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순번 기관명 전문가 주소 연락처

1 광화문마음공간심리상담센터
김현미, 
박윤아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211호

02-720-7127

2 그랑조행복찾기심리상담센터 조현섭
서울 서초구 잠원로 8길 2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상가 409호

010-6335-0391

3 다움심리상담센터 이은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6 대정프라자 603호 02-2672-1377

4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조성민 서울 중구 퇴계로 32길 22 1층 02-821-5953

5 새봄심리상담연구소 신영주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1023호

010-3565-7294

6 세인임상심리연구소 이기련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레이크빌 306호

02-6287-1275

7 심리상담센터 마음안아주기 이혜정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1동 827호(경운동,운현궁sk허브)

010-2765-2512

8 이수심리상담센터 전진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오슈페리움
1차 B동 1706호

02-523-5283

9 이화심리상담센터 전현민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길 17(창동)
중앙빌딩 4층 402호

02-999-5232

10 심리상담센터 함께
윤  영
박희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408호

02-2104-6833

11 심리상담소 턴 김수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721
리버튜오피스텔 1007호

02-512-2680

12 임선영심리상담연구소 임선영
서울 양청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2907호

02-6671-9090

13 경인심리건강센터 이봉건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52
네이버시티빌딩 2층 201-1호

032-321-2841

14 로뎀심리학습상담센터 오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 515호

031-904-4569

15 세움심리상담연구소 강은영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82번길
107-32, 202호

031-202-3812

16 심리상담센터 폭신폭신 조혜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1709호

010-2140-1709

17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사람
(과천점)

윤수연, 
이준득

경기 과천시 중앙로 137(가보자빌딩) 404호 02-3418-0502

18 심리클리닉 아이진 김진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2, 
삼라마이다스빌 505호

010-4667-2327

19 심리상담소 여지 예미숙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515번길 61
송림메디컬프라자 8층 810호

010-8312-3714



20 이든샘가족아동청소년상담소 손혜련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031-478-9958

21 나온심리상담연구소 이소연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3, 302-501 031-422-3571

22 심클심리상담연구소 박  일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4번길 1, 3층 0507-1482-0916

23 나무솔심리상담센터 정현옥
경기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 우성메디피아 709호

032-576-0030

24 심리상담센터 아낌 신정원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8, 2층 033-263-1155

25 춘천임상심리연구소 김은희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12,
온의한주아파트상가 솔3호

033-255-1533

26 그로잉마인드심리상담센터 최윤경
세종시 한누리대로284, 311호
(마들렌 오피스텔)

010-8410-9520

27 손애리심리연구소 손애리 대전 서구 둔산로 133, 현대아이텔 418호 010-4174-0060

28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 이철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길 3, 202호 041-558-3837

29 휴심리상담소 고숙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20번길 72(203호)

010-6462-4650

30 마음그루심리상담센터 최이순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8
예일빌딩 504호

051-949-2632

31 마음꽃심리상담연구소 이수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2길 41 기전시티텔 804호

010-2581-0901

32 라온혜윰힐링센터 백용매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신길 11-5 053-853-7579

33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최정민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306호

053-657-6571

34 행복생활심리상담센터 이태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0길 7, 4층 053-655-8357

35 사단법인 심리건강연구소 김석웅 광주 남구 남문호 734, 103동 206호 062-512-0039

36 최영미마음상담센터 최영미
광주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빌딩 4층 (우산동)

062-263-7942

37 내마음의펭귄 김현정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070-4213-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