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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안내

  - 총 480시간 이상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연수

(140시간이상)

학
회
연
수
회

①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32시간

 128시간
(각 과정당 32시간)

② 아동·가족미술치료  32시간

③ 정신병리와 미술치료  32시간

④ 투사그림검사 및 미술치료기법  32시간

학술대회(춘계,추계)   8시간 이상

윤리교육   3시간 이상

미술치료 영역 

임상수련 

및 임상실습

(340시간 이상)

미술치료워크숍  40시간 이상

*SATR,PATR, KATR   
의 자격을 가진 자   
에게 수련 받을 것   

을 원칙으로 함

*사이버교육에 대한  
 인정시수는 최대   
 20시간 입니다.

임상실습   300시간 이상 슈퍼비전 30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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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안내

 - 총 850시간이상 이수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연수
(187시간 이상)

학  
 회

연  
 수

회

①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32시간

 128시간
(각 과정당 32시간)

② 아동·가족미술치료  32시간

③ 정신병리와 미술치료  32시간

④ 투사그림검사 및 
미술치료기법  

 32시간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초청 워크숍

56시간 이상
59시간이상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초청워크숍,

각 1회 필참
윤리교육

3시간 필수

윤리교육   3시간 이상

임상수련
(미술치료영역)
(175시간 이상)

개인분석 및 집단미술치료경험 40시간 이상

Case Conference
월례세미나/공개사례

45시간 이상
월례세미나

(공개사례 포함)
3회 이상 필참

슈퍼비젼 30시간 이상

미술치료 워크숍 60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은 30시간만 

미술치료 영역으로 인정한다.

임상실습
(300시간)

임상실습
  300시간 

이상

기타 임상 역역
(최대 186시간)

상담, 심리치료, 미술치료 관련 이수 
시간, 인정과목 포함 

 최대 186시간

임상사례 발표 월례세미나 발표 1회

임상사례 제출
개인, 집단미술치료 사례
(슈퍼비전 받은 사례)

2건(각 1건)

투사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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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 연수 

(75시간 이상)
학회
주관

 학술대회(춘계,추계)(필수) 75시간 이상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초청워크숍,
보수교육

각 1회 필참
윤리교육

4시간 필수

(국제)전문가초청 워크숍(필수)

보수교육(필수)

윤리교육(4시간이상)

임상수련

(최소250시간 이상)

개인분석 및 집단미술치료경험 40시간 이상

월례세미나ㆍ공개사례
Case Conference

45시간 이상
공개사례

3회 이상 필참

미술치료 워크숍 40시간 이상

미술치료 지도감독(슈퍼비젼) 50시간 이상

임상실습

(500시간)
임상실습 500시간 이상

기타임상 역역
(최대200시간)

상담, 심리치료, 미술치료 관련 이수 시간, 
인정과목 포함 

최대 200시간

임상사례 발표 공개사례 발표 1회

임상사례 제출 아동, 성인, 가족 미술치료 사례 각 1건

투사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각 1부

미술치료 연구게재
「미술치료연구」외 등재후보지 이상

미술치료연구 1편 게재 필수
100%

3.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미술치료전문가) 자격 취득 안내

1) 임상미술심리상담사 1급인 경우 - 총 950시간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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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연수

(204시간 이상)

학회
연수회

①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32시간

128시간
(각 과정당 32시간)

② 아동·가족미술치료 32시간

③ 정신병리와 미술치료 32시간

④ 투사그림검사 및 미술치료기법 32시간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초청워크숍

76시간 이상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초청워크숍,
각 1회 필참

윤리교육
4시간 필수

윤리교육(4시간 이상)

미술치료
관련시간

(245시간 이상)

개인분석 및 집단미술치료경험 40시간 이상

월례세미나 / 공개사례 45시간 이상
공개사례

3회 이상 필참Case Conference

미술치료지도감독(슈퍼비젼) 60시간 이상

미술치료 워크숍 100시간 이상

임상실습
(600시간)

미술치료 임상실습 600시간 이상

기타임상역역
(최대 250시간)

상담, 심리치료, 미술치료 관련 이수한 시간, 
인정과목 포함 

최대 250시간

임상사례 발표 공개사례 발표 1회

임상사례 제출 아동, 성인, 가족 미술치료 사례 각 1건

투사검사 사례 DAP, K-HTP, KFD, 자유화 각 1부

미술치료 연구게재
「미술치료연구」외 등재후보지 이상

미술치료연구 1편 게재 필수
100%

 2)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바로 취득하는 경우 : 

 - 총 1,300시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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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련감독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안내  

 - 총 760시간이상 이수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연수

(60시간 이상)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초청 워크숍,

보수교육 

  56시간 이상

60시간
학술대회(춘계,추계),

(국제)전문가초청워크숍,
보수교육 

각 1회 필참
윤리교육

4시간 필수
윤리교육   4시간 이상

미술치료 교육 

및 사례

(460시간 이상)

미술치료 교육 160시간 이상

미술치료 사례 임상 300시간 이상

슈퍼비젼

(240시간 이상)

지도감독한 시간 160시간 이상

지도감독 받은 시간  80시간 이상

미술치료 사례발표

사례발표 참석 10회 이상

월례세미나,공개사례 
* 본 학회 월례회, 

공개사례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시간도 인정

사례발표 1회

지도감독한 사례 제출 1편

임상사례 제출 개인, 집단미술치료 사례 각 1건

미술치료 연구게재

「미술치료연구」외 

등재후보지 이상

미술치료연구 1편 게재 필수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