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런스 워킹>

▶강사 프로필

 공응경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NLP심리치유전공 박사

차의과대학원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유무용전공

세종대학교 경영대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사

템플스테이 산사명상 개발자, 워킹클리닉 강의

지경부 국장급 통통리더과정 걷기클리닉 강의

미국 달라스 쿠퍼클리닉 윌니스 프로그램(워킹강좌수료)

▶프로그램 개요



 

 

미술치유의 한 방법으로 색이 지닌 고유의 파장과 에너지의 성질을 심리치유에 활용하여 스트

레스를 완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키우는 정신적인 요법이다.

 

색은 빛의 성질이자 시감각의 성질이며 사물의 성질이다.

그래서 색은 인간에게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

단순한 시각작용을 넘어 생리적, 감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색이 가진 휴식, 생기, 안정, 기운(에너지), 진정, 자유 등의 효과는 신체ㆍ정신ㆍ감정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주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안을 주게 된다.

 

 
칼라 이미지 테라피 

개요 : 몸과 마음의 칼라를 알아 보며 앞으로 행운이 되는힐링칼라를 알아낸다.(2~3시간)

칼라는 태초부터 시작된 나의 일부입니다.

칼라진단과 함께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한다.

 

(나를 알고 나의 가족 자녀를 이해한다.)

 

 



 

 

푸드이미지테라피

개요 : 푸드를 가지고 심리적 허기를 채워가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다. (2~3시간)

일상에서 늘 대하는 음식재료를 사용하여 만지고 다듬고 먹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가도

록 돕는다. 오감을 자극해 무의식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건강

함과 영혼의 통합으로 회복하도록 자극들 준다.

 

 

만다라(원) 테라피 
개요 :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의 이미지를 일치적 힐링 이미지로 만든다 (2~3시간)

어머니의 모태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구형의 공간인 밀폐된 자궁 속에서 몸을 둥글게 구부

리고 있었고 막 우주 밖으로 밀려나올 때는 둥근 관문을 통하여 출산하게 된다.

원 속에서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으로 변하며 조화로워진다.

 

만다를 통한 내적 힐링테라피를 통하여 심신의 회복을 돕는다.

 

 

동화 이미지테라피

개요 : 동화를 읽고 난 후 나의 삶과 드라마를 생각해 본다. (2~3시간)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의 행복한 삶을 찿아본다.

 



 

 

 

가정 이미지 테라피

개요 : 우리 가정의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간다. (2~3시간)

우리 가족의 규칙과 우리 가족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갈등을 이해하고 함께 찿아간다.

 

 

엄마 이미지 테라피

개요 :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와 가정이 행복하다. (2~3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자녀과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찿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