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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및 장소

1.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05.16.(월)~05.30.(월)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 접수

서류제출 2022.05.17.(화)~05.31.(화)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출력하여 등기 제출

2022.05.31.(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면접전형 2022.06.11.(토)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 2022.06.23.(목) (예정)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추가 필기시험 없음

2. 장소

구분 세부사항

원서접수 www.uwayapply.com

서류제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704호 심리서비스대학원 교학지원팀

면접전형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입학원서 및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심리서비스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등기 제출

※ 심리서비스대학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gsps.cau.ac.kr

http://www.uwayapply.com
http://gsp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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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소개

과정구분 재학연한 모집인원 학위명

석사과정(야간) 5학기(2년 6개월) 연간 68명
심리학 석사

(Master of Science 
in Psychology)

1. 임상심리학 전공(Clinical Psychology)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심리적 문제의 원인과 진단, 치료기법 개발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와 심리 장애를 연구, 평가, 치료하는 임상심리학은 

정신병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기반하여 불편감, 부적응 문제를 이해하고 

임상현장에서 치료적 개입을 하기 위한 임상심리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상담심리학 전공(Counseling Psychology)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격,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적절한 대처방안을 스스로 찾지 못하면서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높은 스트레스와 불행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력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은 개인, 집단, 가족 대상의 상담이론과 기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적 조력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전공은 개인 및 가족상담 관련 학회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상담 관련 기관에서 상담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3. 안전 · 리더십 · 코칭심리학 전공(Safety · Leadership · Coaching Psychology)

 본 전공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안전, 리더십과 코칭에 관련한 다양한 심리학이론과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HSE(Health, Safety & Environment), 조직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핵심적인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삶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코칭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실용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양성

을 목표로 한다.

4. 범죄 및 법정심리학 전공(Criminal · Forensic Psychology)

 인류가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범죄심리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법정에서 심리학 이론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힘으로써 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범죄 및 법정심리학 전공은 법적인 문제를 심리학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심리학 이론을 교육하고 연구하면서 경찰·검찰 

수사과정과 법정 공판과정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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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안전·리더십·코칭

심리학

범죄 및 법정

심리학

1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상담심리학 전공)

고급임상심리학

심리치료

임상현장실습

아동심리평가(실습)

포스트모던가족상담

가족상담평가

상담면접실습

고급상담이론

코칭심리학

조직심리학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심리학

동기심리학

고급범죄심리학

프로파일링

형법

형사정책

2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상담심리학 전공)

심리평가

정신병리학

인지치료(실습)

건강심리학

가족관계

가족상담사례연구

진로상담

이상심리와 상담

비지니스코칭

안전심리학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범죄피해자학

심리평가

형사소송법

법정및수사심리학  

3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상담심리학 전공)

투사검사

신경심리평가(실습)

집단치료(실습)

 (or 행동치료)(실습)

고급학습심리학

인간발달

체계론적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평가

행동분석

긍정심리와 

성인발달심리학

리더십이론과실제

커리어코칭

이상심리학

진술분석

법학개론

사이버범죄심리학

※ 위 3학기제 커리큘럼으로 순환

※ 2022-2학기는 위 표의 ‘1학기 커리큘럼 진행 예정(다음 학기에는 2학기 커리큘럼 진행 예정)

※ 재학기간 중 공통과목 2과목(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전공과목 8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재학기간 중 타 전공과목 2과목까지 이수 가능

※ 커리큘럼은 본 대학원 특성 및 전공 트렌드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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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학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22년 8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정원 외 선발

 가. 학력조건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22년 8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지원대상

  1) 정부, 군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 정원외 외국인 선발 지원자의 경우 자격요건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안내를 위하여 반드시

      입시 지원 전 교학지원팀(02-820-5495)으로 연락바랍니다. 

위탁생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외로 선발하는 인원으로서 학기당 1회 (1학기 2월, 2학기 8월)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복무)을 증명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군)를

퇴사(전역)할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교육을 1학기 남겨놓고 퇴사(전역)하거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심리서비스대학원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명백한 개인 비위로 인한 강제 퇴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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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요소 배점표

구     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계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공통 기준 100점 

① 학업계획서

100점

① 이론적 지식 및 실무능력

200점② 연구수행능력

② 학사성적

  (백분율) ③ 교양 및 인성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각 60점 미만을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2. 합격자 결정 및 충원

 가.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결시자와 과락자는 불합격 처리

 나. 각 전공별 동점자 처리는 본 대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름

 다. 합격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

 라. 미등록자 발생 시 충원 여부는 본 대학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

 마. 충원 결정 시 동일 전공 내에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바. 입학성적이 현저히 낮아 입학에 부적합한 경우 충원대상에서 제외

 사. 충원인원이 부족한 전공의 경우 타 전공에서 정원 충원

 아. 추가합격 통보 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충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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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절차 및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접속 후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지원 혹은

- 심리서비스대학원 홈페이지(http://gsps.cau.ac.kr) ‘원서접수’ 배너 클릭

서류제출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동봉하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교학지원팀

  등기 제출(2022.05.31(화) 발송(소인본)까지 인정)

※ 전형료: 80,000원(인터넷 수수료 포함)

2.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전형료 결제 이후 입력내용 수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하니 전형료 결제 이전에 

    원서 입력내용을 정확히 확인(접수완료 이후 환불 불가)

 나. 전형료 결제 이후 수험번호가 기재된 입학원서가 출력 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된 것임

 다. 출신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출신대학 및 학과를 순차적으로 입력

 라. 인터넷 원서접수 이후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2022.05.31(화) 우편발송 소인본까지 인정 

 마. 기간 내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

 바. 입학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재사항 불인정 및 삭제

 사.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봉투 겉면을 프린트하여 우편물에 부착 후 발송

 아. 봉투 겉면의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입학 제출서류 재중’ 이라 표시할 것

 자. 입학 제출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 미만 발급본을

    제출하여야 함

http://www.uwayapply.com
http://gsp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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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온라인 원서접수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심리서비스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우편(등기)제출

※ 제출주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704호 심리서비스대학원 교학지원팀

제출 서류 비고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후 출력)

가. www.uwayapply.com

나. 입학원서에 기재한 사진은 입학 이후 본인 학적 정보로 사용됨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가.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졸업예정자 중 1개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원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전적대학의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성적증명서 원본

가. 전적대학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첨부

나. 입학원서에 성적 기재 시 백분율 점수를 기재

다. 전적대학이 있는 경우 최종대학 및 전적대학 백분율의 단순 평균 기입

    ex.) 전적대학 백분율: 92, 최종대학 백분율: 94 인 경우               

     (92+94)/2= 93 입력

라. 성적증명서에 백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첨부된 변환표(11page) 이용하여 백분율 산출

학업계획서

가. 2매 이내

나. 심리서비스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혹은 유웨이어플라이 인터넷 원서 

접수 지원 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다. 항목 내에서 자율 양식으로 작성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가. 입학원서에 경력을 기입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나. 증명서가 첨부된 경력만 인정

※ 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예정)증명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한국어번역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만 인정, 반드시 입학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첨부

※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1) 미국소재 대학 졸업자는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에서 학력 인증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2)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http://www.cdgdc.edu.cn)의 학위증명서

 3)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02-739-7400)의 “인장증명”

 4) 기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 중 택1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가대학 확인서”, 해당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해당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

http://www.uwayapply.com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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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자 유의사항

9. 장학제도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된 자의 등록금은 미반환

4. 서류미제출 및 면접전형에 결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

5. 면접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는 왼쪽 가슴에 패용

6. 본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관하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원 자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장학금액 및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리서비스대학원으로 문의

장학명 지급기준 지급인원 지급비율

가.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자

 1) 입학성적우수(전체수석) 신입생 전체수석 1명 수업료 60%

 2) 입학성적우수(전공수석) 신입생 각 전공수석 4명 수업료 40%

 3) 입학성적우수(전공차석) 신입생 각 전공차석 4명 수업료 20%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성적우수자

 1) 성적우수(전체수석) 재학생 전체수석 1명 수업료 50%

 2) 성적우수(전공수석) 재학생 각 전공수석 4명 수업료 30%

 3) 성적우수 각 전공 성적우수자 재학인원 10%이내 수업료 20%

다. 봉사장학금 원우회 임원 0명 직급별 차등 지급

라. 복지장학금 경제적 사정 곤란한 자

00명

매학기 대학원 

장학운영위원회의에

서 결정마. 동종업계장학금
재직 중인 직장이 소속 전공 

학문과 동종업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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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치 및 연락처

1.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가. 주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704호

 나. E-mail: gsps@cau.ac.kr

 다. Tel. 02-820-5495, 6877

 라. Fax. 02-815-1260

 마. 상담가능시간: 월~금 09:00 ~ 18:00

2. 오시는 길

 가. 지하철 

  1) 9호선 흑석역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도보 10분)

  2) 7호선 상도역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후문(도보 15분)

 나. 버스

  1) 151번 중앙대학교 병원 하차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도보 5분)

  2) 501, 506, 750번 상도터널 상도동 하차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후문(도보 10분)

3. 캠퍼스 맵

mailto:gsp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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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PA Conversion Table

※ 백분율이 기재되지 않는 외국대학 해당자만 참조

4.0 Scale 4.3 Scale 4.5 Scale 5.0 Scale 100 Point Scale

3.97   ~4.00 4.26~4.30 4.46~4.50 4.95~5.00 100

3.92 ~3.96 4.22~4.25 4.41~4.45 4.90~4.94 99

3.88 ~3.91 4.17~4.21 4.36~4.40 4.84~4.89 98

3.84 ~3.87 4.12~4.16 4.31~4.35 4.79~4.83 97

3.80 ~3.83 4.08~4.11 4.26~4.30 4.73~4.78 96

3.75~3.79 4.03~4.07 4.21~4.25 4.68~4.72 95

3.71~3.74 3.98~4.02 4.16~4.20 4.62~4.67 94

3.67~3.70 3.93~3.97 4.11~4.15 4.57~4.61 93

3.62~3.66 3.89~3.92 4.06~4.10 4.51~4.56 92

3.58~3.61 3.84~3.88 4.01~4.05 4.45~4.50 91

3.49~3.57 3.75~3.83 3.91~4.00 4.34~4.44 90

3.41~3.48 3.65~3.74 3.81~3.90 4.23~4.33 89

3.32~3.40 3.56~3.64 3.71~3.80 4.12~4.22 88

3.24~3.31 3.46~3.55 3.61~3.70 4.01~4.11 87

3.15~3.23 3.37~3.45 3.51~3.60 3.90~4.00 86

3.07~3.14 3.27~3.36 3.41~3.50 3.79~3.89 85

2.98~3.06 3.18~3.26 3.31~3.40 3.68~3.78 84

2.90~2.97 3.09~3.17 3.21~3.30 3.57~3.67 83

2.81~2.89 2.99~3.08 3.11~3.20 3.45~3.56 82

2.72~2.80 2.90~2.98 3.01~3.10 3.34~3.44 81

2.64~2.71 2.80~2.89 2.91~3.00 3.23~3.33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