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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흥원 및 국내선교회 이사 목사님

_ 일시 : 2014년 3월 17-19일(월-수) 월요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1:00

- 장소 : 대전

- 강사 : 석정문 목사(GO Thrive coaching 대표)

주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흥원/ 국내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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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시간    시     간 강 의 / 실습 활동       비 고

3월 17일(월) 오후 2:00- 3:20 제1강: 코칭의 개념 이해 P.2-6
     3:40- 5:00 제2강: 코칭의 건강 진단 P.7-14

3월 18일(화) 오전 9:00-10:20 제3강: 코칭의 평가 처방 P.15-19
    10:40-12:00 제4강: 코칭의 목표, 실행전략 P.20-25
오후12:00- 1:30  점 심  식 사 
     1:30- 2:50 제5강: 코칭의 기술과 5R P.26-35
     3:10- 4:30 제6강: 코칭의 성과 측정 P.36-44

3월 19일(수) 오전 9:00-10:20 제7강: 코칭의 진행 과정 P.45-49
    10:40-12:00 제8강: 총 정리/ 평가
오후12:00- 1:00  점 심  식  사

* 세미나 진행 시간표 *

* 코칭 강사 소개

 GO Thrive coaching(고 뜨라이브 코칭): 국제 대표
 (400여 교회 컨설팅과 1,200명의 목회자건강 진단처방경험)
 대구 동부 교회 : 고등부/ 대학부 회장 역임
 대학생 성경읽기 (UBF) : 캠퍼스 사역 (10년)
 미국 남침례회 NAMB (SBC) : 교회개척/성장전략가(16년)
 미국 남침례회 소속교회 : 담임 목회( 14년)
 미국 노던 침례신학대학원 : Assistant Dean to Korean Study Program (4년)
 미국 싸우스웨스트 침례신학대학 시카고 캠퍼스:  학감(10년) 
 Moody Bible Institute(Th. B, Greek 전공)
 Midwestern Baptist Theo. Seminary(M.Div.)
 Northern Baptist Theo. Seminary(D. Min. 수료)

* 코칭과 관련된 강사의 저서

 1. 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NCD, 2006, 260.pp)

 2. 당신의 목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요단, 2008, 258.pp)

 3. 그린오션 교회(Nexwave, 2013, 406.pp)

 4. GO Thrive coaching leader‘s Book(Nexwave, 2013, 190.pp)

 5. 코칭 시대(2014, 250.pp) 여름 출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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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0분간)

1. 열매를 맺기 원하심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이제 부터 영원토로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마태 21:19)

 “이와 같이 좋은 나무(health tree)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unhealth tree)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______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 우느니라.”(마태 

7:17-19)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시편 1:3)

2. 열매를 맺기 위해 할일

1. 열매에 대한 열망(desire) : __________________

2. 환경(environment)을 만듦 :  __________________

3. 필요 없는 것은 전지(cut off) :__________________

4. 시기(time)를 놓치지 말 것: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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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원(5분간)

2. 정의(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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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활동 1-1>(10분간)

   코칭에 대한 유래, 정의를 살피면서 당신이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당신의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코칭의 성경관(10분간)

 

 1) 신약에서의 코칭의 예

    바나바와 바울(행 11:23-26)

    바나바는 누구인가?(23-24절)

    바나바의 특징은?( 25-26절)

    “바나바가 사울을 ______다소에 가서 ____, 안디옥에 _____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_________,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서 __________ 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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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약에서의 코칭의 예

    이드로와 모세(출 18:1-27)

    이드로의 특징은?

    경청(1,8절), 찾아옴(6절), 축하(9-10절), _____(12절),  

    질문(14절), _____(17-18절),   지혜로운 카운셀링(19-23절)  

* 참고: Steve Ogne and Tim Roehl저, TransforMissional Coaching, 2008, P.56

  3) 삼겹줄의 개념

    전도서 4: 9-12

    한 사람보다 두사람이 나음은…..두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_______ 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잠언 27:17

   철(코치/피코치)이 철(피코치/코치)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___나게 하느니라.

    

<실습활동 1-2>( 10분간)

   코칭의 성서적 관점을 살피면서 당신이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당신의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코칭의 신학관 (10분간)

1) 주도적 관계

“_____ 적인 관계(Intentional relationships)와 _____성취적 활동 : 목적을 이루고자 하

는(missional activity)” TransforMissional coaching의 저자 스티브 오그너(Steve 

Ogne)와 팀 롤(Tim Roehl), P.45

    “코치는 선수들이 부탁 할 때 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코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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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앤디 스텐리, “넥스트(The next 

generation leader)", (DMI, 2005), p.146, p. 162 

    코칭은 코치가 주도권을 쥐고 피코치를 찾아가서 돕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코치는 

피코치를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그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아젠다(agenda)를 찾도

록 도와주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또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행위이

다. 이것을 스톨츠푸스는 ”리더가 그렇게 할 _____이 있다.(leaders take 

responsibility)" 라고 한다. 토니 스톨츠푸스, Leadership coaching, 2005, p.74)

  주도적 관계의 예

   (1) 먼저 ______가라.(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2) 정기적으로 전화/이 메일/직접 만남을 가져라.

   (3) 수시로 감사/칭찬하고, 기도제목을 물어라.

   (4) 부탁할 때 까지 ____리지 말라.

   (5) 책임지는 자가 되라.

   (6) 안전하게 인도해 주라.

   (7) 무엇을 도와주고/필요한지? 물어라.

2) 사랑의 관계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하니라”(요일 3;16)

“코치가 피코치자를 향한 눈은 긍적적이어야 하고, _____적이어야하고, 미래 소망적

이어야 한다고” (토니 스톨츠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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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의 관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 4:9)

“코칭은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도록 현명한 

_____ 을 던지는 일이다. 

코칭은 “피코치를 바로 세워주는 자(Builder)이지, _____을 주는 자(solver)가 아니다” 

“코칭은 건설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의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Gary Collins) 

4) 변화(성과)의 관계

  바나바의 코칭을 받은 바울: ______________________ 

  이드로의 코칭을 받은 모세:  ________________________

  예수님의 코칭 받은 사마리아 여인: ____________________

  요나단의 코칭을 받은 다윗: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험적 고찰

ROI의 조사에 의하면

1. 2000년에 미국의 300개의 기업 중 60%가 코칭을 받아 성과:  500%- 1000%.

2. 2003년에는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기업이 코칭에 지불한 금액의 ____  의 수익 창출

3. 카프란 교육 센터(Kaplan Educational Centers)와 프린스톤 리뷰(Princeton 

Review): SAT test(미국 고등학교 졸업전 학력 테스트):  120에서 ___포인트로 상승

2001년 메트릭스그로발(MetrixGlobal)에 의하면 

1. 최고 경영자 코칭(executive coaching)으로 알오아이: 투자하여 돌아온 금액

(ROI:return on investment):

   529%의 생산성 낳았고, _____%의 재정적인 증가.

2. 공중 개인 메니지먼트 저널(Public Personal management Journal):

   1)매니지먼트 훈련은 22.4%의 생산성 증가. 코칭을 했을 때에는 88%의 증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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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2) 코칭을 통해 

생산성은 53%, 

질은 48%, 

조직능력은 48%, 

고객 서비스는 39%, 

고객 불만 감소는 ___%, 

비용 절감은 23%를 만듬

Resources from TransMissional coaching, B 7 B Books, 2008, p.71-73.

<실습활동 1-3>(10분간)

   코칭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살피면서 당신이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당신의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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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4C 다윗 모델의 성경적 배경(30분간)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년사십년 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합한 사람이라

(a man after my own heart)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내 ____을 ____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행 13:21-22)행 13:21-22)

“또 그 종 “또 그 종 다윗을 다윗을 

1)1)택하시되(Calling)택하시되(Calling)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 그 기업인 

22)____________)____________(Community)(Community)을 을 

기르게기르게(사역) (사역) 하셨더니” 하셨더니” 

((시편 78:70-71, NLT)시편 78:70-71, NLT)

“이에 “이에 저가 저가 

그 그 3)______3)______의 성실함(True Heart) 의 성실함(True Heart) ((Character)Character)으로 기르고(Care) 으로 기르고(Care) 

그 그 4)____4)____의의 공교함(Skillful Hands) 공교함(Skillful Hands)

(Competence)(Competence)으로으로 지도 하였도다(Lead).” 지도 하였도다(Lead).”((시편 78:72, NLT)시편 78:72,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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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르심(Calling)

부르심의 목적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년사십년 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내 ____을 이루게 하리라____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하시더니”((행 13:21-22)행 13:21-2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 이더라“(대상 14;2)

부르실 때의 위치와 가정 배경?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삼상 16:11)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사람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을 발하는 자요 ______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대상 

12:1-2).....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 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가 그 얼굴은 ____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대상 12:8) ....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되었음이었더라.  그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_____와 같았더라.(대상 12:19-22)

2) 이스라엘/공동체(Community)=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과 상태는?

군사적 불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항오를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돋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삼상 17:21,23)....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삼상17:2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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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사회적 불안?

“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 이니 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 하려 하시나이까( 삼상 19:4-5) 

종교적 불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오 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삼상 22:17-19(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불안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

3) 성품(Character)=마음(heart)의 성실함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삼상 23:1,4,11-12) :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______

말씀 사모함(시 119:108)

예배 중심의 삶(대상 13:1-4)

찬양의 삶(삼상 16:16,23)

인격적인 감화 주는 삶(삼상 26:7-9, 삼하 1:17-27)

4)능력(competency)=손(hand)의 공교함

찬양의 손(삼상 16:16)=수금 타기/ 병 고침

돌팔매의 손( 삼상 17:40-49)

(1) ________하는 손,

(2) 목적(목표)을 지향하는 손

(3) ________는 손

양피 200을 배는 손(삼상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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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키우는 손

병기 든자( 삼상 16:21)

군대장(삼상 18:5)

천부장(삼상 18;13)

<실습활동 2-1>(10분간)

   다윗의 4C 모델에 나타난 다윗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당신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

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미래 삶과 사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

이라 생각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코칭의 4C 다윗의 모델의 12가지 주제(30분간) 

1) 비전 : 개인적, 도전적 

그리고 탁월한 ____ 그림 

(대상 14:2, 삼하5:12, 대상 

12:8,20-22) 

2) 핵심가치 : 비전 성취를 

위한 영원히 _____ 않는 

중요한 믿음 (삼하 8:15, 

삼상 26:7-12)

3) 전략 : 군중(사람)을 움직여 (=______) 성과를 만들어 내는 치 한 행위 (대상 13:1-4) 

4) 지역사회이해:  지역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파악 (삼상 22:2,삼하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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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관계: 부딧치는 사람들과 _____ 옳바른 관계 형성 (삼하 1:17-27, 삼상 30:23-25)   

6) 전도: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행위 (삼하 10:1-2)   

7) 영성 : 하나님을 

체험하고, ____되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시편 

119:103-105, 삼하 

2:1-2)

8) 인격: 사람에게 

새겨진 지워지지 

않은 삶의 흔적들의 

총합(조지 

바나)/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과 경향(Naver 

사전)/ (삼상 

17:34-35, 삼상 

24:4-7)   

9) 예배 : 하나님 

앞에 최고/최상의 

_____를 드리는 

행위/ 프로스쿠네오 

(proskuneo)무릎을 

꿇고 엎드림 (삼하 

6:14-17) 

10) 역량 : 일의 목표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힘 (삼상 17:39-40, 

48-49,18:5,13) 

11) 지도력: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기술.(삼하 23:13-17, 대상 13:1-4

12) 사역 : 강점, 은사 및 리더십을 극대화해서 효과적, 능률적인 ____를 창출하는 행위. 

(삼상 16:16,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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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활동 2-2>(10분간)

   다윗의 4C 모델에 나타난 12가지 주제들을 살피면서 당신의 목회에 가장 잘 적용

하고 있는 주제들 2-3가지, 가장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들 2-3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12가지 이외에 첨부하고 싶은 다른 주제를 말해 보십시오. 그

리고 옆 사람과 나누기 바랍니다.

가장 잘 적용하는 주제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장 잘 적용하지 못하는 주제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파고 싶은 주제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코칭의 4C 모델의 위치 파악(10분간)

   평신도 리더들에게 1) 4가지 주제별, 2) 12가지 요인별, 그리고 3)100가지의 설문을 통해 
건강진단 파악함

1) 부르심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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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품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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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0분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______할쎄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 나이다 .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기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____에 참예할 찌니라”(마태 25:19-21)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1. 영적 건강 상태 파악(10분간)

<실습활동:3-1> 아래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1) 당신은 매일 성결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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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강점을 찾고, 칭찬과 격려를 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 당신은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보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4) 당신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정직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5) 당신은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역을 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6) 당신은 교회의 세미나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7) 당신은 예배에 참석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8) 당신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당신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10). 당신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11) 당신은 교회의 목표 성취를 위해 장애물을 넘는 추진력이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12) 당신은 목표/실행전략 성취를 위해 평가하는 시간(매월/혹은 계절마다)을 가집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2. 영적 건강 위치 파악(10분간)

<실습 활동 3-2>

앞의 12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점수(2가지)와 가장 적게 받은 점수(2가지)를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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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이 가장 많이 받은 설문(2가지)과 점수는

     (1) 가장 많이 받은 설문은?______, 점수:______

     (2) 가장 많이 받은 설문은?______, 점수:______

2) 당신이 가장 적게 받은 설문과 점수는

     (1)가장 적게 받은 설문은?_____, 점수:______

     (2)가장 적게 받은 설문은?_____, 점수:______

3) 부르심(Calling)과 공동체(Community)

   이 시간 부르심(10,11,12) 그리고 공동체(2,5,9)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보십시오.

4) 부르심(Calling)과 공동체(Community) 위치 표하기.

   이 시간 부르심(10,11,12) 그리고 공동체(2,5,9)에서 얻은 점수의 합의 위치를 표하십시오.

5) 성품(Character)과 능력(Competency)

이 시간 성품(1,4,7) 그리고 능력(3,6,8)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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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품(Character)과 능력(Competency)위치 표하기.

   이 시간 성품(1,4,7) 그리고 능력(3,6,8)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위치를 표하십시오.

3. 강점과 개발점 정리(20분간)

아래 2개의 설문은 교인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strength)이고,

1). 당신은 매일 성결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6). 당신은 교회의 세미나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아래 2개의 설문은 교인들이 가진  미래 개발점(weak)이고,

9).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5). 당신은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역을 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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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활동 3-3>(20분간)

당신의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장점 2가지와 가장 개발해야 할 점 2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1. 장점 2가지 설문 적기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개발해야 할 점 2가지 설문 적기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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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30분간)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 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______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_____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고전 9:24-26)       

1)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

하바드(Harvard Business School)의 MBA과정 졸업생들의 조사(1979-1989년: 10년간):  

84%(목표가 없음)

13%(목표가 머릿속에 만 있음)

3%(_______ 목표가 있음)

하바드 MBA 졸업생들의 10년 후의 그 결과는

1.84%의 학생들(개인봉급:$  100,000) 

2.13%의 학생들(개인봉급:$  200,000)84%의 2배) 

3.3%의 학생들 (개인봉급: $3,000,000)= 84%+13%의 합의 ___  배)

 위에서 말하는 MBA를 한 어떤 학생의 개인 봉급을 $100,000로 정한 것은 청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쓴 내용이다.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는 MBA한 학생은 훨씬 더 

많은 봉급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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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신은 2014년을 향한 쓰여진 목표가 있습니까? (Do you have your written goal?) 

2) 목표는 스마트(Smart)하게

1)구체적으로(Specific): 분명하게

2)측량하도록(Measurable): 숫자를 표시

3)달성할 수 있나(Attainable): 신뢰성(reliability)

4)_______(Rerevant): 타당성(Validity)

5)시간에 정해서(Timely): 날짜, 시간 명시

3) 목표를 이루는 비결

(1) 쓰여진 목표를 가져라(Write Your written goal) 

(2) 목표를 매일 점검하라(Review Your goal daily)

(3)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라(Visualize Your goal continually)

(4) 목표가 성취되도록 기도하라(Pray with Your goal to achieve)

(5)  성공할 때 까지 인내심을 가져라(Persist until You succeed)

(6). ______ 목표를 세워라( Set Your excellent goal) 

4)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 사람들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는 장애물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B.H. Forbes)

“The greatest failure, …and also the greatest success”( Thomas Edison)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되기 바로 전에 한 발을 앞두고 그만 둔다.”(Ross Perot)

절제(Self-control) 없이 이루는 일 없다

5) 무엇을(What) 목표로 세울까

<실습활동 4-1>

올해 당신이 세운 목표는 무엇인가? 비전과 가치에 근거한 목표를 4-7개 아래에 적어 보라.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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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실행전략(40분간)

1. 전략의 의미

1) 전략이란 고대 그리스어인 “Strategos(스트라티고스)”(랄프 쇼이스 지음, “전략사전”2011, 

옥당,p.23)에서 왔다.

2) “Strategos(스트라티고스)”는 “Stratos(스트라토스)”(군대나 민중집단) 이라는 말과 

“agein(아게인) (_______, 몰아가다 혹은 움직이게 하다) 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3) “strategos(스트라티고스)”는 자신의 자원을 목적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는 영리한 

군사 역할만이 아니라, 군대를 격려하고 열광하게 만들어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이끄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실행 전략팀> 구성

  1) 자격: 각 기관과 부서의 대표, 혹은

      구역의 최고 책임자들(5-8명이 적당함).

  2) 할일: 교회가 일년간 나아갈 청사진<목표/실행전략 기획안>을 작성함. 기획안 속에 

(1)비전, (2)핵심가치, (3)목표, (4)실행전략, (5)일정표, 그리고 (6)예산까지도 포함. 

  3) 모임: 매월 한번씩 모여 청사진<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점검하고 재 초점을 맞춤.

  4) 보고: 매월 한번씩 교회(담임목회자)에게 보고하고, 1년이 끝날 쯤에 재진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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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함

3. 전문 코치로 부터 코칭 받기

  1) 횟수: 전문 코치와 매월 한번씩 만나 1년에 8차례 정도 받음( 담임목사:4차례, 

실행전략팀:4차례)

  2) 안건: 코칭은 “목표와 실행 전략 기획안” 중심으로

  3) 세미나: 전문 코치는 담임목사와 함께 (1)<평코칭> 세미나를(12 Session), (2) 건강진단 

처방 전략 세미나 (_________), 그리고 (3)코치 훈련(6 Session) 실시할 수 있음

  4)기간: 전문 코치의 코칭은 1-3년 정도를 받음 

4. 목표와 실행전략 작성하기

 <실습활동: 4-2>  

 아래에 당신이 개발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하여 쓰고, 목표와 실행전략을 만들어 

보라

 개발점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표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행전략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발 점1: 당신은 예배에 참석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목표1: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1) 출석 교인 중 

25%가 예배 세미나 참석, (2) 5주간의 주일에 예배와 관련된 설교 시리즈 하고, (3) 예배의 

질적 수치를 현재 60에서 70(+10)로 상승시킨다.

실행전략 1: <예배 세미나> 참석율 50% 상승 위해 4주간 홍보.

   2: 강사 목사 초청을 위해 3개월 전에 전화하고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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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미나는 토요일 오전 10:00- 오후 4:00로 함.

   4: 점심 식사는 예배부에서 준비함.

   5: 세미나 마친 후 간증문(1-2쪽)을 쓰고, 주일 예배시 3명 

(3주간 에 걸처)을 선정해서 발표함. 

            6: 5주간 예배 설교 시리즈 제목을 3개월 전에 준비함.

            7: 예배에 관련된 책을 3권 이상을 선정해서 읽음

개발점2: 1. 당신은 교회 리더들과 깊은 신뢰관계에 있습니까?

목표2: 교회 핵심 리더들(장로/ 안수집사/기관장과 부서장)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1)매달 한 가정씩 식사 초청하고, (2) 매월 전화/이메일 만남도 리더들 숫자의 80%이상 

(전체 20명)하고, (3) 사랑의 관계의 질적 수치를  50에서 60으로 상승시킨다.

실행전략 1: 매달 마지막 주에 한 가정씩 초대함.

   2: 초청된 분들에게 “매력(인간관계)” 책을 선물.

            3: 초청할 분들의 월별 리스트를 만듬.

            4: 가정이나 사업의 기도제목을 받아 기도함.

   5: 매주 화요일은 5명씩 이 메일/ 혹은 전화 함.

            6: 새벽 기도회 때에 매일 4가정씩 위해 기도함.

            7: “매력”이란 책을 중심으로 1일 세미나 가짐.

5. 새 생명 교회 샘플

1.전도: 

목표1: 목장 교회가 관계 전도를 활성화하여 (1)200명을 접촉하여 명단을 만들고 , (2) 

40명을 등록시키고, (3) 20명을 침례주고, (4) 23개의 목장을 27개의 목장으로 만든다.     

실행전략:

● 각 목자들이 목장마다 예상목표를 설정한다.

● 목원들이 친구, 친척들을 찾아 리스트를 만든다. 

● 목자와 목원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한달에 한번 심방한다.

● 4명의 예비 목자를 선별하고 훈련한다. 

     ● 재생산된 목장(4개) 상패를 전달한다.

● 매월 초에 목자들끼리 모여 평가회를 가진다. 

● 매 3개월마다 마을장 들이 모여 평가회를 가진다. 

     ● 3개월에 한 번씩 새 가족 초청 잔치를 준비한다. 

     ● 새로 온 분들에게 선물(1만원/$10정도)을 준비한다. 

2.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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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1: 3부 주일 예배의 질적 수치를 (1)74 에서 78(+4)로, (2)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 

오는 회원들의 숫자를 30명에서 100명(+70),  그리고 (3)주일 예배 참석 인원을 

175명에서 225명(+50)으로 상승시킨다

실행전략:

● 목자들을 통해 목장 모임에서 홍보한다.

● 매주 광고 시간에 “10분전 출석 인원”을 도표로 상황을 보고한다. 

● 담당자가 예배 10분 전에 중보 기도시간을 인도한다. 

● 안내위원들을 훈련시켜 늦게 오는 분들을 권면한다.

     ● 10분 전에 오신 분들의 축복 간증을 주보에 끼어준다. 

● 한 달에 한번 예배 위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평가한다.

 <실습활동: 4-3>(15분간)  

 아래에 당신이 개발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하여 쓰고, 목표와 실행전략을 만들어 

보라

 개발점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표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행전략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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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5분간)

“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그럴 찌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_____ 

내느니라.”(잠언 20:5)

1. 경청의 기술(5분간)

1) “피코치의 마음을 여는 기술” 이희경 저, “코칭 입문”(교보문고, 2011. p.75)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상대방과 업무의 _____를 보여 주는 것 (=최대한 존경해 주는 

행위)”(김창범. 선종욱 지음, “리더십 혁신 코칭하라”( 태동출판, 2011, p.100) 

 2) “ 사람들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약 1:19)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롬 12:15)

3) “경청은 피코치가 표현한 것 이상의 의도, 감정, 정황까지도 듣는 것으로 피코치의 

마음을 여는 스킬이다. 

4) 경청 할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____  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로 _____하는 것을 말한다.” 이희경 저, “코칭 

입문”(교보 문고, 2011. p.75) 

5)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 마음으로 듣는 일이다.이때에 주의 할 일은 코치가 _____을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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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하며, 다만 질문을 통해 피코치가 ____  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진우 저, “코칭 리더십(coaching leadership)", (Asia coaching center, 2005. p. 85)

6) 코치가 이야기 하고 싶어 견디기 힘들더라도 참아야 하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 

오더라고 말하는 대신 참고 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 들어야 하는가? “코칭에서 80%는 

피코치가 말을 하게 해야 하고, ____%는 코치가 말을 해야 한다.” 김학중 지음, “코칭 

리더십으로 교회를 살리기", (NCD, 2007, p. 169)

2. 질문의 기술(10분간)

  1) “질문을 받으면 마음은 다시 생각한다”( 낸시 클라인 Nancy Kline, 생각할 시간의 저자)

  2) “해답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해서 배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____  들과 함께 사는 데서 

배움이 생긴다” (맥스 두프리, Max Depree)

  3) 밥 로간(Bob Logan)은 ‘탁월한 코칭은 좋은 답변을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좋은 

_____을 하는 기술이라“ 고 했다. 

  4) 코치에게는 ____ 이 생명이다. 질문을 잘하고 못하고는 코칭의 승패를 좌우한다. 

  5) “탁월한 코치는 ______한 질문”을 한다. “질문은 피코치의 최고의 생각을 여는 기술” 

이며, “코칭 스킬의 _____” 이다. 코치는 좋은 질문과 강력한 질문을 개발해야 한다. 

“실수를 한 사람에게 ‘잘 좀 생각해 봐’, 대신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던가? 혹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

  6) 스티브 오거는와 토머스 네블이 공저한 “리더를 세우는 코칭”에서 좋은 질문은 

(1)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하고, 

(2) 간단하게(3분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고, 

(3) 침묵보다는 ______을 요구하고, 

(4) 사실 뿐 아니라 감정까지 들어낼 수 있어야 하며, 

(5) 생각에 초점을 새롭게 맞추게 해야 한다.

  7) 열린 질문/ 닫힌 질문

   a. 이번 코칭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말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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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십시오.

   b. 이번 코칭 세미나가 당신에게 유익하였습니까? 

  8) 어떻게 질문/ 왜 질문

     a. 어떻게 하면 기도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b. 왜 기도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9) 미래 지향적 질문/ 과거 지향적 질문

   

  a. 건강진단 결과를 살펴 볼 때에 앞으로 개발해야 할 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b. 건강진단에서 가장 약점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3. 피드백의 기술(10분간)

    1)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a. 오늘 코칭 세미나에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커피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b. 오늘 코칭 세미나에 준비된 다과는 맛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커피도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2) 좋은 피드백/ 나쁜 피드백

    

        a. 좋은 피드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a. 좋은 피드백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나쁜 피드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b. 나쁜 피드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습활동 : 5-1> <실습활동 : 5-1> 

선교 보고 시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 온 선교 일행의 보고가 끝났을 때를 선교 보고 시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 온 선교 일행의 보고가 끝났을 때를 

생각하고, 좋은 피드백과 나쁜 피드백을 한 가지씩 써 보십시오생각하고, 좋은 피드백과 나쁜 피드백을 한 가지씩 써 보십시오

   a. 좋은 피드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나쁜 피드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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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적인 피드백/ 파괴적인 피드백

  

 <실습활동 :5-2> 

당신이 돌보는 구역의 김 집사님이 사업이 적자라서 십일조 생활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 보세요.

   a. 건설적인 피드백

   

b. 파괴적인 피드백

4. 코칭의 3가지 실습(20분간)  

1) 자기 중심적 코칭

사례의 예 1 : 아래는 1단계 경청의 사례이다. 

코치1 : NCD의 교회 건강진단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코치1 : 설문 결과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로 평가가 나왔어요! 건강한 교회가 

50은 넘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저의 교회는 45입니다.

코치2: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하겠습니다. 빨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교회는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60이 나왔으니 건강하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아주 힘을 다 

했거든요!

    지금 저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피코치2:(머쓱하게 코치만 바라보고 있다. 기분을 좋지 않게 한다.) 

   

   위에서 코치가 피코치의 코칭 속에서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느낀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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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코치 중심적 코칭

 

코칭사례의 예 2 : 아래는 2단계 경청의 사례이다. 

코치1:지난 달에 NCD 교회 건강을 진단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피코치1: 8가지의 건강 수치가 건강하게 나왔어요! NCD에서 볼때 50이 건강한 교회의 질적 

수치인데 우리 교회는 60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코치2:  정말 축하합니다.

   건강 상태가 60이라면, 앞으로 65에 들어가기는 쉬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1년에 5 이상씩 올라가는 통계치가 있거든요! 65이상만 되기만 하면 아주 

건강한 교회에 속하지요.

피코치2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건강하지만 우리교회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코치3:그래요!  8가지 건강 수치 중에 어떤 요인이 약하게(최소치)로 나왔습니까?

피코치3: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약하게(최소치) 나왔습니다.

코치4: 아 그렇습니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질적 수치를 올려야 하겠네요!

   목사님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질적 수치를 올리기 위해 처방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피코치4: 예! 목장 리더들에게 <코칭 세미나>를 인도  하고자 합니다.

코치5: 잘 생각하셨습니다. <코칭 세미나>를 통해“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질적 수치가 

올라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피코치5: 감사합니다.

위의 제2단계 사례에서 볼때 코치가 피코치 사이의 코칭에서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제1단계 사례보다 훌륭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느낀점:_______________________

3) 코칭 중심적 코칭

사례의 예 3: 아래는 3단계 코칭 중심의 경청의 사례이다. 

코치1:지난 달에 NCD 교회 건강을 진단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NCD 교회 건강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피코치1: 8가지의 질적 평균 수치가 건강하게 나왔어요! NCD에서 볼때 50이 건강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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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수치인데 우리 교회는 60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코치2:아! 축하합니다.

   교인들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60이라면, 앞으로 65로 상승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피코치2: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건강하지만 우리교회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코치3: 그런데, 8가지 건강 수치 중에 어떤 요인이 약하게(최소치)로 나왔습니까?

피코치3: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약하게(최소치) 나왔습니다.

코치4: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질적 수치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피코치4: 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코치5:그러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의 질적 수치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피코치5: 우리 교회 목장 목자들의 코칭 지도력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치6: 목자들의 코칭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시키고자 합니까

피코치6:이번에 배운 내용을 기초해서 <평코칭 세미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코치7: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교회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코치7: 예! 목장의 목자들을 훈련하는데 <평코칭 세미나 >만큼 좋은 교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코치8: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평 코칭 세미나> 교재를 어떤 과정을 밟고자 하십니까? 

피코치8: 예! 교회 평신도 리더 과정이 13주이지 않습니까? 매주 80분씩 하면 13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다음 달 부터 시작하면 아마 4개월 후에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늦어도 5개월 안에는 끝날 것입니다.

코치9: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피코치9:먼저 교회 핵심 리더들에게 이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광고하고 교회 핵심 리더들 중심으로 한 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코치10:잘 생각하셨습니다. 교회 핵심 리더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로 코칭팀을 만들고자 

합니까

피코치10:저와 함께 사역하는 목장 리더들을 먼저 팀으로 만들어 코칭을 하고자 합니다.

코치11:잘 생각하셨습니다. 목장 리더들이 살아야 목장 회원들이 살 것입니다. 먼저 

목자들과 담임 목사님이 한 팀이 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피코치11: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치12: 한 팀을 몇 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까?



- 32 -

피코치12:12개의 목장 중에서 일차로 6명의 목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 코칭 세미나>를 하게 되면 목장 리더들의 코칭 리더십이 정말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 리더들의 식구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코치13: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보통 코칭을 받으면 1년에 10% 정도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제물이 

많다(5시간 준비)는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피코치13: 목장의 목자가 되기 위해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장 목자들의 

코칭 리더십이 향상되면 그 이상 수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코치14: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1년 후에 교회 건강을 재 진단 할 때에 목자들의 코칭 리더십이 향상되고, 목원들이 

살고, 목장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도 60에서 65이상이 되어 

교회가 더 건강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목장 목자들이 <평 코칭 

세미나>를 통해 올해 현재 12개 목장에서 14개 이상의 목장이 생겨 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피코치14:감사합니다.

   위의 제3단계 사례에서 볼때 코치가 피코치 사이의 코칭 관계에서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제2단계 사례보다 휠씬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느낀 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습활동: 5-3a>

3 사람씩 짝을 만들고, (1)평가자, (2)코치, 그리고 (3)피코치로 나누고, 코칭을 

실습하라. 코치와 피코치가 대화를 하는 동안 평가자는 평가하라. 그리고 난뒤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실습하라.

나눌 주제는 NCD에서 말하는 8가지 교회의 건강을 진단한 후 피코치의 교회가 

질적 평균치를 50점 받았다. 최대치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65점, 최소치는 

“열정적 영성”이 35점으로 나타났다. “열정적 영성” 중에서도 기도 생활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축하하고, 경청의 3단계인, 코칭 중심의 예를 연습하라. 평가자는 2 

사람의 대화를 평가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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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활동: 5-3b>

(1) 코치는 피코치가 말할 때에 피코치를 똑똑히 바라 보았습니까

(2) 코치는 피코치가 말하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 하였습니까

(3) 코치는 피코치에 관심을 기울렸습니까? ____

(4) 코치는 자기의 입, 손, 눈, 코, 귀, 및 다리를 피코치에게 초점을 두었습니까

(5) 코치는 경청하는 동안 피코치가 말하려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6) 코치는 피코치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____

(7) 코치가 피코치에게 가르치려 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까? ____

(8) 코치가 피코지와 공감대(칭찬,감사 등 포함)를 형성하였습니까? _____

(9) 코치가 자기 말보다 피코치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까? ____

(10) 코치는 피코치 스스로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 주었습니까?_____ 

5. 5R 개별 코칭(20분간)

1) 코칭은 (1)팀 코칭과  

(2)개별 코칭으로 

나눔. 

2) 코치네트(CoachNet)의 밥 로간(Bob Logan)이 쓴 책 “코칭 101”에서 발취한 5 단계. 

3) 조엘 코미스키는 그의 책 “셀 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에서 일 대 일 개인 코칭에 대해서 

밥 비헐의 말을 이용해서 “그룹 대 코치 한명을 기반으로 해서는 진정한 양육이 

이루어 질수 없다. 일 대 일 사역이야말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코칭 형태이다. 양육의 ___%가 일 대 일 코칭을 통해 이루어진다.

4) 교회에서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우기만 했다면 이미  ___%의 목표와 실행전략은 성취된 

것” 

    (류도량 지음, “성과를 원하는가? 제대로 시켜라”, 샘 앤드 파커스, 2011, p. 92)

① 관계 맺기(Relating):

   서먹한 관계(Iced break)를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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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는지요?”, “아이들은 모두 잘 있고요,.. “사역은 잘 되지요, 교회도 평안하지요?”, 

"교회의 건강진단이 건강한 교회로 나오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라는 등의 질문도하고 

칭찬도 한다.

② 살펴보기(Reflection):

   (1) 피코치의 성공을 축하함. 지난 달 교회의 사역 중에서 축하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What are you celebrating?)

   (2) 이번 달에 교회 실행 전략팀들이 모여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3) 이번 달에 하고자 하는 일이나 혹은 지난달에 하고자 했던 일 가운데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③ 재초점 하기(Refocusing): 

   (1) 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는 첫번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3) 피코치가 세운 목표와 실행전략의 ______를 중심으로 코칭을 함(변혁적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코칭“(Master Coaching)을 쓴 로버트 하그로브도, 김앤김 북스,, 2010, p. 36) 

   (4) 피코치가 빗나갈 때는 질문을 해서 교정해 줌“당신이 방금 말하거나 질문한 것은 

당신이 세운 목표와 실행전략의 성취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질문한 내용은 올해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전략에 어떤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5) 피코치에게 목표와 실행전략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버리게 함.

④ 자료물 제공하기(Resources) :

   (1) 코치는 자료 제공자(resources person)이다. 피코치가 그때 그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 

   (2) 어떤 자료물이 필요한지?  

        어떤 자료물을 피코치가 이미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료물이 빠져 있는지? 

        그 자료물을 동료들에게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디에서 구 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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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가하기(Review) 

  (1) 어떤 것들이 성취되었나?(What's working?)축하 할 것은 축하함. 

  (2) _____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What didn't work?)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된 것들은 무엇인가? 

  (3) 해결 안 된 것도 찾고, 성취가 아니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찾아야 

한다(What are you learning?), 

  (4) 바꾸거나 변경해야 할 일을 찾음.(What need to be change?) 그리고 수정되어야 할 

목표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주일 헌금이 목적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회의를 해서 목표를 조정함. 또 주일예배 평균 참석 숫자가 

목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회의를 해서 조정함.

 (5) 더 나은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인지?( What further training would be helpful?) 를 생각

 (6) 코칭 관계를 더 잘 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지를 찾음.

* 자료출처: 코치네트(CoachNet)의 밥 로간(Bob Logan)이 쓴 책 “코칭 101”에서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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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자의 질적 및 양적 성과 측정(30분간) 

1) 목회자의 질적 성과 측정 

(1) 교인들의 분포도와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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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회자의 질적 성과 측정 

2) 목회자의 양적 성과 측정

(1) 12가지 개발 요소를 중심으로 

첫째: 12가지 개발 점 중에서 

(1)지속적인 훈련(NO.1), 

(2)새 가족/새 생명 반 운영(NO.5), 

(3)잠재력을 찾아 사역배치(NO.6) 

해결(=처방)을 위해 

A. 바나바팀(12명)을 조직 훈련. 새 

신자들을 돕기 위한 팀 훈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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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B. 1년 동안 새 신자반을 4차례 인도해서 30명이 등록시키고, 22명이 이 코스를 마치고 

졸업함. (73%성취)

C. 제자 훈련반, 젊은 부부들(10명)로 구성된 성경 공부반을 조직, 훈련해서 10명 졸업함. 

(100% 성취)

D. 큐티 훈련반인 생명의 삶(2개반 : 20명) 조직, 인도해서 18명 졸업.(90% 성취)

E. 성지 순례반을 모집해서 14명을 훈련하고 11명이 졸업하게 했다. (79% 성취)

둘째, 또한 12가지 개발점 중에서 

조직의 운영이 단순하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함(NO.7), 

정기적으로 운영위원들과 회의하고 목표 

점검(NO.8),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NO.9), 

교회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일(NO.11)의

해결(=처방)하기 위해 C목사는 

F. 매달 2번씩 홀수 화요일 저녁 7:00-9:00에 교회 핵심 리더들과 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80%성취)

G. 매달 교회 건강진단 상태를 점검, 평가, 새롭게 조직화 시키는 실행전략팀이 5차례 중 

3차례 모임(60%성취)

H. 제2차 진단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전문 코치와 “콜 컨퍼런스(Call 

Conference)” 를 5 차례 중 3차례 가짐.(60% 성취) 

I.  신문발행 : 6회중 2회 발행(40% 성취)

J.  교회 로비에 벽보에 활동상황을 붙이고/배너 만들어 설치(90%성취)

K. 제2차 건강진단실시(100% 성취)

셋째, 12가지 중에서 

(1)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NO.2), 

(2)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NO.10), 

(3) 장애물을 넘는 추진력을 발휘하고(NO.3), 

C목사는 

 L. 11월 이웃 초청 잔치 준비 위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도와 심방 강화.(100% 성취)

 M. 교회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시간.(80%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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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개인의 영성과 주일예배 말씀 

준비에 상당한 시간 활당.(80% 

성취) 

 P. 주일 예배 준비 위해 중보 기도 

팀을 연속적으로 운영. (80% 

성취) 

3) 목회자의 양적 성과 측정의 결과 

옆 차트는 버지니아주 C목회자가 제1차 건강진단 후에 

개발할  7가지 중요한 요인이며, 1년간 개발하면 

건강한 목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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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활동 6-1>(10분간)

   당신이 받은 <GO 목회자 건강진단 보고서>를 보고 첫째, 목회자의 질적인 면의 

건강 성취도를 측정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 목회자의 양적인 면의 건강 성취도를 측정해 보

기 바랍니다. 이 때에 1년 전 당신이 만든 “목회자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참조하기 바

랍니다. 재 진단을 통해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질적인 면의 건강 성취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회자의 양적인 면의 건강 성취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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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질적 및 양적 성과 측정(30분간)

 

1) 교회의 질적 성과 측정 

(1). 교회 건강진단을 위한 8가지 요인별 정의와 의미 

교회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NCD에서 만든 진단 도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린오션 전략팀에서 만든 GO도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강을 진단하고,  

처방 한 후에, “교회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해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매월 모임을 가지고 점검, 조정하면서 교회의 건강을 다듬습니다. 이때에 반드시 

<전문 코치>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문 코치는 매월 담임목사, 혹은 교회 실행전략팀을 

코칭하여, 교회가 건강해 지도록 돕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1)목회자, 2)교회 리더들(실행전략팀), 그리고 3) 전문 코치와의 

삼각관계(삽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함)를 가지고 협력함으로 온전한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제1차 진단에서 P 교회(church)의 질적수치는 57.74이 었으며, 건강한 교회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건강진단 후에 57.74에서 67.17로 

상승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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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교회 건강진단 후 생긴 문제점에 대한 처방 

2) 교회의 양적 성과 측정 

교회의 양적 성장 상태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제1차 진단과 

제2차 진단 사이에12가지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1) 주일 예배 평균 출석의 변화

2) 주일 예배 평균 헌금의 변화

3) 소그룹 갯 수의 변화

4) 소그룹 참석 인원의 변화

5) 회원 등록 숫자의 변화

6) 훈련 참여 숫자의 변화

7) 매주 평균 수입의 십일조(%) 변화

8) 성도 일인당 하루 기도의 분량의 변화 등입니다.

(위의 내용은 미남침례회 교회 건강진단 측정 요인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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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활동: 6-2>(10분간)

   위 P교회의 제2차 건강진단 후에 나타난 양적 목표 차트(그림)를 볼 때 교회 건강 

진단 후에 나타난 양적 목표의 성과 측정은 어떠합니까?  또 질적 목표 차트(그림)를 볼 때 

교회 건강진단 후에 나타난 질적 목표의 성과 측정은 어떠합니까? 또 P교회의 C목회자와 P 

교회 모두를 살펴 볼 때 양적 및 질적 목표의 성과 측정 평균이 어떠합니까? 

P교회의 양적 목표 성과 측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교회의 질적 목표 성과 측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교회의 C목회자와  P교회의 양적 및 질적 목표 성과 측정 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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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칭의 내용(What?) (15분간)

““기스의 아들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년사십년 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합한 사람이라(a man after my own heart)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뜻을 내 뜻을 이루게 이루게 

하리라 하리라 

하시더니”하시더니”((행 행 

13:21-22)13:21-22)

“또 그 종 “또 그 종 다윗을 다윗을 

1)1)택하시되(Calling)택하시되(Calling)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중에서 저희를 저희를 

이끄사 이끄사 그 그 

백성인 야곱백성인 야곱, 그 , 그 

기업인 기업인 

22))이스라엘(Community)이스라엘(Community)을 을 기르게기르게(사역) (사역) 하셨더니” 하셨더니” ((시편 78:70-71, NLT)시편 78:70-71,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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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에 저가 저가 그 그 

3)3)마음의 성실함(True Heart) 마음의 성실함(True Heart) ((Character)Character)으로 기르고(Care) 으로 기르고(Care) 그 그 

4)4)손의손의 공교함(Skillful Hands) 공교함(Skillful Hands)(Competence)(Competence)

으로으로 지도 하였도다(Lead).” 지도 하였도다(Lead).”((시편 78:72, NLT)시편 78:72, NLT)

<실습활동 7-1>(10분간)

   다윗의 4C 모델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각각의 4C 모델을 현대적인 사역 측면

에 적용하여 각각 3가지씩 주제별로 적어 보십시오. 이 4가지의 주제와 12가지의 

요소가 당신의 사역(설교, 성경공부 혹은 제자훈련)에 어떤 의미를 던져 줍니까? 가

장 잘 적용하고 있는 면은 어떤 요소이며, 잘 적용하지 못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어떤 면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옆 사람

과 나누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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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칭의 전략(Where?) (15분간)

1) 교회 리더 건강진단

2) 목회자 건강진단

(1-2)인격과 영성

(3-4)핵심역량과 지도력

(5-6)비전과 핵심가치

(7-8)주민이해와 인간관계

(9-10)시스템 디자인과 전략

3)교회 건강진단

(1)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Empowering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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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사 중심 사역 (Gift Based Ministry)

(3) 열정적 영성 (Passionate Spirituality)

(4) 효율적인 구조(Effective Structure)

(5) 영감있는 예배(Inspiring Worship)

(6). 전인적 소그룹 (Holistic Small Group)

(7) 필요 중심 전도(Need Based Evangelism)

(8) 사랑의  관계(Loving Relationship)

<실습활동 7-2>(10분간)

   당신은 목회자와 교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위치 발견) 지금까지 어떤 방

법을 사용해 왔습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 했습니까? <GO 코칭 전략> 도구

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는 방법(목표와 실행전략)이 미래 당신의 목회의 건강

과, 교회의 부흥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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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칭의 기술(How?)(15분간)

<실습활동 7-3>(10분간)

   코칭의 유래, 정의, 성경관 및 신학관을 통해 당신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는 무엇입

니까? 특히 코칭에서는 코치가 피코치자의 (1) 위치 파악, (2) 목표 설정,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3) 아젠다 작성(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그리고 (4) 성취를 중요시

합니다. 당신의 미래 목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

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repared by James Sok, GO Thrive coaching. International Coordinator. Mar 1, 2014

  한국: (010)6884-3703, 미국(630)452-5100,jamessok_4@hotmail.com, WWW.igomt.com, 



- 50 -

<GO THRIVE 코칭 세미나> 참석자 평가 질문서

James Sok, THRIVE coach NAMB, SBC  11417 S. Belmont Dr. Plainfield, IL 60585 USA
          2014년 3월 17-19일(월-수) 코칭 세미나에 참석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  준비를 위해 평가하니 무명으로 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끝난 후 1주일 안
으로 평가 결과를 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담임목사  기 타
(선교사, 기관 목사, 사모)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기대 못함 기대함 아주 기대함

1. 당신의 위치는?

2. 코칭 강사에 대한 평가

A. 주제에 대한 전문적(목회) 지식이 담긴 내용이
였는가?(선택란에 체크바랍니다. 최저:1점, 최대:10점)

B. 강의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었는가?

C. 이 강의 내용이 실제 목회 적용이 되는가?

3. 당신은 <GO 뜨라이브 코칭> 세미나 참석하기 
전과 참석 후, 평소 가진 목회 코칭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이 세미나를 받기 전의 숫자와 
받고 난 뒤의 숫자를 각각 아래에 2개를 체크 표를 주시
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 참석 전 목회 코칭에 대
한 생각(의식)이 3이었고, 축제 참석 후에 7이 되었다면 
3과 7에 각각 체크 표하면 됩니다.)

4. 당신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후 <목회 코칭>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한 
개의 숫자에 표시바랍니다.)

5. 이 세미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
고 싶습니까?

1) 정말 소개하고 싶다(   )

2) 소개하고 싶다(   )

3) 소개하고 싶지 않다(    )

4) 잘 모르겠다(   )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이 세미나를 마친 후 가을에 제2편 

<목회 개발 코칭세미나>(2박3일)가 실

시되면 참석하고 싶습니까?

1) 정말 참석하고 싶다 (    )

2) 참석하고 싶다(   )

3) 참석하고 싶지 않다. (     )

4) 기도해 보아야 하겠다. (     )

7. 이 세미나의 장점과 앞으로 개발점

을 적어십시요

장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발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