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선교사 지원그룹, 내면여행 및 미술치료 모집합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일생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을 바꿀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은 일생 나를 바꾸는 길을 택합니다. 일터의 현장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탈진과 갈등,
우울과 고통, 고독과 좌절로부터 건강하게 나를 바꾸며 더 나은 나,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나를 찾아가는 회복 지원 그룹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터닝포인트 회복상담센터 이현숙 소장

▣ 회복 영성 지원그룹(Soul- care)
일시 : 2014년 9월2일-11월 25일, 매주 화요일 10시-13시 30분 (12주 과정)
내용 : 대인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삶을 지배하는 문제로부터의 회복, 자기이해 및 자기인식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고 무력성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수용과 돌봄, 나눔을 통해 직면하는 용기를 얻고,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향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갖도록
도와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참가비 : 12만원 (부부 등록시 10만원)
모집인원 : 15명
입금계좌 : 씨티은행 352-05515-263-01(이현숙) 8월말까지 신청(입금 후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선교사로서의 동질성, 안전감,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진행자 모두 선교사임)

▣ 내면여행 : 12월 1일-2일(1박2일)

참가비 : 5만원
참석대상 : 지원그룹 참가자
내용: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며,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문제들을
미술치료, 동작치료, 역할극, 애도작업 등을 통해 깊이 있게 다루는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

▣ 미술치료 : 9월 16일-11월 18일 (10주)
대상 : 지원그룹에 참여하시는 분
강사 : 문신희(010-4741-5324)
내용 : 미술작업을 통한 더 깊은 내면의 통찰과 회복과 성장

▣ 문의 : 백은영 010-8768-3926 (eywinter@hanmail.net)
김진희
현혜진
정희진
유봉철

010-7646-6054
010-6709-2025
010-7642-0337
010-3704-6628

(zacaranda@naver.com)
(joy_hyun@hanmail.net)
(heejin103@hotmail.com)
(bail0113@gmail.com)

▣ 터닝포인트 회복상담센터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방배 역 2번 출구 오른쪽 사당방면 도보 5분 거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38번지 대우효령아파트 상가 203-3호
버스 363, 461, 761, 148 마을 버스 서초 15.16.17 효령아파트 하차

참가비: 8만원(재료비 포함)

16기 회복영성지원그룹(Soul-care) 신청서
성 명
별 칭

,

자택:

)

연락처

H.P:

(본 프로그램에서는 비밀보장을 위하여 별칭을 사용합니다. 예: 기쁨, 나비, 하늘 등)

참여 동기 및
프로그램에
바라는 기대
도움을 받고 싶은 문제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록해 주세요
기도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