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일부터 7일, 뉴욕의 가리손 시설
교류함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을 형성할 수있다.
주목: 교수 자넷 클라인 학문
Interactive focusing의 의도는 타인앞에서 당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에 친밀감의
유대를 형성하는것이다.
자넷 클라인의 사진
자넷 클라인은 공감을 경험하는 독립적 공간이 만들어진 Interactive focusing의 공동 창작자이다. 자넷은 이
공간을 “공감적인 순간” 이라 불렀고 또한 Interactive focusing의 모델에 있어서 상호적인 반응, “초점자를
지도자같은” 피드백, 그리고 관계 점검등을 더했다. 이것들은 함께 집중하는데 있어서 의미있고 대안적인
방식을 형성한다.
2010년 2월에 자넷은 뜻밖의 세상을 떠났다. 곧 focusing institute과 자넷의 가족은 그녀의 귀중한 공헌과
International focusing을 중점으로 둔 유산을 이어가는것을 기여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립했다. 이 장학기금은
International focusing community가 최고의 훈련을 제공,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의 결핍이 장벽이 아닌
아무에게나 열정을 가지고 focusing을 배우고 알리는 그녀의 비전을 육성한다.
이 장학기금은 International focusing community가 최고의 훈련을 제공,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의 결핍이
장벽이 아닌 아무나 열정을 가지고 focusing을 배우고 알리는 닥터 클라인의 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장학기금은 focusing이 떠오르거나 혹은 새로운 지원이 발달되어있는 전세계 곳곳에 있는 장소에 알릴수
있는 헌신과 수용력을 증명할 수있는 자들을 지원한다. Interactive focusing의 관심 그리고 훈련과 함께
후보자들에게 특별한 고려가 주어진다.
기금의 시작된 이후로 16 장학금은 형편이 되지 못해 오지 못한 참여자들에게 수여됬다.
2015년 자켓클라인의 장학금 수령인들로부터의 감사 편지들을 읽으려면 여기를 누르시오.
(노트-사실 이런 감사편지들을 받은적이 없는듯한데, 맞나?)
참가자들은:
1.Focusing이 떠오르거나 혹은 새로운 지원이 발달되어있는 전세계 곳곳에 있는 장소에 알릴수 있는 헌신과
수용력을 증명해야 한다.
2.Focusing Institute의 회원이 되어야한다. 가급적이면 트레이닝을 통한 회원을 선호한다.
3.위크롱 출석에 있어서 적합해야하며 학업에 있어서 특출한 성과를 보이거나 혹은 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4.위크롱에 참여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한다.
자넷클라인의 정열로 인해서 상호적인 포커싱의 관심 혹은 지원자들은 트레이닝과 함께 특별한 고려가
주어진다.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진행 팀은 위크롱동안 상호적인 포커싱에 관해서 워크샵을 제공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
이번년도 위크롱 참여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대의 담당자에게 장학금에 관하여
추천해달라고 애기해보아라.
개인장학금의 크기는 경제적인 필요성 그리고 남아있는 기부금으로부터 좌우된다. 장학금은 일부의 학비
감소부터 학비,숙소,여행등이 포함된 지원과 함께 모든 비용이 다를 수있다. 지원자는 본인이 어떠한 비용을

감당할수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밝혀야한다. 우리는 제한된 기금떄문에 모든 지원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없는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마감시간: 우리는 2016년 4월30일전까지 당신의 담당자로부터 추천서와 모든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1. 증명된 담당자로부터의 추천. 추천서의 길이 제한은 없으나 대부분이 250-500자 내외로 되어있다.
2. 지원자로부터의 참여편지는 포커싱의 배경 설명, 포커싱을 알리려는 관심과 기부금의 액수가 요구된다.
모든 지원서류는 반드시 영어로 되어있어야하며 모국어로 쓰여진 반복된 자료도 본인이 원한다면 제출해도
된다. 추천서의 길이 제한은 없으나 우리가 당신을 더욱 알수록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할수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길이는 500-750자 내외이다.
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여기를 클릭하시오. [담당자들을 위한 편지가 연결되어있다]
모두를 위해 위크롱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크롱을 모두를 위해서 더 용이하게 하기위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기부아니면 다른이들의
기부를 권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