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pilot-test educational program prototypes of training health coaches to help cancer
patients overcome crises and create positive growth. For this purpose,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of the
blended learning program prototypes were derived through learner needs and literature analysis. The prototypes, which
consist of introducing of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basic coaching
and health coaching, were developed to integrate with four sessions of face-to-face, off-line classes, training practices
through 12 tele-classes, and use of online learning system. The prototypes were conducted and pilot-tested by a total
of 35 students selected through the document screening and the interview. After participating in the blended learning
program, learners expressed greater overall satisfaction with each session program (average score = 4.36, with 5
being most satisfied), satisfaction with learning contents (average score=4.42) satisfaction with course preparation
(average score = 4.26) and satisfaction with lecture materials (average score = 4.19).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 systematic and integrative approach for designing a blended learning program can be useful for various
educational needs in health and medical fields. In the future, empirical studies are expected to see how these curricula
are actually implemented and assess whether the intended learning outcomes ar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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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환자

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암은 교육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인식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통계청, 2018). 최근

에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만성

질환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암을 극복하기 위

해 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적 처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임철일 외, 2017). 특히, 의료진은 아니지만 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이끌면서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해 암환자의 위기 극복 및 긍정적 성장을 돕는

코치인 건강코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만성질환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건강 행동이 장시간에 걸친 식이습관, 운동습

관 등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되고 생활화될 때 효과적

으로 관리될 수 있다(Galantino et al., 2009). 그 동

안 암환자 대상 실시된 전통적 교육방법은 환자에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식 및 권고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습득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었다. 건강습관의 변화를 위해

서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

적임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향으로

개인에게 건강관리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긍정적 행

동변화를 이끄는 심리적인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조희숙, 정수미, 이혜진, 2012). 특

히, 암환자의 개별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습

관 습득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절한 긍정성

증진 전략이자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건강코칭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Wolever et al., 2010).

긍정적인 감성, 사고 등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행동적이고 신체적인 건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 생존과 전인적 건강경영을 가능하

게 하는 다양한 긍정성 증진 지원 체계 중 하나로

건강 코치의 양성을 통한 전문적인 코칭 서비스의

제공이 모색되고 있다(Yun et al., 2017). 즉, 간호

사, 암 극복 환자(disease-free cancer survivors)

등을 대상으로 긍정성 증진을 위한 건강 코치 교

육과정을 제공하여 양성한 후, 암환자의 암 극복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긍정성 증진을 위한

건강 코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개

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프로토타입의 교육

적 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문헌 고찰

2.1 암환자를 위한 긍정성 증진 프로그램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치료시기에 따라 수술, 방사

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등 다양한 형태의 치료를

받고 있고, 각 요법은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

하여 암환자들은 신체 및 심리적으로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된다(Oh, 2009). 심리적으로 암환자는 완치

가 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충격, 우울, 절망, 두려

움, 화, 상실감 등의 부정 감성, 신체적, 외모적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위기의식까지 동시에 느끼면

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Lasson et al., 2007). 암환자들은 암

진단 후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상

황에서 투병하게 되기에 그 고통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매우높은수준일뿐아니라초기진단 시소외

감, 체념, 절망감, 우울, 불안, 두려움, 체념, 부정, 원

망, 자포자기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와 반응을 보

이게 된다(McCaughan and McKenna, 2007).

이러한 암환자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치료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부정적인 심리 상태

를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스스로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여 각자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자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Seligman, 2002) 정신 질환 및 심혈관 질환에 영향

을미치는스트레스의극복(Lederbogen and Stro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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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과 면역기능의증대에도움을준다(Fredrickson,

2008). 특히, 긍정 감성은 사고 및 행동 영역에까

지 영향을 미쳐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자

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민지, 유성경,

2013). 이러한 긍정 감성을 빈번하게 느끼는 사람

은 긍정적으로 이벤트를 해석하며 역경과 스트레

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Lyubomirsky et al.,

2005) 암환자에게 긍정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벤

트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긍정 감성에 더해 긍정 사고는 주의집중 및 작동

기억을 높이고 언어의 유창성을 증가시키며 정보에

대한개방성을향상시킨다(임영진, 2010; Fredrickson,

2008; Fredrickson and Joiner, 2002). 또한 긍정

사고는 여러 다양한 대안을 토대로 정보의 유연적,

창의적, 통합적 입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고를 유도

하고 사고-행동-자원 영역을 확장시켜준다(탁진국

외, 2014; Fredrickson, 1998).

긍정적인 심리상태, 긍정 감성, 긍정 사고 등을

포함하는 긍정성은 개인의 긍정적인 경험 및 성향

을 증진시켜 문제행동교정,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행복으로까지 그 효과를 확장시키고 있다(백상수,

2014; 탁진국 외, 2014; Gable et al., 2004). 특히,

암환자는 정서적인 혼란, 불투명한 질병 예후, 오랜

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

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Oh, 2009). 따라서 바람직

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적, 정

서적 혼란 상태를 극복하고, 투병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성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긍정성 증진 해결방안

으로여러 가지 선행연구(Rehse and Pukrop, 2003;

Tatrow and Mongomery, 2006)에서 암환자를 위

한 심리사회적 개입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심리

사회적 개입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형태는바로교육적개입즉, 교육프로그램

이다(김종남, 이란, 2008).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

으로 Fawzy와 동료들(1990)이 악성 흑색종 환자

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총 9시간 동안 문제해결

스킬, 건강교육, 스트레스 극복, 심리적 지지 영역

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이후 동일한 교

육프로그램으로 Boesen과 동료들(2005)이 반복 연

구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암환자

치료에서 주로 외과적으로 종양 제거나 항암치료,

방사능치료, 호르몬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학적 처

치에 머물렀다면, 이제부터는 암환자의 정신적 고

통 및 스트레스 완화, 웰빙, 삶의 질 개선 등의 심리

적 이슈가 중요하기에 정보제공과 건강관리 스킬

습득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김종남, 이란, 2008). 따라서 암환자의 긍정성 증진

을 위한 관련 이론 및 스킬 실습을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이라는 통합적인 교육형태로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2.2 건강코칭 교육프로그램

암환자들의 겪는 위기 중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적 위기와 스트레스는 오랜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암환자들의 변화, 적응 및 대

처 양상을 파악하여 환자를 지원하는 전문인을 양

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양혜주, 박정숙, 2002). 이에 최근

암환자의 암 극복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코

칭해 줄 수 있는 코칭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칭은 코치와 피코치자가 일대일로

대화하여 피코치자가 그들의 잠재성을 찾을 수 있

도록 하는 활동이다(Oberstein, 2009). 최근 코칭

은 비즈니스 코칭, 커리어 코칭, 리더십 코칭, 학습

코칭, 라이프 코칭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조희숙 외, 2012). 더 나아가 건강관리 분

야에 코칭이 도입되어 건강코칭(Health coaching)

이라는 명명하에 임상치료 방안으로 활용되고 건강

습관변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폭넓게 사

용되고 있다(Wolev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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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칭은 건강 관련 상담 및 교육 분야에 적용

되어, 피코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가치를 파악

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행

동의긍정적변화를실천할있도록도움을줄수있는

방법이다(Liebowitz and Smith, 2006; Wolever,

2010). 건강코칭에서는 개개인의 선택을 중시 여기

고 그 선택을 지지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코치와 피코치자 간의 대화를 위한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Arloski, 2007). 건강코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 기술, 도구

등을 습득하고 스스로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자신이 성취하

고자 하는 건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Bennett et al., 2010). 이러한 건강코칭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대상자 중심의 과정이다(Lawson et

al., 2013). 기존 건강 상담과는 달리 건강코칭은 코

칭 과정과 스킬을 터득하여 개인 스스로의 건강목

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해나가는 자기주도적, 자기조절적 학

습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성질환관리의 경우 건강코칭을 통해 개인의 행

동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지속적인 행

동변화, 습관형성 등의 실천이 가능하기에 그 효과

가 검증되고 있다(Hoerger, 2007; Wolever et al.,

2010). Moore와 Highstein(2004)은 은행직원을 대

상으로 건강코칭을 실시한 결과 80% 참가자가 최

소 3개월 내에 건강 목표인 운동량 증가, 제중 감소,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조절 등에 도달하였다고 보

고한 바 있다. Aoun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 따

르면, 지역사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건강코칭은 정상범위 BMI 수치 비율을 높이고 고

도비만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거두었다. 일반인이

아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Wolever와 동료들

(2010)이 6개월 간 건강코칭을 진행한 결과 운동

횟수, 스트레스 정도, 지각된 건강상태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희숙과 동

료들(2012)의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대상자 9명에

게 건강코칭을 적용한 결과 행동습관, 체중, 허리둘

레, 체지방량, 이완기 혈압 등의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보였다. Galantino와 동료들(2009)은 암환

자를 대상으로 건강코칭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강코칭 접근 방법론에 대

한 관련 국내외 연구가 많지 않고(Wolever et al.,

2010), 특히 국내의 경우 코칭이 도입된 역사가 다

소 짧으며 예방관리 차원에서의 건강코칭에 대한

접근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

다(조희숙 외, 2012).

3. 암환자의긍정성증진을위한블렌
디드 건강코칭 교육프로그램 프로
토타입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자의 긍정성 증진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형태의 건강코치 양성 교육프로그

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이를 선발된 학습자에

게 적용함으로써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의 만

족도, 학습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1 개발 절차

먼저 본 교육프로그램의 타겟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암 극복 환자 40명, 의료 전문가 18

명, 건강코치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건강파트너 9

명, 건강파트너십 참여 환자 19명 총 86명의 잠재

학습자를 섭외하였다 이들은 자신 또는 타인의 암

극복 경험 사례를 가지고 공감, 경청, 위로 등을

통해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여 그들이 적

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이들과의 심층면담 및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건강코치의 역량

으로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 자신의 암 극복

경험 사례 제공, 식이요법, 운동정보, 건강정보 안

내, 안 관리 방법 안내, 코치로서의 전문성, 환자의

궁금한 점에 대한 응답,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동

기부여, 환자들에게 정보 공유 커뮤니티 안내 등

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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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단계 핵심 교육 내용
① 코칭 준비 건강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건강경영상태, 회기별 학습 주제 및 목표, 주의사항을 확인함

② 인사/감사의경험나누기 건강코칭의도입단계로인사를하고, 한 주간감사했던일을상기시킴으로써상대방이긍정적프레임을형성하도록 지원함
③ 점검 지난 과제와 함께 목표를 상기시키고, 실행을 점검함
④ 가능성과 긍정성 발견 질문을 통해 지난 학습 수행 과정에서 가능성과 긍정성을 발견하게 함

⑤ 감성적 현실 직면 상대방이잘한부분은 1) 인정, 칭찬, 격려해주어강화되도록하고, 2) 약한부분은질문을통해스스로
직면하도록 도우며, 3) 동기부여하게 유도함

⑥ 장애요소 발견 및
해결방안 모색 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⑦ 이번 주 건강목표 및
실행계획 설정 다음 한 주간 건강경영의 과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수행 계획을 설정함

⑧ 우선순위 결정 설정한과제중에서우선적으로실행해야하는과제 3가지를선정하여실행해야하는항목을단순화시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⑨ 실행촉진
상대방이자신의강점을재인식하고이것의활용방안을생각해보며동시에약점을보완할방법을미리
마련할수있도록지원함, 이 때자신이되고싶은모습을상상해보고, 스스로에게다짐을하게함으로써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실행을 촉진시킴

⑩ 마무리 코칭의내용을스스로정리하게하고, 수행해야할사항과다음일정에대한약속을함, 용기와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고 지지함

<표 1> 건강코칭 단계 및 핵심 내용

[그림 1] 단계별 세부 연구 내용

또한 건강코칭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구성을 위해

환자의 상태 및 치료시기 등에 따라 건강교육, 전략

교육, 코칭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인지(치

료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천 학습코스를 제공하되 학

습자가 선택 가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육프로그

램을교육과텔레코칭교육, 그리고 오프라인 집단교

육을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교육은 건

강관련 정보에 대한 학습, 텔레코칭은 실제 코칭 실

기 연습, 집단교육은 핵심 건강경영전략과 리더십,

기본 건강관리교육위주로구성), 교육자료및콘텐

츠의 구성과 관련하여 중재 시점(진단에서 치료 중,

치료 후로 구분)에 따른 교육 내용의 양 분배 정도,

학습 콘텐츠의 메시지 설계(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이미지와 동영상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더불어본교육프로그램과유사한국내외문헌

을분석함과동시에실제사설교육기관의전문코치

양성교육과정과학계및가정학관련분야코치양성

교육과정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와함께코칭관련교육기관, 협회및학회의홈페이지

를접속하여관련데이터를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

헌및실제운영교육과정분석결과를토대로암환자

의긍정성증진을위한건강코칭교육프로그램을위한

교육내용및 방면측면에서의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2 도출된 건강코칭의 단계 및 핵심 내용

건강코칭 교육프로그램의 잠재적 학습자 분석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일련의 건강코칭 단계와 각

단계별 핵심 내용을 도출하였다. 코칭의 단계는

① 코칭 준비 ② 인사/감사의 경험 나누기 ③ 점

검 ④ 가능성과 긍정성 발견 ⑤ 감성적 현실 직면

⑥ 장애요소 발견 및 해결방안 모색 ⑦ 이번 주

건강목표 및 실행계획 설정 ⑧ 우선순위 설정 ⑨

실행촉진 ⑩ 마무리의 열 단계로 구성되며 단계의

의미와 단계별 핵심 교육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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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1회기
(건강경영
및

건강정보
소개)

•오리엔테이션
•건강경영전략 소개 및 교육
-평가전략,현실수용전략, 변화전략, 의사결정전
략, 계획전략, 환경조성전략, 실행전략, 피드백
및 유지전략

•건강정보 10대 수칙
- 운동, 식이, 체중,마음안정,금연과절주, 동반질
환및이차암, 통증관리, 가족, 실존적삶, 재활

•학습자용 워크북 제공
•학습내용 강의, 학습자와 질의응답
•교육 마지막 시간에 자기 성찰
•오늘의 우수 학습자 수여식

2회기
(기본 코칭
이해)

•기본 코칭 스킬 기초
- 경청, 질문, 반응
- 인식(우리는지금어디에있는가?), 비전(우리
가가고자하는곳은어디인가?), 장애물(우리
를방해하는것은무엇인가?), 전략과 행동(어
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제 1차 텔레클래스 안내
- 기본 코칭 연습, 1주일에 1회씩 총 2회 진행

•기본코칭스킬기초를학습한후조별실습시간
제공
•에서 관련 내용 학습
•교육 마지막 시간에 자기 성찰
•오늘의 우수 학습자 수여식

3회기
(기본
코칭실습
및

건강코칭
이해)

•기본 코칭 스킬 실습 및 심화 학습
•건강코칭의 이해
-코칭준비, 인사/감사의경험나누기/점검(지난
학습목표 상기, 실행 점검), 가능성과 긍정성
발견, 감정적현실직면, 장애요소발견및해결
방안모색, 이번주건강목표및실행계획설정,
우선순위 설정, 실행촉진, 마무리

•기본 코칭 스킬 심화를 학습한 후 팀별로 실습
•에서 관련 내용 학습
•교육 마지막 시간에 자기 성찰
•오늘의 우수 학습자 수여식

4회기
(건강코칭
실습)

•건강경영시스템 소개
•건강코칭 실습
•제 2차 텔레클래스 안내
- 건강코칭 연습, 1주일에 2회씩 총 10회 진행

•전문가 코치가 건강코칭에 대한 내용을 모델링
•팀별 건강코칭 실습(코칭 매뉴얼, 워크북 활용)
•교육 마지막 시간에 자기 성찰
•오늘의 우수 학습자 수여식 및 폐회식

<표 2> 건강코칭 프로그램 교육 내용 및 방법

3.3 건강코칭 교육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구성

암환자의 긍정성 증진을 위한 건강코칭 역량 강

화 교육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은 면대면 수업, 텔레

클래스, 건강경영시스템 활용으로 구성되었다. 해

당 교육 내용 및 방법은 <표 2>와 같다.

텔레클래스는 전화상으로 암환자의 운동, 식이,

긍정적 마음 갖기 등 중재가 필요한 콘텐츠에 대

해 건강코치로부터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전화

로 코칭 받는 과정이자 학습자들이 암환자 또는

건강코치 역할을 맡아 면대면 수업에서 배운 코칭

스킬을 직접 연습해보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학

습자들은 코칭 상황에서의 적응도를 증진할 수 있

으며 전문가 코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부족한

코칭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

온라인 건강경영시스템은 면대면 수업과 텔레클

래스가 완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 최신 콘텐

츠를 제공해준다. 4회기 면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건강경영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시스

템 활용방법을 터득하여 이후 건강코칭 정보를 계

속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온라인 건강정보 학습 콘텐츠 화면 예시

4. 암환자의긍정성증진을위한블렌
디드 건강코칭 교육프로그램 프로
토타입 적용

4.1 파일럿 테스트 개요

건강코치의 코칭 역량 증진과 암환자의 긍정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본 교육프로그램 프로토타

입의 파일럿 테스트는 학습자 선발, 교육 운영, 최

종 건강코치 수료자 선정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건강코치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학습자로 서류 심

사와 면접을 통해 총 35명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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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면 교육에서는 건강정보 10대 수칙, 건강경

영전략, 기본 코칭스킬, 건강코칭스킬 등 건강코치

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

어졌다. 학습자들의 코칭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는 텔레클래스와 향후 실제 환자들을 코칭할 때

활용할 온라인 건강경영시스템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교육과정에서 텔레클래스는 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중 2회는 기본코칭

(수업에서 학습한 코칭 대화모델 및 코칭 스킬 실

습)으로, 나머지 10회는 건강코칭(수업에서 학습한

건강코칭 기법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텔레클래스

출석 80%이상으로 수료 기준을 정하여 학습자들

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학습자 참여도, 지필평가,

텔레클래스 실습 평가, 포트폴리오 점수 등을 합

산한 결과에 따라 총 35명 중 30명이 본 교육과정

을 수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강코치 양성 교육프로그

램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는 면대면 교육 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양적 평가 자료와 교육과정

참여 학습자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 질적 평가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 중 양적

데이터인 만족도 수치는 5.0점 만점 4.0점 이상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4.0점 미만의

경우는 수정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

담내용에 대한 질적 데이터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부각시키는 반면, 프로토

타입에 대한 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2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반응 분석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 본 건강코치 양성 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전반적 만족도’, ‘강의내

용’, ‘준비상태’, ‘강의자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전반적 만족도는 4회기(4.47점), 2회기(4.41점),

1회기(4.29점), 3회기(4.28점) 프로그램 순으로 높았

다. 강의내용은 2회기(4.52점), 4회기(4.47점), 1회

기(4.40점), 3회기(4.31점) 프로그램 순으로, 준비상

태는 4회기(4.34점), 2회기(4.28점), 3회기(4.22점),

1회기(4.20점) 순으로, 강의자료는 2회기(4.45점), 4

회기(4.34점), 1회기(4.26점), 3회기(3.72점) 프로그

램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 학습자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회기는

2회기와 4회기로 동일하게 전체 만족도 평균 4.41

점을 획득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회기는 3회기로 전체 만족도 평균이 4.13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반적
만족도

강의
내용
만족도

준비
상태
만족도

강의
자료
만족도

평균 순위

1회기 4.29 4.40 4.20 4.26 4.29 3

2회기 4.41 4.52 4.28 4.45 4.41 1

3회기 4.28 4.31 4.22 3.72 4.13 4

4회기 4.47 4.47 4.34 4.34 4.41 2

평균 4.36 4.42 4.26 4.19 4.31

<표 3> 회기별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

회기별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36점으로 나타

났다. 참여 학습자들은 회기별 강의내용에는 평균

4.42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회기

별 강의자료에 대해서는 평균 4.19점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3회기 강의자료

만족도가 3.72점으로 현격하게 저조하였다.

강좌별 학습자 반응 평가를 ‘유익성’, ‘목표 명확

성’, ‘내용 적합성’, ‘강사 만족도’, ‘활용성’ 측면에

서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평가항목에 대해 ‘건강코

칭 실습’ 강좌의 평균 점수가 4.68점로 가장 높았

다. ‘건강코칭 실습’은 이밖에도 유익성, 목표명확

성, 강사만족도, 활용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내용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기본코칭 스킬 1’이 가장 높은 수치(4.76점)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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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유익성 목표 명확성 내용 적합성 강사만족도 활용성 평균 순위
건강경영전략 소개 및 교육 4.29 4.35 4.43 4.41 4.40 4.38 7
건강경영전략 교육 4.31 4.31 4.43 4.40 4.60 4.41 4
건강정보 10대수칙 Ⅰ 4.40 4.26 4.34 4.40 4.51 4.38 6
건강정보 10대수칙 Ⅱ 4.37 4.34 4.37 4.43 4.49 4.40 5
기본 코칭 스킬 Ⅰ 4.64 4.59 4.76 4.62 4.55 4.63 2
기본 코칭 스킬 Ⅱ 4.35 4.28 4.38 4.28 4.34 4.33 8
건강코칭 이해 4.59 4.59 4.53 4.69 4.66 4.61 3
건강코칭 실습 4.69 4.66 4.59 4.72 4.72 4.68 1

평균 4.46 4.42 4.48 4.49 4.53 4.48

<표 4> 강좌별 학습자 반응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4.40점 미만인 강좌는 ‘기본 코

칭 스킬 Ⅱ’, ‘건강경영전략 소개 및 교육’, ‘건강정

보 10대 수칙 Ⅰ’ 등이다. ‘기본 코칭 스킬 Ⅱ’은 목

표명확성과 강사만족도(4.28점), ‘건강경영전략 소

개 및 교육’은 유익성(4.29점), ‘건강정보 10대수칙

Ⅰ’은 목표명확성(4.26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

조한 점수를 보였다.

4.3 심층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반응 분석 결과

학습자 면담 결과, 학습자들은 교육프로그램을 통

해 코칭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교육 내용이 현장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앞으로 건강코치로

서 환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 주었

다. 그러나교육 내용이실질적으로도움되었을지라

도실제코칭스킬을온전히체득하지못했다는의견

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코칭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

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간호사이기 때문

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코칭 역량을 향상함

으로써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환자 상담과 교육하는 일이

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꾸준하게 교육하

고 훈련하고 코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회기 우수학습자 오oo 인터뷰]

둘째, 학습자들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교육 내용이 실질적이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실제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신감

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가장 좋았던 강의는요 사실은 내일이 제일 기대가 되고요.

오늘강의 중에는 서로같이 코칭을 배운사람들끼리 실습

해보는 과정하고 서로 칭찬해줬던 과정, 돌아가면서.. 그

과정이 제일 많이 와 닿았고요.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이 내가 많이 부족해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실제로

해보고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3회기 우수학습자 안oo 인터뷰]

셋째, 학습자들은 교육과정 후 향상된 역량을

기반으로 앞으로 건강코치로서 앞으로 환자를 위

해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대되는 것은 내가 여기 교육을 더 받으려고 했던 이

유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환우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기대를 해

요. 내가 훈련을 여기서 좀 많이 받게 되면 좀 더 나아

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3회기 우수학습자 주oo 인터뷰]

하지만, 학습자들은 본 교육과정만으로는 코칭

스킬이 온전히 체득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실제

환자에게 코칭을 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돌발 상

황과 충분히 숙달되지 못한 코칭 스킬이 환자와

의 코칭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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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부분은 결국엔 그것인 것 같아요. 잘해내지 못했

을 때, 내가 이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칠 까봐. 그리고 환자와 꾸

준히, 고객과 꾸준히 코칭을 하는데 그 분이 나와 더 이

상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3회기 우수학습자 안oo 인터뷰]

5. 결론 및 논의

최근 의료 분야는 전통적인 의술 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특

히, 만성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이외에 교육 등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의 암 극복 과정에서 긍

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코치를 효과적으로 양

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 및 학습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하

였다. 학습자 분석 과정을 통하여 교육 목표, 내용

및 방법을 검토하면서 초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선정된 35명의 학

습자를 대상으로 4회기 면대면 오프라인 수업, 12

번에 걸쳐 텔레클래스 실습, 온라인 경영 시스템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설문

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교육생들의 반응을 평가

하였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본 교육

과정이 실제 현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코칭 역

량을 배양하는데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주었다는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단, 설문 결과,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저조하게 나타났던 3회기(기본 코칭실습

및 건강코칭 이해) 강의자료의 경우, 내·외부 연구

자 검토회의를 통해 해당 강의의 학습자용 교육자

료(워크북), 강사용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기타

자료의 학습목표, 교수학습 평가 방법, 그리고 정

보시각 디자인 측면에서의 각각의 개선방안을 모

색하였다. 또한 면담 결과, 몇몇 학습자는 코칭

스킬을 온전히 체득하지 못하여 실제 암환자와의

코칭에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명

하였기에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코칭 실습이 가능한 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점 및 시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

해 암환자의 긍정성 증진을 위한 건강코칭 교육프

로그램이 현장에 정착된다면 의사 이외의 전문적

인 코칭 역량을 갖춘 건강코치가 양성되어 암 극

복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이

고 장기적인 암의 치료과정 동안 경험하는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도

치유가 요구되기에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암 치료와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코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암환자의 긍정성 증진을 위한 건강코칭 교

육프로그램이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수업으로만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원격 교

육의 형태인 이러닝(강소영 외, 2018)이 가능한 온

라인 경영 시스템 활용과 텔레클래스 실습을 포함

하기에 그 교육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상의 학습의 형태를 통합하는 블렌디드 러

닝(이준희, 2011)이 보건의학 교육프로그램에서도

효과적임을 밝힌 기존 연구(김정겸, 이은선, 2006;

이상숙, 천경희, 박영순, 2007)와 같이 코칭 교육프

로그램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건강코칭 교육과

정은 4회기 면대면 수업에서 기본 코칭 및 심화

코칭 원리를 익히고 12번의 텔레클래스에서 이를

실제 학습자간에 연습하도록 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코칭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간호사와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

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본 교육

과정은 오프라인의 단기적인 시간과 텔레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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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시간을 조절하여 참여한

다면 건강코칭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매우 용이하

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건강코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암환자의 긍

정성 증진 및 암 극복 과정을 지원하는 등의 실제

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의 단편적인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 및 전이효과를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암환자를 위한 교육적

개입은 정보제공과 건강관리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기에 초발(비전이) 환자 또는 진단받은 지 오래

되지 않은 환자들에게만 유용하다는 점(김종남, 이

란, 2008)을 극복하기 위해 재발(전이) 환자 또는

진단받은 지 오래된 환자들은 어떤 차별화된 건강

코칭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암환자 유형에 따

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건강코치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관련 교수, 의사, 코치 등의 전문가 커

뮤니티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방법은 보건

의료 분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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