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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치유하는 삶,

인 사 말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Through our encounter,
we will find healing and rise together.
학교법인 살림동산학원 이사장
Salim Dongsan Educational Foundation
Tai Ki Chung, Chairman, D.Min

정 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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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인 사 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치유상담의 터전이요 임상능력을 창조하는 치유상담 전문대학원으로
상처 입은 나를 살리고, 흔들리는 가정을 살리고, 위기 속의 교회를 살리고,
분단된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열방을 살린다는 교육목표로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입니다.

상처가 많은 현대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높은 이혼률, 심각한 자녀 문제와 폭력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생활 속에 일어나는 트라우마를 상담하고
치유하는 임상전문 상담교육기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치유상담대학원에서 상처입은 치유자로 나를 세우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친 이웃의
등을 두드려주며, 함께 손잡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봅시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개인 및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뿐 아니라 치유상담의 학문적 연구와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제 3대 총장
Euisig Kim, President, Ph.D.

철학박사

김의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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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철학

민족을 살리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의
교육 철학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민족을 살리는 치유상담의 터전이요
임상능력을 창조하는 실천 대학원입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상처 입은 나를 살리고, 흔들리는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치유상담 전문대학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개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뿐 아니라
치유상담의 학문적 연구와 삼담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is a foundation
for sharing salvation and a practical institution to create clinical skills.
The HEALING & COUNSELlNG GRADUATE UNIVERSITY was established with
the goal of revitalizing wounded individuals and families. Many people in Korea suffer
emotionally and spiritually across all demographics, whether political,
educational, religious, or social. I believe that God founded our university for
us to address these issues.
Our university will accomplish its goals by taking care of the suffering of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and also academically researching healing
and counseling and training counse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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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HILOSOPHY

교육이념
Mission

기독교 이념 아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수행해 온 교육과
임상프로그램의 성과를 학문적으로 수렴하고 발전시켜 개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더욱 기여하고 그 열매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한다.
We aim to deliver the fruits of our work to the next generation by developing educational and
clinical programs that contribute to the salvation of individual, families, society and our nation
under the Christian philosophy.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s

•기독교상담학과 목회상담학 그리고 일반 상담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한다.
•전인치유와 가족치유의 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한다.
•치유와 상담의 실천적인 임상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 Educating in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and general counseling, and future practitioners.
· Professionally researching and educating the field of holistic healing and family counseling.
· Cultivating practical clinical skills within the field of healing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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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혁

어제보다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A better tomorrow than today and the past

1996~2005

2006~2016

1996.12.

2006.12.

서울보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집행
협력기관 지정(법무부)
Was designated as an agency for the Counseling
Attendance Order Enforcement of the Eastern
Probation Offices(Ministry of justice)

2007.12.

가정폭력피해자 동산쉼터 설치 인가(서초구청)
Opened the Dongsan shelter for victims of family violence
(Seocho-gu office)

2008.01.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광주전남지부 개설
Opened the Kwangju-Jeonnam Branch of the Christian
Healing & Counseling Institute

2009.01.

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위탁운영(서울시)
Consignment operation of the Women’s Emergency Call
‘Seoul 1366’(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1.05.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이 토지·건물
학교법인 살림동산에 증여
Land and buildings were donated to the Education
Foundation of Salim Dongsan by the
Christian Healing & Counseling Institute

2011.06.

학교법인 살림동산학원 인가(교육과학기술부)
초대 이사장으로 조용근 박사 취임
Dr. Yong-geun Jo was inaugurated as the 1st chairman of
beard of the Education Foundation of the
Salim Dongsan School.

2011.12.

교수연구동(아산관) 신축 준공
Faculty Research Building was constructed(Asan Hall)

2014.01.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 인가(교육부)
Obtained lic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HRISTIAN HEALlNG & COUNSELlNG GRADUATE
UNIVERSITY(by Ministry of Education)

크리스찬치유목회연구원 추진,
원장으로 정태기 박사 선임
Christian Healing Ministry Institute appointed
Dr.Tai Ki Chung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1997.03.

크리스찬치유목회연구원 설립
Established the Institute of Christian Healing Ministry

2000.03.

동산상담센터 개원
Opened Dongsan Counseling Center

2002.01.

동산관 건물 취득
Acquired the Dongsan Hall

2002.05.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Christian Healing Ministry was renamed as the
Christian Healing & Counseling Institute

2002.06.

살림관 건물 취득
Acquired the Salim Hall

2003.03.

가족사랑민들기(부부학교) 개원
Opened the Family Love Creation(marital school)

2003.05.

동산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인가(서초구청)
Obtained licence for the Family Violence Counseling Clinic
of the Dongsan Counseling Center(Seocho-gu office)

2005.02.

정다운관 취득
Acquired the Jeongdaun Hall

2005.05.

서초 성폭력상담소 인가(서초구청)
Obtained licence for the Seocho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eocho-gu office)

2005.09.

해피앤딩만들기 개원
Opened the Happy Ending Creation

기독교전인치유상담학과(100명)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100 people)
가족상담학과(100명)
Departmentof Family Counseling(10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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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현재
2014.06.

학교법인 살림동산학원 이사장 조용근 박사 취임식
Inauguration ceremony of Dr.Yong-geun Jo as Chairman
of the Education Foundation of the Salim Dongsan School

2016.12.

제 2회 치유상담학석사 54명 학위 수여
2nd Commencement ceremony for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graduation (54 graduates)

2014.08.

2014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Recruited freshmen for the 2nd semester of the 2014 school year

2017.01.

2014.09.

초대 총장 정태기 박사 취임식, 제1회 신입생 입학식
Inauguration ceremony of Dr.Tai Ki Chung as the 1st
President, Entrance Ceremony of the first freshmen students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명 변경
Changed the name of the Graduate “University to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2017.03.

해피엔딩연구소 개소
Opened Happy Ending Institute

2018.05.

학교법인 살림동산학원 제 4대 정세진 이사장 취임
Inauguration ceremony of Jung Sai Jin as 4th Chairman of
the Education Foundation of the Salim Dongsan School

2018.09.

제 2대 총장 정태기박사 취임
Inauguration ceremony of
Dr. Tai Ki Chung as the 2nd President.

2019.11.

한국자살위기상담지원센터 설립(센터장 정병호교수)
Open an affiliated Korean Suicide Crisis Counseling Center
(Center Director Dr. Byungho Jung)

2021.03.

특수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변경(교육부 승인)

2015.03.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학식
Entrance Ceremony of freshmen students of the 1st
semester of the 2015 school year

2015.04.

개교 1주년 기념식
The 1st anniversary ceremony of University opening

2015.09.

부설상담지원센터 개소
서울정신분석클리닉연구소, 서울놀이치료연구소,
목회상담신학연구소, 춤동작치유연구소 개소
Opened an affiliated Counseling Service Center
Opened Seoul Clinic Institute for Psychoanalysis, Seoul Play
Therapy Institute, Institute of Pastoral Counseling&
Theology, Choom Therapy & Meditation Institute

2015.11.

정태기 “치유상담 30년” 학술심포지엄 개최
Dr.Tai Ki Chung conducted a symposium,
“Healing Counseling for 30-years”

2016.01

서울음악치료연구소 개소
Opened Seoul lnstitute for Music Therapy

2016.03.

다문화치유연구소 개소
Opened Multicultural Healing and Counseling Institute

2016.07.

대외협력처 신설
Organized an External Coordination Department

2016.08.

제 1회 치유상담학석사 71명 학위 수여
1st Commencement ceremony for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graduation (71 graduates)

치유상담학과 석사 75명(입학정원)
(전인치유상담전공, 가족상담전공, 표현예술치료전공)

Changed from special graduate school to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approved by Ministry of Education
Master of Arts in Healing and Counseling Department
(75 addmission max)
(Majors in Holistic Healing and Counseling,
Family Counseling, Expressive Art Therapy)
2021.08.

제 3대 총장 김의식박사 취임
정태기 박사 명예총장 추대
학교법인 살림동산학원 제 5대 정태기 이사장 취임

Inauguration ceremony of Dr. Eui Sig Kim as the 3rd President
Dr. Tai Ki Chung appointed as President Emeritus.
Inauguration ceremony of Tai Ki Chung as 5st Chairman of
the Education Foundation of the Salim Dongsa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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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30
비전

상담과 치유의 실천적 임상능력 창조대학

Vision

Creating clinical capacities for counseling and healing

3대 목표

○ 임상치유상담의

선도대학 육성

Fostering a Leading University for Clinical Healing and Counseling

3Goals

○ 민족을

살리는 특성화 교육

Specialized education to save the people
○ 치유상담의

학문적 체계화

Academic systematization of healing and counseling

추진전략
Execution Strategies

브랜드 가치향상
Increasing Institutional Value

대학특성화 강화
Specializing and
Improving the Institution

교육만족도 제고
Enhancing Educatio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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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 동력 구축
Buil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Dynamic

힐링캠퍼스 구축
Expanding Healing Campus

Vision 2030 Agenda
○ 전문대학원 체재 확립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System
○ 교육시설 확충
Equipping Educational System
○ 캠퍼스 건축
Campus Reconstruction
○ 타 대학 및 국제 교류 확대
Expan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

우리 대학원은 대학 특성화와 지역거점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계획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he Healing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focuses on high quality education
in specialized and advanced Healing Counseling and planning the future growth
engines to emerge as a regional Hub.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실천학풍

열마디 이론보다
한 마디 실천 교육으로 앞서 갑니다
Stronger than words, going ahead with prac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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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이론으로 배운 다양한 상담 방법들의 주요 개념들과 상담과정에서
파생되는 상담기술들의 실제적 적용에 관한 균형 있는 견해를 개발해
나갑니다. 현재의 주요 상담방법들을 배우며 자신의 성격에 알맞은
상담방법의 기초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가치,
자세, 그리고 신념을 깊이 탐구하는 것과 자신의 인식을 증대시킵니다.

Counselors develop the key concepts of the various counseling methods and
balanced views regard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ounseling skills through
the counseling process. Counselors can learn the central and current counseling
methods suited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xtual needs. In addition,
counselors can explore their own values, attitudes, and deep convictions and
increase their own awareness.

영성치유수련 SPIRITUAL TRAINING AND HEALlNG
영성치유수련은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치유현장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치유수련은 Ⅰ과 Ⅱ로 나누어 운영되며,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입니다. 2박 3일간 여러 수련프로그램과 집단의 내담자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결단과 희망을 창조하는 수련입니다.
The spiritual training and healing is an essential program of our university.
The spiritual training and healing are divided into 2 parts Ⅰand Ⅱ, which are
the required courses that must be completed for graduation. Several training
programs not only expose the dark shadows and collective experiences of the
individual, but also creates and provides determination and hope for a new
days ahead.

해피엔딩 HAPPY ENDING
현재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을
통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영적, 심리적, 대인관계의 성장을 도우며 애도과정을 통해 사별한
자들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It is the process of looking back on the lives that the counselors have lived to
date, introspecting and making meaning of death and preparing themselves
for a healthier life. Happy Endings help the growth of individuals’ spiritual,
psycholog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nables them to understand and
take care of those are in loss and in the grief process.

소통수업 COMMUNICATION PROGRAM
소통수업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공동체 수업으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기,
몸으로 소통하기, 소통을 위한 액션 메소드 등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입문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This communication program is open to all students and is led to relax our
bodies and minds. The program includes dance therapy and action methods
fo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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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Cultivate the practical intellectuals
needed in our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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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S
장학금

성적장학금│학과성적 우수자

Academic Scholarships│according to academic performance

신입생우수장학금│신입생 중 최고 성적 취득자

Freshman honorary Scholarship│1st semester student with highest entering grade

행정지원장학금│교내 행정부서 및 부설기관에서 행정 보조자 근무
Administrative Assistant Scholarships│administrative assistants working in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s of the school and affiliated institutions

교직원장학금│재직기간 3년 이상의 본교 교직원과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Faculty & Staff Scholarships│university faculty & staff after three years of employment or their
lineal ascendants, spouses and siblings.

공로장학금│학교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Merit Scholarships│to those who have made a spec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살림가족장학금│본교에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가족(직계가족, 형제, 자매, 남매)
Salim Family Scholarships│families with enrollments of two or more students in the school
(lineal family members，brothers, sisters, siblings)

리더장학금│원우회 및 학과 대표 등 학생활동 리더 대상
Leader Scholarships│leaders of the student activities

특별장학금│대학원 육성을 위해 특별히 정한 장학금

Special Scholarships│individuals that have especially fostered the graduate school
목회자장학금 PastoralScholarships
총장장학금 President Scholarships

이사장장학금  Chairman Scholarships
교회장학금 Church Scholarships

기타 교외장학금  Other External Schol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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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

취업진로

OPPORTUNITY CAREER

국내 최고의 치유상담학 전문 교수진
Excellent Counseling faculty

취득 자격 Qualifications
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상담심리사,
통합예술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놀이·아동전문상담사
Pastoral, Christian, adolescent, expressive arts counselors and
play & child therapist, clinical psychologists, etc.

취업 분야 Employment sector
병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청소년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 성폭력상담센터, 군부대전문상담소 등
hospitals,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sl, high schools, universities,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s, youth counseling centers, social welfare agencies, family violence
counseling centers, military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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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Department Introduction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학과소개

치유상담학과

풍요로움과 편리를 선택하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Department of Healing Counseling

지닌 어둠의 상처가 어디에 근간하고 있는지 그 무의식의 내면을 들여다

자기실현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치유상담은 자신이
보도록 돕고,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무의식의 뿌리를 끄집어내어 긍정화

상처와 아픔을
성장과 온전으로 이뤄갑니다.
Make wounde and pains
into growth and hwol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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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입니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능력을 배양하여 그 역할을 통해 한 인간과 사회 구성원들의
온전한 자기실현을 이루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As we choose affluence and convenience, the self-actualization that human beings
fundamentally pursue is getting farther and more difficult. So it aches. Healing
and counseling helps you to look inside your unconscious to see where your dark
wounds are rooted. This allow us to bring out the roots of the unconscious that
works negatively within, and makes it possible to work positive. By cultivating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necessary to solve human psychological
problems, we help human being and members of society to live a healthy life by
achieving full self-realization throughout.

학과소개

전인치유상담 전공
Holistic Healing and Counseling

전인치유상담 전공은 치유를 목표로 기독교와 상담을 실제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교육하며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치유는 개인적인
차원뿐 만 아니라 이웃과 소속된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적인 치유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영성과 관계의 회복으로,
온전하게 치유합니다.
Healing holistically through
relationships and spirituality

갖습니다. 영적,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자연 생태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돕는 전문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입니다.
The holistic healing and counseling major aims healing by educating and studying
Christianity and counseling from a practical and academic perspective. By healing,
it does not refer only to an individual level, but also healing between relationships,
among the community and society, and many more. Aiming ultimately at growth
and restoration toward our relationship with God. The goal of education is to train
professional counselors who help spiritual, mental, physical, relational, social, natural
and ecological health in an integrated way.

전공소개
개별/집단상담 슈퍼비전 (Individual/Group Supervision)
개인의 꿈과 집단의신화 (Personal Myth and Collective Dreams)
관계심리학 (Relational Psychology)
그룹투사꿈작업 (Group Projective Dreamwork)
기독교상담 (Christian/Pastoral Care and Counseling)
기독교상담방법론 (Method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다문화상담 (Multicultural/Intercultural Counseling)
동기강화상담 (Motivational Interviewing)
발달심리 : 젠더생애주기론 (Developmental Psychology Centered On Life Cycle of Gender)
분별의 영성과 상담 (Spirituality of Discernment and Counseling)
상담윤리의 이론과 실제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상담이론과 기법 (Counseling Skills and Theory)
상담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생태심리상담 (Eco-Psychotherapy)
생명심리학 (Ecopsychology)
성격심리와 전인치유세미나 (Personality Psychology & Holistic Healing)
성격심리: 에니어그램과 성격역동 (Enneagram and Personality Dynamics)
심층심리학적민담해석 (Depth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Folklore)
아들러심리실제 (Adlerian Psychology)
여성신학과 관계이론 (Feminist Theology and RCT)
여성주의 상담 (Feminist Counseling)
영화와 원형의 세계 (Archetypal Cinema)
위기와 회복탄력성 (Crisis and Resilience)
융심리학 I (Jungian Psychology I)
융심리학 II 심리학적 다신관 (Polytheistic Psychology II)
융심리학과 꿈작업 (Jung's Psychology & Dream Work)
의식과영성 I (Consciousness and Spirituality I)
의식과영성 II (Consciousness and Spirituality II)
이상심리 : 이상심리와 영적 진단 (Abnormal Psychology and Spiritual Assessment)
이상심리 : 이상심리와 기독교상담 (Abnormal Psychology and Christian Counseling)
정서와 Focusing 심리치료 (Affection & Focusing Psychotherapy)
종교심리와 전인치유세미나 (Religious Psychology & Holistic Healing)
중독상담 (Addiction Counseling)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트라우마 상태의 내면세계와 치유 (Trauma and Dreamwork)
한국인의심리와 한작업 (Koreans' Psychology & Han Work)

19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가족상담 전공
Family Counseling

학과소개

가족상담 전공은 부부간의 문제, 가족 개개인의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상담 전문가를 키웁니다. 개인적인 위기상황과
가정적인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자신과 가족에 적용해 가족관계의 역동을 이끌어 냅니다. 공동체의

우리 삶의 뿌리,
가족 공동체를 살립니다.
The Healing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aves families through the
Healing Counseling education from the
Christian standpoint.

기초단위인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학문의 이론과 임상적 실제를 병행하여
더욱 역량 있는 가족상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입니다.
The family counseling major develops family counselors who can solve problems
between couples, individual families, and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personal and family crises, we apply various methodologies
to ourselves and our families to bring out the dynamism of family relationships. The
educational goal is to train more competent family counselors by combining the
academic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of saving and to restore the family, the basic
unit of the community.

전공소개
가족상담이론 (Theories of Family Counseling)
가족및부부상담실제 (Practice of Family and Marriage Counseling)
경험주의가족치료 (Experiential Family Therapy)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y & Practice of Christian Counseling)
노인환자들을 위한 돌봄 (Pastoral Care for the Elderly Patients)
놀이치료 (Play Therapy)
단기가족치료의실제 (Practices of Brief Family Therapy)
모래놀이치료 (Sandplay Therapy)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부모교육 (Parenting Education)
부부상담의실제 (Practice of Marriage Counseling)
부부상담이론 (Couple Counseling Therapy)
사랑의 정신분석 (Psychoanalysis of Love)
상담면접 (Counseling Interview Skills)
상담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성격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
성상담 (Counseling for Sexual Issues)
아동발달과 정신병리 (Child Mental Health and Psychopathology)
아동상담 (Child counceling)
아동이상심리학 (Child Abnormal Psychology)
아동정신분석과 놀이치료 (Psychoanalysis and Play Therapy)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Psychotherap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용서심리학과 치유 (Helping Clients Forgive & Healing)
위기상담세미나 (Crisis Counseling Seminar)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인지행동치료실제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ies)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자살위기진단평가와상담 (Suicide crisis diagnosis, assessment, & counseling)
정서중심부부치료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정신분석 심리치료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정신병리와치료 (Psychopathology and Treatment)
정신장애의 진단 및 치료 (Diagnosis &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중년기부부상담 (Middle-Aged Marital Counseling)
중년기상담 (Middle-Aged Counseling)
중년기위기상담 (Counseling for Middle-Aged Crisis)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해결중심 가족치료 (Solution-Focused Family Therapy)
현대심리상담치료 (Contemporary Psychotherapy and Psychology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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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표현예술치료 전공
Expressive Arts Therapy

표현예술치료 전공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표현방식들에 해당하는, 음악과
소리, 몸동작과 움직임, 그리고 그리기와 만들기를 통해 감추어져 있던
억압의 기제를 찾아내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의 요구와
억압들로 행동이 제어되고 통제되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지만, 억압된

자유로운 표현이
나를 살립니다.
Free expression saves me

나는 늘 불편하고 아픕니다. 억압된 행동을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내담자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완화해주는 전문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입니다.
The Expressive Art Therapy major is a process of discovering and treating the hidden
mechanisms of oppression through music and sound, body actions and movements,
and drawing and making, which correspond to the expressive methods inherent
in human nature. Our behavior is controlled and shaped by social demands and
oppression; thus, our oppressed self can experience pain and uncomfortablness. The
educational goal is to cultivate professional counselors who can heal and alleviate
the internal wounds of clients by intentionally exposing repressed behaviors.

전공소개
게슈탈트 예술치료 (Gestalt psychotherapy for Adolescents)

인간중심 미술치료 (The Person-Centered Art Therapy)

동작과 심리 (Movement and mind)

인간중심 그룹 표현예술치료 (Person Centered Expressive Group Arts Therapy)

보컬심리치료 (Vocal Psycho Therapy)

즉흥연주와 음악치료 (Improvisation & Music therapy)

상담면접과 사례개념화 (Counseling Interview & Case Conceptualization)

청소년 심리와 상담 (Youth's Psychology & Counseling)

상담자의 자기 돌봄 : IFS 치료응용 (Counselor Self-Care)

청소년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for Adolescents)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

청소년을 위한 춤동작치료 (Dance/Movement Therapy for Adolescent)

예술치료 개인상담 (Individual Arts Therapy)

춤동작치료 세미나 (Dance/Movement Therapy Seminar)

음악심리학 (Music Psychology)

춤동작치료 이론과 실제 (Dance/Movement Therapy Theory and Practice)

음악심상테라피 (Music Imagery therapy)

투사적 검사와 평가 (Projective Test and Assessment)

음악치료 이론과 실제 (Music therapy theory & Practice)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1 (Trauma and Arts Therapy 1)

음악치료학 (Music Therapeutic)

트라우마와 예술치유 2 (Trauma and Arts Therap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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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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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Professor Introduction

강에스더 교수

고영순 교수

고혜경 교수

Majors : Middle-aged and Elderly Counseling
Degree : Ewha Womans University(Ph.D./Psychology)

Majors :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Degree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Majors : Jungian Psychology(Myths and Dreams)
Degree : Pacifica Graduate Institute(Ph.D.)

Professor Esther Kang
전공 : 중년기와 노인상담
학위 : 이화여자대학교(문학박사/심리학전공)

Professor Young Soon Koh
전공 : 기독교(목회) 상담
학위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Professor Hea Kyoung Koh
전공 : 심층심리(신화와 꿈)
학위 : Pacifica Graduate Institue(Ph.D.)

김의식 총장

박선영 교수

백정미 교수

안 석 교수

Majors : Marriage & Family Therapy
Degree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Majors : Dance therapy
Degree : Chanwon National University(Ed.D.)

Majors : Family Therapy
Degree : Yonsei University(Th.D./Counseling Major)

Majors : Holistic Healing Counseling(Psychoanalysis)
Degree : University of Strasbourg(Ph.D.)

President Euisig Kim
전공 : 가족치료
학위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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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Park Sun Young
전공 : 무용동작치료
학위 : 창원대학교(교육학박사)

Professor Paik, Jung Mi
전공 : 가족치료
학위 : 연세대학교(신학박사/상담학 전공)

Professor Seok An
전공 : 전인치유상담(정신분석)
학위 : UNIVERSITE DE STRASBOURG(Ph.D)

교수소개

유상희 교수

이금만 교수

이유상 교수

이현숙 교수

Majors : Crisis Counseling, Multicultural Counseling
Degree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Ph.D)

Majors : Christian Education
Degree : Columbia University(ED.D.)

Majors : Christian Counseling and Family Ministries
Degree :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h.D)

Majors : Marital Counseling
Degree : Seoul Womens University(D.A.)

Professor Sang Hi Yoo
전공 : 위기상담, 다문화상담
학위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Ph.D)

Professor Geum Man Lee
전공 : 기독교교육
학위 : Columbia Univ.(미국) (ED.D.)

Professor Yoosang Lee
전공 : 기독교상담과 가정사역
학위 :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h.D)

Professor Lee Hyun Sook
전공 : 부부상담
학위 : 서울여자대학교(문학박사)

임종환 교수

정병호 교수

정푸름 교수

채유경 교수

Majors : Music Therapy
Degree : Midwest University(D.Min.)

Majors : Children and Adolescent Psychotherapy(Play Therapy)
Degree : California Graduate Institute(PSY.D)

Majors :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Degree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Ph.D.)

Majors : Clinical Psychology(Psychological Testing)
Degree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d.D./Counseling Psychology)

Professor Lim Jong Hwan
전공 : 음악치료
학위 : Midwest University(D.Min.)

Professor Byungho Jung
전공 : 아동청소년심리치료(놀이치료)
학위 : California Graduate Institute(PSY.D)

Professor Pooreum Chung
전공 : 기독교(목회) 상담
학위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Ph.D.)

Professor Yu Kyung, Chae
전공 : 임상심리(심리검사)
학위 : 전남대학교(교육학박사/상담심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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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UPPORTING SCHOOL'S EFFEC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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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및 부설기관
ANNEX AND
AFFILIATED INSTITUTIONS

치유상담대학원의 부설기관은 대학의 기능과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센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마련합니다.

The affiliate institutions of the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actively support the university
to effectively perform the functions and the social roles required to become a regional hub.
In addition, the affiliate institutions provide expertise to the students development and play an essential part in
sharing salvation with ou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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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Annex and
Affiliated Institutions

동산도서관

DONGSAN LIBRARY

동산도서관은 치유상담학, 심리학, 상담학, 철학, 종교학 등 각종 전문도서 및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치유상담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Dongsan Library possesses a collection of specialized books and materials on the subjects of
healing and counseling, psychology, philosophy, religion and many more. In addition, it provides data
information services to assist students in their academic carrier.

박물관

MUSEUM

박물관은 국내외 역사 유물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민속품을 정리, 보존함으로써 귀중한 학술연구와 문화
체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museum collects historic artifacts and related materials, domestically and abroad, to help understand
and value the tradition and the culture. Further, it provides resources for valuable academic research and
cultural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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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상담지원센터

COUNSELlNG SERVICE CENTER

상담지원센터는 기독교 이념 아래 치유상담 전문가를 교육하고 임상프로그램의 성과를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내면적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민족과 세계인을 살리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지원센터 산하의 연구소는 목회상담신학연구소, 다문화치유상담연구소, 서울음악치료연구소, 서울놀이치료연구소, 춤동작치유연구소,
서울정신분석클리닉연구소, 해피엔딩연구소 등 학제 간 활동을 활성화하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The Counseling Service Center, under the Christianity, trains counseling experts and conducts academic programs regarding enhancement of clinical performances.
The purpose of its operation is to assist healing process of the people suffering from inner wounds: moreover，to save the people and the world by creating a healthy
community.
The Counseling Service Center supports and works with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stitutes: Seoul Clinic lnstitute for Psychoanalysis, Multicultural Healing and
Counseling lnstitute, lnstitute of Pastoral Counseling & Theology, Happy Ending lnstitute, Seoul Play Therapy lnstitute, Choom Therapy & Meditation lnstitute, Seoul
lnstitute for Music Therapy and more.

부설 상담지원센터
산하 연구소

목회상담신학연구소 Institute of Pastoral Counseling & Theology
연구소는 기독교 이념 아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치유상담을
목회신학에 입각한 통합 연구와 신학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상담을 수행합니다.
lnstitute of Pastoral Counseling & Theology based on Christianity is founded to revive ourselves, our families, our churches,
and our nation and provides pastoral healing counseling in domestic and abroad through integrated researches and
theology educations.

다문화치유상담연구소 Multicultural Healing and Counseling Institute
연구소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교회와 기관들을 위한 치유 상담 연구를
통해 다문화적이며, 상호문화적인 치유상담과 국내의 다문화가정과 자녀들,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탈북자,
조선족, 유학생 등에 대한 치유상담적 연구와 더불어 국외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내 다문화를
경험하는 개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연구와 다문화 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외 치유상담을 수행합니다.
Multi cultural Healing and Counseling lnstitute develops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healing counseling for growing
multicultural populations to provide the services by researching children, adolescence, adults, organizations, and churches
in multicultural environments.

서울음악치료연구소 Seoul lnstitute for Music Therapy
연구소는 음악치료 이론과 임상을 학술적으로 연구합니다. 음악치료가 영과 인격을 통합시켜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수행합니다.
Seoul lnstitute for Music Therapy teaches theories and clinically organized practice of music therapy, develops clinical
researches ofthe integrated possibility to achieve spiritual and personal changes, and provides healing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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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상담지원센터
산하 연구소

부설기관

서울놀이치료연구소 Seoul Play Therapy Institute
연구소는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놀이치료를 세계적인 학술적 연구와 임상적 사례들을 분석해서
정신분석적 방법론을 가지고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치유상담을 수행합니다.
Seoul Play Therapy lnstitute based on object relation theory develops Play Theory techniques and researches academic
clinical studies and analyses on clinical cases to provide Play Therapy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춤동작치유연구소 Choom Therapy & Meditation Institute
연구소는 춤테라피 이론 및 임상의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춤 치유와 영성
심리치료의 통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임상을 개발함으로써 치유상담을 수행합니다.
Choom Therapy and Meditation lnstitute studies theory and academically organized clinical practice, researches the
possibility to integrate Choom Therapy with Spiritual psychotherapy, develops clinical cases, and provides healing therapy.

서울정신분석클리닉연구소 SeoulClinic Institute for Psychoanalysis
연구소는 정신분석적 상담심리치료 이론 및 임상의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역동적 상담심리치료와 영성심리치료의 통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임상을 개발함으로써 치유상담을 수
행합니다.
Seoul Clinic lnstitute for Psychoanalysis studies psychoanalysis theories as well as clinically organized academic cases,
researches the possibility to integrate psychodynamics therapy with spiritual psychotherapy, clinical practices, and provides
healing therapy.

해피엔딩연구소 Happy Ending Institute
연구소는 기독교 이념아래 한정된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성찰, 기독교인으로서의
헌신과 소명,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뿐 만 아니라, 해피엔딩(죽음준비)
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생애치유 여정이 아름답고 축복된 죽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Happy Ending institute based on Christianity teaches preparing for our remaining life beautiful reflecting our death, our
dedication, and our calling as a Christian, studies traumas that relates to death to oveπome the pain, and provides happy
ending education (preparing for death) for people to encounter blessing and beautifu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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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부설 상담지원센터
산하 연구소

한국자살위기지원상담센터 Korea Suicide Crisis Support Counseling Center
한국자살위기지원상담센터는 자살 관련된 예방교육을 통해 자살의 위험성과 파괴적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내담자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명살리기 운동의 최전방에서 전문심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합니다.  
The Korea Suicide Crisis Support Counseling Center serves to promote and inform the content of preventing suicide
risks and destructive factors in advance through suicide-related prevention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to clients classified as high-risk for suicid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lifesaving movement.
It is a center that plays a role as a professional psychological institution at the forefront.

심리검사연구소 The Parts & Art Therapy Institute: PATI
심리검사를 통해 ‘내 안의 보물들(parts)’을 찾아, 성장을 돕고자 치유상담을 제공할뿐 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내면의 다양한 마음들(parts)의 자원(resource)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치유상담을 제공하고 심리검사 수련 및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Psychological test research institute(PATI:The Parts & Art Therapy Institute) aims to provide healing counseling so
that you can further grow by finding "treasure inside me" through psychological tests. Healing counseling is provided to
children, adolescents, adults, and families so that they can find and utilize resources of various parts of our hearts, and
psychological test training and research are conducted.

동산상담센터 Dongsan Counseling Center
심리적, 정서적으로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상담합니다. 센터에는 동산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여성쉼터 등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Dongsan Counseling Center provides counseling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with various issues and specialized counseling
for domestic violence and sexualviolence. The Dongsan Counseling Center comprised Dongsan Counseling Center,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Seocho Counseling Center for Sexual Abuse, and Women’s Shelters.

동산가족센터 Dongsan Family Center
부부학교(11년 동안 운영한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문제(성격차이, 대화부재,
성문제, 외도, 폭력, 시댁 등)와 자녀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상담합니다.
Dongsan Family Center provides quality programs on maritalissues including personailty differences, communication issues,
parentalissues, sexualissues, infidelity violence, and issues regarding in-Iaws. The Center has been recognized as the best
quality programs provider during the last 11-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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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Chart
학교법인 살림동산학원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School Corporation
Salim Dongsan

법인 사무처 Corporate Office

대외협력처 External Coordination Department
교학처 Registrar
학사지원, 교수지원, 학생지원, 입학

대학본부

assisting curriculum & coursework, faculty,and students enrollmen

University Headquarters

사무처 Administration
기획, 행정지원, 회계, 관리

대학원 위원회

planning, administration support, finance, other operations

Graduate School Committee

치유상담학과 Department of Healing Counseling
- 전인치유상담 전공  Holistic Healing and Counseling
- 가족상담 전공  Family Counseling
- 표현예술치료 전공  Expressive Arts Therapy

대학원
Graduate School

총장

부속기관

President

Annex Institutions

동산도서관 Dongsan Library
박물관 Museum

상담지원센터(학생생활상담소/일반인상담소)  Counseling Service Center
- 목회상담신학연구소  Institute of Pastoral Counseling & Theology
- 다문화치유상담연구소  Multicultural Healing and Counseling Institute
- 서울음악치료연구소  Seoul Institute for Music Therapy
- 서울놀이치료연구소  Seoul Play Therapy Institute
- 춤동작치유연구소  Choom Therapy & Meditation Institute
- 서울정신분석클리닉연구소  Seoul Clinic Institute for psychoanalysis
- 해피엔딩연구소  Happy Ending Institute
- 한국자살위기지원상담센터  Korea Suicide Crisis Support Counseling Center
- 심리검사연구소  The Parts & Art Therapy Institute

부설기관
Affiliated Institutions

각 위원회
Committee

동산상담센터 Dongsan Counseling Center
- 동산상담소 Dongsan Counseling Center
- 서초성폭력상담소  Seocho Counseling Center for Sexual Abuse
- 여성쉼터  Women's Shelters

치유상담연구원
Christian & Counseling Institute

동산가족센터 Dongsan Family Center
한국치유상담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ing & Counseling

7호선 내방역
Naebang Station

캠퍼스 안내도
Campus Map

대중교통 안내 Public Transportation

4,7호선 이수역
Isu Station
7

7호선 내방역
Naebang Station

지하철 7호선 METRO LINE 7

4

2호선 방배역
Bangbae Station

1
제일병원
Jeil Hospital

1 동산관(대학본관)
Dongsan Hall
(The Main Building of the University)

2 살림관(실습동)
Salim Hall
(Counseling Center Building)

3 아산관(교수연구동)
Asan Hall(Faculty Building)

4 정다운관
Jeongdau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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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내방역 8번 출구로 나와 100m 직진하면 교통 신호등 앞에 대학 본관 위치
The main University building is located in front of the traffic lights
after you walk 100m from Exit 8 of the Naebang Station.

지하철 2호선 METRO LINE 2
서리플공원
Seoripul Park

대법원, 2호선 서초역
Supreme Cout, Seocho Station

방배역 4번 출구로 나와 내방역 방면으로 10m 앞에서 마을번스 07번을
타고 2분 거리에 있는 제일병원 앞에서 하차 후 길 건너편에 대학 본관 위치
At Exit of the Bangbae Station, take town bus No.07, travel 10 mins
toward the Naebang Station, get off in front of the Jeil Hospital
and the main building of the University will be right across the street.

일반버스 BUS LINE
1, 8, 142, 288, 4319, 742번을 타고 내방역 부근에서 하차
Take either the 1, 8, 142, 288, 4319 or 742 bus and get off at the
Naebang Station.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 School Development Fund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1996년에 설립된 치유상담연구원을 모체로, 상처 입은 나를 살리고, 흔들리는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자는 교육목표로 2014년 1월 27일 설립된 임상을 실천하는 전문상담 교육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민족을 치유하고 흔들리는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치유상담의 학문적 연구와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원은 치유상담비전 2030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많은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장 김의식
Euisig Kim, President

The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has launched the "Healing Counseling Vision 2030" focusing
on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dvancement of the university and we look forward
many donors’ support and contribution.

치유상담 비전2030
•“치유상담대학원” 특성화 대학원 도약
- 치유상담 특성화 대학원 인증(자체평가 및 대학원 평가) 사업
- 치유상담학 박사과정 추진
•우리민족을 살리는 “치유상담터전” 추진
- 학술심포지엄, 지역거점대학 육성, 사회사업 육성
-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도입
- 치유상담 전문상담사 국가자격 추진
•대학원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추진
- 치유상담 전문 캠퍼스 구축
  ▶ 규      모 : 건축 연면적 12,000㎡ / 지하3층, 지상 10층
  ▶ 예산규모 : 건축 200억원, 대지 및 부대시설 200억원
                    (표현예술치료실, 영성관, 전문실습실, 상담실습실,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행정지원시설 구축)
•치유상담학술발전을 위한 연구기금, 학생복지 장학기금 조성
- 1차 목표
  ▶ 연구기금 5억원 : 학문연구분야, 교육분야 등 치유상담의 저력을 보여줄 인재 선발 육성
  ▶ 장학기금 5억원 : 우수 인재 유치 및 우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기금 등

대학원 발전을 위한 후원회 조성
- 목      적 : 대학원 발전 동력 구축(캠퍼스 구축 및 연구기금, 장학기금 후원)
- 구      성 : 사회복지가, 재학생, 동문회, 유명 사회인 등
- 예      우 : 감사패 증정, 도서관 이용권 증정, 학교시설 이용 편의 제공,
                 본인·자녀·본교 입학 시 학비감면 혜택

•후원계좌

후원방법

신한은행 140-006-139382 (예금주 : 치유상담연구원)

•전

화

02.599.2466~7(교내 304) 대외협력처 처장 안옥섭장로 010.5412.1554

•팩

스

•주

소

02.599.3563
06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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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88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121, Seocho-daero, Seocho-gu, Seoul 06588, Korea
Tel. 02.599.2400,2466 Fax. 02.599.3563 www.hc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