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오션 뜨라이브 코칭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이 준비할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크 표를 해보십오)

1. 코칭 세미나에 참석 전에 반드시 할 일은 <목회 건강진단 설문>을 실시하는 일입니다. 
이 설문은 WWW.igomt.com 에 들어가서 직접 온 라인 상에서 하게 되며, 세미나 시작
하기 전 2주일 전까지 마쳐야,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목회자 건강
진단 설문”만 작성 바랍니다. “평신도 리더용 설문지”는 다음에 하게 됩니다.)   당신은 

<목회자 건강진단 설문>을 마쳤습니까? 예_____, 아니요____

2. <목회자 건강진단 설문>을 마친 후 그것의 결과물로 <목회자 건강진단 평가 및 처방 보

고서>를 받았습니까? 예___, 아니요___( 만일 받지 않으셨으면 이 메일을 보내어 확인
하기 바랍니다. email:jamessok_4@hotmail.com, 

3. 제1단계 “코칭의 이론”(theory)의 첫 번째 세미나(2박3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과제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받은 <목회자 건강진단 평가 및 처방 보고서>를 기초해서 
보내 드리는 첨부 파일(부록 #3): 목회자(선교사) 건강 진단 처방 전략 용지(갑)(을)을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작성하는데 2-3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당신은 <목회자

(선교사) 건강진단 처방 전략 용지(갑)(을) 앞뒤를 작성하셨습니까? 예_____, 아니요

____

4. 아래 책들 중에서 1권을 선정해서 읽어 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보고서를 아래와 같

이 작성해 오면 좋습니다. (1) 책 내용에 대한 요약, (2) 느낀 점, (3) 삶이나 목회에 

적용점을 담아 2-3쪽 분량으로 하기 바랍니다.  
5. (1) 석정문 저, “그린오션 교회”, Nexwave출판, 2013년, total 406.pp. IBSN 

978-89-97505-07-1, 정가18000원, 
6. (2) 게리 콜린즈, “코칭 바이블”, IVP, 2011년, total 470.pp) IBSN 978-89-328-1260-1, 정

가 22,000원, 
7. (3) 김창범.선종욱 지음, “리더십 혁신 코칭하라”, 태동출판사, 2010년, total 300.pp) IBSN 

978-89-272-0360-5, 정가 10,000원, 
8. (4) 전도근 지음, “라이프 코칭”, 북포스, 2010년, total 270.pp) IBSN 978-89-91120-37-2, 

정가 13,000원, 
9. (5) 조엘 코미스키 지음,”셀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NCD, 2011년, total 171.pp) ISBN 

978-89-5788-046-3, 정가6500원, 
10. (6) 김학중 지음,“코칭리더십으로 교회 살리기”,  NCD, 2007년, total 234.pp,  ISBN 

89-5788-107-7, 정가10,000원, 
11. (7) Tony Stolzfus, “Leadership coaching”, TLC, total 312.pp, 영문판 ISBN 

1-4196-1050-3, 정가 $19.90, 
12. (8) Robert E. Logan and Sherilyn Carlton“Coaching 101”(, Church Smart, 120.pp, 영문

판, ISBN-10: 1-889638-37-4, 정가 $10.00     

13. * Prepared by James Sok(석정문), GO Thrive Coaching, International 

Coordinator, jamessok_4@hotmail.com, WWW.igomt.com  on July 31,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