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22 (한강로2가 137-3) 3층 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 02-385-6494

한국조화상담연구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41 (대명동 39-1번지) 자문빌딩 3층(2013년 학회지 4호 우편물 반송 2014.01.09) 053-741-0179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9 (서초동) 이레오피스텔 701호 02-3473-2240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24길 20 (대명동 1893-31) 053-653-1004

(사)한국인성개발연구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22 아침빌딩2층 02-766-3224

TS부산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56-1 (대연동 537-21) TS부산심리상담센터 051-627-6646

가톨릭대학교 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역곡동)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니콜스관 118호 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02-2164-4656

가톨릭대학교상담심리대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성의교정 성의회관 6층 603호 상담심리대학원 02-2258-7726

경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월영동, 경남대학교) 한마관 1층 학생상담센터 055-249-2722

계명문화대학 면학진흥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번지 (신당동) 053-589-7977

광주심리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9 (농성동 269-8) 거송빌딩 1002호 062-527-3400

구나심리연구소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0-7 구나심리연구소 033-762-0538

극동상담심리연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목동) 현대41타워 1304호 02-2168-2891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용산동5가, 용산파크타워아파트) 103동 502호 02-793-6150

다리꿈발달상담교육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0 코로스 프라자 406호 031-416-7179

대구복지상담교육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35 감삼동 대구복지상담교육원 (우: 42444) 053-474-4077~8

대한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331-26(옥성리 700-4) 054-933-0877

모희상담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70 (후평동 836-1) 033-254-4131 / 010-8805-8744

부산상담및심리치료연구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6 (거제1동 78-6) 윤성빌딩 4층 051-505-7202

상담교육연구소 도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1 (역삼동 738-15) 역삼빌딩 403호 02-555-9904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성 이냐시오관 1층 왼편동 02-705-8211

서울디지털대학교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도화동) 마포태영데시앙 6층 서울디지털대학교 02-2128-3254

서울부부가족치료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길 48 02-593-9915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리상담센터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리상담센터 02-890-2853

서울여대 심리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공릉동 126번지)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203호 970-5167

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3 (서초동 1694-12) 신원빌딩 4층 02-592-4530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서울시 중구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아파트 110동 1601호 02-3147-0657

소열심리상담센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31-4(자하문로 17길 27) 우남빌딩 301호 02-725-1050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디지털정보팀 02-710-9128

아가페심리상담센터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441(행당동, 신동아아파트) 종합상가 205호 070-7736-0536

안산대학교 도서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4-4 예광북스(안산대학교 도서관) 02-336-0257

온마음상담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4 (봉천동, 대우디오슈페리움1단지) B동 1402호 02-887-6962

와이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1길 3 (중앙동2가 3-4) 가고파빌딩 4층 Y심리상담센터 055-245-7660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54 (원남동 150-2)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학처 02-763-7448(1번) / 070-8620-3301

육군교육사령부 도서관 대전 유성구 자운로 99 (자운동) 사서함 78-100 육군교육사령부 도서관 042-878-6947

육군종합행정학교도서관 충북 영동군 영동읍 양강면 양정리 산25번지 육군종합행정도서관 02-3403-5328

인덕대학도서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월계동) 인덕대학교 02-9550-7179

전진상영성심리상담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0길 35-4 (충무로2가 11-2) 02-726-0700,10

조우심리상담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5-2 (다가동3가 64-18) 성운빌딩 2층 063-232-8425

진애인아동가족치료연구소 (04537) 서울 중구 명동10길 35-4 (충무로2가, 전.진.상 수녀원, 학생관) 전진상영성센터(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02-587-9207

천안대학교 도서관 열람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안서동 393) 천안대학교 백석학술정보관 3층 연속간행물실 041-620-9626

최승애심리상담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60번길 4-5 (대잠동) 2층 최승애심리상담센터 054-281-5123

충남대학교 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궁동) 충남대학교 도서관 042-821-7204(5)

한겨레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목동) 현대41타워 3914호 02-2642-12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산정보관 4층 참고열람실 041-560-1387

한국단기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78 (신도림동, 신도림3차동아아파트) 309동 1901호 02-597-5264

한국사회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구의동) 프라임프라자 506/507호 02-446-63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북정동19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052-703-0629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서초동),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도서관 4층 02-584-6851

한국상담임상교육센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2길 22 (경운동) 5층 02-501-0227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문래동5가) 벽산디지털밸리605호 02-790-9361

한국카운슬링센터 경기 부천시 호현로489번길 52 (소사본동, 서울신학대학교) 교육복지센터 5층 한국카운슬링센터 032-340-9270

한신대학교 도서관 경기 오산시 한신대길 137 (양산동, 한신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정기간행물실 031-379-0153

해드림상담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77, 301호 041-547-0900 / 010-6408-7115

해피인상담연구소 대구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대구매일신문사) 10층 1008호 070-8831-0405 / 053-253-3004

혜담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80길 9 (청담동 97-9) 02-515-2166

홍경자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서초동, 현대슈퍼빌) 상가 204호 02-521-3250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상수동)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정기간행물실 02-3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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