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5 Somatic Experiencing® 전문 교육 3기
초급2 과정 (Beginning Ⅱ/Ⅲ) 교육 안내
Somatic Experiencing® 전문 교육 3기 초급2 과정(Beginning Ⅱ/Ⅲ) 교육 안내드립니다. SE 교
육 초급1 과정(Beginning Ⅰ/Ⅱ)을 수료하신 분들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Long COVID-19로
그간 한국에서는 SE 전문 교육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초급2 과정(Beginning
Ⅱ/Ⅲ) 부터는 대면교육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사정으로 인한 변동 시 별도 안
내 드리겠습니다.
01. 강사소개
Kavi Gemin (CO, BCST, SEP)
- Osteopathy(골병증) 전공
- SEI 교수진 (SE Faculty)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ranosacral Balancing® 강사 겸
공동이사
- 바이오다이나믹 두개천골요법 임상 및 교육
- NLP, 내면아이 작업, 공동의존 및 발달심리학 연구
- 스위스 SVEB 인증 성인교육학 (Andragogy) 전임교육자 외
다수 심신훈련 및 교육 관련 자격 보유
02. 한국 2022-25 Somatic Experiencing® 전문 교육 일정
과정

교육방식

초급1(Beginning I/II)

온라인 교육(완료)

날짜 및 시간
2022. 8월 5~7일 &
8월 12~14일

장소
ZOOM

2023년 1월 12~17일
초급2(Beginning II/III)

대면교육

오전 9:00~오후 5:45 예정

노틀담 서울 교육관

(점심시간 2시간 포함)

대면교육 시
중급1(Intermediate I/II)
온라인교육 시
대면교육 시
중급2(Intermediate II/III)
온라인교육 시
고급1(Advanced I)

2023년 7월 20~25일
2023년 7월 21~23일 &
7월 28~30일
2024년 1월 11~16일
2024년 1월 5~7일 &
1월 12~14일

추후공지
ZOOM
추후공지
ZOOM

2024년 6월 22~27일

추후공지

2025년 4월 8~13일

추후공지

대면교육
고급2(Advanced II)

03. 접수 방법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및 촬영 동의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한국트라우마치
료교육연구회 이메일 sekorea.office@gmail.com 로 접수해주십시오.
* 촬영 동의서의 경우 전자서명 혹은 직접날인 후 이미지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4. 장소 안내

*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감사원 방향, 도보로 약 400M 직진 또는 마을버스 2번
을 타시고 돈미약국에서 하차하시면 가회동 성당 맞은편입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YMCA 건물 앞에서 마을버스 2번 타시고 돈미
약국에서 하차
* 주차는 불가합니다.
05. 교육비 입금 안내 (초급2 과정 Beginning Ⅱ/Ⅲ 등록에 한함)
신청서 접수 후 아래의 계좌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2022년 12월 20
일 (화) 까지 등록하시면 교육비의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조기등록 마감 기한 이후에는
일반등록 비용으로 적용됩니다.
* 해외에서 초급1 과정을 수료하신 경우 신청 전 개별적으로 문의 해주십시오.

-일반등록기간 및 교육비 : 200만원 (2022. 01. 04 까지)
-조기등록기간 및 교육비 : 180만원 (2022. 12. 20 까지)
-입금처: 국민은행 699201-01-316329 (예금주 : 한국트라우마치료교육연구회)
-입금시 SE 전문 교육 단계와 성명을 반드시 표기 해주십시오. 단계표기가 없을 시 입금확
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초급2홍길동
★ 환불규정: 교육 시작 1주일 전 100%, 3일 전 80%, 1일 전 50%, 당일 이후 환불불가
★ 초급2 과정부터 교육비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 기입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여부 관련 사항을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본 링크로 신청하지 않고 시일이 지난 후에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시는 경우는 발급이 불
가하오니, 발급 여부를 잘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교육
비 입금 후 익월 10일까지 발급 됩니다.
* [SE 3기] 초급2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여부 바로가기
——> https://forms.gle/xpSjYsCbETumyjQf9
ㅡ
* 본 교육과정은 순차통역으로 이루어집니다.
* 홈페이지: http://www.krstte.org/
* 문의 (이메일): sekorea.office@gmail.com
* 문의 (전화): 010-2293-5236, 010-3771-9848 (전화문의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