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수

안젤라 손, Director
미국 Princeton 신학대학원 (M. Div./ Th. M./ Ph. D.)
미국 Samaritan Counseling Center (정신분석)
미국 Drew 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
AAPC Certified Fellow
미국 장로교 목사

강미영, Assistant Director
서울 감리교
(B.A./Th.M.)

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목회상담)

졸업

미국 Drew 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STM)
미국 Blanton-Peale Graduate Institute Psychoanalys 수료 (정신분석)
뉴욕 주 공인 정신분석가 (L.P.)
미국 Blanton-Peale Counseling Center Staff Therpist
Trinity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김영일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감리교 신학대학원 목회상담 졸업 (Th. M.)
미국 Wesley Theological Seminary 목회상담 졸업 (M.T.S.)
미국 Blanton-Peale Graduate Institute Psychoanalysis 수료 (정신 분석)
감리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영성)
NCPsyA (Nationally Certified Psychoanalyst)
감리교 목사

신현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미국 Baruch College in New York (MBA)
미국 New York Province of Society of Jesus (Spiritual Director)
미국 Object Relations Institute in New York
미국 Center for Human Development in New York (정신분석 연구원)
한국 Insttitute for Clinical Psychoanalysis (Exec Director, Training
& Supervising Analyst)
미국 Hattie R. Rosenthal College of Psychoanalysis, Ph.D.

양용석, Assistant Director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교 (B.T./ Th. M.)
미국 Wesley 신학대학원 (M. Div.)
미국 Drew 대학교 신학대학원 (M.T.S./ Ph.D.—심리학과 종교)
미국 국제 해군 의료 센터 목회상담훈련
Emmanuel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이수연
연세대학교
미국 New York University (M.A. 음악치료학)
미국 Blanton-Peale 연구소 (정신분석, 가족치료)
미국 Antioch University 가족 치료학 (박사과정)
미국 Bridgeport 상담소 임상훈련 감독
뉴욕과 커네티컷 주 공인 가족 치료사 (LMFT)
미국 가족 치료 협회 공인 수퍼바이저

이인숙, Distinguished Professor
서강 대학교 영문학(문학사, 문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Ed. S.)
미국 Columbia 신학대학원 (M. Div./ Th. M./ Th. D.)
미국 Care and Counseling Center of Georgia (정신분석)
미국 New York 신학대학원 부교수
AAPC Certifi3ed Fellow
미국 장로교 목사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사)
미국 Drew 신학대학원 (M.Div.)
미국 Drew 신학대학원 종교심리학 박사과정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전도사

장정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 Div./ Th. M.)
미국 Drew 대학교 심리학과 종교 (Ph.D.)
미국 Harlem Family 연구소 (정신분석)
이화 여자 대학 조교수
한국 장로교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