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ICCFR)

2019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치료학술대회(ICCFR)는 

데이브레이크대학교(Daybreak University) 서던캘리포니아 

커플(부부)가족치료대학원의 결혼과가족치료 (MFT: Marriage and Family Therapy) 

전공학과와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의 결혼과가족치료(MFT: Marriage and 

Family Therapy) 전공학과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

(IICF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홉인터네이셔널대학교(HIU: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의 

결혼과가족치료(MFT: Marriage and Family Therapy) 전공학과가 함께 협력합니다. 

컨퍼런스의 주 강사님으로 데이브레이크대학교 결혼과가족치료학과 앤 프라우디 

석좌교수님을 모시고 <커플(부부)과가족치료와 다문화> 특별세미나와 함께, 

오레곤대학교(University of Oregon) 커플(부부)과가족치료학과 디아나 린빌교수님께서 

연구컨퍼런스를 인도하시며,  데이브레이크대학교의 오제은교수님의 연구발표 

<성장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발달과 애착스타일이 배우자선택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가 있고 김혜진교수님과 함께 두 분이 <연구그룹프로젝트> 강사로 인도합니다.  

이번 ICCFR컨퍼런스는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의 공인수퍼바이저들과 미국, 한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에서 활동 중인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교수님들

(Clinical Instructors of Imago Relationship Therapy)과 (사)한국가족상담협회의 

가족상담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며, 심리치료사들과 상담전문가들, 상담전공생들과 

이 주제 관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학술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 

다루어 질 내용들은 앞으로 IICFR이 주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게 될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IJCFR: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Topic: 관계 패러다임의 치유: 커플(부부) 가족관계에서

주 강사                        Keynote Speakers

컨퍼런스 주요내용               Conference Details

커플(부부)과 가족치료에서의 치료적 변화에 대한 임상연구 /
주 강사: 디에나 린빌 박사
Clinical Intervention Research in Couples and Family Therapy 

앤 프라우디 박사 Anne Prouty, Ph.D., LMFT 

데이브레이크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전공(MFT) 석좌교수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지도교수

(전) 텍사스텍대학교 MFT전공 부교수 

결혼과 가족치료사(LMFT) 자격취득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인수퍼바이저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식학술지 JMFT 편집위원 

이스트케롤라이나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전공(MFT) 석사 

퍼듀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전공(MFT) 박사 

디에나 린빌 박사 Dianna Linville, Ph.D., LMFT 

오레곤대학교 커플과 가족치료 전공(CFT) 부교수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지도교수 

결혼과 가족치료사(LMFT) 자격취득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인수퍼바이저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식학술지 JMFT 편집위원 

버지니아텍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전공(MFT) 석사, 박사

I. 특별세미나

II. 연구 컨퍼런스

III. 연구 발표

<커플(부부)과 가족치료>와 다문화 / 주 강사: 앤 프라우디 박사  
Diversity and the Practice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성장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발달과 애착스타일이 배우자선택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오제은 박사
The Impact of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Attachment Styles on 
Subsequent Partner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V. 연구 그룹    
     프로젝트

연구 그룹 프로젝트 / 강사: 김혜진 박사, 오제은 박사

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1 2

2019 국제 커플(부부)가족관계치료 학술대회

Group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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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진                         Instructors

김혜진 박사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커플(부부)가족치료대학원 대학원장 및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MFT) 부교수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책임 디렉터 

결혼과 가족치료사(LMFT) 자격취득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인수퍼바이저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식학술지 JMFT 편집위원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퍼듀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MFT) 석사, 

텍사스텍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MFT) 박사 

오제은 박사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총장,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MFT) 교수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지도교수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IRT) 임상지도교수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인수퍼바이저 캔디데이트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공인 결혼과가족치료(MFT) 

석사 후 과정 졸업, 필라델피아 CFR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하버드대학교 석사, 토론토대학교 박사, 

뉴잉글랜드대학교 상담학 박사 

환영사                              Opening Greetings from HIU

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홍경자 박사 Kyung Ja (Kay) Hong, Ph.D.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석좌교수,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국제공인 이마고커플스웍샵 프리젠터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 지도교수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부모교육전문가 수련감독, 한국 

윤선자 박사 Sun Ja Yoon, Ph.D.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임상지도 교수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국제공인 이마고커플스웍샵 프리젠터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 지도교수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한국 

윤정화 박사 Jeong Hwa Yoon, Ph.D.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임상지도 교수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국제공인 이마고커플스웍샵 프리젠터,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 지도교수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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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콜먼 Maya Kollman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마스터트레이너, 임상지도 교수
(Clinical Instructor & Faculty at IITI), 
미국 뉴저지 주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 교수 

USA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수잔 해스팅 박사  Susan L. Hastings, PsyD., LMFT
홉 인터내셔널대학교 결혼과가족치료 학과장, 심리학과 상담 부교수, 
결혼과가족치료사 LMFT, 미국결혼과가족치료사협회(AAMFT)
공인수퍼바이저

특별 참가자들                     Special Attend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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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Schedule

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코브스 벤 더 메르웨 Kobus Van der Merwe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교수(Clinical Instructor & Faculty at IITI),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 
교수 

오를리 워맨 Orli Wahrman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교수(Clinical Instructor & Faculty at IITI), 
이스라엘 /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 교수 

르베카 시어즈 Rebecca Sears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교수(Clinical Instructor & Faculty at IITI), 
미국 워싱톤 디씨 

브랜다 롤링스 Brenda Rawlings 
(전) 국제이마고부부치료연구소 학장,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교수(Clinical Instructor & Faculty at IITI), 
뉴질랜드 

김희정 박사 Heui Jung Kim, Ph.D.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국제공인 이마고커플스웍샵 프리젠터,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한국 

김정업 박사 Jeong Up Kim, Ph.D.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사)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한국 

연구 컨퍼런스 

<커플(부부)과 가족치료>와 다문화

특별세미나

그룹연구프로젝트

주 강사: 앤 프라우디 박사 

시간: 오전 9:30~오후 5:30

장소: Christen & Rotary Room
Lawson-Fulton Student Center, HIU

연구발표

주 강사:
오제은 박사

시간: 
오전 9:30

~오후 5:30

장소: HIU &
Conference 

Room
DBU-CFCC

주 강사:
디에나 린빌 박사

시간: 
오전 9:30~오후 5:30

장소: HIU

주 강사:
디에나 린빌 박사

시간: 
오전 9:30

~오후 3:30

시간: 
오후 4:00~ 오후 7:00
장소: Carbon Canyon 

Regional Park

주 강사: 
김혜진 박사,
오제은 박사

시간: 
오전 9:30

~오후 2:00

장소: HIU

문화탐방 문화탐방

Date: 6/ 14 ~ 6/ 27,  2019 

시간: 
오후 3:00

~오후 6:00

리서치 그룹

주 강사: 김혜진 박사, 오제은 박사

시간: 오전 9:30~오후 5:30

Christensen & Rotary Room 
Lawson-Fulton Student Center, HIU

5 6

USA

South
Africa

Israel

New
zealand

South
Korea

South
Korea

USA
웬디 패터슨 Wendy Patterson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 교수(Clinical Instructor & Faculty at IITI),
미국 아틀란타 /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이마고부부치료 임상지도 교수 

특별 참가자들                       Special Attendees

커플(부부)과 가족치료에서의 치료적 변화에 대한 임상연구

시간:
오전 10:00
~오후 3:30

시간:
오전 10:00
~오후 3:30

Opening Ceremony

Opening Greetings 
from HIU:

Dr. Susan L. Hastings

시간:
오전 10:00
~오후 3:30

특별세미나

특별세미나
등록 문화탐방

<커플(부부)과 가족치료>와 다문화

문화탐방

13일(목) 14일(금) 15일(토) 16일(일)

17일(월) 18일(화)

22일(토) 23일(일) 24일(월) 25일(화) 26일(수) 27일(목)

19일(수) 20일(목) 21일(금)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ICCFR) 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 주제: 관계 패러다임의 치유: 커플(부부) 가족관계에서
  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 일시: 2019년 6월 14일(금)부터~ 6월 27일(목)까지 

▪ 장소: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홉 인터네셔널 대학교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2500 East Nutwood Ave. Fullerton, California 92831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 * 웹사이트 www.hiu.edu

▪ 숙소: Omega Residence Hall, 2500 East Nutwood Ave. Fullerton, California 92831
 
▪ 공항: LAX(LA국제공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AX 공항에서 홉 인터네셔널 대학교까지는 차로 40-50분 소요되며, 한인택시 예약 가능합니다.

▪ 등록: iccfr2019@gmail.com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최: 
  IICF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 /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at Daybreak University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커플(부부)가족치료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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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                     Cultural Exploration행사개요                       Information

뉴포트 비치 
Newport Beach

Carbon Canyon Regional Park

IICF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uples and Family Relationships

▪ 협력기관: 
  Marriage and Family Therapy Program at Purdue University  
  퍼듀대학교 결혼과가족치료 전공학과 /
  Marriage and Family Therapy Program at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홉 인터네셔널 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학과 /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데저트 힐 프리미엄 아울렛 

Desert Hills Premium Outlets

게티 센터 
The Getty Center

헐리우드 
Hollywood

* 주변 상세 안내는 컨퍼런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헌팅턴 비치 
Huntington Stat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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