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Somatic Experiencing® 전문 교육 – 중급과정 (Intermediate I/II, II/III)
중급과정 1 (Intermediate I/II) 교육 안내
Somatic Experiencing® 은 Peter Levine 박사에 의해 연구된 트라우마 전문 치료이론과 해결방법
으로 전 세계에서 전문 교육을 통해 전수되고 있고 효과적인 트라우마 해결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2019년까지 진행된 1차 Somatic Experiencing® 전문 교육이 무사히 완
료되고, 지난 2020년 2차 전문 교육 초급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COVID-19로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Somatic Experiencing® 트
라우마 연구소는 미국 현지의 교육을 대부분 온라인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든
교육 과정을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중급1 (Intermediate I/II) 과정 역시 온라인 전
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기존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동일한 구조와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되어 대면 교육이 가능할 시 기존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
다.
01. 한국 2021 So matic Experiencin g® 전문 교육 일정
과정

날짜

장소

초급1(Beginning I/II)

2020년 10월 15~20일

온라인 (ZOOM 화상앱)

초급2(Beginning II/III)

2021년 4월 22~27일

온라인 (ZOOM 화상앱)

중급1(Intermediate I/II)

2021년 9월 7~12일

온라인 (ZO O M 화상앱)

중급2(Intermediate II/III)

2022년 5월 26~31일

고급1(Advanced I)

2022년 10월 13~18일

고급2(Advanced II)

2023년 4월 20~25일

추후공지

02. 접수 방법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및

보안

동의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sekorea.office@gmail.com 로 이메일로 접수해주십시오.
* 보안 동의서의 경우 전자서명 혹은 직접날인 후 이미지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3. 교육비 입금 안내 (중급 과정1: Intermediate I/II 등록에 한함)
신청서 접수 후 접수승인 회신 이메일을 받으시면 아래의 계좌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2021년 8월 8일 일요일까지 등록하시면 등록비용의 1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조기등
록 마감 기한 이후에는 일반등록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일반등록기간 및 교육비 : 200만원 (2021년 9월 5일 까지)
-비대면 교육 조기등록 기간 및 교육비 : 165만원 (2021년 8월 8일 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917701-01-183551 (예금주: 한국트라우마치료교육연구회)
**조기등록 혜택: 교육비 10% 할인, 3회에 걸쳐 분납 가능
(★분납을 원할 시 연구회에 문의 요망)
1차 분납: 2021년 8월 8일까지
2차 분납: 2021년 8월 29일까지
3차 분납: 2021년 9월 5일까지
ㅡ
* 본 교육과정은 순차통역으로 이루어집니다.
* 홈페이지: http://www.krstte.org/
* 문의 (이메일): sekorea.office@gmail.com
* 문의 (전화): 010-2293-5236, 010-3771-9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