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C Service Hour

상담을 위해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
The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LA Center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213.388.1000

Website kacc.wmu.edu
E-mail counseling119@gmail.com

World Mission University
The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213.388.1000  월 - 금 9am - 6pm

Contact Us

모든 상담 관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한인 기독교 상담소가 
계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종료시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이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서비스 비용

한인 기독교 상담소는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성도들이 
상담을 통해 개인적,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목회자나 
담당자가 본 상담소에 추천을 
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교회는 
상담소를 위해 언제든지 
후원을 해주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후원이 
한인 사회에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인 기독교 상담소의 
후원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Check을 Pay to Order에 
World Mission University 라고 
기입하여 (Memo: KACC 표시)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상담소 후원 안내

500 Shatto Place, STE 200,
Los Angeles, CA 90020

건강한 내면

성숙한 관계

행복한 삶
kacc.wmu.edu
www.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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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란 

내담자의 기도의 

골방에 함께 있는 

것이다. ”

한인 기독교 상담소(KACC)는 고통을 당하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일으켜 세워 건강한 내면, 성숙한 

관계,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세운 비영리 기독교 상담 

기관입니다.

상담소 설립 목적

한인 기독교 상담소(KACC)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를 도와 건강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담소 미션

상담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특강

•  커플 상담

•  가족 상담

•  사례 컨퍼런스

•  교회 내 상담 사역

•  상담과 영성의 통합

•  다양한 상담 기법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행복 세미나

•  부모 교육

•  부부 관계 증진

•  스트레스 관리

•  결혼 예비 학교

•  대인 관계

•  분노 조절

•  자존감

•  사모, 선교사 지원 그룹

건강한 내면

성숙한 관계

행복한 삶

성격, 정서, 대인 관계, 진로, 부부 및 이성 관계, 

자녀 양육, 결혼 및 가족, 영적 성숙,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 자존감과 정체성, 이별과 상실 등

상담 방법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목회자 및 선교사, WMU 재학생

상담 대상

문제 영역

l 개인 상담 l

상담자와 일대일로 진행

l 부부, 가족 상담 l

부부, 가족 전체가 같이 상담을 진행하나 필요에 따라 

개인 상담으로 진행

l 아동, 청소년 상담 l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수준, 심리적 문제, 특수 상황에 

따라 상담을 진행, 필요에 따라 부모 컨설팅

l 그룹 상담 l

공통의 문제를 탐색 해 나가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그룹 상담으로 진행

l 온라인 상담 l

온라인 ZOOM을 사용하여 자택에서

안전하게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