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Thrive coaching은 미국에서 탄생된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워 코칭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1997년부터 시작해서 17년간 발전해 왔으며, 지금까지 관련된 5권의 책을 발행하고, 

400교회, 1,200명의 목회자, 그리고 500명의 평신도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해 왔습니다.

<GO Thrive coaching>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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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국에서 <목회 코칭>, 

<교회 리더 코칭>, <건강진단 처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으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는, 코칭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시

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이미 스포츠 , 교육,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는 교회

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과감하게 교회를 진단해야 합니

다. 진단해야 교회가 가진 문제를 찾고, 문제를 찾아야 현재 위치를 알게 되고, 현재

위치를 알아야 앞으로 가야할 목표(방향)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되어야

실행전략이 나오고, 교회 청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그 청사진을 가지고 코칭을 받아야

교회는 건강해 질수 있습니다. <GO Thrive coaching>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워 여러분들의 교회

가 건강해 지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지난 17년간 이 일을 위해 사역해 왔습니다. 안심

하고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고, 실행 전략을 세우고, 청사진을 만드는 일을

맡겨주십시오,여러분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코칭대표 칼럼

우리는 코칭 문화를 형성되어야
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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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나간 사역들

1. 새생명교회 <평신도 리더 코칭>

아틀란타 스와니에 위치한 새생명교회(유영익목사)에서는 2013년 11

월 14-15일(토-주일), 2014년 2월 14-15일(토-주일) 2차례에 걸처

각각 1박2일씩 <평 코칭>을 담임목사, 부목사, 그리고 마을장들과 함

께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2013년 가을 <평 코칭>교재가 출판된 후 미

주에서는 처음으로 가졌으며, 참석한 교회 마을 장들은 “우리 교회 미

래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

갈 목표와 실행전략을 만들고 나니 교회 나아갈 길이 더 분명하고, 실

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마을 장

들과 목장 사역자들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코칭 시대” 세미나를 준

비하겠다고 유영익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빌립보교회> 제직 수련회

석정문 목사가 1월 26일(주일) 오후 2:00- 5:00에 시카고 빌립고 교회

(임현석 목사)에서 제직 수련회를 인도했다. 이번 제직 수련회는 제직

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기초해서 제직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처방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교회가

가진 장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제직들이 가진 개발 점은 찾아 더

건강해 지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 교회제직들이 가진 장점은 다른 교회

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1)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기, 2) 사랑하

기 힘든 분들을 사랑하기, 3)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돕기, 4) 새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 드리도록 권면하기 등이었고, 그러나 앞으로 개

발해야 할 점은 1) 예배 참석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 2) 자신이 교회

에서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기, 3) 온전한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기, 

그리고 4) 직장 동료 친구들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기 등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처방을 통해 1년 후에 5 포인트 이상은 더 상승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3. 이리(익산)중앙교회에서 <구역장 코칭>

2014년 2월 22일(토) 오전 10:00- 오후 4:00 전북 이리(익산) 중앙교

회의 초청으로 <GO Thrive coaching>이 나온 후 구역장들을 위한 코

칭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석정문 목사는 “이번 이리 중앙교회 <구 코

칭>을 인도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물을 만드는데 거의 2주간을 꼬박 준

비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을 위한 코칭을 마친 후에는 담

임목사가 코칭을 하면 팔로업이 더 잘 이루어지기에 담임목회자들이

코칭 세미나에 꼭 참석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리고 이번 구역장 코칭에서 1) 아주 건강한 구역장은 79.88, 2) 건강한

구역장은 61.41, 그리고 3) 불건강한 구역장은 49.75로 평가되었습니

다. 일반적으로 구역장들이 가장 잘 하는 일 3가지는 1)나의 믿음성장, 

2)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사용하고 계심, 3)구역원들을 위해 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은 1) 구역원들의

갈등 문제 해결, 2) 구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일, 그리고 3) 

구역에 대한 평가시간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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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나간 사역들

4. 뉴욕/뉴저지 지역 <일일 코칭 세미나>

뉴욕/뉴저지 지역(팀장:최창섭목사)에서는 1월 21일(화) 에벤에셀선

교교회(최창섭목사/이비오목사)에서 오전 10:00- 오후 3:00사이에 뉴

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목회하는 24개의 침례교회 목회자들의 초청으

로 <일일 코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마친 후에는 아멘 넷과의 인터

뷰 내용은 (www.usaamen.net)의 2014년 1월 19일 기사 “건강한 교회

/그린오션 교회 코칭하는 석정문 목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5. 시카고지역 <일일 코칭 세미나>

시카고지역(팀장:김광태목사) <일일 코칭 세미나>가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에서 2월11일(화) 오전 10:00-오후 4:00가졌습니다. 이

번 모임은 2013년 가을 석정문 목사가 집필한 새 코칭 교재인 “GO 

Thrive coaching leader's Book(Nexwave출판)"과 ”그린오션교회

(Nexwave출판)“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이미

목회코칭을 마친 김광태목사(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강민수목

사(레익뷰 언약 교회), 김선중목사(미시간주 배틀크릭장로교회), 김성

중목사(전하는 교회), 정관목사(종려나무교회), 정판재목사(블루 교회), 

노재영목사(IBSA 교회 전략가), 그리고 임OO선교사(C국)가 참석했습

니다. 

6. 엔드 비전 교회 <평신도 리더 코칭>

대전 선화동에 위치한 엔드 비전교회(류규석목사)에서는 2월 23일(주

일), 3월 2일(주일) 그리고 3월 8일(토)-9일(주일) 3차례에 걸쳐서 <평

코칭>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한국에서 2번째로 진행되고 있으며, 목적

은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2014년 교

회의 목표와 실행전략을 만드는 일입니다. 참석한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가 나아갈 목표와 실행전략을 만드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

손이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7.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흥원과 국내선교회 초청 코칭 세미나

3월 17-19일(월-수)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흥원과 국내선교회의 초청으로 코칭 세미나를 대전에서 가졌습니다. 이 세미나의 스게줄은 2014년에

새롭게 개정된 시간표로 진행이 되며, 2박3일 과정으로 2번에 걸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세미나를 마친 분

들이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면 2번째 세미나가 가을에 제공됩니다. 가을에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계속해서 개별 코칭을 받기를 원하면 앞으로

2-3년을 코치해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제공되었던 첫 번째 2박3일 과정의 프로그램 진행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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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3:10- 4:30 제6강: 코칭의 성과 측정 P.38-46

3월 19일(수) 오전 9:00-10:20 제7강: 코칭의 진행 과정 P.47-51

10:40-12:00 제8강: 총 정리/ 평가

오후12:00- 1:00 점 심 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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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사역들

1. 교회 개척목회자를 위한 코칭

4월 7-11일(월-금)사이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엔드 비전교회(류

규석목사:대전시 중구 대종로 529번길 43,선화동 한성빌딩 5층)에서

교회 개척자들과 주일예배 출석 교인 50명 미만의 소 교회 목회자를

위한 <목회 코칭>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 세미나는 월요일 오후 2:00

시작해서 금요일 1:00에 마치며, 이번 모임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는

세미나이기에 회비는 일인당 20만원(40만원의 50%)입니다. 이 비용

속에는 1) 세미나 참석 비용(20만원), 2) 목회자 개인 건강진단 비용(5

만원), 3) 평신도 리더 건강진단비용(5만원), 4) 3권의 교재비(5만원), 

5)점심식사(5만원)가 포함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은

www.igomt.com 에서 등록원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평신도 리더 코칭>이 시작되다.

2014년에 들어오면서 <평 코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와이 지역팀

(팀장: 강성호목사)은 4개 교회(장규호목사, 구제영목사, 고척일목사, 

박창규목사)에서 16명의 평신도 리더들, 동남부 지역팀(팀장:유영익목

사)에서는 새생명교회에서 의 평신도 리더들, 남버지니아지역팀(팀장: 

황영선목사)에서는 정세영목사님 교회에서 5명, 그리고 한국 청주율량

교회(고중복목사)에서는 16명의 평신도 리더들, 대전 엔드비전교회(류

규석목사)에서는 20명이 등록하여 평신도 코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GO Thrive coaching 대표> 한국 방문

GO Thrive coaching 국제 대표인 석정문 목사가 2월 19-6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땅에 <목회 코칭>을 뿌리내리기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 올해 3월 17-19일은 기독교한국침례교회 진흥원과 국내선

교회 이사들의 초청 목회 세미나, 4월 7-11일은 교회개척자들과 소교

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코칭>, 4월 21-25일은 교단을 초월한 분들

을 위한 <목회 코칭>, 4월 28-30일은 성공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코칭>를 인도한다. 그리고 5월 세미나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이

미 <목회 코칭>을 마친 목회자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개별적인 코칭을

진행 중에 있다. 개별 코칭은 4가지로 구분된다. 

한국과 미국에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평신도를 살리는 코칭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

교회,목회,평신도 진단 도구

1. <건강 진단 종합 표준치(Standardization)>

교회건강진단은 2000년도 초 부터 작년까지 400교회이상 교회진단을

하며 “당신의 교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출판(NCD)를 통해 교회

에 대하여 진단하고 처방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올 초 교회들의 건강을 진단 한 결과를 모으면서 8가지 요소에 대한 새

로운 표준치가 나왔는데 1)아주 건강한 교회는 76.07, 2)건강한 교회는

62.92, 그리고 3)불 건강한 교회는 53.04로 평가 되었다.

또한 지난 2008년 9월 “당신의 목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 하라” 출판

(요단) 이후 약 1,200명의 목회자들의 건강을 진단 한 결과를 모으면서

올해 초에 “목회자 건강진단 종합 표준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하기 위해 지녀야 할 10가지 요소에 대한 표준치는 1)아

주 건강한 목회자는 82.87, 2)건강한 목회자는 71.23, 그리고 3)불 건강

한 목회자는 64.17로 평가되었다.

2013년 가을에 출판(Nexwave)한 “그린오션교회”에서 말하는 12가지

요소에 대한 표준치는 1)아주 건강한 평신도는 76.31, 2)건강한 평신도

는 58.82, 그리고 3)불 건강한 평신도는 47.62로 평가되었습니다. 

GO THRIVE COACHING 교회 건강진단 도구는

석정문목사와 GO THRIVE COACHING 사역팀에서 개발한 툴(tool)이며, 

교회 건강진단 도구의 12가지 주제는 시편 78:70-72에 나타난

다윗의 삶과 사역의 4C 모델(부르심:calling, 공동체: community, 

성품: character, 능력: competency)에서 가져왔다. 

이 12가지 주제는,

1)부르심 : 비전, 가치, 전략, 2) 공동체: 지역이해, 인간관계, 전도,

3) 성품: 영성, 인격, 에배, 그리고 4) 능력: 역량, 지도력, 사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각 12가지 주제에 따른 100가지의 설문이 만들어져

있고, 이 설문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다.

GO THRIVE COACHING 목회 건강진단 도구는

석정문목사와 GO THRIVE COACHING 사역팀에서 개발한 툴(tool)이며, 

목회건강진단의 10가지 주제는 미 남침례회 국내선교부에서 만든 교재

“교회 개척자와 기본훈련”(Basic Training for church Planters)에서

5가지(비전, 핵심가치, 주민이해, 인간관계 및 교회 시스템 디자인),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에서

2가지(영성, 지도력), 경영학에서 중요한 2가지 (핵심역량과 전략) 

그리고 GO THRIVE COACHING에서 항상 중요하다고 여기는 1가지

(인격)를 모아10가지 주제로 나누어 75개의 개별적인 설문으로 만들어

졌다.

GO THRIVE COACHING 교회리더 건강진단 도구는

석정문목사와 GO THRIVE COACHING 사역팀에서 개발한 툴(tool)이며, 

이는 시편 78:71-72에 나타난 다윗의 삶과 사역을 중심으로 4C(Calling

: 부르심,Community:공동체, Character: 성품, Competency: 능력)를

토대로 12가지의 요인(부르심:비전,핵심가치,전략/, 성품:영성,인격,예배

/, 공동체:인간관계,전도,주민이해/, 능력:핵심역량,리더십,사역/)으로 나

누어 90개의 개별적인 설문으로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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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전 버지니아주에서 목회자들을 위해 <일일 코칭>을 하다가 그

지역 코치인 신상윤 목사님으로부터 책 한권을 소개받았습니다. 짐 콜

린즈(Jim Collins)가 쓴 책“Great by choice"이었습니다. 이 책은 베스

트 셀러가 된“Good to great"이 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 3가지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

는 기업인 싸우스 웨스트 에어라인(SWA), 마이크로 소프트(MS) 기업

이 일등기업으로 살아남아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SWA는 최고

기업으로서, 창립 때보다 1,200배의 가치를, MS는 1,060배가 가치로

상승했습니다. 

첫 째는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은 열정 훈련(Fanatic Discipline)

한 시름도 놓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자기가 정한 목표를 따라 걸음

을 또박 또박 걸어간 회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는 천

천히 걷고, 좋은 시기는 빨리 달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극을 최초로 발견한 아문젠(Amusen)을 예로 듭니다. 그는 매일 13

마일씩 목표를 향해, 매 400m마다 마크(mark)를 하고 달려갔다고 합

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많이 달려가고, 날씨가 나쁜 날은 적에 달려가

지 않았다고 합니다. 컨시스탄시(Consistency)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기가 힘들더라고, 변화를 주어야 할

경우에 처하더라도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진단을 한 후에

꾸준히 처방해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만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큐

티(QT)나, 새벽기도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자기를 훈련해 가는 분이 건강한 신앙

인이 아니겠습니까?성공하는 기업의 특징 첫 번째가 꾸준히 연속적으

로 자기를 훈련해 가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성과 목표를 세웠다면 스

스로 자기를 훈련하면서 이루어가는 기업입니다.

한 시름도 놓치지 아니하는 자세,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자세, 일시적

인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그리고 스테디

(Steady)하게 나아가는 기업, 좋은 날이라 해서 빨리 달리지 않고, 매

일 자기의 정한 페이스(pace)를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은 경험 창출(Empirical Creativity)

기업이 기업을 하면서 얻은 자기만의 경험, 노하우, 나타난 증거를 모

아서 만든 창조적인 것들을 기초해서 활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아문젠은 수천년 동안 눈 덮힌 곳에서 사용했던 에스키모인들의 개 썰

매(dog sleds)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인 돌핀(Raw dolpin)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스콧(Scott)은 스키(ski) 연습

도 하지 않았고, 탐험에 포니(Pony)를 이용했고, 얼기 쉬웠던 모타 썰

매(Motor sledges)를 이용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한번 세미나에 가 보고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이 성공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활용해보고 경험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성

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 떠렸습니까?

그는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이 나간다 해도 경험되어지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양을 치면서 연습해 두었던, 경험되었던, 돌 5개와 돌을 넣어 던

질 제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

첫 번째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자기를 훈련해 가는 기업이라면,

두 번째가 경험되어지고, 자기 것으로 창조된 것을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은 생산 지향(Productive Paranoia)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합니다. 위험이 안 닥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생길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Preparation)로

생산성을 만드는 기업을 말합니다. 남극 탐험을 처음으로 성취한 아문젠

은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 8 마일을 갈 때 마다 검은 국기(Black flag)를 세웠습니다.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5명의 대원을 위해 3

톤의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경쟁자 스콧(Scott)은 17명의 대원들을 위

해 1톤만 준비하였습니다. 아문젠은 온도계도 4개를, 그러나 스콧은 1개

를 준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위험이 닥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위험이 닥칠

때에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선(dead line)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

저앉아 버리지 않고, 잘 잘 감당해 냅니다.

또 위험이 생길 것을 알고 미리 미래 철저히 준비합니다. 기도로, 말씀으

로 철저히 준비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어려움을 대체해 갈수 있습

니다. 결코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 편집자 주: 이 책은 GO Thrive coaching의 대표인 석정문 목사가 짐 콜린스자 쓴 책

“Great By Choice"를 읽고 건강한 교회되기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적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

3가지

GO THRIVE COACHING NEWSLETTER5



코칭 동역자 목사님들에게(제1서신)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착하지 못해서 첫 주는 용인, 둘 째주와 셋 째주는 하남시에 있으면서 이

리(익산)에서 <구역장 코칭>,대전을 3차례에 걸쳐 다니면서 <평 코칭>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새로 나온 교재로 코칭하면서 교회마다 필요한 것이 <목표와 실행전

략>을 만드는 일임을 알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비전과 핵심가치를 만들고 사역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

기에 제대로 생산성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연속적인 팔로업(follow up)을 하지 않기에 사역이 끊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많은 교회를 코칭하지 않고, 선택된 교회들만 찾아

코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3월 17-19일은 침례교단 진흥원(국내선교회 포함) 주최로 이사들과 초청에 응한분

들을 중심(15명정도)으로 대전에서<목 코칭>을 가집니다. 주말마다 청주, 서울, 그리

고 대전에서 <평 코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간적 제압을 받기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여 끝내는 방법으로 코칭하고 있습니다. 

3월 27-28일은 중국어로 코칭 교재의 번역이 끝났기에 중국대표인 김oo 교수와 함

께 대전에서 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한 회의, 4월 7-11일은 4박5일 대

전에서 <목 코칭>, 4월 15-20일은 교육 코칭을 하는 박영수 목사와 함께 필리핀을

방문하고 <목 코칭>으로 일일 세미나를 열고, 4월 21-23일은 창원에서 <목 코칭>을

인도할 예정이고, 4월 28-30일은 동래에서 <목 코칭>을 인도합니다.

필요는 많기에, 코칭 할 전문 코치(professional coach)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Certified 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현재 몇 분이 후보로 전문

코칭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은 지나야 전문코치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평 코칭>이 진행되는 곳이 버지니아주와 하와이, 그리고 죠지아주

입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 오니 다른 주에서도 <평 코칭>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에서 <평 코칭>을 계획하고 있는 코치 목회자들께서는

책 주문을 부탁합니다. 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제2신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 교회마다 2014년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우자".

"구체적인 청사진(pastoral blue print) 없이 목회하지 말자." 

"스피드(speed)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direction)이다. "

"목회의 성공은 교인들과 3공(공감,공유,공인)을 만드는 일이다.“

저의 한국 전화는 010-4825-8622입니다.

또 070전화는 070-7626-5591입니다.

석정문 목사 올림

GO THRIVE COACHING
국제 대표: 석정문목사(IL)

미국 대표: 조낙현목사(VA)

한국 대표: 권종오목사(부산)

C 국 대표: 김기탁교수

미국 이사장: 이중직목사(CA)

한국 이사장:김중식목사(포항) 

미국 부이사장: 유영익목사)(GA)

미국 총무: 이성권목사(OH) 

한국 총무: 김종성목사(부산)

미국 서기: 정영길목사(MD)

미국 감사: 반기열목사(IN), 남궁전(GA)

미국 자료개발(부위원장): 

김민수목사(KY), 주인돈 신부(IL)

미국 코치훈련(부위원장): 

정세영목사(VA),장요셉 목사(TX)

미국 코칭사역(부위원장): 

소재훈목사(LA),김광태 목사(IL)

미국 성과극대(부위원장): 

심윤수목사(LA), 황영선목사(VA)

미국 교회배가(부위원장): 

고상환목사(CA),김경도목사(TX)

GO THRIVE COACHING 전략 자문팀

김재현(미국남침례회 NAMB 교회 전략가)

강성호(미국남침례회 하와이 주총회 교회개척/성장 전략가)

김송식(미국남침례회 캘리포니아주총회 교회 전략가)

신상윤(미국남침례회 버지니아주총회 교회 전략가)

김형민(미국남침례회 택사스주총회 교회 전략가)

서용남(미국남침례회 죠지아주총회 교회 전략가)

신기황(미국남침례회 IMB 아시안교회 동원 전략가)

김만풍(매릴랜드 지구촌 교회 담임)

길영환(캘리포니아 콩코드 침례교회 담임)

박인화(택사스 달라스 뉴송교회 담임)

John Ki(미국 남침례회 SE Asia 지역 훈련 전략가)

정태회(Faith Evangelical College and Seminary 교수)

북미 지역 코칭 책임자

West 지역장 : 이중직(CA)

Midwest 지역장 :이성권(OH)

South east 지역장 : 조낙현(VA)

South 지역장 : 유영익(GA)

North-west 지역장 : 정영길(MD)

캐나다 지역장 : 윤재웅(CAN)

GO THRIVE COACHING 스텝

Web/컨설팅 담당- 박상준 847-609-8813

행정/세미나 담당- 정재홍 331-222-6830

교정/출판 담당- 천성호 630-930-4970

번역 담담- 정재욱 224-659-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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