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까지 책임지는 심리서비스M

[상담심리사 2급 수련생 모집]
[무료 내담자연결 포함 상담심리사 취득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
심리서비스M 소개: 심리서비스M은 2013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2급 실습과정을 운영하여 현재 약 800여 명의 수
련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자는 2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한국상담심리
학회) 상담심리사 2급 수련과정을 시작하여 그동안 100여 명이 수련을 마쳤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50명 그중 2급 자
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2021년 현재 20여 명이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수련과정을 시작하여 현재 5명이 수련 중입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 임
상심리사 1급 실습과정을 시작하여 현재 50여명이 수련 중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공인)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으로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
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 자격증을 소지하면 국내 대부분의 상담기관에서 취업 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 모든 것이 가능한 상담심리사 수련 옵션 >
※ 모든 수퍼비젼은 학회 인정시 원격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옵션

내용

상담심리사 2급 수련 전과정 책임관리

비용

①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위한 내담자 연결
(기본 5사례, 검사사례 5사례 추가 가능)
옵션 1

② 상담심리사 취득에 필요한 상담경력 인정

레지던트과정

③ 단계별 수련진행(상담의 탐색과정, 검사보고서작성,

230만원
(2회 분납)

사례개념화 워크숍 등 상담교육 동영상과 병행하여 진행)
④ 온라인수련수첩 작성특강, 상담심리사 2급, 필기시험
대비과정, 면접대비 등 다양한 특강 수강생 할인
상담심리사 2급 수련 학기제 등록
①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위한 내담자 연결
(기본 2사례, 검사사례 2사례 추가 가능)
② 상담심리사 취득에 필요한 상담경력 6개월 인정,
옵션 2
학기제 등록

주수퍼바이저 가능
② 개인수퍼비젼 6회(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중 선택 가능),
공개사례발표 1회(참관 4~10회 포함), 집단상담 1회
③ 단계별 수련진행(상담의 탐색과정, 검사보고서작성,
사례개념화 워크숍 등 상담교육 동영상과 병행하여 진행)
④ 학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등록시점부터 위의

옵션 4
개별수련

수련내용을 이수하는 기간까지 진행 가능
① 개인수퍼비젼 1회 당 10만원
② 집단상담 회기당 15만원(8월, 1월 진행됨)
③ 공개사례발표 1회당 25만원(참관 4~10회 포함)

※ 비용납부: 계좌이체(국민은행 056501-04-092562 심리서비스M)

120만원

1. 심리서비스 M 상담심리사 수련과정의 특징
1) 상담심리사 수련 전 과정의 책임관리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관리해드립니다.
- 본원에서 상담심리사 수련에 필요한 심리검사와 개인상담 사례지도, 집단상담, 공개사례발
표, 월례회참석 등 모두 수련이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준비, 온라인수첩 작성, 면접준비 특강을 지원합니다.
- 상담심리사 수련에 필요한 상담 및 검사의 내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담심리학회가 허용하는 한 모든 수련은 원격진행이 가능합니다.
2) 단계별 상담심리사 수련 진행
⓵ 1단계: 상담의 탐색과정 집중수련(상담의 탐색과정 동영상 수강 후 진행): 내담자를 처음
만나 면접상담을 하고 내담자의 주호소를 경청하는 등 기본적인 상담의 기법을 집중적으로
수련
⓶ 2단계: 심리검사 집중 수련(정서 및 성격검사보고서작성 워크숍 동영상 수강 후 진행):
MMPI-II-RF, TCI, HTP, SCT, KFD 등의 검사를 내담자에게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후 내담자에게 해석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련

※ 개별심리검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본원의 임상실습 심리검사 워크숍과 병행 가능

⓷ 3단계: 사례개념화 집중 수련(사례개념화 워크숍 동영상 수강 후 진행): 내담자의 면담자
료, 심리평가자료를 토대로 내담자의 문제의 패턴 및 치료목표, 치료방법을 체계화하는 사
례개념화를 집중수련
⓸ 4단계: 공개사례발표 수련: 2회의 공개사례발표를 이전 단계를 모두 진행한 내담자 사례
중 엄선하여 진행함으로 통합적 사례지도가 가능함
⓹ 집단상담 시, 매뉴얼화된 집단상담 실시(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등)로 집단상담 참여
뿐 아니라 향후 실시도 가능하게 지도
⓺ 각 단계별 워크숍은 동영상으로 제공되어 상시 수강이 가능
3) 다년간의 사례지도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지도
- 수십 년의 상담경력과 다년 간 상담심리사를 수련하신 다수의 상담심리사 1급 전문가들이
수련지도를 하십니다.
4) 수련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
-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을 위하여 매월 1회의 수퍼비젼 커리큘럼으로 수련생들의 시간과 동
선을 최대한으로 절약해드립니다.
- 내담자와의 검사와 상담활동은 별도로 개인별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 개인별 맞춤 진행도 가능합니다.
5) 수련 후 자격취득 시험과 면접준비 컨설팅(별도 옵션)
- 매년 6월에 시행되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 준비과정을 진행합니다.
- 시험 합격 후 온라인 수첩작성과 자격인증 면접 컨설팅 진행합니다.
- 기존 상담심리사 수련생분들의 필기, 면접 복원문제 방출 예정

2. 세부내용
1) 지원자격 : 상담 및 임상심리 대학원 재학생이나 상담관련 학부 졸업생으로 한국상담심리학
회 준회원 이상
2) 기간 : 2021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3) 실습옵션 및 비용 : 별첨참조
- 비용납부: 계좌이체(국민은행 056501-04-092562 심리서비스M)
4) 수퍼비젼 장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47 남산쌍용플래티넘 심리서비스M
5) 모집인원 : 선착순 모집, 신청서를 보내고 입금을 하신 순으로
6) 신청방법 : 심리서비스M 카톡, 홈페이지(https://www.psyservicem.com),
메일(mservice1004@gmail.com)로 문의 및 신청
3. 수련과정
1) 수련 내용
① 심리상담⋅심리검사 실습
- 상담 내담자 및 심리검사 피검자 제공
- 상담경력인증
- 상담심리사 2급 취득 자격관리
②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수퍼비젼
③ 공개사례발표
④ 집단상담
⑤ 심화워크숍 동영상(상담의 탐색과정, 정서 및 성격검사 보고서 작성, 사례개념화)
<상담심리사 2급 취득요건>

영역
접수면접
면접상담
개인상담
수퍼비젼
참여
집단상담
실시
수퍼비젼
검사실시
해석상담
심리평가
수퍼비젼
공개사례발표
상당사례연구활동

내용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5사례, 합 50회기 이상(부부, 가족, 아동상담포함)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참여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10사례 이상
5사례 이상
개인상담 2사례 이상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 2회 이상을 포함하여
상담사례토의모임 총 10회 이상 참여

2) 수련일정
① 개인사례 수퍼비젼
: 검사사례 수퍼비젼과 상담사례 수퍼비젼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② 공개사례 수퍼비젼(수련 시작 다음 해 3~5월)
: 본인들이 사례발표를 하거나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 개인사례와 공개사례 수퍼비젼은 매달 1회 참석하시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④ 집단상담: 동계(1월)와 하계(8월)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⑤ 심화워크숍: 동영상으로 제공되어 상시 및 반복수강 가능합니다.
4. 수련감독자
ㅇ 이경희: 전체 프로그램 관장, 공개사례발표지도, 심리상담 사례지도, 심리검사 사례지도
심리서비스M 대표,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상담 박사,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건강심리전문가 1급,
중독심리전문가 1급, 명상치유학회 명상치유전문가 T급
ㅇ 이경진 : 공개사례발표지도, 심리상담 사례지도
(현) 마음사랑 인지행동치료센터 책임상담원,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
박사수료,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ㅇ 이정하 : 공개사례발표지도, 심리상담 사례지도
(현)단국대학교 상담교수 (전)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전문위원 &
위기상담팀장,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가족전공 박사 수료,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ㅇ 장석환 : 공개사례발표지도
차의과학대학교 고령친화산업학과/미술치료학과 전임조교수, 미국 인디아나대
학 상담심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심리학 석사,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