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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연구배경 – 코칭의 외적 성장
2020년 10월 기준 한국코치협회에 등록된 전문코치는 7760명으로 머지않아 8,000명의 전문
코치 시대가 될 예정이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코칭 관련 연구는 621편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논문 수가
이전에 비해 2배가 넘게 발표 되었으며 연구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2014년 정부는 신 직업 육성 추진 계획으로 새로운 유망 직업을 발굴하였는데, 라이프코치(생
활코치)가 선정되어 소개되었다
연구문제 – 고객확보의 어려움/ 코칭 전문성 필요
코칭의 외적 성장에 비해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코칭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코칭 활
동의 어려움은 바로 고객 확보이다. 코칭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코치들이 코칭
역량이 숙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코칭 전공 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객확보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구필요성 – 전문코치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모색/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연구 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코치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판
단된다. 코칭이라는 신흥분야를 만들어낸 토마스 레너드 코칭에 관한 연구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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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목적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으로 코칭의 현재를 평가하고 코칭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1)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와 그가 20년 동안 연구한 코칭 시스템은 무엇인지 살펴본
다.
2)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를 통해 코칭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분석한다.
3)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을 통해 코칭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4) 분석결과를 가지고 한국 코칭의 현재를 평가한다.
5) 분석결과를 가지고 한국코칭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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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는 코칭이라는 신흥분야를 성문화하고 대중화하고 국제화하
는데 기여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배경 지식을 코칭에 접목하
였고 코칭을 산업화하는데 기여했다.또한 그는 전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코
칭을 가르칠 수 있는 코칭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일대일 코칭을 단순화하고
상품화하여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코칭을 가르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
여 코칭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했고 코칭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일을 하였
다(Vikki, 2012).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Professional
Coaching 이라는 신흥분야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그가 20년 동안 연구
하여 만든 코칭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2)
3)
4)
5)
6)
7)
(1955. 7. 31 – 2003. 2. 11)

첫 번째 코칭 경험
EST 대규모 집단 인지 훈련 경험
코치훈련학교 시작함
코치 라이프 스타일 강조
온라인 코치 커뮤니티 설립
코칭 시스템 완성
코칭적 접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원함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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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코칭 경험
레너드의 재무 고객 가운데 20대 부유한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레
너드에게 재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고 하였다.
그 부부는 레너드에게 BMW를 사야 하는데 어떤 색의 BMW를 사야 하는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레너드는 그들이 원하는 색
깔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레너드가 그들에게 자동
차 딜러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을 때 그 부부는 우리는 당신의
조언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레너드는 나는 당신들이 어떤 색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대화를 하면서 당신
들은 밝은 사람들이니까 밝음을 나타내는 빨간색이 떠올랐다고 말하였다.
그것이 그 부부에게 통찰력을 주게 되었고 그들이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것
을 보게 되었다. - 뉴욕 타임즈가 토마스 레너드의 친구인 Dave Buck과의
인터뷰 –
https://www.nytimes.com/2003/02/25/business/thomas-joseph-leonard-47-t
eacher-of-business-coach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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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코칭 경험

레너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도움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하게 되었고 그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어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는 재무 설계사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최초로 코
칭펌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코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 해 레너드는 중요한 키 워드를 발견 하게 된다. 그것 은
Preference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 Trust 즉 고객이
코치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는 대화/ 그리고 레너드는 Who 즉 그들의 이슈
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집중하였을 때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Professional Coaching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서 Who What How 코칭모델이 개발되고 이것이 발전되어
3D Coaching Model이 만들어지게 된다. 3차원의 코칭 모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가치를 알게 됨으로 입 소문을 냄으로 고객이 점점 늘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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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생
애
2) 베르너 에르하르트의 EST 대규모 집단 인지훈련을 경험
레너드는 첫 번 째 코칭을 경험하고 What과 How 보다 Who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를 경험함으로 자기 존재가치를 알게 해주는 EST
를 경험하게 된다.
EST는 베르너 에르하르트가 197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어떻게 자
기 자신을 경험하는가에 집중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돕는 대규모 접
근법이다.
에르하르트는 사람들이 개인적이 되는 것을 막는 장벽과 두려움을 근본적
으로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다.
EST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책임에 관한 강조와 변화적 사고가 핵심인데
이것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를 위해 미래를 선언하기, 무엇
이 가능하지 선언하기, 자신에 대하여 확고해하기, 약속하기, 요청하기, 주
장과 평가 만들기, 경청의 다른 방법 등 말하기 행동을 실천하게 함으로 많
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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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생
애
2) 베르너 에르하르트의 EST 대규모 집단 인지훈련을 경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 소문으로 10년 동안 75만 명이 훈
련을 받았다.
토마스 레너드는 EST에서 경험한 것을 그의 고객에게 적용을 하면서 일대
일 코칭의 경험을 쌓아가게 된다(김경화외, 2015).
에르하르트가 사용하는 기술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개인 코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에르하르트는 이것을 개인 코칭 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결과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의도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레너드는 사람들이 내면의 사람에게 집중 함으로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코칭 즉 일대일 코칭 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대중화 하
였다(Vikk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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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추계학술대회

3) 코치훈련학교를 시작함
레너드는 EST를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베르너 에르하르트와 제휴사인
WEA(Werner Erhard and Associatates)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 근무
하면서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재무 설계가 아닌 인생설계를 시작하였
고, 일대일 코칭으로 20년 인생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코칭을 하게 된
다.

레너드의 코칭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장짜리 20년 인생계획서를 만들고 그 이
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 소문을 내게 된다. 그들의 소
문을 들은 사람들이 레너드에게 코칭을 받기 위해 오게 되었고, 너무 많이
오게 됨으로 레너드는 혼자서 그들을 코칭 할 수 없게 됨으로 WEA를 그만
두고 College for Life Planning을 만들어 인생계획을 위한 코치를 훈련하
게 된다(Leonard, 1999).
레너드는 Clean Sweep Program 자기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주일에
10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teleclass를 개발한다. 그리고 코치가 코칭을 할
때 필요한 500여개가 넘는 각종 양식과 매뉴얼(Coaching Forms Book &
Manual)을 개발한다. 그리고 코치훈련 워크숍을 개설하여 50명의 코치를
훈련한다.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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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치훈련학교를 시작함

레너드는 코치훈련 경험을 토대로 전문코치를 양성하기 위해 3년 과정의
36개의 과목을 개발하여 Coach University를 만든다.
C1 Client Typing 고객유형/ C2 Listening 경청/ C3 Personal Coaching
개 인 적 인 코 칭 / C4 Business Coaching 비 즈 니 스 코 칭 / C5 Client
Success
고객 성공/ C6 Coach Success 코치 성공/ C7 Empowering 권한위임
C8 Advising 조언하기/ C9 Relating 관련시키기/ C10 Developing 개발하
기
C11 Strategizing 전 략 짜 기 / C12 Challenging 도 전 하 기 / C13 Life
Planning
인생계획/ C14 Personal Path 개인적인 길 C15 Spiritual Path 영적인 길

C16 Buff 애호가/ C17 Advanced Personal Development 고급 자기계발
C18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인 독립/ C19 The professional
전문가다움/ C20 The Restorative Client 회복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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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치훈련학교를 시작함
C21 Entrepreneur 사업가/ C22 The Manager 관리자/ C23 The CEO
최고경영자/ C24 Other Client Types 다른 고객 유형/ C25 New
Business
Success새 사업성공/ C26 Marketing for the New Millenium 새 천년 마
케팅
C27 Small Biz Success 소기업 성공/ C28 Business Turnarounds 기업회
생
C29 Profitability 수익성/ C30 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개발
C31 Attracting Clients 고객 끌어들이기/ C32 Closing The Sale 판매 마
무리 짓기/ C33 Client Management 고객경영/ C34 Practice
Management 실습
관리/ C35 Full Practice 충분한 실습/ C36 New Markets 새로운 시장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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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치훈련학교를 시작함
Welcome Kit 환영 키트/ F1 Forms Book 1 Client Welcome Package 고객환
영 패키지/ F2 Forms Book 2 Assessments Test 평가 테스트/ F3 Forms
Book 3
Client Forms & Worksheets 고객 양식 워크시트/ F4 Forms Book 4 Client
Articles Management 고객 조항 관리/ F5 Forms Book 5 Practice & Client

실습 & 고객/ F6 Forms Book 6 Articles & Handouts for the Coach 코치를
위한 조항/ A1 25 Secrets of having the Life you really want 정말 원하는 삶
을 사는
비밀/ A2 The Coaching Skills Book 코칭 스킬 북/ A3 25 Secrets of
Extreme
Profitability 최고 수익성의 비밀/ A4 The Coaching Distinctionary 코칭 언어
차이 사전/ A6 Transitioning to Full time Coaching 풀타임 코칭으로의 전환/
A7 Seven Secrets of Coaching Anyone 누구든지 코칭 하는 7가지 비밀/ E2

Personal Foundation Program 개인기초 프로그램/ E2 ×1 Biz Builder 비즈니
스 세우기 ×2 Personal Foundation 개인적인 기초세우기 E3 Attraction
Program
매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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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치훈련학교를 시작함
1993년 Personal Foundation Program 개발하고 Bridgeline 기술을 익혀
매주 10만 명이 수업할 수 있는 45개의 teleconference bridge를 만든다
1994년 teleclass 수업을 시작하고 Coach U 웹사이트를 시작한다.
1994년 10월에 2600페이지 분량의 36개 과목의 코치 교육과정을 완성하고
1995년 40세에 코치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50명 코치를 인증하고
International Coach Federation (국제코치연맹)을 시작한다.
1996년 Attraction Program 개발하여 150+ 긍정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진
다.
1996년 7월 Coach U를 샌디 바일러스에게 넘기고 R&D 책임자로 남게 된
다.
1997년 Corporate Coach U를 시작하고 1400 명의 코치를 양성한다
(Leonard, 1999).

1998년 Personal Evolution Program을 개발하고 2500명의 코치를 양성한
다.
1999년 Coach U conference 99/ Coaching Road Tour 99를 하고 1999
년 36개국에 지부를 설립하고 2000년 4000명 코치를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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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치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기 시작함

레너드는 전문코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기술보다는 강력한 삶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고객
이 코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레너드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가 발견한 12가지 원리를
300명의 코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28가지 원리를 만들어낸다.
1. 엄청나게 이기적이 되라/ 2. 미래로부터 당신 자신을 떼어내라/ 3. 모든
사건에 과잉반응 하라/ 4. 모든 영역에 엄청난 비축을 하라/ 5. 단지 기뻐함
으로 가치를 더하라/ 6. 다른 사람에게 깊이 영향을 주라/ 7. 당신의 재능을
당당하게 내어 놓으라
8. 당신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게 매력적이 되라/ 9. 단지 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성취감을 주는 삶을 획득하라/ 10. 약속을 적게 하라 많이 주
라/ 11.당신을 앞으로 당기는 진공을 만들라/ 12. 미루는 것을 제거하라/
13. 개인적인 필요를 단번에 충족시켜라/ 14. 세부사항을 잘해내라/ 15. 아
무것도 묵인하지 말라/ 16. 어떻게 당신을 기쁘게 하는지 보여주라/ 17. 당
신의 최악의 약점을 괜찮다고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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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치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기 시작함

18. 당신 자신에게 민감하게 만들라/ 19. 당신의 환경을 완벽하게 하라/ 20.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성품을 개발하라/ 21. 현재가 정말로 얼마나
완벽한지 보라22. 무조건적으로 건설적인 사람이 되라/ 23. 당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당신 자신을 맞추라/ 24.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라/ 25. 당신의 기
술을 완전히 익혀라/26. 진실을 인정하고 말하라/ 27. 하나의 비전을 가져
라/ 28. 진짜가 되라 인간이 되라
레너드는 코치들이 Attraction Program을 이수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한
해에 150개 이상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레너드는 모든
전문코치들이 늘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Portable Coach 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아마존 전체 책 가운데
판매 9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Vikk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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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치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기 시작함
레너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28가지 매력
의 원리를 Attraction OS라고 불렀다. 레너드는 전문코치의 삶에는
Attraction OS가 장착되어 있어야 삶이 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매
력의 원리는 모든 유형의 성격, 상황, 문제에 지속적으로 잘 작동되고 코치
가 매력의 원리대로 살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코칭 하는데 있어서 고객
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Leonard, 1998)
이 매력의 원리의 핵심은 성공을 쫓는 것을 중단하고 성공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것이다. 레너드는 새로운 코칭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레너드
가 발견한 새로운 코칭 패러다임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고군분투하여 목표
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PUSH 패러다임이 아니라 어떤 큰 힘이 나에게 작
용하여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함으로 성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PULL 패러
다임이다. 이것이 자발성 촉진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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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코치 커뮤니티 설립
레너드는 온라인 코치 커뮤니티를 꿈꾸고 코치 U 이사회 시간에 코치 U와
분리되지 않는 International Coach Federation의 시작을 말한다.
ICF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최소 100명의 고객을 전문적으로
코칭 하고 인증코치시험의 필기 및 구술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고객
과 다른 코치들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적 직업적 삶을 사는 사람만이 회원
이 될 수 있었다.
ICF는 1년 만에 60개 지부와 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된다(ICF
Coaching News, 1996) ICF 레너드의 비전은 리더는 임명되어야 하고 회
비는 없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코치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설립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너드는 ICF가 자신의 비전과 맞지 않아 ICF를 떠나
게 된다.
레너드는 2000년 6월 Coach U에서 나와 코치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 커뮤
니티인Coachville을 설립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칭의 질을 높이고 모든 코
치에게 home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초기에는 평생 멤버십이 79달러이었지
만 2002년 8월에는 멤버십이 무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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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코치 커뮤니티 설립

레너드는 20여 년 넘게 코칭을 하면서 모두가 코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다. 모든 사람들은 전문 코치는 아니지만 확실히 자신의 방식 안에서는 코
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코칭은 지식과 경험이 엮인 고급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기술의 집합이었다.
레너드가 코칭시스템을 완성하고 코칭의 가장 큰 성장 원천은 실제로 비전
문 분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코칭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기업에서 관리자들이 그들의 직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코칭적인 접
근을 하게 되면 지시하고 통제하고 처방하는 리더십에서 인식, 창조, 권한
을 부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전문분야에 코
칭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레너드는 코칭적인 접근을 확장함
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coachville을 만들게 된 것이다
(http://www.coachville.com/connect/about-coachville/)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

제26차 추계학술대회

5) 온라인 코치 커뮤니티 설립
레너드는 2001년 다른 코치교육기관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급
코치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코칭 대학원을 설립하였다, Coachville을 통
해 레너드가 개발한 대표적인 코치훈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101 Coaching mistakes to avoid/ Coaching Models Collection/ Perfec
t Life/
55 Key Distinctions/ 500+ Forms & Checklist/ Full Practice 100 Pro
gram/
Coaching Principles/ How to coach anyone?/ Coach the Coach Traini
ng/
Coaching Critiques/ Graduate school of Coaching/ Graduate school of

Corporate/ School of Mentor Coaching/ School of Personal Developm
ent/
School of Small Business 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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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코치 커뮤니티 설립
레너드가 코칭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계속 발전시켜 20
년 만에 완성한 것이 코칭 시스템이다. 레너드는 누구든지 코칭 시스템을
사용하면 몇 개월이면 코칭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을 숙달하여 사용하면 누
구든지 마스터 풀 하게 코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너드는 코칭 시스템
을 1000명의 코치들에게 피드백 및 검증을 하였고 드디어 2002년에 발표
하고 코칭 시스템을 통해 코치를 훈련하고 인증을 하기 시작하였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그가 세상에 남긴 토마스 레너드의 창의적이고 협
력적이고 심오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레너드는 2002년 6월 그가 완성한
코칭 시스템으로 코치를 인증하는 그리고 코칭을 대중화하는 목적으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aching을 만들게 된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3년 3월 11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 레너드는
마스터풀 코칭의 챔피온이자 모델이다(http://certifiedcoach.or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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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칭 시스템을 완성함
레너드는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코칭을 하면서 경험하고 발
견한 원리를 가지고 어떤 고객이든지 어떤 이슈든지 탁월하게 코칭을 할
수 있는 코칭시스템을 만들고 1000명의 코치들을 통해 검증한 다음 코칭
시스템을 발표한다.
레너드가 Coaching Proficiencies Intensive를 가르쳤을 때 전체 코칭 업
계에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코칭 기술이 그토록 완전하고 감동적으로 설
명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코치들은 그들의 경험이 지시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즉시 향상되었고 시니어 코치들은 더 높은 수준의 코
칭이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기뻐했다.
(http://www.coachville.com/curriculum/proficiency-coaching/)
레너드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aching을 만들어 코칭시스템을
가지고 코치를 인증하기 시작한다. 이 시스템은 코치 U의 커리큘럼과는 전
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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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칭 시스템을 완성함
레너드가 코치를 인증하는 방식은 ICF가 코치를 인증하는 방식과 차이가
난다. ICF는 ICF에 인준을 받은 ACTP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100
시간, 500시간, 2500시간을 코칭을 하고 필기시험을 치루어 합격을 하면
인증코치가 된다.
그러나 레너드는 코칭 시스템을 설명해놓은 러닝가이드와 녹음파일을 제
공하여 이해하게 하고 얼마나 코칭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지 필기시험을
보게 한다. 그리고 코칭 시스템 이해를 바탕으로 코칭 실습을 하고 실제로
고객을 코칭한 코칭 축어록과 코칭 녹음 파일을 제출하여 코칭 역량이 충
분히 숙달되어 적절할 때 적합한 역량을 사용하는지를 평가하여 전문코치
인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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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칭적 접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원함

레너드는 코칭 시스템이 전문코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
고 코칭 분야가 아닌 비 전문분야에 코칭적인 접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
드는 비전을 갖게 된다. 기업에서 관리자들이 그들의 직원을 관리하는데 있
어서 코칭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지시하고 통제하고 처방하는 리더십에서 인
식, 창조,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전
문분야에 코칭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레너드는 코칭적인 접근을
확장함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coachville을 만들게 된 것이다
(http://www.coachville.com/connect/about-coachville/) 그래서 모든 전
문분야에 코칭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이루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유언에 의해 그의 친구인 Dave Buck에게 레
너드의 모든 유산이 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Dave Buck이 Coachville 대표
로 코칭적인 접근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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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시스템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이 코칭을 산업화하고 전문코치라는 직업을 만
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개방형 구조이고 토마스 레너드가 20년 동
안의 연구로 개발된 것으로 사실상 다양한 필요를 가진 모든 고객을 코칭을
하는데 고도로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토마스 레너드 코칭 시스템은 상호 연관되는 5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
다.
이 시스템은 코치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조정하게 될 때 보다 더 우수한 코칭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또한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학습곡선이다, 이 시스템은 전문코치들이 어
떻게 고객을 코칭하는지 배우는 시간을 90% 줄여준다. 이 시스템은 코치들
이 효과 있는 코칭을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이제는 몇 개월로 단축시
켜준다(Thomas Leonard Coaching School Class #2401 Learning Guide
learning the School of Coach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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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시스템
토마스 레너드 코칭 시스템의 5가지 요소는 15 Listening Clarifiers(경청하
면서 명확하게 하기), Understanding 15 Communication Stylepoints(코치
의 15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해하기), Introducing Clients to 15 New
Frameworks(고객에게 15가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기),
Understanding 15 Client Deliverables(15가지 고객 제공물 이해하기), 15
Coaching Proficiencies(15가지 코칭역량 숙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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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Listening Clarifiers (경청하면서 명확하게 하기)

15 Listening Clarifiers(경청하면서 명확하게 하기)는 전문코치가 어떤 주어
진 시간에 어느 코칭역량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또
한 코치가 들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15 가지 경청
분별은 코치가 들은 것의 본질 즉 고객의 말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코치가 들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도록 안내해준다. 이
것이 명확해질 때(그것은 단지 100만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코치는 자
연스럽게 가장 적합한 역량을 선택하게 된다(School of Coaching Class
#2441 Introduction to the 15 Clarifiers).
15가지 경청분별 도구를 사용하면 깊이 있게 경청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코치는 고객이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정리 정돈하게 된다. 코치
가 고객이 한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코치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고 정
말로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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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
1) 15 Listening Clarifiers (경청하면서 명확하게 하기)
고객이 나눈 문제가 긴급한 일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인지
고객이 문제나 상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고객의 말이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해석인지,
고객이 나누는 것이 개방적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저항적으로 들리는지,
고객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고객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 외부에서 나오는 것인지.
고객이 정말 하기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
각만 하는 것인지,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단지 가능성인지
문제의 근원인지 아니면 증상인지,
고객이 말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오프닝인지 아니면 단지 나누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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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Listening Clarifiers (경청하면서 명확하게 하기)

고객이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응하는 것인지,
고객이 무엇인가 창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줄이고, 제거하려
는 것인지,
고객이 문제를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하나의 걱정을 내놓은 것인지,
고객이 목표를 설정하려는 동기가 과거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부터
온 것인지,
고객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하는 것인지,

고객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로부터 떠나려
고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15 Listening Clarifiers는 고객과 함께 경청하고 고객을 위하여 경청하는 하
나의 프레임을 제공해준다. 코치는 고객의 말 이면에 본질을 더 깊이 경청을
하여야 한다. 15 Listening Clarifier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코치는
각각의 Clarifiers에 대하여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
숙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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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derstanding 15 Communication Stylepoints
(코치의 15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해하기)
15가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코치가 코칭을 할 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
션 스타일이다. 15가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각각은 코치의 코칭 커뮤니
케이션 스타일을 수정함으로 더 효과적인 코치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
은 코치가 어떻게 고객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지 각각의 스타일에 색깔을
입혀 코치가 하는 모든 코칭을 돋보이게 한다.
15가지 Proficiencies(코칭 역량)은 코치가 코칭을 할 때 코치가 하는 무엇?
이다. 그러나 15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포인트는 코치가 코칭을 할 때 코
치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포
인트는 코치가 코칭 역량을 사용하는 동안 언제나 뒤에서 작동된다. 코치가
고객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가 코
칭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한다(Thomas Leonard
Coaching School Class 2420 Understanding Style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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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derstanding 15 Communication Stylepoints
(코치의 15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해하기)
코치는 고객이 실제로 말한 것을 듣는다. / 코치는 깨끗하게 반응한다.
코치는 고객의 관심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코치는 단순하게 말한다.

코치의 말투는 밝고 코칭의 감정 상태는 중립적이다. / 코치는 공동 작업한다
.
코치는 양방향 모드로 의사 소통한다. / 코치는 충분히 표현한다.
코치는 코칭 세션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전환을 계속 유지한다.
코치는 고객이 말하는 행간을 듣는다. / 코치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한다. / 코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 코치는 고객 중심이다..
코치는 고객의 문제에 대하여 편안해 한다. / 코치는 고객이 선호하는 속도
로 고객과 함께 말한다.
코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포인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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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roducing Clients to 15 New Frameworks
(고객에게 15가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기)
15가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기는 코치가 코칭을 할 때 고객에게 소
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유사한 사고방식이다. 코치가 고객에게 가치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고객의 생각 또는 가정을 확장하고 업데이
트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특정한 방향에서 삶을 바라본다.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반영해준다.
프레임워크는 근본적인 코칭 스타일이다.
코칭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생각을 크게 하는 것 또는 고
객에게 하나의 넓은 프레임워크를 주는 것이다. 프레임워크 안에서 작은 전
환을 만드는 것은 고객이 어떻게 그들의 상황, 비즈니스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코치가 고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것에 대하
여 이야기함으로 코치는 고객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또는 문제를 더 쉽게 해
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코치와 고객 모두 압박을 줄일
수 있게 한다. (Thomas Leonard Coaching School Class #2403 Learning
Guide Introducing Your Clients to New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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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roducing Clients to 15 New Frameworks
(고객에게 15가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기)
모든 것은 해결 가능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 / 위험은 언제나 줄어들 수 있다
.
보통 더 나은 방법이 있다. / 성공은 부산물이다. / 감정은 우리의 선생이다.

미루는 것은 점점 더 대가를 치르게 한다. / 눈치 챔은 더 높은 지능이다.
답은 어딘가에 있다. / 자신감은 마련될 수 있다. / 밈(아이디어, 메시지, 의
견)
과 유전자는 서로 다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다. / 일은 기쁨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즉각적인 기회이다. / 사람들은 매우, 매우 최선을 다한다. /
자각은 하나 되게 한다. /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다.

코치는 적당한 때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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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derstanding 15 Client Deliverables (15가지 고객 제공물 이해하기)
15가지 고객 제공물은 코칭세션에서 코치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제공물이다.
이것은 고객과 함께 코칭전략을 세운다든지 코치가 특정한 질문을 하는 등등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코치로부터 고객이 무엇인가 받는 것이다.
고객 제공물은 고객과 함께 씨를 심는 것이다. 토마스 레너드 코칭 시스템 안
에서 코치가 단지 고객 제공물을 주는 것 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의
씨로서 고객 제공물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코치가 고객에게 가속화된 이해를 주지 않는다. 코치가 고객에게
주는 것은 하나의 개념 또는 대안 관점이다. 제공물을 제공하는 방법은 공유
하는 것 또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치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관
점이다. 제공물을 공유하는 것은 코칭 프로세스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코치는
코치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15가지 제공물을 이해하고 고객이 코칭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들은 코치프로세스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이것은 커다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Thomas Leonard Coaching School Certified Coach Training from
CoachVille Class #2407 Learning Guide Understanding the 15 Client
Deliv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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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derstanding 15 Client Deliverables (15가지 고객 제공물 이해하기)
관점: 상황을 보는 신선한 관점이다. / 승인: 격려와 인정을 통한 승인이다.
메시지: 적합한 지식, 의견, 지혜 나눔이다. / 에너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와 지원이다. / 해결책: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나누는
것이다. /
계획: 고객과 함께 행동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 구조: 고객을
위하여 지원과 점검 구조이다. / 자원: 고객에게 전문가, 책, 도구,
진단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 대안: 고객이 생각하는 옵션의 수를
확장하는 것이다. / 돌봄: 경청, 인내, 안전함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다. /
훈련: 개인적인 또는 비즈니스 스킬을 훈련하는 것이다. / 조언: 추천과
제안을 통한 조언이다. / 전략: 개인적인 또는 비즈니스 전략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 피드백: 피드백, 관찰, 통찰, 아이디어와 의견이다. /
도전: 고객의 시각을 넓히고 또는 고객이 변화하도록 하는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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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Coaching Proficiencies (15가지 코칭 역량 숙달)

15가지 코칭 역량은 코칭 프로세스의 엔진이다. 그리고 코치가 코칭
세션에서 90%의 시간을 코칭역량을 발휘하는데 사용한다.
'Proficiency'라는 말은 고급역량을 말한다. 토마스레너드가 1000명이 넘는
코치 팀과 함께 코치 후보자를 전문 코치 인증 평가를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을
개발한 것이다(Coachvill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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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
5) 15 Coaching Proficiencies (15가지 코칭 역량 숙달)
Engages in Provocative Conversations 도발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이
역량은 코칭 세션을 짧게 한다.
Reveals the Client to Themselves 고객을 고객 자신에게 들어내기:
누구든지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이 자각하면 할수록 고객은 고객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Elicits Greatness 위대함을 끌어내기: 코치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고객이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질문을 하고 그들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Enjoys the Client Immensely 고객을 엄청나게 즐기기: 코치가 고객을
엄청나게 즐기게 될 때 최고의 신뢰수준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고객은 더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더 빠르게 고객이 온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pands the Client's Best Efforts 고객의 최고의 노력을 확장하기: 코치는
고객이 이전에 했던 것 또는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하도록 지원함으로 촉매자와 촉진자로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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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Coaching Proficiencies (15가지 코칭 역량 숙달)

Navigates Via Curiosity 호기심으로 항해하기: 코칭은 어떤 것을 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하는 발견 비즈니스 호기심의 진정한 혜택은
코치와 고객 둘 다 배움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Recognizes Perfection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서 온전함을
인식하기: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은 비록 우리가 평생에 그 이유를 볼
수 없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는 완벽하게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Hones in on What is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가지기:
고객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 하루, 한시, 심지어는 몇 분 내에 고객을
변화시킨다.
Communicates Cleanly 깨끗하게 의사소통하기: 의사소통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위대한 코칭을 방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Shares What is There 거기 있는 것 나누기: 고객이 원하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은 코치의 관찰, 직관 그리고 심지어 눈치 챔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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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Coaching Proficiencies (15가지 코칭 역량 숙달)
Champions the Client 고객을 옹호하기: 코치가 깊이 있게 고객을 옹호하면
옹호 할수록 고객이 더 격려를 받게 되고 고객이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Enters New Territories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마스터코치는
코칭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개념, 원리 그리고 언어차이를 엮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모델, 행동방식, 그리고 새로운 목표 또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실험하도록 고객을 정중히 초대함으로 고객의 생각을 확장한다.
Relishes Truth 진리를 엄청나게 즐기기: 상황, 사람 또는 사건에 관한
진리는 항상 있다. 진리가 발견되고 표현될 때 사람과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
Designs Supportive Environments 지원적인 환경을 설계하기: 성공과
개인적인 진화는 환경이 지원적이고 절대 안전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지속 가능하게 된다.

Respects the Client's Humanity 고객의 인간성을 존중하기:모든 사람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코칭은 가능성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마스터코치는 이것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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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로 본 코칭의 현재
지금까지 레너드의 생애와 코칭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레너드는
코칭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비키 브록의 말에 자연스럽게 동의가
된다.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되는 고객확보의 비결은 고객 확보의
순환원리, 전문코치 양성의 방법, 그리고 라이프 코칭의 확장이다.
1. 고객확보의 순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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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로 본 코칭의 현재
고객확보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이 입 소문을 내어야 한다. 고객이 입 소문을
내려면 고객이 먼저 삶의 변화를 경험하여야 한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일대일 코칭을 받아야 한다. 코칭을 받고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많아져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치는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코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차
별화된 코칭이란 생각이 정리되는 수준을 넘어 코칭을 통해 고객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코치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이 원
하는 답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레너드는 이러한 코칭을 할 수 있었기에 많
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상담, 심리치료, 컨설팅은 What과 How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레너드는 Who에 초점을 맞추고 Who에 맞는 What을 스스로 발견하
도록 하였고, Who와 What을 연결하여 How를 발견하고 실행하도록 도움으
로 차별화된 코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3차원 코칭을 만
들어 낼 수 있었다(Leonard, 2000).

제26차 추계학술대회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로 본 코칭의 현재

제26차 추계학술대회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로 본 코칭의 현재
3차원 코칭은 코치를 향해 마음이 열려있고, 자연스러운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목표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기 원하는 고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객이 누구인지 Who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의 가치, 특성, 강점,
기술, 관심사, 숨겨진 재능을 확장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고객이 존재에 맞는 그들이 정말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오로지 그들이 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만
작업한다. Who와 What이 명확해지면 전략은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된 전략을 단순화 한다. 이러한 코칭을 받으면 고객은 자기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위대함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는 What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What은 고객이 한 번도 생각 해 보지 않은 것이기에 고객이 놀라게 되
고 이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고 고객이 고객에게 맞는 How를 알게
됨으로 자발성이 촉진이 되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레너드로부터 이러한 코칭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낼 수 있
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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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생애로 본 코칭의 현재
토마스 레너드의 고객 확보의 순환 원리에 의해 한국 코칭의 현주소를 평가해보
면 코치들이 일대일 코칭을 많이 하기 보다는 코칭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코치들이 각종 자격증 과정 또는 강사과정을 이수하여 강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런데 강의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
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마스 레너드로부터 배우는 고객확보의 원리는 입 소문이다. 고객이 입 소문을
내려면 고객이 코칭을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여야 한다. 코칭을 받고
변화된 이야기가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출판되어 대
중들에게 읽혀져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코칭에 대한 도전을 받고 코칭을 받으
려고 할 것이다. 코칭에 관한 강의보다는 실제적으로 일대일 코칭을 많이 하여야
한다. 코칭이 얼마나 강력하고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학교나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코칭 페스티발을 통해 코칭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 음악과 코
칭이 어우러지는 코칭 콘서트를 통해 코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치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칭의 가치와 파워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일이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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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코치 양성의 방법
레너드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전문코치 양성의 방법이다. 레너드
가 20년간 연구하여 코칭시스템을 완성한 후에 전문코치를 양성하는 방법은
오늘날 코치를 양성하는 방법과 다르다. 레너드의 코칭시스템을 통한 전문코
치 양성은 코칭시스템의 이해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정도로 이
해하고 있는지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적합한 코칭역량을
사용하는 실습을 하고, 코칭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축어록과 코칭녹음
파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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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드가 코치를 양성하는 출발점은 코칭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전문코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Coachville의 회원이 되면
누구나 코칭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다운로드 파일에는 레너드가 직접 Teleclass를 통해 강의한 mp3 파일과
Learning Guide (강의안), Transcript (녹취록), 그리고 코칭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quiz가 들어있다.
전문코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여
코칭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코칭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그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코칭 실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칭 역량이 숙달되어 있는 전문코치로부터 코칭을 받는
것이다.
Coachville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코치로부터 코칭을 받게 된다. 코칭을
받으면서 코칭 역량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다. 코칭
실습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멘토 코칭을 받는 것이다. 멘토 코칭을 받으면서
교정을 받고 코칭역량이 익숙해지게 되면 코칭 녹음 파일과 축어록을
제출하여 인증심사를 받게 되고 합격이 되면 코치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Leonar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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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고치 양성의 방법에 의해 현재 국내에서 전문코치를 양성하
는 방법을 평가해 보면 전문코치가 되려면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준을 받은 교
육기관에서 코칭 교육을 받고 실습하고 시험 준비 반을 통해 필기시험을 보
고 합격하면 최종 구술 즉 코칭 시연으로 평가를 통해 인증코치가 된다.
GROW모델을 중심으로 코칭을 심사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순서대로 적
절한 질문을 하는지를 평가한다.
한국에서 전문코치를 양성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먼저 레너드가 만든
코칭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칭 역량이
충분히 숙달되어 있는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아야 한다. 코칭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코치가 코칭 세션에서 어느 때에 어떤 역량
을 사용하는지 보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ICF에서 ACTP인준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이 Observed Coaching이다
. 코칭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Coaching Demonstration이다. 코칭시연을
보이고 학생들이 관찰한 것을 나누게 하고 충분히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은 어느 때에 어떤 역량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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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 코칭의 확장
레너드의 라이프 코칭의 확장은 인생문제 해결에서 시작이 되어 인생의 문제
의 근본인 인생설계로 그리고 인생설계대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인생기
술인 매력의 삶의 원리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코칭 접근으
로 진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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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드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라이프 코칭의 확장이다. 레너드는
1977년 공인재무 설계사로 고객들에게 재정적인 조언과 설계를 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객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단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삶에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로부터 레너드의 라이프 코칭 비전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다. 레너드는 재
정 계획과 함께 고객에게 라이프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
객 가운데 한 사람이 레너드에게 "왜 라이프코칭 분야가 없습니까?"라고 물
었다. 레너드는 이러한 유형의 분야가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공적인
수준에서 라이프코칭 분야가 없음을 확인하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삶과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공을 원하는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새
로운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https://thomasleonardphotos.wordpress.com/about/)
레너드의 라이프코칭의 시작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레너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문제보다 고객의 존재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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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드는 WEA(베르너 에르하르트와 제휴사들)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재무 설계가 아닌 인생설계를 시작하였고, 일대
일 코칭으로 20년 인생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코칭을 하게 된다. 레너드
의 코칭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장짜리 20년 인생계획서를 만들고 그 이후에 놀
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게 된다. 그들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레너드에게 코칭을 받기 위해 오게 되었고, 너무 많이 오게 됨으로
레너드는 그들을 코칭 할 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게 된 것이다.

레너드는 20년 인생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삶의 기
초임을 깨닫고 Clean Sweep Program을 개발하여 코치자신이 자기를 개선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어낸다. 레너드는 전문코치로 성공하기 위해
서는 방법과 기술보다는 강력한 삶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고객이 코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고객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레너드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가 발견한 12가지 원리를 300명의 코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28가지
원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코치들이 Attraction Program을 이수하도록 했
고 이로 인해 한 해에 150개 이상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Leonard,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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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드 자신이 매력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
라 많은 고객들이 매력의 원리로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갖게 된다. 그리고 20년의 연구로 코칭시스템이 완성된 후 코
칭적인 접근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 Coachville
을 만들게 된 것이다. 레너드가 일 찍 세상을 떠남으로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였
지만 그의 친구 Dave Buck에 의하여 세상의 변화를 위한 코칭적인 접근을 실행
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라이프 코칭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코칭에 머
물고 있다. 학생들의 공부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코칭, 진로문제를 해결하는 진로
코칭,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코칭,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부 코칭, 다
이어트 문제를 해결하는 다이어트 코칭 등등이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설계이다. 그래서 고객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인생목적
코칭과 인생설계 코칭이 필요하다. 가슴을 뛰게 하고 영감을 주는 나만의 인생설
계도를 만들 수 있도록 코칭을 함으로 고객이 인생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소문을 내
게 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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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치들도 매력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8가지 매력의 원리는 강력한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인생기술이다.
코치가 먼저 매력의 원리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매력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코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매력의 원리를 대로 살면서 변화를 경험한 고
객이 입 소문을 내게 됨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레너드와 같이 코칭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
의 다양한 이슈에 코칭적인 접근을 실행함으로 코칭의 대중화를 이루어 나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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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레너드의 생애를 고객확보의 측면에서 코칭의 현재를 평가하고 대
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제는 레너드가 20년 동안 연구하여 완성한 코칭 시스템을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레너드가 이해한 코칭은 무엇이었는가?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이다.
두 번째는 코칭을 어떻게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다.
세 번째는 코칭이 왜 가치가 있는지 학문적인 측면에서 분석이다.

그리고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토대로 코칭의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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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레너드가 추구한 코칭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의 코칭시스템을 통해 분석을
하려고 한다. 레너드의 코칭시스템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15 Coachin
g Proficiencies이다. 이 15 Coaching Proficiencies를 5가지로 5가지로 나
눌 수 있는데 그것은 Revealing Information (고객의 정보 드러내기), Being
not Doing(행함이 아닌 존재), Active Coaching(적극적인 코칭), Outcome
s into Action(결과에서 행동으로),
Masterful Collaboration(능수능란한
공동작업)이다(Coachville, 2002).
Revealing Information (고객의 정보 드러내기)
외부에서 내부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드러내게 함으로 고객 스스로 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고
객의 정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레너드가 강조한 것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고객이 인식하게 될 때 고객이 자
기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자발성을 촉진하게 된다. 그 방법은 도발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고객을 자신에게 드러내기, 호기심을 가지고 항해하기, 새
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기술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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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Being not Doing(행함이 아닌 존재)
고객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존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고객이 행함으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 좋아서 기뻐서 하게 됨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코치를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의
상대인 고객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고객을 엄청나게 즐기기,
모든 상황에서 완벽함을 인식하기, 진리를 즐기기, 고객의 인간성을 존중하기 기
술로 이루어진다.

Active Coaching(적극적인 코칭)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도출해내는 차원을 넘어 고객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인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코칭은 문제해결이 아
니라 고객의 내적 전환이다. 고객의 내적 전환은 자발성을 촉진하게 됨으로 좋아
서 기뻐서 하게 한다. 이것은 코칭이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에 있음을
보여준다. 코칭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영감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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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영감이란 영이 움직여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영감을 받을 때 가슴이 뛰게
되고,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떨리게 되고 자발성이 촉진되어 좋아서 기뻐서
하게 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레너드는 이것을 진화라고 불렀
다. 코칭은 고객이 변화하는 것을 넘어 진화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이 진화하
는 것은 영이 움직일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코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이다. 이것을 레너드는 PULL 패러다임이라고 불렀다. 코칭은 PUSH 패러다
임이 아니라 PULL 패러다임이다. 28가지 매력의 원리는 PULL 패러다임에
서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코칭과 관련되어 있는 Proficiency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어 있
는 기술로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와 깨끗하게 의사소통하기,
거기 있는 것 나누기, 고객을 옹호하기 기술이다.
Outcomes into Action(결과에서 행동으로)은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 아니라 결과에서 행동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객이 원하는 미래로
부터 행동을 도출해내는 기술이다. 이것은 미래를 긍정함으로 가능성을 확장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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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그러나 결과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은 결과가 너무 매력적이고 가슴을 뛰게
함으로 좋아서 기뻐서 힘 안들이고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Outcome 패러
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Outcomes into Action(결과에서 행동으로)를 가능
하게 하는 Proficiency는 고객의 위대함을 끌어내기와 고객의 최고의 노력을
확장하기이다.
Masterful Collaboration(능수능란한 공동작업)
은 코치와 고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솔
루션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코치는 공동으로 작업하는데 능수능란해
야 한다. 이것은 고객의 성과를 2배, 10배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기
술이다. 이 기술은 코치와 고객 모두에게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다주어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 지원적인 환경이 동역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적인
환경은 자발성을 촉진하여 좋아서 기뻐서 함으로 고 성과를 올리게 되는 것
이다. 레너드가 말하는 7가지의 지원적인 환경은 관계적인 환경, 물리적 환
경, 지적인 환경, 무형적인 환경, 나 자신의 환경,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자연
적인 환경이다. Masterful Collaboration(능수능란한 공동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Proficiency는 지원적인 환경을 설계하기이고 강력한 경청과 공동으로
솔루션과 행동계획을 설계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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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vealing Information

자발성 촉진, 자각을 일으킴, 상대중심 (고객의 위대

(고객의 정보 드러내기)

함)

Being not Doing

상대중심, 고객의 존재가치, 스스로 인식

(행함이 아닌 존재)
Active Coaching

내적 전환, 자발성 촉진, 영감을 줌 상대중심, 자각

(적극적인 코칭)
Outcomes into Action

미래긍정, PULL 패러다임, 자발성촉진 가능성 확장,

(결과에서 행동으로)

상대중심, 자각

Masterful Collaboration
(능수능란한 공동작업)

공동작업, 가능성 확장, 자발성촉진 상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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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키워드를 분류해보면 상대중심, 자발성촉진, 미래긍정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상대중심에 속한 것은 고객의 위대함, 고객의 존재가치, 공동작업이고 자발성
촉진에 속한 것은 자각을 일으킴, 내적 전환, PULL 패러다임, 영감을 줌, 스스
로 인식이고 미래긍정은 가능성 확장이다.
코칭은 공동 작업을 통한 상대중심의 자기존재가치이고,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고객의 행동이 아닌 존재가치와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미래의 결
과로부터 오는 자발성 촉진과 미래를 긍정함으로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코
칭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다.
이러한 면에서 코칭은 상담과 심리치료와 컨설팅과 멘토링과 전혀 다른 패러
다임을 가지고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와 컨설팅과 멘토링의 패러다임은 What
과 How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러나 코칭의 패러다임은 What과 How가 아니라 Who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
서 문제를 규명하고 분석하고 원인을 찾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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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으로 본 코칭의 미래
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또한 코칭은 상담과 심리치료와 컨설팅과 멘토링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은 목
표(Goal)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PUSH 패러다임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결과(Outcome)로부터 오는 엄청난 힘에 의해 자발성이 촉진
되어 좋아서 기뻐서 힘 안들이고 하게 되는 PULL 패러다임이다.(Leonard,
1998) 코칭은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
니라 고장 난 것이 고쳐진 미래, 장애물이 해결된 미래,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 즉 미래를 긍정함으로 가능성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
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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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으로 본 코칭의 미래
1.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코칭은 다른 도움 전문직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 Who 패러다임, Pull 패러다임, Outcome 패러다임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Who 패러다임은 상대중심의 존재가치이고 Pull 패러다임은 자발성 촉진의
자각과 책임이고 Outcome 패러다임은 미래긍정의 가능성 확장이다.
이것이 코칭을 코칭 되게 하는 코칭의 본질이다. 코칭의 본질을 중심으로 코
칭의 정체성을 세우고 코칭을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시켜 나아가
야 한다.
코칭의 본질적 정체성은 고객의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
라 상대중심으로 자기존재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미래긍정으로 가능
성을 확장하고 자발성 촉진으로 자각과 책임을 불러일으키고 잠재력을 끌어
내어 고객만의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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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으로 본 코칭의 미래
2. 코칭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분석
전문코치는 무엇보다도 코칭을 마스터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코칭을 어
떻게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구조적인 면이고 또 하나는 방법적인 면이
다.
1) 코칭의 구조적인 면
먼저 레너드 코칭 시스템의 구조적인 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토마스 레너
드는 코칭을 시스템화 하여 누구든지 쉽게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
발한 것이다. 시스템이라는 말은 부분 부분이 연결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레
너드의 코칭시스템은 결과를 내게 하는 코칭을 가능하게 한다. 레너드의 코
칭 시스템은 코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코칭을 탁
월하게 하려면 먼저 코칭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어떻
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레너드의 코칭시스템은 Input, Process,
Output으로 이루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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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 코칭 시스템
Input

Process

■ 15
■ 15
Coaching
Listening
Clarifiers
■
15
Proficiencies
Stylepoints
15
Frameworks
15
Deliverables

Output

■ 15 Ultimate
Outcome

■ 15 Tangible
Outcome
■ 15
Untangibl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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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으로 본 코칭의 미래
(1) Input
코칭시스템의 Input은 Listening Clarifiers이다. 어떤 코칭 이슈이든지
Input을 넣으면 코칭 Process가 진행되고, 코칭 Process가 진행되면
Output이 나올 수 있다. 모든 코칭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청의 초점은
표면적인 코칭이슈가 아니라 표면적인 코칭이슈 이면에 있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점은 고객이 말한 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객이 말한 것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코치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어떤 코칭
Proficiency를 사용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코치가 고객이
한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코치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무엇
을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된다.
코칭에서의 경청은 -에 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을 위하여 경청하는 것이
다. 레너드는 -을 위하여 듣는 방법은 225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코치는 고
객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조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15가지의
Clarifiers는 고객의 상황이나 문제를 틀에 집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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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ss
코칭 시스템의 Process는 Coaching Proficiency, Communication
stylepoints, Coaching Frameworks, Coaching Deliberables 4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코치는 코칭 세션에서 90%의 시간을 Coaching Proficiency를 사용한다.
Proficiency의 개념은 코칭을 잘하는 의미를 넘어서 코칭 기술을 넘어 코칭
역량을 넘은 코칭 숙달을 말한다.
레너드는 코칭 역량이 숙달이 되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하기 위해 Proficiency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15가지 Coaching Proficiency는 코치기술의 패턴언어이다. Coaching
Proficiency를 사용하여 코칭하려면 먼저 패턴 언어가 나타내는 경험을 이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고객에게서 이러한 경험을 관찰 할 때 이러한 경험이 어떻게 '느껴
지는지'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코치가 Input을 통하여 고객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면 코치는 어떤 역량을 사용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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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의 Communication stylepoints는 고객과 상호작용하는데 15가지
Coaching Proficiency에 색깔을 입혀 코칭을 돋보이게 한다. 이것은 코칭 뒤
에서 작동하며 대화를 코칭으로 전환하게 해준다. 15가지의 Coaching
Frameworks는 고객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고객
의 관점을 전환시켜주고, 성공은 고객의 프레임 워크를 전환함으로 얻게 되
는 부산물임을 배우게 해준다. 15가지 Coaching Deliberables는 고객이 코
칭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코칭프로세스를 신뢰하도록 코치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제공물이다.
(3) Output

코 칭 시 스 템 의 Process 가 진 행 되 면 Output 이 나 오 게 되 는 데 그 것 이
Ultimate Outcome이 이루어진다. 궁극적인 결과는 눈에 보이는 궁극적인
결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결과가 있다. 눈에 보이는 궁극적인 결과
는 개인적인 유산, 재정적인 독립, 더 많고 더 좋은 기회, 완벽한 삶을 설계하
기, 능력을 확장하기, 만족감 있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와 경력 성공, 관
계, 마스터되기, 증가된 성과, 활력, 개인적인 주권, 더 많은 시간의 여유, 증
가된 창의성, 영감을 주는 환경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결과는 행복
, 즐거움, 기쁨, 자유, 진보, 내적인 평안, 자각, 사랑, 균형, 확신, 유대감, 영
감, 공간, 초월성, 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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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분석
1) 코칭의 방법적인 면

레너드의 코칭시스템은 이론을 근거로 출발된 것이 아니라 고객과 대화하는
현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레너드는 수많은 고객에게 이러한 코칭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Professional
Coaching을 개발하였고 마침내 20년간 연구하여 1000명의 코치들로부터
검증을 하여 코칭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코칭을 어떻
게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 레너드로부터 배우는 코칭
의 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는 모델중심이 아니라 역량중심 코칭이고 둘째는
질문중심이 아니라 경청중심이고 셋째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 내적 전환중심
이다.
(1) 역량중심코칭과 모델중심 코칭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역량중심이다. 역량중심 코칭은 코칭 역량에 따라
코칭을 하기 때문에 먼저 코칭 역량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각 코칭 역량의 정의를 이해하고, 이 역량을 어느 때에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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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역량이 숙달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 역량을 사용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량이 숙달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량이 충분히
숙달되어 있는 코치가 코칭을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코칭은 모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 코칭 모델은 수백 가지나 된다. 코칭 목적에 따라 다양한
코칭 모델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고객이 좌절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Paradigm 코칭 모델, 고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Grace 코칭 모델, 결정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사용하는 Paradox 코칭 모델,
빠 르 게 성 장 하 기 를 원 할 때 사 용 하 는 Shift 코 칭 모 델 등 등 이 있 다 .
코칭모델을 사용을 할 때 장점은 초보코치들이 순서를 따라 코칭을 하기
때문에 코칭을 배우기가 쉽다. 그러나 코칭 모델의 단점은 코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소를 순서적으로 배열해 놓았기 때문에 순서에
메이기 쉽고, 각 구성요소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코칭을 탁월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코치가 코칭의 목적이 맞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되면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코칭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고 코칭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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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으로 본 코칭의 미래
(2) 경청중심 코칭과 질문중심 코칭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질문중심이라기 보다 경청중심이다.
경청중심코칭은 고객의 문제가 아닌 고객에게 집중하게 한다. 깊은 경청을
통해 고객 안에 있는 고객의 위대함, 강점, 열정, 비전, 욕구, 믿음, 가치를
위하여 듣게 될 때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고, 그때 직관과 눈치 챔과 생각과
분석을 하게 되고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고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코치는 자신과 고객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고 코치의
반응은 적절하고 적합하고 유용하고 자연스럽게 된다. 코치가 고객에게만
집중을 하고 고객을 경청할 때 적절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레너드는 Basic Coaching 이라고 하였다. 이 Basic Coaching은 모든
고객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경청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모든 고객 그리고 고객의 어떤
상황이라도 다 적용이 가능한 Basic Coaching도 경청으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코칭은 경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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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코칭은 경청보다는 질문위주로 코칭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이유는 모델중심으로 코칭을 배웠기 때문이다.
코칭모델의 구성요소에 따른 질문을 배우고 질문을 외워서 코칭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절한 질문이 생각나지 않거나 코칭모델에 입각하여
코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코치는 당황하게 된다.
코칭에서 질문은 중요하다. 그러나 질문의 타이밍은 더 중요하다. 아무리
강력한 질문이라도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적절한 타이밍에 강력한 질문을 하려면 깊은 경청이 있어야 한다. 외운
질문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청 가운데 적절한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관이고 눈치 챔이다.
또한 질문중심 코칭은 코치가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코치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코치가 질문에 매이기 쉽고 잘못하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코칭을 하다보면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코칭이 힘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고객을
끌어가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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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적 전환 중심 코칭과 문제 해결 중심 코칭
레너드의 코칭시스템은 고객의 문제해결 중심이 아니라 고객의 내적 전환
중심이다.

내적전환 코칭은 고객의 문제보다는 고객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
코치가 내적전환 코칭을 하면 고객의 문제는 고객의 존재가치를 알게
해주는 거울이 된다.
코치가 고객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는 것을 넘어 고객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 고객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알게
됨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뀜으로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좋아서 기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삶이 변화를 넘어 진화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코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해결 코칭은 고객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에 초점을 맞춘다. 코치가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고객의 존재 가치에 초점을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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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코칭을 하면 고객이 정말 원하는 Real want를
중심으로 하는 코칭을 놓칠 수 있다. 고객의 내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얻기 어렵다. 또한 코칭을 통해 영감을 얻고
삶이 진화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문제해결 코칭은 상담과 다를 바 없어서
코칭의 가치를 올리기 어렵게 된다.
코칭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코칭을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칭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코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코칭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모델을 중심으로
순서적으로 하는 코칭에서 역량중심 코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질문을
위주로 코칭 하는 것에서 경청을 중심으로 코칭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칭을 하는 것에서 고객의 내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코칭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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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의 학문적 측면에서 분석
학문은 현장의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장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
구하게 되고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근거로 또 연구
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여 학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레너드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코칭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레너드가 직접 많은 고객들을 코칭
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다양한 코칭 상황에
적용해보고, 적용결과를 가지고 이론을 수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론을 그
의 R&D 팀과 함께 검증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Professional
Coaching의 이론을 만들고 20년에 걸쳐 코칭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다. 그가
만든 이론과 코칭 시스템은 코칭을 학문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Professional Coaching 이라는 신흥분야가 만들어진 것이다.
레너드는 자신의 글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책이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먼
저 읽어본 적이 없으며, 그 이유는 이것이 자신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창의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레너드는 자기의 창의
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즐겼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자신의 아이
디어를 처리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코칭 분야의 자료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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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ville의 공동창립자인 벅은 레너드는 자기 계발 관련 책은 읽지 않았고
주로 잡지를 보았다고 하며 그는 정말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코칭이라
는 신흥분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레너드의 개
인적인 경험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의 웹사이트에 있는 코치 U의 수
백 명의 코치와 그의 개인 R&D 팀과 관대하게 공유하는 수 만 명의 회원들
의 훌륭한 아이디어로 다듬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레너드는 그들이 없었다면
내가 하는 일과 프로젝트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경화 외, 2015)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종전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상대를 중심에 두고 자기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패러다임은 철학
에서는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데카르트의 철학, 칸트의 철
학, 헤겔의 철학, 후설의 철학과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코칭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정신역동 심리학의 융과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
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로저스와 매슬로우 심리학의 이론에서 코칭적
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자각을 일으켜 자발성을 촉진하는 패러다임은 철학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
로 바라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모든 철학의 이론에서 코칭적인 요소
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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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 후설,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켄 윌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철학 이론은 새로운 관점으로 보
게 함으로 자발성을 촉진하는 코칭과 연관성이 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새
로운 자각을 일으키는 정신역동 심리학의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인본주의 심
리학의 칼 로저스 또한 성인교육학에서 브룩필드의 자기주도학습 이론, 아지
리스와 숀의 행동과학 이론, 콜브의 경험학습, 메지로우의 전환학습 이론, 비
고츠키의 사회발달 이론에서 코칭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미래긍정의 가능성 확장은 철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심리학에서는 긍정
을 주제로 하는 심리학이 있다. 뇌 과학과 미래학에서 코칭적인 요소를 찾고
코칭과의 연관성을 연구해야 한다. 코칭학이란 철학,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언어학의 융 복합 학문으로 각 학문의 이론 속에서 코칭적인 요소를 찾아 코
칭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코칭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코칭이라는 신흥분야를 만들어낸 레너드의 코칭 이론과
코칭 시스템은 코칭학을 세워 가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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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레너드의 코칭으로 한국 코칭의 현재를 평가하고 한국 코칭이 미
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레너드의 코칭을 소개함
으로 전문코치의 코칭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어려움인 고객 확보의 문제가
해소되고 코칭의 정체성 확립과 신생학문인 코칭학을 세우는 데 초석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레너드의 생애와 그가 완성한 코칭 시
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레너드의 생애를 통해 레너드의 코칭이 어떻
게 진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을 통해 레너드가 이해
한 코칭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레너드의 생애를 분석한 결과 고객 확보 순환 원리와 전문코치 양성의 방법
과 라이프 코칭의 확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객 확보의 순환 원리는 일대일 개인 코칭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대일 개인
코칭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 소
문을 내게 되고, 입 소문에 의해 고객이 확보되는 것이다.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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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코치 양성의 방법은 코칭시스템의 이해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필기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적절한 때에 적절
한 코칭 역량을 사용하는 실습을 하고, 코칭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축
어록과 코칭녹음 파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라이프 코칭의 확장은 인
생문제 해결에서 시작이 되어 인생의 문제의 근본인 인생설계로 그리고 인
생설계대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인생기술인 매력의 삶의 원리로 그리
고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코칭 접근으로 진화되어 갔다.
그리고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코칭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코
칭의 구조와 코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코칭의
본질적 정체성은 고객의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
대중심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미래 긍정으로 가능성
을 확장하고 자발성 촉진으로 자각과 책임을 불러일으키고 잠재력을 끌어내
어 고객만의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코칭의 구조는 Input,
Process, Output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코칭 이슈이든지 Input을 넣으면
코칭 Process가 진행되고, 코칭 Process가 진행되면 Output이 나올 수 있
다. 레너드의 코칭 시스템은 결과를 내게 하는 코칭을 가능하게 한다. 코칭
을 탁월하게 하는 방법은 모델중심이 아니라 역량중심이고, 질문중심이 아
니라 경청 중심이고, 문제해결 중심이 아니라 내적 전환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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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2.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코칭의 현재를 평가하고 한국 코칭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와 코칭 시스템을 분석하여 고객 확보를 위한
원리와 코칭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방법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근거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은 다른 도움 전문직인 상담, 심리치료, 컨설팅과
아주 다른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충분하다는 점이다. 코
칭의 정체성 확립은 중요하다. 코칭은 다른 도움 전문직과는 전혀 다른 패러
다임인 Who 패러다임, Pull 패러다임, Outcome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Who 패러다임은 상대중심의 자기 존재 가치이고 Pull 패러다임은 자발성 촉
진의 자각과 책임이고 Outcome 패러다임은 미래 긍정의 가능성 확장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고객만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코칭이 코칭
되게 하는 코칭의 본질이다. 이러한 코칭의 본질을 중심으로 코칭의 정체성
을 세우고 코칭을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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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은 전문코치가 코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전문코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칭을 탁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레너드는 누구나 쉽게 코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코칭을 구조화하였다. 코칭을 탁월하게 하려면
먼저 코칭의 구조를 파악하고 코칭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하나 하나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 리고
중요한 것은 코칭 역량이 충분히 숙달되어 있는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아야
한다. 코칭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코치가 코칭 세
션에서 어느 때에 어떤 역량을 사용하는지 보고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코칭
실습을 하여야 한다. 레너드는 코칭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빠른 시
일 내에 100명의 고객을 코칭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칭 실습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코칭역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다. 그리고 코칭
축어록을 가지고 멘토 코칭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코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코칭역량이 숙달되면 일대일 코칭
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코칭에 대한 강의보다는 일대일 코칭을 많이 하게 되
고 코칭을 받은 고객이 삶이 변화됨으로 입소문을 내게 되고 입소문으로 많
은 고객이 코칭을 받기 원하게 됨으로 고객확보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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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은 신생학문으로서의 코칭학을 세우는 초석이 되
기 충분하다는 점이다. 토마스 레너드로 인하여 전문코칭이라는 신흥분야가
만들어지고 전문코치라는 직업이 만들어졌고, 코칭이 산업화됨으로 다른 도
움 전문직인 상담, 심리치료, 컨설팅에서 코칭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상담,
심리치료, 컨설팅에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심리학에서 코칭을 융합하여 근거
기반 코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 심리학의 한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는
데 그것이 코칭 심리학이다. 코칭 심리학은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을 어떻게
코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심
리학의 이론으로 코칭학을 세울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토마스 레너드의 코
칭을 연구하면서 토마스 레너드가 쓴 6권의 책과 그가 개발한 코칭 시스템은
코칭학을 세우는 기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리학의 관점에서 코칭에 접
근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의 관점에서 심리학, 철학, 교육학, 경영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의 이론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코
칭의 독자적인 정체성이라는 안경으로 다양한 학문의 이론을 바라보고 그 이
론 속에서 코칭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코칭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코칭 현장
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내는 실용적인 학문이 코칭학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가 코칭학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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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토마스 레너드와 그의 코칭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
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번 연구가 전문 코치의 성장과 고객 확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