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가족치료 (MFT) 전문가과정은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 (AAMFT) 공인 
수퍼바이저들이 직접 지도하게 됩니다. 

(사) 한국가족상담협회와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현재 미국의 MFT 분야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원으로 손꼽히는 

퍼듀대학교와 오레곤대학교, 텍사스택대학교, 시애틀퍼시픽대학교, 

하와이차미나드대학교, 데이브레이크대학교의 결혼과 가족치료전공 

현역 교수이자, AAMFT 공인 수퍼바이저자격을 소지한 교수진들이 직접 지도하며, 

미국 LMFT 자격취득과정과 동일하게 지도하는 

임상-중심의 가족치료 (MFT) 전문가과정입니다. 

공동주최 

이메일: IICFR@daybreak.edu

연락처: 070.7425.0480

지금까지 책에서 이론으로 듣던 가족치료의 정수를 기본기법을 포함하여 수퍼비전의 실제를 현장에서 실습하듯 그대로 

살아있는 체험을  맛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퍼바이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최고의 

가족치료전문가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긍정과 따뜻한 지지를 받는 수퍼비전이었습니다. 

상담사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는 큰 계기가 되게 해 준 가족치료전문가과정으로 참으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전 00 (가족치료전문가과정 이수자) -

실제 내담자 사례에 대한 가족치료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따뜻한 지지와 명료한 방향성 제시로 

상담사로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습니다. 

- 이 00 (가족치료전문가과정 이수자) - 

(사) 한국가족상담협회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 AAMFT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공인 임상 수퍼바이저 (AAMFT Approved Supervisors)들이 직접 지도하는 

가족치료전문가과정



다양한 가족치료 이론들을 중심으로, 현재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 석/박사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족치료전문가 

훈련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수련생이 가족치료사와 내담자가 직접 되어보는 역할훈련과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수련 후 즉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임상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 공인 임상수퍼바이저 (AAMFT 

Approved Supervisor)로 부터 직접 상담사례에 대한 

가족치료 수퍼비전 (MFT Supervision)을 받게 됩니다

가족치료전문가 

교육 및 수련방식

1. AAMFT 공인 임상수퍼바이저들이 직접 지도하는 가족치료전문가 

   전 과정 (3학기)을 수료 시, (사)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1급 (2급 포함) 필기고사 면제

2. 본 전체 과정 (3학기)은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중, 가족상담관련 일반 교과목으로 인정

3. 본 과정 중 수퍼비전 참석 시,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임상수련과정 중 집단수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되며, 

   통합상담사례발표회 참석 1회로 인정

4. 본 과정 중 수퍼비전 시간에 상담사례 발표 시,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임상수련과정 중 개인수퍼비전 

   시간으로 인정

5. 본 과정 중 수퍼비전 시간에 상담사례 발표 시,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지격취득을 위한 임상수련과정 중 

   통합상담사례발표회 참석 1회 및 사례발표회 1회로 각각 인정

특전

가족체계이론 Family Systems Theory     

미누친 구조적가족치료 Structural Family Therapy

여성주의가족치료 Feminist Family Therapy

보웬가족체계이론 Bowen Family Systems Theory

나지 문맥적가족치료 Contextual Family Therapy

사티어 경험적가족치료 Experiential Family Therapy

이야기치료 Narrative Therapy

해결중심단기치료 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

의학가족치료 Medical Family Therapy

가족치료임상윤리 Ethical and Professional Issues and practice in MFT

가족치료사의 자기이해와 성장 Self-of-the Therapist

이마고부부치료 IMAGO Couple Therapy

정서중심부부치료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성치료 Sex Therapy

내면 부모-자녀 가족체계치료 IPCST 

Internal Parent-Child Systems Therapy

가족치료이론의 통합적 적용 

Integr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Models and the Application

교육과정 * 총 3학기로 진행 

결혼과 가족치료 수퍼비전

임상 수퍼바이저 

김혜진 박사 Jin Kim, Ph.D., LMFT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서던캘리포니아 커플(부부)가족치료대학원 대학원장,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 (MFT) 부교수/ 데이브레이크 부부가족상담센터 책임디렉터/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사 (LMFT) 자격면허/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 (AAMFT) 
공인수퍼바이저/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 (AAMFT) 공식학술지 JMFT 편집위원/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CIT)/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퍼듀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전공 석사/ 텍사스텍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전공 박사

앤프라우디 박사 Anne Prouty, Ph.D., LMFT
시애틀 퍼시픽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교수/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 교수/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사 (LMFT) 자격면허/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 
(AAMFT) 공인수퍼바이저/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 결혼과 가족치료 
임상수퍼바이저/ 이스트케롤라이나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석사/ 
퍼듀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박사

케네스 실베스트리 박사 Kenneth Silvestri, Ed.D., LMFT
데이브레이크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MFT) 임상지도교수/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사 (LMFT) 자격면허/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협회(AAMFT) 공인 수퍼바이저/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 결혼과 가족치료 임상수퍼바이저/ 페어레이 
디킨슨대학교 석사/ 뉴욕 콜롬비아대학교 가족학 박사

로나 해커 박사 Lorna L. Hecker, Ph.D., LMFT
퍼듀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명예교수/ 데이브레이크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석좌교수/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사 (LMFT) 자격면허/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 (AAMFT) 공식학술지 JMFT 편집위원/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 (AAMFT) 공인 수퍼바이저/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 
결혼과 가족치료 임상수퍼바이저/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 심리학 학사, 상담교육학 
석사/ 퍼듀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MFT) 박사

태미 넬슨 박사 Tammy Nelson, Ph.D., LPC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성상담치료 및 교육 (HST) 전공 석•박사과정 주임교수/ 
미국국가공인상담전문가 (LPC) 자격취득/ 미국국가공인 성과학위원회 (ABS) 
성과학자 (Diplomate) 자격취득/ 미국국가공인 성교육자•성상담사•성치료사 
자격소지자협회 (AASECT) 공인수퍼바이저/ 국제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수련연구소 
(IITI)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국제공인 이마고커플스웍샵 프리젠터, 
선임임상가 자격취득/ 미국공인 알콜과 약물중독치료사 (LADC) 자격취득/ 
브리치포트대학교 심리학 학사/ 뉴로셸대학교 예술치료학 전공 석사/ 
어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클리니칼 섹스올로지 성과학전공 박사

디에나 린빌 박사 Deanna Linville, Ph.D., LMFT
오레곤대학교 커플과 가족치료 전공 (CFT) 부교수/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 
임상 및 연구지도교수/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사 (LMFT) 자격면허/ 미국결혼과 
가족치료사협회 (AAMFT) 공인 수퍼바이저/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 (AAMFT) 
공식학술지 JMFT 편집위원/ 버지니아텍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 (MFT) 전공 석사, 박사

결혼과 가족치료 수퍼비전 

Marriage and Family Therapy Supervision:

상담 현장에서의 개인, 부부, 가족 상담 사례들을 가지고,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 AAMFT> 공인 임상수퍼바이저들로 부터 

직접 사례지도를 받음으로써, 가족치료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모색하여 

상담에 다시 올바로 적용한다. 

블랜딘 호킨스 박사 Blendine Perreire Hawkins, Ph.D., LMFT
하와이 차미나드대학교 조교수/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 교수/ 미네소타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 (박사)/ 미국 결혼과 가족치료사 (LMFT) 자격면허/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AAMFT) 공인 수퍼바이저 캔디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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