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회
1. 교정전문상담사(수련감독, 1급, 2급) 자격요건에 관한 건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법무부가 심사한 후, 민간자격 제2016-000949호로
등록된 자격임)

수련감독
<자격요건> 1)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소지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
-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로 인정함
2) 상담 및 교정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교수가 된 후 7년 이상 해당 자격
관련 과목을 강의하거나 상담 및 교정 관련직에 종사하거나 교정공무원으로 총경(경찰공무원),
서기관(교정직 공무원) 등 이상으로 승진한 자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1급
<자격요건> 상담 및 교정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경력이 있거나 교정공무원으로
경정(경찰공무원), 교정관(교정직 공무원), 보호사무관(보호직 공무원) 등 이상으로 승진한 자
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2급
<자격요건> 1) 상담 및 교정관련 학사학위를 소지자한 후 2년 이상 상담경력이 있거나 교정
공무원으로 경사(경찰공무원), 교감(교정직 공무원), 보호주사보(보호직공무원), 교정관련 공무
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자(학사학위 소지자) 등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2) 상담 및 교정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각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육연수기관(160시간 이상)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3) 본 학회 연수기관에서 250시간 이상 교육연수를 이수한자로서 상담실천적 업
적이 현저한 자.
* 상담경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경력에 한해서 인정함
2. 자격증 인정
1) 학회 자격증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한국가족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범죄심리학), 한국재활심리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 학회 등의 자격증은 동급으로 인정함
2) 전문상담교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재활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등은 동급으로 인정함
3)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2급 - 1급 교정전문상담사
3급 - 2급 교정전문상담사로 인정함
4) 학교전담경찰관: 경력 2년 이상인 경우 2급 인정

3. 공지 사항
1) 본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2) 교정관련 학술대회(2회 이상) 또는 자격연수(2회 이상) 참여자(20시간)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3) 자격심사비: 수련감독: 130,000원, 1급: 100,000원, 2급: 70,000원

2. 진로전문상담사(수련감독, 1급, 2급) 자격요건에 관한 건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부가 심사한 후, 민간자격 제2016-001588호로
등록된 자격증임)

수련감독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2) 박사학위 논문이 진로상담에 관한 것일 경우

1급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1급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2) 석사학위 논문이 진로상담에 관한 것이고,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진로상담 관련 과목을 2
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2급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2급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2) 석사학위 논문이 진로상담에 관한 것일 경우
3) 대학원과 학부에서 진로상담 관련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3. 공지 사항
1) 본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2) 본 학회 주최 진로관련 자격연수(2회 이상) 참여자(20시간)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3) 자격심사비: 수련감독: 130,000원, 1급: 100,000원, 2급: 70,000원

3. 가족전문상담사(수련감독, 1급, 2급) 자격요건에 관한 건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여성가족부가 심사한 후, 민간자격 제2016-005322호로
등록된 자격임)

수련감독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수련감독 교정 또는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2) 박사학위 논문이 가족 상담에 관한 것일 경우

1급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1급 교정 또는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2) 석사학위 논문이 가족 상담에 관한 것이고,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가족상담 관련 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담부장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2급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2급 교정 또는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소지자
2) 석사학위 논문이 가족 상담에 관한 것일 경우
3) 대학원과 학부에서 가족상담 관련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담부장 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5) 상담 및 가족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각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육연수기관(160시간 이상)에서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한자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3. 공지 사항
1) 본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2) 본 학회 주최 가족 상담관련 자격연수(2회 이상) 참여자(20시간)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3) 자격심사비: 수련감독: 130,000원, 1급: 100,000원, 2급: 70,000원

4. 집단전문상담사(수련감독, 1급, 2급) 자격요건에 관한 건
(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가 심사한 후, 민간자격 제2017-006179호
로 등록된 자격임)

수련감독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수련감독 전문상담사(교정,진로,가족) 자격소지자
2) 박사학위 논문이 집단 상담에 관한 것일 경우

1급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1급 전문상담사(교정,진로,가족) 자격소지자
2) 석사학위 논문이 집단 상담에 관한 것이고,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집단상담 관련
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2급
1)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에서 2급 전문상담사(교정,진로,가족) 자격소지자
2) 석사학위 논문이 집단 상담에 관한 것일 경우
3) 대학원과 학부에서 집단상담 관련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3. 공지 사항
1) 본 자격요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2) 본 학회 주최 집단관련 자격연수(2회 이상) 참여자(20시간)에 한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3) 자격심사비: 수련감독: 130,000원, 1급: 100,000원, 2급: 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