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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TAA Academy
What We Do.
메타는 국내 최초의 통합 심리치유 기관입니다. 
내담자들이 궁극적으로 약물치료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감정, 행동, 신체반응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자가치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메타 의원은 최영희 박사님께서 2005년 인제의대 서울 백병원에서 10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개원한 
의원입니다. 시간에 쫓겨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는 대형 병원과 대학 병원들에서 이뤄지는 정신과 진료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내담자 한 분 한 분께 양질의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자 개원하였습니다.

Clinic

메타 연구소는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불안, 강박장애, 스트레스 관리, 성격장애, 분노 조절, 가족 문제 등 다
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통합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D

메타 아카데미는 국내의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임상/상담 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간호
사, 정신사회복지사 등)들이 메타 연구소의 치유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배우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체
계적인 수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cademy



METTAA Academy
Director.
ACT (Academy of Cognitive Therapy)와 ISST (International Society of Schema Thera-
py)로부터 인증받은 인지행동치료 및 스키마 치료 전문가이며 Beck Institute의 Training Su-
pervisor인 최영희 박사가 직접 진행하는 통합정신치료

메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메타 연구소 소장
인제대학교 백병원 신경정신과 외래교수
한국 인지행동치료학회 회장 역임
Beck Institute Training Supervisor
Academy of Cognitive Therapy(ACT) Fellow
International Society of Schema Therapy(ISST)  
Certified Therapist

Profile
최영희, M.D., Ph.D., ACT

ISST 인증 스키마치료
전문가

ACT 인증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METTAA Academy
Introduction.
메타 아카데미는 Academy of Cognitive Therapy와 IACP로부터 공인받은 국내 유일의 
국제 인지행동치료 교육 기관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앞
으로도 국내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양성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cademy of Cognitive Therapy 인증 인지행동치료 치료자/훈련자
(http://members.academyofct.org/i4a/member_directory/feResultsDetail.cfm?directory_id=9&detail_
lookup_id=148)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gnitive Psychotherapy 지정 국제 치료 센터
(www.the-iacp.com/private-centers-and-institutes)

Since 2005

Beck Institute Training Supervisor 임명
(www.beckinstitute.org/)

국내 유일 ISST 인증 스키마치료
(www.isstonline.com/south-korea)



METTAA Academy
아카데미 과정 소개.
메타 아카데미는 메타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내담자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통합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보다 통합적인 눈을 가지고 내담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
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드립니다. 

증상이나 진단에 상관없이 모든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참여하시는 변화와 수용의 자가치유 
(CASH: Change and Acceptance Self Healing)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 스키마치료 그리고 마
음챙김에 기반한 접근들을 통합한 전세계 유일의 메타 연구소만의 통합심리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불안, 강박증, 분노조절 등 증상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CASH는 
자신의 고유한 해석과 성격적인 틀을 찾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내담자 스스로를 자가치유자로 성장하
도록 도와드립니다.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인지 모델에 대한
이해 및 숨은 성격

찾아내기
(150분)

생각을 바꾸는
방법 배우기

(150분)

과제 검토
및 토의
(150분)

스키마란?
인생의 덫 정리하는

방법 배우기
 (150분)

개인별 과제
검토 및 스키마 모드

찾기
(150분)

마음챙김이란?
수용하는 방법

배우기 
(150분)

인지행동치료 스키마치료 마음챙김에
기반한 접근

CASH : Change & Acceptance Self Healing (6회)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인지행동치료
Schema Therapy

스키마치료
Mindfulness Approches

마음챙김에
기반한 접근



METTAA Academy
아카데미 과정 소개.

출처: World Congress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2016

1. Trans-diagnostic Integrative Psychothera-
py Based on the Integration of CBT, Schema 
Therapy, and Mindfulness Approaches

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nic  
 Appraisal Inventory in a Korean Sample of 
Panic Disorder Patients

- 44명의 (DSM-IV 기준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불안 
장애, 강박장애 진단) 환자

- 진단에 상관없이 모두 6회기 CASH(Change and  
Acceptance Self Healing) 프로그램에 참여

- 6회기 참여 후 BDI, BAI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
졌으며 DAS, ATQ 점수 또한 유의미한 향상을 보임

-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던 31명의 환자는 참여 후 모
두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유지하였다.

- 92명의 공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14회기  
프로그램 (CASH 포함)을 진행함

- 한국판 PAI를 사용하여 치료 전과 후의 점수를 비
교해본 결과 Anticipated panic, Panic conse-
quences, Panic coping 점수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남 

CASH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METTAA Academy
아카데미 과정 소개.
모든 과정은 핵심 과정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강좌 교육 (온라인 강좌 6회 제공) 
실제 최영희 박사님의 full-day workshop으로 진행된 강좌 6회 제공 

- 인지행동치료 북리딩 (4회 참석)
- 인지행동치료 특강 (4회 참석) 

핵심 과정 (1년)
심리치료 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는 분의 참석을 권장합니다.

-  스키마 치료 심화 강좌 교육 (온라인 강좌 3회 제공)
- 인지행동치료, 스키마치료 그리고 수용전념치료 북리딩 (4회)
- 인지행동치료 그룹 슈퍼비전 (직접 사례 발표)
- 메타 치유 프로그램 직접 참관 (CASH프로그램)

심화 과정 (1년)
정신건강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핵심 과정을 수료한 분 (석사 학위 이상)

- 인지행동치료, 스키마치료 그리고 수용전념치료 북리딩 (4회)
-  마음챙김에 기반한 심리치료와 통합치료를 위한 강좌 교육 (온라인 강좌 3회 제공)
- 인지행동치료 그룹 슈퍼비전 (직접 사례 발표)
- 인지행동치료 개인 슈퍼비전 
- 메타 치유 프로그램 직접 참관(이완훈련/자극감응/모의직면)
- Academy of Cognitive Therapy Certification Part 1 Pass 및 Part 2 Case 준비
-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전문가 자격 Case 준비  
*자격요건은 발급인증기관의 자격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전문가 과정 (1년)
정신건강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심화 과정을 수료한 분



METTAA Academy
온라인 강좌 예시.

-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강좌 교육 (온라인 강좌 6회 제공)
핵심 과정 (1년)

- 스키마 치료 심화 강좌 교육 (온라인 강좌 3회 제공)
심화 과정 (1년)

- 마음챙김에 기반한 심리치료와 통합치료를 위한 강좌 교육 (온라인 강좌 3회 제공)
전문가 과정 (1년)



METTAA Academy
해외 연자 초청 워크샵.
METTAA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자분들을 초청하여 
2-3일간의 Full-day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4명의 연자를 초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메타가 지향하는 통합정신치료의 철학과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대가들을 초청하여 보다 폭 넓은 교육과 경험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제 1, 2회 METTAA 워크샵 
Mark Reinecke 
· 노스웨스턴 대학 정신과  
및 행동 과학 교수

제 6회 METTAA 워크샵
Paul Salkovskis 
· 옥스퍼드 대학 임상 심리
학 및 응용과학 교수 

제 8회 METTAA 워크샵 
Isaac Marks
· 정신과 전문의,   
BABCP의 창립 멤버

제 11회 METTAA 워크샵 
Kelly Wilson
· 임상심리학자, MISSIS-
SIPPI 대학 심리학과 
교수

제 14회 METTAA 워크샵
John Arden 
· 북 캘리포니아 지역 카이
저 퍼머넌트 메디컬 센터 
연수 책임자

제 3회 METTAA 워크샵
Jeffrey Young 
·스키마 치료 이론 정립

제 7회 METTAA 워크샵
Christopher G. Fairburn 
· Wellcome 수석 연구원, 
Oxford의 정신과 교수

제 10회 METTAA 워크샵 
David Kingdon 
· Southampton 대학  
정신 건강 치료 교수

제 13회 METTAA 워크샵
Irismar De Reis Oliveira 
· Trial-Based Cognitive 
Therapy Institute  
창립자

제 5회 METTAA 워크샵
Robert Liberman
· UCLA 레스 닉  
신경 정신병 대학 병원

제 4회 METTAA 워크샵
Arthur Freeman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제 9회 METTAA 워크샵 
Frank M. Dattilio 
·ACT 창립 펠로우

제 12회 METTAA 워크샵 
Travis Atkinson
·ISST 이사회 임원

제 15회 METTAA 워크샵 예정
Scott Kellogg 
·임상심리학자, Schema Therapist  
   Tranformational Chairwork의 저자



METTAA Academy
아카데미 3가지 특전.

메타 아카데미 심화 과정 이후부터 메타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에 직접 참관하여 통합정신치
료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1.실제 치유 프로그램 참관

메타 아카데미의 전문가 과정을 모두 수료하신 분들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격 요건을 갖추게 되시며 사례 지도감독을 해드립니다. (한국 인지행동치료 학회 자격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3.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자격증 준비

CASH : Change & Acceptance Self Healing (6회)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인지 모델에 대한
이해 및 숨은 성격

찾아내기
(150분)

생각을 바꾸는
방법 배우기

(150분)

과제 검토
및 토의
(150분)

스키마란?
인생의 덫 정리하는

방법 배우기
 (150분)

개인별 과제
검토 및 스키마 모드

찾기
(150분)

마음챙김이란?
수용하는 방법

배우기 
(150분)

인지행동치료 스키마치료 마음챙김에
기반한 접근

메타 아카데미의 전문가 과정을 모두 수료하신 분들은 최영희 박사님의 심사를 거쳐 ACT 자격시험 Part 1
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마지막 Part 2의 사례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ACT 자격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2.    국내 유일의 Academy of Cognitive Therapy (ACT)
     자격증 준비 과정



METTAA Academy
2018 Spring 핵심 과정 모집.

핵심(1년) 과정
모집 과정

2018년 2월 23일(금)까지 선착순 10명
모집 기간

METTAA 메타 (강남구 논현동 93-8 J빌딩 2층)
강의 및 실습 장소

/ 최영희 (정신과 전문의, ACT Fellow)
/ 최지환 (정신과 전문의, 메타 아카데미 3년 과정 수료, ACT Diplomat)
/ 오동렬 (정신과 전문의, 메타 아카데미 3년 과정 수료)
/ 김영란 (정신과 전문의, 메타 아카데미 3년 과정 수료)
/ 김형일 (정신과 전문의, 메타 아카데미 3년 과정 수료)

강사진

240만원 (1년 과정)
비용

/ 메타 연구소 인증 아카데미 수료증 발급 (핵심, 심화, 전문가)
/ 메타 연구소 치유 프로그램 직접 참관 제공 (심화, 전문가 과정 해당) 
/  전문가 과정까지 마친 분들에게는 Academy of Cognitive Therapy 인증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 시험에 지원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part 1 pass). 
/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전문가 자격 시험에 지원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특전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김수정 연구원(tnwjd0481@naver.com)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METTAA Academy
2018 Spring 핵심 과정 커리큘럼.

3월 4일  10:00am - 2pm (점심 제공)
Orientation 및 실기 Workshop

3월 18일 10:00am – 5:00pm / 인지행동치료: 이론과 실제 /진행 : 최영희박사 (METTAA 메타) 
Book Reading I

4월 15일 10:00am – 5:00pm / 우울증의 인지치료 / 진행: 김형일 (정신과 전문의, 서울숲 정신건강의학과)

Book Reading II 

주제: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 다루기
기한: 5월 7일 - 6월 4일
3회차 동영상 시청

Scott Kellogg Work shop
5월 19일 - 5월 20일
해외연자 초청 워크숍

6월 3일 9:00am - 12:00pm
핵심과정 실습 및 종강파티

기한: 4월 9일 - 5월 7일
주제: 우울 장애 다루기2회차 동영상 시청

기한: 3월 5일 - 4월 9일
주제: 인지모델과 자동적 사고다루기1회차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 외에는 메타로 직접 오셔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은 자유로운 시간 때에 시청 가능하시며, 각 회차 동영상 시청 기한에 유의하여 시청하셔야 합니다.
메타 치유 프로그램(CASH/이완훈련/자극감응/모의직면)참관은 개별 예약 후에 실시합니다. (심화 과정 이후만 
해당) 강의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자 초청 워크숍 비용 및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인지치료: 이론과 실제]는 심리치료를 전공하는 이들과 학습자들
을 위해 인지치료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법들을 전형적인 우울증을 
겪는 젊은 여대생의 치료 과정을 통해 치료 시작부터 종결까지 생
생하게 설명한 책이다. 인지 개념화의 과정, 치료시간의 구조화 그
리고 모든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단을 내리는 문
제들을 기술했다. 

핵심 과정

METTAA Academy
Book Reading 교재.

핵심 과정

우울의 문제, 우울증 치료에서 심리치료의 가치, 인지치료에서의 
정서의 역할, 행동기법의 응용, 우울 생성 과정 등 우울증 인지치료
를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인지행동치료: 이론과 실제 (개정판)
/ 하나의학사 / 저자 JUDITH S. BECK 
/ 역자 최영희, 최상유, 김지원 

우울증의 인지치료
/ 학지사 / 저자 Aaron T. Beck / 역자 원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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