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전화

04933 서울광진구 용마산로127 국립정신건강센터사회사업팀

수정일: 2020. 7. 13.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예약

사회사업팀 02-2204-0266

02-2204-0114

정신건강상담 1577-0199

보건복지상담 129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1. 전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
02-3444-9934
031-212-0432
051-242-2575
053-256-0199
032-468-9911
062-600-1930
042-486-0005
052-716-7199
033-251-1970
043-217-0597
041-633-9183
063-251-0650
061-350-1700
054-748-6400
055-239-1400
064-717-3000

주소
종로구 동숭3길 40 일석기념관 3, 4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2층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원 12층 (대연동)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라파엘관 5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4
광주 동구 제봉로 27, 한일빌딩 5F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88번길 9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5, 2층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5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1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별관 301호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7 아이원빌딩 4층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87, 복지동 3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제주시 아란13길 15(제주대학교병원 내 별관)

2. 서울광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초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
02-2226-0344
02-471-3223
02-985-0222
02-2600-5926
02-879-4911
02-450-1895
02-861-2284
02-3281-9314
02-2116-4591
02-2091-5223
02-963-1621
02-820-4072
02-3272-4937
02-3140-8081
02-2155-8215
02-2298-1080
02-2241-6314
02-2147-5030
02-2061-8881
02-2670-4793
02-2199-8340
02-351-8680
02-745-0199
02-2236-6606
02-3422-3804

주소
강남구 일원로9길 38 형일빌딩 3층(일원동)
강동구 성내로45 강동구보건소 1층(성내동)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강북구보건소분소 3층
강서구 공항대로561 강서구보건소 지하1층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별관 4층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구로구 새말로 60, 제중요양병원 별관 지하 1층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5층(독산1동주민센터 건물)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5층
도봉구 방학로3길117 도봉구보건소 1층
동대문구 홍릉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2층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 동작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3층
마포구 성산로 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보건소 별관 우리들 4층
서초구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3층
성동구 행당로 12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6층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구보건소 지하 1층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보건소 내 4층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보건소 1층
은평구 연서로 34길 11 3층
종로구 성균관로 15길 10
중구 서소문로 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층
중랑구 면목로 238 중랑구민회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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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여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
031-581-8881
031-968-2333
031-908-3567
02-504-4440
02-897-7787
031-762-8728
031-550-8614
031-461-1771
031-998-4005
031-592-5891
031-863-3632
032-654-4024
031-754-3220
031-751-2445
031-273-7511
031-242-5737
031-247-0888
031-316-6661
031-411-7573
031-678-5361
031-469-2989
031-840-7320
031-770-3526
031-886-3435
031-832-8106
031-374-8680
031-286-0949
031-458-0682
031-828-4567
031-637-2330
031-942-2117
031-658-9818
031-532-1655
031-790-6558
031-369-2892

주소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155 가평군건강증진센터 1층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2층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28번지 일산 동구 보건소 2층
과천시 관문로 69번지 보건소 1층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립 노인요양센터 1층)
광주시 파발로 194번지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84 보건소 3층
군포시 군포로 221(부곡동) 군포시노인요양원내 1층
김포시 사우중로 108번지 보건소별관2층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시청 신관 1층
동두천시 생연동 714-9번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번지 원미보건소3층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신흥동 3435번지) 5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동관 8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영통구보건소 4층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89 (매산로3가) 2F
시흥시 호현로 5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구보건소 1층)
안성시 강변로 74번지 18(도기동)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 5층)
양주시 삼숭로 61번길 10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양평군보건소내 1층
여주시 세종로338번지 여주대학교 소통본부2층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36 연천군보건의료원내
오산시 경기동로59 보건소2층 정신건강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의왕시 오봉로34 의왕시보건소 별관1층
의정부시 의정부동 범골로 131 보건소 3층
이천시 이섭대천로1119 이천상공회의소 2층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
평택시 평택5로56(비전동 850) 본관2층
포천시 포천로 1612 보건소 3층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 보건소 지하1층
화성시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내 1층

4. 인천광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2-930-4077

강화군 강화읍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547-7087

계양구 장기서로8 장기보건지소 3층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465-6412

남동구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6층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765-3690~1

동구 인중로 377(만석동43-235) 2층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421-4045~7

남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본관3청사 2층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5602

부평구 부흥로 287 부평구보건소 별관2층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1371

부평구 평천로 447 2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560-5006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4층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899-9430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15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760-6090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중구보건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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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사로 26-1

5. 대전광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931-1671

대덕구 석봉로 8번길 55, 대덕구보건소 별관2층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673-4619

동구 현암로 22(삼성동)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488-9741

서구 만년로 74, 서구보건소 6층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825-3527

유성대로 730번길 51 유성구보건소 2층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257-9930

중구 수도산로 15(대흥동)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4-861-852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 세종시립병원 2층

6. 대구광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628-5863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637-7851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교육관 내

5층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3-643-0199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458길 6-2, 3층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983-8340

동구 신평로 16길 57-2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353-3631

북구 성북로 59 2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563-2595

서구 북비산로 71길 7 2층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756-5860

수성구 수성로 213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3-256-2900

중구 태평로 45 중구보건소 3층

7. 광주광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941-8567

광산구 상무대로 239-1 3층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676-8236

남구 봉선로 1 남구청사 5층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233-0468

동구 서남로 1 동구보건소 2층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267-5510

북구 북문대로 43, 2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62-350-4195

서구 운천로 172번길 32 상무금호보건지소 2층

8. 부산광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970-3417

강서구 공항로 811번길 10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18-8700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별관 5층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1-727-5386

기장군 정관면 용수로 4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626-4660~1

남구 유엔평화로 4번길 61, 3층(대연동, 왕비빌딩)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911-4600

동구 구청로1, 동구청 보건소 3층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07-7306~7

동래구 명륜로 187번길 56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334-3200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덕천동) 북구보건소 3층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314-4101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3층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65-0512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46-1981

서구 부용로 30 서구보건소 2층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714-5681

수영구 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 5층(광안동)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861-1914

연제구 연제로2 연제구보건소 3층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404-3379

영도구 동삼북로 3, 상가 209호(주공아파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57-7058

중구 흑교로 48 2층

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638-2662

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별관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741-3567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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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로 37번길 59

2층

9. 울산광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27-1116

남구 삼산중로 132 3층(삼산동, 남구보건소)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33-1040

동구 봉수로 155, 3층(화정동, 동구보건소)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88-0043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2-262-1148

울주군 서향교1길 67-12 울주군보건소 2층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2-292-2900

중구 외솔큰길 225 3층(남외동, 중구보건소)

10. 강원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651-9668

강릉시 강릉대로 313번길 6 동부도시보건지소 1층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682-4020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533-0197

동해시 효자로 683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574-0190

삼척시 척주로 76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633-4088

속초시 중앙로 17번길 6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80-2789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673-0197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영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74-0199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746-0199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4층

인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61-7427

인제군 인제로 140번길 34

정선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560-2790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1층

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50-5104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244-7574

춘천시 효제길 35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3-554-1278

태백시 태백로 905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3-0199

평창군 종부로 61 신관 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30-4035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 홍천군보건소 2층

화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440-2863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45-9901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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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청북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832-0330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27-10

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420-3257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1로 17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544-6991

충북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45

영동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740-5624

충북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7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730-2199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53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872-1883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3-646-3075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종합보건복지센터 3층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835-4276~9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3-536-8387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보건소별관2층

청주시 상당 정신건강복지센터

043-201-3122~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 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043-291-0199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위너스빌딩 4층

청주시 청원 정신건강복지센터

043-215-686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1층

청주시 흥덕 정신건강복지센터

043-234-8686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5번길 16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3-855-4006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78 2층

12. 충청남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계룡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2-840-3571

충남 계룡시 장안로 54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852-1094

충남 공주시 주미길44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751-4721

충남 금산군 금산로 1559 다락원스포츠센터 1층

논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746-8121-7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관촉동)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352-4071

충남 당진시 서부로 56

보령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930-4184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234

부여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830-2483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205

서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661-6547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6로 6

서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950-6732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아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1-537-3453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339-8057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7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41-521-50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영덕빌딩 1층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41-578-97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청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940-455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54

태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671-5395~8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41-630-9014

충남 홍성군 내포로 136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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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라북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563-8751

전북 고창군 전봉준로 90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451-0363

전북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542-1350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 보건소 2층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625-4122

전북 남원시 동문로 42-1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320-8333

전북 무주군 한풍루로 413 무주보건의료원 4층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581-5830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262-3066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841-4235

전북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보건소 1층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273-69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2층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535-2101

전북 정읍시 수성1로 61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430-8514

전북 진안읍 진무로 1189 진안군보건소

124

14. 전라남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30-3570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30-6673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5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63-9917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3, 별동 2층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797-3778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780-2047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30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333-6200

전남 나주시 풍풀시장 2길 57-32 2층

담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80-2972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2층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270-4266

전남 목포시 석현로 48번길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450-505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53-5500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3, 2층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749-6695

전남 순천시 석현동 중앙로 232 순천시보건소 3층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659-4255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50-5666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17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50-6745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장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90-8373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3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860-0541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13

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40-6058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함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20-2512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해남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531-3768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1-374-46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 화순군보건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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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동, 하당보건지소)

15. 경상북도 기초정신건강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3-816-7190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8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777-1577

경북 경주시 양정로 300 경주시보건소 2층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50-7900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8

구미시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054-480-4377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480-4045

경북 구미시 선산대로 111 구미보건소 2층

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433-4005

경북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42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554-0802

경북 문경시 신흥로 165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74-1126~7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보건소 3층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536-0668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30-8264~7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3층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842-9933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3

영덕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730-7161~3

경북 영덕군 영덕릅 경동로 8367, 3층

영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480-5197

경북 영양군 영양급 동서대로

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639-3892~5

경북 영주시 시청로 1번길 19, 1층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4-331-6770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1(창구동)

예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50-8084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울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783-1250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의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833-0046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1122-30

청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373-8006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79-15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870-7342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73-2023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54-270-4091

경북 포항시 동해안로 6119

포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54-270-4193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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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상남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639-6119

경남 거제시 수양로 506

거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40-838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670 4057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070-4632-29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7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860-8785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밀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359-7078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41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831-279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39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70-7631~2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2층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367-2255

경남 양산시 중앙로 7-32, 4층

의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570-4093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749-4970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83

창원시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055-225-603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15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055-225-669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62 서부보건지소 3층

창원시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055-287-12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4층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530-6225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650-6158

경남 통영시 안개4길 108

하동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880-6647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함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580-3201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 4길 10, 함안군보건소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60-5358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합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5-930-483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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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국 자살예방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딜 11층

서울시자살예방센터(광역)

02-3458-106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5층

서울시 도봉구자살예방센터

02-2091-52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1층

서울시 성북구자살예방센터

02-916-91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4층

서울시 송파구자살예방센터

02-2147-50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5

경기도자살예방센터(광역)

031-212-0437

경기 수원시 장안수 수성로 245번길 69 2층

가평군자살예방센터

031-581-8881

경기 가평읍 가화로 155-15

광명시자살예방센터

02-2618-8255

경기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1층 11호

부천시자살예방센터

032-654-4024

경기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 어울마당 3층

성남시자살예방센터

031-754-322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47-3279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시흥시자살예방센터

031-316-6664

경기 시흥시 호현로 55

안산시자살예방센터

031-418-012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상록구보건소 3층

양평군자살예방센터

031-770-3532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1 3층

여주시자살예방센터

031-886-3435

경기 여주시 세종로 338

용인시자살예방센터

031-286-0949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3층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031-894-8089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이천시자살예방센터

031-637-2330

경기 이천시 증일동 이섭대천로 1119 2층

파주시자살예방센터

031-942-2117

경기 파주시 봉천로 68 파주건강증진센터 1층

인천시자살예방센터(광역)

032-468-99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6번길 24, 5층

인천 미추홀구자살예방센터

032-421-404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95, 본관3청사 2층

대구시자살예방센터(광역)

032-256-0199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라파엘관 5층

광주광역자살예방센터(광역)

062-600-1930

광주광역시 동구 제볼로 27, 5층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광역)

051-242-2575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빌딩 12층

강원도자살예방센터(광역)

033-251-197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5 유칭프라자 3층

춘천시자살예방센터

033-244-7574

강원도 춘천시 효제길 35

원주시자살예방센터

033-746-0198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4층

홍천군자살예방센터

033-435-7482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

천안시자살예방센터

041-571-019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 8길 29 (성정동 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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