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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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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실현을 위해, 그 동안 우리 분야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던 법률
연구들 및 법제화 노력에 대한 경과보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법적 실태 및 모법 제정의 필요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담자와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의 지향과 우리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기관 관계자가 제시한 공공성, 전문성, 현실성의 원
칙에 입각해서 모법 관련 주요 법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재 숙고해야 하는 주요 사안
을 자격명, 직무, 응시자격요건으로 보고, 해당 법률 규정안을 검토하고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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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하여,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서비스법

서 론

(안)’을, 한국상담학회는 ‘심리상담사법(안)’을 제

최근 상담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심리상담 분

안하여,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만우, 2021).

야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

이미 법제화를 이룬 선진국(예: 미국)에서도 겪어

다. 바로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이다. 사회복지

온 일인데다(Thongpibul, 2011), 여러 직역에서 자

분야는 사회복지관련 실무를, 의료분야는 의료

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바, 관련 전문가 집단

행위를, 다시 말해서, 해당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로 인한 몸살은 어느 정

‘실무 수행’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모법이 존재한

도 예견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내담자 보

다. 이에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

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

회복지사 자격을, 의료분야는 의료법상 정신건강

아야 할 것이다. 법제화는 내담자의 안녕과 보호

의학과 의사라는 면허를 제공하며, 관련 업무 행

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분야의

위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보장하고 있다. 이에

존립 이유이기 때문이다.

반해, 심리상담분야는 지난 수 십년 간 전문가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분야의 법제화가 성사

이 연구, 정부부처 관계자 및 관련 입안자 등 여

되려면 심리상담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선결

러 경로를 통해 심리상담 관련 모법의 부재가 가

과제라고 주문하였다(이만우, 2021). 이를 위해 우

지고 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법제화 할 것을 지속

리 분야는 우리 분야의 존립 이유이자, 법제화

적으로 촉구해 왔음에도(예: 김인규, 2014, 2017;

추진의 목적인 ‘내담자의 행복과 보호’를 위한

이상민, 2017 등), 그리고 실제로 법적 제도의 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관

비로 인해 ‘심리상담’이라는 명칭을 악용한 피해

련하여 우리가 내담자의 안녕을 돕기 위해, 우리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의 정체성을 ‘심리상담’ 전문가로 규정하고자 했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실태였다.

던 취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분야

그런데 최근 우리 분야는 법제화와 관련된 중

가 지닌 선한 영향력을 자긍심으로 여기고, 그

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드디어 정부에서 전국민

동안 이 분야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임해온 종사

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필요성

자들의 노동시장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을 인식하고,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으로 심리상담 업무과 관련한 자격관리 및 지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민의 정신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건강과 심리상담 분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다(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때문이다.

2021).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비의료 심리상담

이에 본 연구는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실현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보고서

을 위해, 그 동안 우리 분야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이만우, 2021)를 발간했다는 점도 심리상담 관련

왔던 법률 연구들 및 법제화 노력에 대한 경과보

법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법적 실태 및 모법

하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심리상담분야 유관 종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담자와 사회를 향한

사자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뜨거운 논쟁점들이 수

선한 영향력의 지향과 우리의 정체성에 비추어

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심리상담을 정의하는 법

볼 때, 그리고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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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계자가 제시한 공공성, 전문성, 현실성의

2019.05.22.). 이는 ‘심리상담’ 행위가 무엇인지에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가 현재 숙고해야 하

대해 법으로 규정되고, 관련 자격이 국가에서 책

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모법관련 주요 법안을

임있게 관리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하고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다시 한 번 인지시켜주었다.

한다.

현재 국내 법률상에는 심리상담 전문인력이 모
호하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 국민의 심리건강
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을 수 없

법적 실태

는 실정이다. 국내 법률을 전수조사하여 전문상담
관련 인프라를 조사한 김인규와 손요한(2020)의

국내에 심리상담 분야가 소개된 후 수십 년이

연구에 의하면, 상담관련 법률 중 상담기관을 명

지나는 동안 심리상담 분야는 부단히 발전해왔고,

시하지 않은 법률이 26.7%, 상담인력을 명시하지

그 성과는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

않은 법률은 22.8%이다. 또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심과 수요로, 그리고 심리상담 분야의 양적 성장

기관을 명시한 경우에도 특정 기관을 지칭하는

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20대 이상 국민

것이 아니라 막연히 상담소, 상담실 등으로 언급

1,609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

하고 있으며, 상담인력기준을 명시한 법률의 경우

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에도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자격명이 아닌

가 96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0%나 되는 것으로

‘전문인력’, ‘심리회복 전문가’, ‘전문상담인’ 등

보고되었다(법률사무소 서희, 2020). 또한 2019년

모호한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는 법률이 13.9%나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심리

되고, 심지어 관련 교육 이수자, 간호사, 변호사,

상담’이라는 실무를 이름으로 걸고 활동하는 단

공무원 출신 등 상담분야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

체 중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상

이 언급되어 있는 법률들도 있는 실정이다(김인

담학회의 경우 23,676명, 한국상담심리학회 24,028

규, 손요한, 2020). 심리상담 관련 법률 전체 101

명의 회원이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개 중 상담관련 전문기관을 명시한 법률은 단 74

있다고 한다. 이렇듯 심리상담서비스의 제공자와

개뿐이었으며, 이렇게 담당 기관을 언급한 법률에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심리

서조차 전문 인력의 자격과 수행해야 할 업무에

상담’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보장은 미비하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총 99개 기관 중 56

여왔고, 이는 심리상담분야의 양적 성장에 비례해

여개에 달해 50%를 넘는다(김인규, 손요한, 2020).

서 심리상담서비스의 주체인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듯 상담주체가 분명치 못한 경우, 무엇보다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국정현안

상담의 안전성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법제

점검조정회의, 2021). 결국, 이러한 우려는 현실

화를 통한 심리상담 역량 관리와 규제가 요청된

로 나타나고야 말았다. 심리상담 실무를 수행할

다(김인규, 2017). 또한 상담전문분야 인력이 아닌

자격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경우, 심리상담 업무에는 배제하는 등의 분명한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의 상담센터가 열리고, 그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담은 일상대화나

곳에서 많은 내담자들이 성폭력 등으로 심각한

조언이 아닌 전문성을 요하는 실무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일련의 사건들이 보도되었다(박지윤,

비전문가나 부적격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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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이

심리상담을 사칭한 각종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상민, 2021). 더욱이 상담은 개인정보보호, 즉, 의

불가능하고, 비윤리적․비전문적 심리상담과 윤리

뢰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이 중시되는 속성을

적․전문적 심리상담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

지닌다(Corey, Corey, & Callanan, 2008). 이는 상담

거가 없어, 현 상태로는 국민을 보호하기가 어렵

실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감시감독하

기 때문이다(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이렇듯

기 어려운 반대급부적인 속성 또한 지니므로, 반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차원에서

드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받은 전문적인 심리상

심리상담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명시

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적 법적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국내법 체

경우, 내담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

계상 심리상담 행위에 대한 법적 기초가 되는 상

문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국내 법규들만으로는 내

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이 나올 수 없기

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전문적․비

때문이다. 이상민(2021)에 따르면, 과거 2009년 학

윤리적 심리상담행위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기

교상담을 위한 모법안 통과가 실패했던 이유로,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에 입

입법관계자들이 학교상담 모법의 상위법인 심리

각할 때(이만우, 2021), 상담자 및 상담실무에 대

상담 관련 상위법의 부재를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한 분명한 법적 기준 마련은 시급한 과제임을

당시 국회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입법조사 보

확인할 수 있다.

고서(2011)는 심리상담에 대한 상위법 제정이 선
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교상담관
련 모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상민(2021)은

모법제정의 필요성

이후 2019년 심리상담소 운영 근거법 채택 실패
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설명하면서 모법의 필요

‘모법’이란 상위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법의 체

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셋째, 현행 법률상 심리상

계에서 앞선 순위의 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

담 관련 업무는 행정상 일관성 결여 및 행정부담

는 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가령, 의학 분야의

의 소지를 지니고 있어, 불필요한 혼선과 자원낭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심리

의료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상담과 관계된 소관

‘의료법’이라는 모법이 있다. 그리고 그 하위법으

부처는 무려 22개에 달하며(법률 사무소 서희,

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

2020), 이러한 부처에서 각기 상위법 없이 개별

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법률로 전문상담인력의 자격을 규정한 법들로 상

관한 규정’ 등의 개별법이 있다. 모법은 해당 행

담사 자격과정 및 상담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어

위가 매우 중대하여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법률 및 행정업무가 매우 파편화 되어 있는 실정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을 때

이다(김인규, 손요한, 2020). 이는 일관성 있는 행

에 제정된다.

정집행을 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행정에 부담

심리상담의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는 크

을 가중시키며, 업무처리 중 중복 혹은 누락, 떠

게 세 가지이다. 첫째, 심리상담 서비스 및 서비

넘기기 행정(이상민, 2020) 등의 현상을 동반할

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수밖에 없다. 또한, 심리상담의 확장성과 팽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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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비해, 매번 개별 법률단위로 입안과정을 거

1993년 개별 법률로 자격이 인정된 청소년기본법

치는 것은 시대와 요구에 대한 변화속도에 제대

하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이다. 이후 한국상담학회

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심리상담

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공동으로 학교상답법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에 관해 언급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김진표 의원을 통

법률을 전수 조사한 최정아(2018)의 연구에 따르

해 ‘학교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철우 의원

면 약 98% 즉, 거의 모든 법률에서 계속 언급된

을 통해 ‘학교상담진흥법(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자격명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52%

노력을 하였고, 2015년에는 상담진흥협회를 통해

약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언급된 자격은 정신건

상담진흥법을 발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강의학과 의사이다. 이 두 자격은 법률에서 가장

(김인규, 김승완, 2020), 구체적인 상위법의 구성요

많이 언급된 자격이자,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소들을 제안한 개별 학자들의 연구도 이어져왔다

과 의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법이라는 공통

(김영근 외, 2012; 김정진, 2015). 한편, 한국심리

점을 지니며, 모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업무가 다

학회는 2016년 심리서비스법위원회를 발족하고,

른 장면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법적

2020년 보건복지부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를 수행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한 후 2021년 2월 ‘심리서비스법(안)’을 관련 구성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렇듯 다양한 법률에서

원들과 논의 중에(한국심리학회, 2021), 한국상담

언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별 법

학회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공동으로 2020년 심

률로 자격의 근거를 획득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리상담사 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기반이 있지 못한 다른 자격들은(예: 청소년 상담

‘심리상담사법(안)’을 도출하여, 2021년 5월 한국

사) 법률에서 언급된 횟수가 적고(최정아, 2018),

상담학회 관련 구성원들과 논의 중에 있다(한국상

새로운 활동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다

담학회, 2021).

시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본 지면에서는 최근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 노

혼선과 수고로움의 문제점을 지니는 것이다. 현

력의 소산으로 제안된 두 개의 법안 연구에 대해

재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학교, 직장, 군대 등 다

자격명, 직무, 응시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양한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김인규, 2017). 여기

자 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이 향후 심리상담 분야

에는 위에서 언급한 복지기관, 의료기관도 포함

의 향방을 좌우할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이해관

된다(이형국, 2016, 2018). 이렇듯 심리상담 전문

계가 대립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심리상

가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 심리상

담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취지가 우리 사

담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상위법의 제정이 절실

회 구성원들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려던 것인 만

히 요구된다.

큼,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관련단체간 상호협
력의 방향으로 나아가 건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
려면, 상반된 법안들의 기저에 어떠한 정체성과

모법 제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

입장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논의함에 있어 이만우(2021)가 국회

그 동안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의 법제화를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공성, 전문성,

위한 노력의 결과 가장 먼저 결실을 본 것은

현실성이라는 법제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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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연구, 평가, 치료하는 분야를 표방하며, 병

고자 한다.

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비정
상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적

자격명

개입’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담심리학을
각 법안들에서 명시한 자격명을 비교하고자 한

포함한 인접학문과 차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 심리서비스법(안)에서 자격명은 ‘심리사’이고,

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또한 상담심리가

심리상담사법(안)에서 자격명은 ‘심리상담사’이다

고유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

(표 1). 자격명에는 학회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이

라고 강조한 바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1a).

내포되는 만큼 각 학회의 정체성과 지향점부터

여기에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각자의 정체성을 구분 짓고

먼저, ‘심리서비스법(안)’이다. 한국심리학회는

자 내린 정의를 본 지면에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학’을 중심으로 심리학회 산하 분과의 자격

까지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 활동을 주요 활동

을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심리학이 타 학문

으로 표방하고, 실제로 실무를 이어온 분과는 한

분야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지님을 부각하는 것

국심리학회 산하에서는 이 두 개 학회였으므로,

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심리학회, 2021; 한국상담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리학회, 2021a). 다음으로 ‘심리상담사법(안)’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명칭이 입법관련 기관에서 요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상담’ 활동

청하는 공공성, 전문성, 현실성의 원칙에 부합할

에 고유의 정체성을 둔다. 우선 한국상담학회가

까? 연구자는 직업명에 ‘심리상담’을 명시하여 단

제안한 이 심리상담사법(안)은 명칭 자체가 이미

일화하는 것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칭하듯, ‘상담’이라는 활동을 고유의 전문가 정

사료되며,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

체성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

다.

한 정체성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심리서비스법

첫째,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사회에서 ‘심리상

(안)’의 1차 수정안에 대한 회신에서도 드러나는

담’을 표현하는 용어로 ‘심리상담’이 대표적인 자

데, ‘심리상담/심리치료는 상담심리사가 60년 가

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 심리

까이 고유하게 해온 영역’임을 강조하였다(한국상

상담은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잡

담심리학회, 2021a). 또한 해당 회신에서는 임상심

혀 있는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서희(2020)에서 실

리학 스스로가 홈페이지 상에 해당 학문은 “심리

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응답자의 97.3%가 심

표 1. 심리서비스 법률 1안 및 심리상담사법안에서 명시된 자격명

자격명

심리서비스 법률 1안

심리상담사 법안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심리사

심리상담사

제2조(정의) 2. “심리사”란 이 법에 따른 심리

제2조(정의) 2. “심리상담사”란 제6조의 규정에 따

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라 자격을 갖추고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을 한 뒤 제3조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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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담이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마음건

둘째, 공공성 차원에서 자격명을 단일화할 필

강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음을 보고하였다(법률사

요가 있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과 자격명이

무소 서희, 2020). 또한 심리상담을 표방하는 많은

여러 개이면, 아무리 공신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

수의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명이나 직장명에

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직업능

잠재적 수혜자 뿐 아니라 심리상담을 직업으로

력개발원 민간자격명으로 ‘심리상담’을 검색해 보

삼아 종사하고자 하는 수련생들의 입장에서도 많

면 2021년 8월 현재 5,491건이 검색되는 것으로만

은 피해를 준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과 자격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심리상담’이라는

이 난립하고, 자격이 상호 호환이 안되면, 수련생

용어는 2015년부터 자격기본법 제5조 국가직무능

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어

력표준의 분류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에서 분류하

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떤 학회에 소속되는 것

는 직종의 하나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직무이

이 좋을지에 대해 혼란스럽고, 직업전망에 대한

다(김인규, 2018). 또한 정부부처 보고서에서도

불안감을 갖는 수련생들은 여러 개의 자격증을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로 심리상담 활동을 기술하

취득하느라 시간과 노력, 비용에 큰 부담이 가중

고 있다(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국내 법률

된다(김인규, 2018). 또한 각 자격관리 주체가 특

을 전수조사하여, 우리 분야에서 수행하는 전문적

정 학과, 학회에서 제공하는 수련만 인정하는 등

인 심리상담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단

폐쇄성을 보일 경우(이진주, 2014), 양질의 심리상

어들을 찾아본 결과에서도 주로 ‘심리’와 ‘상담’

담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전문성

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달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도태될 수 있기 때문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법률에서 전문적인 심리상

이다.

담활동은 ‘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상담치

셋째,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격명을 단일화할

료’, ‘상담․치료’, ‘상담서비스’, ‘상담지원’, ‘심

필요가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면허/자격이 다양하

리지원’으로 표현되고 있다(권수영 외, 2016; 김

면 여러 가지 행정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완, 2013; 김인규, 손요한, 2020; 최정아, 2018).

(이상민, 2020).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리상담 분야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마음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의 법제화를 이룬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심리

활동을 ‘심리상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심리치료라는 서비스에 관련된 이해집단별로

심리상담을 사칭하는 범죄자들도 자신의 자격명

의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임상사회복지사 등

이나 센터명에 ‘심리상담’을 포함시킨 것일 것이

각각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격

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 즉, 전문성과 윤리성이

명이 너무 다양하다. 설상가상으로 동일한 자격도

결여된 자가 ‘심리상담’이라 사칭하는 점이 범죄

주마다 법과 자격명이 다르고, 상호호환이 되지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법제화의 필요성이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전문가들도

제기된 것인 만큼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들어

이를 통감하고 있다(Burgman, 2013; Herman &

가되, 기존의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들과 차별화

Sharer, 2013). 반면, 우리나라는 법제화 논의가 이

되는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명료하게 표현해

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주는 ‘국가공인’ 등의 단어가 들어가야 할 것이

거쳐 자격 단일화를 이루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

다.

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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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격명의 단일화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점

인 요건을 채우면, 해당 분야로 진입할 수 있게

으로, 개별 법률적 근거 하에 기 운영되고 있는

하는 방안이 제공될 수도 있을 텐데, 파편적으로

심리상담 분야 관련 국가자격증들과의 관계성 정

존재하는 법적 근거로 인해 아직까지는 이러한

립의 이슈가 있다. 현재 학교장면에서 전문상담교

제약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

사, 병원장면에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을

이다. 따라서 통합적 기구를 통한 심리상담사 자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상담사라는 국가자격증이

격증의 일원화 방안을 도출하여, 심리상담사 국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국가자격증

자격 취득 희망자에게 해당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은 병존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

요건을 추가적으로 이수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서 자격명이 너무 다양하면 혼란스럽다. 따라서

있도록 하는 경로를 마련해 주어 장기적으로 국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궁극적으로는 자

가자격명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혹

격명이 수렴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은 학교, 병원 등 장면별 구분 혹은 심리검사 특

계획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관련

화, 심리상담 특화 등(고영건, 2021) 특정 실무 영

유관 전문기관들이 통합적 기구를 구성하여 새로

역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영역

제정될 ‘심리상담사’ 법제도 하에 전문상담교사,

전문 국가공인 심리상담사’ 등의 방식으로 자격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자격과의 관

명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합의가 필요하다.

련성을 규정하고, 각 자격증별 실무범위를 규정,

이렇듯 ‘심리상담’이 포함되는 자격명은 이미

자격명을 보다 통일성 있게 조정하기 위한 합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심리상담’을 직

가 필요하다.

접 다룬다는 장점을 지니며, 이 자격에 대한 면허

또한 자격명을 기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증들

화는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보장해 주고, 비전문적

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심리상담 관련 상위법이

심리상담행위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 줄 수 있

법제화 되어야 하는 데에는 국가자격의 호환가능

다는 장점을 지닌다.

성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의 이유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심리

현재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상담관련 자격

상담’이 포함되는 자격명은 심리학회가 지향하는

증들은 해당 법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상담

‘심리학’과 상담학회가 지향하는 ‘심리상담 실무’

장면에서 근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

를 공통적으로 반영해주는 용어라는 장점을 지닌

정이다. 이는 자격소지자의 진로활동 및 상담관련

다. 가령, 최윤미(2003)가 상담관련 종사자를 한국

소관부처들의 상담인력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상담심리학회에서 관리하는 1급과 2급 자격증 소

현실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희망

지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1급과 2급 전문가들

진로가 변경되어 병원장면에서 커리어를 키우고

모두 자신이 실제 주로 하고 있는 업무 비중에

자 할 수도 있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학교에

심리상담이 64%정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고, 가

서 전문상담교사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수도

장 중요한 직무가 심리상담이라고 인식하는 응답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각 자격증별 요구하는

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

수련요건이 상이한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심리

었다. 이형국(2018)이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지자

상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역량에 어느 정도 공

를 기준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1급과 2급 전문

통점은 지니고 있을 것이므로, 일정 부분 추가적

가들 모두 주된 업무로 개인상담을 실시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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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각각 42.7%, 51.7%로 가장 높았다. 한국심리

된 연구,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

학회 공인임상심리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

과에서는 심리평가에 보내는 시간 비율이 36.4%

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심리상담

로 가장 높았지만, 뒤를 이어 많은 비중을 할애하

사 법안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직무를 ‘보건, 복

는 직무로 심리치료가 28.7%인 것으로 보고 되고

지, 교육, 가정 기타 분야에서 심리적 도움을 필

있다(권정혜, 2018). 이상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양

요로 하는 자에게 상담에 응하고, 조언, 지도 기

학회 전문가들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심리상담’

타 원조를 하는 것,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문성의

자의 관계자에 대해 상담에 응하고 조언, 지도 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당 명칭이 포함될 필요가

타 원조를 하는 것, 마음의 건강에 관한 지식 보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 심리상담자격

급을 위한 연구․교육 및 정보의 제공, 홍보를 실

증들과 뚜렷한 구분을 위해 ‘국가공인’ 등의 용어

시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를 넣어 자격명에 공신력을 더해주어, 국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심리사법안은 미국 심리학회 등의 법안의 직무
명시와 유사해 보인다. 심리상담사법안은 미국이
판례법 제도인 것과 다르게 한국은 성문법 법제
도하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모법은 추상적으로 표

직무

현하고자 한 것이며, 의료분야와 직역 간 침해 이
각 법안들에서 명시한 직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슈를 만들지 않으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제안하
였다고 한다(이상민, 2021).

하겠다(표 2).
먼저 심리사법안에서는 ‘심리사’의 직무를 ‘심

심리상담 직무 역시 입법관련 기관에서 요청하

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

는 공공성, 전문성, 현실성의 원칙에 입각해 볼

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사의 업무와 관련

때, 직무 조항에 심리상담 행위의 전문성을 명시

표 2. 심리서비스 법률 1안 및 심리상담사법안에서 명시된 직무
심리서비스 법률 1안

심리상담사 법안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제12조(심리사의 업무) 심리사는 각 호의 업무

제3조(업무) 심리상담사는 보건, 복지, 교육, 가정

를 수행한다.

기타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1.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상담에 응

2.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직무

하고, 조언, 지도 기타 원조를 하는 것

3. 심리교육

2.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관계자에 대

4. 심리자문

해 상담에 응하고 조언, 지도 기타 원조를 하

5. 심리사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

는것

6.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3. 마음의 건강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한 연구․

7.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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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

요약하면, ‘심리학자’의 직무는 ‘심리평가, 상담/

이유는 첫째, 국내법이 성문법이라고는 하더라도,

심리치료 등, 진단, 심리교육적 평가, 치료, 교정

심리상담 관련 행위를 수행함을 명시적으로 표현

(remediation), 자문, 대인/집단 대상 , 수퍼비전, 개

하는 것이 공공성 즉, 서비스의 잠재적 수혜자들

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서비스, 수퍼

에게 비교적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둘

비전’으로 표현 되고 있으며(APA, 2010), 실제 뉴

째, 비전문 심리상담과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

욕주 심리학자 면허법 §706-a. 직무정의에 따르면,

즉, 전문적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

심리검사 및 상담, 정신분석, 심리치료, 정신 및

되기 때문이다. 셋째, 현실성의 원칙 차원에서 보

정서 등 장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을 포함하

더라도 ‘심리상담/심리치료’의 직무를 전적으로

는 활동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미국 뉴욕주 교

의료행위로만 배타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게 현

육법 Article 153, 심리학, 2021). 또한 미국의 전문

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사 면허증(어떤 주에서는 “공인 임상 전문 상

가 사용하는 치료의 종류 중 심리사회적 치료

담사”, “공인 정신건강 상담사”라 부르기도 함)에

(psychosocial treatment)에는 개인정신치료, 인지행동

대해 정의할 때에도, 공인상담사는 정신건강과 약

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가 있다고 하는데(서울대

물남용케어를 직무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미국

학교 병원, 2021), 그 치료들은 현재 국내에서 심

상담학회 모델 법안 6.1(a)에 따르면, ‘전문상담자’

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이

의 직무는 ‘개인/집단/결혼 및 가족상담/심리치료,

하고 있는 실무이기도 하다(권정혜, 2018; 이형국,

평가, 위기개입, 정신 및 정서 등 장애에 대한 진

2018).

단 및 치료, 생활지도 및 자문, 기능평가와 상담

실제로 선진국인 미국도 심리치료는 정신의학

의 활용, 자문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ACA, 2011).

과 전문의 뿐 아니라, 이미 임상심리사(Green, &

실제 뉴욕주 공인정신건강상담사 면허법 §8402.

Cautin, 2017), 상담심리사(Thongpibul, 2011), 전문

1. 직무정의에 따르면, 평가 및 진단, 평가도구의

상담사들도 실시하고 있다(Weikel & Palmo, 1989)

사용 및 정신건강상담과 심리치료 및 역기능과

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제화도 이미

장애를 치료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고 요약된

이루어진 상태이다(Glosoff et al., 1995; Weikel &

다(미국 뉴욕주 교육법 Article 163, 정신건강실무

Palmo, 1989). 과거에 심리치료는 정신과의사의 고

자들, 2021).

유권한이었으나, 임상심리학은 1930년대 말에 의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상담은 주로 영미권 고

사의 수퍼비전하에서만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등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 후 국내 고등교육기관

하다가(Garfield, 1981), 1970년대 중반에는 임상심

에서 교육하는 교수가 관련 커리큘럼을 국내에

리학자가 심리치료의 주요 제공자가 되었다고 한

도입하여 교육해 왔다. 따라서 국내의 심리상담

다(Benjamin, 2005). 또한 전문상담사도 1970년대에

실무 역시 임상, 상담심리학 전공이 모두 심리치

들어서는 사실상 모든 장면에서 상담과 심리치료

료 제공자로 법적 인정을 받는 법제화가 이루어

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한다(Weikel & Palmo, 1989).

진 국가인 영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한국

미국은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상담

실제 모델법안과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심리학회 등을 중심으로 국내 민간자격증의 형태

가령,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제안한 모델 법안을

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관리해 온 것이다(예:

- 20 -

최정아 /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

응시자격 요건

회). 따라서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독점적 의료행
위의 예외가 되는 직무로 간주하거나 혹은 비의
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각 법안들에서 명시한 응시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을 보면, 심리서비스법안에서는 응시자격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심리상담관련 직
무에 대한 법적 기술과 관련하여, 성문법 법제도

‘학과제한’ 규정을 두었고, 심리상담사법안에서는
‘과목제한’ 규정을 둔 것을 알 수 있다(표 3).

하에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적 편의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성, 전문성, 현실성의

높인다는 점을 고려하되, 심리상담 행위의 전문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

을 명시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부분도 반영되도

목제한’ 규정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록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심리상

첫째, 현실성 원칙의 측면이다. 심리사법안에서

담사는 심리상담/심리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심리사 응시자격 요건에 전공명으로 ‘심리학과’로

구체적인 사항은 자격기본법 제5조 NCS의 심리상

만 독점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담분야에 명시된 직무들에 준한다.’ 등의 방식으

여지를 만든다. 자칫 ‘심리사’ 면허의 응시자격을

로 기술할 것을 제안해 본다.

‘심리학과’ 출신에 국한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어, 심리학과만 강조함으로써 전국의 ‘심

표 3. 심리서비스 법률 1안 및 심리상담사법안에서 명시된 응시자격요건
심리서비스 법률 1안

심리상담사 법안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제7조(심리사 면허) ① 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응시자격) 제9조의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수 없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이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

정하는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 기

졸업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로 정하는 사람

응시

2.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

자격

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기

하는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

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한 자 기타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요건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
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
공하여 졸업하고 외국의 심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

정하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제3조의 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전2호에 열거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② 심리사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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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상담학연구

리상담’ 양성의 주체를 심리학 중심으로 재편하

회,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들)이 비록

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자격증이지만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

현실성 원칙의 측면에서 이미 심리학회는 심리사

학과’라는 특정 학과에서 교육받을 것을 명시하

양성의 주체를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

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심리상담’ 양성 전공들

양한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심리상담 전문가

및 후학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뿐

들을 인정해왔다. 과거 한국심리학회 산하 분과학

만 아니라 심리학 과목들은 이미 상담학, 교육학,

회 자격증별 요구하는 전공학과를 명시한 규정을

청소년학, 가족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보면, ‘상담심리학회’는 특정학과에 대한 언급이

전공에서 필요에 의해 교과로 선택되어 교육이

없고, ‘임상심리학회’는 임상심리학 전공자만 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해당 학회에서

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오경자, 2003). 한국상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수과

담심리학회의 최근 데이터는 없지만, 오경자(2003)

목 및 필기시험으로 상당수의 심리학 과목들을

의 연구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부하도록 요청받기 때문에(예: 한국상담심리학

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전문가들의 전공은 심리

회 2021b),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학과에 국한되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

대학 및 대학원에서도 해당 과목을 교육하고 있

다. 한편, 대학원에 상담관련 학과/전공을 개설한

다. 이렇듯 학문은 점점 진화되고 있고, 필요에

대학의 학과 및 전공명을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따라 주변 학문의 장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교육학과 41개, 사회복지학과 32개, 심리학

다. 더욱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교육의

과 24개, 박사과정의 경우 교육학과 39개, 사회복

틀과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학제간 융합

지학과 19개, 심리학과 18개의 순서인 것으로 확

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가상현실에서 심

인되었다(최윤경, 2003).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

리상담을 제공하도록 구현한다거나, AI를 접목하

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상담학 전공자

는 경우도 생기고, 심리상담의 효과를 입증하기

7-80%, 교육학이 10-23%, 심리학이 4-8%의 비중

위해 의학, 생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협력해야 하

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형국, 2018).

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는 곧 심리학도도 생리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반드시

학을 공부해야 하고, 약학을 공부하거나, 가상현

‘심리학과’에서만 양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타

실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하며, 반

당한 근거는 부족하며, 유관 전공출신들로부터 불

대로 타 분야 가령, 공학도의 입장에서도 심리상

필요한 오해만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담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협력할 일이 생길 경우,

둘째, 공공성 및 전문성 원칙의 측면에서도 ‘심

심리상담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또

리상담’이라는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리학과라

한 심리상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는 특정 학과에서 교육받을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연구와 실험을 시도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때 서

큰 실익이 없다. 이미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를

비스 수혜자에게 윤리적인 저촉이 되지 않는 불

양성하기 위해 여러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양질의

필요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의 길이 막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러한 교육기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심리사법에서 제

및 수련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심리상담 관련

안한 바와 같이 학과 중심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예: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

심리상담사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과목 중심의

- 22 -

최정아 /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기술이 더 학문과 실무의 제약을 줄이고, 행정편

‘국가공인’ 등의 용어로 공신력을 높여 국민들 입

의 및 변화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이라 더 현실적

장에서 자격 구분이 용이하도록 할 것, 기존 국가

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학과가 아닌 과목 중

자격증들을 포괄하고 수렴하는 방향을 마련할 것

심으로 기술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을 제언하였다. 둘째, 직무의 경우, ‘심리상담/심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

리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회들, 한국상담학회 및 산하학회들 등 유관 전

자격기본법 제5조 NCS의 심리상담 분야에 명시된

문기관들이 모여 통합적 기구를 구성하여, 법으로

직무들에 준한다.’와 같이 ‘심리상담’ 용어를 포함

규정될 ‘심리상담’ 자격소지자가 갖추어야 할 핵

시킬 것을, 셋째, 응시자격 요건은 ‘과목’ 제한규

심적인 교육내용과 역량에 대한 합의된 커리큘럼

정으로 두되, 질적 관리 확보를 위해 향후 유관기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올바른 커리큘럼이 이루어

관 간 통합적 기구를 통해 합의된 커리큘럼을 도

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검열이 필요하므로,

출하고, 상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해당 커리큘럼을 인증하는 등 교육 및 실무의 질

제언하였다.

을 관장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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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issues of Legislation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Jungah Choi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Teacher Train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Korea

For legislation of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gal status and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parent law by comprehensive investigating legal studies and progress report-related
data on the legislation efforts that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addition, in view of our 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good influence toward clients and society, a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publicity, professionalism, and reality presented by legislative official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major model parental law was reviewed. As a result, qualifications, dutie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were identified as the considerable major issues, reviewed the relevant propositions and discussed ways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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