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심리상담학회
특수아심리상담사 자격기준

(사)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

2016년 특수아심리상담사 자격 수련기준

(1) 자격응시범위
가. 수퍼바이저급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 응시 범위
본 학회의 수련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⑴ 본 학회 수련감독자 자격보유자에 의해 감독된 상담경력만 인정됨
⑵ 관련학과 박사학위이상(심리학과,아동학과,상담학과,특수교육학과 등 관련학과등이 이에
해당됨)
⑶ 관련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특수아심리상담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험한 자

⑷ 본 학회의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특수아 심리상담현장에서 5년 이상 경험한 자
⑸ 관련 학회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수록한자

나. 1급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 응시 범위
본 학회의 수련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⑴ 본 학회 수련감독자 자격보유자에 의해 감독된 상담경력만 인정됨
⑵ 관련학과 석사과정이상 (심리학과,아동학과,상담학과,특수교육학과 등 관련학과등이 이에
해당됨)
⑶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특수아심리상담 현장에서 2년이상 경험한자
⑷ 관련학과 학사 과정 후

특수아심리상담 현장에서

5년 이상 경험한자

⑸ 본 학회의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특수아심리상담현장에서 5년 이상 경험한자

다. 2급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 응시 범위
본 학회의 수련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⑴ 본 학회 수련감독자 자격보유자에 의해 감독된 상담경력만 인정됨
⑵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예: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을 소지한 자로서 특수아심리상
담 현장에서 2년 이상 경험한자
⑶ 관련학과 학사 과정이상 (심리학과,아동학과,상담학과,특수교육학과 등 관련학과등이 이
에 해당됨)
⑷ 관련 학사 학위 이상 특수아심리상담현장에서 2년이상 경험한자

(2) 자격 수련 조건
공통 내용
-모든 수련 내용은 학회입회일부터 인정됨
-대학에서 관련과목은 확인서,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실시
-연 15시간 이상보수교육 참석
가. 특수아 심리상담 수련감독자
구 분

수련내용 (상담 및 특수교육 및 심리치료전공자 대상)

개인상담

개인상담 500시간, 수퍼비전 40시간 이상

집단상담

집단상담 200시간 운영, 수퍼비전 20시간 이상

특수아심리상

특수아심리상담학회 주관 ‧ 승인하는 상담 워크샵 및 교육 100연수 이후 시

담교육

험. 자격시험 합격유효기간5년
종합심리검사 50사례 이상(지능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이상 실시경험과 슈퍼

심리평가
학회활동

비젼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 6회 이상 참석, 연차대회 1회 이상 참석

나.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 1급
구 분

수련내용 (상담 및 특수교육 및 심리치료전공자 대상)

개인상담

개인상담 300시간, 수퍼비전 40시간

집단상담

집단상담 50시간, 수퍼비전 20시간

특수아심리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에서 주관 ‧ 승인하는 상담 워크샵 및 교육 100시간

상담교육

이수

심리평가

종합심리검사 20사례 이상(지능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 수퍼비전 10사례

학회활동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 6회 이상 참석, 연차대회 1회 이상 참석

다.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 2급
구 분

수련내용 (상담 및 특수교육 및 심리치료전공자 대상)

개인상담

개인상담 100시간, 수퍼비젼 20시간이상

집단상담

집단상담 30시간 이상 집단운영 (집단상담 보조운영자 참여도 가능)

특수아심리

한국상담학회에서 주관 ‧ 승인하는 상담 워크샵 및 교육 100시간 이수

상담연수
심리평가

종합심리검사 10사례 이상(지능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 수퍼비전 5사례

학회활동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 6회 이상 참석, 연차대회 1회 이상 참석

라. 자격증의 유지조건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

특수아심리상담전문가

1급

2급

한국특수심리상담학회

•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

•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

에서 주관 ‧ 승인하는 워

회에서 주관 ‧ 승인하는

회에서 주관 ‧ 승인하는

크샵 및 교육 30시간 이

워크샵 및 교육 30시간

워크샵 및 교육 30시간

수(5년 이내)

이수(5년 이내)

이수(5년 이내)

•

•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

•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

회 활동 1년에 6회 이상

회

회 활동 1년에 6회 이상

참석

상 참석

참석

- 사례발표회 5회이상 참

- 사례발표회 5회이상참

- 사례발표회 5회이상참

석

석

석

- 학술대회 1회 이상 참

- 학술대회 1회 이상 참

- 학술대회 1회 이상 참

석 (5년 이내)

석 (5년 이내)

석 (5년 이내)

수퍼바이저
•
상담연수

학회활동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

활동 1년에 6회 이

(3) 자격 시험
가. 자격연수과목
• 특수아집단상담
• 특수아 심리치료의 실제 (상호작용증진놀이치료, 감각놀이치료, 부모놀
1급, 2급 (100시간)

이치료, 모-아 애착치료, 발달놀이치료)
• 특수아심리발달평가(고급)
• 특수아가족지원 및 가족상담
• 특수아청소년상담

나. 시험 출제 양식 : 1, 2급 각 과목별 객관식 20문항,
수퍼바이저 각 과목별 객관식 30문항
다. 필수과목 및 자격연수 이수과목
지정된 7과목 중 4과목 이상 필수 이수
1급

- 지정과목 : 아동발달 / 상담이론과 실제 / 특수교육개론 / 이상심리 /
성격심리 / 발달심리 / 심리검사
지정된 6과목 중 4과목 이상 필수 이수

2급

- 지정과목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심리검사 / 응용행동분석 / 놀이치
료 / 특수아상담 /청소년상담
유사과목은 운영진 회의 후 결정 가능
- 유사과목은 심사 후 인정
- 필수 과목 미필 시 학회교육 연수로 대체가능

라. 합격 기준 :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
마. 자격시험 유효기간 : 5년 (등급별 공통 적용)

(4) 기타
가. 한국특수아심리상담학회 자격규정, 수련과정 시행세칙과 위의 유의사항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의 내규와 논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문의 - 홈페이지(www.kpacs.co.kr) 게시판으로 문의 (전화는 자제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