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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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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인

최근 급증하는 상담교육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다양한 상담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수
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있어 상담의 전문성 확보와 위상 제고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그동안 인증된 교육과정 관련 체제가 부재하였음을 인식하여 상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체제의 필요성을 논하고 한국적 상담교육 인증체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하여 3개 영역
35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상담교육자 23명, 상담실무자 28명 등 총 5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교육자와 상담실무자는 현재 우리나라 상담교육의 해결과제로 자격증의 난
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꼽았다.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 필요성
에 대한 이유와 목표로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성 함양, 인증체제의 역할과 효과로서 상담교
육의 질 향상과 전문가 교육과정 인정, 그리고 인증체제 시행시 다양한 학회와 단체의 활동을 예상
되는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와 방법으로는 상담 교육 인증의 기준을
구성하고 심사단을 구성하며, 인증 체제를 준비하고 구축하는 주체는 별도의 인증기구가 필요하다
고 인식하였으며,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연구방법으로는 대학과 학회, 상담 기관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상담교육, 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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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한국에서의 상담학은 가히 부흥이라고 불
러도 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
1950년대 미국 교육사절단의 영향으로 시작한 생
활지도운동은 이후 중등학교의 교도교사제도, 대
학의 학생생활연구소 체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었
으며, 한국행동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상담연구소
및 사설 상담실 개설, 대학원 과정에 상담전공 설
치, 청소년대화의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시
작으로 한 전국적인 청소년상담실의 설치, 상담대
학원 개설, 학부 상담학과 개설, 각종 상담학회
조직, 각종 상담자격증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폭발
적인 확장을 이루어왔다. 수많은 상담기관과 상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상담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TV와 라디
오 등 대중매체에서 여러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국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담을 경험하고 있다. 향후 유망 직업으로 상담
전문직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상담의
필요성 제기로 인하여 양적성장을 이룬 상담 현
장에서는 질적인 성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 된 학교상담현장의 경우를 살펴보
면, 전문상담교사들은 자신들의 자격이 학교체계
나 교육학적 지식 및 국가자격증으로써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상담실무 경험 부족
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사들의 경
우에는 자격 연수과정에서의 청소년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들은
상담실습과 슈퍼비전 경험을 통해 실제 상담 수
행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강점을 평가했지
만, 학교체제에 대한 이해나 청소년 관련 경험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현 학교상담 제

도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유사 자격들이
난립하고, 자격의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자격의 공신력 부족, 자격과 현장의 연계
성 부족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서
영석, 2011).
상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
고, 상담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전문 상담자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문상담자 양성은 주로 일
반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상담직의 전문
화를 위해서는 학부과정에 상담관련학과가 설치,
운영되어 상담의 기반마련과 대국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박성수, 박재황,
황순길, 오익수, 1993;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
1994; 오익수, 김진희, 김광수, 전명희, 1995; 명대
정, 2000), 이에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학부에 상담
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2월 현재
는 전국적으로 50여개의 상담학과 또는 상담학전
공이 학부에 개설되어 있다(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
회, 2011).
그러나 학부,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
학원 등에서 운영되는 상담자교육과정은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기 보다는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체계성, 통일성이 부족한 현실이다(김인규, 2008b;
박경애, 방기연, 2007;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
림, 김영혜, 2006). 상담은 아직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법적
지원과 규제가 미흡한데(김인규, 2009a; 명대정,
2000), 이는 상담자 교육 내용과 교육 기관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다양한 학위과정간의 차
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학교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동일하지 않아 일
정한 상담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의 지식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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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담자교육과정의 문제는 상담자격의 혼란과 맞
물려 현재의 상담 활성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다. 현재 상담과 관련된 자격제도는 청
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 국가자
격과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전문가 등의 민간자격
으로 구분된다. 최근 다양한 상담기관 및 단체들
이 생겨나면서 나름대로의 상담관련 자격증을 신
설하여 발급하는 일이 생겨 일반인들이 ‘전문적
인’ 상담자격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
다양한 상담서비스 개설, 다양한 상담교육 및 상
담자격 발급기관 설립은 상담의 대중화에 기여하
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상담자 양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상담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있다(이상민 등,
2007; 김인규, 2009b, 2009c, 2011).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담직을 의사,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변화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명대정, 2000), 이를 위해 상
담법제화(김인규, 2009), 상담관련 국가표준 마련
(강진령 등, 2009), 상담교육과정 체계화(이숙영,
김창대, 2002), 체계적인 상담체제 구축(최상근 등,
2011)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이중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담자의 양성은 전
문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상
담의 위상을 확보하며, 상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교육기관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
라 국가적으로 상담교육기관과 그 내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경우 미국상
담학회 산하 상담교육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증

위원회(CACREP)에서 국가적 인증기준에 따라 대
학의 상담자양성 교육과정을 인증하고 있다. 한국
의 상담자 교육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시
작되어 상담자 발달 수준에 관한 이론을 소개
하는 연구(김진숙, 2001;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최혜림, 1990), 상담자 발달 수준을 측정하
는 평가도구의 개발(심흥섭, 1998),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른 차이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연구(문수
정, 1999; 손은정, 이혜성, 2002; 여혜경, 2000; 이
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 발달 수준을 고려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명우, 연문희,
2004), 상담자교육 교과과정 개발(김혜숙 등, 1995;
박재황 등, 1993)등이 수행되었다.
남상인, 김인규(2009)와 서영석(2011)의 연구는
상담교육인증체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남
상인, 김인규(2009, pp. 380-403)는 미국의 대표적
인 상담자교육 인증체제인 미국상담학회(ACA)의
‘상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unsil
for Accredi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인증체제와 미국심리학회
(APA)의 심리학과 인증위원회 (the Comission on
Accrediation; CoA) 인증체제를 소개하고, 국내에서
대표적인 교육인증체제로 발달해 있는 공학교육
인증체제에 대하여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상담자
교육 인증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서영석(2011, pp.92-95)은 전문상담교사라는 학
교상담 관련 국가 자격은 국가 인정 자격제도로
검정절차의 신뢰성확보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무 능력 검증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성과정에서의 전문
성 확보를 제시하며 학교상담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우선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과정이수자격의 인증시
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전문
가 양성을 위한 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을 주도하
Programs; CAC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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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부처에 등록한 후 필
요한 정책과 법령을 마련하며 예산 지원을 현실화
해 나가는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공학, 경영학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제
적인 교육인증체제가 운영되고 있었다. 최근 국내
에서도 공학교육인증(신동은, 최금진, 2011; 유인
근, 2007; 한지영, 2008), 경영교육인증(조병택, 유
병남, 2006) 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교육과정인증에 대한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홍선미, 2011).
공학교육과 경영교육 주요 인증기준을 살펴보
면, 공학교육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
심 교육체계를 갖추어야하는데. 첫째, 프로그램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졸업한 뒤 2~3년 내에 달
성해야하는 능력과 자질이고 둘째, 프로그램 학습
성과 및 평가항목은 지식응용, 분석실험, 설계능
력, 해결능력, 실무능력, 팀웍 기술, 의사전달, 평
생교육, 이해능력, 시사지식, 공학윤리, 국제화 등
이다. 셋째, 교과영역은 수학과 기초과학 교과목
30학점. 공학주제교과목 54학점. 전문교양교과목
18학점이다. 넷째, 학생은 지속적인 평가, 상담,
관찰을 수행하고. 다섯째, 교수진은 교육과정에
충분한 수로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환경은
대학의 지원, 시설과 장비, 재정지원, 행정지원 및
보조교육 등이며. 일곱째, 교육개선은 항목에 대
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이고. 여덟째, 전공분
야별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영교육의 주요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 능력으로 의사전달 및 외국어능력,
논리적 사고와 분석 능력, 사회에 관한 윤리적 책
임이다. 둘째, 경영학적 지식 회계 및 재무, 시장,
제품 및 소비자, 생산 및 서비스조직 및 인적자원
글로벌 환경 및 국제 경영을 포함하고 있다. 셋
째, 최소 경영학 전공이수 학점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합한 총 45학점 이상이며, 경영학

전공 필수 과목은 총18학점 이상. 필수학점은 5개
분야에서 분야별 1과목, 최소 15학점을 포함한다.
넷째, 학생-교수 비율은 과목당 수강인원은 80명
이내, 필수과목 수강인원은 60명 이내, 수강생이
80명이 넘는 강좌는 전체 강좌 수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교육인증체제 구축은 관련 학교, 학회, 현장 전
문가 등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 하여 광범
위한 실무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내 공학교육의 경우
1988년 공학교육인증 설립위원회가 발족되고 3년
이 지난 2001년부터 인증기준 KEC 2000을 갖추고
인증평가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경영교육의 경우
2004년 한국경영학회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통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경영교육
인증원 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 2005년 8월에
사단법인 한국경영 교육인증원을 설립하고, 2008
년에 5개 대학이 첫 인증을 받게 되었다(홍선미,
2011. pp.131-132). 그러므로 상담자교육 인증체제
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준비기
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담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
해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담자를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상담자
교육 학위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상담자
교육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로서 상담교육
인증의 기준과 절차를 구안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교육 인증체제에 대한 상담교육
전문가, 상담실무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에서의 상담자교육 인증체제구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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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상담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대상을
상담교육자와 상담실무자로 구분하여 한국형 상
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상담교육자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교육하고
있는 교수를 의미하며, 상담실무자는 상담현장에
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자를 의미한다.
설문방식은 참여자들의 응답의 편의성과 설문
회수를 고려하여 온라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집은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율을 높이고 문항에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설문은 우리나라의 현 상담
교육내용과 체제에 대하여 고민과 견해가 있어서
질문에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하는 참여자가 요구
되었기에 눈덩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상담교육자와 상담실무자 각 집단별로 30명씩
총 6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의뢰를 하였으
며, 그중 상담교육자 24명, 상담실무자 29명 총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학부
상담교육자의 대학원
상담교육과정
소계
공공기관
상담실무자의 민간기관
근무기관 유형
소계
1~5년
상담실무자의 6~10년
상담경력
11~15년
소계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이 충분
하지 않은 두 사례를 제외하여 상담교육자 23명,
상담실무자 28명 총 51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포
함되었다. 응답자들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상담교육전문가중 학부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사
람은 6명, 대학원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자는 17
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상담실무자들을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공공기관에
20명, 민간기관에 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상담경
력은 6~10년이 13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
다.
53

연구과정
본 연구는 한국형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가
수행된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설문지 제작
본 질문지를 제작하기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명, %) 수렴하기 위해 예비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예비설
문지는 서론의 관련 선행연구와 공학교육인증, 경
응답자 수 비율
영교육인증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상담교육인증의
6
26.1
필요성을 묻는 문항, 상담교육인증체제의 영역과
17
73.9
내용을 묻는 문항, 상담교육인증체제의 절차, 구
23
100.0
축 후 활용방안을 묻는 문항, 다양한 학위과정의
20
71.4
인증기준 차별화 등을 묻는 총 8개의 문항으로
8
28.6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28
100.0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17.9

13

46.4

10

35.7

28

100.0

차 예비조사 시행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
담관련 교수 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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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본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다. 상담교육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묻는 영역에서
응답지의 세부 내용을 설문 답지에 반영하여 각 는 한국의 공학인증과 경영인증, 미국의 CACREP
설문 문항이 현장감을 갖도록 하였다.
인증 절차를 참고하여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인증
기준의 구성주체, 심사단 구성, 인증준비주체, 인
2차 예비조사 시행
증체제 개발연구 과정,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질
본 설문지를 구성하여 3명의 상담실무자와 2명 문하였다. 대부분 각 문항에 대하여 설문 참여자
의 상담교육자에게 2차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
이를 토대로 설문의 내용을 교정하고 응답의 편 다.
의성과 설문회수를 고려하여 온라인상의 직접 설
문조사 방법을 선정하였다. 설문구성은 3개의 영 본 설문조사 시행
역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개의 영역은 상담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응답하는 방
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영역, 인증영역과 내용을 묻는 영역, 인증체제의 순위결과를 토대로 분석 기술하였고, 상담실무자
절차와 방법을 묻는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와 교육자의 의견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문항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덧붙여
묻는 영역은 우리나라 상담교육 현실에서 해결되 기술하였다.
어야할 시급한 과제,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
인증체제의 목표와 역할, 기대되는 효과 및 예상
연구결과
되는 어려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다음 상담
교육의 인증 영역과 내용에 대한 설문은 미국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의견
CACREP 기준, 한국 공학교육인증, 경영교육인증
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하였다. 각 학위과정의
목표,와 교육과정 영역, 실습시간, 각 학위과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교육 현실에서 해결해야
교수-학생 구성비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 할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2
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관련 전문학회, 와 같다. 시급한 과제 1순위로 응답자의 25.5%가
미국 CACREP, APA 기준등을 참고하여 질문하였 각종 자격증의 난립을 꼽았다. 또한 1순위를 묻는
표 2. 우리나라 상담교육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해결과제 1순위
상담자의 질 저하
7(13.7%)
각종 자격증의 난립
13(25.5%)
통일된 공인자격증의 부재
10(19.6%)
상담자 양성체계의 난맥성
12(23.5%)
일관성, 체계성이 부족한 교육과정
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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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제 2순위

(명, %)
해결과제 3순위

10(19.6%)

13(25.5%)

12(23.5%)

8(15.7%)

9(17.6%)

5(9.8%)

10(19.6%)

12(23.5%)

10(19.6%)

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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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의 필요성 (명, %)
동의 정도
매우 필요하다
33(64.7%)
필요하다
16(31.4%)
필요하지 않다
1(2.0%)
매우 필요하지 않다
1(2.0%)

질문에 23.5%가 상담자 양성체계의 난맥성,
19.6%가 통일된 자격증의 부재를 선정하였다. 해
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2순위로 응답자의 23.5%
가 각종 자격증의 난립, 응답자의 19.6%가 상담자
의 질 저하, 상담자 양성체계의 난맥성 등을 꼽았
다. 시급과제 3순위는 응답자의 25.5%가 상담자의
질 저하, 23.5%가 상담자 양성체계의 난맥성을 지
적하였다. 따라서 표 2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담교육의 현실에서
각종 자격증의 난립, 상담자 양성체계의 난맥성,
상담자의 질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담교육 인증 체제는 개
발되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
체 응답자의 96.1%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
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
표 4.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의 필요 이유
상담학의 발전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
공인된 자격증의 취득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체계적 통일적인 교육과정 마련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62.7%가 응답한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이다. 인증체제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 2순위
는 응답자의 37.3%가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선정하였고 3순위는 응답자의 29.4%가 체계적 통
일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꼽았으며 각각 19.6%가
공인된 자격증의 취득,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지적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공인 자격증의 취득, 체계적 통일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상담교육 인증체제
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목표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5와 같다. 응답자의 41.2%가 상담자의 전문
성 함양을 인증체제의 1순위 목표로 꼽았으며
23.5%가 상담자 양성교육의 구심적 기준 마련을
1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인증체제 목표의 2순위
로 응답자의 27.5%가 상담자의 전문성 함양,
25.5%가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이라고 응답하였다.
3순위는 응답자의 25.5%가 꼽은 상담자의 전문성
함양, 23.5%가 꼽은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 21.6%
가 선정한 공인된 국가 자격증 체계마련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담교육 인
증체제의 목표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전문
성 함양과 상담자 양성교육의 구심적 기준 마련,
(명, %)
필요이유 3순위

필요이유 1순위

필요이유 2순위

6(11.8%)

5(9.8%)

7(13.7%)

32(62.7%)

9(17.6%)

9(17.6%)

4(7.8%)

9(17.6%)

10(19.6%)

4(7.8%)

19(37.3%)

10(19.6%)

5(9.8%)

9(17.6%)

1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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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목표
상담자의 전문성 함양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
공인된 국가 자격증 체계 마련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차이 최소화
상담자 양성교육의 구심적 기준 마련

목표 1순위

목표 2순위

21(41.2%)

14(27.5%)

13(25.5%)

9(17.6%)

13(25.5%)

12(23.5%)

7(13.7%)

7(13.7%)

11(21.6%)

2(3.9%)

8(15.7%)

4(7.8%)

12(23.5%)

9(17.6%)

9(17.6%)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상담교육 인증체제가 구축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분석은 표 6
과 같다. 효과가 큰 1순위로는 응답자의 35.3%가
전문가 교육체제 인정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응
답자의 23.5%가 상담교육의 질 향상과 보장을 1
순위로 꼽고 응답자의 23.5%가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장이라고 선정하였다. 인증체제의 효과
2순위로는 39.2%가 응답한 상담교육의 질 향상과
보장, 23.5%가 응답한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
장, 21.6%가 전문가 교육체제 인정으로 응답하였
다. 효과 3순위로는 응답자의 27.5%가 상담 서비
스의 질 향상과 보장을 꼽았다. 또한 각각 응답자
의 23.5%가 전문가 교육체제 인정, 전문상담에 대
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을 선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효과에 대하여 응답
표 6.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효과
전문가 교육체제 인정
상담전공학생의 기준 제시
상담교육의 질 향상과 보장
상담서비스 질 향상과 보장
전문상담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명, %)
목표 3순위

자의 대다수는 전문가 교육체제 인정, 상담교육과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장, 전문상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육 인증체제를 개발하여 시행하려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선정하도록 질문하였으며 결
과 분석은 표 7과 같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
자의 37.3%가 다양한 학회와 단체의 활동을 꼽았
으며 31.4%가 부족한 전문교수, 교육시설을 들었
다. 예상되는 어려움 2순위는 31.4%가 다양한 학
위과정, 23.5%가 분야별 전공프로그램의 부재,
19.6%가 부족한 전문교수, 교육시설을 꼽았다. 3
순위로는 응답자의 21.6%가 다양한 학위과정, 또
한 21.6%가 분야별 전공프로그램의 부재를 들었
다. 이 결과를 보면 상담교육 인증체제를 시행하
는데 있어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학회와 단체 활
동, 부족한 전문교수와 교육시설, 다양한 학위과
정, 분야별 전공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어려움으로
(명, %)
효과 3순위

효과 1순위

효과 2순위

18(35.3%)

11(21.6%)

12(23.5%)

4(7.8%)

3(5.9%)

7(13.7%)

12(23.5%)

20(39.2%)

6(11.8%)

12(23.5%)

12(23.5%)

14(27.5%)

5(9.8%)

5(9.8%)

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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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담교육 인증체제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다양한 학위과정
부족한 전문교수, 교육시설
다양한 학회와 단체의 활동
분야별 전공프로그램의 부재
모학문에 부속되어 독립전공으로 기능하지 못함

(명, %)
어려움 3순위

어려움 1순위

어려움 2순위

8(15.7%)

16(31.4%)

11(21.6%)

16(31.4%)

10(19.6%)

8(15.7%)

19(37.3%)

7(13.7%)

9(17.6%)

6(11.8%)

12(23.5%)

11(21.6%)

2(3.9%)

6(11.8%)

10(19.6%)

표 8.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인증영역(중복응답) (명, %)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전반
인증영역
동의함
적인 의견을 묻고 그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보았
교육과정
50(98.0%)
다. 설문결과를 보았을 때 응답자의 대다수가 우
교수진
40(78.4%)
리나라 상담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상담자 양성
교육시설
34(66.7%)
과 상담자 교육으로 꼽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학점
40(78.4%)
방법 중 하나로 상담교육인증체제가 필요하다고
취득 자격증
36(70.6%)
생각하고 있으며 상담교육인증체제의 목표와 필
실습
48(94.1%)
요성, 효과 등에 대해서도 상담교육과 상담자 양
성에 대해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과 실습을 중요
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교육 인증의 영역과 내용
현재 우리나라 상담교육과정에서 가장 보완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한 결
상담교육 인증체제를 개발할 때, 인증의 영역 과분석은 표 9와 같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보완되
과 내용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어야할 1순위로 응답자의 31.4%가 교수진 강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교육 인증 꼽았다. 25.5%가 상담실습의 확대 강화를 꼽았으
의 영역과 내용, 각 학위과정의 목표, 실습의 영 며 23.5%가 실습과 인턴십의 체계적 시행과 정착
역과 시간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을 선정하였다. 또한 보완 되어야 할 2순위는 응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인증영역 구성에 필요한 답자의 29.4%가 실습과 인턴십의 체계적 시행과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표 8과 정착이라고 선정했으며 23.5%는 상담실습의 확대
같다. 응답자들은 교육과정 98%, 실습 94.1%, 교 강화를 선정하였다. 3순위는 응답자의 27.5%가 실
수진과 학점이 동일하게 78.4%, 취득 자격증이 습과 인턴십의 체계적 시행과 정착이라고 대답하
70.6%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였고 19.6%가 교수진 강화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
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제시된 영역들이 모두 를 통해 우리나라 상담관련 교육과정에서 보완되
상담교육 인증체제에서 인증의 영역으로 필요하 어야 내용으로 응답자의 많은 수가 교수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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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상담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교수진 강화
기초 이론교육
세부전공과정 마련
상담실습의 확대 강화
실습과 인턴십의 체계적 시행과 정착

순위

1

순위

2

순위

(명, %)

3

16(31.4%)

9(17.6%)

10(19.6%)

8(15.7%)

5(9.8%)

8(15.7%)

2(3.9%)

10(19.6%)

9(17.6%)

13(25.5%)

12(23.5%)

9(17.6%)

12(23.5%)

15(29.4%)

14(27.5%)

와 실습과 인턴십의 체계적 시행과 정착, 상담실
습의 확대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담교육인증체제가 개발된다면 교육
과정의 영역은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10과 같다. 상담이론과
상담윤리, 검사 및 평가는 응답자의 94.1%가 필요
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고 실습 및 수퍼비전은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인 98.0%가 필요한 영역이
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담교육 현
실에서 실습과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개발은 응답자의 76.5%
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연구법 및 통계, 상담
정책 및 자문, 행정은 각각 응답자의 80.4%,
7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상담이론, 상담윤리,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개
발, 연구법 및 통계, 실습 및 수퍼비전, 상담정책
및 자문, 행정 등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교
육과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 실습 및 수퍼비전 영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응
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영역과 상담정책 및 자
문 행정 영역을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육 인증체제에서 학생: 교수 비율은 교
육환경의 주요 요소이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학
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적
절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교수의 비율을 질문하였
으며 설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대하여 응답자의 31.4%가 10명, 13.7%
가 15명, 13.7%가 20명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습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대하여 응답자의
표 10. 교육과정 영역 구분(중복응답)
(명, %) 31.4%가 10명, 27.5%가 6명, 7.8%가 4명이라고 응
답하였다. 실습과 인턴십의 그룹슈퍼비전의 교수
교육과정 영역
동의함
1인당 학생 수에 대하여 응답자의 29.4%가 10명,
상담이론
48(94.1%)
17.6%가 12명, 9.8%가 15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상담윤리
48(94.1%)
대학원과정의 교수-학생 구성 비율에 대한 설
검사 및 평가
48(94.1%)
문 결과,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대하여 10명
프로그램 개발
39(76.5%)
(25.5%)이 1순위, 15명(15.7%), 8명(11.8%)이 각 2,3
연구법 및 통계
41(80.4%)
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습교수 1인당 학생 수
실습 및 수퍼비전
50(98.0%)
에 대하여 6명(27.5%), 10명(17.6%), 5명(13.7%) 순
상담정책 및 자문, 행정
40(78.4%)
으로 나타났다. 실습과 인턴십의 그룹슈퍼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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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학위과정별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실습교수 1인당 학생 수
실습, 인턴십 그룹 슈퍼비전의
교수 1인당 학생 수

순위

학부과정
2순위

10(31.4%)

15(13.7%)

20(13.7%)

10(25.5%)

15(15.7%)

8(11.8%)

10(31.4%)

6(27.5%)

5(7.8%)

6(27.5%)

10(17.6%)

5(13.7%)

10(31.4%)

15(13.7%)

20(13.7%)

10(17.6%)

12(13.7%)

6(11.8%)

1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대하여 10명(17.6%), 12명
(13.7%), 6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학생: 교수 구성 비율
과 실습과 인턴십의 그룹 슈퍼비전의 학생당 교
수 비율은 10:1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당 실습
교수 비율은 학부과정은 10:1로 대학원과정은 6:1
의 비율을 나타냈다.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와 방법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
와 방법의 1순위는 응답자의 62.7%가 상담교육
표준화작업 후에 교육과학기술부 상담교육과정
인증을 받아 심사 및 인증을 거친 후에 국가 자
격증을 취득하는 절차를 선택하였다. 2순위는 응

순위

3

대학원과정
1순위
2순위

(명, %)
순위

3

답자의 19.6%가 주관기관에서 심사단 구성 후, 평
가항목개발을 거쳐서 심사단 실사 및 평가 후, 인
증을 하는 절차를 선택하였고, 3순위는 5.9%가 상
담교육과정 점검 후, 교육담당교수 자질평가를 마
치고 인증평가단 구성 및 실시 후에 인증하는 절
차를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담교육 인증의 절
차와 방법은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아 국가자격증
을 취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담 교육 인증의 주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인증의 기준(평가항목)
구성 주체에 대한 결과는 응답자의 54.9%는 별도
의 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3.5%는
학회라고 대답하였다. 인증의 심사단을 구성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5.1%가 별도의 인
증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7.5%는 학회를,

표 12.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와 방법

문항
대학에서 인증신청→ 인증심사→ 결과통보
학회에서 인증→ 각 대학 학과 교육→ 기본심사→ 현장방문 실사→ 인증
주관기관에서 심사단 구성→ 평가항목개발→ 심사단 실사 및 평가→ 인증
상담교육과정 점검→ 교육담당교수 자질평가→ 인증평가단 구성 및 실시→ 인증
상담교육 표준화작업→ 교육과학기술부 상담교육과정 인증→ 심사 및 인증→ 국가 자격증 취득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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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비율
1(2.0%)
2(3.9%)
10(19.6%)
3(5.9%)
32(62.7%)
3(5.9%)

상담학연구

표 13. 상담 교육 인증의 주체
주체
학회
교과부
별도의 인증기구
기타

(명, %)
인증 체제 준비 구축

인증 기준 구성

인증 심사단 구성

12(23.5%)

14(27.5%)

9(17.6%)

9(17.6%)

12(23.5%)

13(25.5%)

28(54.9%)

23(45.1%)

27(52.9%)

2(3.9%)

2(3.9%)

2(3.9%)

는 교과부로 응답하였다. 인증체제 준비 구
축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별도
의 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5%는
교과부로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담 교육인증
의 기준을 구성하고 심사단을 구성하며 인증체제
를 준비하는 주체로서 공통적으로 별도의 인증기
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교육인증체제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상담교육인증체제의 활용방
안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표 14와 같다.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활용방안은 국가자격제도와의 연계
활성화하여 취업 응시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방안
이 응답자의 82.4%로 1순위이고, 인증체제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지속적 보고방안이 응답자의
64.7%로 2순위이며, 상담교육인증의 교육 및 실습
시간을 학회의 상담 자격증제도와 연계하여 학회

자격증 발급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
이 응답자의 62.7%로 3순위였다. 결과적으로 상담
교육인증체제의 활용방안은 국가자격제도와의 연
계 활성화하여 취업 응시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최우선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표 14. 상담교육인증체제의 활용방안(3가지 중복응답)

(명, %)

23.5%

논 의
본 연구는 다양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상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체제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하여 3
개 영역 35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상담교
육자 23명, 상담실무자 28명 등 총 51명에게 설문

학회와 별도로 운영
인증체제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지속적 보고
학회와 별도로 운영되어야하나 어느 정도 연계도 필요
국가자격제도와의 연계 활성화하여 취업 응시에도 인정
학회 지원을 받아 실시하여 학회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과 통보
상담교육인증의 교육 및 실습시간을 학회의 상담 자격증제도와 연계하여
학회자격증 발급의 기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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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9(17.7%)

33(64.7%)
13(25.5%)
42(82.4%)
16(31.3%)
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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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현재 우
리나라 상담교육의 현실에서 각종 자격증의 난립
과 상담자의 질 저하, 상담자 양성체계의 난맥성
을 주요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
램과 상담실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상담교
육 인증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인증체
제의 시행시 예상되는 우선적인 어려움으로 상담
교육자는 부족한 전문교수와 교육시설, 분야별 전
공 프로그램의 부재를, 상담실무자는 다양한 학회
와 단체의 활동, 다양한 학위과정을 인식하고 있
었다. 상담교육 인증영역으로는 교육과정과 실습
이 우선시되었고, 학생-교수 구성 비율은 학생 10
명당 교수 1명이 제시되었다. 상담교육 인증의 절
차와 방법으로는 상담 교육 인증의 기준을 구성
하고 상담교육 인증의 심사단을 구성하며, 인증
체제를 준비하고 구축하는 주체는 별도의 인증기
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상담교육인증체제 개
발연구방법으로는 대학과 학회, 상담 기관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
초로하여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상황에 맞는 인증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상담교육자들과 상담실
문자들은 대부분 상담교육인증제제 도입의 필요
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족한 교수진과 교육시설, 분야별 전공 프로그램의
부재, 다양한 학회와 단체의 활동, 다양한 학위과
정 등이 상담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상담
교육인증체제 도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에서 상담교육인증체제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상담자 양성을 위한 상
담교육과정은 학부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 십 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의 경우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담(교육, 심리)전
공이 어느 학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전
공 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은
천차만별이다. 보통은 교육학과 혹은 심리학과에
속해 있지만 상담대학원의 경우 독자적으로 상담
(심리)학과가 존재한다. 학과가 독자적으로 존재하
는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의 전공으로 존재하며
이때에는 보통 전공교수가 1-2명에 불과하다. 이
럴 경우 상담관련 교과목을 충분히 이수하고 졸
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심한 경우 석사과정 혹은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불과 2-3과목 수
강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부에 상담관련 학과 혹은
전공이 개설되고 있다. 2013년 현재 학부에 설
치․운영되고 있는 상담(심리)학과는 4년제 과정
이 45개, 2-3년제 과정이 10개로 총 55개이다. 여
기에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에 개설
된 10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김인규, 2008; 김인
규, 2009;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2013). 그러나
이처럼 학부 수준에 상담(심리)학과가 개설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담이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담
관련 학과는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학
부 상담(심리)학과는 기존의 대학원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개설되고 있다. 대학원이 없는 대학에서
개설된 경우도 있지만 이미 대학원에 상담(교육,
심리)전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학부에 개설
된 경우도 있다. 어쨌든 학부의 상담(심리)학과와
대학원의 상담(교육, 심리)학과 또는 전공을 그 수
준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실제 학부에서 상담을 전공한 학사가 대
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석사보다 상담지식과 능
력에 있어서 우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 상담
교육 인증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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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것 같다. 이에 현재 우후죽순으로 상담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교육 인증체
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담교육인증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상담교육인증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기구를 설립
하고 상담 교육 인증의 기준을 구성하며 상담교
육 인증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인증을 실
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미국의 상담교육 인증
기관인 CACREP과 CoA는 상담교육인증을 위해 구
성된 전문기관이다. 상담전문가들이 스스로 자신
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학교
육 인증기관도 공학공동체에 의한 자발적 기구
(NGO)로서,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공학교육
학회(KSEE), 각종 전문학회, 공학한림원, 산업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문성 확보와 함께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의 예를 통해 볼 때 실천
학문으로서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확
보하고 나아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을 일
정 수준 이상 질적인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역할을 관련학회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담교육
에 대해서도 상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
회가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학회 내에
상담교육인증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와 실무적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적 상담교육 인증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적
절한 교수-학생비율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우리나
라의 상담교육은 외국의 상황과 많이 다른데 외
국의 경우 상담교육과정은 대학원 수준에서 개설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서 개설하고 있다. 심지어는 2년제 혹은 3
년제 대학에서도 상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 내에서의 상담에 대한 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과정 인증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대학원에 상담교
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외국과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우리
나라 상황에 적절한 상담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상황에 적절
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교
육과정은 교육과정 인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결과에서는 응답자들이 나름대
로 고려한 교육인증의 영역, 실습시간 수, 학생
대 교수 비율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체계
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탐색한 한국 실정에 맞
는 인증 영역과 기준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적 상담교육인증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상담교
육인증체제의 구축절차로서 상담교육 표준화작업
후에 교육과학기술부 상담교육과정 인증을 받아
심사 및 인증을 거친 후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
는 절차를 선택하였다. 상담교육의 인증은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인증 결과가 해당 교육과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
육과정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내
용과 질을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도 인증
내용과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 혹은 미래의 피교
육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담의 전문성
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최근 한국상담학회는 학
회가 발급하는 전문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안에서
상담교육에 대한 인증체제 개발을 명시하여 이를
자격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송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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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2). 결국 인증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프로그램 혹은 대
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인증 절차와 내용
을 보다 정밀하게 개발해야 한다. 즉, 교육인증
신청에서부터 접수, 평가, 통지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와 양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상담교육인증체제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한 최
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학위과정별로 구체적인 인증영역, 실습기준, 교수학생비율, 과정운영체제 등에 대한 기준과 그 근
거를 구성하고 실제적인 인증기구의 설립 및 운
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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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ounselor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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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y counselor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opened to meet great needs of counselor education in
Korea. But some criteria to manage these counselor education programs are not established, so some threats
against professionality of counseling are anticipated. So this study focused on presenttion of necessity of counselor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nd acculuation of some basic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the accreditation
system. A survey of Korean counselor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was done by counselor educators and
counselors in fields. Most respondents recognized as vital tasks of counselor education in Korea so many
certificates of counselor, deterioration of counselor quality, complex system of counselor education. And they
accepted the necessity of counselor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but anticipated some obstacles such as lack of
counselor education faculties and facilities, short of counselor education programs of specific counseling area,
variety of counseling associations, and degrees of counselor education. Curriculun and practicum were presented as
primary accreditation domains, 100 hours as pracicum requiremnts and 10:1 as ratio of students and faculty.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criteria, construction of accreditation committee, establishment of accreditation
institution were presented a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counselor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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