 코칭 프로세스, 경영자 코칭의 조직적 문맥, 코칭의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Kilburg, 2000; Wasylyshyn 2003; IECS, 2008).
이렇듯 학자마다 목적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경영자 코칭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Kilburg(2000)의 정의다. 그는 경영자 코칭은 조직이라는 제 3
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라이프 코칭 또는 상담과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영자 코칭이란 ‘다양한 행동 기술과 방법들을 통해 개인의 성취와 업무성과를 향상시킴으로
써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와 조직과 컨설턴트 사이에 형성된 협력관계’ 라고 정의
하였다(Kilburg, 2000). 그의 정의에는 코칭의 방법 및 결과, 코칭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코치 대신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때까지 코칭이 심리 상담가나 컨설턴트
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경영자 코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첫째, 대상이 개인과 조직을 함께 다루며, 둘째, 방법적으로 1:1 협력관계로 진행되며, 셋째, 목
표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경영자 코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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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자 코칭을 정의하면 ‘경영자가 자
신과 주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서 조직과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경
영자와 조직과 코치가 신뢰 및 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하며 진행하는 지도자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
Kilburg(2000)

O’Neill(2007)

Wasylyshyn(2003)

Ennis et al.(2003)

Joo(2005)

IECS(2008)

<표 1> 경영자 코칭의 정의
정의
다양한 행동 기술과 방법들을 통해 개인의 성취와 업무성과를 향상시킴
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와 조직과 컨설턴트 사이에 형
성된 협력관계
경영자를 포함한 리더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학습을 통해 회사에서 생산
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경영자가 비즈니스결과와 효율성을 끌어내는 행동을 하도록 깊은 통찰력
을 만들어내는 통합적인 개인 맞춤식 개발프로세스
리더가 조직의 장단기 목표를 성취하도록 리더의 능력을 개발하는 경험
적이고 개인적인 리더십 개발과정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위해 행동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문코치와 경
영자 사이에 일대일 관계로 진행되는 프로세스
장단기적인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리더의 능력을 기르는 경험적
이고 개인적인 지도자 개발 과정

2. 경영자 코칭의 특징
코칭은 심리치료, 상담, 컨설팅, 리더십 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과 이론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코칭은 다른 형태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차
이점을 명확히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Kilburg(1996)는 경영자 코칭은 전통적인 조직개발
방법, 성인학습, 관리자 트레이닝, 산업조직심리학, 일반적인 컨설팅 기법 등 다양한 개발방법
들을 통합한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Brock(2008)는 코칭이 심리학, 컨설
팅, 멘토링의 원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교육 방
법들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경영자 코칭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컨설팅은 조직 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관리자들이 업무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6개월
에서 3년간 중장기적으로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컨설턴트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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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코칭
조직내의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고위
급 리더의 역량과
목적
문제해결능력을 향
상시켜 조직 및 경
영목표 달성
건강한 고위급관리
대상
자, CEO, 중간관리
자
대부분 훈련된 외
제공자 부전문코치들에 의
해 이루어짐
6-12개월 중단기,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코치와 1:1
기간 및 형식 협력 관계로 질문
과 피드백을 제공
하여 고객 스스로
답을 찾게 함
최종 성과
결과 측정 직장의
또는 숫자로 측정
기준
됨

<표 2> 경영자 코칭의 특징
컨설팅
조직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관리자
의 리더십 또는 관
리 역량을 향상시
켜 업무 및 기업목
표 달성
업무문제를 안고
있는 고위급관리자
중간관리자, HR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이루어짐
6개월-3년간 중장
기, 공식적인 계약
에 의해 컨설턴트
가 문제를 분석하
고, 관리자, HR 등
에게 해답과 훈련
을 제공함
직장의 최종 성과
또는 숫자로 측정
됨

멘토링

젊고 덜 숙련된 부
하직원
조직내의 경험 많
은 상사에 의해 이
루어짐

심리치료
병이나 마음의 상
처를 가진 개인의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의 뿌리를 찾
아내서 치료함
심리 치료가 필요
한 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가진 개인
면허를 가진 심리
학자들에 의해 이
루어짐

년 정도까지 장기,
비공식적이고 개인
적으로 밀착된 도
제관계로 지식이나
조언을 제공함

환자가 치료될때가
지 기간없이 이루
어지며 환자와 치
료사의 관계로 전
문 치료를 함

덜 숙련된 직원의
잠재력 및 경력개
발

5

맨티의 자가보고에 내담자의 자가보고
의해 측정됨
에 의해 측정됨

문가로서 문제를 분석하고, 관리자, HR 등에게 해답과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결과측정은 직장
의 최종 성과 또는 숫자로 측정된다.
멘토링은 젊고 덜 숙련된 부하직원의 잠재력 및 경력 개발을 목표로 중장기에 걸쳐 경험이
많은 상사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다. 멘토링은 성숙한 멘토가 미숙한 멘티에게 지식이나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진행된다. 결과는 맨티의 자가 보고에 의해 측정된다(Joo, 2005;
Passmore 2013).

심리치료는 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의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의 뿌리를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단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격을 가진 심리치료사에 의해 치료될 때까지 진행된다. 치유 결과는 내담자의 자가 보고에
의해 측정된다(William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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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교하여 경영자 코칭은 조직 내의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고위급 리더의 역량 및 성
과 향상을 목표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중단기의 기간에 걸쳐 외부 전문코치에 의해 이루어진
다. 경영자 코칭은 리더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진행된
다. 또한 결과측정은 직장의 최종 성과 또는 숫자로 측정된다.
이상 경영자 코칭과 다른 영역의 특징을 간략히 비교분석해 보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경영자 코칭은 기존의 조직개발 또는 다양한 인재개발 방법의 핵심들을 차용하고 통
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문이나 교육 방법들과는 차별화된 다른 형태의 개
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리더십 역량개발과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건강한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며, 1:1 개인맞춤식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개인뿐 만아니라 상사,
동료, 부하 등을 포함한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자 코칭에서 중요시 여
기는 것은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지원하는 파트너
의 역할을 하면서 경청, 질문, 피드백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빠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자 코칭은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미래지향적이며 실행력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경영자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해주고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경영자 코칭역량의 구성요소
먼저 경영자 코칭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영
자 코칭의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nnis et al.,(2004)는 중간관리자 및 경영자의 코칭의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 비즈니스 감각, 조직지식, 코칭 지식 등의 역량군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 코칭의 역량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만 경영자
당사자가 아니라 전문코치들을 위해 연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IECS(2008)는 경영자 코
칭의 표준을 제시할 목표로 다음의 역량 모델을 제시했다. 첫째, 코칭 기초 지식 역량군: 심리
학 지식, 비즈니스 감각, 조직 지식, 코칭 지식, 둘째, 코칭스킬 역량군: 관계형성, 계약, 평가,
계획 설계, 개발과 변화추진, 후속조치, 셋째, 고성과를 위한 특성과 능력 역량군: 자신감, 긍정
적 에너지, 자기주장, 상호관계, 융통성, 목표지향, 파트너십과 영향력, 지속적 학습과 개발, 통
합력 등이다. 본 역량 모델은 경영자 및 경영자 코치들이 갖추어야할 역량기준을 코칭 지식과
스킬 및 성과라는 3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 전문코치들을 위한 코칭스킬 및 코칭지식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Kappenberg(2008)는 경영자 코칭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요소를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다음의 역량군 및 하위역량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뢰역량군: 고객의 신
뢰, 코치의 신뢰, 코치매칭, 비즈니스 지식, 둘째, 조직 역량군: 관리적 지원, 지원적 조직문화,
현상태에 대한 도전. 셋째, 고객참여 역량군: 실행의지, 저항, 헌신, 내적 동기, 개방성,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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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실행 역량군: 피드백, 목표설정, 평가, 지속적 피드백, 후속조치 등이다. 본 연구는 신뢰 요
소 및 고객참여 요소를 주요 역량군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며, 그 외 조직 역량군 및 코칭실
행 역량군은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량이다. 본 역량모델에는 경영자 코칭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모델 또한 전문코치의 역량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영자보다는 전문코치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거나 실증분석을 거치지 않은 이론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경영자의 코칭역량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경영자 코칭역량의 구성요소를 역량범주별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Kappenberg(2008)에 의하면 리더들은 흔히 ‘소프트 스킬’, 즉 리더십
스킬의 결여로 인해 많은 비효율성과 손실을 초래하므로 경영자 코칭에서 경영자의 리더십 스
킬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Laske(1999), Ennis(2005) 등도 경영자의 리더십
스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더십 개발을 위한 코칭역량을 제시했다(<표 3> 참조).
둘째, IECF(2008), Kappenberg(2008) 등은 경영자 코칭에서의 조직관련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경영자는 조직안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등 조직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조직개발, 성과관리, 팀빌딩, 갈등관리 등과 같이 실제로 조
직구성원들의 관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조직 내 및 조직 간의 협력을 끌어내어 조직성과에
연결시키는 조직관리 역량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셋째, 현대의 모든 리더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코칭리더십 관련 스킬이다.
Passmor(2013)는 코칭은 인본중심의 인간개발 방법으로 개인의 필요를 찾아내고, 개인의 잠재력
을 극대화시키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다. 또한 개인의 역동적인 상황과 관
련된 인간행동을 도출하는 장의 이론은 코칭 대상자의 실행계획, 상호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에 적용되고 있다. 코칭의 핵심적인 스킬은 ICF(2006), 폴정(2009)
등이 제시하는 경청, 질문, 피드백, 목표도출, 실행계획, 상호책임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리더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성부분이다. Sperry(1993)는 성격특성이론에서
경영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특성을 이해해야한다고 하였으며, Peltier(2010)
는 코치는 개인의 성격구조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야한다고 했다. 흔히 성실성, 창조성,
자신감, 인내, 섬세함, 배려, 존중 등의 내적 특성으로 표현되는 인성요소에 대해 Kilberg(2001),
Peterson(1996) 등도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경영자는 조직의 최상위의 리더로써 많은 사람
들을 포용하고 이끌어야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전문적인 기술보다 성숙한 인성과 사람중심의
리더십이 발휘될 때에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기관리 역량이다. Ennis(2005)는 경영자 코칭에는 감성지능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
다고 강조하였고, Kilberg(2001)는 개인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또는
정신역동 이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Peltier(2010)는 인지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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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입각하여 코치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판단 등을 스스로 관찰하고 관리
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에게 자기관리는 자기성찰과 의식확장을 돕는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 정리하여 <표 3>과 같이 경영자의 코칭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역량군
리더십
스킬
인성
조직관리
자기관리

<표 3> 경영자의 코칭역량 구성요소
역량요소
출처
영감을 주는 능력, 비전목표전략제시, Bono(2009), Kppenberg(2008), Stern(2004),
임파워먼트, 통솔력, 동기유발, 문제해 Ennis et al., (2005), Laske(1999), IAC(2007),
결, 협상력
Stern(2004)
경청, 질문, 피드백, 실행책임, 관계형성, IECF(2008), ICF(1999), 폴정(2009), Passmor
진단, 목표도출, 효과적 대화
(2013)
Peterson(1996), Wasylyshn
유연성, 책임감, 배려, 포용, 신뢰, 정직, Kilberg(2001),
(2003), Brotman et al.,(1998), Peltier(2010),
솔선수범, 인내심, 존중, 창의성
Sperry(1993)
리스크관리, 성과관리, 전략적 사고, 시 Lask(1999), IECF(2008), Kappenberg(2008)
스템적사고, 자원발굴, 사업적통찰력, 변 Ennis et al.,(2005), Stern(2004), Peterson
화관리, 조직개발, 팀빌딩, 사회적 책임, (1996)
부하육성, 네트워킹, 갈등관리
자기감정인식, 자기통제력, 스트레스내 Kilburg(2001), IECF(2008), Brotman et al.,
성, 자신감, 자기표현, 독립성, 자기주도 (1998), Ennis(2005), Peltier(2010)
학습, 현실인식, 논리적 사고

Ⅲ.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경영자 코칭역량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타당화하기 위해 경영자 코칭의 개념 정의, 경영자 코칭역량군, 하위 역량요소의 명칭과 개념
정의 등에 대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델파이 패널의 선
정과 델파이 설문지 조사로 이루어지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은 1회 개방형 설문과 2회 이
- 240 -

우수명․장영철 / 경영자의 코칭역량 구성요소 개발연구

후 구조화된 설문의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 또는 구
조화된 폐쇄형 질문지로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경영자의 코칭역량군과 하위요소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1회의 개방형 조사를 생략하고 2회에 걸쳐 폐쇄형 질문지를 활용하는 수정 델파이 기법
(Modified 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수정 델파이 기법은 연구자가 처음부터 구조화된 설문
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Murray et al.(1995)에 의해 고안되었는데 구조화된 설문지를 1차 조사에
서 사용할 경우 조사가 편리하고, 적은 회수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종성, 2006). 김재현(2011)은 Murray et al.(995)가 제안한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통해 1차에서
폐쇄형 설문지를 사용할 경우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2차로 압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제
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제안에 따라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경영자 코칭역량 구성요소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2차에서는 1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정, 보
완하도록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사전에 경영학(HRM) 전공 교수 2인과 교육학박사 1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이메일(E-mail)을 통해 2013년 3월 18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경영자 코칭역량의 구성요소로 도출된 요소들에 대해 Likert 6점 척도를 활
용하여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와 동일하게 1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일주간에 걸쳐 실행되었다.
2. 조사대상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의 수는 적게는 4명에서 11명으로도 가능하고 작은 그룹일수
록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으며,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기도
한다(권태일, 2008).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대상으로 경영자 코칭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
험 모두를 고려하여 석․박사 학위를 가진 경영자 전문코치 7인과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
으며 코칭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영자 및 임원 8인 등 총 15인을 델파이 조사의 패널로 선정
하였다. 여기서 경영자 및 임원을 패널에 포함시킨 이유는 실제 경영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표 4>는 패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변인
성별

<표 4> 델파이 조사 패널 선정 결과
코치백분율
구분
경영자(명) 코치(명) 경영자백분율
(%)
(%)
남자
5
6
62.5
85.7
여자
3
1
37.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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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학력
코칭경력
자격증
직위

만40~49세
만50~59세
만60세 이상
석사
박사
4~6년
7~9년
10년 이상

2

3

25.0

42.9

5

3

62.5

42.9

1

1

12.5

14.3

3

1

37.5

14.3

5

6

62.5

85.7

-

4

-

57.0

-

2

-

28.6

-

1

-

14.3

ACC

-

1

-

14.3

PCC

-

5

-

71.4

MCC

-

1

-

14.3

4

-

50.0

-

4

-

50.0

-

경영자
임원

Ⅳ. 연구 결과
차 델파이 조사는 사전에 경영학(HRM) 전공 교수 2인과 교육학박사 1인의 검증을 거쳐 이
메일(E-mail)을 통해 2013년 3월 18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섭외되었던 전문코치
7명과 경영자 8명 등 총 15명의 패널 전원이 회신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집된 자료
는 Windows 용 SPSS 20.0을 이용해 평균, 표준편차,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 비율)
값을 구해 경영자코칭 역량 요소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의 수가
15명이므로 Lawshe(1975)가 제시한 패널수 대비 적정 CVR 값에 따라 CVR 값이 0.49이상의 항
목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경영자 코칭의 개념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패널들은 <표 5>,
<표 6>, <표 7>과 같이 경영자의 코칭의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응답하였
다. 패널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타당함(6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안내되
었고, 1차 조사결과 경영자 코칭의 개념 정의의 타당성 정도는 CVR은 0.70으로 CVR 값 0.49
이상이므로 내용타당도를 충족하였다. 이어서 역량군에 대한 CVR 값은 리더십 역량군 1.00, 스
킬 역량군 0.96, 인성 역량군 0.88, 조직관리 역량군 1.00, 자기관리 역량군 0.86으로, 대부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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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내용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5가지의 역량군
에 대한 명칭과 정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들은 상당한 정도의 합의를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표 7>과 같이 하위역량 47개 중 10개의 항목이 CVR 값
0.49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솔력(0.45), 효과적 대화(0.39), 존중(0.37),
창의성(0.45), 시스템적 사고(0.45), 변화관리(0.45), 사회적 책임(0.43), 부하육성(0.33), 자기주도학
습(0.34), 논리적 사고(0.45) 등이다.
<표 5> 경영자의 코칭의 개념 정의에 대한 1차 분석결과
경영자 코칭의 개념 정의
경영자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서 조직 및 비즈
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직과 경영자와 코치가 함께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
로 협력하며 진행하는 지도자개발 과정이다.
<표 6> 역량군 개념 정의에 대한 1차 분석결과
역량군
정의
조직이 목표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인도하고 지원하는
리더십 개인이나
것
스킬 코칭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칭스킬
인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조직관리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지식과 경험 및 능력
내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
자기관리 자신의
하는 능력

CVR

0.70

CVR
1.00
0.96
0.88
1.00
0.86

차 조사결과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역량 구성요소를
수정하였다. 첫째, CVR 내용타당도에 관한 통계적 지표가 떨어지는 요소, 둘째, 2명 이상의 패
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요소이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1) 용어 및 내용의 재진술, 2) 역량요소의 위치 변경, 3) 역량요소의 통합 또는 세분화,
4) 통계적 타당도가 낮은 요소의 삭제 등의 방법으로 수정작업을 실행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일주간에 걸쳐 실행되었다. 1차 조사에 참여했던
모든 패널들이 100% 참여했으며, 응답 회수율은 100%다. 1차 조사에서 CVR이 충족되지 않은
10개 하위역량을 제거하고 37개의 하위역량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자의 코
칭의 개념 정의에 대한 CVR은 0.90으로 개선되어 상당히 높은 타당성을 나타냈다. 이어서 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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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

<표 7> 경영자의 코칭역량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역량항목
A1. 영감을 주는 능력
A2. 비전목표 전략제시
A3. 임파워먼트
A.
리더십 A4. 통솔력
역량군 A5. 동기유발
A6. 문제해결
A7. 협상력
B1. 경청
B2. 질문
B3. 피드백
B.
B4. 실행책임
스킬
역량군 B5. 관계형성
B6. 진단
B7. 목표도출
B8. 효과적 대화
C1. 유연성
C2. 책임감
C3. 배려
C4. 포용
C.
C5. 신뢰
인성
역량군 C6. 정직
C7. 솔선수범
C8. 인내심
C9. 존중
C10. 창의성
)는 CVR값을 충족하지 못한 요소

CVR

역량군

1.00
1.00
1.00
(0.45)
0.89
0.89
0.76
1.00

D.

조직관리
역량군

1.00
1.00
0.89
0.76
0.54
0.89
(0.39)
1.00
1.00
1.00
1.00
1.00
0.89
0.68

E.

자기관리
역량군

역량항목
D1. 리스크관리
D2. 성과관리
D3. 전략적 사고
D4. 시스템적 사고
D5. 자원발굴
D6. 사업적 통찰력
D7. 변화관리
D8. 조직개발
D9. 팀빌딩
D10. 사회적 책임
D11. 부하 육성
D12. 네트워킹
D13. 갈등관리
E1. 자기감정인식
E2. 자기통제력
E3. 스트레스 내성
E4. 자신감
E5. 자기표현
E6. 독립성
E7. 자기주도학습
E8. 현실인식
E9. 논리적사고

CVR
1.00
1.00
0.78
(0.45)
0.67
0.56
(0.45)
1.00
1.00
(0.43)
(0.33)
0.56
0.89
1.00
0.89
0.78
1.00
1.00
0.67
(0.34)
0.89
(0.45)

0.89
(0.37)
(0.45)

량군에 대해서는 리더십 역량군 1.00, 스킬 역량군 1.00, 인성 역량군 0.91, 조직관리 역량군
0.98, 자기관리 역량군 0..87의 CVR값이 도출되어 대부분의 요소들이 내용 타당성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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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하위역량에 대해서는 CVR값 0.49미만인 항목이 3개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조
직관리 역량군에서 리스크 관리(0.34)가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해 패널들은 ‘다른 역량항목들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네트워
킹(0.35)이 제외되었는데, ‘의미에 혼동이 우려되고 다른 역량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다음으로 관리 역량군에서 스트레스 내성(0.35)이 제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기통제
력에 통합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기와 같이 2차 분석에서 3개의 하
위역량이 제거되어 총 5개 역량군과 34개 하위역량 요소가 내적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2차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역량군

(

<표 8> 경영자의 코칭역량에 대한 2차 분석 결과

역량항목
A1. 영감을 주는 능력
A2. 비전목표 전략제시
A.
임파워먼트
리더십 A3.
역량군 A4. 동기유발
A5. 문제해결
A6. 협상력
B1. 경청
B2. 질문
B3. 피드백
B.
스킬
B4. 실행책임
역량군 B5. 관계형성
B6. 진단
B7. 목표도출
C1. 유연성
C2. 책임감
C3. 배려
C.
C4. 포용
인성
역량군 C5. 신뢰
C6. 정직
C7. 솔선수범
C8. 인내심
)는 CVR값을 충족하지 못한 요소

CVR

역량군

1.00
1.00
1.00
1.00
0.89
1.00

D.

조직관리
역량군

0.78
1.00
0.57
0.89
1.00
0.67
1.00
1.00
1.00
1.00
1.00
0.89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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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기관리
역량군

역량항목
D1. 리스크관리
D2. 성과관리
D3. 전략적 사고
D4. 자원발굴
D5. 사업적 통찰력
D6. 조직개발
D7. 팀빌딩
D8. 네트워킹
D9. 갈등관리
E1. 자기감정인식
E2. 자기통제력
E3. 스트레스 내성
E4. 자신감
E5. 자기표현
E6. 독립성
E7. 현실인식

CVR
(0.34)
1.00
0.89
0.56
1..00
0.59
0.67
(0.32)
0.78
1.00
1.00
(0.35)
1.00
0.89
0.67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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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영자 코칭역량의
구성요소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경영자에게 필요한 코칭역량군은 무엇인가? 둘째, 경영자
의 코칭역량군에 따른 하위역량은 무엇인가?
첫째, 경영자 코칭의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자의 코칭역량군을 도출하였
다. 도출된 코칭역량군은 리더십, 스킬, 인성, 조직관리, 자기관리 등 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5개의 역량군은 기존의 전문코치 역량에서 사용되어온 코칭 기술과 조
직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및 조직관리 범주와 리더의 공통 요소인 인성 및 자기관리 등
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 5개의 역량군은 델파이 분석결과 모두 내적 타당성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기존의 전문코치들을 위한 역량모델이 코칭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는 달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코칭역량은 코칭기술도 포함하지만 리더십, 조직관리, 자기관
리, 인성 등 조직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
이다. 이는 실제 경영환경에서는 코칭기술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발휘해야하는 핵심 역량을 동
시에 측정하고 개발하도록 코칭해야함을 의미한다.
둘째, 5개의 역량군 및 47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된 코칭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 델파이 분
석을 수행한 결과 내적 타당도가 확보된 34개의 하위역량요소가 도출되었다. 첫째 리더십 역
량군은 영감을 주는 능력, 비전 목표 전략 제시, 임파워먼트, 동기유발, 문제해결, 협상력 등 6
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둘째, 스킬역량군은 경청, 질문, 피드백, 실행책임, 관계형성, 진단, 목
표도출 등 7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셋째, 인성역량군은 유연성, 책임감, 배려, 포용, 신뢰, 정
직, 솔선수범, 인내심 등 총 8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넷째, 조직관리역량군은 성과관리, 전략
적 사고, 자원발굴, 사업적 통찰력, 조직개발, 팀빌딩, 갈등관리 등 7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자기관리역량군은 자기감정 인식, 자기통제력, 자신감, 자기표현, 독립성, 현실인식 등
총 6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완성된 경영자를 위한 코칭역량 구성요소는 Spencer et al.(1993)
이 제안한 역량의 다섯 가지 유형 중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코칭스킬도 포함하지만 자
기관리, 인성 등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아 잘 나타나지 않는 역량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관리, 인성 등의 역량군들은 최고위급 리더들의 성취감, 의사결정, 인간관계 등
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경우 리더의 의식과 행
동에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리더십 역량 및 조직관리 역량도 조직의 CEO 및 임원
들을 포함한 최고위층 리더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리더십 역량군 및
조직관리 역량군에 속한 하위 역량들에 있어서 높은 내적 타당성이 나타난 것이 이를 반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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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자의 코칭역량 구성요소에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이 포함됨
으로써 본 연구결과가 경영자의 코칭역량 개발 및 경영목표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선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경영자 코칭역량 또는 자질에 대한 연구가 전문
코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론적인 모델이 대부분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 결과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코칭역량은 전문코치의 경우와 차이
가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Lask(1999), IECF(2008), Kappenberg(2008), Ennis et al.,(2005), Stern(2004),
Peterson(1996) 등이 제시한 리스크 관리, 네트워킹 등의 역량요소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타당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코치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코칭의 대상
자인 경영자가 실제로 경영현장에서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도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경영자에게 실제 경영환경 속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코칭역량이 무엇인
지 인지하고, 코칭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영자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때에 전략적인 조직 관리와 성과 중심
의 경영, 인간존중의 리더십 등을 통합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경영자 전문코치들에게 조직의 고위급 리더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떠한 역량과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리더들의 필요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특히 자기관리 영역군 중 기존 Kilburg(2001), IECF(2008), Brotman
et al.,(1998), Ennis(2005), Peltier(2010) 등이 제시한 스트레스 내성의 구성요소가 삭제된 것을 보
면 경영자에게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온 코칭역량이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달리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영자 코칭역량 구성요소를 활용할 때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전문코치의 질적 수준이나 코칭의 내용에 대한 의문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HR 등 경영자 코칭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 경영자를 위한 코칭프로그램 및 운영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
다. 또한 경영자의 코칭 전 역량의 수준과 코칭 후의 역량의 개발 정도를 명확히 측정하고 비
교함으로써 코칭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1 코칭으로 인해 객관적인 코칭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 코칭의 난제를 해결해주고, 과정 운영
자들의 코칭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패널은 15명이다. CVR값을 제시할 수 있
는 인원으로는 충분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의 수를 확장하여 보다 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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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델파이 조사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경영자 코칭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과의 면대면 인터뷰 등을 통한 FGI, NGT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보완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한 코칭역량 구성요소는 조직의 핵심
리더들의 코칭역량 개발과 경영성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조직
을 이끄는 리더가 코칭식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의 행동과 태도는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
고 결국 조직전체의 문화를 건강하게 세움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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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onents of Executive Coaching
Competency Development

Woo, Soo Myung

Chang, Young-Chul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The paper is aimed to integrate the existing research on executive coaching which is developed rapidly
all around the world in the last few years. At the same time, with Delphi Technique, the paper
develops and justifies a coaching competency component for executive. For better outcome, we take
coaching experts and executives with business coaching experience as the target and conduct Modified
Delphi survey twice. The survey depends on 5 coaching competency clusters and 47 individual
competency items formed in a theoretical background. At the first Delphi survey, we derived some
modified questions for the panel to answer and did some research on those answers and advice we got.
Finally 5 coaching competency clusters and 37 individual competency items were formed. At the second
survey, we decided those 5 competency clusters and 34 competency items as the final version, which is
suitable for CEO and executive in managing situations. With the result we developed Coaching
Competency for executives and HR, which is used to develop the leadership competency, improve
management abilities and achieve more organizational outcomes and business objectives.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will provide effective options to them, and also create a meaningful point of view to
the area of executive coaching.

Key words : executive coaching, executive, coaching competency, coaching competency component, Delphi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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