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담임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 부흥이 찾아온다.

2. 교회가 나아갈 목표와 실행전략이 분명하여 효과적인 사역이 된다.

3. 평신도 리더들의 엄청난 잠재력이 발굴되어 리더 코치들이 생긴다.

4. 교회의 진단, 처방, 실행 및 성과 문화가 정착되어 사역이 쉬워진다.

5. 담임목회자, 실행전략팀 및 전문코치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담임목사가 1년간 “삶을 변화 시키는 <목 코칭>”(행 13:22,대상 12:1)을 받고 

목회자가 갱신되며, 교회 핵심 리더들이 선정되어 실행전략팀에게 “삶을 변화 시키는 <

실행전략팀 코칭>”을 하고, 나아가서 교회 리더을 개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평 

코칭>”을 하여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GO 뜨라이브 코칭의 비전은

“4세대(4th generation)에 걸쳐 교회 리더들을 갱신하고(Renewing)

   부흥하게 하며(Reviving),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Refreshing),

   3R과 4G시대를 열어 가는 것입니다.” (롬12:2, 행11:25~26, 딤후2;2)

다음세대를 세우는

지속적인 성장

Total Package Coaching 진행과정은? (2~3년)

Total Package Coaching 의 유익

Total Package Coaching 이란?

Go Thrive Coaching 추천의 글

Go Thrive Coaching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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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담임목회자, 실행전략팀 및 전문코치와 협력하는 토탈 패키지 코칭

구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삶을 변화시키는 목코칭(행13:22,36,대상14:2)

삶을 변화시키는 실행전략팀 코칭(시편 16:3)

삶을 변화시키는 평 코칭(시편 16:3)

1. 제1차에서 제4차까지는 1년 과정            2. 세미나는 2박3일(8세션)이며, 
이틀일 경우 오전 9:00-오후 5:40/ 2박3일 경우에 첫날 오후 2:00시작, 끝날 오후 1:00마침
3. 해외에서 경우에 따라 3박4일로 단축 가능

1. <실행전략팀>코칭은 10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2.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서 Half day(반나절 혹은 4시간 정도) 세미나를 
80분씩 세션을 가집니다.

1. <실행전략팀>은 담임목사가 인도합니다.    2. 1년간 <리더 개별 코칭>은 
매 3개월마다 한번씩 모여 one day(하루 종일 혹은 8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거나, 
매달 한번씩 모여 8차례를 80분씩 2 세션을 가집니다.

코칭의이론(A)(B)
(2박3일/혹은 이틀씩)

코칭의 실제(C)(D)
(2박3일/ 혹은 이틀씩)

1. 코칭의 역사와 정의, 성경적 모형 
2. 진단과 처방

3. 다윗의 부르심(Calling)과 
    공동체(Community)

6. 다윗의 성품(Character)과 
     능력(Competency)

4. 코칭의 목표와 실행전략 
5. 실행과 성과와 평가

서론
다윗의 4C 모델

제1과
건강진단/처방전략

제2과 
자산평가/자기발견

제3과
비전과 핵심가치

제4과
목표와 실행전략

제5과
영성과 인격

제6과
역량과 지도력

제7과
주민이해와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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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hrive Coaching은 세계 최대 교단인 미국 남침례회에서 출발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및 유럽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건강한 목회를 하도록 

도와 <코칭 모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 

1,500명의 평신도 리더들을 코칭했으며, 이 시대 주신 목회자를 갱신하고(Renewal), 

교회를 부흥시키고(Revival) 그리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Refresh) 사역을 4

대(Generation)에 걸쳐 코칭하는 “3R 4G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칭 프로세스 기본 과정은 <1.코칭의 설명회>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등록>합니다. 

2-5.<1-2차 코칭의 이론(A)(B)>, <3-4차 코칭의 실제(C)(D)> 세미나 과정을 밟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각각 <목표와 실행전략>기획안을 

만들어 코칭을 받습니다.

장기과정은 담임목회자가 평신도 리더들을 한팀(6명 내외로 구성)을 형성하고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해서 16주간(혹은 1박2일 2회)을 

<6.평신도 리더 코칭>을 학습합니다. 동시에 담임목사가 부사역자들이나 혹은 동료, 후배 

목회자들에게 <7. 목회자 코칭>을 인도하여 전문코치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미국 본부 : 시카고 사무실 630-450-5478(정재홍), 630-452-5100(석정문)

한국 Office : 070-7626-5591(사무실), 010-5535-4134(이희금), 010-4825-8622(석정문) 

E-mail: maryhsok@hotmail.com(이희금) / jamessok_4@hotmail.com,(석정문)

웹: www.igomt.com (누구나) / www.GOTracking.org (코칭등록자용)  

이 시대 건강한 “코칭 모델 교회”를 세우는 꿈을 실현하십시오!

목회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전문 코치로 부터 코칭을 받아 변화와 성장을 창출하는 일은 

시대가 요구하는 거대한 영적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정체기와 쇠퇴기에 머물 

것입니다.  

<GO Thrive coaching>은 목회자들을 지역이나 도시로 나누어 코칭 팀(6명 내외로 구성)을 

형성하여,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란 기간을 정하고, (1) 목회자 코칭(1년간), (2) 실행전략팀 

코칭 세미나(1년간), 그리고 (3) 교회 리더들의 개별 코칭(6개월-1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코칭 모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편 78:70~72)

코칭대표 : 석정문 (James Sok)

현: GO Thrive Coaching) 국제 대표(International Coordinator)(5년)

    미국 남침례회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의 코칭 객원교수(3년)

전:  미국 남침례회 북미선교부 교회전략가(Church Strategist)(15년)

    미국 북침례 신학대학원 Assistant Dean of Korean Study Program(4년)

    미국 남침례회 담임목회(15년)

    미국 시카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BA), 

    미국 캔사스 시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M.Div.졸업)

    미국 일리노이주 북침례신학대학원(D. Min. 졸업)

저서: “ 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NCD, p. 272, 2006)

     “ 당신의 목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요단, p.258, 2008)

      “GO Thrive coaching Leader’s Book”(Nexwave, p.190, 2013)

      “그린오션교회”(nexwave발행, p. 406, 2013) 

      “코칭시대(Coaching Generation, Binding   p.170,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