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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 / Nature Chenneling

소 개 실내를 벗어난 자연의 공간 중 숲이나 잔디광장에서 평소에 쓰지 않던 몸을 골고루 사용하여 근육을 이완
하고 몸과 마음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를 풀어가는 양생법으로 에너지를 재 충전하며 스트
레스를 이완하는 자연치유의 방법으로 참여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의 방법을 쉽게 배우고 수련하
게 된다.

운영조건 잔디운동장, 치유의 숲. 트랙킹로 등 실내가 아닌 자연 조건( 야외용 매트리스 )

진행시간 60분~120분

참여대상 -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 재 충전 힐링 워크샵 기본
- 만성 스트레스, 피로로 인한 에너지 소진자를 위한 치유의 숲
- 자연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치유 대상자
- 공기업, 일반기업, 사회복지기관 힐링 프로그램의 기본 치유

참여인원 50명 내외

프로그램 - 잔디광장에서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 태극기공식 기본공 18식
- 치유의 숲 걷기 명상
- 몸, 마음을 다스리는 자연무와 자연기 기운 얻기 호흡명상

기대효과 -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서 에너지를 재 충전한다.
- 스트레스로 답답한 가슴을 열어준다.
- 몸 , 마음의 평화로운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
-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 스트레스를 풀어낸다.
- 기분(氣分) 좋다.

유의 사항 - 최소 2주전에 예약 접수
- 본 프로그램은 참사람통합힐링센터 힐링마스터가 진행합니다.

진행비 - 30명 내외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 31명에서 50명 내외 1,320,000원(보조진행자 1명 / 부가가치세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





센터소개

2008.5.1 설립되어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대체의학, 자연치유학, 사상의학, 명상학, 영성학 등 몸 바로 세우기, 마음 바로

세우기를 자연환경 속에서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기업의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 재 충전, 공감과 소통을 통
한 조직력 회복 및 감정노동자의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전문 힐링코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힐링
트랜드에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센터의 특장점
- 다양한 힐링센터

- 가평 .’청리움’ 한글과 컴퓨터 그룹 56만평 몸,마음 균형회복 명상센터
- 가평 ‘가평 더스테이힐링파크‘’24만평의 국내 기업, 공무원이 선택하는 제 1순위 아름다운 힐링센터
- 가평 ‘교원그룹 21세기 비젼센터 청평지역 평생연수원 전문 힐링센터
- 양평 ‘ 힐하우스 호텔‘’30년 전통의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하는 편안한 힐링센터
-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 북한강의 자연과 최적의 힐링을 위한 문화적 아름다움이 더 한 힐링센터
- 메인센터 ‘ 참사람통합힐링센터‘ 양평 숲 속의 소수 단체의 편안한 힐링센터

- 전문성
2008.5.1 설립이래 공무원, 공기업, 기업, 교사, 사회복지기관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면서
힐링분야의 전문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 신뢰성
삼성전자(2011), 농협중앙회(2016), 서울시청(2018) , 양평군청(2014)등과 힐링 협력업체 등록과 2020년
현재 200여개 단체 10,000여명에 참여와 함께 하였습니다.



균형회복촉진자프로파일

현/ 허허의 자연치유연구소 원장
현/ 참사람통합힐링센터 대표
현/ 허허 몸,마음치유명상 TV 유투버

- 신체심리학(Somatic psycology) 공부/ 행동치유 촉진 전문가
- 사상체질학자/체질에 따른 식이요법,심리요법, 운동요법 전문가
- 허허 치유운동법 지도자/ 면역회복 운동법, 대사질환치유 운동법,심리치유운동법
- 허허 숨通 마음通 몸通 몸,마음치유 명상지도자
- 허허 치유걷기전문가(현/한국노로딕워킹 이사. 걷기 전문 지도자)
- 비언어적 소통전문가(소통 퍼포먼서)
- 가족심리치유전문가(게리채프먼/ 사랑의 언어, 사과의 언어 )
- 태극기공(太極氣功) 기본공,보건공,치료공 매일 수련자(2008년 ~ )
- 스스로 자연치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얻어진 지혜를 나누는 자

현재운영상태(2022년 현재)

- 공무원,공기업, 일반 기업 힐링 프로그램 기획, 진행 운영 중
-2011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힐링분야 협력업체 등록 운영 중
-2017년 농협중앙회 힐링분야 협력업체 등록 운영 중
-2017년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지원청, 경기도 교육지원청 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008년 5월 1일 참사람통합힐링센터 설립 후 200여개 단체 약 10,000명 진행

운영 힐링센터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단체 힐링센터
-청리움(한글과 컴퓨터 그룹 56만평내 균형회복 명상센터 협업)
-더스테이힐링파크(가평/ 24만평의 국내 최고의 힐링센터와 협업)
-교원21세기비젼센터(가평/  1,000명 수용의 힐링센터와 협업)
-더힐하우스 호텔(양평/ 30년 전통의 힐링호텔 협업)

- 자연치유센터
- 허허의 자연치유연구소( 2008.5.1부터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미산샘골길1)
- 오대산 명상마을 옴뷔 (2022년 치유여행 진행)

Healing Master
허허 조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