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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음악치료 (Neurologic Music Therapy, 이하 NMT) 협회 

협회 사명 및 소속 기준 (2018-05-11) 

 

본 회의 명칭은 신경학적 음악치료 협회 (약칭 NMT 협회)로 한다. 영문 명칭은 the Academy of 

Neurologic Music Therapy이다.  

협회 사명: 본 회의 사명은 신경학적 음악치료 (Neurologic Music Therapy, NMT)를 세계적으

로 보급, 발전 및 보호하는 것이다.    

협회 비젼: 본 협회 비젼은 NMT를 음악치료 실습의 표준으로 발전시키고, 의료계에서의 NMT 

적용을 촉진시킨다.  

협회 설립 목적: NMT 협회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전문적인 교육 제공과 과학적 및 근거

기반의 NMT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전세계의 NMT 치료사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본 회는 지속된 교육, 학생 양성, 연구 및 정보 공유에 대한 노력을 돕는다. NMT의 전문

적인 임상 및 과학적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통괄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 아래 <자문 위원회>, <

연구 위원회> 및 <국제 협력 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 위원회를 제외한 이 외의 위원회는 주로 

NMT 음악치료사로 구성된다.   

이사회: 이사회는 전반적인 정책 및 방향을 포함한 협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래 사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와 위원회에게 일

반적 운영의 책임을 위임한다: 

 NMT 모델의 진실성 보호 

 NMT 모델의 개발 및 보급 촉진 

 협회소속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적 실천 촉진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상의 치료 제공 보장 

자문위원회: NMT 협회의 미래 방향과 성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의견과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자문한다: 

 NMT 모델의 진실성 보호 

 NMT모델의 개발 및 보급 촉진 

 협회 소속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적 실천 촉진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상의 치료 제공 보장 

  연구위원회: NMT 임상 적용을 위한 과학적 기반 연구을 계속해서 구축하기 위하여 

NMT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협력위원회: NMT를 적용, 교육, 연구하는 세계 여러 기관 및 학교와 협회 사이의 

    교류를 구축한다. 다음 사항과 같이 운영된다: 

 NMT 기법을 적용하는 여러 국가의 음악치료 현황, 개발 및 요구사항

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개요: NMT 협회는 501(c) 3 조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NMT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 발전 및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회는 NMT의 근거 기반 임상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

고 현장에서의 올바른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협회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펠로우쉽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들은 협회 소속원으로의 지위가 주워지며, 

http://nmtacademy.co/


 
The Academy of Neurologic Music Therapy 

http://nmtacademy.co 

© The Academy of Neurologic Music Therapy, 2021 

NMT 치료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도모를 위해 공식 회원 명단에 등록된다. 명단에는 음악 

치료학계의 임상가나 학자 뿐 아니라 NMT 교육 및 펠로우쉽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자신의 분

야에서 NMT 기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협회의 궁극적 목표

는 NMT 기법의 올바른 사용을 유지함으로써 NMT 치료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소속 기준: 본 회의 주 역할은 근거를 기반한 NMT 기법의 임상 적용을 보급, 발전 및 보호하

는 것으로, 협회와의 제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특권이자 책임이다. 주어진 NMT 소속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소속원으로서의 전문성 및 윤리적 기준을 충족 시킬 시에만 보장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NMT 소속에 대한 오용 및 NMT 기법의 잘못된 전달을 하는 자는 협회에

서 제명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육이 근거 기반 임상에 필수 요소이므로, 명시된 기간내에 펠로우

쉽 과정이나 기타 NMT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또한 제명될 수 있다.  

소속 지위: 본 회는 NMT의 효과적인 관행, 책임 및 대표성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소속 지

위로 분류한다.   

소속 분류 

NMT 회원: 

1) NMT 회원 소속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 MT-BC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MT-

BC에 준하는 적절한 음악 치료 자격증 또는 다른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 

• 지난 3년 이내에 NMT 협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 NMT 기법을 임상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자. 

필요에 따라서는 NMT 기법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2) NMT는 자격증이 아니며, NMT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 하고 본 회의 기준

에 따른 회칙을 유지하는 자를 위한 교욱 인증서이다. 

3) NMT 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소속 표기를 권장한다. 

예) 강규림, MT-BC, NMT 

또는  

    강규림, MT-BC, NMT 

    Music Therapist-Board Certified 

    Neurologic Music Therapist 

4) NMT 치료사로의 소속 지위는 본 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이 후 

3년동안 유지되며,  펠로우쉽 교육에 참여하거나 늦어도 4년 이내에 다른 형태의 기

관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NMT 치료사는 추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회원 자격 유지 기한이 만료된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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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로부터 6개월 이후에 본 회에 연락을 취하지 않을 시공지하지 않을 시 협회 명

단에서 제외되며 NMT 자격이 박탈된다.  

6) NMT 치료사가 펠로우쉽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회원 자격 유지 기간 (3년차) 

후 2개월 이내에 협회 이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 다음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i. 연장 요청 이유 

ii. 구체적 일정이 포함된 후속 조치 계획 

• NMT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자의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족 시 소

속이 유지될 수 있다.  

i. 연장 요청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ii.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 명시 

iii. 위의 명시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협회 명단에서 제명되었음이 

통보된다.  

7) NMT 치료사는 NMT 기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NMT 치료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NMT 기법 사용의 심도 깊은 이해와 적용 및 NMT의 잘못된 적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NMT 펠로우의 지원과 조언을 받는다.  

8) NMT 치료사는 NMT 기법을 교육하는 교사 또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도록 하고, NMT 협회에서 제공하는 NMT 공식 트레닝을 받도록 인도한다. 

9) NMT 치료사는 다음 사항들을 위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시 협회에 통지할 책임

이 있다: 

• 협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연구, 구인 목록, 학회 행사 등). 

• 주변 지역 NMT 치료사에 대한 정보  

10) 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유를 막론하고 전문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속을 허위로 

표기할 경우 협회 소속 상태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한 협회원은 펠로우

쉽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재가입할 수 있다.  

   

NMT 펠로우 회원: 

1) NMT 펠로우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 MT-BC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MT-

BC에 준하는 적절한 음악 치료 자격증 또는 다른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는 자. 

• 지난 5년 내에 NMT 펠로우쉽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 NMT 기법을 임상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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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서는 NMT 기법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2) NMT 펠로우 교육은 심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치료 자격증이 아니다. 

3) NMT 펠로우는 다음과 같은 소속 표기를 권장한다. 

예) 강규림, MT-BC, NMT Fellow 

또는  

    강규림, MT-BC, NMT Fellow 

    Music Therapist-Board Certified 

    Neurologic Music Therapist, Fellow 

4) NMT 펠로우는 5년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늦어도 6년 이내에 펠로우쉽 교육에 재참

여하거나 다른 형태의 기관 교육을 통해 소속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5) NMT 펠로우는 추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회원 자격 유지 기한이 만료된 년도 (5

년)로부터 6개월 이후에 협회에 연락을 취하지 않을 시 협회 명단에서 제외되며 

NMT펠로우 자격이 박탈된다.  

6) NMT 치료사가 펠로우쉽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회원 자격 유지 기간 (5년차) 

이후 2개월 이내에 협회 이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 다음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연장 요청 이유 

 구체적 일정이 포함된 후속 조치 계획 

• NMT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자의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족 시 소

속이 유지될 수 있다.  

 연장 요청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 명시 

 위의 명시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협회 명단에서 제명되었음이 

통보된다.  

7) NMT 치료사는 NMT 기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NMT 치료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NMT 기법 사용의 심도 깊은 이해와 적용 및 NMT의 잘못된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NMT 펠로우의 지원과 조언을 받는다.  

8) NMT 펠로우는 NMT기법 효과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발표나 행사 참여를 권장한다. 

9) NMT 펠로우는 특정 NMT 기법의 근거 기반 적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강하

기 위해 음악 치료사들 및 다른 전문가들을 위한 학술 발표나 학회 참여를 권장한다.  

10)  NMT 펠로우는 NMT 기법을 교육하는 교사 또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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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고, NMT 협회에서 제공하는 NMT 공식 트레닝을 받도록 인도한다. 

11)  NMT 펠로우는 다음 사항들을 위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시 협회에 통지할 책임

이 있다: 

 협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연구, 구인 목록, 학회 행사 등). 

 주변 지역 NMT 치료사에 대한 정보  

12) 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유를 막론하고 전문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속을 허위로 

표기할 경우 협회 소속 상태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한 협회원은 펠로우쉽 교

육에 참여함으로써 재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 소속원: 

1) 전문가 소속원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 신경학장애치료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본 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을 성공적으

로 이수한 자.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NMT 기법을 자신의 전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적용하

는 자. 

• 필요에 따라서는 NMT 기법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문가 소속원은: 

• NMT의 전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NMT 교육 이수 후에도 음악치료사라 지칭할 수 없다. 

• NMT의 원리를 자신의 전문분야에 통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전문가 소속원으로서 NMT 기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다른 NMT 치료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NMT 기법 사용의 심도 깊은 이해와 적용 및 NMT의 잘못된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NMT 펠로우의 지원과 조언을 받는다.  

4) 전문가 소속원으로서 NMT 기법을 교육하는 교사 또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을 이행

하지 않도록 하고, NMT 협회에서 제공하는 NMT 공식 트레닝을 받도록 인도한다. 

5) 전문가 소속원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위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시 협회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협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연구, 구인 목록, 학회 행사 등). 

 주변 지역 NMT 치료사에 대한 정보  

6) 직업적 또는 개인적 이유를 막론하고 전문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속을 허위로 

표기할 경우 협회 소속 상태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자격을 상실한 협회원은 펠로우

쉽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재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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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소속:  

단기 코스 교육 참가자: 

• 단기 교육 과정만 참여한 전문가는 별도로 구분된다. 단기 교육 과정 참가자는 

NMT 기법의 전체 범위에 대한 원리와 자료를 임상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신의 전문분야와 가장 관련이 있는 기법만 적용하게된다.  

학생 소속원: 

1) 학생 소속원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 현재 음악치료 프로그램 정규과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다른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자.  

• 본 회에서 제공하는 NMT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 한 자. 

• NMT 기법을 임상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 

• 필요에 따라서는 NMT 기법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2) 음악 치료 학생은 MT-BC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NMT 

전문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다..  

3)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이 후 3년내에 펠로우쉽을 지원할 수 있다.  

4) 다른 전문 분야의 학생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자격증을 획득하기 전까지 NMT의 

원리와 실습을 적용할 수 없다.  

5) 학생은 전문 자격증 소지 후에 협회에 통보할 때까지 학생으로 분류되어 있다.  

 

학교 소속원: 본 회는 NMT 기법의 이해와 교육을 도모하기위해 학생을 훈련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회는 정규 음악치료 교육 과정에 

NMT 기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통합하는 대학의 협력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협회 소속을 원하는 대학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한 명 이상의 NMT 펠로우 교수진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 교육 프로그램은 NMT 기법과 관련된 강의가 주로 구성되며, 강의 계획서 및 기타 

교과 과정 자료로서 증명한다. 

교육 이수 과정 

소속 전문가 양성: 모든 협회 소속원들의 전문적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 회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NMT 교육: 이 교육은 NMT의 기본 지식을 소개하기 위해 제공되며,나흘 동안의 교

육 기간내에 모든 내용을 습득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교육을 수료한 후 

NMT 치료사 자격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자에한에서재수강 납부금으로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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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수료자는:  

1) NMT  기법의 정의 및 분류를 포함한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2) NMT 기법에 기반하는 현재 연구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킨다.  

3) 전환설계모델 (Transformational Design Model, TDM)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이해한다 (TDM은 기능적 목표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이다).  

4) NMT 치료 평가를 위한 임상 평가들을 구분할 수 있다.  

5) 다양한 신경 장애와 그과 관련된 기본적인 신경 해부학 및 병리학에 대한 질문

에 답할 수 있다.  

• NMT 펠로우쉽 교육: NMT 펠로우쉽은 NMT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MT-BC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자를 위한 교육이다. NMT 치료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NMT 

교육 수료 후 3년 이내에 펠로우쉽 교육에 참여해아 한다. 펠로우쉽 교육 이 후 5년 

동안 NMT 치료사 자격이 인증된다. 펠로우쉽 교육은  NMT 관련 과학적 기반 연

구 검토와 NMT치료기법 적용 예시를 공유하며 이에대해 협회 교수진과 교육 수강

생들의 의견 및 제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NMT 펠로우쉽 수강생은 함

께 교육을 수강하는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게되며, 70% 이상의 투표를 받

을 시 통과할 수 있다. 이와같이 펠로우쉽 교육에서의 소그룹 환경에서는 NMT 기

법에 대한 실전 적용에 대한 토론과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다.  

펠로우쉽 교육 수료자는: 

1) 구두 및 비디오 예시를 통해 NMT 기법의 분류를 포함하여 NMT구현에 대한 

기본 정의 및 심화 지식을 이해한다.  

2) 현재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한 NMT 기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재 연구에 대

한 지식을 이해한다.  

3) 비디오 예시를 통해 TDM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이해한다. 

4) 치료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임상 평가에 대해 이해한다.  

5) 다양한 신경 장애와 그과 관련된 기본적인 신경 해부학 및 병리학에 대한 질문

에 답할 수 있다.   

• 임상 실습 워크샵: 사흘동안 진행되는 워크샵은 NMT 음악치료사가 협회 교수진의 

감독하에 NMT 기법 적용에 대한 커멘트를 받고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연, 간단한 임상 실습 세션, 모의 시나리오 및 표준화된 평가 실습을 통하여 워크

샵 참여자의 지식과 임상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 워크샵은 본 회에서 제공한 

NMT 교육을 수료한 학생 및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 워크샵 수료자는:  

1) NMT  기법의 정의 및 분류를 포함한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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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MT 기법에 기반하는 현재 연구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킨다.  

3) 전환설계모델 (Transformational Design Model, TDM)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이해한다 (TDM은 기능적 목표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이다).  

4) NMT 치료 평가를 위한 임상 평가들을 구분할 수 있다.  

• 온라인 임상 기법 리뷰: 현재 기획 중에 있다. 

 

지역 그룹 서포트: http://nmtacademy.co/local-support-chapters/ 

NMT 지역 서포트 그룹은 협회 회원에게 해당 지역의 NMT 치료사들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1년에 3~4회 모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임 

동안에는 임상 실습 내에서 특정 NMT 기법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발전 시키고, 비디오 예시 

및 임상 토의을 통해 NMT 의 잘못된 적용을 최소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네트워킹, 

질문, 최신 연구 토론 및 NMT 치료사와의 연결을 도모한다.  

 

협회 정보 공유: 

1) NMT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NMT 메뉴얼의 사본 및 온라인 메뉴얼에 대한 다운로드 

권한이 제공된다. 

2) NMT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NMT 자격 유지 조건 항목들과 공식적인 수료 인증서가 제

공된다.   

3) 협회원들에게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제공된다.  

4) 휴먼계정 상태의 협회원은 통지를 받게된다.  

5) 주어진 기간 내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회 명단에서 제외된다.  

 

비디오 영상 공유: 

1) 펠로우쉽 교육이나 프레젠테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디오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서명이 동반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a. 교육 또는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디오는 아래 항목의 개인

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한다.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사  

b.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잘못된 정보 보고: 

NMT의 정확한 이해와 지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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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거 기반의 NMT 임상 실습에 대한 의료계와 대중들의 이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협회 회원 소속 지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본 회의 목표는 소속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 교육을 이수 하였지만협회에서 진행중인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의한 NMT의 비윤리적 인식의 무분별한 전달을 막는다. 

• 잘못된 정보와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의 NMT에 대한 비전문적 정보 배포를 방지한

다. 

• 근거 기반 모델의 임상 기법을 적용하는 NMT 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치료사로부터 

올바른 치료 기법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충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NMT 혹은 NMT 펠로우라 사칭하는 경우를 협회 소속원이 발견하였을 시 

즉시 협회에 연락하도록 인도한다. 사칭하는 자가 직접 협회에 연락을 취하지 않거

나 대화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협회 소속원은 협회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 협회는 

추후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기관 조교 임명 충족요건:   

1) 협회 감독의 요청하에 임명된다. 

a. 모든 조교는 우수한 NMT 펠로우로 구성되어있다.  

b. 조교는 협회 이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는 커뮤니티내에서 특정 전문 지

식을 갖춘 초청 강사 및 임상 실습을 보조 할 수 있다.  

2) 협회 죠교 (초빙 강사, 임상 실습 보조원)는 주어진 역할에 대해 가능한 가장 높은 수

준의 협회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책임 및 윤리적 문제 해결 절차: 

1) NMT 관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협회와 소속원과의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  

2) 소속원으로서 비윤리적 치료 또는 표현에 대한 우려는 언제든지 NMT 이사회에 제기될 

수 있다. 우려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NMT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다.  

3) 서면 보고를 받은 후 이사회 의장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NMT 이사회의 의원들과 정보

를 공유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문제 심각성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하게 된다: 

 제출된 정보가 추가 조치를 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협회 관계를 해소한다.  

 소속원을 위해 설명과 개선 계획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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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원에게는 개선 계획의 제출기한이 주어진다.  

2. 적절한 개선 계획을 제출할 시 협회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3. 요청한 날까지 개선되지 않을 시, 협회와의 관계가 해체되며 추가 조치

를 취하지 않는다.  

4. 제기된 사항의 심각 정도에 따라 소속원은 향후 다시 NMT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전에 해당 설명이 포함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해

야 하며, 교육 참가에 대한 승인과 협회와의 관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NMT 적용 및 TDM 상표권에 대한 인식 제고: 

1) 다음과 같은 NMT 기법과 용어는 상표권으로 지정되어 있다. 

   R.F. Unkefer Academy of Neurologic Music Therapy 

   Neurologic Music Therapy (NMT) 

Transformational Design Model (TDM)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RAS) 

   Patterned Sensory Enhancement (PSE)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TIMP) 

   Rhythmic Speech Cuing (RSC) 

   Vocal Intonation Therapy (VIT) 

   Oral Motor and Respiratory Exercises (OMREX)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Training Through Music  

(DSLM) 

   Musical Sensory Orientation Training (MSOT) 

   Musical Neglect Training (MNT) 

   Musical Executive Function Training (MEFT) 

2) 추가적으로, 다음 NMT 기법들은 협회 지적재산으로 등록되어있다. 

Musical Echoic Memory (MEM) 

Therapeutic Singing (TS) 

Symbolic Communication Training through Music (SYCOM) 

Associative Mood and Memory Training (A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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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y Perception Training (APT)  

Music in Psychosocial Training and Counseling (MPC) 

Musical Speech Stimulation (MUSTIM) 

Musical Attentional Control Training (MACT) 

3) 협회 소속원은 기법의 오용 및 NMT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기법의 상표권에 

대한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4) 협회 소속원은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NMT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협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NMT 펠로우 감독하에 진행되는 NMT 기법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1) 대학 실습 및 인턴쉽: NMT 펠로우 감독하에 NMT 기법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다. CBMT (MT-BC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및 NMT 트레이닝을 수료하지 않은 학생은 

NMT 기법을 사용하거나 NMT 소속이라 칭할 수 없다.  

2) NMT 임상 현장에서의 NMT 수료자가 아닌자를 고용하는 경우: NMT 협회에서 제공되

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든 음악치료사는 NMT 치료사라 칭하거나 NMT 기법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NMT 펠로우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현장에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

장한다.  

 

미디어 가이드라인: 

NMT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소속원은 저널 기사 및 뉴스 클립 등을 위한 인터

뷰를 요청받을 수 있다.본 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나 NMT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한다:  

• 미디어에 음악치료와 NMT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 NMT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NMT의 근원 및 개발 과정 그리고 NMT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NMT의 근원이 개인의 전문 분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 미디어에 최종으로 배포되는 모든 측면을 제어할 수 없지만, 소속원은 연구 기반 모델로

서의 NMT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o NMT 는 1999년에 5명의 연구원 및 임상가 그룹 (Michael Thaut PhD, Gerald 

McIntosh MD, Volker Hoemberg MD, Corene Thaut PhD, Ruth Rice DPT)에 의해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연구소와 뒤셀도르프 의과 대학의 신경 재활 연구소에서 수행

된 연구의 임상 적용으로 공식적으로 개발 및 도입되었다. 펠로우쉽 교육동안의 피

드백 및 토론을 바탕으로 17개의 기법에서 3가지 기법 (DSLM, SYCOM, MEM)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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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 및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펠로우쉽 교육을 참가할 수 없을 시?  

NMT 치료사는 협회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대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즉시 협회에 연락을 취한다. 

NMT는 또 다른 음악치료 자격증인가? 

NMT는 MT-BC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음악 치료사에게 제공되는 교육 인증서이며, 자격증

이 아니다.  

이력서에 표기하는 방법은? 

NMT 교육 및 펠로우쉽은 교육이수 (continuing education) 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식적인 곳에서의 소속 지위 표기는? 

전문성을 위해서 NMT는 짧거나 길게 자신의 상태를 표기할 수 있다 (예: NMT, NMT Fellow, 

Neurologic Music Therapist 또는 Neurologic Music Therapist, Fellow). 

수 년동안 실습하고 많은 기법을 수행함에도 NMT 추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NMT가 유지되

지 않는 이유는? 

NMT 는 근거 기반 실습이므로 새로운 연구와 임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수

년에 걸처 펠로우쉽 교육 중에 논의되는 새로운 연구 및 임상 실습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기법이 

변경되고 새로운 기법들이 추가되어 왔으므로, 임상가와 교육가의 지속적인 교육은 NMT 모델을 

보호하고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NMT 는 어떻게 보호되고 상표로 등록이 되는가? 

NMT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NMT를 보급, 발전 및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501 (C) 3 조직으로서 

다음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였다:  

R.F. Unkefer Academy of Neurologic Music Therapy 

   Neurologic Music Therapy (NMT) 

Transformational Design Model (TDM)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RAS) 

  Patterned Sensory Enhancement (PSE)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TIMP) 

  Rhythmic Speech Cuing (RSC) 

  Vocal Intonation Therapy (VIT) 

  Oral Motor and Respiratory Exercises (OMREX) 

  Developmental Speech and Language Training Through Music (DS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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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al Sensory Orientation Training (MSOT) 

  Musical Neglect Training (MNT) 

  Musical Executive Function Training (M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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