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학:  

경험하는 영과 움직이는 에너지 

2021.07.01 - 2022. 06. 30 

 

키학 11 요약 

• 기간: 2021 년 7 월 1 일-2022 년 6 월 30 일 

• 접근: 지원서 필요(아래의 지원서 링크 클릭)  

• 수업료: 첫 참가자 1200 불, 졸업자 900 불 

• 언어: 오디오로 된 영어, 번역된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은 동시 업로드가 아니며 며칠 뒤에 

하우스 오브 키학에서 이용가능함 

 

 

키학 1 년 

키학은 아다무스와 1 년 동안 함께하는 긴 여정입니다. 한 달에 두 번, 키학 참여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하우스 오브 키학이란 공간에 연결됩니다. 린다와 제프리의 짧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린다가 호흡을 



안내하며, 제프리가 45 분에서 70 분 정도 아다무스 혹은 세인트 저메인의 채널을 진행합니다. 세션들은 

오디오로만 녹음이 되고, 이 자료들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세션들 이 외에 추가로 더글라스 데이비스 박사와 호스트인 린다 하피가 진행하는 '리빙 인 키학'이라는 

월간 온라인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며, 최근 키학 채널들에 대한 논의와 리뷰를 진행합니다. 닥터 

더글라스는 탁월한 직관적 능력이 있으며, 활기찬 유머와 함께 아다무스 채널에 대한 깊고 실질적인 

단계의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리빙 인 키학'도 녹음될 것이며,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리빙 인 키학"은 영어로만 제공 됩니다. 

 

수업료 첫 등록 키학커 키학 졸업생 

1 년 비용 $1,200 $900 

지불 방법 

 첫 등록 키학커 키학 졸업생 

1. 한번에 결제 $1,200 결제 $900 결제 

2. 6 회 분할 결제 $200 6 회 분할 결제 $150 6 회 분할 결제 

 

중요사항- 

지불 예정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진 결제는 환불 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6 번의 결제는 여러분들이 해당 월의 결제 기한까지 직접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기일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키학 11 프로그램에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6 월 15 일까지 3 번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CEC 의 환불 정책 

진행된 모든 결제는 환불 불가능합니다. 

일정 

•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지불 방식 선택과 등록을 마무리하기 위한 링크가 이메일로 갈 것입니다. 

언어 

모든 세션은 아다무스의 채널들이 영어로 녹음되어 있으며,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 녹음으로 제공됩니다. 

주의 사항: 글로 쓰여진 대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녹음 번역을 사용할 수 없는 언어권이시면, 영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키학 11 을 신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 되어야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keahak@crimsoncircle.com 로 연락을 주세요. 

 

https://survey.alchemer.com/s3/6244389/Keahak-XI-Agreement-and-Release-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