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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휴먼 생일컬러Human Color Basic Course

휴먼 생일컬러는 인간의 타고난 생년월일을 통해 개인의 성격과 기질, 미래의 바이오 리듬을 

컬러로 자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휴먼컬러베이직

휴먼컬러어드벤스

* 인간의 개성

* 색의 능력

* 선천적 본질이 영향을 미치는 기질

* 성격의 다면성

* 휴먼컬러타입

* 직업의 역할,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의 분류

* 개성과 음양오행

* 휴먼컬러파워분석

* 바이오리듬 교육시간 : 24시간
자격증 ; 휴먼컬러



일본 컬러프럭티셔널(컬러리딩)Color Practitioner

컬러리딩은 아름다운 12색컬러 카드로 현재의 신체에너지와 상황, 스트레스 에너지와 상황, 미래에 

에너지와 갈등의 심리 상황을 읽고 리딩하여, 상담으로 이끌고, 이어서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 

컬러를 찾아주어 삶의 기쁨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삶을 서포트 합니다.

교육과정
제 1장

제 2장

* 색채의 분류

* 13가지 색의 특성과 컬러파워

* 컬러리딩 리소스

* 플럭티셔널류 카운슬링

* 서플리먼트 컬러 분석과 제안

제 3장

* 리딩 케이스 분석

(나머지 컬러의 파워와 능력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개합니다.)

* 리딩 실습

 

교육시간 : 12시간
자격증 ; 컬러프럭티셔널

레드

오렌지

블루그린과 오렌지

퍼플과 마젠타

타코이즈와 그린



일본 색채심리분석사Color psychology Analyst

색채심리분석사 과정은 40대의 MRC컬러 카드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뿌리박혀있는 심층적 

무의식의 부분을 찾아서 심리를 분석하고 서포트하는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STEP 1. 12시간

STEP 2. 24시간

* 색채심리기초과정과 10개의 MRC 단색카드를 분석하고, 색의 케어를 공부합니다.

* 30개의 MRC카드에 대한 분석 및 색채심리로 분석하는 과정과 보드판을 활용한 상담

* 색채의 심리학

* 색의 작용

* 색의 메시지

* 컬러힐링

* 컬러테크닉

* 색채심리요법

* MRC 세라피 색채투영테스트

* MRC 라이트 색광치료

* 색채심리상담 기법

* 심리요법

* 세라피와의 비교

* 해결지향 세라피

* 솔루션.칼라 세라피 (SCT)실습

교육시간 : 36시간
자격증 ; 색채심리분석사



컬러코칭
Color Coaching

컬러코칭은 인간의 숨어있는 능력을 이끌어주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코칭기법입니다.

교육과정
제 1장 컬러코팅

제 3장 휴먼트리와 리얼리티 라이프

제 2장 컬러코칭의 기술

* 12색이주는 메세지

* 심리치료의 종류

* 컬러테라피

* 방향치료

* 예술치료

* 컬러코치로서의 마음의 준비

* 컬러코치의 리소스

* 내 인생의 재고정리와 분석

* 휴먼트리

* 휴먼트리

* 마음의 Polish

* 감정,사고,행동,패턴

* 리얼리티 그래피

* 마음속의 허물정리

* 보색과 태마분석

* 컬러코칭의 실천

교육시간 : 12시간
자격증 ; 컬러코칭



컬러 넘버(컬러 수비학)
Color Numberology

컬러넘버는 타고난 생년월일로 풀어보는 숫자의 비밀과 컬러의 조합으로 휴먼컬러와는 또 다른 인간의

성격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 Color Number란?

* Color Number의 산출방법

* 각 숫자에 숨겨진 컬러와 의미

* Color Number의 메시지

* 메시지 하트의 의미

* Color Number메시지 하트의 적용법

교육시간 : 6시간
자격증 ; 컬러넘버



JCLTA 일본 마스터 강사명단
Master Instructor 2022년 기준

김규리 / 서울이대본원 윤지온 / 부산해운대 한금실 / 서울이연수 / 부산해운대손무경 / 부산해운대

정경민 / 경기분당 이은하 / 충북 노효재 / 경북황연경 / 부산안경선 / 천안

권미옥 / 강남개포 이선미 / 서울 김순미 / 경기하남천혜인 / 서울김보래 / 경기북부

정선주 / 광주,전남 최문의 / 광주,전남 유금복 / 광주민영란 / 광주,전남권나윤 / 울산

변은숙 / 전주 이은주 / 서울 김경재 / 전주김경숙 / 서울 윤미영 / 광주

박소현 / 광주전남

고다연 / 대전

송미경 / 광주광역시

금채연 / 서울

조보라 / 경기화성



Korea Color Psychlogy Therapy Association

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

신촌기차역 이대정문연대방향

이대역1번출구산촌로타리

파출소

농협신촌자이엘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27-20 효자가이아 상가 B104 ~ 5호

TEL  02-365-8133   FAX  02-3272-8134   www.kiocp.co.kr

JCLTA 일본 마스터 강사코스
Master Instructor

휴먼컬러

컬러프럭티셔널

컬러코칭

색채심리분석사

jclta 마스타 강사코스

JCLTA 일본컬러라이트테라피협회 강사등록
문의 02-365-8133 / jcp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