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부돌봄학교�안내��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5시 - 11월 21일(목) 오후 2시 _ 3박4일 

장소: 제주 함덕 션샤인호텔  세미나홀(제주 조천읍 신북로 481-9) 

주최: 제주 열방대학 전문인선교센터 (블레스 피플 사역, CMA프로그램) 

대상: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개인, 부부도 참여가능, 나이제한 없음 

        (별도의 자녀돌봄 프로그램은 없음) 

혜택: 2020년 2월 서울 CMA 1차과정 선착순 지원시 우선 참여혜택 (매주 토요일 12주 과정) 

         2020년 제주 부부돌봄학교(3월, 7월, 11월 지원시 우선 참여혜택) 

참가회비: 개인 1인 50만원, 부부 2인 100만원(참가비, 호텔 숙박비, 호텔조식과 식비 포함) 

접수비: 24만원(마감전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비를 입금하지 않으시면 참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참가회비 전체를  

            입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마감: 1차마감 2019년 11월 4일 / 2차 마감 2019년 11월 8일  

계좌번호: 제주은행 19-01-090773 (사) 열방대학 선교훈련원 

참가인원: 훈련의 효과와 집중을 위해서 참가 가정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번 부부돌봄학교에 

               참여가 안되신 분들은 2020년 부부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신청기회 

               를 드리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2부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따라 약간의 변 

               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숙박: 온돌(더블침대 1개) 과 일반 객실(더블침대 1개, 싱글침대 1개)- 전 객실 함덕 바다전망 

         *객실 선택은 1차 마감(11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호텔 사정에 따라 객실이  

            배정 됩니다. 

식사: 조식은 프로그램 진행상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한식과 간단한 빵이 제공되며 전체 메뉴는      

         24가지 입니다. 점심과 저녁은 진행팀에서 안내하는 함덕해수욕장 주변의 식당과 카페에 

         서 부부가 데이트미션을 하셔야 합니다.  

동반: 자녀 돌봄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부부가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미

나 참석을 하지 않는 성인 자녀가 동반할 경우 각 객실에 1-2인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동반 가



족이 오실 경우 객실은 아동, 성인 모두 1박에 1만원을 추가하며, 식사 또한 별도의 식사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부의 훈련을 위해 저희는 가능하면 부부만 참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호텔 도착시간: 부부돌봄 세미나 접수는 5시 부터 세미나실에서 시작합니다. 미리 오셔서 체크

인을 하시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체크인은 오후 2시 이후이며 호텔 사정에 따라 1시간 정

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호텔 연락처: 064-780-4100) 

특별행사 안내 (다시 찍는 결혼사진)  

일정중에 참석하신 부부들을 위해 결혼사진을 촬영합니다. 기본적인 사진 한장을 드리며, 부부

가 원하는 복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색이나 디자인의 옷으로 신혼의 분위기를 내시

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통편�

택시: 조천합덕콜택시 064-780-8288, 064-784-8290  

*공항에서 4-5번 게이트 앞에도 많은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택시 비용은 2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통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 2번 게이트로 나와 2번 버스 탑승지에서 101번 일주동로 방면 급행버스를 이용하십시오.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호텔까지는 10-15분 정도 거리입니다.  

렌터카: 제주스타렌트카를 추천합니다. 앱을 사용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STAFF�

주강사�

백광민박사 

서울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 고문, 전문인선교센터 자문위원, 블레스 피플 책임자) 

안창현소장 

한국 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 청소년 상담사(여성가족부), 독수리 가정상담센터 책임상담사 

김태환선교사 

YWAM PMC 전문인선교센터장, 문화사역 GDN 공동대표 



부부예배인도�

이주애선교사 

제주대학교 성악과(소프라노), 제주열방대학 One Voice 

김욱현선교사 

제주 열방대학 Planning Department 

전체�진행위원�

남경아 간사(Bless People CMA훈련 책임간사) 

육명일 목사(The Disciple 사역 책임자, 전문인선교센터) 

이해영 사모(New Creative 사역 책임자, 전문인선교센터) 

김태환 선교사(전문인선교센터장) 

열방대학 상담학교 간사님들도 함께 진행에 참석하십니다. 

강의�및�일정�주요내용�

첫날  

5시 접수시작 / 7시 예배 및 OT / 8시 마음 담아주기  

둘째날  

9시 전까지 호텔조식 / 9시 오전 세미나(성장발달과 가족체계) / 12:30 식사 

오후 3시/ 옛사람의 심리패턴 / 오후 5시 예배를 통한 정서회복 / 오후 6시 식사 / 

오후 7시 부담스러운 성격차이  

셋째날  

강의주제/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과 욕구/ 성령과 동행하는 삶 

다시찍는 결혼사진 및 자유시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넷째날(마지막 점심식사는 특별한 만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9시 30분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 및 수료식과 점심 식사 입니다. 

*프로그램은 날씨나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064-780-2572번이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문자를 남겨주시면(010-6313-6717)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려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인선교센터 김태환 센터장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