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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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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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코칭>, <건강진단 처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

으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칭 대표 칼럼 01 코칭대표 칼럼

02 2014 ED 비전 교회 비전,핵심가지,   
목표, 실행전략

03 실행전략 및 전략 추진 일정

와튼 스쿨의 베스트 인생 만들기 프로그램 강사인 캐롤라인 A. 밀러 교수와 그

동료들이 쓴 책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이룰까?”( 2011년, 도서출판 물푸레)에서

“새해에 목표를 세운 사람은 개월 지난 후 를 달성했지만

우리는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

을 만들어야 합니다.

03 실행전략 및 전략 추진 일정

04 진흥원 주최 <목 코칭> 세미나

개척 목회자를 위한 <목 코칭> 세미나

05 성공회 부산교구 <목 코칭> 세미나

서울 도봉교회<목표와 실행전략 세미나>

06 2014년 1-5월 지난 코칭 행사들

2014년 6월~12월 앞으로의 행사들

07 독서보고서“새해에 목표를 세운 사람은 6개월 지난 후 46%를 달성했지만,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 단지 4%만 성취했다“(P.60)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62%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22%만 달성했다“.(P. 223)

이처럼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적으면 3배에서 많게는 12배의 성과를 낸다. 

교회는 매년 9-10월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 핵심 리더들(실행전략팀)과

함께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

07 독서보고서
“어떻게 인생 목표를 이룰까?”

08 10개 모델 코칭 교회 세우기에
동참하는 목사님들에게(제2서신)

함께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

좋다. 전략 기획안은 담임 목사가 기초하고, 교회 핵심 리더들과 함께 이 분야 전문

코치를 초빙해서 <목표와 실행전략> 세미나(1박2일 정도)를 통해 만든다.         <뒷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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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 이어서>

이렇게 교회 리더들과 함께 공감, 공유된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은 12월에 가서 전 교인들 앞에서 사무총회를 열어 공인 시킬 때

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만들어진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은 매달 실행전략팀들이 모여서

점검 평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취된 것과 성취 되지 못한 것들을 살펴야 한다 또한 교회 핵심 리더들은 기획안을 매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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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평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취된 것과 성취 되지 못한 것들을 살펴야 한다. 또한 교회 핵심 리더들은 기획안을 매일 2-3

분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잘 준비되고 계획된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은 전문코치에게 전달하여 피드백을

받는다. 교회도 예수님의 몸인, 영적 기관이다.  그렇기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

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고전 9:26),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

르심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 당신의 교회는 매년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드는가요?

◈ 비전의 연혁 ◈
❏ 담임목사: ooo

❏ 계획수립일자: 2014년 3월 1일

❏ 계획 1차 종결일자: 2014년 12월 31일

❏ 재작성일 : 2014년 4월 12일

현재상태 달성목표 실제성과

◈ 교회의 실행 전략팀의 선정 ◈
❏ 전략팀장: 홍OO안수집사,  / 전략부팀장: 성OO안수집사,

❏ 전략팀원: 임OO집사, 김OO집사, 노용부OO, 성OO집사, 지OO집사, 

박OO집사, 홍OO집사, 고OO집사, 권OO집사, 지OO사모, 

❏ 참고: 매 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9:30은

<실행전략팀 모임>에 목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 교회의 목표 설정 ◈

목표별 / 달성정도
현재상태

(2014.03.01.)
달성목표

(2014.11.30.)
실제성과

(2014년12월)

➀ 교회의 질적 평균치 69.55점 73점(+3.45) 점

➁ 최소치 질적 수치 공동체: 64.98점 공동체: 73점(+8.02) 점

➂ 등록 성도의 수
전체69명

(성인48,중고5,아동취학10,미취학6)
129명(+60) 명

➃ 주일예배 월평균출석 58명 108명(+50) 명

➄ 주일 월평균헌금 000만원 000만원(+220) 원

➅ 구역 개수/인원는?
4개 그룹/21명

(남선교회1,여선교회3)
10그룹(+6)/65명(+44명) 그룹, 명

➆ 주일학교 수
5개

(아동,중고청년,엔비,남·여선교회)
7개(+2)

(미취학아동부, 청년부)
개

➇ 교회학교 반 및 교사수
6개반(4명)

(아동부4,청소년·청년1,엔비대학1)
10개반(8명) 반, 명

➈ 충성된 일꾼수(NSC) 16명 100명(+84) 명

➉ 사역자 수 3명 5명(+2) 명

⑪ 매일기도시간(리더들) 31.5분 40분 분

⑫ 침례 숫자 0명 30 명 명

【 핵심가치-1 】비전의 공유:

모든 교회지체들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Vision-

Casting을 한다

목표1: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 핵심가치-2 】성령의 임재:

매일의 삶 속에서 철저히 성령의 임재 속에 살면서 능력과 인도함을 받

는다

목표2: ➀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3분씩 성령님께 묻고 기도

◈ 핵심가치를 통한 목표와 실행전략 ◈

온 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기 위해 전 성도들이

➀ 복음 손 뺏지를 착용하고,

➁ 매일 5분 이상씩 기도하고,

➂ 11편의 비전 메시지를 숙지하고,

➃ 매주 마다 비전을 제창한다.

하고 점검하며, ➁ 현재의 기도 시간을 하루 31.50분에서 40분

(+8.50)으로 올리고, ➂ 기도시간 최종목표는 하루에 2시간30분

으로 한다. ➃ 성령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 포도나무 비밀 세미나

를 이수하게 한다. ➄ 영성의 질적 수치를 75.16에서 78.16으로

상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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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가치-3】하나님 나라 번식:

NSC(National Strategy Coordinator):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

게 하는 복음의 전략 조정관를 통해 급속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교회

개척:CPM)해 나간다.

【 핵심가치-4 】코칭을 통한 무장(Equiping by Coaching):

교회 지도자(목회자&평신도)들을 코칭을 통해 균형 있는 하나님 나라

의 강력한 군사로 온전하게 무장을 시켜 급속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

해 나간다.개척 )해 나간다

목표3:

⓵ NSC 요원을 16명에서 100명으로 세우고(현재:16명, 상반

기:16명, 하반기:32명, 기존신자:36명),

➁ NSC 요원 200명, 출석교인 500명 이상되면 유형교회를 개척

하고 NSC 요원 50명을 지원하여 교회를 설립한다.

➂ 복음 손으로 2,256명 (7월까지: 1,056명, 12월까지: 1,200명)

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표4:

➀ 일 년에 2회 이상 지도자들을 위한 코칭 훈련 실시(1박2일씩)

【 핵심가치-5】기도를 통한 주님의 뜻을 이룸:

교회의 각 공동체(구역, 가정, 직장)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강력한 중

보기도팀(Powerful Prayer Team)을 만들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을 이루어 간다.

목표4
에게 복음을 전하고,

➃ 60명의 등록 교인을 만들고,

➄ 그 중에서 30명에게 침례를 준다. ➅ 매년 2회 해외 선교팀

파송(C국 Y족, 방글라데시)과 NSC전도훈련(상·하반기)를 12주

씩 실시한다.

목표4:

➀ 매주 20분씩 각각 금요 기도회(15명), 수요성경공부(1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공동체의 목표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

목들을 나누고 기도한다.

【 핵심가치-6】역동적인 예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역동적인 예배(Dynamic Worship)를 통해

서 치유 회복 헌신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

【 핵심가치-7 】소그룹가족공동체(공동체,교제):

건강한 SFC(Small Family Community&Church)를 통해 가정과 소그

룹속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가족공동체 &서 치유, 회복, 헌신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

린다.

목표6: 목표6: 역동적인 주일 예배를 위해

➀ 예배의 질을 현재 82.65에서 85로 올리고,

➁ 현재 58명의 주일예배 출석을 108명으로 상승시키며, 성가

대를 조직한다 .

➂ 10회에 걸쳐 교회 절기 및 의식을 지킨다.

참고: 성도 150명 이상이 되면 300명 이상의 성도가 함께 예배

룹속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가족공동체 &

교회를 세운다

목표7: ⓵ 구역을 현재 4그룹(21명)에서 10그룹(65명)으로 확

장,➁ 교회학교(아동부 4개반, 청소년·청년부 1개반, 엔비대학 1

개반)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확장, ➂ NSC훈련을 받은 자 중 6

명을 선별하여 구역교사(성경공부 인도자)로 훈련함,

➃ 씽크오렌지 과정을 개설하여 원리를 학습(2014.년 3월~5월)

하고 각 가정에서 적용하여 실행하도록 함,(오렌지 매뉴얼 카드

드릴 수 있는 장소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5월중 제작 배포) ➄ 60명의 VIP(불신자/새 손님)를 등록시킨다.

일정
핵심가치별 실행전략별 담당 비고

월별 일자

일정
핵심가치별 실행전략별 담당 비고

월별 일자

◈ 실행전략 ◈
추진 일정

월별 일자

4월

14~18 역동적 예배 고난주간 기도회 교회

18 역동적 예배
주의 만찬식

(고난일)
교회

18 역동적 예배 세족식(고난일) 교회

말 하나님 나라의 번식 물티슈 제작 교회

5월

11 역동적 예배
앤드비전교회

창립예배
교회

31 소그룹공동체 전교인 친교회
남녀

선교회

31 소그룹공동체 침례식 교회

월별 일자

9월

1
하나님 나라의

번식
NSC전도훈련

NSC전도

위원회

28 역동적 예배 주의 만찬식 교회

말 하나님 나라의 번식 전도왕 강사 초청
NSC전도

위원회

10월
9 소그룹공동체 전교인 친교회

남녀

선교회

9 소그룹공동체 침례식 교회

11월 6 역동적 예배
주의 만찬식

(추수감사절)
교회

31 소그룹공동체 침례식 교회

말 소그룹공동체
씽크오렌지

메뉴얼카드제작
교회

6월 중 역동적 예배 집사안수식 교회

7월 6 역동적 예배 주의 만찬식 교회

8월
3~9 하나님 나라의 번식

C국 Y족

선교팀 파송
교회

15 역동적 예배 세족식(광복절) 교회

(추수감사절)

12월

25 소그룹공동체 침례식 교회

25 역동적 예배 성탄절 교회

31 역동적 예배
주의만찬식

(송구영신예배)
교회

31 역동적 예배 송구영신 예배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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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목회자를 위한 <목 코칭> 세미나를 마치다

이번 대한 기독교회 침례회 진흥원에서 주최한 “목회 개발 코칭 세미나”

는 전국에서 등록자 16명중 15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중에 4명

이번 4월 7-11일(월-금) 주최한 개척 목회자를 위한 <목 코칭>은 등록

자 명 명의 회자와 명의 사 리 명의 전 사가 참석했
는 전국에서 등록자 16명중 15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중에 4명

은 교회진흥원 이사 2명 국내선교부 이사 2명 목회자들이고, 11명은 담

임목회자들이었으며, 1명은 사모로 평가서를 내신 분은 13명이었다. 

코칭 강사에 대한 평가는 강의 내용이 87%, 강의 전달은 82%, 그리고

강의 목회 적용은 81%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평균 83.3%의 만족도를 얻

었다. 코칭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세미나 참석하기 전은 <코칭>에 대

한 개념이나 이해의 수준이 평균 4.2였지만, 세미나를 마친 후에 8.5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는 평균 4.1의 상당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미래 코칭의 전망은 10 스케일에서 8.3을 받아 전망도가 상당히 높게 평

자 9명중 7명의 목회자와 1명의 사모, 그리고 1명의 전도사가 참석했으

며, 평가서는 7명이 냈다. 강사로는 석정문 목사, 류규석 목사, 김기탁

교수 및 신상윤 목사가 인도를 하였다.

■ 코칭 강사에 대한 평가

코칭 강사들의 강의안 내용은 86%, 전달은 80%, 그리고 적용은 83%로, 

평균 83%의 만족도(진흥원은 83.3%)를 얻었다.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는 시작 전에 <코칭>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의 수준이 평균 3.9였지만, 

세미나를 마친 후에 8 0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는 평균 4 1의 변화(진흥
미래 코칭의 전망은 10 스케일에서 8.3을 받아 전망도가 상당히 높게 평

가 되었다. 앞으로 이 코칭 세미나를 다른 분에게 소개하고 싶은가?의

질문에서 13명중 9명이 “정말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고, 4명이 “소개하

고 싶다.”라고 했으며, “소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분은 한분도 없었다. 

다음 세미나에 대한 참여도에서 11명이 “참석하고 싶다”라고 했고, 2명

이 “잘 모르겠다”고 했다.참석자들의 의견 종합

<목 코칭>의 장점

1) 목회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동기 부여

2) 목회에 코칭이 꼭 필요함을 느낌

세미나를 마친 후에 8.0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는 평균 4.1의 변화(진흥

원은 4.1)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코칭 목회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한

평가는 10 스케일에서 8.6(진흥원은 8.3)을 받아 전망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었다. 앞으로 이 코칭 세미나를 다른 분에게 소개하고 싶은가?

의 질문에서 100%가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 <목 코칭>의 장점과 개선점

1) 목회에 적용할 수 있음

2) 실제적이고 구체적임

2) 나 자신의 건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서 좋았음

4) 코칭을 통해 목회가 행복해 짐을 깨달음

5) 코칭에 대한 열강, 진단, 평가를 할 수 있어 감사.

6) 코칭을 통해 피코치(성도들)을 존중, 친밀감, 인정, 성취감을 갖게 하

고자 하게 됨

7) 코칭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도전

8) 코칭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좋은 툴이 됨

9) 코칭이 새로운 교회 변혁의 기회 제공

2) 실제적이고 구체적임

3) 자신과 교회를 알고 처방 노력의 필요성 인식

4) 자신과 교회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강점과 개발 점을 찾을 수 있음과,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을 알게 됨

5) 자신의삶과교회에 바로 적용가능하며,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있게 함

6) 실제적이고 적용중심이 좋음

7) 실질적인 웍샵과 발표가 좋음

그러나 <목 코칭>의 개선 점

1) 사례교회의 실제 발표가 있으면 좋음

<목 코칭>의 개선 점

1) 작은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2) 코칭의 스킬(skills)에 대한 충분한 실습 필요

3) 좀더 쉽게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음.

4) 현장감이 보강되고, 보조 강사가 보강되었으면 함

5) 한국 교회 적용하는데 문화적 장벽 이기기 등이었다.

이번에 참여한 분들은 안명모목사(수지 분당침례교회), 박정복목사(부

산 소망침례교회), 김주만목사(충복옥천소망침례교회), 김호경목사(서

) 사례 회의 실제 발 가 있 면 좋음

2) 실례에 대한 발표와 영상 강의가 있으면 더 좋음

3) 더 많은 홍보와 준비 필요

4) 목회자는 어느 정도 전문적 내용(강의이론)을 갖고 있어 실제적 실행

전략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갖으면 좋겠음

5) 부사역자들을 위한 코칭도 준비되면 좋겠음

6) 시간 엄수 들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척 목회자들을 위한 <목 코칭>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전 앤드

비전교회의 류규석목사, 대전 노은 대흥교회의 안철정목사, 천을리 전원

울 성동침례교회), 배재인목사(대전 서머나교회), 조근식목사(포항침례

교회), 문기태목사(창원침례교회), 김명식목사(충북음성침례교회), 최재

훈목사(부산 범일교회), 손석원목사(대구 샘깊은 교회), 강신정목사와

김수자 사모(논산한빛교회), 백승기목사(부산 백향목교회), 변대암(수원

중앙침례교회), 박상원목사(경북청도 샬롬의 집)이었다. 

교회의 박희환목사, 대전 늘주원 rghl의 정광열목사, 대전 예수 비전 교

회의 이봉환목사, 천안침례교회의 이현구 목사, 서울 꿈이룬 교회의 조

준호 목사님과 이상옥 사모님, 중국에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엽효명

전도사님과 남편 그리고 미국에서 신상윤목사, 석정문 목사, C국에서 김

기탁교수, 그리고 대전의 류규석 목사들이 강사로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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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교회 <목표와 실행전략 세미나> 개최하다.성공회 부산교구 <목 코칭> 세미나를 마치다

5

서울 도봉에 있는 성공회 도봉교회(이수상 신부)에는 5월 31-6월1일(
토-주일) 양일간 석정문 전문 코치를 모시고 <목표와 실행전략 세미나>
를 가졌다. 이번 모임은 이미 <목 코칭>을 받은 이수상 신부와 함께 201

■ 강사와 강의내용 전달

코칭 강사의 강의안 내용은 93% 전달은 97% 그리고 적용은
4년 12월 31일까지 남은 7개월 동안 교회가 성취해야 할 목표와 실행전
략을 작성하는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는 토요일 오전 10:30시작해서 오
후 4:30, 그리고 주일은 오후 3:00시작해서 오후 5:30에 끝났으며, 16
명의 교회 핵심 리더들이 모였으며,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
치 정립하고,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진단한 자료들을 근거로 앞으
로 교회가 관심을 기울려야 할 3가지 요인(비전정립, 예배 활성화, 그리
고 전도하기)을 뽑아서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세웠으며
목표1)은 도봉교회에 주신 비전 찾기 위해 QT와 기도(30분이상)하고, 
주1회 모여 말씀을 나누기, 
<실행전략>으로는
(1)비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 주도록 신부님께 부탁하기

코칭 강사의 강의안 내용은 93%, 전달은 97%, 그리고 적용은
100%로 평균 97%의 만족도를 얻었다. 
코칭에 참여한 분들의 <코칭>에 대한 개념과 이해의 변화는 10
스케일에서 평균 4.0였지만, 마친 후에 8.0로 바뀌어졌다. 이는
평균 4.0 포인트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미래 코칭의 전망에서는 참여자들이 10 스케일에서 7.8로 평가
되었다. 앞으로 이 코칭 세미나를 다른 분에게 소개하고 싶은가
의 질문에서 100%가 모두 “소개하고 싶다.” 고 했다. 

■ 참석자들이 말한 장점과 개발점
(1)비전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 주도록 신부님께 부탁하기, 
(2) 매주 토요일 오전 10:-12:00에 비전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모여 비
전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그리고
(3) 비전에 관련된 도서를 추천받아 읽기였습니다.  
목표2) 지역 주민과 사랑을 나누고 5가정의 소년 소년 가장 찾아 도봉
교회가 등록시키기, 
<실행전략>으로는
(1) 구청 복지과와 의논해서 소년 소녀 가장 5가정 선정, 
(2) 소년 소년 가장을 돕기 위한 자원 봉사자 구성, 
(3) 월 2회 반찬 도움 및 월 1회 방문, 
(4) 교회 절기마다 함께 감사성찬례 참석, 
(5) 교회 청년, 학생회 행사에 함께 참석하기, 
(6) 1년이 지날 때에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이번 6월2일부터 4일까지 코칭 세미나를 통해 나타난 장점에서
1) 사목 현장에서 적용 용이. 
2)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활용, 
3) 빠뜨리고 넘어간 것을 되짚을 수 있는 좋은 시간, 
4) 도전과 열정이 되살아난 시간, 
5) 사목의 우선순위를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 코칭을 통해 개발할 점
1) 좀 더 많은 사례를 바탕, 
2) 개인, 교회의 긍정적 모델을 더 볼 수 있기, 

(6) 1년이 지날 때에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7) 각 봉사자들이 매월 평가 모임 가지기.

둘째는 에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3) 매주일 전교인의 20%가 감사 성찬례에 드리는 성경 말씀에 참
석하여 QT를 하고, 오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QT를 나눈다.
<실행전략>
(1) 20분 전에 성당에 와서 10분간 QT를 한다.
(2) 전교인의 20%가 사전 예습 참여를 한다.
(3) 감사 성찬 후 오후 1:00-1:30 까지 성당에서 QT나누기를 한다.
(4) 교회 주보 겨자씨 란에 신부님 설교내용을 싣고, 
(5)교회 소식란에 홍보를 한다.
(6) 예배 질적 점수를 현재 67.75에서 70점이 되게 한다.

3)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비전과 핵심가치를 기초해서 목표와
실행전략을 작성하는 시간을 만들고, 3명 1조로 코칭 실습
하면서, 자기의 계획서를 구체화시키고, 명료화하는 실습 위
주의 워크샵이 되기를 바랬다.

■ 제2차 코칭의 미래 준비

제2차 코칭 모임은 2014년 9월 22-25일(월-목)에 같은 장소인
양산 천주교 피정센터에서 가지며, 이번 1차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5명)을 배려하기 위해 9월 22-23일(월-화)에 와서 모임
을 가지고, 제2차 모임은 9월 24-25일(수-목)에 하기로 했다. (6) 예배 질적 점수를 현재 67.75에서 70점이 되게 한다.

(7) 20분 전에 와서 예배 찬양에 참석한다. 

셋째 전도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세움.

목표4) 냉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의 20%를 12월 말까지 출
석하도록 한다.
<실행전략>
(1) 구역장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아 명단을 파악한다.(6월)
(2) 최소 주 1회 전화하고 방문을 한다.
(3) 매주 구역장이 체크한다.

목표5) 교회 인근에 위치한 4개의 태권도장 및 유치원 연계하여 지역주

을 가지고, 제2차 모임은 9월 24 25일(수 목)에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2차 모임에 오실 분들은 23일(화) 오후 4:00까지 오
면 된다. 

이번에 참석한 분들은 서대구 애은교회 이성호신부, 울산교회
정준석 신부, 부산 교구의 김동규 신부, 동래 교회의 천경배 신
부, 그리고 부산교구의 박동신 주교님께서 참석했다.

민 4가정을 전도한다.
<실행전략>
(1) 교회 중심 1키로 반경안에 4개를 선정한다.(6-7월:선정, 8-9월:4개
섭외, 10-11월 친밀감 갖기, 12월 초청행사 참석)
(2) 이를 위해 20개의 태권도 도장을 찾아 섭외하고 4개를 선정 한다.
(3) 격주로 태권도 도장을 찾아 성품교육 행사에 필요를 채운다.
(4) 금년 성탄절에 초청 잔치를 열어 책과 선물을 듬뿍 전달한다.
(5) 내년 1월31일까지 4가정을 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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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수-목) 그린오션전략팀 직원 코칭, 장소: 시카고 사무실(정재욱 선교사)
1월21일(화) 뉴욕/뉴저지침례교회지방회, <일일코칭> 장소: 에벤에셀침례교회(최창섭목사)
1월25일(주일) 평신도 <교회건강진단처방 전략세미나> 장소 ; 빌립보장로교회(임현석 목사)

2014년 1-5월 지난 코칭 행사들

1월25일(주일) 평신도 <교회건강진단처방 전략세미나> 장소 ; 빌립보장로교회(임현석 목사)

2월11일(화) 시카고 <일일 코칭>, 장소 :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김광태 목사) 
2월14-15일(금-토) 새생명교회 <평 코칭 세미나>, 장소:아틀란타새생명교회(유영익 목사)
2월22일(토) 이리중앙교회<구역장의 삶/사역 개발 코칭> 장소 : 이리중앙교회(조성천 목사) 
2월23일(주일) 대전 End-Vision 교회 <평 코칭>(제1부a)> (류규석 목사)

3월 2일(주일) 대전 End-Vision 교회 <평 코칭>(제1부b)>(류규석 목사)
3월7-8일(금-토) 대전 End-Vision 교회 <평 코칭세미나>(제2부)(류규석 목사)
3월17-19일(월-수) 기독교한국침례교회진흥원 <목회자 코칭>(김용성 목사)
3월29-30일(토-주일) 청주율량침례교회 <평 코칭>장소 청주 율량 교회(고중복목사)3월29 30일(토 주일)     청주율량침례교회 <평 코칭>장소, 청주 율량 교회(고중복목사)

4월 6일(주일) 수원 형제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설교, 수원형제침례(김학수 목사)
4월 6,13일(주일) 서울 우리 침례교회 <교회 목표/실행전략>(1,2차)/설교(노향모 목사)
4월 7-11일(월-금) 대전 <목회자 코칭> 장소: End-Vision교회:(류규석목사)
4월15-20일(화-주일)     필리핀 방문/필리핀 뚜마니 교회 주일설교, 장소: 마닐라(이정주 목사)
4월23-24일(수-목) 부산 3교회 연합 <스텝 코칭>, 장소: 부산침례교회(김종성 목사)
4월 28-30일(월-수) <목회자 코칭>(제2차)(2박3일), 장소: 동래성공회교회(박동신 신부)

5월 1일(목) 부산 <일일 코칭 설명회>, 장소: 동래온천교회(안용운 목사) 
5월 1-2일(목-금) 부산 <스텝 코칭>(1박2일), 장소: 제4영도교회,(이순흠 목사) 

2014년 6-9월 미래 코칭 행사들(예정) 

2014년 6월-12월 앞으로의 코칭 행사들

월 일(목 금) 부 < 텝 칭>( 박 일), 장 제 영 회,(이 흠 목사)
5월 7일(수) 대전 침신대학교 목회학 개론(특강)(장소: 침신대(이명희 교수)
5월15일(목) 서울 우리교회 교회 실행전략팀들 코칭, (노향모 목사) 
5월22일(목) 대전 <대전 개척교회 코칭팀> One-day 세미나, 장소:엔드비전교회(류규석 목사)
5월25일(주일) 대전 엔드 비전교회 <평 코칭>실행전략팀평가회, 장소:엔드비전교회(류규석 목사)
5월27일(화) 부산 2교회 스템 코칭, 장소: 안락제일장로/ 부산침례(권종오목사/김종성목사)
5월29-30일(목-금) 포항중앙교회 <스텝 코칭>장소: 포항중앙침례교회(김중식 목사)
5월31-6월1일(토-주일) 서울 도봉교회 <평코칭(1차)> 장소: 도봉교회(이수상 신부)

6월 2-4일(월-수) 성공회 <목회자 코칭 >((제1부) 장소:경남 양산 천주교 피정센터:(박동신 주교)
6월23-25일(월-목) 미국남침례회 한인 총회에서 코칭 강의, 장소: 매릴랜드( 엄종오 목사)

8월25-29일(월-금) 국제 코칭 대표 이사회: 장소:W.DC, ;조낙현 목사/이성권 목사/유영익 목사)

9월 2-4일(화-목) NY 지역 <목회자 코칭>장소: 미정(최창섭 목사)
9월 8-12일(월-금) 버지니아지역<목회자 코칭>, 장소:Fairfax, VA(신상윤 목사)
9월15-17일(월-수) Garry Collins 초청 코칭 세미나에서 특강, 침례교단신문사(심윤수 목사)
9월20-21일(토-주일)    대전 <평 코칭(제3차)> 장소: 엔드비전교회(류규석 목사)
9월22-24일(월-수) 부산교구 성공회<목회자 코칭> 장소 : 경남 양산 천주교 피정센터(박동신 주교)
9월27-28일(토-주일) 부산 <순장 코칭(제1차)>장소: 제4영도교회(이순흠 목사)9월27 28일(토 주일)    부산 <순장 코칭(제1차)>장소: 제4영도교회(이순흠 목사)
9월29-10월1일(월-수)  부산 <목회자 코칭>장소: 동래온천교회(안용운 목사)

2014년 10-12월 미래 코칭 행사들(예정) 

10월 2-3일(목-금) 부산/포항 5교회 연합 <스텝 코칭> 장소(김종성 목사)
10월 6-8일(월-수) 경기/충청 성공회<목회자 코칭> 장소:강원 강촌피정(이수상신부)
10월11-12(토-주일) 서울 우리 교회 <평 코칭>(3차): 노향모 목사)
10월13-15일(월-수) 기독교한국침례진흥원 <목회자 코칭>: 장소: 미정(강신정목사)
10월18-19일(토-주일)  청주 <평 코칭>(제3부 장소: 청주 율량교회(고중복 목사)
10월20-24일(월-금) D.MIn. Class<목회자 코칭> 장소 : 청주율량교회(고중복 목사)0월 0 일(월 금) . . C ass<목회자 코칭> 장소 청주율량교회(고중복 목사)
10월25-26일(토-주일)  서울 도봉교회 <평코칭(제2차)> 장소: 도봉교회(이수상 신부)

10월27-29일(월 ~수)   C국 <목회자 코칭>,장소: 미정(김교수)
11월 3-9일(월-주일)    서울/경기 지역 <목회자 코칭>,장소: 미정(노향모 목사)
11월 17-26일(월-수)    필리핀 <목회자 코칭 > 장소: Manila)(박영수/이정주 목사)

12월 1 -5일(월-금)      미국 10개 교회 코칭(장소:미국서부/동남부지역(이중직목사/유영익목사)
12월 8-11일(월-금)     미국 10개 교회 코칭: 장소:미국중부/동부지역)(이성권목시/조낙현목사)



어떻게 인생 목표를 이룰까?
캐롤라인 애덤스 마이클 프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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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생 목표를 이룰까?”

이 책은 비즈니스 대학으로 유명한 와튼 스쿨에서 출판 하였다. 

저자 캐롤라인 아담스 A. 밀러와 그녀의 동료들은 “어떻게 인생

목표를 이룰까?” 에 대해 고민했다. 

10-20년 후에 꼭 이루어질 사역 그림을 말한다. 도전(challenge)

해야 할 성취 그림이요, 미래(future)에 이루어질 그림이다. 그리

고 넷째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열정이다. 비전

이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 열정이 생기면 목표만 향해 달려간다. 

캐롤라인 A 애덤스 /  마이클 프리슈

목 를 이룰까 에 대해 민했다

1. 목표가 있는 인생은 결과가 달라진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대단하다. 성

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겠다고 확실히 정한 사람은

62%의 계획이 달성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22%만 달성했

이 있 면 열정이 생긴다 열정이 생기면 목 만 향해 달려간다

목표만 향해 달려가면, 삶의 우선순위(priority)가 분명해 진다. 

3. 목표는 계속 팔로업(follow up)을 시켜 나가야 한다.

목표는 만드는 것으로 부족하다.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계속

해서 성취시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의 계획이 되었지 렇지 않 사람 했

다고 한다.(p. 223.)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도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6개월 후에 그가 세웠던 목표의 46%가 성취되었지만, 목

표가 없는 사람은 4%만 성취되었다.( p.95)

목표는 방향성(direction)을 확실히 설정해 주고, 어디를 향해 뛰

어야 할지 명확한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그 곳에 도달 할 수 있

도록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준다. 도달 한 후에 우리에게 무한

한 기쁨과 감사를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또 목표를 세

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하다

첫째는 교회 실행전략팀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된 내용을 방치

말고, 프린트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가능

하면 파워 포인트(ppt)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둘째는 만들어진 목표는 각자 가장 중요한 곳, 컴퓨터 컬 때 스크

린에서 바로 보거나, 웹 페이지에 올려놓고, 매일 2-3분씩 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고 싶어하는 욕망을 더 가지게 한다. 목표가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주고, 다른 것들은 보지 않게 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나다. 

성탄절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3배의 성취를 했고, 새해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12배의 성취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는 목표는 매월 실행전략팀이 한 번씩 만나 점검하고, 평가

하고, 성취 된 것과 않 된 것들을 구분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가야 한다. 

넷째는 실행전략팀과 만든 목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교회 주보에 넣어 온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도록 기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는 실행전략팀과 만든 목표는 반드시 제3자의 손(혹은 전

2. 목표를 세운 후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야 할까? 목표를 세우면 그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p.241) 

첫째는 인내심이요 참을성이요, 기다림이다. 마치 농부가 추수기

문코치)으로 옮겨지거나 타임 캡슐에 넣어 보관을 해도 좋다. 그

리고 몇 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을 때에 비교, 평가해서 <성

취 감사 축하 예배>를 가지는 것은 좋은 전통이 될수 있다.(p.132)

( 편집자 주: 이 책은 GO Thrive coaching의 대표인 석정문 목

사가 캐롤라인 A 애덤스가 쓴 책 “어떻게 인생 목표를 이룰까?"

를 읽고 건강한 교회되기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적고 있습니다.) 

를 기다리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 약을 뿌리고 열매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자제력이다. 자제력은 스포츠 선수가 자기의 몸을 조절하

는 일과 같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먹어야 할 시간에

먹고, 운동해야 할 시간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야망이다. 즉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한다. 



10개 모델 코칭 교회 세우기에 동참하는 목사님들에게(제2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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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미국(120개교회)과 한국(30개교회)에서 코칭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GO THRIVE COACHING
국제 대표: 석정문목사(IL)

미국 대표: 조낙현목사(VA)

한국 대표: 권종오목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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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미국(120개교회)과 한국(30개교회)에서 코칭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one thing)는 많은 교회를 코칭 할 것이 아니라, 소수 교회를 대상으로, 그것도 전문 코치가 연속

적인. 코칭을 해야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14년 봄부터 코칭 받을 선정된 교회(10개)들이 매 3개월마다 전문 코치와 담임목사, 그

리고 교회 리더들과 직접 만남(2014년 2-3월, 4-5월, 9-10월, 11-12월, 2015년 1-2월)을 통해

코칭 받습니다. 그 후 2015년 2월 23-25일(월-수) 포항중앙침례교회(김중식목사)에서 담임목사, 

직원 및 평신도 리더 코치들이 모여 제1회 한국 <코칭 축제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표와 실행전략의 결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C 국 대표: 김기탁교수

미국 이사장: 이중직목사(CA)

한국 이사장:김중식목사(포항) 

미국 부이사장: 유영익목사)(GA)

한국 부이사장: 신인범목사(부산)

미국 총무: 이성권목사(OH) 

한국 총무: 김종성목사(부산)

미국 서기 정영길목사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1년간(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 코칭 받을 교회(10개)를 미리 선정하

여 1년간 전문코치를 통해 코칭을 받습니다. 전문코치는 석정문목사와 각 지역 담당 전문 코치들

과 함께 매 3개월마다 모여 변화를 측정하고, 2015년 10월 5-7일(월-수)에 제3회 미국 <코칭 축

제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 담당 코치들의 추천으로 선정합니다. 7월 말까지 신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미국 서기: 정영길목사(MD)

한국 서기: 이순흠목사(부산)

미국 감사: 반기열목사(IN), 

남궁전목사(GA)

미국 자료개발(부위원장): 

김민수목사(KY),  주인돈신부(IL)

미국 코치훈련(부위원장): 

정세영목사(VA), 장요셉목사(TX)

미국 코칭사역(부위원장): 

소재훈목사(LA) 김광태목사(IL)

1. 선정될 10개의 교회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 목회자와 교회의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담임목사와 교회 평신도 리더들은 건강진단 설문을 실시한다. (설문지는 WWW.igomt.com 

에 들어가서 왼쪽 하단을 볼 것)

2. 선정될 10개의 교회는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한달간) 현 상태를 파악하여, 2015년 <목표

와 실행전략>기획안을 만들어 각 지역 담당 전문 코치들과 석정문 코치에게 보낸다.

3. 10개 교회는 9월에 <실행 전략팀>을 구성하고, 매월 1회씩 실행전략팀 모임을 갖고, 건강한 교

회가 되기 위해 그 달에 성취한 것, 다음 달에 성취할 것, 고칠 것, 뺄 것, 그리고 더할 것을 점검, 

소재훈목사(LA),  김광태목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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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고, 교회에 보고한다.(참고:실행전략팀 운영에 관해서는 "코칭시대"(석정문 저) 바인드 참조

(p.90-95)

4. 2015년 7-8월(2개월간) 사이 <교회 건강진단 설문>을 2차로 실시하고, 2016년도 한해를 위한

새로운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든다.

5. 2015년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만들고, 실행전략팀을 형성하고, 실행한 10개의 교회들을

미래 미국 교회를 책임지는 모델 교회로 선정될 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주위의 교회들의 코칭 모

델 교회가 되게 한다. 

6. 2015년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에 의해 나온 결과에 따라 "최고 건강한 교회상"(the most 

) 최 건강한 목회자상 (

(미국 례회 리 니아주 회 회 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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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 Church of the year award), "최고 건강한 목회자상"(the most healthy pastor of the 

year award), 그리고 “최고 건강한 평신도 리더상”(the most healthy lay-leader of the year 

award)을 수여하며 격려하며 축하한다.

7. 2015년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제출한 교회는 각 지역 전문 코치와 석정문 전문코치가

교회를 방문하고 담임목사, 스텝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와 함께 평가 모임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코칭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2014-15년에 세울 10개 목회 코칭 모델의 하나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최상

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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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신청서에 싸인을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정문 코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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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