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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icient human-resources direction for the

management of dental hygienists, the study analyzes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s

coaching leadership as perceived by dental hygienists and their on the job satisfaction, and proves the

moderating effects of leader trust and of followership in the process. Methods : To test the empirical

model,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 using structural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at were

distributed to 300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clinics in the Busan, Ulsan, Gyeongnam, and

Gyeonggi areas, from 27 March to 10 April, 2015, 286 case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Results :

Coaching leadership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Trust in a leader

showed a significant main moderating effect on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followership showed

a significant main effect, but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job satisfaction.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leadership factors such as coaching leadership and leader trust are

crucial for improving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therefore, a program for enhancing the

leadership skills of dental managers is needed in dental healt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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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산업은 변화와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심화되

는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의

료소비자들을 고객으로 한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

상 업무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 욕구와 동기

를 창출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의 조직문화 풍토

를 반영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상황과 병원의 조직문화를 

반영하여 코칭리더십(coaching leadership)이 부각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초 코칭의 개념이 도입,

적용되어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등의 형태

[1]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조직에서의 코칭행동을 일컬어 코칭리더

십이라고 한다. 코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관리

자들이 직원들과 래포(rapport)를 형성하고 상호작

용의 커뮤니케이션을 독려하여 기업의 성과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Katz et al.[2]은 과거의 권위 중심의 리더십이 

많은 실패를 낳았기 때문에 참여와 자율을 발휘하

여 리더와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통일된 행동을 하는 코칭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코칭리더십은 상사와 부하간의 긍정적인 양

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쌓고,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지원함으로서 

조직성과 창출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한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이다

[3].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합의된 공통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상호작용하는 유

기체이며, 조직의 성과는 리더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에 따라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노

력하는 팔로워들의 결과[4]이므로 조직의 안정적·

정서적 가치 추구를 통한 직무만족과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코칭리더십은 상사신뢰와 팔로워십과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연구분석을 통한 규명의 필요성이 있

다.

기존의 코칭 리더십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

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영ž서비스 분야[5][6][7]에

서 행하여졌고, 교육 분야와 연관된 코칭리더십 프

로그램 개발 연구[8]가 수행되었으나, 의료조직 구

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9]는 그리 많지 않다. 한

편으로 팔로워십을 주제로 한 간호사 대상의 조직 

유효성 연구[10][11], 상사신뢰를 주제로 한 의료조

직의 유효성 연구[12][13] 등이 제법 이루어 졌으

나, 이 두 변수를 코칭 리더십과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료조직에 종사하는 치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코칭리더십, 상사신뢰, 팔로

워십의 연관적 유효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의료조

직의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풍성하게 축적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이러한 의의에 따라 본 연구는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코칭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관계에서 상사신뢰와 팔로워십이 갖

는 조절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치과위생사들의 직

무만족 제고와 성과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인적자

원관리 방안 마련에의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

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병원조직의 구성원 중 일원인 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직속 상사를 통해 인지하는 코칭

리더십이 본인의 업무적·정서적 측면에서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상사신

뢰와 팔로워십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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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연구모형을 도시하면 <Figure 1>

과 같은데, 독립변수인 코칭리더십은 하위변수로서 

방향제시, 개발, 수행평가, 관계 네 요인을 상정하

였고, 종속변수로는 직무만족, 조절변수로는 상사

신뢰와 팔로워십을 설정하였다.

COACHING
LEADERSHIP

-Direction
-Development
-Accountability
-Relationship

JOB
SATISFACTION

Trust in Leader

Followership

<Figure 1> Empirical Study Model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실증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 다수에서 사용되어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실증연구를 통해 통계적 신뢰

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코칭리더십

Stowell의 코칭 리더십 개념은 수평적 파트너십

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어 

역량을 개발하고 진전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학습과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으로서 조직 구성원

의 역량과 성과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

내외 후속 연구에 활발하게 채용되어 사용되었다

[14]. 본 연구에서도 Stowell의 코칭리더십 개념을 

차용하여 Stowell의 네 가지 코칭 구성요소를 변수

로 설정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향제시’는 리더가 구성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목표 및 목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 ‘개

발’은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지식, 잠재 역량, 문제

해결능력 등을 향상시켜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수행평가’는 리더가 조직구성

원이 수행하는 업무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수평적 

관계에서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는 것, ‘관계’

는 리더가 조직구성원과 개방적이고 신뢰적 인간

관계를 맺어 동기부여, 격려와 인정을 통해 구성원

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측정은 Stowell의 코칭리더십 측

정도구를 토대로 13문항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2) 상사신뢰

상사신뢰의 개념에 대하여 Lim[15]은 상사신뢰

가 자기 자신과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 상사의 역

량이나 리더십, 인간적 배려 등에 대해 인지하는 

호의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

사하게 상사신뢰를 “상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역량

에 대한 신뢰, 정서적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

로 한 호의적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Curall &

Judge[16], McAllister[17]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10

문항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3) 팔로워십

Kelly[18]는 팔로워십에 독립적 ․ 비판적 사고

와 적극적 참여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였으

며 최고의 팔로워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생각과 

건설적 자기비판을 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적·자발적인 참여로 솔선수범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 팔로워십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리

더와 조직구성원이 능동적 참여와 비판적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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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였

으며, 측정도구는 Kelly[18]가 개발한 문항을 토대

로 20문항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으로서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조

직행동의 결과변수로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와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전체적

으로 느끼는 만족의 주관적인 평가[9]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직

무 수행시 지각하는 유쾌하고 긍정적 정서”로 정

의하였으며, Curry et al.[19]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8문항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울산, 부산, 경남, 경기지역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중 직속상사가 있는 치과위생사 300명

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 사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300부를 배포,

설문 후 295부를 회수 하였으며 그 중 설문응답이 

누락된 9부를 제외한 286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

여 최종 분석 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 연구자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코칭리더십, 직무만족, 상사신뢰, 팔

로워십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기

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였다(IRB 문

서번호:2015193-2).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 요

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형인 코칭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및 상사

신뢰, 팔로워십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25-30세 미만이 132명(46.2%),

25세 미만이 80명(28.0%) 순으로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66.8%), 대졸(25.5%)순, 결혼여부는 미혼

이 81.5%로 가장 많았고 근무직종은 치과위생사

(80.1%), 치과코디네이터(10.8%), 복합업무(8.0%)순

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이 73.8%, 관리자가 

26.2%, 현 직급 근무경력은 1-3년 미만( 33.2%),

3-6년 미만(24.8%), 1년 미만(22.4%) 순이었다. 월평

균소득은 150-250만원(62.6%), 150만원 미만(26.6%)

순으로 많았으며 근무 병원의 치과위생사 수는 

11-20명(28.0%), 1-5명(27.3%) 순, 리더의 성별은 여

성이 8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 측정도구의 변수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는 요인분석을,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구하였다. 코칭리더

십의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Varimax rotation으

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코칭리더십은 방향제시,

개발, 수행평가, 관계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4개 요인군의 고유값은 모두 1이상이고 요인부

하량은 0.5이상을 만족하여 각각 독립된 요인으로 

변수 측정의 타당성 기준이 충족되었다. 코칭리더

십의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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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0.899로 측정되어 측정도구로서의 내적일관

성을 확보하였다.

직무만족, 상사신뢰, 그리고 팔로워십 변수의 경

우 변수별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 변수별 

문항의 요인부하량 0.7이상으로 모두 타당도가 확

인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직무만족 0.767, 상사신

뢰, 0.925, 그리고 팔로워십 0.928로 모든 변수가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은 <Table 2>와 같

다.

<Table 1> Socioeconomic-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8 2.8
Female 278 97.2

Age
Under 25 80 28.0
25-29 132 46.2
30-34 42 14.7
35-39 15 5.2
40 More 17 5.9

Education Level
College 191 66.8
University 73 25.5
Graduate School 22 7.7

Marriage status Married 53 18.5
Unmarried 233 81.5

Monthly  Income(won)
Under 1,500,000 76 26.6
1,500,000-2,500,000 179 62.6
More than 2,500,000 31 10.8

Position in Workplace
Dental Hygienist 229 80.1
Dental Coordinator 31 10.8
Compound Service 23 8.0
Other 3 1.0

Position Employee 211 73.8
Supervisor 75 26.2

Working career in present position
Under 1 year 64 22.4
Between 1-3 years 95 33.2
Between 3-6 years 71 24.8
Between 6-9 years 28 9.8
More than 9 years 28 9.8

Number of Dental Hygienists in Workplace
1-5 78 27.3
6-10 51 17.8
11-20 80 28.0
21-30 7 2.4
More than 31 70 24.5

Leader Gender Male 51 17.8
Female 235 82.2

Total　 2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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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tudy Variables

Factor Item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Cronbach's ⍺

Coaching Leadership

Direction I-1 0.829 0.899 1.917 0.870I-2 0.747 0.862 

Development
I-3 0.631 0.760 

2.817 0.899I-4 0.747 0.783 
I-5 0.861 0.860 
I-6 0.706 0.754 

Accountability I-8 0.782 0.825 1.894 0.816I-9 0.807 0.860 

Relationship
I-10 0.676 0.743 

3.083 0.893I-11 0.798 0.752 
I-12 0.807 0.842 
I-13 0.824 0.769 

Job Satisfaction
II-1 0.777 0.604 

2.762 0.767II-2 0.844 0.713 
II-3 0.781 0.610 
II-5 0.753 0.568 

Trust in Leader

III-1 0.764 0.583 

5.830 0.925

III-2 0.717 0.514 
III-3 0.821 0.673 
III-4 0.805 0.648 
III-5 0.769 0.592 
III-6 0.785 0.616 
III-7 0.837 0.700 
III-8 0.795 0.633 
III-10 0.822 0.675 

Followership

IV-3 0.771 0.595 

8.748 0.928

IV-4 0.761 0.580 
IV-5 0.734 0.539 
IV-6 0.728 0.531 
IV-7 0.630 0.397 
IV-8 0.746 0.557 
IV-9 0.801 0.641 
IV-10 0.758 0.574 
IV-11 0.680 0.463 
IV-12 0.667 0.445 
IV-13 0.685 0.469 
IV-14 0.698 0.487 
IV-15 0.747 0.558 

KMeanO=0.925, Bartlett Chi-Square=2534.755,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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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의 검증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조절 변수가 갖

는 조절효과 규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된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Model 1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주 효과)을 분석하며, Model 2에서 조절변수

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주 효과)을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조절 효과)을 검증하게 된다.

1) 코칭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상

사신뢰의 조절효과

(1) 코칭리더십의 4개 하위 변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4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된 코칭리더십 변수들 

모두를 독립변수로, 상사신뢰를 조절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Model 1을 보면 코칭리

더십 하위 변수 중‘방향제시’변수만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p=0.000)을 미쳤다. Model 2에서는 

조절변수인 상사신뢰의 주 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p=0.000). 그러나,

Model 3에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s of Factors of Coaching Leadership and Moderating Effects of Trust in Leader on Job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 101.796** 0.000 -　 108.353** 0.000 - 95.079** 0.000 
Direction 0.321 3.680** 0.000 0.208 2.475* 0.014 0.187 2.279* 0.023 
Development -0.001 -0.009 0.993 -0.092 -1.023 0.307 -0.018 -0.194 0.847 
Accountability -0.108 -1.336 0.183 -0.071 -0.928 0.354 -0.101 -1.348 0.179 
Relationship 0.158 1.947 0.053 -0.119 -1.349 0.178 -0.122 -1.390 0.166 
  Trust in Leader 0.517 6.194** 0.000 0.522 6.282** 0.000 
Direction×
Trust in Leader 0.042 0.446 0.656 
Development×    
Trust in Leader 0.210 1.775 0.077 
Accountability×    
Trust in Leader -0.091 -1.081 0.280 
Relationship×
Trust in Leader 0.046 0.400 0.690 
R² 0.135 0.240 0.289 
△R² 0.135 0.104 0.049 
F 11.009** 17.652** 12.437** 
△F 11.009 38.365 4.739 
p 0.000 0.000 0.0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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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리더십 전체 변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코칭리더십의 4개 하위요인을 통합한 코칭리더

십 전체 변수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상사신뢰

의 조절효과 규명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 코칭리

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p=0.000), Model 2에서 조절변수인 상사신뢰의 주 

효과도 유의하였다(p=0.000). Model 3에서 코칭리

더십과 상사신뢰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3.8% 증가, F증가분은 14.368로 조절효과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p=0.000).

즉, 코칭리더십 전체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상사신뢰는 코칭리더십 전체

와 상호작용하여 직무만족을 더욱 높이는 영향력

을 발휘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칭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팔
로워십의 조절효과

(1) 코칭리더십의 4개 하위 변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4개의 하위 변수로 구성된 코칭리더십 변수들 

모두를 독립변수로, 상사신뢰를 조절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1을 보면 코칭리

더십 하위 변수 중‘방향제시’변수만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p=0.000)을 미쳤다. Model 2에서는 

조절변수인 팔로워십의 주 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p=0.000). 그러나,

Model 3에서 팔로워십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칭리더십 전체 변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코칭리더십의 4개 하위요인을 통합한 코칭리더

십 전체 변수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팔로워십

의 조절효과 규명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코칭리더십과 팔로

워십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으나(p=0.000), 두 변수

의 상호작용 효과, 즉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s of Coaching Leadership and Moderating Effects of Trust in Leader on Job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 100.337** 0.000 - 107.217** 0.000 - 95.559** 0.000 
Coaching Leadership 0.317 5.638** 0.000 -0.051 -0.660 0.510 -0.048 -0.626 0.532 
Trust in Leader 0.500 6.425** 0.000 0.507 6.655** 0.000 
Coaching Leadership×
Trust in Leader 0.195 3.790** 0.000 
R² 0.101 0.215 0.253 
△R² 0.101 0.114 0.038 
F 31.791 38.790 31.871 
△F 31.791** 41.280** 14.368** 
p 0.000 0.000 0.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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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Factors of Coaching Leadership and Moderating Effects of Followership on Job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 101.796** 0.000 -　 132.300** 0.000 - 121.688** 0.000 
Direction 0.321 3.680** 0.000 0.078 1.129 0.260 0.074 1.048 0.295 
Development -0.001 -0.009 0.993 0.040 0.546 0.586 0.033 0.446 0.656 
Accountability -0.108 -1.336 0.183 -0.028 -0.451 0.653 -0.026 -0.416 0.678 
Relationship 0.158 1.947 0.053 -0.001 -0.018 0.986 0.008 0.126 0.900 
Followership 0.659 13.952** 0.000 0.648 13.442** 0.000 
Direction×
Followership 0.077 1.151 0.251 
Development×     
Followership -0.062 -0.753 0.452 
Accountability×     
Followership -0.008 -0.116 0.908 
Relationship×
Followership 0.045 0.607 0.544 
R² 0.135 0.490 0.494 
△R² 0.135 0.355 0.004 
F 11.009** 53.806** 29.969 
△F 11.009 194.646 0.578 
p 0.000 0.000 0.678

 *p<0.05, **p<0.01
<Table 6> Effects of Coaching Leadership and Moderating Effects of Followership on Job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　 100.337** 0.000 - 132.650** 0.000 - 125.613** 0.000 
Coaching Leadership 0.317 5.638** 0.000 0.075 1.632 0.104 0.068 1.481 0.140 
Followership 0.667 14.607** 0.000 0.663 14.445** 0.000 
Coaching Leadership×
Followership 0.040 0.924 0.356 
R² 0.101 0.487 0.489 
△R² 0.101 0.387 0.002 
F 31.791 134.468 89.883 
△F 31.791** 213.371** 0.854 
p 0.000 0.000 0.356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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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직속상사가 있는 치과위생사들을 대

상으로 코칭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상사신뢰와 팔

로워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고찰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코칭리더십과 상사신뢰는 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0.000), 이 과정에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하였다(p=0.000).

코칭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Kim[20]의 연구에서 리더의 코칭행동에 대한 

팀원의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 수준도 높아진

다는 것과 유사하게 수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상사신뢰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Lee[1], Lee[12]

와 Lim[13]의 연구 외에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뒷

받침하고 있는 사실이다.

상사신뢰가 코칭리더십과 상호작용하여 직무만

족을 더욱 높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인 결과로서 코칭리더

십은 상사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직무만족을 

크게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칭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장기적인 상사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코칭리더십을 네 가지 하위 요인 변수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방향제시, 개발, 수행

평가, 관계 요인 중에서 방향제시 요인만 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00). 이는 Choi[21]

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발, 수행평가, 관계요인이 

역량, 의욕, 직원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다

소 다른 결과이며, 리더의 코칭 중 방향제시만 조

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는 Na[22]의 결과와는 동일하였고, Kim[23]의 연구

에서 코칭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방향제시 요인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는 코칭리더십 중에서도 방향제시가 직

무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특히 전

체 코칭리더십과 상사신뢰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

고, 코칭리더십하위요인 중에서는 방향제시가 직무

만족에 유의하였으며 상사신뢰가 직무만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리더의 

신뢰를 바탕으로 코칭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직무

만족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사가 병원 업무의 달성을 위한 목

표와 방향 설정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코칭리더십

을 발휘할 때 직무만족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향제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코칭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팔

로워십은 직무만족을 높이는 주 효과는 유의하였

으나(p=0.000)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팔로워십은 직접적으로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연

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으므로 확고한 결론

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병원조직의 

직무효율성 영향요인 중 하나로서 팔로워십 요인

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인 Kwon & Jeong[24]의 연구

에서 팔로워십이 리더십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조

절효과를 가지는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한 관계 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외 기업과 관공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리더십과 직무몰입 간에 팔로워십의 조절/매

개효과는 변혁적 리더십이든 거래적 리더십이든 

모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팔

로워십의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조절효과도 있음

을 규명하는 등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혹은 매개효과를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조절효과의 

검증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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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리더십 연구는 주로 경영학이나 비즈니스에

서 적용·연구되어 왔으므로 기업 관리자, 사무직,

공무원, 서비스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의료산업 종사자 중 특히 치과 병원조

직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과 치과병원의 효율적 인적자원관

리를 위한 상사의 코칭리더십과 신뢰적 행동의 중

요성을 시사한 최초의 연구임에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 결과는 결론적으로 직속상사의 전체적

인 코칭리더십이 강한 상사신뢰와 함께 발휘될 때 

치과위생사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

사하며 리더십 중 특히 병원업무 목표 달성을 위

해 명확한 방향설정을 해주는 코칭리더십과 상사 

신뢰감이 발휘될 때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기적이고 지

속적 관점에서 상사 신뢰의 축적이 이루어질 때 

코칭 리더십은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코칭리더십 중 방향제시 하위 요인과 직무

만족, 상사 신뢰 요인과 직무만족이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한데, 코칭리더십

이 부하에 대한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더욱 수

준 높은 차원에서 직무 전체의 방향 및 목표를 제

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편으로, 팔로워십은 직무만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

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코칭리더십과 상호작용

하여 직무만족을 높이는 조절효과는 없었다. 선행 

연구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고한 

결론을 내기에는 이르므로 향후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병원조직 구성원들도 

높은 직무만족은 높은 직무동기를 유발하여 생산

성 향상을 가져온다[25]. 그러므로 상사가 신뢰감

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리더 역할을 재정립함으

로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는 병원조직 및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상사 신뢰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체계

적인 신뢰 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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