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endix-2:"GO Coaching 목회자/선교사 세미나 등록 원서)

<GO Coaching> 목회자/선교사 세미나 등록원서(한국/미국/그 외 나라)

Registration information(등록정보):

교회/기관(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Telephone(셀):                                         

미국/한국 목회자 등록금: $_1,200/120만원(사모 동참시 $60/6만원 더함), 합계:____________ 
해외 선교사/목사의 등록금: $ 60(사모 동참시는 $30을 더함) 합계:________________

2018년 2월-6월  “GO coaching 세미나” 스케줄

2018년 2월 19-21일(월-수) 미국(달라스) 제6차 코칭 컨퍼런스 “하브루타식 1:1 개별 코칭", 
달라스 플라워 마운드 교회(담당: 김경도)

2018년 3월  1-2일(목-금) 일본 동경 코칭,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C) 동경 혼조 교회(담당: 소한훈 )
2018년 3월 12-14일(월-수) 베트남 코칭,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A)”, 호지명 시티(담당 : 이상훈,이민재)
2018년 4월 18-20일(수-금)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C)”,(담당: 최진기)
2018년 4월 22-25일(월-수) 태국(방콕)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A)(B)”, (담당: 양덕훈/정희찬) 
2018년 5월  1일-2일(화-수)   키르키스탄(비스켙),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B)”, (담당 : 김형욱/안동인)
2018년 5월  3일-4일(목-금)   키르키스탄(비스켙),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A)”, (담당 : 김형욱/안동인)
2018년 5월  9-11일(화-목) 유럽(체코,프라하)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A)(B)(C)“(담당 : 허보통/곽용화)
2018년 5월 16-18일(월-화) 유럽(우크레이나, 키엡),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A)"(담당 : 최하영)
2018년 5월 28-29일(월-화) 한국 제4기생(1)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A)“, (담당 : 석정문)(*)
2018년 6월  4-5일(월-화) 대전 제4기생(1),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A)“, (담당:  석정문)(*)
2018년 7월 16-17일(월-화) 미국(센프란시스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B)“, (담당: 이중직)(*)
(*)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미정입니다.
<참고>
1) 등록원서는 등록금과 함께 30일 전에 보내고, WWW.igomt.com에서 <건강 진단 설문>을 마칩니다.
2) 1년간 (1) 건강 진단 보고서(p.44쪽) (2) 코칭 세미나(2-3차례), (3) 강의 교재 2권(p.136쪽), (4)개별 코칭(12
차례)의 비용은 120만원/$1200입니다. 1차 코칭 때 20만원/$200, 나머지는 매월 $100/10만원씩 10개월간 은
행계좌로 보낼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등록비는 <하나 은행> 634-910416-82707 계좌로 입금하며(예금주: 석정문)로, 등록용지는 jamessok_4 
@hotmail.com 으로 보내고, 건강 진단 설문지는 WWW.igomt.com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미국의 등록비는 
수표(payable to GO Thrive coaching)를 써서 사무실 주소(GO Thrive coaching, 200 Flower Mound Rd Flower 
Mound, TX 75028 USA 214-513-7707, kdkimm99@gmail.com) 로 보냅니다.
4) 선교지역의 숙박비는 본인이나 지역에서 부담하고 등록비로 일인당 $60(부부는 $90)을 지불합니다. <GO 
코칭>장학금이 필요한 지역은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한국사무실: (010)7565-4134(이희금), maryhsok@hotmail.com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89-25 양지빌라 #304 
연락처(석정문 목사): (630)452-5100(USA), (010)4825-8622(Korea) 
11417 S Belmont Dr Plainfield, IL 60585 USA   
E-mail : jamessok_4@hotmail.com, WWW.igomt.com  Revised on March 31,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