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노회 Classis Hanmi

도서 : 피터 드러커 자기경영노트 

일시 : 매주 화요일 10-12시(10/06/2020-12-12/15/2020) 

경영학의 클래식 중의 한 권인 이 책을 JSU class 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은 COVID19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난 행운이다. 

또한 참가한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욱 내용을 풍성히 할 수 있었기에 

좋았다.  

저자는 경영자인 지식노동자의 실제적이고 가장 숭고한 존재적인 목적은 목표달성이라고 

강변한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경영자는 필수적으로 목표달성능력을 

배워야한다. 

그러려면 경영자는 최우선적으로 자기시간을 먼저 관리할 줄 알아야한다. 그런 후에 

경영자로서 자기가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경영자는 항상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최우선순위만을 조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한다.  

본인 현재 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다. 본인은 한 목회자의 관점에서 나와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를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노트의 렌즈를 통해서 한 chapter 한 

chapter 읽어가면서 반추해보았다. 경영학적-사회학적인으로 나와 교회를 나름 진단이 

되었다. 차후 진단에 따른 착실한 실천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신선한 충격과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 박희규목사(New Vision Church of Santa Maria)

피터 드러크의 ‘자기 경영’을 읽고서 리더쉽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여러 가지 

리더가 가져야할 자세를 배우고 생각해 볼 기회를 기졌다. 그 중에서 강점으로 일을 하도

록 하라는 것을 목회에 적용을 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지게 된다. 교인들은 세 가



지 측면에서 각자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터이다. 유전적인 달라트가 잘 계발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힌 경험이나 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있는 달라튼 그리고 성

령님께서 성도님들께 부여해 주신 은사들을 잘 찾아내고 이를 교회 사역에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한정된 자원들 속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가진 장점들과 강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을 위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게발해 드리는 것도 목회의 한 분야로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 

- 곽부환목사(한마음 제자교회)

경영학자들은 시대를 통찰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노트는 그런 점에서 각 시대의 자기경영에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나 자신을 돌아

보게 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목표달성이라는 결과물을 위해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환경관

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워 주고 있다. 경영학 책을 목회학 책으로 읽어서는 안되겠지

만 목회적 적용에 유익하다 생각한다.  

목회도 경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 물질, 재능, 시간 등을 잘 관리하

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간관리, 자기의 강점을 극대

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그리고 많은 회의나 결정에서 자주 실수를 범하는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목표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 오상규목사(남가주예수사랑교회)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노트를 읽고 토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주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되라는 것이다.  
목표달성은 경영자의 과업이다.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경영자가 될수 있는가? 필

요한 지식을 습득하라는 것이다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서 경영자는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해서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시간낭비 요인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는 공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이것은 목표달성의 열쇠라는 것이다 나

는 무엇을 공헌할수 있는가? 경영자 지식노동자의 자기 헌신이 중요하다 올바른 인간관계
로 생산적인 회의를 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점보다는 오히려 강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것

부터 먼저하라는 것이다. 중요한일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달성의 비결이며 중요한일부터 

먼저 해결하며 하번에 한가지 일만하라는 것이다. 과거를 단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의
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다. 먼저 사실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사실에서 출발하

라는 것이다 의견에서 출발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반대의견도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식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학습이며 목표달성 능력은 배워야 한다는 결론

을 보면서 경영학의 클래식이라고 과연 말할수 있음직하며 이것을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본다. 

- 나성평화교회 서오석 (OSeog Seo)목사

지난 목회에서 뒤돌아보면서 이 책을 보고 다시 점점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비전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속에서 성도들과 깊은 소통이 없었고 설득하고 기달리

는 리더의 모습들은 없었음을 인정한다. 충분한 시간과 비전들을 설득한 능력이 없으면 시

작하지 말아야 할 교회사역들이 많았음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 정특균목사(샌디에고우리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