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강사양성교육(2차 기본과정) 안내문
본 워크샵은 2013년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사)탁틴내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교육개요
◦ 교육명: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강사양성교육
- 2차 기본과정
◦ 교육목표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하 인간존중프로그램)
매뉴얼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 및 청소년성폭력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상
담과 교육의 현장에서 성폭력 가해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사업인『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전문강사 양성의 기초를 마련함.
◦ 교육대상: 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 상담실, WEE센터․클
래스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등 총 100명 ※정원 초과 시, 관련
경력과 자격 기준으로 선발함.
∎ 우선 선발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사회복지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문상담교사(교육
부) 1급 이상
- 2급 이상 자격증: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청소
년상담사(여성가족부),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2급 이상

◦ 교육내용: 인간존중프로그램 매뉴얼 교육(*주요 내용: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
등 성인식 교정, 스트레스관리, 친밀한 대인관계 만들기, 성폭력 상황 고리 끊
기를 통한 재발방지 계획 세우기 등)
◦ 일정 및 장소(2일간 비숙박으로 총 12시간 진행)
구분

지역

일 시

교육인원

장 소

기본과정

서울

2013. 7. 16(화)~17(수)

100명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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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2013년 7월 1일(월) 오후 3시까지
◦ 신청방법: 첨부서류를 humanrespect@daum.net 메일로 발송
※ 첨부서류 1. 교육신청서 2.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문

의: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팀장 서은주(TEL.02-3141-0190)

※ 혜택: 교육비 전액 여성가족부 지원.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이후
진행될 심화과정 워크샵 신청 자격 부여됨.
◦교육생 발표: 2013. 7. 3일(수) 오후 3시 탁틴내일 홈페이지(www.tacteen.net)
공지사항에 게시

□ 강사진 소개
강 사명

소속기관 / 직위 및 관련 경력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실장

이영준

/ 임상심리전문가

노일석

법무부 보호관찰과 사무관

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 소장 / 상담심리전문가

이혜란

탁틴내일연구소 가해행동연구실 실장 / 인간존중프로그램 전문강사

□ 교육과정

7/16
(화)

시 간

내 용

강 사

9:30~10:00

등 록

10:00~10:10

인 사 말

이현숙

10:10~12:30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발달과 이해

이영준

점심식사

13:30~17:00

인간존중프로그램의 이해 및 적용

이영준

10:00~12:30

성폭력 가해 청소년 심리 및 행동 특성

노일석

점심식사

그룹1

7/17
(수)

13:30~17:00

그룹2

성상담 및 성폭력상담 이해
매뉴얼 실습
-사랑과 폭력/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등
전체 발표 및 토의(30분)

※ 7/17일 오후 그룹 배정: 교육신청 시 희망그룹 파악하고 진행팀에서 배정함.
그룹 1: 성 관련 교육 및 상담 무경험자 / 그룹 2: 성 관련 교육 및 상담 경력자

- 2 -

김미랑
이혜란
김미랑

□ 이룸센터 약도
교육장 오시는 길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www.koddi.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02) 3433 - 0600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여의도 방면)
- 순환버스 61번 타고 국회의사당 앞 하차(30분소요)
- 순환버스 62번 타고 지적공사 하차 후 162번, 261번, 262번 타고
국회의사당 앞 하차(15분소요)
: 5호선 /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 국회 방향 여의도공원을 지나 도보로 15분
: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 대림산업, 잠사회관 사이 건물

버스 : 국회의사당 앞 하자

153, 162, 261, 262, 362, 461
5613, 5618, 6621, 6623, 7613
1008
61
10

: 여의도 국민은행 앞 하차

9409

: 여의도 환승센터 하차

160, 162, 260, 261, 262, 360,

(국회방면 도보 10분)

362, 363, 461, 600, 661
5012, 5615, 5618, 5623, 6623,
6628, 6630, 6633
11-1, 11-2, 88, 301, 320, 510,
905, 2300, 2500, 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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