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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로 인해 국민 마음건강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
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심리학회의 심리서비스 법률 1안 공개를 기점으로 심리
상담 분야에 많은 논란과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
국의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의 제도를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심리상담 관련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방향성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의 자격제도는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
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일정한 수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는 심리사와 석사학위 수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자격이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수련을 지지
존중하고 소통하는 협업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공인심리사는 전공학과와 상관없이 학부와 석사과
정에서 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한 수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련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타 직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양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심리상담 자격제
도 법제화는 다양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국가의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심리상담, 심리상담 서비스, 자격제도,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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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상담학, 교

서 론

육학, 아동가족학 등의 학과뿐 아니라 현장에서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인

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어려

력의 상당수를 배제한다는 면에서 폐쇄적이라는

움이 나타나고 있다(이동훈 외, 2020). 실제 보건

논란을 빚었다. 실제 2021년 8월 기준 대학알리미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1분기 ‘COVID-19 국

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심리상담’ 혹

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생 이전인

은 ‘상담’으로 검색되는 학과 및 전공이 500여 개

2018년에 비해 우울 위험군 비율이 약 6배, 자살

가 넘을 정도로 그 수가 상당하지만, 이러한 심리

사고 비율은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관련 정규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거쳐 상

COVID-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당한 시간의 수련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이후에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는 올 1월

심리상담 인력들조차 관련 법률이 없어 제대로

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관계부처합동,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인

2021)을 통해 온 국민 마음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규, 2018).

자 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나 고위험군 중심에서

심리상담은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급격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국가

변화와 함께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으나, 심리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해 가고자 하는 방

상담 서비스 인력의 규모와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상당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심리상

의 관련 전문가들이 동의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담 자격제도는 현재까지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

누가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자

자격으로만 유지되고 있다(김인규, 장숙희, 2019).

격 요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심리상담 자격제도의 법제화는 오랜

(신윤정, 이지연, 2021).

시간 우리 분야의 숙원사업이었으나 관련 학과나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서 최근 한국심리학회의

학회 사이의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여 쉽사리 법

심리서비스 법률 1안의 공개는 심리상담 분야에

제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가

격렬한 찬반논쟁과 법제화 관련 담론의 형성을

운데 공개된 심리서비스 법률 1안의 자격기준에

촉발하였다. 심리서비스 법률 1안에서는 심리사

있어서의 배타성은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의 자격

수가 OECD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

제도 법제화에 대한 담론을 격렬하게 촉발하였고,

로 심리사 자격제도를 주장하며, 제 2장 7조에서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사의 역할이 심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

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

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과 ‘심리학을 전공

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으로 폭넓게 제시됨

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

으로써(제 2장 12조) 심리상담 직역을 침해하는

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함으로 현

문제를 초래하였다(김창대, 2021). 국가직무능력

평균1)에

표준(NCS)에 의하면, 심리상담 직무는 ‘심리사회
1) OECD 보건의료정책연구(2015)에 따르면 OECD 25개
국 2011년 기준으로 임상심리사 수의 평균이 인구
10만명 당 26명이며 우리나라는 1명으로 보고되었
다(p.185).

적 문제 해소 및 성장을 위하여 전 연령의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문적 상담관계
에 기초하여 심리교육 및 예방, 심리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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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세부능력

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단위로 개인심리치료상담, 심리검사 활용, 심리

것으로 보여 일본의 제도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상담 교육, 심리상담 자문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https://ncs.go.kr/unity/th03/ncsResultSearch.do). 이러한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리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및 수련이

담 법제화가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

필수이며 심리학뿐 아니라 상담학, 교육학, 아동

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가족학 등의 학과 및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자들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이 양성되고 있다. 특히, 심리학 전공자 중 심리

나라 심리상담사 제도의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상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과 수련을 받은

제언하고자 한다.

경우는 임상심리, 상담심리과 같은 일부의 전공자
에 제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리사의 역할은

미국의 자격제도

심리상담 직역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과 및 학회, 직역 간 갈등의 양상
속에서 이를 넘어서서 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미국의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 관련 자격에 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자격제도 법제

한 논의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

화가 마련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실을 잘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부가

담아내는 동시에 전문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

대학에 독려하면서 시작되었다(Rehm & DeMers,

는 방향으로 제대로 자격제도 법제화가 이루어지

2006). 처음에는 각 주마다 다른 법령으로 심리

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논의

상담 서비스 인력에 자격을 부여하다가, 이들이

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

지역을 바꾸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과 일본의 자격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학계는

자격을 공통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학문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

미국심리학회의 주 전문 면허 위원회 (Board of

문에 미국의 자격제도 법제화 사례를 검토하는

Professional Affairs Committee on State Licensure)가

것이 우선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신윤정과 이지

조직되고, 그를 바탕으로 주․지역 심리 위원회

연(2021)이 미국의 자격제도 관리방안에 대해 논

(the Association of State and Provincial Psychology

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토대로 보완하

Boards)가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공통된 자격시

여 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와

험을 볼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문화적․제도적으로 영향

1965년에 처음 실시된 통합 시험인 심리 전문 수

을 많이 주고받는 일본의 자격제도 사례를 함께

련 시험(the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고찰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심리상담 자격제도

Psychology; 이하 EPPP)은 80년대 중반부터 모든

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해외 자격

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나2), 미국에는 여전히 주마

제도에 대한 조망을 넓히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

다 다른 법률과 규범이 존재하여 서로 다른 정보

우 ‘공인심리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제도가 마련되

를 쉽게 찾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Herman

어 있는데 심리서비스 법률 1안에서 제안한 자격

& Sharer, 2013).

제도 명칭 역시 동일한 ‘공인심리사’를 사용하였

2) https://www.asppb.net/page/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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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원화 노력뿐 아니라 상담분야 전문가

능하다. 이렇게 인증받은 프로그램에서 박사학위

들의 전문성과 가치, 교육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

를 받으면 면허취득을 위한 학력을 인정받게 되

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46년 미국 콜로라도

고, 이후 슈퍼비전을 받으며 전문가로서의 필수

볼더에서 대학원 교육을 논의한 볼더 컨퍼런스에

경력 요건을 채우면 면허를 위한 연수 자격을 취

서(Boulder Conference on Graduate Training) 심리사

득하게 된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경험을 통하여

의 최소 교육요건은 박사학위라고 논의하였으며

상담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그 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70여 년간 계속되었다,

러한 과정은 주마다 다른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

2006년 미국심리학회 심리사 대표 자문위원회

는 주 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는 심리사에게

(APA Council of Representative)에서 심리사의 최소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최소 2년의 상담경험(3000시

한의 교육요건을 박사학위라 정의하였고, 2018년

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1500시간은 박사학

에는 미국심리학회에서 심리사 대표 자문위원회

위를 마친 후에 경험한 시간이어야 한다. 학위와

에서 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교육요건 정책이 유

상담경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Campbell et al., 2018).

위원회에 보내고 EPPP 시험 응시자격을 주에서

그리하여 미국의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는 박

결정하게 된다. EPPP 시험을 통과하면 마지막 과

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자격이 되었다. 미국의 심

정으로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심리 법과 윤리시

리사는 주 정부에서 관리하며 각 주마다 면허를

험을 통해 심리사가 된다.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자격요건을 취득하는 데 있

한편, 석사 수준의 전문 상담사(professional

어서 학사 및 석사의 전공이나 학과의 제한은 없

counselor)는 석사 수련을 받은 후 전문 상담사 면

으며, 미국심리학회에서 인증한 박사학위 프로그

허를 취득하고 상담사로서 일을 한다. 전문 상담

램을 이수하면 면허를 위한 학위 자격취득이 가

사는 심리사보다 더욱 다양한 상담 관련 직업에

그림 1. 미국의 심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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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진하고 있으며 학교 상담사, 재활상담사, 직장상

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담사, 대학상담사 등으로 활동하며(Gelso, Williams,

둘째, 대학원에서 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석

& Fretz, 2014), 그 자격은 상담 및 관련 교육

사학위(전공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를 보유한 자

프로그램 인증 협의회 (Council for Accreditation

에 한하여 공인심리사 시험등록 자격을 얻는다(山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崎勝之, 2019). 즉, 심리사 교육은 문부과학성 후

CACREP)가 관장하고 있다(Campbell et al., 2018).

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심리사 양성학부를 졸업하
고 양성대학원에서 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양성학부 졸업 이후

일본의 자격제도

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심리사 인증시설에서
상담 및 실습, 심리검사와 평가 및 실제 상담 수

일본은 1990년부터 20년 이상 경기 침체를 거

련 등 심리 관련 프로그램에 입각한 2년 이상의

치면서 2010년에는 가구소득이 1987년 수준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6). 이렇게 양성기관

떨어졌다(飯田紀彦, 2018). 심지어 1998년부터는

에서 6년간의 교육을 이수 받으면 자격취득을 위

자살자 수가 지속하여 증가하였고, 신경정신과 내

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30시간의 연

원율도 상승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건

수를 수료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竹内謙彰,

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2019). 이때 연수 역시 2016년 4월 1일자로 문부

따라 관련 정책이

대두되었다3).

그러나, 당시 일

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일반재단법인

본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

일본심리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7). 단, 연수를 받

서비스에 관련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을 수 있는 자격은 존재하지 않으나, 시험을 보기

일본은 심리직 국가 자격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

위한 자격 제한은 존재한다. 이에 자격을 얻기 위

며, 2015년 발표된 OECD 정책에 맞춰 의료보건

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일반재단법인 일본

복지 분야의 심리직 자격인 ‘공인심리사’를 만들

심리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연수 및 교육을 이수

었다4).

해야 한다. 또한 일본심리교육센터는 공인심리사

일본의 공인심리사 교육 및 훈련은 문부과학성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공인심리사법 이전 심리

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양성기관과 연수 및

전문직 대상자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단, 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5).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은

정양성기관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일 뿐이지 전공

곧 공인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을 취득하는

학과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 그림은 이에

단계이다(金沢吉展, 2018). 구체적으로는 첫째, 특

대한 도식이다.

정 전공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문부과학성과

시험을 통과한 수련생들은 공인심리사 경력 지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도자가 상근하는 지정 수련기관에서 최소 240회

개론이나 이상심리학과 같은 심리계열의 전공 과

기 720시간 이상 수련을 실시하여야 한다(徳丸享,
2019). 단, 720시간 중 270시간은 심리학 등에 관

3) https://nagoya.repo.nii.ac.jp/records/21799#.YPm2Legzb-g
4) http://shinri-kenshu.jp/guide.html
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
0000116049.html

6)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
0000180900.html
7) http://shinri-kenshu.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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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공인심리사 자격제도

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공인심리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 평균 3년 정도의

법 시행 규칙 제 2조에 규정하는 대학원 과목에

수련 기간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福山

해당하는 강의 수강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秀直, 2019).

도 지장이 없다(波田野茂幸, 2020). 그러나 실제
상담실습은 강의로 대체되지 않는다(波田野茂幸,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2020). 더불어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심

리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을 하면서 사회복지 및 의·

국내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의 자격제도 법제화

보건계열 등 현장에서 만나는 다 직종과 연계한

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대한 이상의

업무를 경험해야 한다. 이때, 보건 의료, 복지, 교

검토를 통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육, 사법 범죄, 산업 · 노동 분야 등의 현장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프로그램 기반의 다학제적 양성제도 확립

후, 그 외 다른 두 개 분야의 시설에서 총 60시간
이상의 견학이나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받고 있

미국과 일본의 심리사 자격제도는 모두 학과와

다(波田野茂幸, 2020). 더불어 심리분야를 전공하

상관없이 핵심이수 과목 이수와 수련 시간을 필

지 않은 기타 분야의 전공자들도 심리수련 프로

수로 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시험에 응

있다. 학과와 무관하게 핵심과목 이수와 수련을

시하여 공인심리사가 될 수 있다. 심리분야를 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체계를 통해 자격을 취득

공하진 않았지만 심리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한다는 것은 심리상담의 다학제적인 특성을 반영

- 16 -

김수임․최나연․정문주 /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한다. 미국의 경우, 박사 수준의 심리사와 석사

과정에 대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수준의 전문상담사 제도가 있는데 모두 전공이나

경우 APA에서 인증하는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교

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국가에서 지정한 인

과목에는 과학적 심리 분야(연구방법론, 데이터

증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인증과 자격관리가 이루

분석 등), 실용 분야(윤리, 인간의 발달 등), 진단

어지고 있다. 이 경우, 심리서비스 법률 1안에서

과 중재 분야(진단, 평가 등), 문화적․개인적 다

의미하는 심리사와 미국의 심리사는 그 내용 면

양성 분야, 과학적 문제해결 방법 등의 5가지 역

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심리사는 인증된 임

량 분야(areas)가 있다. CACREP에서 관장하는 전문

상, 학교, 상담심리 등의 프로그램에서 ‘박사’ 학

상담사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과정에 8가지 핵심

위를 취득하고 일정 시간의 실습요건을 충족함으

가치 교과목 분야를 명시하였는데, 직업윤리, 사

로 부여되는 면허인 데 비해, 심리서비스 법률 1

회적 문화적 다양성, 인간의 성장과 발달, 진로발

안에서 의미하는 심리사는 프로그램이 아닌 심리

달, 상담 관계, 집단상담, 평가, 연구와 프로그램

학과 중심이며, 박사 수준이 아닌 석사 수준까지

평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역량분야와 핵심가치

포괄하는 것으로 미국의 심리사와 서로 다른 제

를 살펴보면 심리사의 경우에는 상담에 대한 과

도로 이해된다. 이는 신윤정과 이지연(2021)의 견

학적 접근과 해결방법을, 전문상담사의 경우에는

해와 맥을 같이 한다.

상담 실무 내용의 교과목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공인심리사는 미국과 달리 박사 수준이

일본의 경우 학부 수준에서는 심리학 개론, 이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학부와 석사 수준에서

심리학과 같은 심리계열 과목을 이수하고, 이후

자격이 부여되며, 이 경우 역시 소속 학과와 상관

상담 및 실습, 심리검사와 평가 및 실제 등의 과

없이 심리계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인증된 기

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수련 시간의 경우,

관에서 수련을 한 후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자격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을 취득할 수 있다. 심리서비스 법률 1안에서 공

심리사와 전문상담사의 경우 모두 슈퍼비전을

인심리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석사 수준을 포

3000시간 정도 요구한다. 일본의 공인심리사는

함한다는 면에서 일본의 공인심리사 제도와 유사

720시간 정도의 수련시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핵

하지만, 프로그램이 아닌 단일 학과 중심인 면에

심 교과목과 수련 시간을 참고하여 전문성을 확

서 역시 일본의 공인심리사와 다른 제도로 이해

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

된다. 이러한 양국의 양성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

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라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는 전공과 상관없

이때 한 가지 고려할 사항으로는, 우리 사회

이 심리상담의 다학제적 성격을 반영한 프로그램

일부에서 ‘심리’라는 용어가 인간의 마음에 관한

중심의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보편적인 의미로서보다 간혹 특정 학과를 상징하

할 것이다.

는 의미로 더 크게 인식되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심리계열의 과목 이수가 자칫 특정 학과의 전유
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교과목과 수련 과정에 대한 합의

것은 심리상담 직역의 본질을 고려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중심의 상담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

심리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양성에 있어

해서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핵심 교과목과 수련

필수적인 교과과정과 수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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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보다 핵심적인 과제임을 기억하는 것이

문화적 맥락의 고려

중요하다.
국가별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의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은 나라별로 고유한 사회적․문화적․정

다양성과 협업의 추구

치적․역사적 맥락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신윤
미국의 자격제도는 박사 수준의 심리사와 석사

정, 이지연, 2021). OECD 보건의료정책연구 보고

수준의 전문상담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전문상

서(2015)에서도 국가별 마음건강 시스템을 구축하

담사는 심리사에 종속된 하위 자격이 아닌 별도

는 데 있어 핵심은 다양한 직종이 각국에서 갖는

의 기관에서 관장하며 고유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

(Jackson & Scheel, 2013). 자격의 공통분모와 경계

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분

성에 대한 논의는 역사에서 때로는 협력적인 모

류에 대한 정의가 다른 국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습으로 때로는 갈등적인 모습으로 지속되어 왔다

있다고 밝히고 있다(p. 186). 따라서 한국 실정에

(Brady-Amoon & Keefe-Cooperman, 2017). 그 가운데

맞는 심리상담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모두 동의하는 사항은 아니나 박사 수준의 심리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국의 상담심

사는 다양한 석사 수준의 전문상담가들과 공존하

리 전문가들은 다른 마음건강 전문가들과 구분되

며 전문상담사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슈퍼비전을

는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Scheel et al., 2018). 또한

면서, 인간의 자원에 대한 믿음, 전인적 발달과

심리사들은 통합적인 건강 돌봄 교육 등을 통하

직업적 발달에 대한 집중, 사회정의와 옹호에 대

여서 간호, 의학, 사회복지 등 다양한 배경에서

한 헌신의 약속, 예방적 중재의 상담, 그리고 과

양성된 전문인력들과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학자 실무자 모델에 대한 전념 등의 다섯 가지

가운데 함께 소통하고 일하는 모델을 추구한다

핵심가치를 정립하였다(Gelso, Willams, & Fretz,

(Nilsson et al., 2020). 일본의 경우는 수련과정에서

2014). 우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권고사항으로서 타 직종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참고하되 우리의 문화적 맥락과 현실에 맞는 심

이후 현장에서의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

리상담자들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민

고 있다. 이는 일본의 위계적인 문화와 상담에 대

이 병행되어 가야 할 것이다.

한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미국처럼 다양성을 인

이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의 제언이 다양한 담

정하고 협업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아예 법

론의 하나로서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

적으로 직종 간 연계를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과정에 참고할 하나의 자료가 되길 바라며, 활발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한 논의의 형성과 찬반 혹은 합의의 과정에서 상

법제화 과정에 따르는 갈등과 논란은 어쩌면 당

담자들의 전문성과 가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성

연한 과정이며 그 가운데 다양한 담론의 형성과

숙되어 가고 우리 사회에 심리상담이 전문적인

찬반 논쟁 및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지속

직업으로서 자리잡아 가며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

위해 보다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되는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져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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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the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
Reviewing Examples of Japanese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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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recent COVID-19 situations and increased needs for mental health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siders potential responses for this current situation. To solve these
concerns, traini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has been rais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Especially, a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ade the bill for psychological service legislation to the public, there has been discourse
and controversy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Japanese and the U.S.
psychological counselor licensure system to gain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psychological counseling
related licensure system. In a broad sense, the U.S. licensure system has licensed psychologist system which based
on doctoral degree from accredited programs, regardless of majoring department they are coming from, practice,
and exam, and also professional counselor system which based on various master’s degree and training. In
addition, the recent trend for the U.S. mental health system pursuit collaboration based on diversity which respect
others’ practice and highlights importance of communication with other professionals. Japanese psychologist system
is called as certified psychologist. Regardless of departments they are coming from, to become a certified
psychologist they would need to complete courses in psychology related subjects during undergraduate and
master’s program, to experience practice, and to pass the licensure exam. Also, a certified psychologist is
obligated to connect with other professions in their training process.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U.S. and
Japan, the bill for the psychological service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situations and contexts of
each nations based on diversity and collaboration.
Key words :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Legislation for Qualification, U.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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