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가끔은 제 정신 허태균 쌤앤파커스

2 기분다스리기 테니스 그린버거 외 학지사

3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크리스텔 프티콜랭 부키

4 나는 왜 감정에 서툴까? 이지영 청림출판

5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김정호 불광출판사

6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이무석 비전과리더십

7 나를 존중하는 삶 나사니엘 브랜든 학지사

8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 로버트 존슨, 제리 롤 Y 브릭로드

9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베르벨 바르데츠키 걷는나무

10 눈치보는 나, 차각하는 너 박진영 시공사

11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 최병진 푸른숲

12 당신의 마음에 칭찬을 달아드립니다 정호승 해냄

13 대화통로 뚫기 테보라 태넌 한º언

14 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파멜라 버틀러 소울메이트

15 따귀 맞은 영혼 베르벨 바르테츠키 궁리

16 마음에 말걸기 대니얼 고틀린 문학동네

17 마음의 해부학-친밀한 관게를 만드는 소통의 비밀 토머스 해리스 21세기북스

18 만 가지 행동 김형경 사람풍경

19 몸은 나보다 먼저 말한다 피터 콜릿 청림출판

20 분노 컨트롤 칩 잉그램, 베카존스 디모데

21 불안과의 싸움: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위로의 심리학 앨버트 엘리스 북섬

22 비폭력 대화 마셜 B. 로젠버그 바오

23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의 비밀 이토 아키라 좋은책

24 사람풍경 김형경 예담

25 상담철학과 윤리 김현아 외 11 학지사

26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제프리 E. 영 외 열음사

27 생각의 충동 김병원 자유지성사



28 수줍음과 사회불안의 극복 마틴 안토니 외 시그마프레스

29 심리학, 배신의 상처를 위로하다 이브 A. 우드 아마고

30 심리학, 습관에게 말을 걸다 앤 가드 시아출판사

31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 베벌리 포터 한스미디어

32 영화속의 정신장애 Danny Wedding 외 평민사

33 예술작품과 정신분석 이창재 외 3 학지사

34 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하는가? 존 포웰 S.J 누림

35 인생의 2막, 대학생활 권석만 학지사

36 주머니 속의 행복 김도애 소담

37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프랭클 청아출판사

38 중독 심리치유 에세이- 나를 사랑해야 치유된다 선안남 ㈜신원문화사

39 프로이드와 영화를 본다면 김상순 북애드

40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언 웅진지식

41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책 베티 B. 영즈 살림

42 행복의 조건 조지 베일런트 프런티어

43 홀가분 정혜신 해님출판사

44 화, 분노에서 벗어나기 Ron, Pat Potter-Efron 눈과마음

45 화가 날때 읽는 책 알버트 엘리스 학지사

46 화의 심리학: 성공하는 사람은 화내는 법이 다르다 비벌리 엔젤 용오름

47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흔

48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외 인플루엔셜

49 감정의 성장 김녹두 위고

50 감정 폭력 베르너 바르텐스 걷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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