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선택형’힐링프로그램 세부일정

◎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전에서 즐기는 힐링프로그램

1. 마음에 물들이다.
시 간
~ 09:50
10:00~12:00
11:00~12:00

세부내용
효문화진흥원 도착
칼라테라피 - 색의 의미
- 세상의 색, 부정의 색과 긍정의 색

마음 담은 색 찾기
-CRR분석에서 나온 자신의 색

12:00~13.:00

힐링 점심 식사

13:00~14:00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뿌리공원에서 추억 만들기
마음 물들이기

14:00~15:30
15:30~16:30
16:30~17:00

비고

- 천연 염색 물감으로 물들이는 나만의 스카프

효문화진흥원에서 다례체험
- 전통차 다례법 배우기

마음 표현하기
- 나의 작품을 보면서 느낌나누기

17:00~17:30

소감발표 및 마무리

17:30~18:00

각자의 집으로

2. 예술에서 답을 찾는‘하루쉼’
시 간

세부내용

09:30~10:00

인원점검 및 이동

10:00~12:00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금강 로하스 대청공원 즐기기

12:00~13:30
13:30~14:30

비고

힐링이 되는 시각의 즐거움 점심식사 및 휴식
-인근 자연밥상 초가랑

힐링 흙 예술치유!
-자연과 예술에서 답을 찾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예술 산책 (3가지 중 한가지 선택)

14:30~16:30

1. 생태화분 디자인 + 다육심기1
내 생에 여유로움 디자인하기 머그잔 2
2. 내 마음의 맑은 소리 풍경 만들기 1
느낌이 있는 디자인하여 도자기 목걸이 2
3. 나만의 샐러드접시
- 손물레로 핸드메이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16:30~17:00

소감발표 및 마무리

17:00~18:00

대전복지재단 도착

당일 완성
당일 완성
한달 후 완성

◎ 대전인근(금산·공주·논산)에서 즐기는 힐링프로그램

3. 토닥토닥 마음 두드리기
시 간
09:30~10:30

세부내용

비고

금산지구별그림책마을 도착
자연과 명상하기

10:30~11:30

11:30~12:00
12:00~13:30
13:30~14:00
14:00~15:00

- 메타세콰이어길, 조양서원(180년된 고택)
- 명상정원(레버린스)-한 길로 된 명상정원을 조용히
걸으면서 나와 만나는 시간

그림책버스도서관 타기
- 야외 버스도서관에서 읽는 그림책

점심식사 및 휴식
나의 넉점반
-‘넉점반‘ 그림책 읽고 나누기

마음의 소리 듣기(프라하에서 공수해온 스피커)
- 음악감상과 노래신청

토닥토닥 그림책
15:00~16:00

16:00~16:30
16:30~17:30

4. 비움과 채움

-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 영상
- 마음을 만져주는 그림책 테라피 강의

소감발표 및 마무리
- 마무리 / 느낌나누기

대전 도착

(25명 이상 신청가능)

시 간
09:00~10:30
10:30~12:30

세부내용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도착
즐거운 기체조&명상
-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즐거운 기체조&명상

12:30~13:30

품위있는 중식

13:30~14:00

휴식
숲생태 체험

14:00~16:00

16:00~16:30
16:30~18:00

- 백범명상길을 따라 숲길걷기
- 마곡사 탐방

소감발표 및 마무리
- 마무리 / 느낌나누기

대전 도착

비고

5. 잠깐 멈춤, 그리고 다시 시작
시 간
09:00~10:30

(최소 25명 이상 신청가능)

세부내용
논산마음수련메인센터 도착
마음의 원리 알기

10:30~11:20

- 명상이란?
- 마음의 형성 원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야외 숲 힐링
11:20~12:20

- 생각 내려놓고 걷기, 자연의 소리 듣기
- 자기돌아보기 명상실습

12:2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4:50

그룹워크
- 갤러리워크(그림으로 내마음 돌아보기)

마음빼기 명상
14:50~15:30

15:30~15:40
15:40~16:00
16:00~17:30

-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나의 삶 전체 돌아보기

새로운 시작
- 참마음으로 사는 지혜롭고 행복한 삶

소감발표 및 마무리
- 마무리 / 느낌나누기

대전 도착

*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