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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HRIVE COACHING 세미나 

교회리더 코칭 세미나 인도(2013년 11월 아틀란타 새생명교회/담임:유영익목사) 

www.igomt.com 



GO THRIVE COACHING 세미나 

구역장 코칭 세미나 인도(2014년 2월 전북익산 이리중앙교회/담임:조성천목사) 



GO THRIVE COACHING Conference 

제1회 GO THRIVE COACHING Conference(LA)    

  

www.igomt.com 



GO THRIVE COACHING Conference 

제2회 GO THRIVE COACHING Conference(아틀란타)    

  

www.igomt.com 



GO THRIVE COACHING Conference 

코칭 Advanced 세미나  

2012년 제1회 코칭 Advanced 세미나(버니지아)  2013년 제2회 코칭 Advanced 세미나(버지니아)  

www.igomt.com 



코칭 참고도서 

1. 돈 커즌스 지음, “리더여 변화를 경험하라”,  

(생명의말씀사, 2011) 

2. 이희경, “코칭 입문”(서울: 교보문고,2011)  

3. 에드 스테저.마이크 도슨의 공저, )(요단, 2010) 

“부흥하는 교회 성장 리포트(comeback church)” 

4. 토니 스톨츠푸스. “Leadership coaching” 

(: www.Coach22.com, 2005) 

5. 톰 레이너와 에릭 게어거 (생명의 말씀사, 2009) 

(Tom Rainer외 1명), “단순한 교회(simple church)” 

6. 대이브 크래프트(Dave Kraft), "Leaders who last 

(끝까지 가는 리더)“, (Ctossway, 2010) 

7. 존 이튼외 1명 “COACHING SUCCESSFULLY’ (DK, 2000) 

8. Andy Stanley 저, “넥스트(The next generation leader)“, (DMI, 2005)  

 
www.igomt.com 



코칭 참고도서 

9. 송영수 지음 “인 아웃 코칭”(Credu, 2011)  

10. 김학중 지음, “코칭 리더십으로 교회를 살리기", (NCD, 2007) 

11. 존 맥스웰,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The 15 invalualble lowa of growth)", 

(비즈니스북스, 2012) 

12. 스즈기 요시유키 지음, “코칭", (느낌있는 나무, 2001) 

13. 구은미 외 공저,”알고 하는 코칭“(하이 비전 2011) 

14. 신현만 지음, "능력보다 호감부터 사라" (위즈덤하우스, 2011) 

15. Steve Ogne & Tim Roehl, "TransforMissional Coaching" (B. & H. Books 2008)  

16. 전도근 지음, "라이프 코치" (불 포스, 2010) 

17. 프레더릭 허드슨(Frederic Hudson), 코칭 핸드북의 저자,  

18. 엘리자베트 하버라이트너 외 지음, “코칭 리더십(Coaching Leadership)",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2)  

19. 게리 콜린즈, “코칭 바이블”(서울: IVP, 2011) 
www.igomt.com 



코칭 참고도서 

20. Robert E.Logan and sherilyn Carlton,,  

“Coaching 101”, Church Smart). 

21. 요셉 유미디. 렌스 월나우 공저,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 (NCD출판, 2005)  

22. 팀 엘모어, “멘토링”,(진흥출판,1998) 

23. 스티븐 오거너 토마스 네블, “리더들 세우는 코칭” 

(서울: 제자훈련원, 2004) 

24. 정진우, “코칭 리더십”, (Asia coach Center, 2005). 

25. 게리 콜린즈, “크리스챤 코칭”,(Navpress, 2009) 

26. 조엘 코미스키 저, “셀 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 한국 NCD, 2011년) 

27. 김창범.선종욱 지음, “리더십 혁신 코칭하라” 

( 태동출판, 2011)  
www.igomt.com 



코칭 참고도서 

28. 스티브 오그너. 토머스 네블 공저, “리더를 세우는 코칭”(국제제자훈련원, 2005)  

29. 존 휘트모어 지음,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리더십”,(김영사, 2007)  

30. 랄프 소시스, “전략 사전”(옥당출판, 2010) 

31. 사비에르 길버트.베티나 비췔. 로다 디이비드슨 지음, 

 “성공하는 프로잭트는 실행이 다른다”, (비즈니스맵, 2010) 

32. 브라이언 트레이시(Brian Tracy) 저, “Goals(목표)”,  

(Berrett-Korhler publishers, Inc. 2003) 

33. 존 맥스웰 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 비즈니스북스, 2012년)  

34. 저메인 포르세, 제드 니더러 공저,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문학 스케치,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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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gomt.com 



코칭 참고도서 

36. 로널드 하이페츠외 지음, “적응 리더십”,(더난 출판) 

37. 로버트 하그로브 지음, 

 “변혁적 리더를 위한 리더십 코칭(Master Coaching)”,(김앤김 북스,, 2010)  

38. 크레이크 크로쉘 지음, “카존”, (두란노, 2006) 

39. The American Heritage DSK DICTIONARY.  

40. 류도량 지음,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쌤 앤 파커스, 2010) 

41. 로베르트 비스바스 디너.벤딘 지음, “긍정심리학 코칭”(아시아 코치 센터, 2009) 

42. Jason W. Womack 지음, "Your best just got better”(John Wiley and sons , 2012) 

43. 테리 J. 파뎀 지음, “ 성공하는 리더의 질문 기술”(쌤앤 파커스, 2009)  

44. Jim Collins 지음, “Great by choice”(Harper, 2011)  

45. 석정문 저, "GO Thrive Coaching Leader’s Book"(Nexwave 출판, 2013)  

46. 게리 켈러외 1인“한 가지에 집중하라!(The one thing)”(비즈니스북스, 2013) 

www.igomt.com 



2015년 GO THRIVE COACHING BROCHURE 



2015년 GO THRIVE COACHING BROCHURE 



GO THRIVE COACHING  홈페이지 

www.igomt.com 

www.igom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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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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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GO THRIVE COACHING  홈페이지 

A.1/2차 목회건강진단보고서

(6%) 

www.igom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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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치 교회 방문 보고서(8%) E.1-5차 실행전략팀 목표 
/실행전략 보고서(24%) 

B.1/2 차 교회건강진단보고서(6%) 
C. 1/2차 목회자의 목표/ 
실행전략 기획안(8%) 

D. 1/2 차 교회건강진단       
보고서에 대한 평가서(8%) 

참고: 코칭 받는 분들은  소통의 원활을 위해 진단 자료물과 소감을  WWW.GOTracking.org 에 올려 놓습니

다.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1-162.pdf�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1-162.pdf�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1-164.pdf�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1-164.pdf�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2-164.docx�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2-164.docx�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2-164.docx�
http://www.gotracking.org/uploaded_files/PA2-164.docx�
http://www.igomt.com/�
http://www.gotracking.org/default.asp�
http://www.gotracking.org/�


GO THRIVE COACHING  격월 신문발행 

2014년 ¼분기 코칭신문(4월발행) 2014년 2/4분기 코칭신문(6월발행) 

www.igomt.com 



Thank You 
석정문 목사 / jamessok_4@hotmail.com / www.igom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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