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제 4-6차 사례발표회

- 세부 일정:

트라우마 심리치료 연구회

2018 하반기 사례발표회
사례자문 신청
주관: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9월

10월

언어에 기반한 top-down 방식의 인지

안구운동재처리요법(EMDR)은 외상 기억

행동치료(CBT) 접근과 신체감각에 기반

의 적응적 처리를 돕는 외상 치료로 트라

한

Somatic

우마 생존자의 파편화된 기억과 부정적인

Experiencing(SE) 접근의 통합을 통해

믿음을 적응적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생존자를 이해하고 개입 전략

돕는 과정입니다.

bottom-up

방식의

을 수립합니다.

자문 위원

조윤화 선생님

11월
재난 및 트라우마의 급성기 또는 아급성기
사례에 대한 초기 심리학적 개입에 대해
이해하고 내담자들의 회복 과정에서 자원
및 지지체계의 활용, 치료자의 역할과 치료
자의 소진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자문 위원

배재현 선생님

자문 위원

최윤경 선생님

(현) 윌로우 심리상담센터 소장

현) 서울EMDR 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현)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현) 트라우마케어팀 대표

국제 EMDR 협회 공인 수련감독자

재난정신건강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심리학 박사

EMDR Institute Trainer

인력 양성 연구팀 연구책임자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급

한국 EMDR 협회 교육수련 이사

한국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미국 버몬트주 공인 심리학자

한국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인지행동치료 공인 인지행동치료전문가
(전)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장

Somatic Experiencing Practitioner(SEP)

사례 발표 일시

사례 발표 일시

사례 발표 일시

2018년 9월 15일(토) 11:30~13:30

2018년 10월 13일(토) 11:30~13:30

사례 관련

사례 관련

트라우마 생존자 사례 환영

EMDR 적용 사례 환영

재난 트라우마 사례 환영

한국 EDMR 기본 자문수련 인정(2시간)

한국임상심리학회 사례 발표 수련 인정

2018년 11월 17일(토) 10:30~12:20
사례 관련

장소 및 세부 일정
- 장소: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교육장1) 또는 1층 품다(대강당) *당일 안내문 참조
- 세부 일정:
시간

세부 일정

10:10

접수 시작

10:30 - 11:20

50′

여는 강의

11:20 - 11:40

20′

휴식 (간단한 식사 제공)

11:40 - 13:30

110′

사례 발표 및 자문

*11월은 닫는 강의가 없습니다. 10:30 분에 <사례발표>가 시작되고, 이후 <2018 트라우마심리치료연구회
총회>가 이어집니다.

사례 지도 자문
- 사례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회차를 표시하여 신청하시면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 발표자께서는 트라우마 심리상담 사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발표자께서는 발표일 10일 전까지 사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발표비: 150,000원 (*발표자는 당회 참관비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사례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connect@TraumaHealingCenter.org), 사례발표참가비 납부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안내 메일에 따라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사항
- 사례발표자들께는 연수평점표를 발급합니다.
- 이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사례회의 및 워크샵(연구회/지회) 수련으로 인정됩니다.
- 임상심리전문가(수련생 포함): 3시간 인정

문의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 connect@TraumaHealingCenter.org

※ 2018 하반기 사례발표회 참관 신청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