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Thrive coaching은 미국에서 탄생된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하고, <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을 세

워 코칭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1997년부터 시작해서 17년간 발전해 왔으며, 지금까지 관

련된 5권의 책을 발행하고, 400교회, 1,200명의 목회자, 그리고 500명의 평신도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처방해 왔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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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국에서 <목회 코칭>, <교회 리더 평코칭>, <건강진단 처방 전략 코칭>, <목표와 실행전략 코칭>, 및 <구역장 코칭> 등

으로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지난 8월 7-9일(월-수) 2박 3일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12명의 목회자들에게

코칭 세미나를 인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세미나는 코칭의 중요한 요인 5 가

지를 나누게 되었다.  필자가 2015년 봄에 출판을 위해 쓰고 있는 “코칭 시대”

교재를 검토하면서 코칭의 정의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필자의 책을 교정하던 김태욱 목사가 코칭의 정의에 대한

글을 읽고 학자들의 의견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코칭은 5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관계(Relationship)이다. 코치는 피코치와 신뢰관계에서 시작

된다. 서로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코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뒷면계속>

코칭 대표 칼럼

코칭의 정의에는 5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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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 이어서>

구약의 이드로를 모세는 신임했기에 코칭관계를 맺어졌고, 리더십의 위임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했고, 신약의 바나바는 바울을 신뢰했

기에, 그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사역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둘째는 출발지(starting point)이다. 코치는 반드시 피코치가 서 있는 현장이 있다. 현장을 알기 위해 먼저 할 일이 피코치의 영적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피코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장점은과 개발 점은 무엇인지? 알아야 코칭이 효과적이다. 제자훈련도, 가르치는

일도 상대방을 알아야 제자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듯이 말이다. 의사도 진단 없이는 처방,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셋째는 도착지(arriving point)이다. 출발지만 알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디로 향할 것인지? 도착지도 알아야 한다. 코칭이라는 말은 헝가

리에서 15세기에 지체 높은 분을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다 주는 마차나 마부에서 유래되었다. 목회자를 혹은 평신도들을 코칭을

할 때는 영적 진단을 한 후, 미래 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한다. 이 일은 코치가 돕지만 피코치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설정한다.

넷째는 도착지에 도달하기 위해 있어야 한 로드맵(road map)혹은 아젠다(목표와 실행전략 기획안)이다. 그 도착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방법, 

방침, 혹은 방향을 세운다. 이것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 실행해 갈수 있다. 모세를 코칭할 때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방침(출 18: 19-22)을 갖도

록 도와주었다. 아무나 천부장, 백부장 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요인은 성과(production)를 측정하는 일이다.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다면 코칭 한 후에, 코치와 피코치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타

났는가? 지체 높은 분을 모시고 마차를 몰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으면 그 결과는 좋았는가? 또 그 분이 또 그 마차를 타고 싶은가? 평가하

고, 성과를 측정을 한다. 

이상이 코칭을 할 때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이 코칭을 효과적으로 하게 할 것이다. 

지금 당신은 코칭의 정의를 알고 코칭을 하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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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사례연구>><<2. 교회 사례연구>>

아래는 <GO Thrive coaching>을 통해 건강해 진 교회들의 샘플이다. 이번 제 3호에는 버지니아주 P교회의 C목사의 목회자와 교회가 코칭을 받은 후 어떤 성과

(변확)가 있었는지? 살핀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필자는 그린오션 뜨라이브 코칭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찾는 것은 코칭의 성과임을 알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은 그린오션 뜨라이브 코칭을 통해 성과를 맺은

교회를 찾았다. 한국과 미국에 코칭을 통해 성과를 맺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과를 구한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이제 그린오션 뜨라이브 코칭의 실행을 통해 성

과를 맺은 교회가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 기쁘고 감사 할 일이다.

제1차 개인과 교회 건강진단 후 목표와 실행전략을 세우고 코칭을 마친 후에 제2차 개인과 교회의 건강진단 후 나타난 성과들을 살펴본다. 

첫 번째는 질적(quality) 연구 방법을 통해 나타난 성과, 둘째는 양적(quantity) 연구 방법을 통해 나타난 성과이다.

버지니아주 P 교회 C목사의 건강진단 후 나타난 질적 성과는 목

회자의 1차 건강진단과 제2차 건강진단의 질적 성과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이 교회의 역사는 40여년 되었다. 현재 제4대 목사로

C목사가 청빙되어 시무한지 3년째이다. <그림 1-1> “버지니아주

P 교회 교인 참여 분포도”를 보라. 교회건강진단에 참여한 성도

들의 분포도는 여성들이 91%. 남성들이 9%가 된다. 연령층이 30

대가 18%, 40대가 18%, 50대가 32%, 60대가 21%, 그리고 70대

가 12%를 주로 이룬다. 매 주일 출석이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들

을 합하여 약 350명으로, 제2세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건강한 교회에 속한다.

<그림 1-1> 버지니아주 P 교회 설문 진단 참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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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자의 건강진단 후 나타난 질적 성과(Qualitative results)

1) C 목사는 10가지 주제들의 질적 평균치가 2.94 상승

버지니아주 P 교회의 C목사가 코칭 받은 후 나타난 성과는 질적 평균치가 2.94 상승했다. 제1차 건강 진단을 받았을 때는 10가지의 주제의 평균치가 77.93이었

다. 그러나 제2차 건강 진단을 받은 후 평균치가 80.87(+2.94)가 상승했다.

<그림 1-2> 버지니아주 C목사의 제1차와 제2차 건강진단 주제별 비교

2) C 목사는 15가지 요인들 중 6 가지 요인이 상승

이 10가지 주제에 영향을 주는 15가지 요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제1차 진단에 나타난 강점들은 B. 삶의 변화 경험(91), C. 크리스천의 영향력(83), 

D. 역량의 개발(87), F. 지도자의 영향력(83), G. 비전의 소유(91), H. 사역 가치의 공유(83), L, 인간관계(83) 등이었다. 그러나 제1차 건강진단 후에 나타난 요인

들 가운데서 앞으로 개발해야 할 요인들은 A. 하나님의 은혜 체험(75), J. 주민이해(55), K. 필요 전도(79), M. 시스템 디자인(75), N.효과적인 구조(63), 그리고

O. 평가와 전략(67)이었다. 

그런데 제2차 진단 후에 나타난 <그림 1-3> “버지니아주 C목사의 건강진단 제1차와 제2차의 진단 비교”을 보면 A. 하나님의 은혜 체험(75)은 +8 상승해서 83, 

E. 코칭 리더십(75)은 +4 상승해서 79, J. 주민이해(55)는 +12 상승해서 67, M. 시스템 디자인(75)은 +12 상승해서 87, N.효과적인 구조(63)는 +8 상승해서 71, 

목회자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 10가지의 주제별

로 분류한다. 

<그림 1-2> C 목사의 제1차와 제2차 진단 주제별

비교”를 보면 1-2)영성과 인격이 83에서 87(+4)

로 +4가 상승, 3-4)역량과 지도력이 81.67에서

81.67(+0)으로 변화가 없고, 5-6)비전과 핵심가치

는 84.33에서 85.67(+1.34)로 +1.34 상승, 7-8)주

민이해와 인간관계는 72.33에서 73.67(+0.34)로

+0.34상승, 그리고 9-10)시스템 디자인과 전략은

68.33에서 73.33(+5)으로 +5가 상승했다. 가장 많

이 상승한 주제가 시스템 디자인과 전략(+5)과 영

성과 인격(+4)이다. 그 다음이 비전과 핵심가치

(+1.34) 그리고 주민이해와 인간관계(+0.34)이다, 

그러나 변화를 만들지 못한 부분은 역량과 지도력

(+0)이다. 

2) C 목사는 15가지 요인들 중 6 가지 요인이 상승

이 10가지 주제에 영향을 주는 15가지 요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제1차 진단에 나타난 강점들은 B. 삶의 변화 경험(91), C. 크리스천의 영향력(83), 

D. 역량의 개발(87), F. 지도자의 영향력(83), G. 비전의 소유(91), H. 사역 가치의 공유(83), L, 인간관계(83) 등이었다. 그러나 제1차 건강진단 후에 나타난 요인

들 가운데서 앞으로 개발해야 할 요인들은 A. 하나님의 은혜 체험(75), J. 주민이해(55), K. 필요 전도(79), M. 시스템 디자인(75), N.효과적인 구조(63), 그리고

O. 평가와 전략(67)이었다. 

그런데 제2차 진단 후에 나타난 <그림 1-3> “버지니아주 C목사의 건강진단 제1차와 제2차의 진단 비교”을 보면 A. 하나님의 은혜 체험(75)은 +8 상승해서 83, 

E. 코칭 리더십(75)은 +4 상승해서 79, J. 주민이해(55)는 +12 상승해서 67, M. 시스템 디자인(75)은 +12 상승해서 87, N.효과적인 구조(63)는 +8 상승해서 71, 

<그림 1-3> 버지니아주 C 목사의 제1차와 제2차 건강 진단 비교

그리고 O. 평가와 전략(67)은 +4 상승해서 71이 되

었다. 그런데 이 6가지 요인들이 상승되면서 다른

요인들도 등달아 약간씩 상승 되었다. 물론 상승되

지 못하고 하강한 요인들도 있다. 그러나전반적으

로 볼 때 15가지 요인들의 평균이 2.94 상승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찾아 처방하면 다른 요인들도 등달아 상

승하는 경우가 있다. 그 요인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까지

질적 성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처방을 할 때에

많은 요인들을 변화시키려하기보다 3-4가지 중요

한 질적 요인들만 처방하면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공하는 프로잭트는 실행이 다르다(Smarter 

Execution)”의 저자 길버트는 “중요한 전략 이니

셔티브는 3-4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M. 시스템 디자인과 N. 효과적인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1) 매달 2번씩 홀수 화요일에 20여명의 교회 핵심 리더들(각 기관장들과 부서장)들이 모여 사역을 논

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고, (2) 젊은 부부 위한 소그룹 제자훈련을 실시했다. 1년 동안 10개의 소그룹을 탄생시켰다. (3) 교회 뉴스 레터를 발행했다. 그리고

E. 코칭 리더십과 O. 평가와 전략 개발을 위해: (1) 8개월간 전문 코치의 코칭을 5 차례 받았다. (2) 교회 건강진단 후 처방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실행 전략팀

이 5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그 결과 C 목사의 15가지 요인들의 평균 건강 질적 수치가 2.9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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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회자의 건강진단 후 나타난 양적 성과(Quantitative results)

'목회자가 건강진단 후 나타난 양적 성과를 살피는 일은 교회가 건강진단 후 나타난 양적 성과를 살피는 일 보다 어려운 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인 목회

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설정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최대

한 그들이 준 자료와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들에 의해 제1차와 제2차 진단 후에 나타난 양적 성과를 살핀다.

1) 제1차 건강진단 후 C 목사의 양적 목표 설정

<그림 1-4> C 목사의 제1차 목회 건강진단 후 처방

3) C 목사는 진단 후에 15가지 요인들 중 6 가지

요인을 처방

<그림 1-4> “버지니아주 C목사의 제1차 목회자

건강진단 후 처방”을 보라. C목사는 진단 후에 나

타난 가장 약한 요인 6가지 요인을 처방하였다.

A.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위해: (1) 개인과 주일예

배 말씀의 깊은 연구, (2)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전념하고, (3) QT반을 운영했다. J. 주민이

해를 개발하기 위해: (1) 11월에 이웃 초청 잔치를

꾸준히 준비했다. (2) 새신자들 관리를 위해 바나

바 팀(4주)을 훈련했고, (3) 새신자반을 만들어 1

년에 4차례 새 신자 교육(5주)을 시켰다. 새 신자

교육에 30명이 등록을 했는데 22명이 생길 수 있

었다. 

버지니아주 C목사가 세운 양적 목표를 살펴본다. 1차적으로 이 교회에서 보낸 “목표와 실행전략 기

획안(설정/성취)(부록7)” 를 본다. 이 자료를 받은 후 C목사와 3차례 그리고 부목사와의 4차례 인터

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목표가 성취되었음이 보고되었다. 그가 목회자의 건강 진단 후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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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팀 모임을 5차례 정도 인도한다. 그리고 (3) 년 초에 가서 제2차 목회자와 교회의 건강을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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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O THRIVE COACHING NEWSLETTER

그러나 인터뷰의 결과에 의해 살펴본 것들을 정리한다. C목회자가 애초에 세우면서 기대했던 양적 목표(expected goal)가 100%가 달성이 되었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67%만 달성해도 감사하고 만족(satisfied goal) 할 일이다. 만일 100% 이상 기대치를 넘어서 최고치(excellent goal)에 도달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

사할 일이다. 그 외의 인터뷰와 부목사가 보내 준 보고서에 의하면 C목사가 성취한 점수는 <그림 1-6>와 같다.

C 목사가 그 해에 세운 양적 목표는 얼마나 성취가 이루어졌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4가지의 목표를 합산하여 평균하면 84%가 달성되었다. 1) 개인

과 주일 예배 말씀 연구가 80%, 2)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에 전념이 80%, 3) 영적훈련으로 소그룹 부부제자반이 100%,

성지 순례 반 훈련이 67%가 되어 평균 84% 그리고 4) 생명의 삶 큐티 반은 20명으로 약 90% 달성이 되었다. 둘째, 주민이해와 필요전도는 3가지 양적 목표를

처방한 후에 전체 합산하여 평균하면 91% 달성되었다. 1) 11월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몇 명을 목표로 한다는 숫자를 세우지 않았기에

이웃 초청 잔치를 한 것으로 100%. 2) 새 신자 관리를 위해 바나바 팀을 훈련하고 12명이 졸업을 했기에 100%. 3) 새 신자반 교육을 일년에 4차례나 실시했는

데 전체 30명이 등록하여 22명이 졸업 했기에 73% 달성이 되었다.

<그림 1-7> 버지니아주 P교회 C목사 성장 수치 비교

셋째, 교회 시스템 디자인과 효과적인 구조는 3 가지의 양적 목

표를 세운 후 처방하여 평균하면 70% 달성이 되었다. 구체적으

로 1) 매월 2번씩 홀수 화요일 저녁 7:00에 모이는 모임이 계속

해서 진행을 했기에 80%, 2) 교인들과의 소통의 원활을 위해 교

회 신문 발행하기로 했는데 6회 중에서 2회를 발행했기에 40%,

그리고 3) 교회 로비(lobby)에 벽보를 붙이고 배너를 세워 놓는

일은 매우 잘했기에 90%. 넷째, 코칭 리더십과 평가와 전략에는

3가지 양적 목표를 처방한 후에 평균하면 73% 달성 되었다. 1)

전문 코치를 통해 5차례를 받아야 하는데 3차례를 받아 60%. 2)

교회에서 정한 8명의 실행전략팀들의 모임이 5회를 계획했지만

3회를 만났기에 60%. 마지막으로 3) 년초에 제2차 목회자와 교

회의 건강을 진단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결과 제2차 목회자와 교

회의 건강을 진단했기에 100% 달성을 했다.

<그림 1-6> C목사의 제2차 건강진단 후 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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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토 지역 GO Thrive coaching세미나>>

이번 2014년 8얼 7-9일(월-수)에 토론토에서 개최된 토론토 지역 목회자

들을 위한 코칭 세미나는 딕시침례교회(담임목사: 김용섭선교사, 원로목

사: 안석환 목사)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이 모임에는 토론토지역에서 11명, 몬트리얼 지역에서 1명 모두 12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으며, 7일(월) 오후 2:00시작해서 9일(수) 오후 1:00에

마쳤습니다.

이번에 취급한 코칭 주제들은 1)다윗의 4C모델 신앙, 2)코칭의 유래와 정

의,3)코칭의 성서관과 신학관, 4)코칭의 기술을 학습을 했으며, “코칭의 이

론“ 중 제1단계, 제1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모임은 50% 강의, 50%는 활동 실습을 했으며, 4개의 팀(한팀이 3명

씩)으로 나누어서 실습을 하고, 또 그 팀장이 나와서 실습한 내용을 발표

하는 시간을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모두 제1단계 제2차 코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단계, 제2차 코칭은 2015년 1월 19-21일(월-수)에 토론토 Dixie 침례

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며, 제2차 코칭에서는 제1차 코칭에서 학습하지

못한 부분인 1)코칭의 과정, 2)코칭의 실행, 3) 코칭의 성과, 그리고 4) 코

칭의 실제 부분에서 (1) 코칭의 평신도 진단과 처방, (2) 코칭의 자산평가

와 자기 발견을 학습하게 됩니다. 

교재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코칭 시대”교재와 새 교재인 “GO Thrive 

coaching Leader’s Book”을 사용합니다.

물론 제1단계 제1차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제2차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단계 제1차 과정을 학습하지 못했기에,

다음 기회에 학습을 해야 합니다. 또 11월 중순까지 등록을 마치고, 

교회 평신도 리더들 1명에서 10명까지 건강을 진단을 마쳐야 합니다.

코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WWW.igomt.com, 또 토론토 지역

코칭 세미나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담당자인 김용섭 선교사에게 이

메일(yongsup_kim@hotmail.com) 혹은 전화(1-905-607-0058) 로 문의

하면 됩니다.

이상의 버지니아주 P교회 C목사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수치를 비교해 보

면 질적 성장 수치가 양적 성장 수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프로잭트를 하면서 아쉬은 점은 필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질적 및 양적 목표

를 사전에 세우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 체험에서

4가지가 있다. 개인과 주일 예배 말씀 연구에 대해 매주일 몇 시간을 투자하기

를 원하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목표를 정했다면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졌을 것이다. 개인과 주일예배 말씀 연구를 매주 10시간씩 한

다.“ 라는 구체적인 양적 성과 목표를 정했다면 수치를 물어 보았을 때 8시간

정도를 했다면 개인과 주일예배 말씀 연구는 80%가 성취가 됐다는 사실을 확

실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제 C목사는 양적 및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나타난 열매들을 종합하고 평

가해 본다. <그림 1-7>을 보면 목회자의 질적 목표 결과는 10가지 요인의 질

적 성장 수치가 77.93에서 80.87로 상승했다. “GO전략팀의 통계” 에 의하면

목회자 건강진단의 결과 매년 질적 성장 평균치를 2%로 보기에, 버지니아주

P교회의 C목사는 +2.94가 증가해서 147%의 성장 수치를 기록한다.

그리고 양적 목표 결과는 10가지 요인 중 하나님의 은혜체험이 84%, 주민이

해와 필요전도가 합해서 91%, 시스템 디자인과 효과적인 구조가 70%, 그리

고 코칭 리더십과 평가 전략이 73%가 되어서, 10가지 요인들의 전체 합의 양

적 평균이 80%의 성장수치를 기록한다. 그러므로 버지니아주 P교회 목회자

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합의 평균치는 114%의 성과를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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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문학 스케치 출판사에서 2010년에 출판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Coach anyone about anything으로

아마존 10년 연속 비즈니스 베스트 셀러이다.

저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컨설팅 개입 설계자로서

이글스뷰 R 시스템 회장인, 저메인 포르세와 제드 니더러가 공저하

였고, 남서울 대학교 교수이며, 한국 코칭학회 회장인 도미향이 감수

했다.

이 책은 코칭의 역할, 코칭의 내용, 코칭의 과정, 코칭의 범위, 코칭에

대한 저항, 코칭의 스팩트럼, 코칭의 철학, 코칭의 훈련 등 다양한 이

야기를 하고 있다.

모든 내용을 소화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 나름대로

얻은 몇 가지 코칭의 원리를 정리해 본다.

첫째 원리는 코칭을 받는 피코치는 솔직(honest)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을 솔직하게 들어내는 것을 싫어한다. 그

러나 코칭을 받는 피코치는 솔직해야 한다고 한다.

부족한 면, 개발해야 할 면을 찾아 들어내는 일에 솔직해야 한다. 그

렇게 해야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p.107)

피코치가 코칭을 받으면서 정직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

다. 환자가 의사 앞에 자기의 병명을 숨길 수 없듯이 코치 앞에 피코

치는 진실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어 낼 줄 알아야 한다. 

코칭을 하면서 필자는 목회자와 교회의 건강 진단을 꺼리는 분을 만

난다.

진단을 위해 설문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다.

피코치가 약점을 들어낼 수 없으면 코칭이 힘들어지고, 코칭의 효율

성도 반감이 된다.

둘째 코칭의 원리는 코치가 헌신적이기 보다, 피코치가 헌신적이어야

한다.(p. 165)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저메인포르셰 /  제드 니더러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할 분은 코치가 아니라, 피코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업이나 사역의 목표를 설정하는 분이 피코치이지, 코치가

아니다. 코치는 피코치가 삶과 사역의 위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촉매 역할을 하는 분이지 결정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져메인 포르

세는 “코치는 피코치가 필요한 부분을 촉진시켜 주어 성과를 만들게

하는 역할자“라고 한다.(p.165)

피코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헌신적이어야 한다. 시

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쏱아 만든 실행할 아젠

다가 성취되도록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 원리는 “피코치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코치

는 알아야 한다.

“피코치는 변화에 대해 저항을 한다“는 말이다(p.95)

저자 포르세는 “피코치는 태생적으로 코칭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어항 속의 모래와 같이 가라 앉아 있는 모래를 아무리 휘

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옛날 상태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독립적

자기 사고로 돌아가서 변화되기 힘든 존재란다. 

왜 그런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라왔고, 주

체적으로 훈련을 받아 왔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강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코치는 피코치를 변화시켜려 말고, 가르치려고도 하지도 말

고, 스스로 변화되도록 피코치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질문”

만 던지라고 한다.

저메인 포르세와 제더 니더러가 필자에게 준 3가지 코칭의 원리는

첫째 피코치가 솔직할때 코칭의 성과가 높다. 

둘째 피코치가 헌신할때 코칭의 성과는 이루어진다. 

셋째 코치는 피코치를 변화시켜려 말고, 생각의 질문만 던지라.

Prepared by James Sok, GO Thrive coaching, International Coordinator, J

une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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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게리콜린즈세미나에참석을바랍니다.

미주 침례신문사(이사장:임경철목사, 사장:심윤수 목사)에서는 이번 아틀란타 Hyatt 

Hotel(Atlanta, GA)9월 15-17일(월-수)에서는 2박 3일간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강의를 하다가 코칭으로 방향을 돌리고, “코칭 바이블”을 쓴 게리 콜린즈 목사님을

모시고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목회는 이제 코칭의 시대에 들어 왔습니다.

코칭은 5 가지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한 가지가 성도들과 신뢰 관계입니다.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라는 뜻입니

다. 둘째는 목회자는 자신 뿐 아니라 성도들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건강을 진단

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목회자는 자신 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야 할지, 방향

을 설정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넷째는 목회자와 교회 실행전략팀들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전략을 가지

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일이 목회에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면

목회는 50% 성취된 기분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80%가 성취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째는 미래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번 코칭 세미나에 오셔서 코칭 목회를 배우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리 콜린즈 목사님께서 5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한호 박사님(전 침신대 총장)

과 정태회 박사님(DCMI.대표. 훼이스 신학대학 교수) 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

리고 이 부족한 종도 게리 콜린즈 세미나에서 내년 3월에 출판할 “코칭시대” 책에서 엑기스

만 뽑아 2강을 강의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강의는 2015년 1월 26-28일(월-수)에 아틀란타(2박 3일)에서, 2

월 2-5일(월-금)에 LA(4박5일)에서 하게 됩니다. 아틀란타는 일반 목회자들을 위해, LA는

캔사스 시디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칭을 통해 목회자의 삶과 사역에 새로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초청합니다. 

201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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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게리콜린즈세미나에참석을바랍니다.

미주 침례신문사(이사장:임경철목사, 사장:심윤수 목사)에서는 이번 아틀란타 Hy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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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가지가 성도들과 신뢰 관계입니다.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라는 뜻입니

다. 둘째는 목회자는 자신 뿐 아니라 성도들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건강을 진단

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목회자는 자신 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야 할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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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태회 박사님(DCMI.대표. 훼이스 신학대학 교수) 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

리고 이 부족한 종도 게리 콜린즈 세미나에서 내년 3월에 출판할 “코칭시대” 책에서 엑기스

만 뽑아 2강을 강의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강의는 2015년 1월 26-28일(월-수)에 아틀란타(2박 3일)에서, 2

월 2-5일(월-금)에 LA(4박5일)에서 하게 됩니다. 아틀란타는 일반 목회자들을 위해, LA는

캔사스 시디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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