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THRIVE 목회 코칭 등록원서(한국/미국/그 외 나라)"

Registration information(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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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Telephone(셀):                                         

등록금: $________/_____ 만원( 사모 동참시에 $100/10만원만 더하십시오. 사모님들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책값과 건강진단 비용만 받습니다.) 합계:$________/______만원

2017년 9월-12월  “GO Thrive 코치 세미나” 스케줄

2017년 8월 24일(목) 베트남 코칭, “코칭의 이론과 실제"(A), "호지명 시티(담당: 이 OO)
2017년 9월 5-8일(화-금) 미드웨스턴 DMin.,“코칭의 이론과 실제(A)(B)”, 한국/ 서울(담당:박성진 학장)
2017년 9월 11-12일(월-화) 서울  목코칭팀, “코칭의 평가와 전략(C)" 세미나(담당 : 이원봉 목사)
2017년 9월 25-26일(월-화) 대전 코칭팀, “코칭의 평가와 전략(C), (담당: 최홍운 목사)
2017년 10월 3일-10월5일(화-목) 카작스탄 “코칭의 이론과 실제”(C)(장소: 카작스탄)(담당:신기황/김형욱/강형민)
2017년10월 10-13일(화-목) 일본 동경, “코칭의 이론과 실제”(B)(장소: 동경시부야 교회)(담당:김영길 목사) 
2017년 10월 23-24일(월-화) 포항 중앙침례교회, “코칭축제컨퍼런스"(담당:김중식목사)(2017년 코칭팀)
2017년 11월 6-7일(월-화) 홍콩, I*B 선교사 코칭(A),(담당자: 설OO선생)
2017년 11월 13-14일(월-화) 광주 코칭팀, “코칭의 평가와 전략(C2)" 세미나(담당 : 배홍수 목사)
2017년 11월 17-19일(금-일) 말레지아, 쿠알라룸프 <평코칭>(3), (담당: 정희찬 선교사) 
2017년 11월 20-22일(월-수) 태국, 방콕 “코칭의 이론(A)/(C)(담당: 김용섭/양덕훈 선교사) 
2017년 11월 23-24일(목-금)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코칭의 이론"(C)<담당: 최진기목사/신John 선교사)
2017년 12월 18-19일(월-화) 서울 지역, “코칭의 평가와 전략(C)"(담당: 이원봉 목사) 

<참고>
1) 등록원서는 등록금과 함께 30일 전에 보내고, 그 사이에 <건강 진단 설문>을 마칩니다.
2) 1년간 (1) 건강 진단 보고서(p.44쪽) (2) 코칭 세미나(8일간), (3) 코칭 강의 교재(p.136쪽), (4)개별 코칭(12차례)의 비용은 
120만원/$1200입니다. 1차 코칭 세미나 때 20만원/$200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월 $100/10만원씩 10 개월간 보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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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4차례(매3개월마다)에 걸쳐 2박3일(전체 8일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5) 해외 선교사들은 일년 일인당 12만원/$120(부부 18만원/$180)의 비용이 들며,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사무실: (010)5535-4134(이희금), maryhsok@hotmail.com (010)4825-8622(석정문)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89-25 양지빌라 #304 
미국본부 : (630)450-5478(정재홍) (630)452-5100(석정문), 
11417 S Belmont Dr Plainfield, IL 60585 USA   
E-mail : jamessok_4@hotmail.com, WWW.igomt.com  Revised on Sept 1,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