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와감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안내 및 동의서 

 

심리상담을 시작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에는 상담 안내 및 개인정보 기록 및 보관 열람에 대한 내

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찬찬히 읽으신 후,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후, 

동의 서명하여 주십시오. 

 

심리상담의 기간 및 횟수    심리상담은 보통 규칙적인 회기로 구성되며, 매 회기 마다 50분 시간이 소

요됩니다. 기간과 횟수는 내담자의 문제심각도와 개인적 계획과 바램을 고려하고, 상의하여서 정합니다.   

 

심리상담비의 방침   1회 심리상담 회기의 개인상담비 (부부, 커플상담비)는                  입니다. 

상담비는 24시간 전까지 사전 납부되어야 상담시간이 확정됩니다. 계좌이체나 카드결재로 납부합니다. 

 

심리상담의 연기 및 취소 방침    상담약속을 연기, 취소를 원할 때, 예약 당일 1일 전까지 알립니다. 

예약 당일에 취소, no show를 하시면 해당 회기의 상담비가 과금됩니다. 단, 천재지변, 갑작스런 사고 및 

심각한 질병과 같은 일로 불참하시면 과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각하시더라도, 종료 시간은 같습니다.   

 

비밀보장    귀하의 상담 내용 및 정보들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절

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 자신이나 타인에게 생명의 위협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

에 대하여 비밀 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검사자료의 기록 및 관리   상담자는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 및 검사 내용을 기록

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관합니다.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제공은 합당하고 적절한 목적에 

한해서 본인에게만 허용하며,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습니다.  

 

종결의 자유와 의사표현   종결을 원하시면 언제든 종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종결의사를 미리 상담

자에게 말씀하시어 상담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길 권고합니다. 상담자도 상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상담자를 불신하고 부당한 언행을 하는 경우, 상담 종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타전문가의 협조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의 협조 및 가족의 보호 하에 상담이 진행됩니다. 1) 

심각한 정신적 혼란 상태나 행동적 문제가 있을 때, 2) 가족 문제가 내담자 문제를 악화시킬 때 3)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 예상될 때이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치료의 병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진전과 성과   상담성과는 대개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담을 진행할 때, 그 

효과를 안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또한 내담자의 상담동기 및 변화에의 의지와 상담자와 협력적 관계는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자신의 변화 의지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를 믿고 협력해나갈 수 있을지도 잘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나는 위에 기술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내담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서명)  상담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서명) 

작성일 :  20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