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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상담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합리
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
도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국내와 외국의 주요 상담사 자격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전문상담사 자
격검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체계를
정비하고 자격검정 절차를 단순화할 것,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확대하고 응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
할 것, 자격시험의 과목수와 문항수 및 출제형식을 적정화할 것, 수련심사의 기준을 단일화하고 수
련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것, 그리고 자격증 체계의 정비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서 임상상담경력 연한제과 상담관련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의 개정을 위한 잠정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 훈련
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을 위한 시험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자격시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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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년 6월 30일 ‘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라는
기치를 걸고 창립된 ㈔한국상담학회는 연차학술
대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전문상담사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2003년부터 자격관리규정
에 의한 자격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규정
개정과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질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박
태수 외, 2010). 현재 ㈔한국상담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자격증은 수련감독급 전문상담
사,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 3급 전문상담
사 등 네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1급 전
문상담사와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의 자격증은
13개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모두
28종의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배출된 전문상담사의 수는 수련감독급 312명, 1급
467명, 2급 1,276명, 3급 52명 등 2,100여명에 이
르고 있어 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이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상담학회에서
추진한 전문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사업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공
신력을 확보하여 자격증의 효율적인 질 관리와
효용가치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에 전문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국
가공인사업 추진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점검
하고 자격증의 합리적인 검정 및 관리․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전문상담사 자격증의 국가공인사업 추진
이 무산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

전문상담사 자격증의 등급과 구조가 복잡하고 체
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격증이 분과학
회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질 관리에 어
려움이 있으며, 이는 곧 자격검정제도의 시행 관
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격검정제도를 관리
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자격검정을 위
한 필기시험의 출제 및 관리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시험의 출제 및 관리에서 공정성을 훼손
할 소지가 있다. 둘째,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의 시행이 일부 구성원에 편향되어 있고 높은 난
이도와 높은 합격률로 인해 자격증의 사회적 공
신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상
담사 자격검정제도는 ㈔한국상담학회 회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
성에 위배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격증의 정체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파악하
기 쉽지 않고, 또한 자격검정시험의 난이도 조정
실패와 높은 합격률로 인하여 자격증의 질을 담
보하기가 어렵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
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 상담관련 국가
자격증이나 상담심리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서,
가족치료사, 언어치료사, 행동치료사 등 상담관련
학회의 만간자격증과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이 있다.
최근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사회적 불확실성
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의 확산으
로 인하여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시험이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담관련 자격
증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거나 우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각종 시험 및 사회복지 관
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상담사가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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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상담사 자격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자격검정제도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회 회원들로부
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 자
격검정제도의 시행 및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자격규정 개정 작업
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
도가 그 시행과 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
러내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한 가지는 자격검정제
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이 시행 과정
에서 발견되는 단편적인 문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상담사와 같이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검정제도를 정립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연구와 그
결과에 기초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선
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국가자격제
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격검정 및
연수과목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광범
위하게 수행되었다(구본용, 1998; 박재황 외, 1993;
박재황․이숙영, 1999; 박종성 외, 2011; 서영석
외, 2011; 황순길 외, 2000, 2004, 2005a,b). 상담사
자격검정제도에 관한 논의는 학회 세미나에서 몇
차례 다루어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구본용, 1999;
김봉환, 2002; 박재황, 1999; 송재홍, 1999; 이재창,
1996), 국가자격증이 아닌 학회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의 경우 자격검정제도에 대한 연구 기
반이 매우 취약하다. 곽미용과 이영순(2010)은 이
와 같이 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취약한 연구 기
반으로 인해 자칫 상담전문가의 자격관리에 어려
움을 초래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를 제
기하였다. 다행하게도 최근 일부 학회에서 상담사
의 자격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관련 분야의 상담
사 자격검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김인규, 2009; 유현실, 2011; 이승신

외, 2001; 이은희 외, 2011; 이윤정, 2011; 이희
선․조성연․심미경, 2010; 최윤미, 2003; 최해
림․김영혜, 2006). 상담관련 자격증의 수요가 더
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들에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하려면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의
제고와 관계 기관의 설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증 제도의 정비가 필
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상담사 자
격증의 질 제고와 위상 강화를 통해 사회적 인지
도와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자격검정제도
및 시행․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
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이 연구는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및 시행․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응시자격, 필기
시험, 수련요건 등)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
어 왔는가?
둘째, 국내․외 상담관련 자격증 검정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제도의 주
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끝으로,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변화
㈔한국상담학회는 2000년 2월 26일 학회준비위
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3일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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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기존의 4개 학회 또는 연구회(한국집단상
담학회, 한국대학상담학회, 한국진로상담학회, 한
국아동․청소년상담연구회)를 결집하여 산하 분과
학회로 둔 명실상부 상담학을 대변하는 학회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박태수 외, 2010). 이 과정에
서 ㈔한국상담학회 창설의 기본 철학인 상담의
학술적 수준을 높이고 실무 서비스 질의 수준을
전문적 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상담이 실제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
담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함을 의미하는 ‘상담의 전문화(專門化)와 대중화
(大衆化)’라는 기치와 함께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처할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기존
학회별 자격제도를 흡수하여 통합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한국상담학회는 산하에 13
개 분과학회를 두고 정회원 10,000명에 이르는 거
대 학회로 성장하였으며, 2003년부터 전문상담사
자격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수련
감독급 312명, 1급 467명, 2급 1,276명, 3급 52명
등 2,100여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출하였다.(표 1 참
조)
전문상담사 자격 검증을 시행하기 위한 ㈔한국
상담학회 자격규정은 상담관련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강화 등의 시대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상담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역량적 측
면에서의 부응을 위해 응시자격의 강화뿐만 아니

라 지식적 역량의 검증과정인 필기시험의 각 급
별 수검과목 및 과목별 요목 규정의 강화와 함께
실무적 역량의 검증과정인 수련심사의 각 급별
수련자격 요건 규정의 강화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왔으며, 취득한 자격에 대한 5년 단위의 자격유지
규정의 강화 또한 단계별로 시행하여 왔다. 2006
년 12월에는 필기시험제도의 개선안이 마련되었
고, 시험의 운영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시험관
리 및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철저한 운
영을 바탕으로 2008년 6월 한국직업개발능력원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민간자격 공가
공인 자격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
년부터 교육연수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2012
년 현재 114개의 기관이 엄정한 심사기준을 거쳐
지정되어 있기에, 전국 어디서나 연구와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박태수 외, 2010). 전문
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자격검정체계
(자격등급 및 취득절차)와 지원 자격 요건, 필기시
험 과목, 수련심사 및 자격갱신 요건 등의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검정체계와 지원 자격의 변천
자격등급체계 및 취득절차
기존 관련 자격증이 직무의 정의에 따라 독립
수행 여부와 정도에 따라 2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표 1. 연도별 등급별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자 현황
급
1급
2급
3급
총계
S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85

72

27

2

5

29

18

8

26

17

27

316

36

118

73

11

7

77

27

25

44

19

30

467

290

170

60

30

42

44

80

63

78

146

273

1,276

-

-

-

-

-

-

-

-

2

3

47

52

411

360

160

43

54

150

125

96

150

0

37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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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반면, 전문상담사 자격의 경우 시행초기부
터 자격체계상 상담사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
한 수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을 갖춘 수련감독급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 전문 분과별로 수련
감독급과 1급으로 세분화되어 현재 13개 전문분
과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담 공통영역에서 상담
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본 역
량을 갖추고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갖춘 공통영역 2급으로 시행되어 3등급
체계로 등급별 자격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그 후
대학원 중심이던 교육과정이 학부로 확대되면서
상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
상담 입문과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부터 이에 해당하는 3급이 신설되어 총 4등급 체
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한국상담학회,
2012).

한편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의 취
득절차는 그 취지에 맞게, 일정 학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식적 역량의 검증과정인 등급별 필기시험 과정
과 함께, 이를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
역량의 검증과정인 교육연수 및 수련내용 심사과
정 및 최종 면접과정을 거쳐 자격을 발급하며, 취
득한 자격에 대한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5년 단
위의 자격유지 및 갱신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들에 대한 기본 자격규정은 유지되고 있으
나 지원 자격 요건, 필기시험 과목, 수련 요건, 갱
신 요건 등의 세부 영역은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정․강화되고 있다.
지원 자격
기본 하위급 자격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활동한
경우와 상담 또는 관련학과 학부 및 대학원 등에
서 각 급 전문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교육적 소양

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일정 교육과정(실습 포
함)을 이수하고 일정 학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
고 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력 요건의 강화 및 상담관련 학과에 대한
규정을 학과 명칭에서 직무내용에 부합하는 상담
및 지도, 학습, 성격, 발달, 가족, 검사 및 진단,
정신건강, 집단, 진로 영역 등 필요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수련
감독급 및 1급의 경우, 분과의 다양화로 중복된
자격취득자를 배려하고자 2008년 이후 동급 자격
증 소지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중심이던 상담관련 교육과정이 학
부로 확대되면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상
담관련 학과가 급증[※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자료상 2010년 5월 기준 4년제 대학이 24개교,
2/3년제 대학이 7개교에 상담관련학부(과) 개설]하
면서 2009년 이후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신설하
여, 해당 급의 직무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교육과
정을 이수하였거나 일정 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자에게 그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별 지원 자격과 관련한 규정의 구체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수련감독급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해당 분과학회의 1급 자격증을 소지
한 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0년부터
는 타 분과의 수련감독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였다. 1급의 경우에도
2009년까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지원 자
격을 주었으나 2010년부터는 타 분과의 1급 자격
증을 소지한 자 또는 상담관련 학과 박사수료자
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면서 2급 자격을 취득하
지 않고도 바로 1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급의 경우, 초기에는 전문상담교사 경력 또는 전
문대학 학위에서부터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학위
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추가 요구조건에 따
라 응시자격이 주어졌으나, 2007년부터는 학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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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상이면서 요구되는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이면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면서 좀 더 간소화되었다. 2012
년부터는 학사학위 이상에서 석사재학 이상으로
학위 조건이 석사로 올라가고, 전문학사 이상이면
서 450시간 이상 연수자에게 주어지는 응시자격
이 제외되면서, 석사재학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
이 주어지게 되었다. 3급의 경우, 2009년에 신설
되면서 상담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학
사 이상으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기관에
서 300시간 이상 연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었
으나, 2010년부터는 학사학위 중에도 요구되는 인
정과목을 다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게 하
여 학사를 졸업하기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는 3급에서만 전문학사
이상인 자가 연수를 통해 자격에 응시할 수 있게
하여, 상담관련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3급부터
자격을 취득해갈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는 상담 및 지도, 학습, 성격, 발달, 가족, 검사 및
진단, 정신건강, 집단, 진로 영역 등의 교육내용을
평가하고,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상담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한 3급 전
문상담사의 경우 상담학개론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 급별 검정과목의 구체적인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수련감독급은 2003년까지는 필기시험으로
공통 1과목(상담철학)과 분과 1과목(해당 분과에서
제시하는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부과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명확하게 공통 1과목과 분과 1과목
으로 개정되었다. 1급의 경우에도 2003년까지는
공통 2과목(상담연구방법론, 상담윤리) 이상과 분
과 2과목 이상에서 2004년부터 공통 2과목과 분
과 2과목으로 시험과목 수가 명확해졌다. 2급의
경우, 2006년까지 공통 1과목(상담이론 또는 상담
학개론), 선택과목 7개(학습이론, 성격이론, 생활지
도, 인간발달, 가족발달, 심리검사, 정신건강) 중 4
과목을 선택하여 5과목으로 실시하다가 2007년부
터 공통 3과목(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과
자격검정시험의 변천
선택과목 4개(학습 및 발달, 성격 및 정신건강, 가
족, 진로)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으로 실
필기시험 검정과목
시하였다. 2009년부터 신설된 3급의 경우에는 기
필기시험 응시 과목의 경우 각 급에서 요구되 본적인 상담학개론만을 시험과목으로 부과하고
는 역할 및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상담의 최고 전 있다.
문가로 전문적 능력과 상담사 교육 및 훈련능력
을 보유한 자로 규정한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의 수련심사 및 자격유지 요건의 변천
경우 초기부터 상담철학 및 해당 분과에서 요구
하는 수퍼비젼 역량을 평가하고, 상담의 전문가로 수련심사 요건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수련심사 요건의 경우 각 급에서 요구되는 역
로 규정한 1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초기부터 상담 할 및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수련감독급 및 1급의
연구 역량 및 상담윤리 및 해당 분과에서 요구되 경우 공통 요구 역량과 함께 각 분과의 특수성을
는 역량을 평가한다. 또한 각종 상담업무를 수행 고려한 전문 역량을 평가하며, 공통으로 시행되는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한 2급 2급 및 3급의 경우 상담실습, 개인 및 집단상담,
전문상담사의 경우 초기부터 직무내용에 부합하 심리검사, 사례연구 활동, 연차대회 및 지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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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회, 내담자 경험 영역에서 실제 경험을 평가
하는 것을 기본 틀로 정하고 있다. 또한 몇 차례
의 개정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 급별 직
무내용에 따라 필요한 영역을 정하고 나서 그 영
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지에 맞추어 일부 요구 항목의 수
련심사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일부 요구 항목의
수련심사 요건을 세분화․간소화하였다. 또한 통
합사례발표회 참석 등 실무 경험과 관련한 수련
요건 규정을 강화하여 실무적 역량 강화를 도모
하였다.
수련감독급의 공통수련 요건은 개인상담, 집단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사례발표회 및 연수회 참
가, 학술 및 연구활동을 포함한다. 2008년까지는
해당 분과에서 요구하는 수련요건을 기준으로 하
다가 2009년부터 공통수련요건을 추가적으로 제
시하였다. 집단상담 및 가족상담 영역에서 2011년
부터 수퍼비전 이수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
나고 수퍼비전 실시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
들어 수퍼비전 실시보다는 이수에 강조점을 두었
고, 학술 및 연구활동 영역에서는 2009년부터 등
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저․역서를
추가하여 연구물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1급의 공통수련 요건 영역은 수련감독급과 동
일하며, 2009년부터 해당 분과의 요구 수련요건에
공통수련요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2011년에
개정되었다. 개인상담에서 2010년까지 상담자 경
험 200시간에서 2011년부터 150시간으로 줄어들
었고, 수퍼비전 10시간 이상 실시 요건이 삭제되
었고, 2사례 이상 10시간 이상 수퍼비전 이수 요
건에서 사례의 수가 삭제되면서 규정이 완화되었
다. 집단 및 가족상담은 2010년까지 20시간 이상
으로 구성된 3개 집단 이상 지도자 경험에서
2011년부터 2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2개 집단 이
상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 경험으로 규정이 완

화되었다. 또한 수퍼비전 20시간 이상 실시에서
30시간 이상 구성된 2개 이상의 집단 참여 요건
으로 개정되어 30시간 이상 장시간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사례발표회 및
연수회 참가는 2010년까지 분과학회 및 지역학회
그리고 교육연수기관 주최 사례발표회 참여 50시
간에서 2011년부터 분과학회 주최 4회를 포함하
여 교육연수기관 주최 사례발표 12회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2급의 수련요건은 상담실습, 개인상담, 집단상
담, 심리검사, 사례연구활동, 연차대회 또는 지역
학회, 연수회, 내담자 경험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많은 개정이 있어 왔다. 상담실습에서는 상담실습
과 교육이수의 시간 구분이 모호하다가 2012년부
터는 상담실습 6개월 이상 120시간 이상 수습을
포함하는 전체 250시간으로 개정되어 수련심사
요건이 좀 더 명확해지고 강화되었다. 개인상담은
2007년까지 6회 이상의 면접 사례 5회 또는 개인
상담관련 연수회 참여 요건에서 2008년부터 개인
상담 4회 이상의 면접상담 2사례 이상으로 완화
되었으나 2012년부터 연수회 참여 항목을 제외시
켜 상담 경험만 인정하도록 강화되었다. 집단상담
에서 집단상담 참여 요건은 2009년까지 20시간에
서 2010년부터 30시간으로 강화되었으며, 사례연
구활동은 2007년까지 2시간으로 인정되는 8회의
사례발표회 참여에서 2008년부터 3시간으로 인정
되는 5회로 규정이 개정되었다가 2010년부터 통
합사례발표회 5회 이상 참여 요건이 추가되면서
규정이 강화되었다. 연차대회 및 지역학회에서는
2009년까지 연차대회 1회 또는 지역학회 행사 2
회 참석 요건에서 2010년부터 연차대회 1회로 개
정되면서 연차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에 초점
을 두었다. 기타 연수회는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2008년부터 규정이 완화되었고, 내담자 경험 요건
의 경우 2008년부터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의 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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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험에서 1급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나면 인정
되는 수련감독자의 내담자 경험으로 개정되었다.
3급의 수련심사 요건은 상담실습,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사례연구활동, 연차대회, 내
담자 경험으로 구성된다. 상담실습 요건은 최초
100시간에서 2012년부터 120시간으로 규정이 강
화되었고,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에서는 4회기 이
상의 면접상담 1사례 또는 관련 연수회 15시간
이상 참석에서 2012년부터 면접상담 실시가 제외
되면서 3급 자격의 취지인 상담 보조역할에 적합
하도록 개정되었다.
자격유지 요건
한편 취득한 자격에 대한 전문성 유지를 위한
5년 단위의 자격유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급에 맞는 상담 실무 활동 및 상담자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 참여와 함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연차대회 및 사례발표 등의 활동 및
참여를 독려하여 전문상담사로서의 실무적 역량
을 유지․보수하여 전문성 유지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2009년 통합사례발표회가 신설되
면서 자격유지 요건에도 포함되었다. 수련감독급
과 1급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는 해당 분과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분과
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 주요 상담사 자격검정 및
양성 제도의 비교
국내 상담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들(박경애,
2011; 박종성 외, 2001; 서영석 외, 2011; 황순길
외, 2005a,b)은 청소년상담사나 인터넷중독상담사

와 같은 특정 분야의 자격제도 마련을 위해 기존
자격제도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상담관련 자격증
의 검정 및 양성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2년 2월 현재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및 대표적인 상담관련 학회 자
격증에 대한 검증 기준을 고찰해 봄으로써 ㈔한
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
고자 한다.
우선 ‘상담 및 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상담
사 자격증 중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와 직업상담사, 민간 학회 자격증으로 상담심리사
와 가족치료사를 선정하였다. 국가자격증인 전문
상담교사는 양성과정에서 무시험전형으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산업
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이고, 직
업상담사는 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이다.
상담심리사는 (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
심리학회에서 주관하고 가족치료사는 한국가족치
료학회에서 주관하며, 각 학회에서 제정한 자격규
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교
기준으로 고찰하자 하는 국내 4개의 자격증은 상
담심리사를 제외하고는 상담영역별(직업상담사,
가족치료사) 구분과 상담대상별(청소년상담사) 구
분인데 반해, 전문상담사의 경우 2012년 4월 현재
상담영역별(집단, 진로, 초월․영성, NLP, 교정,
심리치료, 중독), 상담대상/무대별(아동․청소년,
학교, 부부․가족, 군, 기업) 13개 분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요 상담자격증의 자격검정
체계와 절차(자격등급, 취득절차, 응시자격), 자격
시험(시험과목, 면제규정, 평가방법), 그리고 수련
요건 및 자격연수 등을 비교함으로써 전문상담사
자격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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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체계와 절차
자격등급
대부분 상담 수준에 따라 급수를 제한하고 있
는데, 3급～1급 혹은 수련감독까지 최소 2개 등급
에서 최대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상담관련 학부
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3
급, 직업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3급이며, 자격등
급 2급 이상은 석사 이상의 학력 혹은 상담관련
경력 및 수련과정을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자
격등급은 직업상담사와 상담심리사가 2개 등급으
로, 청소년상담사와 가족치료사가 3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전문상담사만이 유일하게 4개 등
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담심리사의 경우 수련감
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등급이 1급인 것에
반해, 가족치료사와 전문상담사의 경우는 1급보다
상위급인 수련감독급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걸리
는 시간도 차이가 있는데, 가족치료사의 경우 1급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수련감독급 필기시
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만, 전문상담사의 경우 1
급 자격 취득 후 3년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
상담사나 가족치료사와는 달리, 상담심리사는 자
격 취득 후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4년까
지 상담경력을 중요한 요건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취득절차
상담관련 자격증의 취득절차는 최소 2단계에서
최고 5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취득절차가 가장
간단한 직업상담사의 경우, 서류심사 없이 2단계
(필기시험-실기시험)의 취득절차만 거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류심사-자격
심사-필기시험의 3단계(가족치료사), 서류심사-필
기시험-면접심사-연수의 4단계(청소년상담사)를 거

치게 되고, 상담심리사와 전문상담사는 모두 서류
심사-필기시험-수련심사-면접심사-연수 5단계의 취
득절차를 요구한다. 청소년상담사나 직업상담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은 수련심사가 없지만, 학회 자격
증인 상담심리사와 전문상담사는 수련심사를 거
쳐야만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그 만큼 학회 자격
증은 상담수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가족치료사의 경우 면접심사 없이 자
격심사만 거치면 되지만, 대부분의 상담관련 자격
증은 면접심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또한 청소
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모두 자격 취
득 과정에서 수련심사와 면접심사를 하고 있으나
연수과정을 최종적인 전문가 수련과정으로 포함
시켜 자격 취득의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응시자격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이 있고,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직업상담사의 경우는 응시
자격의 제한을 상담관련학과와 기타 사회교육기
관의 직업상담사과정 및 사설학원까지 광범위하
게 제한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나머지 모든 상담
관련 자격증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상담관련
필수영역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리학, 교육학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을 상담관련
학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자격증의 성격과
상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따라 상담관
련 학과 규정이 변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관련 학과의 기준을 4과목에서
6과목 이상의 상담관련 교과목 이수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사는 급수
에 상관없이 상담관련 4과목 이상, 상담심리사는
자격급수가 낮을수록 더 많은 상담관련 과목(예를
들어, 상담심리사 1급은 5과목 이상, 2급은 6과목
이상)을, 가족치료사는 자격급수가 높을수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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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과목(예를 들어, 가족치료사 1급은 6과목, 2
급은 5과목)을 이수한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다.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상
담관련 분야란 ‘상담의 이론과 실제’ 또는 유사과
목 등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하는 것으로 상담관련 학부과
정으로 응시할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상담사는 석사학위 이상인 2급,
1급이나 수련감독급의 경우에도 4과목 이상 이수
를 조건으로 두고 있어 김계현(1995)이 제안하는
상담전공 석사과정의 상담관련 분야 36학점에 훨
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는 응시조건
의 상담관련 과목 이외에 보다 엄격한 실습과 수
련 위주의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
다.
학력에 따른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자격등급
에 따라 최소 학력 수준을 고졸～박사까지 다르
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학력이 필수 지원요건은
아니며 학력이 낮더라도 일정한 상담경력을 갖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격에서 상담경력
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청소년상담사와 상담심
리사인데, 같은 등급의 자격이라 하더라도 학력이
낮으면 더 많은 상담경력을 요구한다. 이때 상담
경력 및 수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청소
년상담사는 상담관련 기관에서 일을 한 경우를
말하지만 상담심리사의 경우 수련감독자의 상담
수퍼비전을 전문성 신장에 더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상담관련 자격증이 필
기시험 응시자격으로 학위과정에 필요한 전공과
목 이수와 실습 및 경력을 강조하는 반면, 전문상
담사 3급의 경우 학회 인정 교육연수기관에서
300시간 이상 연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상담학회의 교육연수기관은 상담실습이나
경력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적 기능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운
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응시자격에
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전문상담사(수
련감독급의 경우 만 35세 이상) 뿐이었다. 특히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상담자 양성을 주
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령 제한
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회원가입 여
부가 지원 자격 요건인 경우도 있는데,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상담관련 자격으로 학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 가입을 통한 학회활동이 상담관련
전문자격 취득에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자격시험
시험과목
국내 상담관련 자격시험은 자격등급에 따라 시
험과목 수, 시험과목, 시험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시험과목 수는 최소 3과목에서 최대 6과목
까지이며, 시험과목은 자격증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법적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에 따
라 매우 다양하다. 수련감독급이 있는 가족치료사
와 전문상담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족치료는 필
기시험이 없고 전문상담사는 공통필수 1과목(상담
철학)과 분과 지정 1과목을 시험과목으로 두고 있
으며 예외적으로 시험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1급
의 경우,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자교육, 청소년관련
법 행정, 상담연구방법론 등 3과목을, 직업상담사
는 고급직업상담학, 고급직업심리학, 고급직업정
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등 5과목을, 상담
심리사는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
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등 5과목을, 그리고 가족
치료사는 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연
구방법, 가족치료 실제 등 6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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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 1급은 필수과목으로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윤
리 2과목, 선택과목으로 분과 지정 2과목을 치르
게 되며 상담윤리를 필수과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2급의 경우, 청소년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전문
상담사는 필수과목(청소년상담사 4과목, 직업상담
사 5과목, 전문상담사 3과목)과 선택과목(청소년상
담사 2과목, 직업상담사 1과목, 전문상담사 2과목)
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상담심리사와 가족치료사
는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과목(상담심리사 5과목,
가족치료사 4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3급의 경
우, 청소년상담사는 발달심리, 집단상담기초, 심리
측정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등 5과목을 필수과
목으로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2과목
을 선택과목으로 부과하는 반면에, 전문상담사는
상담학개론만을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단순
하여 보다 엄격한 수련심사 및 면접심사가 요구
되고 있다.
이상에서 시험과목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담관
련 법규가 정해져 있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
사와 직업상담사는 시험과목에 관련 법규나 행정,
지역사회심리학 혹은 지역사회상담, 자원 및 프로
그램 개발, 청소년인권론,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등과 같이 거시적인 환경적 맥락에서 인간을 이
해하는 시험과목은 물론 상담관련 자격증의 특수
성을 반영한 시험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면제규정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의 경우 필기시험을 두고
있지만, 학회자격증의 경우 상담심리사, 가족치료
사, 전문상담사 모두 시험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가족치료사의 수련감독급과 전문상담사의 모든
등급에서는 필기시험과 시험면제를 동시에 적용
하고 있다. 시험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필
기시험에 준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을 말하는
데, 주로 동급 국내외 전문가 자격증,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과목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다. 상담심리사 1급의 경
우,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
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최대 3
과목)이 있거나, 한국연구재단 인정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학회 인정 외국
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
지하면서 학회 정회원, 국내 상담경력 1년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시험면제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상담
심리사 2급의 시험면제 조건은 학회 인정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
하면서 학회 준회원, 국내 상담경력 1년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2급까지는 동급 자
격증(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을
시험면제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문상담사는 필기시험과 시험면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동급 국내․외 전문가 자
격 혹은 상담관련 학과 박사수료 이상이면서
석․박사 과정에서 해당 분과 인정 과목 이수 시
상담윤리를 제외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이 면제된다.
평가방법
출제기준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격증은 객관식
혹은 주관식 단일 형태와 혼합 형태로 구분된다.
혼합 형태인 직업상담사의 경우,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으로, 실기시험은 주관식으로, 그리고 직업
상담실무는 작업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상담
사의 경우에도 수련감독급만 논술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4지선다형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상담사와 상담심리사는
5지선다형의 필기시험으로, 학회 자격증 중 가족
치료사와 전문상담사는 주관식 또는 논술식 문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상담관련 자격증의
평가형태는 주관식이나 상대평가보다는 객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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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합격기준을 살펴보면,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
담사, 직업상담사와 학회 자격증 중 상담심리사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절대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문상담사
는 각 과목 60점 이상, 가족치료사의 경우 1급은
과목별 70점 이상, 2급은 과목별 60점 이상을 합
격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관
식 시험을 동반하고 있는 시험 평가방법의 자격
증이 보다 높은 점수를 요구함을 알 수 있다. 필
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학회 자격증(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이 5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비해, 국
가자격증(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은 필기시험
합격 2년간 유효하다. 가족치료사의 경우, 서류심
사 합격 3년간 유효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
하여 차기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학회 자격증이 엄격한 수련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필기시험 유효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련요건 및 자격연수
수련요건
수련요건은 주로 개인상담, 집단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심리평가, 사례모임, 사례발표회/연수회
참가, 학술/연구 활동, 지도감독(수퍼비전)으로 구
분된다. 자격등급별 수련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
는데, 먼저 수련감독급 가족치료사와 전문상담사
수련 요건은 상담, 수퍼비전, 사례발표회/연수회
참가, 학술/연구활동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수련감독급의 경우 가족치료사는 전문상담사에
비해 심리검사나 집단상담과 같은 상담영역이나
수퍼비전을 수련내용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는 개인상담, 집단 및 가족
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지도감독을 강
조한 반면, 수련감독 가족치료사의 경우 가족치료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다. 1급 경우를 보면,
상담심리사, 가족치료사, 청소년상담사는 개인상
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사례모임 참석, 학술/연구 활동 등을 공통된 수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상담사는 분과에 따
라 사례발표회/연수회 참가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2급의 경우에도
상담심리사, 가족치료사, 청소년상담사(상담실무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전문상담사 모두 일부 수
련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수련의 범주는 유사하
다. 다만 2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에
서 이수한 현장실습과 내담자 경험을 강조하고
연수회 및 연차대회 참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3급
의 경우, 청소년상담사와는 달리 전문상담사는 상
담경력과 상담실무능력을 교육연수기관의 현장실
습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상
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연수기관은 수련감
독급 전문상담사 또는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
상인 자로 구성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상담수련
기관으로서 제반 규정을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연
수기관(2012년 상반기 현재 총 114개 기관)에서만
전문가 수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연수
직업상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자격증과
학회 자격증은 모두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연수의 목적은 자격취득 및 갱신을 위해 필
요한 자격연수이거나 수련과정의 일부 또는 필수
교과목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직업상담
사는 교육연수나 수련과정이 없는 대신, 작업형
시험을 통해 직업상담사로서의 실무능력을 검증
하고 있다. 그 밖의 상담심리사와 가족치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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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과정이나 필수교과목 대체 목적으로 교육연
수를 시행하고 있다. 즉,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하계수련회를 통해 수련과정의 일부를 완수한 것
으로 인정해 준다. 가족치료사 1, 2급의 경우에도
필수교과목을 워크숍으로 대체할 경우 36시간을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본
학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주관으로 자격 취득자를
위한 전문가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 갱신자
의 경우 5년마다 1회씩 전문가연수 참여를 필수
로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별도의
수련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정부보조기관인
(재)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상담연수를 시키고
있다. 운영방식은 합숙연수 및 비합숙연수(집중․
분산)로 연수시간 100시간 이상(집합교육 90시간
이상 + 사전과제 10시간)으로, 다른 자격증이 수
련심사를 거치는 것에 비해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추후 전문상담사의
교육연수는 자격증 취득이나 유지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는 자격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가족치료사의
경우, 사례발표회 15회 이상을 공통으로 요구하
고, 자격등급에 따라 학술대회와 워크숍 참석을
차등화하여 수련감독급은 3회 이상, 1급은 8회 이
상, 2급은 10회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상담사의 경우, 수련감독급에서 3급까지 학회
비 회비납부, 상담사례, 자격등급에 적합한 상담
및 수련감독, 학회 연차대회 및 해당 분과학회 참
석, 통합사례발표회 5회 이상, 해당 분과 주최 사
례발표 2회 이상 참석, 학회 연차대회 1회 이상
참석,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회 참가 등의 복잡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복잡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상담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고 보다 심층적이면서도 전문
영역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교육
국내 상담관련 자격증들은 보수교육이나 자격
유지 규정 준수를 통해 자격증의 전문성을 유지
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국가자격증의 경우, 직업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별도의 자격유지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
나 청소년상담사는 보수교육을 통해 상담의 최근
동향과 상담사로서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
인 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학회 자격증은 학회회
원자격 유지, 상담 월례회 참석, 학술대회와 워크
숍, 전문가 회비 납부 등으로 자격유지 규정을 정
해놓고 있다. 상담심리사는 자격등급에 상관없이
매년 월례회 2회 이상 참석을 통해 자격유지 규
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치료사와 전문상담사

일본카운슬러협회1)

외국의 주요 상담전문가 자격검정 및
양성 제도 비교
은 일본의 대표적인 상담학회이다. 이 학
회는 1978년에 “두뇌개발연구소”를 시작으로 1980
년 “우메다카운셀링센터”를 개설하고 일본에 상
담을 보급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
는데,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이 본 학회에서 수료
한 후 여러 분야의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Prokan의 상담전문가 자격 양성과정은 1급과 2급
으로 구분되며, 2급을 취득 후 1급을 신청할 수
있다. 취득 과정은 주말에 실시되는 단기집중코스
Prok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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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 1회 실시하는 평일코스가 있으며, 매월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1급은 6개 과정의 48단위 과정
을 이수해야 하며, 주로 워크숍, 스터디, 연구회,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과정과
그 내용으로는 이혼상담(부부문제, 이혼, 성과학,
신체언어 등), 대인관계(가족상담, 미술치료, 등교
거부, 학교문제, 교류분석, 스킨쉽 등), 진로문제
(진로상담, 성인아이, TAT, 대인공포증, 대인감정
등), 말기환자 케어(암진단 통보, 통증 크리닉, 심
인성 질환, 색상진단, 자발적 치유, 아로마 치료,
음악치료 등), 우울증(융심리학, 대뇌 심리학, 최면
요법, 치료상담 등), 정신세계(상담과 종교, 죽음교
육, 최신심리학 이론, 음악치료 등)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각 과정마다 소논문이 포함되며 소
논문을 제출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2급은 4개의 체험강좌가 중심이 되는 초급과정과
특별 집중세미나로 구성되어진 8개의 상급과정과
해외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초급과정의 내용으
로는 심리검사, 투사법, 경청, 라이프라인(하루동
안 삶 전체를 듣는 기법)이 있고, 상급과정에는
Erickson의 발달심리학, 가족치료, 의미치료, 의사
소통, 게슈탈트치료, 상정요법, 자율훈련법, 음악
치료가 있다. 해외연수는 주로 미국의 에셀린 연
수, 푸켓연수, 인도연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NBCC(National Board for Certified
Counselors and Affiliates)2)
미국의 대표적인 상담사 자격증은 NCC라고 불
리는 공인상담전문가(The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자격인데, NCC는 1983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80,000명 이상의 상담전문가가 소지하고 있다. 이
2)

공인자격증의 관리는 NBCC가 담당하고 있으며
NCCA(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 NBCC에서는 공인상담자격
증인 NCC 이외에도 특수 분야별로 임상정신건강
상담사(The Certified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or,
CCMHC), 학교상담사(The National Certified School
Counselor, NCSC), 중독상담사(Master Addictions
Counselor, MAC) 등 세 가지 자격증을 함께 발급
하고 있다. 이 자격증은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정신건강상담사와 학교상담사의
경우에는 NCC자격증과 함께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NCC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조
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CACREP(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에서 인증하는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
거나 실무경험을 충족시키거나 인정되는 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인정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유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나
서 NCE(Counselor Examination for Licensure and
Certification)라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NCC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4시간동안 진행
되며 자체 문제은행에서 객관식 200문항을 출제
한다. 200문항 중 160문항만을 선별하여 점수에
반영한다. 문제에 대한 예시는 홈페이지에 공지되
어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이수과목은
총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은 학위 과
정 중에 현장실습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학위취
득 이후에 상담 경험을 3000시간(수퍼비전 100시
Programs)3)

3) CACREP(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ors Related
Educational Program)

미국의 상담전문가 자격검정 및 양성제도에 대한
내용은 http://www.cacrep.org과 http://www.nbcc.org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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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에 있는 독립된 상담관련
학위 과정의 인증기관이다. CACREP 인증을 위한 조
건으로 최소 48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독
상담, 결혼/부부상담, 가족상담의 경우 최소 60학점
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기 10주 과정 이상 최소
100시간 이상 지도감독 하의 실습 경험과 600시간
의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송재홍 등 /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간 포함) 이상 실시해야 한다.
NCC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5년마다 그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자격을 갱신하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5년간 100시간의 보
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1학기에 1학점은 15시
간으로 인정된다. 두 번째 방법은 필기시험을 통
해 갱신이 가능한데, 자격증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00시간의 보수교
육의 내용은 NBCC가 정한 8개 영역 중 1개 이상
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NBCC가 인정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과정 이수(제
한 없음), 세미나, 워크숍 및 대회(제한 없음), 가
정학습 보수교육(제한 없음), 출판/프레젠테이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20시간까지 인정), 논문(45
시간까지 인정), 수퍼비전/컨설팅(25시간까지 인
정), 기관의 지도자역할(20시간까지 인정), 비전공
프로그램(언어, 소프트웨어, 의학 주제의 프로그램
등, 20시간까지 인정) 등이 있다. NBCC에서 발급
하는 자격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학점 이수 중
에 최소 6학점 이상(MAC은 최소 half-time 실무)
의 현장 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수련감독의 지도하에 상담자 경험
(CACREP 이수자 제외)이 있어야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넷째, 5년마다 100시간의 보수교육이나
재시험을 통해 자격 유지 및 갱신을 할 수 있다.
캐나다 CCPA(Canad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4)
캐나다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CCPA)는 1986년
도에 설립된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담학
4)

캐나다의 상담전문가 자격검정 및 양성제도에 대한
내용은 http://www.ccacc.ca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회이며 CCC(Canadian Certified Counsellor)라는 명칭
의 캐나다공인상담전문가 자격을 제공하고 있다.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혹은 미국의
인증되는 대학교에서 상담관련학과 석사학위 취
득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
외의 국가에서 상담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위과정을 CACEP(Council on Accreditation
of Counsellor Education Programs)에서 인증을 받은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대학 상담학 석
사과정과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 CACEP는 캐나다
의 상담교육기관을 인증하는 부서로 CCPA의 자
격 인증을 위해 설치되어 있다.
CACEP에서 인증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최소 48학점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캐나다 소재 대학 중에 현재 CACEP의 인증을
받은 대학교는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와 Acadia University의 상담대학원 프로그램이다.
CACEP가 인증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아주
빠르게(fast track)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다.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수과목은
상담실습을 포함하는 필수영역(상담이론, 전문가
윤리)과 11개의 선택영역 중 6개의 영역을 충족시
켜야 한다. 상담실습 시간은 수퍼바이저의 지도하
에 120시간(집단 20시간 포함)을 요구하는데 2013
년부터는 15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자격유지
및 갱신을 위해서는 3년마다 보수교육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의 형태는 워크숍 참여,
워크숍 개최, 화상세미나, 기관인증 교육프로그램
참가, 논문작성, 대학에서 강의 등 다양하다. 워크
숍(화상세미나를 포함)은 시간당 1학점, 워크숍 개
최를 위한 준비시간은 시간당 1학점,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은 15학점, 대학 교육과정 교수를 위한
준비시간은 15학점, 석사 교육과정 교수를 위한
준비시간은 15학점, 논문작성을 위한 준비시간은
50학점, 출판 지필을 위한 준비시간은 100학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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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될 수 있다.

자격검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뉴질랜드 NZAC(New Zealand Association
of Counsellors)5)

이상에서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
요 국가의 상담사 자격검정제도를 비교․분석하
여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
째, 대학의 상담교육기관을 인증하는 위원회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1981년에 CACREP라는
상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를 구성하
였고(서영석 외, 2011), 캐나다 역시 캐나다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내에 CACEP라는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상담분야 학위과정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다. 물론 인증된 대학 프로그램의 학
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수월하게 상담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 학회도 교육연수위원회를
두어 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지만 대학의 학위과
정의 인증을 위한 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전문상
담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원 과정에
서 상담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도 학회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수련과정과 시
험에 응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가 상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
증위원회를 두어 대학 학위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업
무와 응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증은 전문상담
사 3급, 2급, 1급과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로 총 4
개의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정 분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다른 분과에서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자격증 취득의 기본 요건
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여 자격이 되는 사람에
게 미국은 NCC라는 공인자격증을, 캐나다는 CCC
라는 공인자격증을 주고 있다. 미국은 NCC에 추
가하여 세 개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

뉴질랜드 상담학회는 1974년에 시작되어 현재
2,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NZAC는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으나, 회원을 준회원
(Provisional Member)과 정회원(Member)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준회원이 되려면 뉴질랜드 전문상담과정에 입
학 또는 이수한 자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240학점(credits)을 이수하고 1,200시간의 이론과 수
퍼비전을 받은 실습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회원 등급은 학위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며 각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실무요건이 있어
서 실제 상담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어야 준회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정회원 등급부터
MNZAC(Member of NZAC)라는 이니셜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회원부터 학회의 소속된 회원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회원은 수퍼바이저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 자격은 회원 자격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로 최소 2년 동안 100시간 이
상 수퍼비전 실시(개별 수퍼비전 포함 필수)하였
고, 현재까지 수퍼비전 훈련을 실시해 왔고 현재
도 수퍼바이지(supervisee)가 있으며 자신만의 또는
일반적인 수퍼비전 방식을 사용하는 자로 정해진
다. 자격유지를 위해 정회원과 수퍼바이저는 5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1주에 20시간 이상 대면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최소 2주에 1시간 이상 수
퍼비전을 받아야 하나 상담사례 양에 따라 최소
1달에 1시간 이상은 받아야 한다.
5)

뉴질랜드의 상담전문가 자격검정 및 양성제도에 대
한 다음의 내용은 http://www.nzac.org.nz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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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석사학위 이
상의 상담전공자가 받는 자격증을 하나로 통일시
킨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자격은 1급과 2급 두
가지 뿐이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자격증제도 자체
가 없고 준회원과 정회원 제도로 회원의 전문성
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가공인자
격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복잡한 자격증 제도
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격
증을 수여하도록 하고, 이 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
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캐나
다의 경우 학회자격증은 하나로 통일시키지만 분
과학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학회 가입요
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상담학
회는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학
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학회도
자격증으로 분과의 전문성을 수호하기보다는 분
과학회의 가입절차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격 취득 과정의 수월성과 자격증의 실
용성이라는 측면이다. 일본의 자격 취득 과정은
일종의 양성과정으로 주말 단기 집중코스와 주 1
회 실시되는 평일코스가 있어서 자격 취득의 접
근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1급 자격 과정은 상담사
가 생활현장의 민감한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
는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면, 이혼이나
부부문제, 부부 성생활, 등교거부, 왕따, 학교문제,
암과 말기환자 케어, 통증 크리닉, 성인질환, 죽음
과 종교, 우울증 등이다. 결국 상담사 자격증이
자격증 취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
득 과정이 자기 자신과 내담자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제도(박종성 외,
2011)를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학회

의 3급 전문상담사 자격제도의 경우 자격 조건을
제한하기 보다는 개방하고 자격증 취득과정과 절
차를 일본의 양성과정처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자격 취득 과정 자체가 자기 문제해결에 구체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상담을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격 유지 및 갱신 조건을 보다 탄력적
으로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기관인증 교육 프로그램 참가 외에도 워크
숍 참여와 개최, 화상세미나, 논문작성을 위한 준
비시간, 대학에서 강의 준비시간, 출판을 위한 준
비시간도 CEU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학회의
자격 유지 및 갱신 조건도 이처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우리 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합리
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제도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국내 및 외국의 주
요 상담사 자격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전문상담
사 자격검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전
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며 이에 대
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전문상담사의 자격
증은 수련감독급, 1급, 2급, 3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단수 자격
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상담
사 자격증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담심리학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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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는 상담심리사(1급, 2급)와 국가자격증인 직
업상담사(1급, 2급) 및 청소년상담사(1급, 2급, 3급)
보다도 많은 것이다. 더욱이 수련감독급 전문상담
사와 1급 전문상담사의 경우에는 각각 13개 전문
분과로 세분화되어 있어 모두 28종의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등급과 전문
분과로 세분화되어 있는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련생에게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음 물론이거니와 자격시험, 수련심사, 유
지․갱신 등 자격검정제도의 시행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복
잡한 자격 구조는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수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
면, A분과의 수련감독급 전문상담 자격증과 B분
과의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처럼 한 개인이 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의 전문성 수준에 대
한 신뢰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
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의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일관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격증 체계를 2개 등
급(1급, 2급) 또는 3개 등급(1급, 2급, 3급)으로 축
소하고, 전문분과로 세분화되어 있는 1급 전문상
담사를 단수 자격증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수
련감독급 전문상담사의 자격증을 등급 체계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각 분과 학회에서 1급 전문상
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충
족할 경우 수련감독자(supervisor)의 지위를 부여하
여 관리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검정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자격검정제도에 따르면, 전문상담
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상담학회
의 회원으로서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수련심사와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전문

가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자격검정 절차는 상담사의 전문적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반복되는 공고와 안내, 여
러 번 지불해야 하는 응시수수료, 업무 처리에 따
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담사의 자격검정 절차는 학회 공인 절차
와 국가자격검정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회
가 공인하는 자격증의 경우 응시자격 심사, 필기
시험, 수련심사, 면접시험 및 자격연수 등 4-5단
계로 세분화되고 각 단계마다 공고와 안내, 서류
접수와 수수료 납부, 심사위원 선정 및 관리 등
복잡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정된
관리요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에게는 시간
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에 국가
자격증의 경우 자격시험을 통해 지식과 기술 등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
어 자격검정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자격시험(NCE)과 자격심사를 분리하
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원에서 상담교육프
로그램인증위원회(CACREP)가 인증하는 프로그램
을 이수하면 수련과정을 면제하고 있어 자격심사
의 절차와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우선 자격요건심사, 필기시험, 자격심사, 면접
시험 및 자격연수 등으로 세분화된 단계들을 통
합해야 하고 수련요건에 대한 프로그램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격심사의 절차와 업무를 간소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확대하고 응시조건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사의 응시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관련 학력을 갖춘 학회 회
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특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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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응시자격의 폐쇄성은 자격검정제도 시행의 어려
움을 야기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격의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국가공인화를 추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학력
수준의 상담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반드시 학회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학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전문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개방하
고, 나아가 전문상담사 자격증의 국가공인화를 성
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
득한 후 학회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상담학을 전공하
지 않은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상담
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우대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넷째,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과목 및 출제
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자격검정제도에 따르면. 전문상담사의 필기
시험은 수련감독급에서는 상담철학과 분과지정과
목 등 2과목을 부과하고 있으며, 1급과 2급에서는
각각 4과목(상담윤리와 상담연구방법 및 분과지정
2과목)과 5과목(상담이론, 심리검사, 집단상담, 선
택 2과목)을, 그리고 3급에서는 상담학개론 1과목
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련감독급 및 1
급 전문상담사의 시험과목을 보면, 13개 분과에서
자격 급별로 각각 1과목과 2과목씩을 출제하고
있어 시험과목수가 42개나 되고 분과 간에 상당
부분 출제범위가 중복된다. 그리고 2급 전문상담
사의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지정에 대한 근

거가 모호하며, 3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1과목으로
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데 일정한 한
계가 있다. 또한 출제형식을 보면, 수련감독급 전
문상담사에서는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하고 있
어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
며, 1급 및 2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과목당 4지선
다형 20문항씩 총 80-100문항을 출제하고 있어 미
국 국가상담사시험(NCE)의 문항수(200문항)에 크
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의 등급별
시험과목에 대한 조정과 문항수 및 문항형식 등
출제형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3급 전문
상담사의 시험과목에는 상담이론과 실제는 물론
인간의 성장과 발달, 사회․문화적 기초, 집단역
동과 상담, 진로와 생활양식 개발, 심리측정 및
평가,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상담 전문직 개발
등 상담에 관한 학문적 기반은 물론 실제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2급 전
문상담사와 1급 전문상담사의 시험과목에는 위기
개입, 약물 및 중독 치료. 상담임상지도 등 상담
이론과 실제에 관한 고차적인 지식과 기술을 추
가해야 한다. 또한 시험 문항수를 1급 및 2급 전
문상담사의 경우 150문항 이상, 3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최소한 100문항 이상으로 늘리고, 출제형식
에 있어서도 난이도와 변별력이 높은 5지선다형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련감독급 전문
상담사의 등급을 폐지할 경우 1급 전문상담사의
필기시험에 상담철학과 수퍼비전, 고급임상상담실
무(사례개념화), 상담연구방법론(설계 및 타당성
검증) 등의 전문적인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
는 수행평가를 도입하고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채점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높은 합격률로 인해 자격증의 질
관리에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필기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련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수련심사

- 1271 -

상담학연구

요건을 재정비하고 수련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필
요가 있다. 현행 자격검정제도에 따르면, 자격 등
급별로 수련요건의 기준이 상이하여 응시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수련감독급
및 1급 전문상담사의 경우 공통수련기준 이외에
도 각 분과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요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 개인이 여러 등급의 자격
증을 취득하여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물질
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간 자격증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한 개인이 어떤 분과학회에서는 수련감독
급 전문상담사이지만 다른 분과에서는 1급 전문
상담사로 되어 있어 등급별 자격증의 질적 수준
에서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적 공신력을 떨
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상담임상경력 연한제도를 도입하여 등급 간 수련
심사의 기준을 단일화하고 분과 간 자격증 등급
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1년의 상담임상경력에 해당하는 상담수련요건
(가령, 개인상담 120시간, 집단상담 60시간, 계
180시간)을 명시하고 등급별 전문상담사의 응시조
건으로 일정 연한의 상담임상경력(가령, 1급 전문
상담사 3년, 2급 전문상담사 2년, 3급 전문상담사
1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상담교
육프로그램인증제를 도입하여 수련심사 업무의
간소화와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내용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교육연수기관의 규모와 시설을 기준으로 교육
및 훈련 역량을 고려하여 수련생의 수를 제한하
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실습기관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분과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증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 분과로 세분
화되어 있는 자격증의 구조를 통합하여 단일화하
고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 등급을 폐지하게 될
경우 자칫 분과학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급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수련요건을 분과학회와 연계시킬 경우 분과학
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
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요건으로 2개 분과 이상의 수련감독자
에게서 각각 개인상담 60시간과 집단상담 30시간
을 의무적으로 수련하도록 하고, 1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개 분과 이상의 수
련감독자에게서 각각 개인상담 60시간과 집단상
담 30시간을 의무적으로 수련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상담 수련과 집단상담(또는 가족상담)
의 수련내용 일부를 반드시 해당 분과의 수련감
독자에게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자격증의 유지 및 갱신과 관련하여 좀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
행 자격검정제도에 따르면, 전문상담사 자격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학회비 및 전문가회비 납부, 연
차대회 참석, 통합사례발표회 참석, 자격증 갱신
을 위한 전문가연수 등 매우 복잡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며 자격등급 및 분과학회에 따라 자격
증 유지 요건의 심사 기준이 서로 달라 자격증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전
문상담사 자격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
기 위해서는 자격갱신 전문가연수, 통합사례발표,
보수교육(1급은 공개사례발표)으로 심사 요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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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전문상담사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을 위한 시험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상담사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
시하고 상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상담사 자
격검정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1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
3급 전문상담사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상담 ① 3급 자격증 취득 후, 상담 ① 교육연수기관에서 300시간
임상경력 3년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
이상 연수 후, 상담임상경력
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60학 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24학 1년 이상
점 이상 이수 후, 상담임상경 점 이상 이수 후, 상담임상경 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18
년 이상
력 2년 이상
학점 이상 이수 후, 상담임상
응시 력③ 3상담
박사학위 취 ③ 상담 전공의 석사학위 취 경력 1년 이상
자격 득자로서,전공의
대학원에서 고급상 득자로서, 대학원에서 중급상 ③ 상담 전공의 4년제대학 졸
담관련교육인증프로그램(이론 담관련교육인증프로그램(이론 업자로서, 대학에서 초급상담
60학점+실습 18학점)을 이수
24학점+실습 12학점)을 이수
관련교육인증프로그램 ( 이론
한자
한자
18학점+실습 6학점)을 이수
④ 동급 외국자격증 소지자 ④ 동급 외국자격증 소지자 한 자
① 8영역 5지선다형 200문항 ① 6영역 5지선다형 150문항 ① 4영역 5지선다형 100문항
급 과목 + 임상지도, 관련 (3급 과목 + 임상실무, 연구 (인간발달과 문화, 상담의 기
자격 (2법규의
이해와 적용)
방법의 이해와 적용)
초, 심리평가, 집단역동)
시험 ② 구술시험
/논술형 2문항(상
② 구술시험/작업형 2문항(사 ② 구술시험
담수퍼비전, 연구설계)
례개념화, 자료분석)
매 5년마다
매 5년마다
매 5년마다
유지 ① 자격갱신연수 1회
① 자격갱신연수 1회
① 자격갱신연수 1회
갱신 ② 통합사례발표 5회 참석
② 통합사례발표 5회 참석
② 통합사례발표 5회 참석
③ 공개사례발표 1회 이상
③ 보수교육 30시간 이상
③ 보수교육 30시간 이상
* 각 급별 응시자격 ③ 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임상상담경력) 심사를 면제함.
단, 1급 전문상담사는 박사과정 재학기간 중에 1년 이상 전일제 인턴과정을 이수해야 함.
* 상담임상경력 1년에 해당하는 수련요건은 총 180시간(실습 6학점에 해당)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상담 120시간(내담자경험 10시간, 수퍼비전 10시간 포함)
단, 10회기 이상 5사례, 심리검사 2종 이상 5사례, 공개사례발표 1사례 이상을 포함할 것
> 집단상담 60시간(30시간 이상 1집단, 수퍼비전을 겸한 보조자경험 10시간 포함)
단, 1급의 경우. 집단상담 지도자경험 20시간 이상 2집단, 공개사례발표 1집단을 포함할 것
* 2급 전문상담사는 2개 분과, 1급 전문상담사는 3개 분과 이상의 수련감독자에게 수퍼비전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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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some critical issues related to counseling specialist
qualified by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accrediting system
for counseling specialist. with a special focus on training programs and integrating such training into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researchers have examined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counseling specialist, and have compared some types of expert certification system in counseling professionals;
including Korean Youth Counselor, Korean Vocational Counselor, Korean Counseling Psychologist, and Korean
Family Therapist, as well as those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U.S.A., Canada, and New Zealand. On
the basis of this findings, researchers have got some implications on the problems of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for counseling specialist,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counseling specialist's qualification, training
and, in-service training system; including the simplification of certificate's levels, the reduction of screening stages,
the clarification of applicator's conditi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subjects and forms for examination, the
unification of criteria for judging levels of training or practice requisite to acquire the certificate of counseling
specialist, and the need to supplement policies to prevent the difficulties due to the transition of qualification
system for counseling specialist.
Key words : KCA(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counseling specialist, certification system for counselor, KCCE(Korean
Certified Counselor Examin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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