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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ducation 

1982년 고신대학(B.A., 기독교교육학) 

1986년  고신대 대학원(M.Div., 기독교교육학) 

1999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Ed.D.) 

2002년 미국 웨스트민스트 신학교(Visiting Scholar) 

 

 

교수 및 강의경력 Academic Appointment 

1997년-1999년  경성대학 강의(인간행동의 이해) 

1998년-1999년  부산대학 강의(교육심리) 

2000년-2006년 미국 Chesapeake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가정사역학 및 상담학) 

2007년-현재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최고위과정 교수(가정사역학, 상담학, 신체심리치료학) 

2015년 백석대학교(청소년 예술치료) 

2016년-현재 명지대 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무용동작치료 전공 객원교수  

 

 

주요경력 및 자격 Career & Qualification 

1995년-2006년 미국 Global Research Center 소장  

2006년-현재 하이패밀리 공동대표,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최고위과정 원장 

2007년-2017년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초구청 수퍼바이저 

2008년-현재 한국춤동작심리상담협회, 통합예술심리상담사(춤동작치료전문가) 

2009년-현재 한국복지 상담학회 수련감독 

2009년-현재 하이패밀리 치유상담센터 원장, 한국신체심리연구소 대표 

2010년-2015년 한국댄스테라피협회 RDT(공인 무용/동작치료사) 

2013년-2015년 한국무용/동작 심리치료 학회장 역임 



2015년  미국 타말파 연구소 한나랄프린 워크숍 수료  

2015년-현재 한국신체심리치료 협회장 및 수련감독, 한국가족생태학회장 및 수련감독  

2018년~현재 성폭력치유상담센터 “위드유”대표 

 

 

학술활동 Publications 

논문 

부모-청소녀 자녀간 갈등관리를 위한 인지재구성 프로

그램의 개발 
가정사역학회지. 2000.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관

리에 미치는 영향  

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논문집 

Vol.13,No.1, 2012.  

감정코칭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정서지

능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논문집 

Vol.14,No.1, 2013 

부모/자녀 감정코칭과 관계증진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2013 KDTA 국제컨퍼런스 발표  

저서  

누비이불 지평, 1984년 

영성개발과 공동체 훈련 한국문서선교회, 1985년 

결혼예비학교핸드북 기가연, 1997년 

사랑은 사랑의 씨앗을 낳고 기가연,1998년 

부모교실핸드북 기가연, 1998년 

부모기대관리핸드북 기가연, 2000년 

사춘기 자녀양육 고백서 ‘행복샐러드’ 해피홈, 2005년 

유쾌한 부부콘서트 물푸레, 2010년 

무용/동작치료의 예술과 과학 
류분순 외 공역, 시그마프레스, 

2014년 

결혼한 여자도 힐링이 필요해 두란노, 2015년 

 

 

 

 

 



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개발프로그램 

사모 및 여성힐링캠프 “러빙유” 2006년 

갱년기 여성을 위한 신체심리치료 2009년  

사춘기 부모교실 2009년 

여성/사모를 위한 신체심리치료 2009년  

영성훈련을 위한 신체심리치료 2009년 

아동/청소년/청년/부모/부부를 위한 이모션코칭 

(감정치유, 분노조절, 공감연습, 감정전환) 
2010년 

사춘기 부모를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0년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1년 

가족친밀감 강화를 위한 가족힐링캠프 2013년  

리더십훈련을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3년 

부부를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5년 

리듬앤다이어트 2015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창의/인성캠프 2015년 

자기체험중심 집단신체심리치료 2015년  

암면역강화캠프 2017년  

가족몸놀이축제 2017년 

영유아부모교실 2017년 

아빠육아교실 ‘라떼파파’ 2018년 

분노관리(Anger Management) 2018년 

노년신체심리치료 2019년  

애도 2019년  

 

  



주요강의 및 임상경력 Clinical Activities 

용인정신병원 정신병동 입원환자를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0년-2012년 

홈플러스  결혼예비교육  2010년 

삼성증권 은퇴부부를 위한 부부행복캠프 2010년 11월 

현대인재개발 

연구원  

현대자동차 이사승진 임직원 부부의 행복증진을 위한 신체

심리치료 
2010년-2011년 

경기도민 e-배움터 부부교육  2011년 

국립재활원 뇌졸중 환자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1년-2012년 

강원랜드 중독센터  도박중독 부부회복을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1년 11월 

벽산엔지니어링 벽산엔지니어링 임원부부행복증진을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1년 11월 

삼성전자 결혼예비교육 2012년 

삼성증권  은퇴부부의 행복증진을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2년 5월 

경찰대학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캠프  2013년 3월 

한국수력 부부행복세미나  2013년 4월 

청담중학교 학교폭력예방을위한 신체심리치료  2013년 11월 

전국 자자체 20여개 
장애우, 싱글맘, 학교부적응아, 이혼위기가족 대상 가족친

밀감 강화를 위한 가족힐링캠프 
2013년-2014년 

수원지법  이혼위기부부를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4년 8월 

성심여대  음악치료사를 위한 신체심리치료  2014년 9월 

서울가정법원 비양육자 가족 힐링 캠프  2014년 10월 

국제평화지원단  
레바논 파병 군부대 가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신체심리

치료 
2014년-2015년 

서울시건강가정 

지원센터 
소속강사를 위한 가족힐링캠프 지도자 과정  2015년 4월 

서울시건강가정 

지원센터 
소속강사를 위한 이모션코칭 지도자 과정  2016년 

화성시건강가정 

시원센터 
산하 8개 상담기관을 위한 가족힐링캠프 지도자과정  2016년 9월 



* 이외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정관련 기업, 교회, 지자체 강의경력 총 5천여회, 2008년부터 현

재까지 하이패밀리 부설 한국신체심리연구소에서 20종의 집단 신체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약 천여회 시행 

 

주요 방송경력 Broadcasting Activity 

2006년-2011년 SBS TV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2006년 SBS 스페셜 ‘백 마디 말보다 소중한 단 한 번의 포옹’ 

2007년 KBS1 TV 다큐 3일 ‘사랑과 전쟁, 부부관계 회복 캠프’ 

2008년 EBS ‘다큐여자’ 

2013년 MBN ‘신세계’ 

2013년 JTBC ‘교육위원회’ 

2015년 KBS 라디오 ‘종교와 인생’ 

2015년 CTS TV ‘4인 4색’, CTS TV ‘내가 매일 기쁘게’ 

2016년 MBN ‘부부수업 파뿌리 

2017년  KBS VJ 특공대  

2019년  CBS ‘나를 살리는 찬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