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matic Experiencing® (SE™), 는 베스트셀러“ Waking the Tiger : Healing Trauma”의 

저자인 피터 레빈 박사(Peter Levine, PhD)에 의하여 만성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 정신생물학적 접근으로 개발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의료 혹은 정신 

건강 전문가, 중독 상담가, 재난응급대응가, 신체심리치료사, 교육가, 대체의학임상가,  

혹은 관련전문가들이라면 3 년 과정의 SE™ 전문가 교육을 통해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당신의 내담자들을 최대한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SE 는 투쟁, 도피 혹은 결빙 반응으로 “꼼짝할 수 없는” 당신의 내담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수 많은 트라우마 증상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와 같은 고착된 신체적 

상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상적 방법들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의 이론적이며 동시에 

경험적인 교육모델은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신경계 조절을 회복하기 위한 효과적 기술 

제공하며 당신의 전문적 임상 속에 즉각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SE 가 당신의 임상에 유용할 수 있는 방법 

 

• 최신 트라우마 치료에 참여하세요.  SE 는 트라우마 증상들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의 졸업생들은 그들의 SE 교육을 바탕으로 의뢰들이 늘어나고 있다.  

• 재외상이 일어나지 않고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기술들을 

배우세요.  SE 의 섬세하고 강력한 중재법들은 당신의 내담자들에게 탄력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 특별한 삶의 경험을 가져보세요. 많은 참여자들은 SE 교육을 전문적 및 개인적 변화를 

위해 찾는다. 우리의 즐겁고 배려 깊은 치유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내담자들을 위해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해보라.  

•  연민적 피로를 줄이세요.  SE 교육은 치료사(제공자)로서 당신 자신의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와 스스로 당신의 일에 좀 더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갖게 되고 

치료(serving)에있어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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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rstte.org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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