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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오프라인대학 35개와 사이버대학 20개의 상담 관련 학과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개선점과 발전방

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개설 과목, 실습,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 

용어를 사용하는 학과의 교육목표에서 ‘전문상담인, 심리전문가, 전문상담자’의 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

었다. 교과목에서는 상담학 기초영역은 1학년, 상담이론과 기법 영역은 2학년, 심리평가 3학년, 통계 및 연구 2학년, 

상담실습 4학년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실습기초는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과정과 면담기법은 저학년에서 운

영되고 있으며, 상담실습, 수퍼비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국내외 인턴십은 4학년에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었다. 이상

을 토대로 오프라인대학과 온라인대학 ‘상담’ 용어를 사용하는 학과의 커리큘럼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겠다. 

주제어  커리큘럼, 상담학과, 교육과정, 학부과정, 사이버대학, 오프라인대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a of counseling-related departments in 35 offline 

colleges and 20 cyber colleges to analyze improvement points and development directions. Curriculum was analyzed 

with educational goals, open subjects, practice, and operation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erms 

'professional counselor, psychologist, and professional counselor' were used the most frequently in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department using the term 'counseling'. In the subjects, the most frequently opened courses were in the 

first year in counseling basics, in the second year in counseling theory and technique, in the third in psychological 

evaluation, in the second in statistics and research, and in the fourth in counseling practice.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counseling process and interview technique are operated in the lower grades, and counseling practice, 

supervision, counseling practice and case study, and domestic and foreign internships were mostly operated in the 

fourth grade. Based on the above, we will discuss the improvement point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urriculum of departments that use the term ‘consultation’ in offline and online universities.

Key Words  Curriculum, Counseling Department, Curriculum, Undergraduate Course, Cyber University, Offlin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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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로 인하여 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두되고 있

다. 에는 방송에서 가정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자신과 가정사의 문제와 련하여 방

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문제나 가족 간 문제들을 상담 

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상담

의 효과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상담은 심리, 정신, 가족, 진로, 학업, 계 문제 뿐 아

니라 자살, 문제행동, 학교폭력, 독문제까지 다양한 분

야까지도 주목과 심을 받고 있다.

한국과 외국의 상담자 교육은 학원에서 양성하여 

왔으나(김인규, 2009), 2000년  후부터 학부에서도 운

되기 시작했다(조남정 외, 2015). 2022년 기  오 라

인 4년제 학에서 ‘상담’ 명칭을 76개 학이, 2․3년제 

20개 학에서 ‘상담’ 명칭을 사용하여 운 하고 있고(

학정보포털어디가, 2022. 06. 22.), 사이버 학에서 ‘상담’

용어를 사용하는 4년제는 18개 학교가 35개 학과를, 2․3

년제는 3개 학교가 6개 학과를 운 하고 있다(사이버

학종합정보, 2022. 06. 22.). 이 게 온라인 오 라인 학

에서 ‘상담’ 용어를 사용해서 학과를 운 하는 이유는 시

 요청과 학의 구조조정, 학생의 취업과 련하여 

운 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조남정 외(2015)의 ‘상담’ 용어 사용 학의 연구에 의

하면 2015년에 4년제 학교 51개에서 2022년 조사 기

으로 76개로, 2․3년제 학교 14개에서 20개로, 사이버

학 4년제 30개에서 35개로, 2․3년제 3개에서 6개 학과

에서 운 되고 있는 것으로 7년 동안 4년제 학교와 사

이버 학교 모두 ‘상담’용어 사용 학과가 증설 운 된 것

으로 악되었다.

상담학과 련 최근 커리큘럼 연구(조남정 외, 2015; 

김인규, 조남정, 2016; 김인규, 2009; 박미라, 2020; 김인

규, 2020; 김 미 2020)는 상담 련 학과의 정체성과 역

량, 융복합 공 트랙, 학부 상담교육 인증 기  등을 

으로 하여 연구 된 바 시  흐름으로 합한 연구라

고 단된다.  

본 연구는 오 라인 학교와 사이버 학교의 ‘상담’

용어를 사용하는 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개선과 발

 방향을 논의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 이 있다. 

이를 해서 해당 학과의 교육목표, 교과목, 상담실습 등

을 분석하는 것이며‘상담’용어를 사용하는 학과의 교육

목표, 교과목, 교과목 구성, 상담실습의 구성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 이다.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 4년제 학 35개 학과와 사이버 학 

21개에 설치된 137개 학 상담 련 학과(상담, 상담심

리, 심리치료, 심리상담, 심리상담치료, 상담심리복지, 상

담심리사회복지 등)를 상으로 하 다<표 1, 2>.

<표 1> 4년제 대학교 상담학과

번호 학명 학과명 번호 학명 학과명

1
가톨릭꽃동네

학교
상담심리 19 신라 학교 상담심리복지

2 건양 학교
심리상담

치료
20

남신학

학교
상담심리

3 경일 학교 상담심리 21 우석 학교 상담심리

4 주여자 학교 상담심리 22 인제 학교 상담심리치료

5 국제 학교
상담심리

치료
23 주 학교 상담심리

6 나사렛 학교 상담심리 24 조선 학교 상담심리

7 구한의 상담심리 25 차의과 학교 상담심리

8 동명 학교 상담심리 26 강서 학교 상담심리

9 동신 학교 상담심리 27 한국침례신학 상담심리

10 배재 학교 심리상담 28 한남 학교 상담심리

11 부산외국어 상담심리 29 한동 학교
상담심리사회

복지학부

12 삼육 상담심리 30
한일장신

학교
심리상담

13
서울기독교

학교
상담심리 31 호남 학교 상담심리

14 서원 학교 상담심리 32 단국 학교 상담학과

15 송원 학교 상담심리 33
명지 학교

(제2캠퍼스)
심리치료

16 김천 학교 상담심리 34 한 학교 재활상담심리

17 루터 학교 상담심리 35 선문 학교 상담산업심리

18

단국 학교 공

공보건과학

학(제2캠퍼스)

심리치료 - -

출처: 학정보포털어디가(2022.06.22.)

<표 2> 사이버 대학교 상담학과

번호 학명 학과명 번호 학명 학과명

1 건양사이버 상담심리 11 숭실사이버 상담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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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4년제 학과 사이버 학의 상담 련 학과에 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알리미사이트

(https://academyinfo.go.kr/search//search.do)에서 ‘상

담’ 명칭을 검색한 결과 4․2․3년제 학교 96개, 사이

버 학교 4․2․3년제 41개 학과가 검색되었다. 2․3년

제 교육과정으로 운 되지 않거나 야간으로 운 되는 

학과도 포함하여 학과를 선정하 다. 2022년 1월 5일 ~ 

6월 22일까지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된 교육과

정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 다. 상담학 교육과정 틀은 한

국상담학회 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공고(한국상담학

회, 2022.3.29.)에 공지된 분류표를 참고하 다.

3. 결과

본 연구는 일반 학 35개와 사이버 학 20개의 ‘상담’

용어를 사용하는 학과 에 상담심리,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육과정의 황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상담학과의 교

육 목표, 교과목, 실습과정, 운 과정을 분석하 다. 

3.1 학과 교육목표 

55개 학(오 라인 학과 사이버 학) ‘상담’ 용어를 

사용하는 련 학과의 교육목표의 핵심어는 ‘상담 문’이

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는 학과의 융복합 인 측면에서 교육목표가 다수인 경우

도 있어서 상담 문가를 양성한다는 측면의 부각이 잘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2 경희사이버 상담심리 12

진사이버

(2년)
상담심리

3 고려사이버 상담심리 13 원 디지털 상담심리

4 국제사이버 상담심리 14 한양사이버 상담심리

5 로벌사이버 상담심리 15 화신사이버 상담심리

6 구사이버 상담심리 16
한국복지사

이버(2년)
심리상담치료

7 부산디지털 상담심리 17
한국열린사

이버
상담심리

8 서울디지털 상담심리 18
세계사이버 

(2년)
상담심리

9 서울사이버 상담심리 19
남사이버

학교
상담복지

10 세종사이버 상담심리 20
사이버한국

외국어 학

다문화·심리

상담

출처: 사이버 학입학정보 (2022.06.22.)

<표 3> 4년제 대학 상담학과의 교육목표

학 상담학과 교육목표

가톨릭

꽃동네

학교

1.나와 타인에 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류에 공

헌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킨다. 2.심리상담  치료 기

법을 습득하여 정서, 사고, 행동의 어려움을 갖는 이들

을 도와  수 있는 최 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3.인간에 

한 과학  연구와 심층 인 이해를 통해 학계를 선도

할 수 있는 심리학자를 양성한다. 

건양

학교

1. 인간의 존엄성에 한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함양하

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킨다. 2. 

사회의 다양성과 속한 변화로 겪는 심리 ·정신

 갈등과 어려움에 하여 연구하고 련된 교과를 학

습하여 도움을 주는 치료사가 되도록 능력을 향상시킨

다. 3. 인간 발달과정 상인 인간 심리와 행동을 과학

으로 분석·연구하여 발 인 심리학자가 되도록 실

력을 배양시킨다.

경일

학교

1.개인의 생애 반의 교육을 지향하고 건강한 변화 도

모  2.상담, 임상, 평생교육 장에서 공지식과 실무

능력 함양  3.생애 반에 걸쳐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문제 해결을 한 교육

주

여자

학교

1.상담이론  실제를 겸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 을 통

하여 비상담자가 문상담자로 발 할 수 있게 자기계

발  성숙한 인격의 성장을 도모한다. 2.심리문제 역별

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조력할 수 있는 상담이론과 상담

기법을 체득한다. 3.진로  직업문제 역별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조력할 수 있는 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체득한

다. 4.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 등 상담의 상별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 기 속에서 조력할 수 있

는 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체득한다. 5. 문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돕기 한 투철한 돌  정신을 함양한다. 6.내담

자의 참자기 실 을 도울 수 있는 상담철학을 함양한다. 

국제

학교

(3년제)

술과 심리학을 결합시킨 술치료 문가를 육성한

다. 다양한 미술표  기법들을 통해 정서를 표 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  안정감을 되찾고 여러 응  어려

움을 다룬다. 국제 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의 교육목

은 미래지향  융합  사고력을 지닌 심리상담 문

가(Psychological counselor with ITA)를 양성하기 

함으로 시  요구와 사회분야에 필요한 미래형 상담 

인재를 육성한다.

나사렛

학교

나사타인의 심리  어려움과 고통을 심리치료해 으

로써 개인과 사회의 정신 건강에 기여. 첫째, 졸업과 동

시에 심리학 련 국가자격증 4개를 취득(청소년상담

사, 임상심리사, 사회조사 분석사, 직업상담사) 할 수 있

는 교육과정을 운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문가, 심리진단  평가 문가, 사회조사  빅데이터 

분석사,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각 분야에서 할 수 있습

니다. 둘째, 치료 상자의 성격이나 정신상태 등을 진

단한 다음, 그 상자에게 합한 방법을 목시키어 

범 한 치료효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각 매체의 작업과정을 소개하고 이해시켜, 언어  상호

작용과 함께 미술, 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심

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셋째, 심리치료의 

역을 과거 일부 특정 장애 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으

나 앞으로 일반인까지 확 하는 의 인 개념의 교육

과 가정의학과, 방의학차원의 심리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공기 , 상담기 , 기업체, 법

원, 군부 , 교도소(교정기 ) 등에서도 수요가 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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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보다 건강한 인 계와 능률을 올리기 한 

인 계 개선 로그램과 직원 재교육  교재 개발에 

필요한 기  교과목과 응용 방법 등을 공부합니다.

구

한의

상담  심리치료 문가로서의 인간  자질을 함양하

고 상담  심리치료 분야의 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

양하며 지역사회 발 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

는 사정신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1. 장 응 능력

을 갖춘 실무형 문 인력 양성 - 장 주의 실무 교

육을 통한 재활상담  심리치료분야 문 인력 양성 2.

신  교과과정(TPS 로그램)운 - 장 투입 가능한 

실무 심의 집  교과과정 운  3. 독재활분야 특성

화-물질 독(알콜, 마약, 흡연), 행동 독(인터넷, 게임, 

도박)의 심리치료 4.책임교수제운 -교과과정 이수, 자

격증 취득, 진로  취업 비 개인별 책임지도 

동명

학교

인간에 해 깊이 이해한 성숙한 상담자, 문화된 상

담자, 상담실습 심의 유능한 상담자

동신

학교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상담학의 이론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체계 이고 실제 인 임상훈련을 통하여 

상담 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인

간의 성장과 문제 방  병리 인 면을 다루는 심리치

료 뿐 아니라, 각종 기업 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 

· ·고· 학교  사설학원 등 교육 장에서 필요한 자

문  상담 등 이론과 임상의 조화로운 교육을 실시한다.

배재

학교

인성교육과 실용교육을 심으로 사회에 사할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

우리 학 상담심리학과는 진로  직업상담, 교육 상담, 

청소년 상담, 다문화 상담분야의 문화된 교육과정을 

운 하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다문화 상담사 등

의 상담 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며, 문화  소양

과 인간  자질을 갖춘 성숙한 상담 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삼육

학교

1.세계를 향한 정직한 교양인-시민의식: 폭넓은 교양과 

수  높은 상담자 윤리의식 함양, 소통: 진  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량 함양. 2.

미래를 향한 창의  지식인-창의성: 지식・기술・경험

을 바탕으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 인 해결방

안을 찾는 역량 함양, 자기주도: 심리・상담 기법의 발

과 변화하는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지속 인 자기계

발 역량 함양 3.인류를 향한 실천  사인- 로컬: 다

양한 문화심리를 이해하고 인류번 에 기여하는 로

컬 리더십 함양, 나눔실천: 상담자의 사회  책무를 이

행하고 사를 실천하는 역량 함양

서울

기독교

학교

(야간)

① 사회에 참여하며 소외계층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심

리치료사 양성 ② 창의성으로 생애주기별 갈등을 다독

이는 심리상담 치료사 양성 ③ 문화  민감성을 갖춘 

상담 문가 양성

서원

학교

1.내담자와의 공감  의사소통을 통한 정  상호작용 

역량 함양 2.내담자와의 력 인 계를 형성하고, 이타

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에 사할 수 있는 역량 함양 

3.자기성찰을 통하여 상담자로서의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역량 함양 4.과학  학문으로써의 상담심리학 연구 

 상담자원 활용 역량 함양 5.다문화 상담을 한 상담

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  실무 지식 습득 6.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장 착형 상담실무 역량 함양

송원

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지식과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 이론  상담  심리치료 실제에 을 둔 

교과목 등이 체계 으로 구성되어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아동  

청소년, 성인을 한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체계 이고 

한 도움을  수 있는 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김천

학교

1.상담이론에 한 정학한 지식과 끊임없는 실습 훈련을 

통한 문  자질을 갖춘 능력 있는 문상담사 2.미술

심리치료에 한 문 인 지식을 용하여 수행하는 

문상담사 3.연극심리치료에 한 문 인 지식을 

용하여 수행하는 문상담사 4.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

키는 학으로 로컬 마인드와 다양성에 개방 인 능

력 있는 문상담사 5.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

는 역량을 지닌 능력 있는 문상담사 6.사랑으로 세상

을 변화시키는 학으로 인간을 존 하고 사랑할  아

는 문상담사 7.사람을 신뢰하며 가치를 인정하고 법  

책임인식을 지닌 인성 심의 인간 인 문상담사

루터

학교

기독교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실무, 이론 겸비형 상담

자, 인  성숙을 도모하는 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상담은 다양성이 특징이다. '복음

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길 일꾼을 훈련한다는 루터 학

교의 목 선언문을 근간으로 인간의 자유와 성장을 도

모하는 문 상담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단국

학교

(제2캠

퍼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다루는 학문으로 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과학 인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2013년에 개설된 심리학과에서 2017년 특화

된 심리치료학과는 인간의 이해와 삶의 증진에 도움을 

주기 하여 심리학에 한 기 지식을 습득시키며 

에 요시되고 있는 문화특성에 따른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한 교육을 진행

한다. 이러한 기반을 토 로 실에 용할 수 있는 심

리학 지식의 실제  응용능력과 치료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신라

학교

1.상담심리와 사회복지의 융합형 휴먼서비스 문인력 

양성 2.21세기 치유와 힐링 역량을 갖춘 상담심리 문

가 양성 3.고령화 출산 시 의 복지 실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문가 양성 4.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

상을 한 젠더, 가족 문가 양성

남

신학

학교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상담  심리 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상담심리학 이론을 체계 으로 가르치고 임상훈련을 

실제로 실시한다.

우석

학교 

인간의 마음을 과학 으로 탐구하여 폭넓은 이해가 가

능한 지성인 양성, 심리 역에서 이론과 실무의 문성

을 가진 지식인 양성, 공감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심리  문제를 돌보는 실천  문  양성

인제

학교

1.도덕  인간-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존 하는 태도

를 갖는다.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도덕성 

 바람직한 가치체계에 따라 단하고 실천한다. 2.

동  인간-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 하는 태도를 갖는

다. 공동체의 발 을 하여 자발 인 사활동을 계획

하고 실천한다. 3.실천  인간-과업 성취를 하여 지식 

 정보의 효과   활용 능력을 갖춘다. 세계와 교류·

력이 가능한 수 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다.

주

학교

상담심리학과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를 돕기 

한 문 인 실천학문인 상담과 인간이해를 한 기  

학문의 심리, 각각의 이론과 기법 교육을 바탕으로 맞춤 

로그램을 통해 장 심의 조력 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조선

학교

1.상담 문가로서 갖춰야 할 이론  지식과 문제해결 

역량 증진 2.다양한 사회  요구를 상담심리 분야에 유

연하게 용할 수 있는 융합역량 증진 3. 장 착형 상

담실무 심의 역량 증진 4.상담 문가로서 필요한 덕

목인 자기성찰  사고 역량 증진 

차의과

학교

1.개인의 심리  어려움을 돕고, 성장을 조력하며, 사회

발 에 기여하는 실무에 강한 문가 양성

2.과학자-실무자 모형을 바탕으로 우수한 과학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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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능한 실무자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 상담심리 

문가 양성 3. 로벌 테크놀로지 교육을 통해 변화하

는 정신건강 시 를 선도하고 세계 으로 통용되는 

로벌 상담심리 문가 양성

강서

학교

1. 문성: 모든 심리지원 활동에 근거-기반 문가 모

델을 구 하는 상담 문가 양성 2.실용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 을 해 장 심 실무에 탁월한 역량 발

휘할 수 있는 비된 상담 문가 양성 3.창의성: 제 4차 

산업 명 시 에 요구되는 상담문화 확산에 창의 으

로 기여하는 상담 문가 양성

한국

침례

신학

1. 성  도덕성 함양: 성과 도덕성 기반의 교육을 통

한 상담자 육성 2.창의성 개발: 창의  인성 교육을 통한 

상담자의 공감  태도 발  3.주체성 확립: 혼과 마음

을 돌보는 문가로 쓰임 받기 해 자신의 삶을 자주

으로 개척해나가는 능력 함양 4. 문성 개발: 체계 이

고 문 인 커리큘럼을 통한 유능한 상담자 육성

한남

학교

1.인간의 뇌, 마음, 그리고 행동을 연구한다. 2.자신과 타

인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돕는 자기이해역

량  상담역량을 기른다. 3.공동체와 사회에 한 유

감을 바탕으로 공감 이고 력 인 인재를 양성한다.

한동

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는 국제 인 기독교 지도자를 양

성한다는 학교의 비 에 맞추어 인간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 체의 복지 증진을 해 헌신

하고 섬길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인격과 문지식을 동시

에 갖추 사회 사 문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일

장신

학교

심리학, 상담학  치료의 체계 인 학문을 연마한다. 

다양한 경험을 토 로 련 정보를 수집․활용․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한 확고한 신념과 

로벌 시 에 처할 수 있는 문  자질을 함양한

다. 산학간 연계로 실무에 강한 심리상담가를 양성한다.

호남

학교

인간이 겪는 어려움을 방하고, 한 조력을 제공하

는 심리 문가 양성

단국

학교

1.인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공지식

활용역량과 지식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2.상담 련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

황을 주도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역량과 창

의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3.상호

력역량과 공동체역량을 갖춰 건강한 사회발 에 기

여하는 문상담자를 양성합니다.

명지

학교

심리치료학과는 신체 , 정신 , 정서 , 응 으로 어

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  감각을 진시키고 

인지 , 정서 , 발달 , 사회  역에서의 안정과 성장

을 도모하는 심리치료 문인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서울

한

학교

1.이론과 실무 역량: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 2.상

담심리지원: 다양한 심리 문제의 증상과 원인을 이해하고, 

방하는 상담심리 문가 양성 3. 독재활: 독 재활 분

야의 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독 문가 양성 

선문

학교

미래사회의 상담 실무 능력 극 화, 가상 실에 기반한 

산업감수성 확장, 인류애 감성능력 배양

출처: 학정보포털어디가(2022.06.22.)

<표 4> 사이버대학 상담학과의 교육목표

학 상담학과 교육목표

건양

사이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해 다양한 심

리 상에 한 연구를 하고, 인간의 심리, 성격, 가족문

제 등 정서 , 행동  증상 등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하

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갖춘 상담 

 임상심리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합니다.

경희

사이버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상담 장에서 상담가로

서의 역량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문 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상담학 분야와 다학제 간 

융합을 통해 창의 이고 융복합 인 문가로서의 자질

을 갖추도록 한다. 미래지향 인 상담 문인력으로서 사

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려

사이버

심리학  지식을 상담에 응용한 체계  이론과 실무 과

정을 통해, 상담 역에서의 문인재 양성  건강한 

사회 구 , 정신상담, 가족상담, 노인상담, 교육상담, 직

업상담, 청소년 상담, 다문화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된 교육과정 제공, 청소년상담사, 문상담사 상담

심리지도사, 다문화사회 문가 등 상담 련 자격증 취

득에 필요한 교과목 운

국제

사이버

다양한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고 인간 본연의 성장

과 건강한 사회 발 에 기여하는 상담인 배양, 인간의 

행동을 과학 으로 탐구하며 삶의 장에 용함으로

써 인간 삶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문 상담인 양성

로벌

사이버

상담심리학과는 정신건강, 성격, 발달, 교육, 진로 선택, 

직업 응,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아동 청소년 문제, 개

인  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에 요구되는 과학  

이론과 상담 활용 능력증진을 한 사이버교육을 실시

하고 오 라인 자격증 스터디, 상담 경험  실습 기회 

제공과 상담 인턴쉽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상담심리 문가를 양성합니다. 

구

사이버

1.심리학도로서 갖추어야할 건 한 인성을 계발하고 심

리학을 통하여 인류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 에 이바

지할 창의  능력을 함양한다. 2.인간의 발달, 성격, 학

습, 인지  지각, 사회심리 등 심리학의 기  학문에 

한 이해와 능력을 함양한다. 3.인간의 이상심리와 임

상심리, 심리측정과 평가 등 인간의 심리   정신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4.상담심리 역의 

상담이론 뿐만 아니라 상담의 이론  근과 실제를 습

득한다. 5.상담이나 임상 장에서 요구되는 상담 능력

과 연구 능력을 함양한다. 6.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상담

교육 로그램 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부산

디지털

(상담

심리)

심리상담에 필요한 인간  자질과 문지식을 겸비한 

심리상담 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부산

디지털

(심리

치료)

1.심리학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심리치료 문성 함

양 2.통찰 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인

지행동치료 문성 함양 3.인지행동치료의 최신 경향이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챙김  근에 기반을 둔 심리치

료 능력 함양 4.상담 일반  심리치료에 한 특강  

스터디, 동아리 등 다양한 학생활동 지원

서울

디지털 

체계 인 교육과정, 상담실제 심 교육, 창의  상담

문가 양성, 공신력 있는 자격증 취득, 학원 진학

서울

사이버

인간의 심리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포용  

인재 양성, 문화  소양과 인간  자질을 갖춘 성숙한 

상담  심리 문가 양성, 상담  심리  이론을 실제

으로 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상담  심리 문가 

양성, 인류의 정신건강  심리치료분야의 선진화를 유

도하는 창의 인 상담  심리 문가 양성

세종

사이버

타인에 한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 역량 개발, 

변하는 사회와 인간행동에 한 지식습득 역량 개발, 

심리치료에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개발, 다양한 상담이

론  기법에 한 지식습득 역량 개발

숭실

사이버

인격을 갖춘 상담 문가 양성: 무한 경쟁시 를 살아가

는 인들은 과도한 정신  스트 스로부터 자신의 정

신 , 심리  건강을 보호, 리할 필요성이 증 되면서 

상담은  생활 응을 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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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공 교과목

공 교과목 분포는 상담학 기 는 1학년에 가장 많이 

개설되었으며, 상담이론과 기법은 2학년에 가장 많이 개

설되었고, 부분 1,2학년에 개설되었다. 심리평가는 2,3

학년에, 통계  연구는 2, 3학년에, 상담실습은 4학년에 

110개로 최고로 많이 개설되었다<표 5>. 상담학 기 와 

상담이론과 기법은 1,2학년, 심리평가와 통계  연구는 

2,3학년에, 상담실습은 4학년에 부분 개설 운 하고 있

다. 그러나 기타가 1학년에 317, 2학년에 482, 3학년에 

499, 4학년에 334과목이 운 되는 것은 상담심리 공을 

특성화해서 운 되기 보다는 ‘상담’용어를 사용하여 학과

를 운 하다 보니 다른 여러 과목 에 상담과목을 약간 

운 하는 식으로 운 하여 상담 문성이 약하게 운 되

고 있음으로 단되며, 학 과 교수진 등 운 상의 어려

움으로 인해 개설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상담 문

가 양성을 해서는 학년과 교과목의 역별 문  계

를 고려하여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공교과목 분포도는 2015년 조남정 외(2015)의 연구에 

비교해 볼 때 상담학기 는 1-4학년에 분포하 으나 

2022년 재 상담학기 는 1학년에만 개설하고 있으며, 

상담이론과 기법은 2학년에 119개, 3학년에 84개가 개설

되고 있으며, 심리평가는 2015년에 2학년 10개, 3학년 15

개이었으나 2022년 재 2학년에 4개, 3학년에 7개가 개

설되어 있다. 통계  연구는 15년 기  4학년에 17개, 3

학년에 12개가, 2022년 재 2학년에 20개, 3학년에 9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상담실습은 15년에 4학년 37개, 3학년 

20개가, 2022년 기  4학년 110개, 3학년 46개로 개설되어 

통계  연구는 3,4학년 분포에서 2,3학년으로 이동되어 

개설되어 있고, 실습은 3,4학년에서 4학년 분포가 최고치

다. 이는 상담이 기 와 이론, 기법, 심리평가, 통계  

연구보다 상담 장에서의 상담역량이 요함을 인지하여 

실습 분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3 상담학 교과목

상담학 분포는 상담실습(59개)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상담(55개)개로 다음으로 많이 개설되

고 있다. 미술, 음악치료 등 매체로 상담하는 과목이 49과

목, 상담실제(42개), 심리검사(36개), 집단상담(35개), 학

습과 발달심리(32개)가 운 되고 있다<표 5>. 상 으

로 게 운 되고 있는 과목은 생활지도(1), 학교상담/다

문화상담(3), 정심리(7), 수퍼비 / 기상담(8)이었으

며, 상담윤리는 시  흐름을 반 하듯이 10과목이 운

되고 있다<표 6>. 한 기타로 1,364과목이 운 되고 있

다. 이  상담심리학과는 상담 실무에 필요한 이론 , 실

천 인 상담기술을 연마하고, 상담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상담 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진

사이버
상담 문가

원

디지털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인은 사회공동체

가 겪는 여러 가지 심리  문제들로 인해 인간의 심리

와 행동에 한 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새로운 

직업으로의 환  자기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해 희 상담심리학과는 

상담에 한 깊이 있는 이론 교육과 상담의 기본 역량 

강화·증진을 한 교육과정(S·E·D·A)을 운 하고 있

습니다. 학년별 학  이수가 아닌 학업성취 단계별 과

정으로 체계 인 지식 습득을 돕고 지역사회 상담 련 

기 실습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상

담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양

사이버

시  사회의 요구를 반 하여 상담심리학과에서는 

문  자질과 건 한 심성을 갖춘 책임있는 상담심리

문가를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화신

사이버

인간의 심리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심리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기 한 문상담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

복지

사이버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한 과학  교육을 통한 상

담심리사 양성, 아동과 청소년을 상으로 한 학교상담

사, 청소년 문가 양성,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한 융·

복합  문가 양성

한국

열린

사이버

새로운 상담 지식에 도 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

고 성장하고자 노력해 나가는 “자율  상담심리사”를 

양성한다. 상담 장에서 필요한 상담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담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선도  역할의 “실천

 상담 문인”을 양성한다. 자신의 성장을 통해 가족, 

직장, 주  환경에 다양하게 용시킬 수 있는 창의  

사고를 지닌 문제해결지향 인 “창의  상담 문인”을 

양성한다. 인간을 사랑하고 존 하는 인성과 사회  사

명감을 갖춘 “헌신하는 상담 문인”을 양성한다. 유연

한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 한 기  소양

을 갖춘 “ 인  상담 문인” 양성에 입각하도록 한다. 

출처: 사이버 학입학정보 (2022.06.22.)

<표 5> 전공 교과목 분포

학년

상담

학

기

상담

이론과 

기법

심리

평가

통계 

 

연구

상담

실습
기타 합계

1

학년
20 14 1 0　 0　 317 352

2

학년
0 19 4 20 15 482 540

3

학년
0 6 7 9 46 499 567

4

학년
0 2 2 6 110 334 454

합계 20 41 14 35 171 1,63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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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다른 학과명칭과 복합 으

로 사용하여 학생모집이나 운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단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국 상담 

문성이 약하게 운 된다고 보이며, 학 과 교수진 등 

운 상의 어려움도 있기에 기타 과목의 비 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4 상담학 영역

상담학 역 교과목은 상담학일반 과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상, 상담방법  도구, 상담기

반, 상담내용, 상담이론  근, 상담 장 순으로 악되

었다<표 7>.  

3.5 실습과정

각 학의 실습과목 개설과목은 다음과 같다. 부분

의 학에서는 실습 련 기  교과목으로 1학년에는 상

담이론과 실제 7과목, 2학년에서는 8과목으로 많으며, 상

담과정과 면 기법은 2학년에서는 12과목, 3학년에서는 8

과목, 4학년에는 4과목으로 2학년에 많이 개설되어 있으

며, 3학년에는 상담과정과 면담기법 8과목, 상담실습 8과

목, 상담실습  사례연구 련 교과목 11과목으로 상담실

습  사례연구 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다<표 8>.

상담이론과 실제는 실습 련 기  교과목으로 상담학

과의 16%정도 개설하 고, 상담과정과 면 기법도 실습

련 기  교과목으로 50% 반정도가 개설하 으며, 수

퍼비 의 과목은 12%로 실습교과목에서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 다. 실습교과목 에 상담실습 과목은 64%를 개

설하 으며, 상담실습  사례연구 교과목은 86%로 44개 

과목이 개설되어 최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집단상담 

실습은 4%정도를 개설하여 최고 낮은 비율로 개설되었

다. 특별한 은 학부과정에서 국내외 인턴십 과정을 

20%를 개설하여 학교 수업을 장에서 실습해보는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교도 있었다<표 8>.

실습교과목을 1과목 개설한 학교가 10개 학교이며, 2

과목 개설한 학교가 15개 학교, 3과목 개설한 학교가 9개 

학교, 4과목 개설한 학교가 4개 학교, 5과목 개설한 학교

<표 6> 상담학 교과목 분포
교과

목

과목 

수

교과

목

과목 

수

교과

목

과목 

수

교과

목

과목 

수

생활

지도
1

상담

윤리
10

진로

상담
26

심리

검사
36

학교

상담
3

특수

아

상담

12 성격 28
상담

실제
42

다문

화상

담

3

이론

과 

기법

17
가족

상담
28

매체

상담
49

정

심리
7

정신

건강
17 발달 32

아동청

소년상

담

55

수퍼

비
8

연구

방법
17 학습 32

상담

실습
59

기

상담
8

상담

이론
24

집단

상담
35 기타 1,364  

<표 7> 상담학 영역의 교과목 분포

상담학 

역

과목 

수
교과목

상담

일반
248

이상심리학(30), 발달심리학(29), 임상심리학

(26), 심리학개론(26), 성격심리학(25), 사회심

리학(22), 심리검사(22), 상담과 기법(17), 심리

측정  평가(14), 상담의 과정과 기술(9), 건강

심리학(8), 상담기법과 응용(6), 상담학개론(3), 

상담심리학개론(3), 정신건강론(3), 종교심리학

(2),  신경심리학(1), 상담언어의 기 (1), 공감

과 존 (1), 상담입문(0) 등

상담

상
104

가족상담(34), 청소년이해와 상담(24), 노인심

리  노인상담(13), 부모교육(13), 다문화상담

(6), 아동발달과 상담(3), 결혼과 가정(3,), 소비

자상담(2), 학습부진아 상담(0), 재교육  상

담(0), 특수아 상담(6) 등

상담

방법  

도구

96

집단상담(33), 미술치료(23), 미술매체활용, 놀

이치료(21), 사이버상담이론과 실제(5), 상치

료, 싸이코드라마(3), 표 술치료(3), 독서치

료(2), 음악치료(2), 술심리치료(2), 개인상담

(1), 연극치료실제와 실제(1) 등

상담

기반
76

상담실습(20), 심리통계(15), 상담윤리와 운

(10), 임상 장실습(7), 상담연구방법(7), 상담

사례연구(7), 상담 장실습(4), 상담수퍼비

(2), 상담행정실무(2), 상담세미나(2) 등

상담

내용
75

진로상담(28), 학습심리학(21), 독심리학(14), 

성심리  상담(5), 기상담(7) 등

상담

이론  

근

59

행동수정(17), 인지행동치료(14), 기독교상담 

이론과 실제(8), 인간 심치료(7), 상 계(4), 

정신분석학(3), 게슈탈트(2), 인 계 치료(2), 

상담이론과 실제(2), 합리정서치료(0), 실치

료(0), 교류분석(0) 등

상담

장
13

학교상담(6), 생활지도와 이해(3), 교정상담(2), 

가정사역(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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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으며, 6과목 개설은 2개 학교, 7과목 개설은 1개 학

교, 8과목 개설은 1개 학교, 9과목 개설은 2개 학교, 10과

목은 1개 학교로 악되어 87%정도의 학교가 실습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악되었다<표 9>.

4. 논의

본 연구는 오 라인 학교와 사이버 학에 설치된 

‘상담’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학과의 커리큘럼 황을 살펴

보고자 했으며, 교육목표, 교과목, 실습과정 등을 심으

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 문상담인, 심리 문가, 문상담자’ 등의 

교육목표가 주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인성교육, 인간의 성장과 문제 방  심리치료, 역량(사

회 사, 상담자, 정  상호작용), 창의  ’ 등과 같은 용

어를 사용한 교육목표도 있었다. 이러한 상은 2015년 

조남정의 연구 이후 창의를 요구하고, 인성, 인간 등에 

이 맞추어진 사회  변화를 반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  요구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좋

으나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문성을 갖춘 

명확한 교육목표 추구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공과목에서 상담학 기  역은 1학년, 상담이론과 

기법 2학년, 심리평가 3학년, 통계  연구 2학년, 상담실

습 4학년에 개설되고 있었다. 상담학 역에서는 상담일반

이 248개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실습기 는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과정과 면담기법은 학년에서 운 되

고 있으며, 상담실습, 수퍼비 , 상담실습  사례연구, 국

내외 인턴십은 4학년에서 부분 운 되고 있었는데, 

문  상담을 요구하는 시  흐름을 반 하여 공교과

목을 계를 맞추어 개설하고, 상담학 교과목은 문성을 

가진 상담윤리나 수퍼비  과목의 수가 많이 오 되어 좋

은 상이고 할 수 있다. 상담학 역에서 상담일반이 가

장 많이 개설되어 상담 련 학과가 문가 양성에 있어서 

체계를 갖추어 교과목이 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실습

과정은 고학년에서 주로 오 되어 있으나 수퍼비 이 

은 숫자로 운 되고 있는 것은 문가 양성에 있어서 아쉬

움으로 단되며 실습과정의 질  향상을 해서는 시간

과 비용의 실 인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오 라인 학 4년제와 사이버 학 2-4년

제 ‘상담’ 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심으로 분석한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학과와 직  통화하여 인터넷

에 검색은 안되었으나 실제 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못하고 인터넷만 검색하여 학교의 교과목 명과 커리

큘럼을 분석하여 연구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

만 각 학 ‘상담’ 련 학과는 문가를 요구하는 시 이

고 ‘상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에 교육목표의 다양성보

다는 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단하며, 

융복합 성격의 학과 운 보다는 상담 문가 양성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교과목 계와 표 화된 교육과정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실습과 수퍼

비 도 체계를 가지고 운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면 수퍼비  시 이다 보니 사이버를 활용한 수퍼비  

활성화를 극 권장할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수의 학교에서는 청소년상담사3 , 임상심리사2

, 직업상담사2 , 정신건강임상심리사2  , 건강가정사, 

보육교사2 , 발달서비스자격, 평생교육사, 문상담교사 

등의 국가자격증 취득에 용이하도록 커리큘럼을 편성했

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사회조사분석사2 을 취득하도록 

편성하기도 했다. 민간자격(학회, 회 포함)으로는 상담

심리지도사1 ( 국 학상담학과 의회), 발달심리사2

, 문상담사2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2 (한국상

<표 8> 학년별 실습과정 교과목

학년

실습 련 기  

교과목
실습교과목

상담

이론

과

실제

상담과

정과면

담기법

집단

상담

실습

상담

실습

수퍼

비

상담

실습

사례

연구

국내

외

인턴

십

1 7 2

2 8 12 1 5 5

3 8 1 8 3 11

4 1 4 20 9 28 10

총계 16 26 2 33 12 44 10

<표 9> 실습 교과목의 개설 학교 수

교과목 

수

개설 

학교 수

교과목 

수

개설 

학교 수
교과목

교과목 

수

1과목 10 5과목 0 9과목 2

2과목 15 6과목 2 10과목 1

3과목 9 7과목 1

4과목 4 8과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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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심리학회) 등을 편성하여 운 하는 학교가 다수인데 특

별히 학회가 운 하는 자격증을 주로 편성하는 것이 

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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