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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HRIVE COACHING 소개 

사역소개 

GO Thrive coaching은 미국에서 탄생된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워 코칭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역은 1997년부터 시작해서 18년간 발전해 왔으며, 지금까지 

관련된 5권의 책을 발행하고, 500교회, 1,500명의 목회자, 그리고 

1,000명의 평신도 리더들을 진단과 평가, 그리고 처방했습니다.  

<GO Thrive coaching>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감

을 가지고, “3R 4G 시대”를 열기 위해 목회자 갱신(renewing), 

교회 부흥(reviving), 지역 사회 변화(refreshing)를 4대(4th 

generation)에 걸쳐 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와 일본등에서 <목회 코칭>, <교회 평신도 코칭>, <건강진단 처

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

으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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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HRIVE COACHING 소개 

조    직 국제대표 : 석정문 목사 

미국대표 : 조낙현 목사 / 한국대표 : 권종오 목사 / C국 대표 : 김기탁 교수 

미국 이사장 : 이중직 목사 / 한국 이사장 : 김중식 목사 

미국 부 이사장 : 유영익 목사 / 한국 부 이사장 : 신인범 목사 

미국 총무 : 이성권 목사 / 한국 총무 : 김종성 목사 

미국 서기 : 정영길 목사 / 한국 서기 : 이순흠 목사 

미국 감사 : 반기열 목사, 남궁전 목사 

 

미국 자료개발(부위원장) : 김민수 목사, 이재원 목사 

미국 코치훈련(부위원장) : 정세영 목사, 장요셉 목사 

미국 코칭사역(부위원장) : 소재훈 목사, 김광태 목사 

미국 성과극대(부위원장) : 심윤수 목사, 황영선 목사 

미국 교회배가(부위원장) : 고상환 목사, 김경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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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문목사 소개  

인적사항  
성  명 : 석정문 / James Sok 
주  소 : 11417 S Belmont Dr 
              Plainfield IL 60585 
전화번호 : 미국-815)254-7720   
              한국-010)4825-8622 
              인터넷전화-070)7626-5591  
휴대전화 : 630)452-5100 
메  일 : jamessok_4@hotmail.com 

학    력 시카고 무디 바이블 신학교(B.A,)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M.Div.) 
 북침례신학대학원(D. Min.)  

경      력 

www.igomt.com 

현)GO THRIVE COACHING 국제대표 
캔사스시티,내쉬빌 및 시카고에서 담임목회(1983~1997) 
서남침례대학(Bolivar,MO),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MO) 
10년간 출강(1992-2002) “제자훈련”,”영성훈련”,”교회성장”,”
목회리더십”및 “남침례회 선교”강의 
북침례신학대학원(Lombard,IL) 한국부 부학감(1994~1998) 
미국남침례회 북미선교부 교회 전략가로서 17년간 사역 
“목회자산평가”,”목회청사진작성”,목회멘토링”,”목회개발” 
세미나를 500여 차례 인도, 미국과 한국의 500개 교회 대상
으로 “NCD/GO 교회건강진단 및 처방), 1,000명의 평신도 리
더들과 1,500명의 목회자대상으로 “GO 목회건강진단 및 처
방)을 18년간 진행.(1997~현재) 

저     서 “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하라”(NCD) 
“당신의 목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하라”(요단) 
“그린오션 교회”(Nexwave) 
“GO THRIVE COACHING LEADER’S BOOK”(Nexwave) 
“코칭 시대”(Nexwave 2015년 가을 예정) 



저서 

2006년 
“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하라”(NCD)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를  
발전시켜 건강이 보증된  
교회로 가는 실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이다. 

2008년 
“당신의 목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하라”(요단)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하기
위해 가져야 할 10가지 인격과 
영성, 비전과 핵심가치, 역량과 
지도력, 주민이해와 인간관계, 및 
시스템디자인과 전략을 설명하는 
책이다. 
 

2013년 
“그린오션 교회”(Nexwave) 
 
건강한 교회 리더의 모델인 
“다윗의 삶”을 통해 
평신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2013년 
“GO THRIVE COACHING  
LEADER’S BOOK”(Nexwave) 
 
이 교재는 
그린오션 교회 책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교회의 리더들이 
다윗처럼 건강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코칭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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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간 될 저서 

2015년 “코칭시대” 
 
한국 방문 중에 만났던 지인으로 부터 “코칭시대(=코칭이 교회
를 살린다.)”라는 책 출판을 의뢰했다. 그렇게 화려하게 출판하
지 않더라도 간단하고 간결하게 주제를 잡아 150페이지 정도로 
썼으면 한다고 했다. 그 정도라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쓰다 보니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코칭과 관련된 책을 40-50권은 읽고, 내용을 소화하고, 소화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적용한 내용을 글로 옮기고, 그리고 
옮긴 내용을 전문가로 부터 교정 받아야 한다. 그것도 한두 번
이 아니다. 그 내용으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인도해야 한다. 세
미나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에 써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권의 책이 탄생 된다.  
이 책 속에 필자와 독자들의 사상, 철학, 인생이 들어 있다. 이것
을 읽는 독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헛수고에 불과 하다. 진정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읽혀지고, 
또 읽혀져서 독자들의 삶에 코칭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 책을 쓴 
가치가 있다. (책을 쓰게 된 동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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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건강진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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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건강진단 설문지 및 처방 보고서 



GO 건강진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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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건강진단 설문지 및 처방 보고서 



미국남침례회 북미 선교부 교회 전략가 때 사역  

목회자 세미나 18년간 150차례 인도 

A.목회자산평가(전체 20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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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침례회 북미 선교부 교회 전략가 사역  

목회자 세미나 15년간 150차례 인도 

B.교회개척과 기본훈련(전체 12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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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침례회 북미 선교부 교회 전략가 사역  

목회자 세미나 18년간 300차례 인도 

C.멘토 세미나(전체 50pp) 

D.NCD진단과 사례연구 
(전체 6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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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침례회 북미선교부 교회 전략가 사역  

교회 성경공부 및 리더교육 교재 개발 

① 새 생명 양육 

②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재 및 부교재 

③ 예수님의제자도 

④ 행복한 부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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