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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라이프라인 카운슬링
단기강좌

생명의전화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전인적 자아회복 프로
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존중의 상실 속에 빠져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의 자아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
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각
자는 무너져있는 그리고 무너져 가는 자신을 회복시키며, 이 사회가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인적 자아회복 프로그램’은 이러한 삶 가운데 무너진 자아를
치유하며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Holistic Self-care Program(HSP : 전인적 자아회복 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참석자 모두가

“나를 찾아가는 치유, 회복, 성장을

향한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전화 교육위원장 이 광 자
원장 하 상 훈

‘전인적 자아회복 프로그램’
(Holistic Self-Care Program : HSP)
1. 강 좌 : 전인적 자아회복 프로그램(HSP)
2. 강 사 : 원정숙 (경희대 명예교수)
3. 대 상 : 1) 생명의전화 상담원 및 상담 및 복지기관 종사자
2) 상담과 교육, 복지 자살예방 정신건강, 간호학, 보호관찰업무 관련자 등
관심 있는 시민
4.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 12월 11일(월)/ 총 8회
매주 월, 저녁 6시 30분 ~ 10시
5. 장 소 : 생명의전화 6층 라이프라인홀
6. 수강료 : 15만원 (교재비 포함)
우리 1006-401-223607 (서울생명의전화)
7. 교육과정 :
일자

내 용

10/23

1. Orientation : Holistic Self-Care란 무엇인가?

10/30

2. 참 나는 어떤 사람인가?

: 참 자아의 상실

3. 무엇이 타당한 분노인가?

: 거절과 반항

4. 자신의 상처 실감하기

: 성격유형

5. 가족체계 돌아보기

: 가계도

6. 세대 간의 상처 분리하기

: 역기능 가정

7. 가족문제 허락하기

: 가족규칙

8. 해결을 위해 맞닥뜨리기

: 생존기제와 가족역할

9. 가족통제 벗어나기

: 대처방식과 동반의존

10. 자기분화를 결단하기

: 삼각관계와 자기분화

11. 용서를 선택하기

: 외상작업

12. 용서하기

: 용서작업

11/6

11/13

11/20
11/27
12/4
12/11

8. 접수방법 : 생명의전화 홈페이지 및 이메일(lifeline9195@hanmai.net),전화접수
교육문의 : 02-763-9195 / www.lifeline.or.kr
(서울생명의전화 김지혜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