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까지 책임지는 심리서비스M
< 임상심리사 2급(국가기술자격) 2019년 1기 실습과정 모집 >
상담/임상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의 지식습득, 현장경험, 자격취득, 창업에 이르기까지
A부터 Z까지를 제공하는 심리서비스M에서는 2019년 1기 임상심리사 2급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는 심리학이나 임상/상담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1
년간의 실습만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상담 및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며 향후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망이 밝은 자격증입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임상심리사 실습 1년이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상세한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 감독자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 결과 시중에는 임상심리사 실습이란 이름만 내걸었을 뿐 임상심리사 2급의 전문가로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습내용이나 시간 등으로 실습을 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기초적인 임상심리사 필기/실기시험 내용을 강의하면서 실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
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심리서비스M의 임상심리사 실습은 심리학이나 임상/상담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라도 1년 동안의 실습과정을 통하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커리큘럼과
해당분야 현직 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석사/박사, 주요대학병원 수련감독자의 직강으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실습생들로부터 심리서비스M의 1회의 워크숍 참석이 한 학기의 대학원
수업보다도 더 얻는 것이 많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심리서비스M 임상심리사 실습과정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 상담심리/임상심리전문가 진로 및 전망 심리서비스M에서는 상담/임상분야 전문자격증의 종류, 진로, 전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
어 임상심리사 2급 실습과정에 대한 상세안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대

상 :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사로 진로를 알아보고 계신 모든 분, 심리서비스M 임상
심리사 실습과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

▶ 일

시 : 2019년 1월 19일(토)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경운동 89-4) SK허브 102-402
(3호선 안국역(6번 출구)과 연결) 심리서비스M 학습센터

▶ 신 청 방 법 : 홈페이지(https://psyservicem.com)에서 신청하거나
메일(mservice1004@gmail.com) 또는 문자(010-2634-6087)로 신청하세요

심리서비스M 전체 과정의 흐름도

<주 요 과 정>

<옵 션 과 정>

상담․임상전문가의 지식습득: 임상심리사 실습과정
-(산업인력공단)임상심리사 2급 자격취득

심리서비스M 멤버쉽 실버

-임상․상담 전문가의 토대가 되는 지식의 습득
-주제별 워크숍 위주로 진행

상담․임상전문가의 현장경험: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한국상담심리학회)상담심리사 2급 자격취득
-임상․상담 전문가의 실력을 닦는 현장 수련
-개인의 검사․상담 활동의 개별 수퍼비젼으로 진행

심리서비스M 심리상담 컨설턴트로 활동
-심리서비스M 외래센터를 통해 연결된 내담자들의
심리검사, 개인심리상담, 집단상담 등을 진행

심리서비스M 멤버쉽 골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