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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연극치료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
명상/불교심리/요가/자아초월
NLP 치료/최면
원예치료/동물매개치료
영화치료
무용치료
심리검사의 이론과 활용
로르샤흐 평가

심리학

심리학개론

5판

4판

2판

심리학의 이해

현대 심리학의 이해

현대 심리학 입문

윤가현·권석만·김경일·김신우·
남종호·서수연·송현주·신민섭·
유승엽·이영순·이현진·전우영·
천성문·최준식·최해연 공저

현성용·곽금주·김미리혜·성한기·
신종호·유태용·윤병수·이영호·
이재호·이주일·임선영·정윤경·
조성근·진영선·한광희 공저

현성용·김교헌·김미리혜·
김아영·김현택·박동건·성한기·
유태용·윤병수·이순묵·이영호·
이재호·이주일·진영선·채규만·
한광희·황상민 공저

2019년
사륙배판·양장·552면·22,000원
ISBN 978-89-997-1760-4 93180

2020년
사륙배판·양장·576면·24,000원
ISBN 978-89-997-2144-1 93180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544면·20,000원
ISBN 978-89-997-0864-0 93180

4판

심리학의 세계

심리학의 현대적 이해

인간행동과 심리학

원서 5판

안창일 편
고영건·구민모·김근향·김나라·
김미리혜·김진영·김현택·남기춘·
류승아·박기환·윤선아·이순묵·
이정흠·최승원·최윤경 공저

오세진·김청송·신맹식·양계민·
이요행·이장한·이재일·정태연·
조성근·조수현·현주석 공저

Samuel E. Wood·
Ellen Green Wood·
Denise Boyd 공저
김초복·장문선·허재홍·김지호·
진영선·곽호완·박영신 공역

2015년
사륙배판·양장·512면·23,000원
ISBN 978-89-997-0648-6 93180

2015년
국배판변형·반양장·640면·28,000원
ISBN 978-89-997-0739-1 93180

2012년
사륙배판·양장·512면·19,000원
ISBN 978-89-6330-949-1 93180

심리학

인간 이해의 심리학

인간생활과 심리학

남승규·이재창·
우석봉·박준호 공저

오경기·이재호·김미라·김태훈·
김시현·김문수·이건효·송길연·
구훈정·정형수·한 민·조옥경·
최 훈 공저

민윤기ㆍ김보성ㆍ
안권순ㆍ한건환 공저

2015년
사륙배판·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997-0584-7 93180

2020년
사륙배판·양장·560면·23,000원
ISBN 978-89-997-2177-9 93180

2011년
크라운판ㆍ양장ㆍ368면ㆍ18,000원
ISBN 978-89-6330-621-6 93180

네비드의 심리학개론

심리학을 변화시킨
40가지 연구

가볍게 떠나는
심리학 시간여행

로저스 R. 호크 저
유연옥 역

장현갑 저

2001년
신국판·반양장·480면·14,000원
ISBN 978-89-7548-515-2 0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272면·13,000원
ISBN 978-89-997-0562-5 03180

더 알고 싶은 심리학

심리학과 직업세계 1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으로
성공을 잡아라

－원리와 적용－

Jeffrey S. Nevid 저
신성만·박권생·김주은·김병일 공역

2019년
국배판변형·반양장·904면·35,000원
ISBN 978-89-997-1744-4 93180

☞ 2019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심리학에 대한 소개부터 진로,
해외 유학, 취업, 자격증까지－
이종한 저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344면·15,000원
ISBN 978-89-997-1603-4 03180

2012년
신국판·반양장·198면·12,000원
ISBN 978-89-6330-806-7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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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국판·반양장·344면·15,000원
ISBN 978-89-997-1162-6 03180

인지·생물 심리학
☞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NEW

인지심리학의 기초
원서 3판

3판

인지심리학

Michael W. Eysenckㆍ
Marc Brysbaert 공저
김태훈·이윤형·최원일·최지연 공역

이정모·강은주·김민식·감기택·
김정오·박태진·김성일·신현정·
이광오·김영진·이재호·도경수·
이영애·박주용·곽호완·박창호·
이재식 공저

2021년
사륙배판·양장·624면·30,000원
ISBN 978-89-997-2504-3 93180

2009년
사륙배판·양장·592면·22,000원
ISBN 978-89-93510-03-4 93180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인지과학
－과거－현재－미래－
이정모 저

2010년
신국판·반양장·232면·13,000원
ISBN 978-89-6330-379-6 93180

☞ 2004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언어심리학
조명한·이정모·김정오·신현정·
이광오·도경수·이 양·이현진·
김영진·김소영·고성룡·정혜선 공저

2003년
사륙배판·양장·536면·20,000원
ISBN 978-89-7548-833-7 93180

심리학

☞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응용 인지심리학
박창호·곽호완·김보성·김영진·
남종호·박광배·신미경·안서원·
이재식·이태연·정혜선·한유화 공저

2018년
사륙배판·양장·384면·22,000원
ISBN 978-89-997-1631-7 93180

☞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글 읽는 뇌
–읽기의 과학과 진화–
스타니슬라스 드앤 저
이광오·배성봉·이용주 공역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19,000원
ISBN 978-89-997-1280-7 93180

심리학 입문 시리즈
☞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NEW
심리학 입문 시리즈

언어발달
–아동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해
가는가–

사고
－추리, 판단, 결정－

☞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개념과 범주적 사고
신현정 저

도경수 저

이현진 저
2021년
신국판·양장·208면·14,000원
ISBN 978-89-997-2318-6 93180

2019년
신국판·양장·240면·13,000원
ISBN 978-89-997-1749-9 93180

2011년
신국판·양장·208면·12,000원
ISBN 978-89-6330-741-1 93180

☞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 인지 및 생물심리
1
2
3
4
5
6
7
8
9

사고 출간
20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지각심리
언어심리 출간
문제해결 출간
의식과 주의
뇌와 마음
개념과 범주적 사고 출간
학습
기억

성균관대 도경수
강원대 김기택
아주대 김영진
서울대 박주용
연세대 김민식
연세대 이도준
부산대 신현정
전남대 김문수
전남대 박태진

언어심리

문제해결

－핵심 주제－

－문제를 골칫거리에서
도전거리로 변화시키기－

김영진 저

박주용 저

2018년
신국판·양장·144면·13,000원
ISBN 978-89-997-1443-6 93180

2016년
신국판·양장·264면·13,000원
ISBN 978-89-997-0922-7 93180

◦ 발달심리
1
2
3
4
5

마음과 사회성
지능과 창의성
언어발달 출간
인지발달
애착과 정서발달

충북대 김혜리
울산대 박혜원
영남대 이현진
연세대 송현주
가톨릭대 정윤경

☞ 2006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교양도서

느끼는 뇌
Joseph LeDoux 저
최준식 역

◦ 사회 및 성격심리(집필진 구성 중)
1 통일심리
2 고정관념/편견
3 사회적 판단

서울사이버대 채정민
아주대 김혜숙
충남대 전우영

2006년
신국판·양장·464면·15,000원
ISBN 978-89-5891-315-3 93180

9

생물심리학
－뇌와 행동－
Bob Garrett 저
신맹식·김시현·
이태관·최국환 공역

2013년
국배판변형·반양장·704면·32,000원
ISBN 978-89-997-0162-7 93180

심리학

인지·생물 심리학
NEW

fMRI
데이터 분석의 이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Russell A. Poldrack·
Jeanette A. Mumford·
Thomas E. Nichols 공저
김초복 역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25,000원
ISBN 978-89-997-0581-6 93180

치료자를 위한 뇌과학

니모놀로지

–근거, 모델 그리고 실제 적용–

기억 전략의 심리학

C. Alexander Simpkins·
Annellen M. Simpkins 공저
채규만·김지윤·정진영·
전진수·채정호 공역

J. B. Worthen·R. R. Hunt 공저
이재호·최윤경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3,000원
ISBN 978-89-997-2267-7 93180

2014년
신국판·양장·264면·13,000원
ISBN 978-89-997-0150-4 93180

NEW

마음·뇌·심리

실험심리학

－데카르트에서 제임스까지－

원서 10판

지각심리학

Robert H. Wozniak 저
진영선ㆍ한일조 공역

Barry H. Kantowitz·
Henry L. Roediger·
David G. Elmes 공저
도경수·고재홍·박창호·조영일 공역

Rainer Schönhammer 저
이모영 역

2011년
사륙판·양장·208면·9,000원
ISBN 978-89-6330-600-1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672면·35,000원
ISBN 978-89-997-2208-0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0266-2 93180

☞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시각심리학의 기초

예술심리학

Robert Snowden·Peter Thompson·
Tom Troscianko 공저
오성주 역

Ellen Winner 저
이모영·이재준 공역

2013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32면·23,000원
ISBN 978-89-997-0017-0 93180

2004년
크라운판·양장·592면·22,000원
ISBN 978-89-7548-576-3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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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디자인 그리고 인문학도를 위한

사회심리학

4판

사회심리학의 이해
한규석 저

2017년
사륙배판·양장·776면·27,000원
ISBN 978-89-997-1160-2 93180

심리학

사회심리학

한국인의 심리학

정태연·이장주·박준성·전경숙·
허성호·김동수·박은미·손찬호·
전미연·장민희·안혜정 공저

최상진 저

2016년
사륙배판·양장·640면·26,000원
ISBN 978-89-997-0368-3 93180

2011년
크라운판ㆍ양장ㆍ336면ㆍ17,000원
ISBN 978-89-6330-612-4 93180

증정불가

☞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NEW

NEW

문화, 유학사상
그리고 심리학

유학심리학의 체계 II

유학심리학의 체계 Ⅲ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

조긍호 저

조긍호 저

–인간 삶의 목표 추구와 
보편심리학의 꿈–
조긍호 저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568면·22,000원
ISBN 978-89-997-1753-6 93180

세계의 문화와 조직
Geert Hofstede·
Gert Jan Hofstede·
Michael Minkov 공저
차재호·나은영 공역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616면·23,000원
ISBN 978-89-997-0331-7 03300

2021년
신국판·양장·464면·18,000원
ISBN 978-89-997-2256-1 93180

2021년
신국판·양장·592면·23,000원
ISBN 978-89-997-2506-7 93180

문화심리학

편견사회

－동양인, 서양인, 한국인의 마음－

－당신은 편견에서 자유로운가－

한성열·한 민·이누미야 요시유키·
심경섭 공저

Rupert Brown 저
박희태·류승아 공역

2015년
크라운판·양장·592면·23,000원
ISBN 978-89-997-0659-2 93180

NEW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528면·20,000원
ISBN 978-89-997-1249-4 93180

NEW

사회적 배척과
심리적 통증

무의식의 심리학, 점화
전우영 저

전우영 저

2021년
사륙판·반양장·136면·11,000원
ISBN 978-89-997-2430-5 93180

심리전을 위한
설득의 심리학
송지희·김윤주·김소희·심진섭 공저

2020년
국판·반양장·184면·14,000원
ISBN 978-89-997-2058-1 03180

NEW

설득 커뮤니케이션
원서 10판
Joseph A. DeVito 저
박준성·문광수·박은미·
소용준·이병창·함진선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76면·29,000원
ISBN 978-89-997-2509-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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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2,000원
ISBN 978-89-997-2299-8 93180

범죄심리학

심리학

4판

범죄심리학

사이버 범죄 심리학

D. A. Andrews·James Bonta 공저
김시업·강 선·김경하·김미영·
전우병·최승혁·홍유진 공역

Gráinne Kirwan·
Andrew Power 공저
김지호·신상화 공역

2018년
사륙배판·양장·512면·25,000원
ISBN 978-89-997-1516-7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704면·28,000원
ISBN 978-89-997-1240-1 93180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464면·20,000원
ISBN 978-89-997-1218-0 93180

사이버심리학

수사심리학

범죄수사 심리학

Irene Connolly·Marion Palmer·
Hannah Barton·Grainne Kirwan 공저
이영호 역

David Canter·Donna Youngs 공저
김시업·강 선 공역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에
접근하기 위한 과학적
범죄수사기법을 말하다－

최신 범죄심리학
이수정 저

<근간>

수사심리학

오치 케이타 저
이미정 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80면·22,000원
ISBN 978-89-997-1733-8 0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88면·15,000원
ISBN 978-89-997-1348-4 93180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범죄자 프로파일링

진술분석

범죄수사심리학

홍성열 저

－실제 사례를 통한 숨겨진 진실과
정의 찾기－

－범죄, 사법, 법률, 개입－

2011년
사륙배판변형ㆍ양장ㆍ480면ㆍ21,000원
ISBN 978-89-6330-550-9 93180

김종률 저

Graham Davies·
Anthony Beech 편저
이봉건·이철원 공역

2010년
신국판변형·반양장·324면·13,000원
ISBN 978-89-6330-458-8 93180

2017년
국배판변형·반양장·648면·26,000원
ISBN 978-89-997-1296-8 93180

2판

인지면담
－수사면담 시 기억향상법－
Ronald P. Fisher·
R. Edward Geiseiman 공저
김시업 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368면·15,000원
ISBN 978-89-6330-767-1 93180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PCL-R

사이코패스

저자: Robert D.·Hare, Ph.D.
한국판 표준화: 조은경·이수정

이현수 저

－뿌리 없는 광란－

대상: 성인 남성
재소자와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정신병질 및 성격장애의 유무를 판
단하는 검사

2019년
신국판·반양장·200면·13,000원
ISBN 978-89-997-9260-1 03180

NEW

성학대 피해아동
법정면담
Kathleen Coulborn Faller 편저
김현정·신기숙 공역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496면·19,000원
ISBN 978-89-997-0014-9 93180

범죄 피해자 상담

법정 및 범죄 심리학 입문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실무 전략－

원서 5판

Laurence Miller 저
김태경 역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520면·20,000원
ISBN 978-89-997-0684-4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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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 R. Bartol·Anne M. Bartol 공저
신상화·박희정·윤상연·이장한 공역

2021년
사륙배판·양장·880면·32,000원
ISBN 978-89-997-2249-3 93180

범죄심리학 / 심리통계

심리학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의심

무죄론

유죄 오판

－형사사법절차의 심리학－

박광배·김상준·안정호 공저

－심리학의 교훈－
Brian L. Cutler 편저
김민지·최 관·박광배 공역

Dan simon 저
한유화·표지민·성유리·박광배 공역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424면·23,000원
ISBN 978-89-997-1229-6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1135-0 03180

교정상담

교정상담과 사회복귀

이현림·김말선·김성곤·박춘자·
서혜석·이언담·이영호·이장규·
하창순·한숙자 공저

Patricia Van Voorhis
Emily J. Salisbury 공저
이언담·신기숙·최윤석 공역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488면·20,000원
ISBN 978-89-997-1115-2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512면·25,000원
ISBN 978-89-997-2077-2 93180

8판

2판

2판

현대기초통계학

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

김석우 저

jamovi 통계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성태제 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600면·25,000원
ISBN 978-89-997-1924-0 93310

201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56면·24,000원
ISBN 978-89-997-1670-6 93180

설현수 저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0770-4 9331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56면·25,000원
ISBN 978-89-997-2048-2 93310

증정불가

사회과학통계의 기본
–R 예제와 함께–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김수영 저

－MPLUS 예제와 함께－
김수영 저

2019년
사륙배판·양장·616면·35,000원
ISBN 978-89-997-1956-1 93310

2016년
사륙배판·양장·656면·35,000원
ISBN 978-89-997-0967-8 93370

행동과학을 위한

통계학
David C. Howell 저
도경수·박태진·신현정 공역

2018년
반양장·717면·30,000원
ISBN 978-89-6218-423-5

증정불가

R을 이용한
조건부 과정 분석
문건웅 저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심리학 및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분석의
개념과 실제

조사와 통계분석

SPSS 23.0 ver.
박준성·소용준 공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32면·38,000원
ISBN 978-89-997-1939-4 9331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0,000원
ISBN 978-89-997-1264-7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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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응용을 위한
SPSS 100% 활용－
양병화 저
2013년
사륙배판·반양장·560면·22,000원
ISBN 978-89-997-0117-7 93370

심리통계 /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심리학

다중회귀분석을 넘어

구조방정식모형

질적 연구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델링 소개–

<근간>

－원리와 적용－

－시작부터 완성까지－

Timothy Z. Keith 저
노석준·박만식·김인숙 공역

구조방정식
모형

원서 4판

Robert K. Yin 저
박지연·이숙향·김남희 공역

Emmy van Deurzen 외 공저
이동훈 역

－원리와 적용－
2013년
사륙배판·반양장·488면·20,000원
ISBN 978-89-997-0237-2 9337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808면·37,000원
ISBN 978-89-997-1840-3 93310

NEW

질적 연구방법론

심리학 연구방법

－다섯 가지 접근－
원서 4판
John W. Creswell·
Cheryl N. Poth 저
조흥식·정선욱·
김진숙·권지성 공역

<근간>

이재호 저

심리학
연구방법

2021년
사륙배판·양장·624면·26,000원
ISBN 978-89-997-2502-9 93370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산업심리학

원서 6판

원서 8판

남승규·이재창·우석봉·박준호 공저

Paul E. Spector 저
박동건 역

Michael G. Aamodt 저
박세영·김정남·박형인·서용원·
신강현·이혜주·정승철·조영일 공역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584면·22,000원
ISBN 978-89-997-0610-3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728면·33,000원
ISBN 978-89-6218-393-1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1,000원
ISBN 978-89-997-1083-4 9 3180

2판

소비자 분석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소비자 심리학

서비스 심리학

남승규 저

양윤저

손정필 저

2014년
사륙배판·양장·560면·20,000원
ISBN 978-89-997-0262-4 93180

NEW

안전심리학
이순열·이순철·박길수 공저

2018년
사륙배판·양장·512면·24,000원
ISBN 978-89-997-1455-9 9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296면·14,000원
ISBN 978-89-997-1590-7 03180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496면·18,000원
ISBN 978-89-6330-201-0 93180

NEW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재난 대비 안전심리학

이순열·김만배 공저

시노하라 카즈미츠·
나카무라 타카히로 공저
채정민·김현아·김요완 공역

2021년
사륙배판·양장·400면·23,000원
ISBN 978-89-997-2425-1 93180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20,000원
ISBN 978-89-997-2260-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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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조직 심리학

기업·조직상담 핸드북
－직장에서의 상담적용－

직장인의 웰빙을 위한

기업상담의 통합적 접근

심리학

직업건강심리학
–현대인의 일, 웰빙 그리고 
조직문화–

Michael Carroll·Michael Walton 공저
이상희·김봉환·김혜경·류희영·
서영석·손진희·왕은자·유현실·
이동훈·이윤주·전재영 공역

Andrew Kinder·Rick Hughes·
Cary L. Cooper 공저
김선경·왕은자·김수임 공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96면·22,000원
ISBN 978-89-997-1719-2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496면·23,000원
ISBN 978-89-997-1734-5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22,000원
ISBN: 978-89-997-1906-6 93180

인적자원관리의
심리학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동기심리학

조직의 직무동기

이재창 저

도흥찬 저

2011년
크라운판ㆍ반양장ㆍ416면ㆍ19,000원
ISBN 978-89-6330-556-1 93180

2019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1860-1 03180

Jonathan Houdmont·
Stavroula Leka·Robert R. Sinclair 공저
김경우·민승기·이상일·임호찬 공역

☞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Craig C. Pinder 저
이성수·김정식·신강현 공역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896면·27,000원
ISBN 978-89-997-0355-3 93370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일의 심리학

행동을 경영하라

갈등조정의 심리학

Lisa Matthewman·
Amanda Rose·
Angela Hetherington 편저
박가열·백인화·김석란 공역

오세진 저

문용갑 저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584면·27,000원
ISBN 978-89-997-1419-1 9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256면·14,000원
ISBN 978-89-997-0892-3 03180

2011년
신국판ㆍ양장ㆍ552면ㆍ17,000원
ISBN 978-89-6330-593-6 93180

갈등 이해 분석과 대처를 위한

해결중심갈등관리

조직갈등관리
－심리학적 갈등조정을 중심으로－

갈등 트레이닝

문용갑·이남옥 공저

Karl Berkel 저
문용갑·이남옥 공역

2016년
신국판·양장·440면·17,000원
ISBN 978-89-997-0947-0 93180

2019년
신국판·양장·216면·14,000원
ISBN 978-89-997-1752-9 03180

도널드 노먼의

디자인과 인간 심리
Donald A. Norman 저
박창호 역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400면·17,000원
ISBN 978-89-997-0886-2 03180

미래 세상의 디자인
Donald A. Norman 저
박창호 역

2009년
신국판·반양장·296면·12,000원
ISBN 978-89-6330-064-1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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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ke Bannink 저
문용갑·문준환·김선영·김영리·
조동수·배수현·송순자·안성모·
이선경·이정은 공역

2019년
신국판·양장·320면·16,000원
ISBN 978-89-997-1817-5 03180

심리학

광고 심리

광고효과의 심리학
우석봉 저

3판

브랜드 심리학
우석봉 저

2017년
신국판·양장·360면·16,000원
ISBN 978-89-997-1161-9 93180

2016년
신국판·양장·368면·16,000원
ISBN 978-89-997-0877-0 93180

설득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
우석봉 저

2020년
국판·반양장·248면·14,000원
ISBN 978-89-92654-58-6 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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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리학
양 윤ㆍ최윤식ㆍ나은영ㆍ
홍종필ㆍ김철민ㆍ김연진 공저

2011년
사륙배판ㆍ양장ㆍ544면ㆍ24,000원
ISBN 978-89-6330-625-4 93180

리더십 / 코칭

심리학

NEW

리더십 이론과 실제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개발

탁진국·손주영 공저

강성록·고재원·김용주·박희태·
이민수·이현엽·임유신·정원호 공저

2017년
사륙배판·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997-1261-6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84면·25,000원
ISBN 978-89-997-2480-0 93180

NEW

혁신의 도구
Arthur B. Markman·
Kristin L. Wood 공편
김경일·김태훈·이윤형·이창환 공역

2013년
신국판·반양장·432면·15,000원
ISBN 978-89-997-0067-5 03320

증정불가

칭찬하지 마라
격려하라

스포츠 마인드
트레이닝

－아들러 심리학이 전하는
성공의 비결－

–프로 선수를 위한 심리 훈련 워크북–
한덕현·강경두·하은주 공저

노안영 저
2018년
신국판·반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1469-6 03180

2021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192면·16,000원
ISBN 978-89-997-2268-4 93180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코칭심리학

코칭심리

탁진국 저

Ho Law·Sara Ireland·
Zulfi Hussain 공저
탁진국·이희경·김은정·이상희 공역

코칭심리의
이론과 실제
정은경 저

2010년
신국판·반양장·416면·15,000원
ISBN 978-89-6330-246-1 93180

2020년
크라운판·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2192-2 93180

코칭의 심리학

코칭심리 워크북

－심리학 기반의 코칭 접근－

이희경 저

중간관리자의
성과코칭스킬

2019년
사륙배판·양장·480면·22,000원
ISBN 978-89-997-9266-3 93180

☞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김은정 저

Duke Corporate Education 저
박정민·김용운·임대열 공역

2016년
신국판·반양장·232면·14,000원
ISBN 978-89-997-0946-3 0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240면·15,000원
ISBN 978-89-997-0363-8 93180

2009년
사륙판·양장·256면·10,000원
ISBN 978-89-92654-18-0 03180

성공한 CEO의
비즈니스 심리코칭

리더를 성공으로 움직이는 힘

경영자 코칭 심리학

커리어 코칭의
이론과 실제

Robbie Steinhouse·
Chris West 공저
박의순·노경혜 공역

Bruce Peltier 저
김정근·김귀원·박응호·
배진실·이상욱 공역

Julia Yates 저
전주성·오승국·하선영 공역

2012년
신국판·반양장·240면·13,000원
ISBN 978-89-6330-904-0 03180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584면·20,000원
ISBN 978-89-997-1100-8 0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376면·16,000원
ISBN 978-89-997-1338-5 9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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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코칭

코칭 핵심 역량
박창규·권은경·김종성·
박동진·원경림 공저

코칭 핵심 역량
–실천 편–

<근간>

박창규·원경림·유성희 공저

코칭 핵심 역량

강 팀장을 변화시킨
열 번의 코칭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에게 필
요한 소통 리더십 ‘피드백 코칭’–
박창규·권경숙 공저

–실천 편–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17,000원
ISBN 978-89-997-1777-2 9318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88면·23,000원
ISBN 978-89-997-1703-1 93180

대인관계 능력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집단코칭
Rainer E. Kirsten·
Joachim Müller-Schwarz 공저
오현숙 역

2019년
신국판·반양장·312면·15,000원
ISBN 978-89-997-1943-1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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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

2판

3판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신명희·서은희·송수지·
김은경·원영실·노원경·
김정민·강소연·임호용 공저

2017년
사륙배판·양장·592면·27,000원
ISBN 978-89-997-1134-3 93180

심리학

발달심리학
전 동아대학교 송명자 저

–전생애 인간발달–
정옥분 저

2019년
사륙배판·양장·768면·30,000원
ISBN 978-89-997-1716-1 93180

2008년
사륙배판·양장·520면·19,000원
ISBN 978-89-5891-855-4 93180

☞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발달심리학
－아동기를 중심으로－
곽금주 저

3판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성현란·성은현·장유경·정명숙·
박혜원·이현진·정윤경·김혜리·
송현주·유 경·유연옥 공저

정옥분 저

2016년
사륙배판·양장·576면·27,000원
ISBN 978-89-997-0985-2 93180

2019년
사륙배판·양장·576면·28,000원
ISBN 978-89-997-1625-6 93180

2015년
사륙배판·양장·592면·27,000원
ISBN 978-89-997-0746-9 93370

존 볼비와 애착이론

애착과 발달

☞ 2005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발달심리학 거장들의
핵심이론 연구
Ross D. Parke·Peter A. Orinstein·
John J. Rieser·
Carolyn Zahn－Waxler 공편
이민희·정태연 공역

－통합적 접근－

Jeremy Holmes 저
한신대학교 이경숙 역

Susan Goldberg 저
주은지 역

2004년
사륙배판·반양장·774면·24,000원
ISBN 978-89-7548-868-9 93180

2005년
신국판·반양장·376면·14,000원
ISBN 978-89-5891-046-6 93180

2014년
사륙배판변형·양장·384면·20,000원
ISBN 978-89-997-0357-7 93180

개정판

개정판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사회정서발달

사회정서발달

정옥분·정순화·임정하 공저

정옥분 저

<근간>

Ross D. Parke·Glenn I. Roisman·
Amanda J. Rose 공저
이승연·송경희·신희영·장희순 공역

사회정서발달
201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12면·23,000원
ISBN 978-89-997-1579-2 93180

2017년
사륙배판변형·양장·552면·25,000원
ISBN 978-89-997-1166-4 93180

인지발달

발달과학

영아발달

Marc H. Bornstein·
Michael E. Lamb 편저
곽금주·김민화·신혜은·김연수·
이새별·이승진 공역

곽금주·김연수 공저

2009년
사륙배판·반양장·808면·25,000원
ISBN 978-89-6330-060-3 93180

2014년
사륙배판변형·양장·400면·21,000원
ISBN 978-89-997-0321-8 93370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Kathleen M. Galotti 저
박영신 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88면·25,000원
ISBN 978-89-997-2026-0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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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발달 심리

영유아발달

3판

개정판

영유아발달의 이해

영유아발달

신명희·강소연·김은경·
김정민·노원경·서은희·
송수지·원영실·임호용 공저

정옥분 저

이 영·이정희·김온기·이미란·
조성연·이정림·박신진·유영미·
이재선·신혜원·나종혜·정지나·
문영경 공저

2018년
사륙배판·양장·544면·27,000원
ISBN 978-89-997-1489-4 93370

2018년
사륙배판·양장·648면·29,000원
ISBN 978-89-997-1522-8 93370

2017년
사륙배판·양장·384면·20,000원
ISBN 978-89-997-1175-6 93370

영유아발달

영유아 발달

전정민·진경희·강순미·
이찬숙·공수연 공저

송현종·이순자·박상희·
박영미·이미나·윤은경 공저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384면·20,000원
ISBN 978-89-997-1179-4 9337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997-0699-8 93180

3판

아동발달의 이해
정옥분 저

2018년
사륙배판·양장·688면·30,000원
ISBN 978-89-997-1593-8 93370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NEW
3판

청년심리학

청년 심리와 교육

임상 노년심리학

허혜경·김혜수 공저

I. H. Nordhus·G. R. VandenBos·
S. Berg·P. Fromholt 편저
진영선·김영경·박선영 공역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480면·18,000원
ISBN 978-89-997-0645-5 93370

2010년
사륙배판변형·양장·560면·20,000원
ISBN 978-89-6330-493-9 93180

정옥분 저

2021년
사륙배판·양장·656면·30,000원
ISBN 978-89-997-2366-7 93180

NEW
3판

성인·노인심리학
정옥분 저

2019년
사륙배판변형·양장·672면·30,000원
ISBN 978-89-997-1778-9 93180

노화와 심리

노화심리학

유 경·유경호·강연욱·
이주일·김지현 공저

정명숙 저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0424-6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52면·25,000원
ISBN 978-89-997-2388-9 93180

NEW

인간의 발달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위기와
적응에 대한 미네소타 연구－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열 번의 성장

L. Alan Sroufe·Byron Egeland·
Elizabeth A. Carlson·W. Andrew Collins 공저
방희정·김동민·노경란·박현정·
박혜근·옥 정·윤진영·이순행·
이우경·이혜란·최은실·최해훈 공역

Donald Capps 저
오은규·김상만·김태형·오원웅 공역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0588-5 93180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408면·20,000원
ISBN 978-89-997-2261-5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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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정서 심리
☞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심리학

☞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긍정 심리학

인간의 긍정적 성품

－행복의 과학적 탐구－

－긍정 심리학의 관점－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서울대학교 권석만 저

서울대학교 권석만 저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권석만 저

2008년
사륙배판변형·양장·624면·20,000원
ISBN 978-89-5891-796-0 93180

2011년
사륙배판변형·양장·704면·23,000원
ISBN 978-89-6330-735-0 93180

2019년
크라운판·양장·944면·33,000원
ISBN 978-89-997-1952-3 93180

인생을 향유하기

긍정심리평가

긍정심리학 핸드북

－행복 체험의 심리학－

－모델과 측정－

Fred B. Bryant·Joseph Veroff 공저
권석만·임영진·하승수·
임선영·조현석 공역

Shane J. Lopez·
C. R. Snyder 공저
이희경·이영호·조성호·
남종호 공역

2010년
신국판·반양장·480면·17,000원
ISBN 978-89-6330-365-9 93180

2008년
사륙배판·양장·624면·23,000원
ISBN 978-89-5891-798-4 93180

긍정심리학 시리즈

978-89-6330-760-2 (set)

C. R. Snyder·
Shane J. Lopez 편저
이희경 역

2008년
크라운판·양장·512면·19,000원
ISBN 978-89-5891-797-7 93180

NEW

정서적 경험 활용하기

마틴 셀리그만의
팔마스 중심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 시리즈 ①

긍정심리학 시리즈 ②

우문식 편저

Shane J. Lopez 편저
권석만·정지현 공역

Shane J. Lopez 편저
권석만·임선영·김기환 공역

인간의 강점 발견하기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928면·38,000원
ISBN 978-89-997-2263-9 93180

2011년
신국판·양장·440면·15,000원
ISBN 978-89-6330-761-9 94180

2011년
신국판·양장·376면·15,000원
ISBN 978-89-6330-762-6 94180

역경을 통해 성장하기

인간의 번영 추구하기

긍정심리학 시리즈 ③

긍정심리학 시리즈 ④

Shane J. Lopez 편저
권석만·박선영·하현주 공역

Shane J. Lopez 편저
권석만·임영진·신우승 공역

고영건·김진영 공저

2011년
신국판·양장·384면·15,000원
ISBN 978-89-6330-763-3 94180

2011년
신국판·양장·488면·15,000원
ISBN 978-89-6330-764-0 94180

2012년
신국판·반양장·224면·10,000원
ISBN 978-89-6330-919-4 93180

긍정주의 심리치료
Nossrat Peseschkian 저
김희진 역

201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60면·22,000원
ISBN 978-89-6330-462-5 93180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

긍정주의 심리치료
5단계 프로그램

플로리시

김희진 편저

고영건 저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192면·15,000원
ISBN 978-89-997-0214-3 9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328면·15,000원
ISBN 978-89-997-1548-8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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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밝히는 마음의 빛－

긍정·정서 심리

심리학

NEW

NEW

긍정심리학 기반
성격 강점 개입 가이드

성격강도에 기초한
긍정적 심리치료

–성격 강점의 중용적 적용–

이현수 저

행복의 심리학
정동섭 저

Ryan M. Niemiec 저
안도연 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12면·23,000원
ISBN 978-89-997-24361-9 93180

학교긍정심리학 1

학교긍정심리학 2

－학생의 긍정적 심리특성과 발달-

－긍정적 학교환경 조성과
긍정심리의 교육적 적용－

Michael J. Furlong·Rich Gilman·
E. Scott Huebner 편저
김광수·김경집·하요상·
양곤성·기경희·한선녀 공역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18,000원
ISBN 978-89-997-1387-3 93370

2016년
신국판·반양장·336면·13,000원
ISBN 978-89-997-1065-0 0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256면·15,000원
ISBN 978-89-997-2413-8 93180

행복의 지도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가 주는
선물－

Michael J. Furlong·Rich Gilman·
E. Scott Huebner 편저
김광수·김경집·하요상·
양곤성·기경희·한선녀 공역

George E. Vaillant 저
김진영·고영건 공역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576면·22,000원
ISBN 978-89-997-1388-0 93370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536면·17,000원
ISBN 978-89-997-0201-3 03180

☞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수업

손봉호·전 영·강선보·
우문식·노동영·김영순·
전성수·이철원·정창우 공저

박상규 저

2019년
신국판·반양장·304면·14,000원
ISBN 978-89-997-1798-7 03370

2020년
신국판·반양장·264면·13,000원
ISBN 978-89-997-2101-4 03180

긍정 훈육 카드
Jane Nelsen 저
박예진 역
긍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녀훈육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
대상: 부모교육 상담사, 부모, 부모와 자녀,
부부, 대리양육인 등 양육관계자
세트: 긍정 훈육 카드 1벌·활용가이드 1개
(케이스 내 포함)·20,000원

우리 아이 인성교육을 위한

긍정 훈육법 실천편

–자기 감정의 관리자되기–

우리 아이 인성교육을 위한

긍정 훈육법
제인 넬슨·린 로트·
스테판 그렌 공저
박예진 역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520면·17,000원
ISBN 978-89-997-0843-5 03180

중독가정을 위한
긍정훈육

Jane Nelsen 저
박예진 역

Jane Nelsen·Lynn Lott·
Riki Intner 공저
박예진·강향숙 공역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128면·13,000원
ISBN 978-89-997-1107-7 93180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320면·18,000원
ISBN 978-89-997-1422-1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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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마음 챙김과
행복: 행복을
찾아가는
운전수

마음 챙김과 행복:
행복을 찾아가는 운전수
박상규 저

NEW

정서의 이해
원서 3판
Dacher Keltner·Keith Oatley·
Jennifer M. Jenkins 공저
김현택 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640면·29,000원
ISBN 978-89-997-2283-7 93180

감정심리학
이훈구 저

2010년
신국판변형·반양장·280면·12,000원
ISBN 978-89-92654-21-0 03180

긍정·정서 심리

심리학

KICS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
연구개발: 김광수·김경집·김은향·양곤성·하요상·한선녀
대상: 초등 4~6학년
아동의 긍정적 성품인 성격강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자신의 대표강점을 발견,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단체검사 가능
구분

구성
전문가 지침서, 검사지/일반형 온라인코드(각 30부/개)
세트
전문가 지침서,검사지(30부), 전문가용 온라인코드(30개)
전문가 지침서
검사지(30부)
별도
일반형 온라인코드(10개)
전문가형 온라인코드(10개)

가격
130,000원
145,000원
10,000원
15,000원
35,000원
40,000원

단가 500원
단가 3,500원
단가 4,000원

▷일반형과 전문가형은 문항은 동일하나 검사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CST 성격강점검사-대학생 및 성인용
연구개발: 권석만·유성진·임영진·김지영
대상: 대학생, 성인
지혜, 인간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의 6개 핵심덕목과 관련된 24개의 성격강점요인 중 5가지 개인의 대표강점을 측정
 단체검사 가능
구분

구성
[일반용-단순형] 전문가 지침서,검사지(30부), 온라인코드(30개)
세트 [일반용-종합형] 전문가 지침서,검사지(30부), 온라인코드(30개)
[전문가용] 전문가 지침서, 검사지(30부), 온라인코드(30개)
전문가 지침서(공용)
검사지(30부)
별도 [일반용-단순형] 온라인코드(10개)
[일반용-종합형] 온라인코드(10개)
[전문가용] 온라인코드(10개)

가격

단가 500원
단가 2,500원
단가 3,500원
단가 4,500원

용기의 심리학

아동 성격강점카드

－건강한 사회적 삶을 위한 
아들러학파의 안내서－

연구개발: 김광수·김경집·기경희·양곤성·하요상·한선녀
대상: 아동

Julia YangㆍAlan Millirenㆍ
Mark Blagen 공저
대표 역자 오익수

삶의 자원이 되는 성격강점의 이해, 인식, 활용, 계발의 촉진

구분

100,000원
130,000원
160,000원
10,000원
15,000원
25,000원
35,000원
45,000원

구성

가격

세트

전문가 지침서, 성격강점카드 4벌

별도

성격강점카드 1벌

62,000원
13,000원

2015년
신국판·반양장·400면·15,000원
ISBN 978-89-997-0434-5 93180

내 안의 보물찾기 청소년 성격강점카드

인상심리학

연구개발: 김광수·김경집·하요상·기경희·양곤성
대상: 청소년

이훈구 저

삶의 자원이 되는 성격강점의 이해, 인식, 활용, 계발의 촉진

구분

구성

가격

세트

전문가 지침서, 청소년 성격강점카드(4벌)

별도

전문가 지침서
청소년 성격강점카드(4벌)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60,000원
10,000원
15,000원

2014년
신국판·반양장·176면·13,000원
ISBN 978-89-997-0351-5 93180

NEW

고독의 심리학 1

고독의 심리학 2

－고독의 다양한 얼굴들－

–고독의 다양한 맥락과 기능–

Robert J. Coplan·Julie C. Bowker 편저
이동형·김문재·김원희·김주영·
박소영·배달샘·신지연·이창우·
정진영·최문영·한정규 공역

Robert J. Coplan·Julie C. Bowker 공저
이동형·김대현·김문재·김원희·
김주영·박소영·배달샘·신지연·
이승근·이창우·정진영·최문영·
한정규 공역

2019년
사륙배판변형·양장·424면·18,000원
ISBN 978-89-997-9258-8 93180

2020년
사륙배판변형·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997-2223-3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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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 혁명
<근간>

직관 혁명

Kim Chestney 저
김영래 역

심리학

긍정·정서 심리 / 여성 심리

감정과학입문
<근간>

Paula M. Niedenthal·
Francois Ric 공저
이동훈 역

감정과학입문

감성과학
－응용과 실제－
김보성·박재희·도성룡·이영창·
김진호·이은주·김춘정·정상훈·
나대열·주다영·민병찬 공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336면·20,000원
ISBN 978-89-997-1920-2 03180

여성심리학
한국여성심리학회 편저
곽금주·안상수·박영신·박나영·
이승연·송경희·정윤경·용정순·
최훈석·유성경·김은석·설경옥·
윤가현·강우선·박효정·강숙정·
이우경·이수정·박수현·유 경 공저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0733-9 93180

심리학으로 바라본

중년 여성의 심리
Varda Muhlbauerㆍ
Joan C. Chrisler 편저
김종남 역

2011년
신국판ㆍ반양장ㆍ416면ㆍ15,000원
ISBN 978-89-6330-539-4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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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심리 상담

3판

성 중독의 심리학

성 문화와 심리

윤가현 저

윤가현·양동옥 공저

심리학

2판

성행동 심리학
채규만 저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488면·20,000원
ISBN 978-89-997-0904-3 9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368면·16,000원
ISBN 978-89-997-1476-4 93180

2018년
사륙배판·양장·544면·22,000원
ISBN 978-89-997-1409-2 93180

섹스코칭의 예술

생애 주기에 따른
성과 심리

性 심리 치료

류승아·서혜희·정진복 공저

박 경·이희숙·김혜경·허정은 공저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480면·20,000원
ISBN 978-89-997-0457-4 03180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424면·18,000원
ISBN 978-89-997-0657-8 93180

2013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64면·20,000원
ISBN 978-89-997-0236-5 93180

성범죄자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성학대 피해아동
법정면담

송원영 저

Kathleen Coulborn Faller 편저
김현정·신기숙 공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 지침서

Patti Britton 저
채규만·현혜순 공역

－이론과 실제－

NEW

Rita Budrionis·
Arthur E. Jongsma, Jr. 공저
박 경·고정애·소용주·
이명희·이희숙 공역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2393-3 93180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496면·19,000원
ISBN 978-89-997-0014-9 93180

2005년
크라운판·반양장·272면·14,000원
ISBN 978-89-5891-203-3 93180

성폭행 생존자를 위한
인지처리치료 매뉴얼

지적장애 성범죄자
심리치료

성범죄자 치료

Patricia A. Resick·
Monica K. Schnicke 공저
이성직 역

William R. Lindsay 저
최은영·공마리아·박성배·
이장규·박지순 공역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256면·15,000원
ISBN 978-89-997-0439-0 9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512면·22,000원
ISBN 978-89-997-0713-1 93180

NEW

성과 성치료
–통합적인 기독교적 접근–
Mark A. Yarhouse·
Erica S. N. Tan 공저
김혜정·심은정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360면·20,000원
ISBN 978-89-997-2429-9 93180

<근간>

우리는 모두
가해자였을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가해자였을지 모른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의 실제–
김경령 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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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삶과 자기조절
통합모델의 적용－
Pamela M. Yates·David S. Prescott·
Tony Ward 공저
신기숙·심진섭·이종수·
이지원·전은숙 공역
201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8면·20,000원
ISBN 978-89-997-0943-2 93180

이상·성격·건강 심리

심리학

카운피아 동영상 강의
2판

2판

이상심리학의 기초

현대 이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대학교 권석만 저

서울대학교 권석만 저

2013년
국배판변형·양장·688면·27,000원
ISBN 978-89-997-0173-3 93180

2014년
사륙배판변형·양장·456면·20,000원
ISBN 978-89-997-0290-7 93180

고영건·김미리혜·김지혜·김진영·
박 경·박기환·서혜희·안귀여루·
오상우·육성필·윤혜영·이경희·
이은영·이임순·이현수·정진복·
조선미·최기홍·최승원 공저
2019년
사륙배판·양장·616면·25,000원
ISBN 978-89-997-1801-4 93180

NEW
2판

3판

DSM–5에 의한

이상심리학

최신 이상심리학

사례로 보는
이상심리학

최정윤·박 경·서혜희 공저

Robert G. Meyer·
Christopher M. Weaver 공저
이봉건 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80면·23,000원
ISBN 978-89-997-2492-3 93180

2015년
사륙배판·양장·512면·21,000원
ISBN 978-89-997-0707-0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5,000원
ISBN 978-89-997-2083-3 93180

임상심리학의 이해

임상심리학 입문

긍정 임상심리학
핸드북

이우경 저

원서 7판

Lynda A. Heiden·
Michael Hersen 편저
가톨릭대학교 이영호 역

Geoffrey P. Kramer·
Douglas A. Bernstein·
Vicky Phares 공저
황순택·강대갑·권지은 공역

긍정 임상심리학
핸드북

2012년
사륙배판·반양장·782면·25,000원
ISBN 978-89-6330-880-7 93180

NEW

<근간>

Elizabeth L. Addington 외 공저
김기환·김빛나·김지영·박선영·
서장원·설순호·유성진·임선영·
임영진·정지현 공역

2001년
사륙배판변형·양장·616면·20,000원
ISBN 978-89-7548-609-8 93180

NEW

증정불가

NEW

기출문제로 풀어가는

기출문제로 풀어가는

기출문제로 풀어가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개념완성–

–2급 필기 기출문제집–

–2급 실기–

김도연 편저

김도연 편저

김도연 편저

2021년
사륙배판·무선·416면·25,000원
ISBN 978-89-997-2392-6 93180

2021년
사륙배판·무선·640면·29,000원
ISBN 978-89-997-2387-2 93180

2021년
사륙배판·무선·520면·28,000원
ISBN 978-89-997-2273-8 93180

현대 성격심리학

인간 이해를 위한

2판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권석만 저

권석만 저

노안영·강영신 공저

2015년
국배판변형·양장·880면·32,000원
ISBN 978-89-997-0007-1 93180

2017년
사륙배판·양장·640면·25,000원
ISBN 978-89-997-1121-3 93180

2018년
사륙배판·양장·592면·24,000원
ISBN 978-89-997-1564-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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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증정불가

DSM-5™·DSM-5® BEST

DSM-5® Selections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DSM-5®

DSM-5 불안장애

APA 저·권준수 외 공역·2015년·사륙배판·1088면·양장·55,000원·ISBN 978-89-997-0002-6 93510

APA 저·강진령 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200면·16,000원·ISBN 978-89-997-1152-7 941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DSM-5™)

DSM-5 급식 및 섭식 장애

APA 저·2013년·184.15×260.35(mm)·양장·948면·100,000원·ISBN 978-89-997-0000-2 93180

DSM-5 신경발달장애

APA 저·강진령 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144면·15,000원·ISBN 978-89-997-1153-4 94180

Desk Reference to the Diagnostic Criteria from DSM-5™

APA 저·강진령 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272면·18,000원·ISBN 978-89-997-1151-0 94180

APA 저·2013년·114.3×171.45(mm)·반양장·396면·39,000원·ISBN 978-89-997-0001-9 93180

DSM-5 수면-각성장애

DSM-5 임상사례집

APA 저·강진령 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240면·17,000원·ISBN 978-89-997-1154-1 94180

John W. Barnhill, M.D. 편저·강진령 역·2016년·사륙배판·양장·592면·29,000원·ISBN 978-89-997-0008-8 93510

DSM-5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DSM-5 평가문항집

APA 저·강진령 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192면·16,000원·ISBN 978-89-997-1155-8 94180

Philip R. Muskin 편저·강진령 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592면·25,000원·ISBN 978-89-997-1259-3 93510

DSM-5 우울장애

DSM-5 정신장애 쉽게 이해하기

APA 저·강진령 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200면·16,000원·ISBN 978-89-997-1156-5 94180

APA 저·박용천 외 공역·2017년·사륙배판·반양장·432면·22,000원·ISBN 978-89-997-1336-1 93510

DSM-5 간편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
APA 저
권준수 역

DSM-5
진단평가를 위한
포켓가이드
Abraham M. Nussbaum 저
권준수 역

DSM-5
가이드북
Donald W. Black·Jon E. Grant 공저
강진령 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384면·22,000원
ISBN 978-89-997-1271-5 93510

2018년
신국판변형·반양장·400면·22,000원
ISBN 978-89-997-1272-2 9351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656면·29,000원
ISBN 978-89-997-1273-9 93510

DSM-5
진단사례집

DSM-5
노인 정신건강
가이드북

DSM-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가이드북

Sophia Wang·
Abraham M. Nussbaum 공저
강진령 역

Robert J. Hilt·
Abraham M. Nussbaum 공저
강진령 역

2018년
신국판변형·반양장·520면·23,000원
ISBN 978-89-997-1640-9 93510

2018년
신국판변형·반양장·440면·23,000원
ISBN 978-89-997-1642-3 93510

Michael B. First·Andrew E. Skodol·
Janet B. W. Williams·Robert L. Spitzer 공저
강진령 역

2018년
사륙배판·양장·640면·32,000원
ISBN 978-89-997-1510-5 93510

27

심리학

온라인 강의로도 만나세요!
심리학 전문 온라인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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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륙판 / 각 권 9,500원

증정불가

이상·성격·건강 심리 / 인간관계 심리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에 대한 관점－

김완일·김옥란 공저

원서 7판

심리학

쉽게 풀어 쓴

성격심리학
김민정 저

Charles S. Carver·
Michael F. Scheier 공저
김교헌 역
2012년
사륙배판·반양장·672면·25,000원
ISBN 978-89-6330-418-2 93180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480면·22,000원
ISBN 978-89-997-0789-6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36면·18,000원
ISBN 978-89-997-2172-4 93180

활동을 통한
성격심리학의 이해

성격장애 진단 및 치료

정신병리와 가족

－대인관계 접근－

－아동·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발달정신병리학적 접근－

김춘경·김숙희·최은주·
류미향·조민규·장효은 공저

Lorna Smith Benjamin 저
서영석·김동민·이동훈·
조민아 공역

여종일 저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408면·20,000원
ISBN 978-89-997-1660-7 93180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544면·22,000원
ISBN 978-89-997-0556-4 93180

2017년
크라운판·양장·424면·20,000원
ISBN 978-89-997-1234-0 93180

영유아 정신병리
핸드북

발달정신병리학

Charles H. Zeanah, Jr. 편저
이경숙·염현경·신의진·남수영·
양혜영·조성연·심희옥·성은현·
서수정·김도연 공역

Linda Wilmshurst 저
최은실·김호정 공역

젊은이를 위한

정신건강
김교헌·김경의·김금미·김세진·
원두리·윤미라·이경순·장은영 공저

2010년
사륙배판·반양장·896면·32,000원
ISBN 978-89-6330-267-6 93180

2017년
크라운판·양장·464면·20,000원
ISBN 978-89-997-1137-4 93180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정신건강론

천성문·박은아·안세지·
문정희·선혜민·전은주·
윤정훈·박선우 공저

박상규 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352면·17,000원
ISBN 978-89-997-0219-8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7,000원
ISBN 978-89-997-0333-1 93180

치료자의 자기분석과
성장을 위한 워크북

감정이입 피로 증후군
－상담사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다－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

Jeffrey A. Kottler 저
백용매 역

Mark A. Stebnicki 저
이달엽 역

Marsha M. Linehan 저
조용범 역

2006년
크라운판·반양장·208면·10,000원
ISBN 978-89-5891-298-9 93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392면·15,000원
ISBN 978-89-6330-250-8 93180

2007년
사륙배판·반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5891-475-4 93180

201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96면·18,000원
ISBN 978-89-6330-479-3 93180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양명숙·전지경·김춘희·최연화·
한영숙·김윤희·김현지·이현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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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1892-2 93180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한

이상·성격·건강 심리 / 인간관계 심리

심리학

강박증 극복하기
－삶을 되돌리기 위한
10단계 워크북－

쉽게 따라하는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강박장애
–이론, 현상학, 평가–

권준수·신민섭 공저

정승아 저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416면·22,000원
ISBN 978-89-997-0725-4 9351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176면·16,000원
ISBN 978-89-997-0688-2 93180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312면·18,000원
ISBN 978-89-997-1645-4 93180

함께 지내기
힘든 성격들

치명적 결함

자기주장과 멋진대화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파국적 관계에 대한 비망록－

홍경자 저

Johnathan S. Abramowitz 저
김세주·이영준 외 공역

Helen McGrath·
Hazel Edwards 공저
이지연·안지연 공역

Stuart C. Yudofsky 저
김동욱·유홍섭·장상현·홍지혜 공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464면·17,000원
ISBN 978-89-997-0318-8 0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576면·18,000원
ISBN 978-89-997-0534-2 03510

3판

2판

젊은이를 위한

만남 그리고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인간관계 심리학

권석만 저

김종운 저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560면·20,000원
ISBN 978-89-997-1306-4 93180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16면·19,000원
ISBN 978-89-997-1186-2 93180

아들러의 인간관계론

인간관계 심리학

김춘경 저

손영화 저

200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48면·17,000원
ISBN 978-89-5891-306-1 03180

인간관계의 심리
－행복의 열쇠－
유영달·이희영·김용수·이동훈·
하도겸·유채은·박현주·천성문·
이정희·박성미·이희백 공저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464면·18,000원
ISBN 978-89-6330-991-0 93180

끌림과 설렘으로 다가서는

대인관계 의사소통
신민주·주용국 공저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256면·15,000원
ISBN 978-89-997-1468-9 9318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320면·16,000원
ISBN 978-89-997-0752-0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256면·15,000원
ISBN 978-89-997-1922-6 93180

            부록자료 제공

참자기로 살아가기
－통찰과 정직의 힘으로
인생을 탈바꿈하라－

상처의 덫에서
행복의 꽃 피우기
－용서와 화해 실천서－

Keith Ablow 저
이성직 역

오영희 저

2016년
크라운판·양장·352면·17,000원
ISBN 978-89-997-0879-4 9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336면·15,000원
ISBN 978-89-997-0734-6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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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통한
치유와 성장
한국 용서와 화해 연구회 편
김광수·오영희·박종효·정성진·
하요상·강주희·추정인·한선녀 공저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208면·15,000원
ISBN 978-89-997-1039-1 93180

이상·성격·건강 심리 / 인간관계 심리

심리학

자살의 예방과 치료

교류분석(TA)적 접근을 통한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의

자살 상담과 치료

자살 예방을 위한
임상적 평가와 관리

Tony White 저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편역

Robert I. Simon 저
박원명·윤보현·김문두·우영섭 공역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17,000원
ISBN 978-89-997-0110-8 93180

2013년
신국판·반양장·360면·16.000원
ISBN 978-89-997-0183-2 9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296면·15,000원
ISBN 978-89-997-0239-6 03180

자살의 인지치료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

자살 심리치료의 실제

Thomas E. Ellis·
Cory F. Newman 공저
육성필·이혜선 공역

－자살을 생각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심리부검 인터뷰
－자살자의 심리학적 부검－
Edwin S. Shneidman 저
조용범 역

Paul G. Quinnett 저
이혜선·육성필 공역

Paul G. Quinnett 저
이혜선·육성필 공역
2005년
신국판·양장·336면·14,000원
ISBN 978-89-5891-156-2 03180

2006년
신국판·반양장·272면·11,000원
ISBN 978-89-5891-208-8 03180

2006년
신국판·반양장·288면·13,000원
ISBN 978-89-5891-245-3 03180

자살 위기자
관리 매뉴얼

자유함6HA원칙 시리즈 1

자살 유가족 매뉴얼

청소년 자살행동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Sonia Chehil·Stan Kutcher 공저
이상열·홍정완 공역

장창민·최의헌·최지영·
홍인숙·정윤성·김경숙 공저

2015년
신국판·반양장·224면·14,000원
ISBN 978-89-997-0680-6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1116-9 03180

자살예방실천현장에서의
동기면담

우울과 자살 위기의
청소년 치료

강호엽·조성희 공저

David A. Brent·
Kimberly D. Poling·
Tina R. Goldstein 공저
지승희·김봉아 공역

2017년
사륙배판변형 ·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1385-9 9318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0867-1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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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기반 개입－
함경애·천성문·이동귀 공저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208면·16,000원
ISBN 978-89-997-0670-7 93180

심리학

이상·성격·건강 심리 / 인간관계 심리

불안장애와 공포증
<근간>

마음의 집이 없는
사람들

Aaron T. Beck·Gary Emery·
Ruth L. Greenberg 공저
이성직·조난숙 공역

－불안심리－

불안장애와
공포증

－치료자용 가이드－
David H. Barlow·Todd J. Farchione·Christopher
P. Fairholme·Kristen K. Ellard·Christina L.
Boisseau·Laura B. Allen·Jill T. Ehrenreich-May 공저
조용래·노상선·최미경 공역

임경수 저

정서조절의 노하우
－정서장애의 단일화된
범진단적 치료 프로토콜 워크북－

<근간>

David H. Barlow·Kristen K. Ellard·
Christopher P. Fairholme·
Todd J. Farchione·Christina L. Boisseau·
Laura B. Allen·Jill T. Ehrenreich-May 공저
조용래·노상선 공역

정서 조절,
정신화,
자기의 발달

2015년
국판변형·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0764-3 93180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224면·16,000원
ISBN 978-89-997-1301-9 93370

정서 조절,
정신화, 자기의 발달

자기비난적 사고의
치료 이론과 실제

Peter Fonagy·György Gergely·
Elliot L. Jurist·Mary Target 공저
황민영 역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240면·16,000원
ISBN 978-89-997-1136-7 93180

질투심 다스리기
<근간>

정서장애의 단일화된
범진단적 치료 프로토콜

Robert L. Leahy 저
서수연·이종선·최기홍 공역

질투심
다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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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자기비난적
사고의 치료
이론과 실제

Robert W. Firestone·
Lisa Firestone·Joyce Catlett 공저
최수미 역

이상·성격·건강 심리 / 인간관계 심리

심리학

Jay Earley 시리즈
IFS를 통한
분노 치유하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위한

자기비판을
자신감으로 변화시키기

－분노의 소인격체 클리닉－

－내면 비판자의 소인격체 클리닉－

Jay Earley 저
이진선·이혜옥 공역

Jay Earley·Bonnie Weiss 공저
이진선·이혜옥 공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104면·12,000원
ISBN 978-89-997-0496-3 9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216면·13,000원
ISBN 978-89-997-0495-6 93180

자신 없는 모습을 개선하기 위한

혼란에 빠진 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미루기 패턴 해결하기

내부 갈등 해결하기

Jay Earley 저
최태산·이성용 공역

Jay Earley 저
최태산·이성용·기채영·
박지현·조미정·조정숙 공역

2015년
신국판·반양장·144면·13,000원
ISBN 978-89-997-0569-4 0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176면·13,000원
ISBN 978-89-997-0570-0 03180

완벽주의 해결하기
Jay Earley·Bonnie Weiss 공저
최태산·이성용 공역

2015년
신국판·반양장·160면·13,000원
ISBN 978-89-997-0568-7 03180

☞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재난대응 위기상담

재난과 정신건강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편
책임편저자 김동일

–해외 재난 대응 사례에서 심리적
개입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환자의
이해와 치료
－근골격계 통증의 치유를 위한
재활 지침서－

Juan Jose Lopez-Ibor·
George Christodoulou·Mario Maj·
Norman Sartorius·Ahmed Okasha 공저
이동훈·신혜진·최태산·이상하·
이린아·김주연·김유진 공역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368면·18,000원
ISBN 978-89-997-1092-6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22,000원
ISBN 978-89-997-1827-4 93510

2판

일본의 재난방지
안전 안심 교육

재난과 외상의
심리적 응급처치
권정혜·안현의·
최윤경·주혜선 공저

한국일본교육학회·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편
한용진·공병호·김영근·남경희·
미즈노 지즈루·송민영·신현정·
오민석·이정희·이지혜·윤종혁·
최순자·한현정 공저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200면·17,000원
ISBN 978-89-997-0259-4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384면·17,000원
ISBN 978-89-997-1354-5 93370

강종구 저
2009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6330-166-2 03180

SCT 문장완성검사

의료보험
수가적용

연구개발: 이우경 /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미완성 문장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형식적, 내용적 분석
가능
구분

구성
SCT 문장완성검사의 이해와 활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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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50부) (아동용/청소년용/성
인용 중 택 1)
[중국어]검사지(50부) (아동용/청소
년용/성인용 중 택 1)

가격

17,000원
단가 900원 45,000원
단가 900원 45,000원

심리학

스트레스·우울·불안·분노·외상후 스트레스

스트레스 다스리기

통합 스트레스 의학

김정희 편

신경희 저

내 안의 골칫거리,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기
Dr. Julian Ford·Jon Wortmann 공저
정봉교·정영덕·김희영 공역

2010년
신국판·반양장·304면·12,000원
ISBN 978-89-6330-262-1 03180

2016년
사륙배판·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997-0916-6 93510

2017년
신국판·반양장·360면·13,000원
ISBN 978-89-997-1126-8 03180

스트레스, 건강,
행동의학

멘붕 탈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관리

원서 3판

최윤미·지승희·박정민·
신효정·강유선 공저

William R. Lovallo 저
안희영·신경희 공역

<근간>

스트레스관리

－과학에 기초한 실무 향상－
Wolfgang Linden 저
박형인·이지연 공역

－과학에 기초한
실무 향상－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400면·22,000원
ISBN 978-89-997-1547-1 93180

2013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0113-9 93180

NEW

우울증 거듭나기
David Rosen 저
이도희 역

우울 다스리기
–역설을 딛고 희망으로–
Jon G. Allen 저
최희철·강유임·오혜진 공역

우울·불안의
예방과 개입
－학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Kenneth W. Merrell 저
이승연·신현숙·이동형 공역

2009년
신국판·반양장·416면·14,000원
ISBN 978-89-93510-19-5 93180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22,000원
ISBN 978-89-997-2397-1 93180

2011년
신국판·반양장·496면·16,000원
ISBN 978-89-6330-708-4 93180

우울증의
행동활성화 치료

노인우울증의
대인관계치료

불안·공황장애와
공포증 상담 워크북

Gregory A. Hinrichsen·
Kathleen F. Clougherty 공저
임기영·김지혜 공역

Edmund J. Bourne 저
김동일 역

2012년
크라운판·양장·384면·19,000원
ISBN 978-89-6330-957-6 93180

2010년
사륙배판·반양장·608면·22,000원
ISBN 978-89-6330-448-9 93180

－치료자를 위한 가이드북－
Christopher R. Martell·Sona Dimidjian·
Ruth Herman－Dunn 공저
김병수·서호준 공역
2012년
신국판·양장·384면·17,000원
ISBN 978-89-6330-900-2 93180

사회공포증의 인지치료

2판

–나의 삶을 바꾼 공황과 공포–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기분 다스리기

최영희 저

권정혜·이정윤·조선미 공저

Dennis Greenberger·
Christine A. Padesky 공저
권정혜 역

2019년
신국판·반양장·240면·14,000원
ISBN 978-89-997-1737-6 03180

1998년
신국판·반양장·288면·7,000원
ISBN 978-89-7548-248-9 0318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18,000원
ISBN 978-89-997-1425-2 03180

공황장애 극복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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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분노 치유
우리는 왜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증오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Aaron T. Beck 저
김현수·이용석·신윤미·
김인명·김성수 공역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464면·20,000원
ISBN 978-89-997-1509-9 93180

분노치유

숨은 분노의 반란

－분노의 정체와
분노 다루기 13단계－

한기연 저

Les Carter·Frank Minirth 공저
이봉희 역

2013년
신국판·반양장·336면·13,000원
ISBN 978-89-997-0019-4 03180

2013년
신국판·반양장·280면·13,000원
ISBN 978-89-997-0241-9 03180

NEW
몸과 마음을 잇는

트라우마 치유
Peter A. Levine 저
서주희 역

<근간>

타임큐어
-시간과 치료라는
새로운 심리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 극복하기-

트라우마의 치유
Jon G. Allen 저
권정혜·김정범·조용래·
최혜경·최윤경·권호인 공역

트라우마 관리하기
–타인과 자신을 함께 돌보는 연습–
Laura van Dernoot Lipsky·
Connie Burk 공저
김덕일·김미숙 공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176면·14,000원
ISBN 978-89-997-0488-8 93180

2010년
크라운판·양장·512면·19,000원
ISBN 978-89-6330-130-3 93180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320면·19,000원
ISBN 978-89-997-2322-3 03180

타임큐어

트라우마와 몸

트라우마와 기억

–시간과 치료라는 새로운 심리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하기–

－감각운동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살아 있는 과거를 찾아서–

Pat Ogden·Kekuni Minton·
Clare Pain 공저
김명권·주혜명·신차선·
유나래·이승화 공역

Peter A. Levine 저
권승희 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32면·20,000원
ISBN 978-89-997-1718-5 93180

2019년
신국판·반양장·296면·14,000원
ISBN 978-89-997-1812-0 9318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워크북

외상 후 성장

Mary Beth Williams·Soili Poijula 공저
오수성·신현균·김상훈·김정호·
최영미·신경란·정명인·김해진·
박성록·이 진 공역

Laurence G. Calhoun·
Richard G. Tedeschi 공저
강영신·임정란·
장안나·노안영 공역

200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0면·16,000원
ISBN 978-89-93510-97-3 9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344면·17,000원
ISBN 978-89-997-0635-6 93180

트라우마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지행동치료

–부모와 상담자를 위한 지침서–

－사례공식화 접근－

Peter A. Levine·Maggie Kline 공저
하영례·김숙희·김은경·김혜선 공역

Claudia Zayfert·
Carolyn Black Becker 공저
김민경·현명호 공역

2020년
신국판·반양장·344면·17,000원
ISBN 978-89-997-2147-2 93180

2016년
사륙배판변형·양장·416면·19,000원
ISBN 978-89-997-1106-0 93180

Philip G. Zimbardo·Richard M. Sword·
Rosemary K. M. Sword 공저
최윤경·윤혜영 공역

카운피아 동영상 강의

외상의 치유
인생의 향유
－트라우마의 수용전념치료－
Victoria M. Follette·
Jacqueline Pistorello 공저
유성진·김진숙·하승수·
정지현·조현석 공역
2014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80면·20,000원
ISBN 978-89-997-0395-9 93180

십대를 위한
9가지 트라우마
회복스킬
－멘붕 탈출법－
이주현 저
2015년
신국판·반양장·232면·14,000원
ISBN 978-89-997-0816-9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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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심리치료에의 적용－

심리학

스트레스·우울·불안·분노·외상후 스트레스
☞ 2019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NEW

증정불가

외상 후 성장의 과학

아픔에서 선물을 찾다!

복합–PTSD 워크북

－역경을 삶의 지혜로
바꾸는 안내서－

-신경과학으로 본 외상 후
성장 이야기-

–정서적 통제와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치유 심신 접근법–

Stephen Joseph 저
임선영·김지영 공역

Jim Rendon 저
김유미·엄별비 공역

Arielle Schwartz·Jim Knipe 공저
김현아·김연희·최은실 공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1467-2 0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1668-3 03180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00면·17,000원
ISBN 978-89-997-2251-6 93180

NEW

브레인스포팅
–뇌과학 기반 트라우마 치료법–
David Grand·PhD. 저
서주희·고경숙 공역

2021년
신국판·반양장·280면·15,000원
ISBN 978-89-997-2224-0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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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상담 / 정신재활

심리학

중독상담과 재활

중독 재활 총론
2판

박상규·강성군·김교헌·서경현·
신성만·이형초·전영민 공저

Tracey J. Jarvis·Jenny Tebbutt·
Richard P. Mattick·
Fiona Shand 공저
신성만·전영민·권정옥·
이은경·조현섭 공역

2011년
사륙배판변형ㆍ반양장ㆍ480면ㆍ22,000원
ISBN 978-89-6330-511-0 93180

2017년
사륙배판변형·양장·448면·20,000원
ISBN 978-89-997-1129-9 93180

2010년
사륙배판변형·양장·496면·22,000원
ISBN 978-89-6330-366-6 93180

중독영역에서의
슈퍼비전

중독전문가 윤리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

조근호ㆍ권도훈ㆍ김대진ㆍ김선민ㆍ
김한오ㆍ노성원ㆍ박애란ㆍ서정석ㆍ
신성만ㆍ신재정ㆍ유채영ㆍ윤명숙ㆍ
이계성ㆍ이해국ㆍ전영민ㆍ전용준ㆍ
차진경ㆍ채숙희ㆍ최삼욱ㆍ한우상 공저

David J. Powell·
Archie Brodsky 공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역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Le Clair Bissell·
James E. Royce 공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편
신성만·유채영·이미형·조성희 공역

2009년
사륙배판변형·양장·464면·20,000원
ISBN 978-89-6330-066-5 93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144면·13,000원
ISBN 978-89-6330-376-5 93180

병적 도박의
치료와 임상지침

중독과 마음챙김
박상규 저

Jon E. Grant·Marc N. Potenza 편저
이재갑·이경희·김종남·박상규·
김교헌 공역

－통합적 패러다임－
William D. Spaulding·Mary E.
Sullivan·Jeffrey S. Poland 공저
최기홍·권정혜 공역
2010년
크라운판·양장·560면·22,000원
ISBN 978-89-6330-446-5 93180

중독전문가 박상규 교수가 전하는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아이 구출하기
박상규 저

2012년
신국판·반양장·424면·17,000원
ISBN 978-89-6330-831-9 9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280면·14,000원
ISBN 978-89-997-0936-4 03180

2019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1855-7 03180

벌거벗은 마음

알코올중독자,
내 안의 또 다른 나

게임 중독의 심리분석

NEW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 인생의 
자유와 행복 찾기–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유혹과 대가－

문봉규·강향숙·박상규 공저
Andrew P. Doan 저
양유성 역

Annie Grace 저
김성재·박경은·주세진 공역

2016년
신국판·반양장·216면·13,000원
ISBN 978-89-997-0974-6 9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384면·16,000원
ISBN 978-89-997-2341-4 03180

2019년
신국판·반양장·232면·13,000원
ISBN 978-89-997-1950-9 03180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정신과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재활을 돕는

통합재활 프로그램
워크북

낮병원

NEW

증정불가

조성남·강향숙·김선민·김주은·
문봉규·박상규·신성만 공저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04면·18,000원
ISBN 978-89-997-2314-8 93180

이종호 저

권자영·손영선·신지영·
이소영·임현정·장보은·
조현진·주정혜 공저
2004년
사륙배판·반양장·372면·20,000원
ISBN 978-89-7548-230-4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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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크라운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6330-703-9 93180

심리학

중독 상담 / 정신재활

정신재활
William Anthony·Mikal Cohen·
Marianne Farkas·Cheryl Gagne 공저
신성만·손명자·김준영 공역

정신장애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지재활
－치료자 지침서－
Alice Medalia·Nadine Revheim·
Tiffany Herlands 공저
최기홍·박용천·장선경 공역

2014년
크라운판·양장·448면·22,000원
ISBN 978-89-997-0115-3 9318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200면·17,000원
ISBN 978-89-997-1557-0 93180

재활평가
원서 4판
Brian F. Bolton·
Randall M. Parker 편저
신현욱·이은정·김정한·
안성희·김원호·박진희 공역
2013년
사륙배판·양장·648면·25,000원
ISBN 978-89-997-0222-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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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데이케어 매뉴얼
하세가와 나오미·카사이 리카·
야마모토 야스오·하타야마 야요이·
오가와 치아키 공저
박상운 역
201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88면·18,000원
ISBN 978-89-997-1934-9 93510

치매

☞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치매 및 뇌졸중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심리학

증정불가

신경심리재활과
치매환자

치매 예방과
뇌 장수법

김영범·오태형 공저

Linda Clare 저
인지중재치료학회 역

Dharma Singh Khalsa·
Cameron Stauth 공저
장현갑·추선희·김정모·
허동규 공역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336면·20,000원
ISBN 978-89-997-0587-8 93510

2019년
신국판·반양장·288면·18,000원
ISBN 978-89-997-1717-8 93510

2006년
신국판·양장·504면·15,000원
ISBN 978-89-5891-258-3 03180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의
간호 제공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침

치매 걱정 없는
건강장수를 위한 실천법

인지재활훈련

–고귀함을 잃지 않는 삶–
버지니아 벨·데이비드 트록셀 공저
이애영 역

황경성 저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편
Mary S. Mittelman·Cynthia Epstein·
Alicia Pierzchala 공저
김정휘 역

2006년
신국판·반양장·296면·11,000원
ISBN 978-89-5891-294-1 03180

2015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32면·20,000원
ISBN 978-89-997-0744-5 93180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의사소통 놀이 50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현실 인식을 위한

치매 예방
인지·의사소통 놀이 48

치매 예방
인지·의사소통 워크북

이금자·김화수·임은실 공저

이금자·김화수·임은실 공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136면·15,000원
ISBN 978-89-997-1810-6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216면·15,000원
ISBN 978-89-997-2178-6 93180

2020년
국판·반양장·152면·12,000원
ISBN 978-89-997-2116-8 03510

NEW

이금자·김화수·임은실 공저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136면·15,000원
ISBN 978-89-997-0773-5 93180

NEW

NEW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인지톡톡! 컬러링북 1

증정불가

NEW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인지톡톡! 컬러링북 2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인지톡톡! 컬러링북 3

–쉬운 단계: 남성 어르신 편–

–보통 단계: 남성 어르신 편–

–어려운 단계: 남성 어르신 편–

박수정 저

박수정 저

박수정 저

2021년
특별판·반양장·84면·13,000원
ISBN 978-89-997-2402-2 14510

2021년
특별판·반양장·84면·13,000원
ISBN 978-89-997-2404-6 14510

2021년
특별판·반양장·84면·13,000원
ISBN 978-89-997-2406-0 14510

NEW

NEW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인지톡톡! 컬러링북 1

NEW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인지톡톡! 컬러링북 2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인지톡톡! 컬러링북 3

–쉬운 단계: 여성 어르신 편–

–보통 단계: 여성 어르신 편–

–어려운 단계: 여성 어르신 편–

박수정 저

박수정 저

박수정 저

2021년
특별판·반양장·84면·13,000원
ISBN 978-89-997-2403-9 14510

2021년
특별판·반양장·84면·13,000원
ISBN 978-89-997-2405-3 14510

2021년
특별판·반양장·84면·13,000원
ISBN 978-89-997-2407-7 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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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 / 치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인지중재치료를 신의료기술로 등재

슈퍼브레인 인지중재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나해리·최성혜·정지향·문소영·홍창형·박유경
대상: 중장년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기억력, 주의집중력, 시간개념, 계산능력 등을 유지시키기 위한 두
뇌 훈련 학습지(주 2회씩 24주, 총 6개월 분량)
구분

구성

세트

전문가 지침서 2권(A단계, B단계), 학습지 A단계(A-1, A-2, A-3, A-4, A-5, A-6),
학습지 B단계(B-1, B-2, B-3, B-4, B-5, B-6)

가격

136,000원
20,000원
20,000원
48,000원
48,000원

전문가 지침서 A단계
별도

전문가 지침서 B단계
학습지 A단계(A-1, A-2, A-3, A-4, A-5, A-6)
학습지 B단계(B-1, B-2, B-3, B-4, B-5, B-6)

비문해 노인 특성 반영 검사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연구개발: 심용수·유승호·유희진·이동우·이준영·정지향·최성혜·한설희
대상: 60~90세
문해 노인뿐 아니라 비문해 노인에게도 동일한 검사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인지기능을 평가
구분

구성

세트

전문가 지침서, 검사틀, 기록지/온라인코드(각 20부/개), 숫자스트룹 검사판, 막대세트, 시
공간주의력 검사판, 스톱워치

별도

의료보험
수가적용

가격

300,000원
20,000원
80,000원

전문가 지침서
기록지/온라인코드(각 20부/개)

단가 4,000원

신의료기술 등재

CogMCI Study 그룹형 인지중재치료 프로그램
연구개발: 정지향·최성혜·나해리·염지영·백려정·고승아·강희진·김정은·조정원
대상: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염려되는 일반인 또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뇌질환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인지기능의 개선이나 일상생활기능의 개선
구분

구성

세트

전문가 지침서(1권, 2권), 인지훈련학교수첩 5부, 활동지 1권 세트(1~12회기)&활동지 2권 세
트(13~24회기) 각 5부, 구성품 키트(5인 기준), 활동 프로그램 USB(PPT 및 활동 부록 수록)

가격

1,200,000원

전문가 지침서 1권
전문가 지침서 2권
인지훈련학교수첩 각 5부
별도

단가 7,000원

활동지 1권 세트(1~12회기) 각 5부

단가 30,000원

활동지 2권 세트(13~24회기) 각 5부

단가 30,000원

15,000원
15,000원
35,000원
210,000원
210,000원

소모품 키트(5인 기준)
※키트 구성: 교통표지판 스티커 5장, 나무블록세트(블록, 블록봉투, 목공풀) 5개, 고려청자
도요지 종이공작 5개

150,000원

활동 프로그램 USB(PPT 및 활동 부록 수록)

250,000원

신의료기술 등재

CogMCI Study 재가형 인지중재치료 프로그램
연구개발: 나해리·최성혜·정지향
대상: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염려되는 일반인 또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치매 환자의 재활과 일반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 학습지(주 5회씩 4주, 총 20일 분량)
구분

구성

세트

전문가 지침서(A단계/B단계), 학습지 A단계 세트(A-1, A-2, A-3, A-4), 학습지 B단계
세트(B-1, B-2, B-3, B-4)

88,000원

전문가 지침서 A단계

12,000원
12,000원
32,000원
32,000원

별도

가격

전문가 지침서 B단계
학습지 A단계 세트(A-1, A-2, A-3, A-4)

단가 8,000원

학습지 B단계 세트(B-1, B-2, B-3, B-4)

단가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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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학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음을 다친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핸드북

마음을 다친
아동ㆍ청소년
치료자를 위한 워크북

Ricky Greenwald 저
정성훈·정운선 공역

Ricky Greenwald 저
정성훈·정운선 공역

2010년
크라운판ㆍ양장ㆍ432면ㆍ20,000원
ISBN 978-89-6330-543-1 93180

2011년
사륙배판ㆍ반양장ㆍ520면ㆍ20,000원
ISBN 978-89-6330-533-2 93180

2011년
사륙배판ㆍ반양장ㆍ160면ㆍ10,000원
ISBN 978-89-6330-589-9 93180

아동·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영유아 정신병리
핸드북

아동ㆍ청소년
임상 면담
조수철·신민섭·김붕년·김재원 공저

Sam Goldstein·
Robert B. Brooks 편저
신현숙 역

2009년
사륙배판·반양장·648면·23,000원
ISBN 978-89-6330-197-6 93370

아동상담의 이해
－유아기에서 학령기까지－
정문자·제경숙·이혜란·
신숙재·박진아 공저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464면·20,000원
ISBN 978-89-997-0917-3 93180

－인지행동적 접근－
원서 4판

Charles H. Zeanah, Jr. 편저
이경숙·염현경·신의진·남수영·
양혜영·조성연·심희옥·성은현·
서수정·김도연 공역

Philip C. Kendall 편저
신현균·김정호·최영미 공역

2010년
사륙배판·반양장·896면·32,000원
ISBN 978-89-6330-267-6 93180

2015년
국배판변형·반양장·528면·25,000원
ISBN 978-89-997-0719-3 93180

아동심리치료학개론

아동심리치료학개론 2

박랑규·박응임·안동현·왕석순·
이 숙·이정숙·장미경·정승아·
정혜정·조용범 공저

이정숙·안동현 외 공저

201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32면·19,000원
ISBN 978-89-6330-557-8 93180

201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624면·22,000원
ISBN 978-89-997-1085-8 93180

NEW

아동상담
위영희·장현숙·전숙영·정윤주·
진미경·한미현·한유진 공저

아동과 청소년
심리치료
(부록: DVD 제공)

아동상담의 이해
김춘경·김숙희·최은주·
조민규·성정혜 공저

김유숙 저

201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84면·18,000원
ISBN 978-89-997-0890-9 93180

2008년
크라운판·양장·368면·18,000원
ISBN 978-89-93510-01-0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08면·20,000원
ISBN 978-89-997-2349-0 93180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동 심리치료의
실제

NEW

아동상담의 실제
김춘경·배선윤·성다겸·
유지영·장효은 공저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96면·24,000원
ISBN 978-89-997-2416-9 93180

해결중심 상담

－심리장애별 치료－

Insoo Kim Berg·
Therese Steiner 공저
유재성·장은진 공역

신현균 저

2009년
크라운판·양장·384면·18,000원
ISBN 978-89-6330-131-0 93180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608면·25,000원
ISBN 978-89-997-0394-2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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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아동·청소년 정신발달
Karen J. Gilmore·
Pamela Meersand 공저
이지연·이지현·김아름 공역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성격장애 치료
－관계적 접근－
Efrain Bleiberg 저
이문희·이은진·유성경 공역

Laurie Seiler 저
김정민 역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208면·15,000원
ISBN 978-89-997-0938-8 9318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408면·20,000원
ISBN 978-89-997-1408-5 93180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440면·21,000원
ISBN 978-89-997-1675-1 93180

아동·청소년의
분노조절 부모교육

아동·청소년
외상 치료의 새로운 전략

청소년을 위한 공격성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

－대처능력 프로그램 가이드북－

－ARC 모델－

Karen C. Wells·John E. Lochman·
Lisa A. Lenhart 공저
박준성 역

Margaret E. Blaustein·
Kristine M. Kinniburgh 공저
김도연·김인주·장진이 공역

－인지행동치료와 치료놀이의 통합
프로그램－
김붕년·김봉석·윤미원·
최치현·안영신·이호동 공저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248면·17,000원
ISBN 978-89-997-1715-4 93180

2019년
사륙배판·양장·512면·23,000원
ISBN 978-89-997-1712-3 9318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192면·15,000원
ISBN 978-89-997-1918-9 93180

아이들의 마음건강, 가족들의 행복 프로젝트 시리즈

증정불가

978-89-997-0383-6 (set)

초등학생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초등학생을 위한
정서발달 향상 프로그램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긍정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놀자

내 마음을 알아봐

‘쿨’한 부모 되기

노경란·김지연·권윤정·
구민정·구연익 공저

노경란·김지연·권윤정·
구민정·구연익 공저

노경란·김은주 공저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152면·15,000원
ISBN 978-89-997-0384-3 04370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168면·15,000원
ISBN 978-89-997-0385-0 04370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336면·18,000원
ISBN 978-89-997-0386-7 04370

청소년 정신건강 시리즈

978-89-6330-281-2 (set)

출간 중

두근두근 불안불안
날씬함의 환상을
좇는 아이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아이들

－섭식장애－

－불안장애－

B. Timothy Walsh·
V. L. Cameron 공저
현명호 역

Edna B. Foa·
Linda Wasmer Andrews 공저
최미례·연미영 공역

2010년
신국판·반양장·232면·12,000원
ISBN 978-89-6330-282-9 94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304면·13,000원
ISBN 978-89-6330-283-6 94180

망상과 환상 속에서
사는 아이들
－정신분열병－
Raquel E. Gur·
Ann Braden Johnson 공저
신정원·현명호 공역

<근간>

마음의 감기를
앓는 아이들
－우울증－

마음의 감기를
앓는 아이들
－우울증－
Dwight L. Evans·
Linda Wasmer Andrews 공저
유제민 역

2010년
신국판·반양장·200면·12,000원
ISBN 978-89-6330-284-3 94180

–걱정 많고 예민한 우리 아이 
늠름한 아이가 되다–
Bridget Flynn Walker 저
김재원·권지혜·김성혜·김은지·
김혜빈·신지윤·이 정·이하은·
최치현·한지연 공역
2019년
신국판·반양장·312면·14,000원
ISBN 978-89-997-1886-1 03180

아동·청소년을 위한

반사회적 행동의 다중체계치료
Scott W. Henggeler·Sonja K. Schoenwald·
Charles M. Borduin·Melisa D. Rowland·
Phillippe B. Cunningham 공저
김윤희·강윤숙·공영숙·박영순·서 미·서수균·
소수연·이인숙·이정경·조고은·하성현 공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3,000원
ISBN 978-89-997-2024-6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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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아동정신병리

아픈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안동현 저

병원아동생활전문가

청소년을 위한
행동활성화
Elizabeth McCauley·
Kelly A. Schloredt·Gretchen R.
Gudmundsen·Christopher R.
Martell·Sona Dimidjian 공저
최기홍·이은별·송하림 공역

진혜련·이혜미·임귀자 공저

2018년
사륙배판·양장·544면·26,000원
ISBN 978-89-997-1437-5 9351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408·22,000원
ISBN 978-89-997-1990-5 93180

202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20면·18,000원
ISBN 978-89-997-2202-8 93180

가족, 사회, 자신을 위한 희망안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탈출기

청소년을 위한
자기연민 워크북

NEW

김혜원·조현주·김연옥·김진희·
윤진희·차예린·한원건 공저

<근간>

이영식·최태영 공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은둔형 외톨이
탈출기

J. P. Das 저
이영재 역

<근간>

읽기의 심리학에
기초한 읽기
잠재력 키우기

청소년을 위한
자기연민 워크북
－나 자신과 친구 되기－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5,000원
ISBN 978-89-997-2436-7 93180

읽기곤란에서
난독증까지

<근간>

읽기의 심리학에 기초한
읽기 잠재력 키우기
정종성·최진오 공저

2007년
신국판·반양장·288면·13,000원
ISBN 978-89-5891-520-1 9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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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과 친구 되기－
Karen Bluth 저
서광·효림·송말숙·나의현 공역

심리학

아동·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교양도서

이혼가정의 아동

ADHD 아동

은둔형 외톨이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①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②

세상으로 나오기가 두려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③

김유숙·박진희·최지원 공저

김유숙·박진희·최지원 공저

김유숙·박진희·최지원 공저

2010년
신국판변형·반양장·184면·10,000원
ISBN 978-89-92654-16-6 03180

2010년
신국판변형·반양장·182면·10,000원
ISBN 978-89-92654-15-9 03180

2009년
신국판변형·반양장·152면·9,000원
ISBN 978-89-92654-10-4 03180

불안장애 아동

인터넷에 매달리는
아동·청소년

학대를 경험한 아동

불안하고 걱정 많은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④

학대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⑥

인터넷 매체에 매달리는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⑤

김유숙·박진희·최지원 공저

김유숙·최지원·김사라 공저

김유숙·최지원·홍예영 공저
2012년
신국판변형·반양장·192면·10,000원
ISBN 978-89-92654-47-0 03180

2019년
신국판변형·반양장·216면·12,000원
ISBN 978-89-92654-49-4 03180

2019년
신국판변형·반양장·192면·12,000원
ISBN 978-89-92654-50-0 03180

학습부진 아동

우울증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자폐 범주성
아동과 청소년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⑦
김유숙·최지원·유승림 공저

<근간>

우울증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우울한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⑧
김유숙·이진영 공저

2019년
신국판변형·반양장·232면·12,000원
ISBN 978-89-92654-51-7 03180

<근간>

상실의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

상실의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
상실을 슬퍼하는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⑩
김유숙·유승림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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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자폐 범주성
아동과 청소년

사회성이 제일 어려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동과 청소년 문제해결 시리즈 ⑨
김유숙·윤선아 공저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 2013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마음의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길－

심리학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2판

Gerald Corey 저
천성문·권선중·김인규·김장회·
김창대·신성만·이동훈·허재홍 공역

김춘경·이수연·이윤주·
정종진·최웅용 공저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540면·35,000원
ISBN 978-89-6218-395-5 93180

2016년
사륙배판·양장·592면·22,000원
ISBN 978-89-997-1070-4 93180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권석만 저
2012년
사륙배판·양장·552면·22,000원
ISBN 978-89-6330-926-2 93180

NEW
4판

2판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천성문·이영순·박명숙·
이동훈·함경애 공저

노안영 저

2021년
사륙배판·양장·560면·23,000원
ISBN 978-89-997-2371-1 93180

2018년
사륙배판·양장·544면·22,000원
ISBN 978-89-997-1494-8 93180

2005년
사륙배판변형·양장·416면·18,000원
ISBN 978-89-5891-168-5 93180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본기법

상담심리학

상담의 기술

Samuel T. Gladding 저
노성덕·김호정·이윤희·
윤은희·채중민·김병관 공역

원서 3판

Jeanne Albronda Heaton 저
김창대 역

상담심리학의 기초
이장호·정남운·조성호 공저

－탐색·통찰·실행의 과정－

Clara E. Hill 저
덕성여자대학교 주은선 역

2006년
크라운판·양장·352면·16,000원
ISBN 978-89-5891-231-6 93180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776면·25,000원
ISBN 978-89-997-0268-6 93180

2012년
사륙배판·양장·552면·20,000원
ISBN 978-89-6330-813-5 93180

상담심리학

심리치료의 거장

Charles J. Gelso·
Elizabeth Nutt Williams·
Bruce R. Fretz 공저
이동귀·박현주·천성문·
이희경·김동민·서영석·
이성직·장석환·함경애 공역

Thomas M. Skovholt·
Len Jennings 편저
유정이·유성경·이문희·박정민 공역

상담을 위한 내담자
기록관리와 치료 계획

2020년
사륙배판·양장·680면·28,000원
ISBN 978-89-997-2085-7 93180

2008년
크라운판·양장·400면·18,000원
ISBN 978-89-5891-610-9 93180

유능한 상담사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연구총서 ⑦

원서 9판

DSM-5에 기반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플래너

Gerard Egan 저
제석봉·유계식·김창진 공역

Arthur E. Jongsma·L. Mark Peterson·
Timothy J. Bruce 공저
김동일 역
2015년
사륙배판·양장·728면·27,000원
ISBN 978-89-997-0808-4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584면·32,000원
ISBN 978-89-997-2122-9 93180

45

Donald E. Wiger 저
김세경·천성문 공역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328면·18,000원
ISBN 978-89-997-1678-2 93180

유능한 상담사 워크북
－상담 기술 연습－
원서 9판
Gerard Egan 저
서미진 역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304면·20,000원
ISBN 978-89-997-0809-1 93180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심리학

상담과 심리치료
주요인물 시리즈

 지그문트 프로이트

 멜라니 클라인

정신분석의 창시자

정신분석의 거장

Michael Jacobs 저
이용승 역

Julia Segal 저
김정욱 역

2007년
국판변형·양장·336면·15,000원
ISBN 978-89-5891-508-9 93180

2009년
국판변형·양장·320면·12,000원
ISBN 978-89-6330-220-1 93180

 도널드 위니컷

칼융

 조셉 월피

아동정신분석의 거장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행동치료의 거장

Michael Jacobs 저
김은정 역

Ann Casement 저
박현순·이창인 공역

Roger Poppen 저
신민섭·이현우 공역

2014년
국판변형·양장·352면·15,000원
ISBN 978-89-997-0533-5 93180

2007년
국판변형·양장·372면·12,000원
ISBN 978-89-5891-509-6 93180

2008년
국판변형·양장·440면·14,000원
ISBN 978-89-5891-613-0 93180

 조지 켈리

 앨버트 엘리스

 아론 벡

인지 구성주의의 선구자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의 창시자

인지치료의 창시자

Fay Fransella 저
이훈진 역

Joseph Yankura·
Windy Dryden 공저
이동귀 역

Marjorie. E. Weishaar 저
권석만 역

2008년
국판변형·양장·384면·12,000원
ISBN 978-89-5891-614-7 93180

2011년
국판변형·양장·336면·12,000원
ISBN 978-89-6330-710-7 93180

2007년
국판변형·양장·368면·15,000원
ISBN 978-89-5891-382-5 93180

 에릭 번

 칼 로저스

 프리츠 펄스

교류분석의 창시자

인간중심치료의 창시자

게슈탈트 치료의 선구자

<전 13권>

증정불가

Ian Stewart 저
박현주 역

원서 3판
Brian Thorne·Pete Sanders 공저
박외숙·고향자 공역

2009년
국판변형·양장·376면·12,000원
ISBN 978-89-6330-134-1 93180

2017년
국판변형·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1314-9 93180

 제이콥 모레노

 밀튼 에릭슨

사이코드라마의 창시자

전략적 심리치료의 선구자

A. P. Hare·J. R. Hare 공저
서수균 역

Jeffrey K. Zeig·
W. Michael Munion 공저
신희천 역

2008년
국판변형·양장·272면·12,000원
ISBN 978-89-5891-615-4 93180

2013년
국판변형·양장·304면·13,000원
ISBN 978-89-997-0122-1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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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ūska Clarkson·Jennifer
Mackewn 공저
김한규·김금운 공역

2019년
국판변형·양장·448면·16,000원
ISBN 978-89-997-1799-4 93180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시리즈 전 17권

심리학

출간 중

NEW

⑤ 인지행동치료

⑧ 교류분석상담

박기환 저

김장회·이영호 공저

2021년
신국판·반양장·256면·14,000원
ISBN 978-89-997-2274-5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2034-5 93180

2019년
신국판·반양장·352면·15,000원
ISBN 978-89-997-9262-5 93180

⑪ 게슈탈트 상담

⑫ 의미치료

② 개인심리학적 상담
–아들러 상담–
노안영·오익수·강만철·김광운·
강영신·정 민·임수진·유리향 공저

NEW
장현아 저

2021년
신국판·반양장·256면·14,000원
ISBN 978-89-997-2265-3 93180

⑬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1 정신분석상담

윤순임

2 개인심리학적 상담 출간

노안영 외

3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

이유경

4 대상관계상담

김창대

5 인지행동치료(CBT) 출간

박기환

6 인지정서행동치료(REBT)

박경애

7 현실치료

박재황

8 교류분석상담 출간

김장회·이영호

10 인간중심상담

주은선

11 게슈탈트 상담 출간

장현아

⑯ 이야기치료

12 의미치료 출간

한재희·남지연

이선혜 저

13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출간

임은미·구자경

15 해결중심단기상담

오인수

16 이야기치료 출간

이선혜

17 자아초월상담

박성현

한재희·남지연 공저

2020년
신국판·반양장·224면·14,000원
ISBN 978-89-997-2108-3 93180

임은미·구자경 공저

2019년
신국판·반양장·368면·15,000원
ISBN 978-89-997-9261-8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224면·14,000원
ISBN 978-89-997-2143-4 93180

NEW

심리장애의
임상적용을 위한 핸드북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핵심원리

–근거기반의 단계적 치료–

유성경 저

David H. Barlow 편저
김정모·김지혜·박상규·박중규·
배주미·서수연·신성만·전미애·
정경미·조용래·최기홍·현명호 공역
2021년
사륙배판·양장·1,080면·37,000원
ISBN 978-89-997-2427-5 93180

2018년
사륙배판·양장·368면·20,000원
ISBN 978-89-997-1572-3 93180

NEW

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
Janet P. Moursund·
Maureen C. Kenny 공저
서은경 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3,000원
ISBN 978-89-997-2464-0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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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치료 계획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치료 계획
Diane R. Gehart 저
이동훈 역

인지·정서치료

심리학

우울증의 인지치료

성격장애의 인지치료

Aaron T. Beck·A. John Rush·
Brian F. Shaw·Gary Emery 공저
원호택·박현순·신경진·이훈진·
조용래·신현균·김은정 공역

Aaron T. Beck·Arthur Freeman·
Denise D. Davis & Associates 공저
민병배·유성진 공역

1997년
신국판·양장·488면·15,000원
ISBN 978-89-7548-105-5 93180

2008년
사륙배판변형·양장·568면·20,000원
ISBN 978-89-5891-593-5 93180

증정불가

인지치료에 대해
알고 싶은 100가지

2판

인지행동치료
Jesse H. Wright·Gregory K. Brown·
Michael E. Thase·Monica R. Basco 공저
김정민 역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1872-4 93180

증정불가

인지ㆍ정서ㆍ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박경애 저

－인지행동치료 사례집－
박경애 저

Michael Neenan·
Windy Dryden 공저
이종호·박희관·이중용·
전명호·김관엽 공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288면·15,000원
ISBN 978-89-6330-701-5 93180

1997년
사륙배판·양장·552면·17,000원
ISBN 978-89-7548-158-1 93370

1999년
사륙배판·양장·734면·23,000원
ISBN 978-89-7548-288-5 93180

인지정서행동치료
(REBT)
단회기 상담사례

인지정서행동치료
(REBT)와 집단상담

REBT와
인지이론의 실제

–REBT 집단상담의 실제를 중심으로–

–생각 바꾸기 훈련 사례–

박경애 저

홍경자 편저

2018년
신국판·반양장·216면·14,000원
ISBN 978-89-997-0620-2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2091-8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1987-5 93180

당신이 알아야 할
인지행동치료의 모든 것

초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커플 및 가족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초심자를 위하여박경애 저

－행복해지기 위한 기술－
박소진 저

Deborah Roth Ledley·
Brian P. Marx·
Richard G. Heimberg 공저
김정모·전미애 공역

Frank M. Dattilio 저
김진숙 역

2017년
신국판·반양장·200면·14,000원
ISBN 978-89-997-1398-9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400면·19,000원
ISBN 978-89-997-0257-0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368면·20,000원
ISBN 978-89-997-1550-1 93180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와
수용·마음챙김
기반 치료

REBT와 인지이론으로
마음 다스리기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원서 2판
Zindel Segal·Mark Williams·
John Teasdale 공저
이우경·이미옥 공역
2018년
사륙배판·양장·496면·22,000원
ISBN 978-89-997-1599-0 93180

속이 상하세요? 답이 있습니다

James D. Herbert·
Evan M. Forman 공편
박 경·김혜은·양선미 공역

홍경자 저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544면·23,000원
ISBN 978-89-997-0726-1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28면·15,000원
ISBN 978-89-997-2105-2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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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서치료

불면증은
불치병이 아니다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가이드－
Stephanie A. Silberman 저
김무경 역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0417-8 03510

인지행동치료에서의
행동개입
Richard F. Farmer·
Alexander L. Chapman 공저
하은혜·박중규·송현주 공역

－치료자용 지침서－

－내담자용 워크북－

Steven A. Safren·Susan Sprich·
Carol A. Perlman·Michael W. Otto 공저
이성직 역

Steven A. Safren·Susan Sprich·
Carol A. Perlman·Michael W. Otto 공저
이성직 역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192면·15,000원
ISBN 978-89-997-0036-1 94180
978-89-997-0035-4 94180 (set)

2013년
사륙배판·반양장·152면·13,000원
ISBN 978-89-997-0037-8 94180
978-89-997-0035-4 94180 (set)

인지행동치료 핸드북
Keith S. Dobson 편저
김은정·원성두 공역
이민규 감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상담사례
－REBT를 중심으로－
박경애 저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552면·23,000원
ISBN 978-89-997-0389-8 93180

2013년
크라운판·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0103-0 93180

인지행동치료의
사례공식화 접근

학대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인지치료와 정서장애
Aaron T. Beck 저
민병배 역

Jacqueline B. Persons 저
이유니·김지연 공역

김성준·김은정 공저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384면·19,000원
ISBN 978-89-997-0679-0 9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224면·14,000원
ISBN 978-89-997-0714-8 93180

2017년
크라운판·양장·328면·18,000원
ISBN 978-89-997-1288-3 93180

정신건강분야에서

인터넷 기반
인지행동치료

–치료사를 위한
자기훈련/자기반영 워크북–
James Bennett-Levy·Richard Thwaites·
Beverly Haarhoff·Helen Perry 공저
정은주 역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한
불면증 극복하기

성인 ADHD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2013년
크라운판·양장·488면·20,000원
ISBN 978-89-997-0112-2 93180

자기탐색을 통한
인지행동치료 경험하기

<근간>

성인 ADHD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심리학

인터넷 기반
인지행동치료의 활용
Nils Lindefors·
Gerhard Andersson 편저
김 환·최혜라·한수미 공역

Gerhard Andersson 저
김 환·최혜라·한수미 공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304면·20,000원
ISBN 978-89-997-1984-4 93180

202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8면·20,000원
ISBN 978-89-997-1976-9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264면·17,000원
ISBN 978-89-997-2014-7 93180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한
불면증 극복하기

인지정서행동치료의
기독교적 적용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Kirstie Anderson 저
김 환·최혜라·한수미 공역

박경애·오인숙 공저

권준수·신민섭 공저

2012년
신국판·양장·248면·14,000원
ISBN 978-89-6330-832-6 9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176면·16,000원
ISBN 978-89-997-0688-2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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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따라하는

인지·정서치료

심리학

증정불가

<근간>
불안하고 우울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전략

불안하고 우울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전략
Eduardo L. Bunge·Javier Mandil·
Andrés J. Consoli·Martín Gomar 공저
김정민·유선미·정하나 공역

재미있고 쉬운
인지행동 미술치료
안명현·강민수·김민지·김영애·
송민영·오현주·장재영·정유진·
최희진·하연아·홍정의 공저

인지행동 미술치료
<근간>

Marcia L. Rosal 저
정은주·김갑숙 공역

인지행동
미술치료

202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0면·23,000원
ISBN 978-89-997-2062-8 93180

재미있고 쉬운

재미있고 쉬운

인지행동 놀이치료 1

인지행동 놀이치료 2

Paris Goodyear-Brown·
LCSW·RPT-S 공저
안명현·노남숙·문현영·김성진·
김지아·신차선·박행자·윤영숙 공역

Paris Goodyear-Brown·
LCSW·RPT-S 공저
안명현·윤영숙·이선아·최지경·
이행숙·양선영·서종미·원경미·
소현하·오소정 공역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224면·15,000원
ISBN 978-89-997-1650-8 94180
978-89-997-1649-2 (set)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232면·15,000원
ISBN 978-89-997-1651-5 94180
978-89-997-1649-2 (set)

NEW

증정불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놀이치료 워크북
–트라우마, ADHD, 자폐, 불안, 우울, 품행 장애–
Lisa Weed Phifer·Amanda K. Crowder·
Tracy Elsenraat·Robert Hull 공저
김정민·정하나·유선미 공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272면·18,000원
ISBN 978-89-997-2228-8 93180

NEW

청소년을 위한
학교기반 인지치료

단일회기치료

단일회기 치료

－첫 번째(흔히 유일한) 치료 만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100가지 핵심 기법–
Windy Dryden 저
김소라·전희정 공역

Torrey A. Creed·
Jarrod Reisweber·Aaron T. Beck 공저
이동형·장유진·신윤정 공역

Moshe Talman 저
박중규 역

201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64면·17,000원
ISBN 978-89-997-1861-8 93180

2011년
신국판·양장·256면·14,000원
ISBN 978-89-6330-590-5 9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416면·16,000원
ISBN 978-89-997-2396-4 93180

인지행동치료

정서와 상담의 실제

정서중심치료의 이해

–원리와 기법–
권정혜 저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76면·20,000원
ISBN 978-89-997-2167-0 93180

REBT를 활용한
정서교육 프로그램 1
–초등학생용–
Ann Vernon 저
박경애·하진의·
윤정혜·이유미 공역

Robert Plutchik 저
이지연·윤숙경·이인숙 공역

2010년
신국판·양장·368면·17,000원
ISBN 978-89-6330-299-7 93180

－변화를 위한 과정: 경험적 접근－
Robert Elliott·Jeanne C. Watson·
Rhonda N. Goldman·
Leslie S. Greenberg 공저
신성만·전명희·황혜리·
김혜정·김현정·이은경 공역
2013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0044-6 93180

REBT를 활용한
정서교육 프로그램 1
초등학생용 활동 교구

REBT를 활용한
정서교육 프로그램 2

구성 : 색인카드, 회전판, 게임판, 온도계

Ann Vernon 저
박경애·신예덕·
권숙경·김수형 공역

2018년
국배판변형·무선·344면·17,000원
ISBN 978-89-997-1577-8 93180

–중·고등학생용–

2018년형
국배판변형·무선·328면·17,000원
ISBN 978-89-997-1578-5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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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서치료
인지행동치료 스펙트럼 시리즈

01 인지치료
<근간>

심리학

출간 중

02 합리적

03 심리도식치료

Windy Dryden 저
유성진 역

Eshkol Rafaeli·
David P. Bernstein·
Jeffrey Young 공저
이은희 역

2016년
신국판·반양장·184면·13,000원
ISBN 978-89-997-0693-6 93370

2015년
신국판·반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0317-1 93180

04 변증법적 행동치료

05 수용전념치료

06 메타인지치료

Michaela A. Swales·
Heidi L. Heard 공저
유성진 역

Paul E. Flaxman·J. T. Blackledge·
Frank W. Bond 공저
조현석 역

Peter Fisher·Adrian Wells 공저
정지현 역

정서행동치료

Frank Wills 저
조현석 역

인지치료

<근간>

수용전념치료
2017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1186-2 9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176면·13,000원
ISBN 978-89-997-1081-0 93180

07 기능분석치료

08 행동활성화치료

09 자비중심치료

Mavis Tsai·Robert J.
Kohlenberg·Jonathan W. Kanter
Gareth I. Holman 공저
하승수 역

Jonathan W. Kanter·
Andrew M. Busch·
Laura C. Rusch 공저
하승수 역

Paul Gilbert 저
조현주·박성현 공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216면·13,000원
ISBN 978-89-997-1676-8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40면·13,000원
ISBN 978-89-997-1199-2 9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320면·14,000원
ISBN 978-89-997-0349-2 93180

NEW

10 마음챙김에 기반한

11 구성주의

Rebecca Crane 저
안도연 역

Robert A. Neimeyer 저
김진숙·권혁진 공역

Warren Mansell·
Timothy A. Carey·
Sara J. Tai 공저
정지현 역

2019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1677-5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216면·13,000원
ISBN 978-89-997-2133-5 9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232면·13,000원
ISBN 978-89-997-2243-1 93180

인지치료

13 정서도식치료
Robert L. Leahy 저
김은진·민병배 공역

심리치료

NEW

정서중심치료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도록
코칭하기–
Leslie S. Greenberg 저
윤명희·정은미·천성문 공역

2020년
신국판·반양장·232면·13,000원
ISBN 978-89-997-2184-7 93180

12 수준체계치료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80면·24,000원
ISBN 978-89-997-2248-6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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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중심인지치료
<근간>

정서중심
인지치료

Mick Power 저
최윤경·윤혜영 공역

심리학

인지·정서치료
NEW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Leslie S. Greenberg·
Sandra C. Paivio 공저
이흥표 역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상담 전문가를 위한 안내서–

Albert Ellis·
Catharine MacLaren 공저
서수균·김윤희 공역

Raymond A. DiGiuseppeㆍ
Kristene A. DoyleㆍWindy Drydenㆍ
Wouter Backx 공저
이한종 역

2008년
크라운판·양장·400면·18,000원
ISBN 978-89-93510-27-0 93180

2007년
신국판·양장·232면·13,000원
ISBN 978-89-5891-504-1 93180

정서중심치료 사례개념화

변증법행동치료 기반
정서조절 기술 시스템

<근간>

–인지 능력이 한정된 내담자를
위하여–

DBT ,
학교에 가다

－변화촉진 임상 청사진 함께
창조하기－
Rhonda N. Goldman·
Leslie S. Greenberg 공저
김현진·에스더 박·양명희·
소피아 박·김은지 공역

Julie F. Brown 저
최현정·조윤화 공역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9,000원
ISBN 978-89-997-1504-4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64면·25,000원
ISBN 978-89-997-2111-3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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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52면·25,000원
ISBN 978-89-997-2390-2 93180

Ⓡ

–청소년 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DBT 기술
훈련(DBT STEPS–A)–

DBTⓇ, 학교에 가다
–청소년 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DBT
기술 훈련(DBT STEPS–A)–
James J. Mazza·Elizabeth T. DexterMazza·Alec L. Miller·Jill H. Rathus·
Heather E. Murphy 공저
조윤화·김기환·권승희·최현정 공역

게슈탈트 심리치료

심리학

단기 게슈탈트치료

2판

게슈탈트 심리치료

Gaie Houston 저
김지원 역

－창조적 삶과 성장－
김정규 저

2015년·사륙배판·양장·624면·22,000원·ISBN 978-89-997-0629-5 93180

전인적 돌봄을 위한

2018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1505-1 93180

알아차림, 대화
그리고 과정

아이들에게로
열린 창

－게슈탈트 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예술치료－

Gary M. Yontef 저
김정규·김영주·심정아 공역

Violet Oaklander 저
김정규·윤 인·이영이 공역

2014년
신국판·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0340-9 93180

200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616면·21,000원
ISBN 978-89-93510-04-1 93180

200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16면·14,000원
ISBN 978-89-5891-288-0 93180

게슈탈트 상담의
이론과 실제

펄스의
게슈탈트 심리치료

게슈탈트치료의
이해와 적용

Petrūska Clarkson 저
김정규ㆍ강차연ㆍ
김한규ㆍ이상희 공역

Fritz Perls 저
최한나·변상조 공역

노안영 저

2010년
신국판ㆍ양장ㆍ304면ㆍ16,000원
ISBN 978-89-6330-527-1 93180

2013년
신국판·양장·304면·14,000원
ISBN 978-89-6330-285-0 93180

2012년
신국판·양장·312면·14,000원
ISBN 978-89-6330-941-5 93180

게슈탈트 심리치료
－기초 이론과 실제－
Jeffrey D. Hamilton 저
윤 인ㆍ김효진ㆍ
최우영ㆍ신성광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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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

심리학

☞ 2006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정신분석적 사례이해

Nancy McWilliams 저
권석만·이한주·이순희 공역

Nancy McWilliams 저
권석만·김윤희·한수정·
김향숙·김지영 공역

NEW
초보 상담자를 위한

사례중심
관계정신분석 상담
Paul L. Wachtel 저
허재홍 역

2007년
크라운판·양장·472면·20,000원
ISBN 978-89-5891-474-7 93180

2005년
크라운판·양장·368면·17,000원
ISBN 978-89-5891-147-0 93180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23,000원
ISBN 978-89-997-2426-8 93180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정신분석적 진단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성격 구조의 이해－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한 권으로 읽는
정신분석

원서 2판

최영민 저

–프로이트에서 신경과학까지–

Nancy McWilliams 저
이기련 역

Alexis A. Johnson 저
강철민 역

2018년
사륙배판·양장·528면·23,000원
ISBN 978-89-997-1601-0 93180

2010년
신국판·양장·624면·17,000원
ISBN 978-89-6330-466-3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368면·17,000원
ISBN 978-89-997-2145-8 93180

정신분석의 역사

짧게 쓴
정신분석의 역사

NEW

정신분석적 발달이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Calvin A. Colarusso 저
반건호·정선주 공역

Reuben Fine 저
한국정신치료학회 임효덕·김종호·
김현숙·박용천·백영석·신지영·
안윤영·오동원·우정민·이동우·
이범정·이승재·이정국·최태진 공역

–인격–자아를 향한 여정과 
분열성의 문제에 대한 탐험–
Harry Guntrip 저
정승아 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368면·15,000원
ISBN 978-89-6330-747-3 93180

2021년
사륙배판·양장·752면·32,000원
ISBN 978-89-997-2275-2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2043-7 93180

21세기에 다시 읽는

프로이트 심리학

지금-여기에서의
전이 분석

프로이트와의 대화

Michael Kahn 저
안창일 역

Gregory P. Bauer 저
정남운 역

2008년
신국판·양장·272면·13,000원
ISBN 978-89-5891-750-2 93180

2007년
신국판·양장·256면·13,000원
ISBN 978-89-5891-393-1 93180

이창재 저

2004년
신국판·반양장·368면·14,000원
ISBN 978-89-5891-043-5 03180

☞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승

경계선 내담자를 위한

전이초점 심리치료
입문

경계선 인성장애의
정신분석 심리치료

경계선 인성장애를 위한

전이초점 심리치료

－전이초점 심리치료 지침서－

–임상 가이드–

Frank E. Yeomans·John F. Clarkin·
Otto F. Kernberg 공저
윤순임·이용승·김정욱·도상금·
심영숙·문형춘·남기숙·이임순 공역

John F. Clarkin·Frank E. Yeomans·
Otto F. Kernberg 공저
윤순임·이용승·심영숙·문형춘·
남기숙·이임순·김정욱 공역

Frank E. Yeomans·John F. Clarkin·
Otto F. Kernberg 공저
윤순임·이용승·심영숙·
문형춘·남기숙·이임순 공역

2013년
크라운판·양장·320면·18,000원
ISBN 978-89-997-0134-4 93180

2016년
크라운판·양장·512면·22,000원
ISBN 978-89-997-1091-9 93180

2019년
크라운판·양장·544면·27,000원
ISBN 978-89-997-1972-1 93180

54

정신분석

정신분석을 통해 본

세상을 놀라게 한

프로이트와
함께하는
세계문학일주

욕망과 환상의 세계
－한 시대를 뒤흔든 33인의 삶을
분석하다－

심리학

의사들의 발자취
이병욱 저

이병욱 저

이병욱 저
2012년
신국판·양장·512면·16,000원
ISBN 978-89-6330-931-6 0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432면·15,000원
ISBN 978-89-997-0360-7 0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328면·14,000원
ISBN 978-89-997-0254-9 03300

☞ 2017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카우치에 누운
시인들의 삶과 노래

자살의 역사

영원한 맞수와
적수들의 세계

－자살은 죄악인가 용기인가
아니면 도피인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으로
감상하는 세계의 명시－

이병욱 저

이병욱 저

이병욱 저
2015년
신국판·양장·360면·15,000원
ISBN 978-89-997-0623-3 03180

2017년
신국판·양장·408면·17,000원
ISBN 978-89-997-1097-1 0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464면·17,000원
ISBN 978-89-997-1224-1 03300

어머니는 살아있다

아버지는 살아있다

－어머니가 남긴 상처의 흔적을
찾아서－

－아버지가 남긴 상처의 흔적을
찾아서－

자화상을 통해 본
화가의 심리세계

이병욱 저

이병욱 저

2018년
신국판·반양장·448면·17,000원
ISBN 978-89-997-1446-7 0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448면·17,000원
ISBN 978-89-997-1576-1 03180

☞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이병욱 저

2019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320면·18,000원
ISBN 978-89-997-1856-4 03180

NEW

프로이트와 함께 읽는
탈무드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이병욱 저

이병욱 저

인성장애 심리치료
<근간>

Eve Caligor·Otto F. Kernberg·
John F. Clarkin·Frank E. Yeomans 공저
김정욱 역

인성장애
심리치료
2020년
신국판·반양장·432면·15,000원
ISBN 978-89-997-2099-4 03180

정신분석과 철학
이창재 저

2005년
신국판·반양장·408면·14,000원
ISBN 978-89-5891-169-2 0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416면·17,000원
ISBN 978-89-997-2441-1 03180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역전이와
경계선 환자의 치료

Otto kernberg 저
윤순임·이용승·김정욱·도상금·
심영숙·문형춘·남기숙 공역

Glen O. Gabbard·
Sallye M. Wilkinson 공저
한재현·양미래 공역

2008년
크라운판·양장·384면·18,000원
ISBN 978-89-5891-624-6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20면·20,000원
ISBN 978-89-997-2195-3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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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

☞ 2006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남녀관계의

사랑과 공격성

신경정신분석으로의
초대

Otto F. Kernberg 저
윤순임·이용승·김정욱·도상금·
심영숙·문형춘·남기숙 공역

Karen Kaplan-Solms·
Mark Solms 공저
려원기 역

2005년
크라운판·양장·320면·17,000원
ISBN 978-89-5891-199-9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21,000원
ISBN 978-89-997-1986-8 93510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Karen Horney 저
이희경·윤 인·이해리·
조한익 공역
2006년
신국판·양장·280면·13,000원
ISBN 978-89-5891-140-1 03180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꿈치료

어린이의 꿈 세계

－탐색·통찰·실행의 촉진－

－꿈분석을 통한 아동심리치료－

Clara E. Hill 편저
주은선·주은지 공역

Brenda Mallon 저
유미숙·김미경·신 미 공역

2011년
신국판·양장·304면·14,000원
ISBN 978-89-6330-782-4 93180

2010년
크라운판·양장·400면·18,000원
ISBN 978-89-6330-447-2 93180

2012년
신국판·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6330-895-1 93180

DSM–5와 사례 개념화 관점의

새로운
무의식 세계로의 탐험

쉽게 쓴 자기심리학
최영민 저

NEW

아들러 정신병리와
심리치료

이훈구 저

Len Sperry·Jon Carlson·
Jill Duba Sauerheber·Jon Sperry 공저
박예진·김영진·강향숙·서보경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20면·25,000원
ISBN 978-89-997-2289-9 9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0537-3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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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리학 / 대상관계 심리치료
한국융연구원 연구총서

증정불가

한국융연구원 연구총서 1

분석심리학과 불교
서동혁·이문성 공저

2004년
신국판·반양장·320면·12,000원
ISBN 978-89-7548-981-5 03180

2012년
신국판·양장·400면·15,000원
ISBN 978-89-6330-823-4 93180

2015년
신국판·양장·352면·17,000원
ISBN 978-89-997-0544-1 93180

부성 콤플렉스

한국 전통
상·장의례의 상징성
이부영·이도희·박상학 공저

2015년
신국판·양장·352면·17,000원
ISBN 978-89-997-0655-4 93180

2016년
신국판·양장·320면·17,000원
ISBN 978-89-997-0976-0 93180

융과 아프리카

자아발달과 원형

Blake W. Burleson 저
이도희 역

－정신 발달과정과
삶의 의미 창조－
Edward F. Edinger 저
장미경 역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448면·16,000원
ISBN 978-89-997-0412-3 0318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392면·17,000원
ISBN 978-89-997-0923-4 93180

융의 적극적 명상

알코올중독과 여성

–당신의 영혼을 만나는 방법–

－분석심리학적 이해－

Barbara Hannah 저
이창일·차마리 공역

Jan Bauer 저
정애자·이재갑 공역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92면·22,000원
ISBN 978-89-997-2103-8 93180

2012년
신국판·반양장·272면·14,000원
ISBN 978-89-6330-792-3 93180

대상관계이론 입문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2008년
크라운판·양장·376면·18,000원
ISBN 978-89-5891-664-2 93180

융 심리학과 정서
박종수 저

한국융연구원 연구총서 4

박 신·김계희 공저

Lavinia Gomez 저
김창대·김진숙·이지연·
유성경 공역

Fraser Boa 저
박현순·이창인 공역

한국융연구원 연구총서 2

김성민 저

－분석심리학적 이해－
한국융연구원 연구총서 3

융학파의 꿈해석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와의 대담－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신비주의

심리학

－자기와 타자－

2013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92면·22,000원
ISBN 978-89-997-0167-2 93180

알기 쉬운
융 심리학 읽기
－100% Jung－
Viviane Thibaudier 저
김유빈 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200면·14,000원
ISBN 978-89-997-1322-4 03180

심리치료에서
대상관계와 자아기능

N. Gregory Hamilton 저
김진숙·김창대·이지연 공역

N. Gregory Hamilton 저
김진숙·김창대·이지연·
윤숙경 공역

2007년
크라운판·양장·456면·18,000원
ISBN 978-89-5891-438-9 93180

2008년
신국판·양장·264면·14,000원
ISBN 978-89-5891-570-6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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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 심리치료

심리학

NEW

대상관계심리치료 실제

대상관계치료

－사례로 보는 치료 안내서－

Sheldon Cashdan 저
이영희·고향자·김해란·
김수형 공역

2005년
신국판·양장·340면·14,000원
ISBN 978-89-5891-047-3 93180

사회인지와 대상관계 척도
–일반 평정법(SCORS–G)

Allan G. Frankland 저
김진숙 역

Michelle B. Stein·
Jenelle Slavin-Mulford 공저
이종환·임종민·장문선 공역

2019년
신국판·양장·240면·16,000원
ISBN 978-89-997-1767-3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368면·23,000원
ISBN 978-89-997-2410-7 93180

증정불가

영성지향
대상관계정신치료
최영민 저

2017년
신국판·반양장·152면·14,000원
ISBN 978-89-997-1329-3 03180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NEW

애착이론과 상담

애착과 심리치료

–개인, 부부, 가족을 위한
정서중심치료–

David J. Wallin 저
김진숙·이지연·윤숙경 공역

Susan M. Johnson 저
박성덕·이지수 공역

애착과 정신분석
－이론, 연구 그리고 임상적 함의－
Morris N. Eagle 저
이지연·이성원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336면·22,000원
ISBN 978-89-997-2424-4 93180

2010년
사륙배판변형·양장·512면·22,000원
ISBN 978-89-6330-367-3 93180

2015년
크라운판·양장·320면·18,000원
ISBN 978-89-997-0889-3 93180

존 볼비의 안전기지

심리도식치료

내면으로부터
심리도식치료 경험하기

－애착이론의 임상적 적용－

Jeffrey E. Young·
Janet S. Klosko·
Marjorie E. Weishaar 공저
권석만·김진숙·서수균·
주리애·유성진·이지영 공역

John Bowlby 저
김수임·강예리·강민철 공역

2014년
신국판·양장·272면·16,000원
ISBN 978-89-997-0343-0 93180

2005년
사륙배판·양장·516면·20,000원
ISBN 978-89-5891-091-6 93180

심리도식치료 임상가이드

심리도식치료의 실제

－개인 및 집단 심리도식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시하기
위한 완벽한 자원－
Joan M. Farrell·Neele Reiss·
Ida A. Shaw 공저
이은희·송영희 공역

<근간>

Arnoud Arntz·Gitta Jacob 공저
최영희·최상유·윤제연·최아란 공역

심리도식치료
의 실제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448면·23,000원
ISBN 978-89-997-1575-4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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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를 위한 자기실천 및
자기성찰 워크북–
Joan M. Farrell·Ida A. Shaw 공저
송영희·이은희 공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3,000원
ISBN 978-89-997-2107-6 93180

실존주의 심리치료 / 포커싱치료

심리학

실존주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실존통합심리상담

실존주의 심리치료

Emmy van Deurzen 저
한재희 역

한재희 저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456면·22,000원
ISBN 978-89-997-1217-3 93180

2019년
국판·양장·232면·13,000원
ISBN 978-89-997-1771-0 93180

2007년
사륙배판·양장·640면·22,000원
ISBN 978-89-5891-485-3 93180

실존주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술

실존 심리치료와 상담

실존치료

Mick Cooper 저
신성만·이상훈 공역

Mick Cooper 저
신성만·가요한·김은미 공역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20,000원
ISBN 978-89-997-1981-3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23,000원
ISBN 978-89-997-2087-1 9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328면·15,000원
ISBN 978-89-997-0274-7 93180

메타실존치료

실존주의 치료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Thomas Hora M.D. 저
이정기·윤영선 공역

Ernesto Spinelli 저
신성만 역

주은선 저

－과정과 기법－

Emmy van Deurzen·
Martin Adams 공저
이동훈·이정기·윤영선·
임인구·강수운 공역

<근간>

Irvin D. Yalom 저
임경수 역

－내 마음의 지혜와 선물－

실존주의 치료
2011년
신국판ㆍ반양장ㆍ288면ㆍ14,000원
ISBN 978-89-6330-677-3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2206-6 93180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워크북
주은선 저

<근간>

포커싱 치료의
임상적 적용

포커싱 치료의
임상적 적용
–변화의 핵심–
Ann Weiser Cornell 저
주은선 역

–변화의 핵심–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와 의사소통하는 기술－
Marta Stapert·Erik Verliefde 공저
이수경 역
2012년
신국판·반양장·352면·14,000원
ISBN 978-89-6330-253-9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1279-1 93180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

단기역동정신치료(STDP)
실습 매뉴얼

Hanna Levenson 저
정남운·변은희 공역

감정 공포 치료
Leigh McCullough·Nat Kuhn·
Stuart Andrews·Amelia Kaplan·
Jonathan Wolf·Cara Lanza Hurley 공저
유성경·하 정·이문희·이은진 공역

2008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17,000원
ISBN 978-89-5891-700-7 93180

어린이와 함께하는

포커싱 심리치료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997-0621-9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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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중심치료

통합적 해결중심치료

해결중심 가족치료
사례집

Bill O’Connell 저
송성자·정문자·최중진 공역

정문자·송성자·이영분·
김유순·김은영·어주경 공저

해결중심 집단상담
John Sharry 저
김유순·김은영·
어주경·최중진 공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392면·15,000원
ISBN 978-89-997-0396-6 93180

2006년
신국판·반양장·246면·12,000원
ISBN 978-89-5891-313-9 93180

2013년
신국판·반양장·400면·15,000원
ISBN 978-89-997-0092-7 93180

드세이저의
해결의 실마리

해결중심 코칭

정서지향 해결중심치료

Peter Szabó·Daniel Meier 공저
김은영·김 솔 공역

Eve Lipchik 저
김유순·이재원 공역

2019년
신국판·양장·320면·16,000원
ISBN 978-89-997-1792-5 93180

2013년
신국판·반양장·176면·13,000원
ISBN 978-89-997-0248-8 0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18,000원
ISBN 978-89-997-0686-8 93180

삶을 바꾸는
기적의 질문

1001가지
해결중심 질문들

해결중심 단기치료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AI의 원리－

－해결중심 면담을 위한 워크북－

–단기상담에서 해결책 탐색–
Steve de Shazer 저
김은영·어주경·이경희·정윤경 공역

Fredrike Bannink 저
조성희·신수경·이인필·김은경 공역

Jacqueline Bascobert Kelm 저
엄명용 역

－이해와 실제－
Thorana S. Nelson·
Frank N. Thomas 편
김희정 역

2013년
신국판·반양장·304면·13,000원
ISBN 978-89-997-0192-4 0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19,000원
ISBN 978-89-997-0532-8 93180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76면·22,000원
ISBN 978-89-997-1226-5 93180

문제해결요법

문제해결치료 매뉴얼

해결중심상담
슈퍼비전 사례집

－임상적 개입에의 적극적 접근－

Arthur M. Nezu·
Christine Maguth Nezu·
Thomas J. D’Zurilla 공저
이혜선 역

Thomas J. D’Zurilla &
Arthur M. Nezu 공저
박권생·최이순 공역

2008년
신국판·양장·448면·18,000원
ISBN 978-89-5891-740-3 9318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18,000원
ISBN 978-89-997-0868-8 93180

NEW

창의적으로
해결중심상담하기

해결중심 단기치료

Judith Milner·Steve Myers 공저
어주경·정윤경·김은영 공역

Harvey Ratner·Evan George·
Chris Iveson 공저
김동일 역

2019년
신국판·반양장·192면·14,000원
ISBN 978-89-997-1878-6 9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376면·17,000원
ISBN 978-89-997-2308-7 93180

–100개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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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크라운판·반양장·288면·17,000원
ISBN 978-89-997-1355-2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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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3판

2판

가족치료

가족치료의 이해

가족치료이론

－이론과 실제－
김유숙 저

정문자·정혜정·이선혜·
전영주 공저

–개념과 방법들–
김용태 저

2014년
크라운판·양장·496면·19,000원
ISBN 978-89-997-0423-9 93180

2018년
사륙배판변형·양장·592면·23,000원
ISBN 978-89-997-1492-4 93180

2019년
사륙배판·양장·448면·23,000원
ISBN 978-89-997-1841-0 93180

3판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보웬 이론의 8가지 개념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김혜숙 저

Michael E. Kerr·
Murray Bowen 공저
남순현·전영주·황영훈 공역

Roberta M. Gilbert 저
김 경역

2016년
사륙배판·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0915-9 93180

2005년
사륙배판변형·양장·480면·19,000원
ISBN 978-89-5891-097-8 93180

2018년
국판·반양장·168면·13,000원
ISBN 978-89-997-1656-0 03180

가족치료의 기술

3판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NEW
–첫 면접에서 종결까지–

가족상담

원서 3판

김유숙 저

이영분·김유순·신영화·
전혜성·최선령 공저

2015년
크라운판·양장·456면·20,000원
ISBN 978-89-997-0736-0 93180

2020년
크라운판·양장·352면·20,000원
ISBN 978-89-997-2065-9 93180

J. Patterson·L. Willams·
T. M. Edwards·L. Chamow·
C. Grauf-Grounds 공저
김유숙·박주은·천희선·이현숙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376면·23,000원
ISBN 978-89-997-2457-2 93180

☞ 2020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최신 가족상담
－이론 및 사례개념화 실제－

한국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부·가족상담 핸드북

ADHD 가족치료
Craig A. Everett·
Sandra Volgy Everett 공저
김동일 역

Diane Gehart 저
강영신·임채원·김선미 공역

권수영·박태영·신혜종·안미옥·
오화철·이인수·이진희·이현숙·
이화자·전명희·정병호·조은숙·
최규련 공저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558면·28,000원
ISBN 978-89-6218-421-1 93180

2020년
사륙배판·양장·480면·23,000원
ISBN 978-89-997-1998-1 93180

2005년
크라운판·양장·352면·16,000원
ISBN 978-89-5891-146-3 93180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가족치료 사례연구

Michael D. Reiter 저
정혜정 역

박태영·김선희·문정화·박수선·
박양진·박진영·심다연·안현아·
유웅희·유진희·이부덕·이지하·
임아리 공저

201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48면·20,000원
ISBN 978-89-997-1066-7 9318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88면·23,000원
ISBN 978-89-997-1703-1 93180

가족치료 사례
질적 분석
박태영·김선희·김혜선·문정화·
박신순·박진영·신원정·안현아·
유웅희·유진희·조지용 공저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712면·25,000원
ISBN 978-89-997-0305-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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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
❖ 스테디셀러 ❖
가족

NEW

가족치료의 길잡이
Michael D. Reiter 저
정혜정 역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John Bradshaw 저
오제은 역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52면·22,000원
ISBN 978-89-997-2468-8 93180

2006년
신국판·반양장·460면·13,000원
ISBN 978-89-5891-308-5 03180

가족치유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치유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책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S. Minuchin·M. P. Nichols 공저
오제은 역

가족치료와 영성
Froma Wash 편저
박태영·박소영·조성희 공역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John Bradshaw 저 / 오제은 역
2004년·사륙배판변형·양장·408면·15,000원
ISBN 978-89-5891-006-0 03180

2013년
크라운판·양장·424면·16,000원
ISBN 978-89-997-0078-1 03180

2014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84면·20,000원
ISBN 978-89-997-0546-5 93180

NEW

내면가족체계치료

내면가족체계(IFS) 치료모델

가계도

원서 2판

－우울, 불안, PTSD, 약물남용에 관한 
트라우마 전문 치료 기술훈련 안내서－

－사정과 개입－

Richard C. Schwartz·
Martha Sweezy 공저
김춘경·배선윤 공역

Frank G. Anderson, MD·
Martha Sweezy, PhD·
Richard C. Schwartz, PhD 공저
서 광·신인수·효 림·김현진 공역

Monica McGoldrickㆍ
Randy GersonㆍSueli Petry 공저
이영분ㆍ김유숙ㆍ정혜정ㆍ
최선령ㆍ박주은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00면·23,000원
ISBN 978-89-997-2302-5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216면·16,000원
ISBN 978-89-997-2215-8 93180

초점화된 가계도

가족세우기 치료

–상담 현장에서의 적용–

－트라우마에 대한 통찰과 해결－

가족 세우기

Rita DeMaria·Gerald R. Weeks·
Markie L. C. Twist 공저
임춘희·김수정·김향은 공역

최광현 저

Indra Torsten Preiss 저
오규영 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16면·24,000원
ISBN 978-89-997-1913-4 93180

2008년
신국판·양장·304면·14,000원
ISBN 978-89-5891-901-8 93180

2016년
크라운판·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997-0927-2 93180

의료가족치료

다세대가족과 신경심리스키마를
중심으로

Susan H. McDaniel·
William J. Doherty·Jeri Hepworth 공저
박일환·신선인·안동현·
정혜정·안인득 공역

대물림과
체계론적 가족치료

2018년
사륙배판변형·양장·448면·23,000원
ISBN 978-89-997-1569-3 93180

2011년
사륙배판변형ㆍ양장ㆍ448면ㆍ20,000원
ISBN 978-89-6330-551-6 93180

가족과 관계의 얽힘을 풀어내는

다세대 발달관점의

가족관계

페터 카이저·문용갑·이미옥 공저

Stephen A. Anderson·
Ronald M. Sabatelli 공저
정문자·정현숙·정혜정·
전영주·정유진 공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288면·18,000원
ISBN 978-89-997-1867-0 93180

2016년
사륙배판변형·양장·544면·22,000원
ISBN 978-89-997-1067-4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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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가족이론
–기본 개념과 적용–
Katherine R. Allen·
Angela C. Henderson 공저
정유진·유현경·정혜정 공역

<근간>

가족치료
마스터하기

가족치료 마스터하기

가족평가

Salvador Minuchin·
Wai-Yung Lee·
George M. Simon 공저
이인수 역

김유숙·전영주·김요완 공저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72면·25,000원
ISBN 978-89-997-2272-1 93180

2017년
사륙배판변형·양장·352면·20,000원
ISBN 978-89-997-1456-6 93180

☞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정서적 방치와
공허감의 치유

가족놀이치료

체계이론의 실제

－가족을 위한 협력적 접근－

–개인·부부·가족치료에의 적용–

Jonice Webb·Christine Musello 공저
강에스더 역

Nancy Riedel Bowers 편저
김유숙·최지원·김사라 공역

Shelly Smith–Acuña 저
강은호·최정은 공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344면·16,000원
ISBN 978-89-997-1357-6 0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272면·17,000원
ISBN 978-89-997-0774-2 93180

2019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1818-2 93180

변화 요인을 통해 본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세계 최고의
커플테라피 이마고

정서중심 부부치료
Lorrie L. Brubacher 저
박성덕·안강호·이지수·
정유리·김기원·한승민 공역

<근간>

Susan M. Johnson 저
박성덕 역

<근간>

세계 최고의
커플테라피
이마고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Harville Hendrix, Ph.D.·
Helen LaKelly Hunt, Ph.D. 공저
오제은·김혜진 공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368면·22,000원
ISBN 978-89-997-1837-3 93180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Rick Brown 저
오제은 역

이마고 부부치료

부부관계 패러다임

Wade Luquet 저
송정아 역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임상사례 연구집－
Wade Luquet·
Mo Therese Hannah 공저
오제은·이현숙 공역

2009년
신국판·양장·264면·13,000원
ISBN 978-89-6330-182-2 93180

2004년
신국판·양장·356면·13,000원
ISBN 978-89-7548-983-9 03180

2011년
신국판·양장·368면·14,000원
ISBN 978-89-6330-758-9 93180

Aaron T. Beck의 인지적 부부치료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커플 체크업

Aaron T. Beck 저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석봉 역

Douglas K. Snyder·
Donald H. Baucom·
Kristina Coop Gordon 공저
권정혜·오현주·정정숙 공역

James V. Cordova 저
권정혜·채규만 공역

2001년
크라운판·반양장·376면·14,000원
ISBN 978-89-7548-517-6 03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512면·14,000원
ISBN 978-89-6330-489-2 0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20,000원
ISBN 978-89-997-1729-1 03180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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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교양도서

날 꼬옥 안아 줘요
－평생 부부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프로젝트－
Susan Johnson 저
박성덕 역

2010년
신국판·반양장·400면·14,000원
ISBN 978-89-92654-37-1 03180

커플 체크업

부부를 위한 인지치료

David H. OlsonㆍAmy Olson-Siggㆍ
Peter J. Larson 공저
김덕일ㆍ나희수 공역

Frank M. Dattilio·
Christine A. Padesky 공저
곽욱환·김영란·김윤정·남주영·
박영애·조정혜 공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376면·14,000원
ISBN 978-89-6330-680-3 03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200면·13,000원
ISBN 978-89-6330-343-7 93180

결혼에 관한
7가지 거짓말

부부, 연인보다
아름답게 사는 법

버림받음, 고통
그리고 회복
－여성을 위한 회복 안내서－

John W. Jacobs 저
김명식 역

－부부심리 워크북－
David Olsen·Douglas Stephens 공저
신희천·한소영·윤미혜·
배병훈·백혜영 공역

Vikki Stark 저
서미아 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400면·15,000원
ISBN 978-89-997-0494-9 13590

200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08면·16,000원
ISBN 978-89-6330-008-5 93180

부부·가족 치료를
위한 마음챙김과 수용

2016년
신국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0797-1 03180

이혼상담과 이혼법

외도의 심리와 상담

김혜숙·이희배·유계숙 공저

양유성 저

2008년
사륙배판·반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5891-871-4 93180

2008년
신국판·반양장·448면·14,000원
ISBN 978-89-5891-588-1 93180

–부부와 가족이 겪는 고통의 근원
과 그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
Diane R. Gehart 저
정정화·이숙자 공역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76면·19,000원
ISBN 978-89-997-1843-4 93180

☞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부부 심리도식치료

이혼 후 성장

외상의 치유

–부부관계의 치유에 대한 실무 가이드–

오은규 저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6단계 프로그램–

NEW

Chiara Simeone–Difrancesco·
Eckhard Roediger·
Bruce A. Stevens 공저
송영희·이은희·최현지 공역

Dennis Ortman 저
최희철·제오복 공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408면·18,000원
ISBN 978-89-997-1573-0 0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9,000원
ISBN 978-89-997-2089-5 93180

가족모형세우기(확장판)
연구개발: 김혜숙
대상: 아동·청소년·성인
나무로 만든 사람모형으로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에
서 공간적인 거리감을 활용하여 가족의 현재 상태나 문제
상황 등을 상담하는 도구.
가족 구성원이 성장 시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족이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담 도구.
구분

구성

가격

세트

전문가지침서, 보관주머니, 원목상자, 원목인형 13쌍,
깔개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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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륙배판·반양장·320면·20,000원
ISBN 978-89-997-2233-2 93180

부모코칭

Smart Map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천성문·박은아·김현정·김효정·
전혜정·김아영·심운경·김선형·
박정미·최영미 공저

한국 여성의
심리장애와 심리치료

심리학

자녀를 통해 나를 만나는

부모심리 이야기

－양성평등을 위한 의식향상
집단상담－

박노해·차상숙 공저

김영희 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0,000원
ISBN 978-89-997-1945-5 93180

2009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256면·14,000원
ISBN 978-89-6330-186-0 93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344면·12,000원
ISBN 978-89-92654-20-3 03180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

심리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 5분 양육기술

내면부모와 내면아이
－상처와 치유－

Cheryl Bodiford McNeil·
Toni L. Hembree－Kigin 편저
이유니 역

박동혁·김영은·박현정·
송목련·최혜진 공저

김중호 저

2013년
사륙배판·반양장·584면·20,000원
ISBN 978-89-997-0091-0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344면·15,000원
ISBN 978-89-997-1256-2 03370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72면·18,000원
ISBN 978-89-997-1364-4 03180

그래? 그렇구나!

자녀와 쿨하게
소통하기

NEW
심리학으로 알게 되는
우리 아이 속마음

부모와 자녀의
성장을 위한 비밀열쇠
–교류분석 양육지침서–

차명호·이로미 공저

박성희·이재용·장희화·김기종·
이동갑·남윤미·김경수 공저

2013년
신국판·반양장·288면·13,000원
ISBN 978-89-997-0234-1 13590

2014년
신국판·반양장·384면·14,000원
ISBN 978-89-997-0350-8 13590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0면·20,000원
ISBN 978-89-997-2471-8 93180

우리 아이 인성교육을 위한

기 센 아이 길들이기

꿈의 대화,
정서중심 대화

긍정 훈육법

Jean Illsley Clarke·Connie Dawson 공저
박미현·전우경·이영호 공역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이,
기를 꺾지 않고 키우는 전략－

－가짜 대화에서 진짜 대화로－

제인 넬슨·린 로트·
스테판 그렌 공저
박예진 역

Michael H. Popkin 저
차영희 역

성혜옥 저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520면·17,000원
ISBN 978-89-997-0843-5 0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328면·15,000원
ISBN 978-89-997-1514-3 03370

2018년
국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1532-7 03180

온맘 재혼가족
부모교육 코칭프로그램

행동주의와 애착이론을 통합한

걸음마기 유아를 위한

부모 코칭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

NEW

김미옥·천성문·심운경·김찬미 공저

Beth Troutman 저
이효신·이영주 공역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208면·14,000원
ISBN 978-89-997-1214-2 9337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200면·14,000원
ISBN 978-89-997-1974-5 9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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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지침서–
Emma I. Girard·Nancy M. Wallace·
Jane R. Kohlhoff·Susan S. J.
Morgan·Cheryl B. McNeil 공저
이유니 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24면·23,000원
ISBN 978-89-997-2245-5 93180

부모코칭

심리학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978-89-6330-686-5 (set) 증정불가

행복한 부모 건강한 자녀

동화를 통한 정서중재 프로그램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용 지침서－

－유아용 워크북－

신혜원·민성혜·정익중·
권지성 공저

신혜원·민성혜·정익중·
권지성 공저

2011년
사륙배판·반양장·208면·12,000원
ISBN 978-89-6330-687-2 94180

2011년
사륙배판·반양장·128면·8,000원
ISBN 978-89-6330-688-9 94180

부모코칭 프로그램
증정불가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Now! 세트 구성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Now!
－부모용 지침서－
Michael H. Popkin 저
홍경자·노안영·차영희·최태산 공역
200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72면·15,000원
ISBN 978-89-5891-426-6 94180
978-89-5891-425-9 (set)

•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Now! -부모용 지침서•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Now! -지도자용 지침서•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Now! DVD 총 6장
• 포스터 3장
• 팸플릿 10장
세트 정가 200,000원

협력적인 부모역할: 부모용 지침서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세트 구성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자녀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기－
Susan Blyth Boyan·
Ann Marie Termini 공저
홍경자·차영희·최태산·채유경 공역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312면·15,000원
ISBN 978-89-6330-045-0 93180

•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부모용 지침서•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지도자용 지침서•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CD
•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Video Tape
• 포스터 5장
• 팸플릿 30장
세트 정가 150,000원

증정불가

협력적인 부모역할: 지도자용 지침서

52주간의 멋진 부모 코칭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적극적인 부모 역할 마스터－

－자녀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기－

Michael H. Popkin 저
홍경자·김유정 편역

Susan Blyth Boyan·
Ann Marie Termini 공저
홍경자 역

2013년
크라운판변형·양장·320면·14,000원
ISBN 978-89-6330-989-7 03370

2010년
크라운판·반양장·400면·25,000원
ISBN 978-89-6330-174-7 94180

넉넉한 부모, 잘되는 아이
－하모니 부모상담·코칭－
홍경자 저

2016년
신국판·반양장·432면·14,000원
ISBN 978-89-997-0988-3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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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치료 / 독서치료 / 저널치료

이야기치료의 지도
Michael White 저
이선혜·정슬기·허남순 공역

심리학

우리 삶의 이야기,
다시 쓰기

마음에게 들려주는
101가지 이야기

－영감을 끌어내어 경험을 변환시키는
이야기치료의 모든 것－

George W. Burns 저
김춘경·배선윤 공역

David Denborough 저
허남순·양준석·이정은 공역
2010년
크라운판·양장·352면·17,000원
ISBN 978-89-6330-459-5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336면·15,000원
ISBN 978-89-997-1228-9 93180

2010년
크라운판·양장·464면·18,000원
ISBN 978-89-6330-360-4 03180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부부치료와 갈등해결을 위한

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이야기치료

이야기치료

－은유를 사용한 심리치료－

양유성 저

Michael White 저
최민수 역

George W. Burns 저
김춘경 역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552면·18,000원
ISBN 978-89-6330-022-1 93180

2012년
신국판·양장·384면·15,000원
ISBN 978-89-6330-974-3 93180

2004년
신국판·양장·312면·13,000원
ISBN 978-89-7548-991-4 93180

이야기치료의
원리와 실제

내러티브 실천

스토리텔링 치료

김번영 저

Michael White 저
김유숙·최지원·안미옥 공역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20,000원
ISBN 978-89-997-0802-2 9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296면·13,000원
ISBN 978-89-997-0398-0 93180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18,000원
ISBN 978-89-997-1285-2 03180

놀이를 활용한
이야기 치료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이야기 심리치료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상담과 치료

김유숙·고모리 야스나가·
최지원 공저

－마이클 화이트와의 대화－

박종수 저

이민용 저

－방황하는 청소년을 둔
부모와 교사를 위한 길잡이－
김번영·김신희·박숙현·
박윤희·한민경 공저

2013년
신국판·반양장·312면·15,000원
ISBN 978-89-997-0253-2 93180

2005년
신국판·양장·416면·15,000원
ISBN 978-89-5891-089-5 93180

2013년
신국판·반양장·272면·13,000원
ISBN 978-89-6330-979-8 93180

이야기 심리학

이야기 심리치료
방법론

트라우마 이야기치료

－개인적 신화의 탐색과 재구성－
Dan P. McAdams 저
양유성·이우금 공역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17,000원
ISBN 978-89-997-0663-9 93180

－치유를 위한 서술적 방법론－

David Denborough 편저
이경욱·유은주·김민화·신정식 공역

Michael White·David Epston 공저
정석환 역
2015년
신국판·반양장·304면·14,000원
ISBN 978-89-997-0782-7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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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국판·반양장·296면·15,000원
ISBN 978-89-997-1997-4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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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NEW

애착 이야기치료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상호작용 독서치료
사례집

김현희·김재숙·강은주·나해숙·
양유성·이영식·이지영·정선혜 공저

김현희ㆍ명창순ㆍ이동희ㆍ
이리아ㆍ이승연 공저

2021년
신국판·반양장·336면·15,000원
ISBN 978-89-997-2418-3 93180

2010년
사륙배판변형·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6330-265-2 93180

2010년
크라운판ㆍ반양장ㆍ392면ㆍ18,000원
ISBN 978-89-6330-513-4 93180

2판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상호작용 독서치료

Rudi Dallos 저
김유숙·최지원·유승림 공역

독서치료

청소년과 함께하는

김현희·서정숙·김세희·김재숙·
강은주·임영심·박상희·강미정·
김소연·정은미·전방실·최 경 공저
한국독서치료학회

이영식 저

김현희·김주열·노창숙·
박순희·신혜은·이안나·
이지혜·이현자 공저

2004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15,000원
ISBN 978-89-5891-009-1 93180

2006년
크라운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5891-266-8 9318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0671-4 93180

글쓰기치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독서치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용기

－글쓰기치료 입문자들을 위한
안내서－
Gille Bolton·Stephanie Howlett·
Colin Lago·Jeannie K Wright 공편
김춘경·이정희 공역

－유아와 아동을 위한
그림책 심리치료－

－인문학 서가에서 발견한 17가지
용기의 심리학－

이임숙 저

최광현 저

2012년
크라운판·양장·424면·19,000원
ISBN 978-89-6330-883-8 93180

201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8면·18,000원
ISBN 978-89-997-1568-6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1207-4 03180

학자의 글쓰기

교사를 위한 치유저널

저널치료

－사회과학자의 책과
논문 쓰기에 대하여－

－자아를 찾는 저널 쓰기－

－자아를 찾아가는
나만의 저널쓰기－

Howard S. Becker 저
이성용 역

Kathleen Adams·
Marisé Barreiro 공저
이봉희 역

Kathleen Adams 저
강은주·이봉희 공역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296면·16,000원
ISBN 978-89-997-1503-7 03370

2015년
신국판·반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0593-9 93180

2006년
신국판·반양장·304면·13,000원
ISBN 978-89-5891-301-6 93180

존엄치료

마음의 빛을 찾아서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자－

－심상 시치료의 이론과 실제－

전래동화를 활용한
동화치료

Komori Yasunaga·
Harvey Max Chochinov 공저
김유숙 역

박정혜 저

박차숙·이진영·안병진 공저

2011년
신국판·반양장·192면·13,000원
ISBN 978-89-6330-682-7 93180

2013년
크라운판·양장·416면·18,000원
ISBN 978-89-997-0169-6 93180

201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1919-6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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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치료 / 독서치료 / 저널치료

심리학

창조적 통합치료

동화치료
강새로운 저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08면·23,000원
ISBN 978-89-997-1971-4 93180

증정불가

마음으로 떠나는
그림책 여행

마음으로 떠나는
그림책 여행 2

마음으로 떠나는
그림책 여행 3

김용찬·김숙영 공저

김용찬 저

김숙영·김용찬 공저

2012년
크라운판·반양장·360면·15,000원
ISBN 978-89-6330-856-2 7480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17,000원
ISBN 978-89-997-0531-1 7380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464면·23,000원
ISBN 978-89-997-2118-2 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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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미술치료
NEW

2판

2판

2판

미술치료의 이해

실제 적용 중심의

미술치료

미술치료학

－이론과 실제－
정여주 저

정현희 저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424면·18,000원
ISBN 978-89-997-0301-0 93180

201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64면·23,000원
ISBN 978-89-997-1438-2 93180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88면·26,000원
ISBN 978-89-997-2370-4 93180

미술치료학개론

미술치료 입문

미술치료학 개론

영남대학교 미술치료연구회 편
최외선ㆍ기정희ㆍ김갑숙ㆍ김경식ㆍ
김미향·김애희ㆍ김양숙ㆍ김정미ㆍ
김종희ㆍ김현자ㆍ노현미ㆍ서소희ㆍ
신영희ㆍ이철우ㆍ이황은ㆍ장혜경ㆍ
정남희ㆍ정은주ㆍ지혜정ㆍ최윤숙ㆍ
한소선ㆍ황선영 공저

원서 2판

2011년
사륙배판ㆍ반양장ㆍ472면ㆍ24,000원
ISBN 978-89-6330-656-8 93180

2012년
사륙배판ㆍ양장ㆍ584면ㆍ20,000원
ISBN 978-89-6330-812-8 93180

200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04면·19,000원
ISBN 978-89-5891-209-5 93180

미술치료는 마술치료

2판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Cathy A. Malchiodi 편저
임호찬 역

이구동성 미술치료

주리애 저

－미술치료 이론의 종합편－
Judith A. Rubin 편저
주리애 역

주리애 저

Judith A. Rubin 저
김진숙 역

최외선·이근매·김갑숙·
최선남·이미옥 공저

2012년
사륙배판·반양장·512면·18,000원
ISBN 978-89-6330-750-3 93180

200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16면·16,000원
ISBN 978-89-5891-284-2 93180

인간중심 미술치료

미술치료사가 되어가는 길

미술치료 윤리와 실제

Liesl Silverstone 저
주리애·이재현 공역

–미술치료에 입문한 이들이 이루어
가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활동–

2000년
신국판·반양장·336면·14,000원
ISBN 978-89-7548-483-4 03180

NEW

Maxine Borowsky Junge·
Kim Newall 공저
임하연 역

Bruce L. Moon 저
이윤희ㆍ오종은ㆍ임나영ㆍ
홍윤선ㆍ권민경 공역

2021년
신국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2444-2 93180

2011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15,000원
ISBN 978-89-6330-730-5 93180

2판

임상 적용을 위한

임상미술치료의 이해

미술치료의 이해

색즉소울

김선현 저

Susan Hogan·Annette M. Coulter 공저
하은혜·곽진영·김효식 공역

주리애 저

2015년
사륙배판변형·양장·424면·23,000원
ISBN 978-89-997-0678-3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19,000원
ISBN 978-89-997-1805-2 93180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28면·25,000원
ISBN 978-89-997-1370-5 93180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464면·18,000원
ISBN 978-89-6330-057-3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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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심리 안내서－

미술치료

종교, 사회, 예술, 심리치료에서 본

심리학

색채심리

색채와 심리

정은주·김정훈 공저

김정미·최외선 공저

2004년
크라운판·양장·372면·18,000원
ISBN 978-89-7548-175-8 03600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0705-6 93180

201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64면·18,000원
ISBN 978-89-997-1897-7 93180

2판

만다라 미술치료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色의 신비
Ingrid Riedel 저
정여주 역

만다라와 미술치료
－내적 고요와 창의적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

－이론과 실제－
정여주 저

정여주 저

수잔 핀처 저
김진숙 역

2014년
크라운판변형·양장·256면·15,000원
ISBN 978-89-997-0462-8 93180

2013년
크라운판·양장·208면·15,000원
ISBN 978-89-6330-565-3 93180

만다라 미술치료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밀교와 융심리학의 만남–
쿠로키 켄이치 저
박성혜·윤희조 공역

－자기탐구, 완성, 치유를
향하는 미술치료－

Gisela Schmeer 저
정여주·김정애 공역

2001년
신국판·반양장·286면·8,000원
ISBN 978-89-7548-190-1 03370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미술치료
Mair Rees 편저
최은영ㆍ공마리아ㆍ이근용ㆍ
정명선 공역

2020년
신국판·반양장·360면·17,000원
ISBN 978-89-997-1983-7 93180

2011년
신국판·반양장·368면·16,000원
ISBN 978-89-6330-684-1 93180

2011년
크라운판·반양장·456면·19,000원
ISBN 978-89-6330-718-3 93180

미술치료사를 위한

아동미술의
이론과 실제

마음놀이 생각놀이
함께하기

Cathy A. Malchiodi 저
김동연·이재연·홍은주 공역

오현숙·백중열·이하나·안정은 공저

강명순 편저

2010년
신국판·반양장·368면·13,000원
ISBN 978-89-6330-516-5 9318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296면·18,000원
ISBN 978-89-997-1930-1 9337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296면·15,000원
ISBN 978-89-997-0874-9 93180

아동 청소년을 위한
창조적 치료기법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장애아동 미술치료

아동미술심리 이해

－미술 활동을 중심으로－
Angela Hobday·Kate Ollier 공저
임호찬·최금란 공역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232면·14,000원
ISBN 978-89-997-1078-0 93180

이근매·조용태 공저

Cathy A. Malchiodi 저
이재연·홍은주·이지현 공역

2006년
크라운판·반양장·296면·14,000원
ISBN 978-89-5891-215-6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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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84면·18,000원
ISBN 978-89-997-0377-5 93180

미술치료

심리학

NEW

증정불가

발달적 미술치료

미술 기반
미술치료 슈퍼비전

–미술치료의 발달적 관점 지침서–

－이미지를 통한 치료적 통찰력 수련－

유지원·유아름·송다겸·강다영 공저

Barbara J. Fish 저
정여주·박인혜·장정자·
조정은·홍우리 공역

2020년
사륙배판·양장·376면·27,000원
ISBN 978-89-997-2093-2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392면·17,000원
ISBN 978-89-997-2214-1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12면·27,000원
ISBN 978-89-997-2262-2 93180

2판

2판

실제 적용 중심의
노인미술치료

노인미술치료

가족미술심리치료

정현희·이은지 공저

정여주 저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32면·23,000원
ISBN 978-89-997-1349-1 9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368면·20,000원
ISBN 978-89-997-1647-8 93180

2004년
크라운판·반양장·396면·15,000원
ISBN 978-89-5891-004-6 93180

위기 가족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비언어적 표현으로 저항 극복하기–

최선남·김갑숙·전종국 공저

－주제와 활동에 대한 안내서－

특수아동을 위한

미술치료사 11인의
정신장애별 미술치료
주리애·김소연·김재훈·김지연·
김태은·김현진·박윤미·오미영·
이윤희·임정혁·정경림 공저

증정불가

－이론과 실제－

Helen B. Landgarten 저
김진숙 역

NEW

Marian Liebmann 저
최외선·김갑숙·전종국·최윤숙 공역

Debra Linesch 편저
이영옥·송민지 공역

2021년
신국판·반양장·256면·16,000원
ISBN 978-89-997-2266-0 93180

NEW

2007년
신국판·반양장·240면·13,000원
ISBN 978-89-5891-416-7 93180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488면·19,000원
ISBN 978-89-997-0077-4 93180

증정불가

아동·청소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김인선·전은청·오승주·이혜진 공저

사별의 슬픔을 극복한
창조적 그림그리기

치유로서의 그림
Christa Henzler·
Ingrid Riedel 공저
정여주 역

융 관점에서 본

임종환자들의 그림
Yvonne Barnthouse·
Williams 저
강차연·장연집 공역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272면·18,000원
ISBN 978-89-997-2235-6 93180

2006년
신국판·양장·256면·14,000원
ISBN 978-89-5891-207-1 93180

2006년
신국판·반양장·320면·13,000원
ISBN 978-89-5891-138-8 93180

범죄자를 위한
미술치료

상담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교사를 위한

그림과 미술작품의 이해를 돕는

증정불가

Marian Liebmann 편저
최은영ㆍ이은혜 공역

2011년
크라운판ㆍ반양장ㆍ432면ㆍ18,000원
ISBN 978-89-6330-594-3 93180

콜라주 미술치료

상징사전
이근매·아오키 도모코 공저

이근매·아오키 도모코 공저

201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6330-178-5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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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륙배판·반양장·432면·25,000원
ISBN 978-89-997-1205-0 93180

미술치료

심리학

미술치료의
매체활용법

그림 속 우울과 공격성

박현주·서명옥 공저

Rawley Silver 편저
주리애 역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448면·20,000원
ISBN 978-89-997-0687-5 93180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256면·17,000원
ISBN 978-89-6330-278-2 93180

2009년
신국판·반양장·248면·13,000원
ISBN 978-89-6330-237-9 93180

사이버 미술치료

청소년 집단치료

예술로서의 미술치료

－미술치료와 컴퓨터 테크놀로지－

－구조화된 기법중심으로－

Cathy A. Malchiodi 저
오연주·길지호 공역

Billie Farmer Corder 저
김진숙 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264면·13,000원
ISBN 978-89-6330-597-4 93180

2007년
신국판·반양장·224면·10,000원
ISBN 978-89-5891-468-6 93180

2008년
크라운판·반양장·392면·17,000원
ISBN 978-89-5891-569-0 93180

수용적 미술치료에 기초한

학교미술치료 핸드북

콜라주 진로상담
이근매·양종국 공저

－재미난 DAS 이야기－

Judith A. Rubin 저
김진숙 역

NEW

그림 속에 숨겨진
마음의 세계
－융학파의 그림 상징을 통한
치유－

명화 감상 미술치료

－학교 체제에 미술치료 도입하기－

정여주 저

Janet Bush 저
노 용·이경원 공역

2021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272면·17,000원
ISBN 978-89-997-2423-7 93180

2008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280면·13,000원
ISBN 978-89-5891-873-3 93180

청각장애인을 위한

내 마음이 보이니

Gregg M. Furth 저
홍은주·최은정 공역
2008년
신국판·반양장·272면·14,000원
ISBN 978-89-5891-608-6 93180

조기개입 아동미술치료
－발달지연과 ASD－
Nicole Martin 저
박정은 역

2018년
신국판·반양장·200면·15,000원
ISBN 978-89-997-1549-5 93180

어린왕자 미술치료
－내면의 샘을 찾아가는
치유여행－

미술치료

최외선·이은주 공저

Ellen G. Horovitz 편저
최은영·정명선·박지순·이진숙 공역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17,000원
ISBN 978-89-997-0013-2 93180

2011년
사륙배판·반양장·256면·15,000원
ISBN 978-89-6330-744-2 93180

NEW

미술이라는 거울
–빛 속에 가려진 내적 자기를 
보여 주는 미술작업의 신비–

입양과 위탁 양육을 위한

창조적 미술치료

Pat B. Allen 저
김마리아 역

Donna J. Betts 편저
최선남·이혜선·이민정·
이은주·최은우 공역

2020년
신국판·반양장·368면·17,000원
ISBN 978-89-997-2187-8 93180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40면·23,000원
ISBN 978-89-997-2253-0 93180

정여주 저

2015년
신국판·양장·208면·15,000원
ISBN 978-89-997-0575-5 03180

－미술치료 워크북－

－시각적으로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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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실존주의 미술치료
–캔버스 거울–
Bruce L. Moon 저
원희랑 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336면·18,000원
ISBN 978-89-997-1947-9 93180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를 위한

아동 미술치료기법

미술치료기법

미술치료기법 II

최외선·김갑숙·최선남·
이미옥 공저

최외선·김갑숙·정은주·정광석 공저

2006년
크라운판·반양장·228면·13,000원
ISBN 978-89-5891-299-6 93180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0093-4 93180

임상 적용을 위한
미술치료기법

미술치료 연구방법
정현희 저

이근매 저

김인선·김설화·
전은청·오승주 공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64면·24,000원
ISBN 978-89-997-1764-2 9318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304면·20,000원
ISBN 978-89-997-1535-8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488면·22,000원
ISBN 978-89-997-1247-0 93370

K-SDT 자극그림을
이용하는 심리검사

미술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그림검사

주리애 저

–별–파도그림검사, 발테그그림
검사, 나무그림검사–

문명혜 저

스기우라 쿄코·가네마루 류타 공저
이근매 역

201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6330-291-1 93180

2015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16면·20,000원
ISBN 978-89-997-0616-5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224면·15,000원
ISBN 978-89-997-1898-4 93180

예술치료에서의
평가와 연구

아동·청소년
그림 진단 및 해석

미술을 만난 심리치료

원서 2판

－KFD, K-HTP, DAP 중심－

Robyn Flaum Cruz·Bernard Feder 공저
한국심리치료학회 역

백양희 저

2015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80면·19,000원
ISBN 978-89-997-0831-2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0564-9 93180

<근간>

Aina O. Nucho 저
김선희 역

미술을 만난
심리치료

그림을 통한
심리진단 및 평가 Ⅰ

그림을 통한
심리진단 및 평가 Ⅱ

SPSS를 활용한
미술치료 자료분석

김갑숙·이미옥·
전영숙·기정희 공저

김갑숙·이미옥·
전영숙·기정희 공저

정영숙·최은영·공마리아 공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368면·24,000원
ISBN 978-89-997-1807-6 9318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00면·25,000원
ISBN 978-89-997-1953-0 93180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256면·18,000원
ISBN 978-89-997-0380-5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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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빅 정서 및
인지 미술치료 평가

체험 미술심리치료

Myra F. Levick 저
주리애 역

장연집·최호정·홍혜정·김태은·
문리학·한경아·김시내·김초롱·
임은영·김성희·박주희·김희연·
김현미·임하연·임연채·김현진 공저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184면·17,000원
ISBN 978-89-997-1436-8 9318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2,000원
ISBN 978-89-997-1555-6 93180

심리학

체험 미술심리치료의
확장
장연집·최호정·홍혜정·
김현미·임하연 공저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2,000원
ISBN 978-89-997-1644-7 93180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

증정불가

창의성과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창의성과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 II

최외선·김갑숙·
서소희·홍인애 공저

최외선·김갑숙·서소희·홍인애·
류미련·강수현 공저

2010년
사륙배판·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6330-454-0 93180

2012년
사륙배판·반양장·296면·17,000원
ISBN 978-89-6330-780-0 93180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256면·18,000원
ISBN 978-89-997-0727-8 93180

장애영역별 특성에 맞춘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만나는

부모코칭,
장애아동 부모상담으로 만나는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 V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 VI

최외선·김갑숙·서소희·류미련·
강수현·조효주·박금채 공저

최외선·김갑숙·서소희·류미련·
강수현·조효주·박금채 공저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288면·18,000원
ISBN 978-89-997-0981-4 93180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280면·18,000원
ISBN 978-89-997-1088-9 93180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 IV
최외선·김갑숙·서소희·류미련·
강수현·조효주·박금채 공저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272면·18,000원
ISBN 978-89-997-0749-0 93180

장애영역별 특성에 맞춘

미술치료
열두 달 프로그램 III
최외선·김갑숙·서소희·류미련·
강수현·조효주·박금채 공저

증정불가

힐링 타임,
통합과 성숙의 길을 만드는 시간!

미술치료와 신경과학
－관계, 창조성 그리고 탄력성－

만다라 그리기 스티커
이윤주·이은경 공저

Noah Hass-Cohen·
Joanna Clyde Findlay 공저
김갑숙·정은주·김태희·서사라 공역

2016년
사륙배판·양장·44면·20,000원
ISBN 978-89-997-1040-7 9318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520면·23,000원
ISBN 978-89-997-1674-4 93180

만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만드는 작용
을 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는 우리 마음
의 깊은 층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하나의 소
우주로서 스스로 통합되고 성숙되는 것, 자연
과 우주 영역에서 우주의 질서와 그 속에 있
는 자신의 신비한 본질을 체험하는 것, 신적
인 영역에서 내적인 관조와 명상을 투여하고
이와 관련된 내면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다. 만다라 작업을 통해 맑고 차분해진 마
음의 공간은 사람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집중
할 수 있게 하여 사람이 그 안에서 창조성을

정신분석 미술치료
–프로이트부터 라캉까지–
이수진 저

발휘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등의 모든 좋은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만
다라는 집단무의식과의 연결이 가능하고 이
를 통해 화합과 치유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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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25,000원
ISBN 978-89-997-2098-7 93180

심리학

예술치료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창조적 예술치료기법
Ann Argé Nathan·
Suzanne Minviss 공저
박희석·류정미·윤명희 공역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치료
－중국 전통의학과 심리극 그리고
창조적 미술치료의 통합－

샤머니즘과 예술치료
－치유과정의 심층심리학적 은유－
김진숙 저

Gong Shu 저
최외선·조성희·이미옥 공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400면·15,000원
ISBN 978-89-6330-755-8 93180

2010년
크라운판변형·양장·336면·16,000원
ISBN 978-89-6330-247-8 93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328면·14,000원
ISBN 978-89-6330-245-4 93180

2판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폐아동을 위한

애도상담과 표현예술

표현예술치료

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양순 저

홍은주·박희석·김영숙 공저

2008년
신국판·반양장·312면·13,000원
ISBN 978-89-5891-903-2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368면·22,000원
ISBN 978-89-997-0578-6 93180

신경심리학과 예술
－신경, 인지, 진화론적 관점－
Dahlia W. Zaidel 저
김홍근 감수
최은영·백용운·
공마리아·김자령 공역
2015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8면·19,000원
ISBN 978-89-997-0682-0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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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창출을 위한 상담기법–
Barbara E. Thompson·
Robert A. Neimeyer 편저
유영권·박경은 공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96면·27,000원
ISBN 978-89-997-1980-6 93180

행복한 만다라 그리기 시리즈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만다라 문양을
창의적으로 색칠하여 마음을 치유하도록 돕는 워크북

행·복·한·만·다·라·그·리·기·시·리·즈

증정불가

만다라 그리기 정여주

● 대상별 세트 정가 35,000원 <전 10권 / 각 권 3,500원>

전 50권

유
아
편
아
동
편
청
소
년
편
성
인
편
노
인
편

지음

● 전 대상별 세트 정가 175,000원 <전 50권>

1

2

3

4

5

6

7

8

9

10

식물

동물

곤충

바다

계절

우주와
자연 1

우주와
자연 2

전통과
예술 1

전통과
예술 2

색종이
오리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식물

동물

곤충

바다

계절

우주와
자연 1

우주와
자연 2

전통과
예술 1

전통과
예술 2

색종이
오리기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식물

동물

곤충

바다

계절

우주와
자연 1

우주와
자연 2

전통과
예술 1

전통과
예술 2

색종이
오리기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식물

동물

곤충

바다

계절

우주와
자연 1

우주와
자연 2

전통과
예술 1

전통과
예술 2

색종이
오리기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식물

동물

곤충

바다

계절

우주와
자연 1

우주와
자연 2

전통과
예술 1

전통과
예술 2

색종이
오리기

심리학

음악치료
☞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3판

음악치료학

☞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음악치료 탐구

개정 중

인간행동과 음악

－논점과 이해－

－음악은 왜 치료적인가－

최병철·문지영·문서란·
양은아·김성애·여정윤 공저

Kenneth S. Aigen 저
김경숙·황은영·박소영 공역

2015년
크라운판·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997-0804-6 9318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1099-5 93180

2010년
크라운판ㆍ양장ㆍ224면ㆍ13,000원
ISBN 978-89-6330-566-0 93180

아동음악치료

음악 심리치료의
역동성

음악치료

Wanda B. Lathom－Radocy 저
최병철·박소연·황은영 공역

정현주 저

－기법과 모델－
정현주·김영신·최미환·조혜진·
노주희·김동민·김진아·문소영·
곽은미·배민정·이승희·김승아·
김신희·이수연·Lisa Summer·
Benedikte Scheiby·Diane Austin 공저

Kenneth E. Bruscia 편저
최병철·김영신 공역

200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76면·20,000원
ISBN 978-89-6330-217-1 93180

200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44면·22,000원
ISBN 978-89-5891-274-3 93180

2006년
국배판변형·반양장·448면·18,000원
ISBN 978-89-5891-261-3 93180

음악치료 접근법

음악치료 수용기법

치료적 노래 만들기

Alice－Ann Darrow 편
김영신 역

－음악치료 교육 및 임상을 위한
지침서－

Felicity Baker·Tony Wigram 공편
최미환 역

Denise Grocke·Tony Wigram 공저
문소영·이윤진 공역

2006년
크라운판·양장·328면·16,000원
ISBN 978-89-5891-259-0 93180

즉흥연주
－음악치료사, 교육자 및 학생들을
위한 치료 방법과 기술－
(부록: 즉흥음악 연주 CD 제공)

2011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18,000원
ISBN 978-89-6330-595-0 93180

2008년
사륙배판변형·양장·424면·17,000원
ISBN 978-89-93510-22-5 93180

내적 음악을 표출하기 위한

노도프-로빈스
음악치료 초기사례 연구

음악치료와
사이코드라마

(부록: 사례 CD 제공)

Joseph J. Moreno 저
이정실 역

Kenneth Aigen 저
김영신·김동민 공역

2006년
크라운판·반양장·292면·15,000원
ISBN 978-89-5891-268-2 93180

2003년
신국판·양장·188면·12,000원
ISBN 978-89-7548-754-5 03180

2009년
크라운판·양장·432면·20,000원
ISBN 978-89-93510-95-9 93180

정신역동 음악치료

음악중심 음악치료

커뮤니티 음악치료

Kenneth Aigen 저
이경숙ㆍ류 리 공역

Brynjulf Stige·Lief Edvard Aarø 공저
순진이·곽은미 공역

2011년
크라운판ㆍ반양장ㆍ416면ㆍ20,000원
ISBN 978-89-6330-575-2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32면·25,000원
ISBN 978-89-997-2257-8 93180

Tony Wigram 저
김진아 역

NEW
－사례연구－
Susan Hadley 편저
김성희·김연정·김향숙·박소연·
양은아·오선화·이경숙·이난복·
이드보라·이 숙·이정실 공역
2008년
사륙배판변형·양장·536면·20,000원
ISBN 978-89-5891-665-9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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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음악치료에서의
진단평가

음악치료 진단평가

김경숙 저

Stine Lindahl Jacobsen·
Eric G. Waldon·Gustavo Gattino 편저
황은영·배미현·심교린 공역

심리학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

–이론·연구·적용–

(부록: 시연용, 반주용 CD 제공)
정현주·김동민 공저

2008년
신국판·반양장·184면·10,000원
ISBN 978-89-5891-686-4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392면·23,000원
ISBN 978-89-997-2203-5 93180

2005년
사륙배판·반양장·188면·15,000원
ISBN 978-89-5891-062-6 93180

음악치료 슈퍼비전

올 댓 청소년 음악치료

올 댓 노인 음악치료

Michele Forinash 편저
정현주·김동민·김수지·김영신 공역

황은영·장문정·이은선·
위아름·박지선·고은진 공저

–노인을 위한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황은영·문서란·김경숙·고범석 공저

2012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76면·22,000원
ISBN 978-89-6330-863-0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384면·19,000원
ISBN 978-89-997-1260-9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296면·17,000원
ISBN 978-89-997-2194-6 93180

올 댓 음악치료사

음악과 인간행동

－음악치료사의 모든 것－

–음악에서 음악치료까지, 음악에
대한 모든 것–

음악치료 전공자를 위한
임상 훈련 가이드

고명한·고은진·김명신·박소영·
박지선·박지은·위아름·이은선·
장문정·황은영 공저

황은영·장문정·고은진·
위아름·박지선·이은선 공저

Barbara L. Wheeler·
Carol L. Shultis·
Donna W. Polen 공저
김영신·김은주 공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256면·14,000원
ISBN 978-89-997-0553-3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1870-0 93370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18,000원
ISBN 978-89-997-0636-3 93180

GIM과 MI

21인의 음악치료사가
들려주는 임상이야기

음악치료사가
안내하는 방구석
음악여행

－음악을 통한 개인치료와
그룹치료 기법－

<근간>

음악의 치료적
선물

–음악치료 임상사례집–

Denise Grocke·Torben Moe 편저
문소영·박지원·배민정·
음승희·이상은·이윤진 공역

이난복·강민정·고범석·곽은미·김명신·
김성애·김성희·김소진·김은정·김지현·나윤정·
남궁지숙·박혜영·양윤정·음승희·이드보라·
이지우·장문정·지은미·황성하·황지연 공저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464면·24,000원
ISBN 978-89-997-1429-0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80면·25,000원
ISBN 978-89-997-2119-9 93180

음악의 치료적 선물

신경학적 음악치료
핸드북

Christine Stevens 저
손명훈·김귀주·임진영 공역

<근간>

신경학적 음악
치료 핸드북

Michael H. Thaut·
Volker Hoemberg 공저
강규림·여명선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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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음악치료사가
안내하는 방구석
음악여행

곽은미·함예림 공저

심리학

사이코드라마 / 연극치료

☞ 2005년 환인정신의학상 수상
2판

사이코드라마

생명굿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이론과 실제－

–참된 자신을 찾아 나서는
치유적 굿 마당–

최헌진 저

최헌진 저

2010년
사륙배판·반양장·704면·25,000원
ISBN 978-89-6330-252-2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29,000원
ISBN 978-89-997-2013-0 93180

트라우마
생존자들과의 심리극

심리극과 경험치료를 활용한

집단상담과 심리극을 위한 웜업 북

집단상담

자발성 극장

Tian Dayton 저
김광운·박희석·이숙자 공역

박희석 저

2008년
크라운판·양장·448면·19,000원
ISBN 978-89-5891-587-4 93180

2008년
크라운판·양장·320면·16,000원
ISBN 978-89-5891-675-8 93180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32면·27,000원
ISBN 978-89-997-2296-7 93180

사회극

쉽게 배우는 역할극

발달장애와 연극치료

Susan El-Shamy 저
이호선 역

박미리 저

2012년
크라운판·양장·400면·19,000원
ISBN 978-89-6330-819-7 93180

200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6330-043-6 93180

2009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240면·14,000원
ISBN 978-89-6330-148-8 93180

연극치료의 진단평가

감정 모델 연극치료

연극치료와 파괴성

David Read Johnson·
Susana Pendzik·
Stephen Snow 공편
박미리·김숙현 공역

박미리 저

Ditty Dokter·Pete Holloway·
Henri Seebohm 편저
박미리·김숙현·배희숙·심정순·
오수진·윤일수·이가원·이두성·
이선형·이효원·장인숙·정순모 공역

2013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12면·22,000원
ISBN 978-89-997-0245-7 93180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272면·13,000원
ISBN 978-89-997-0231-0 93180

2016년
크라운판·양장·352면·19,000원
ISBN 978-89-997-0849-7 93180

페르소나와 퍼포먼스

2판

김수동·이우경 공저

2004년
사륙배판변형·양장·472면·18,000원
ISBN 978-89-7548-525-1 93180

NEW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

증정불가

P. F. Kellermann·
M. K. Hudgins 공편
최대헌·조성희·이미옥 공역

－원리와 적용－
Patricia Sternberg·
Antonina Garcia 공저
조성희·김광운 공역

－역할 접근법의 이론과 실제－

인형치료
－상징체계의 활용과 적용모델－

Robert J. Landy 저
이효원 역

최광현·선우현 공저

2010년
신국판·반양장·456면·16,000원
ISBN 978-89-6330-381-9 9318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344면·20,000원
ISBN 978-89-997-1072-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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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

놀이치료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아동중심 놀이치료

－치료관계의 기술－

유미숙·박현아·이영애 공저

Risë VanFleet·Andrea E.
Sywulak·Cynthia Caparosa
Sniscak 공저
권윤정 역

원서 3판
Garry L. Landreth 저
유미숙 역

<근간>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2015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04면·20,000원
ISBN 978-89-997-0598-4 93180

놀이치료하기
<근간>

심리학

Terry Kottman·
Kristin K. Meany-Walen 공저
박영애·김리진·김소담 공역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360면·17,000원
ISBN 978-89-997-0203-7 93180

아동의 증상과 특성별

놀이치료
염숙경 저

놀이치료 사례집
Terry Kottman·
Charles Schaefer 공저
김은정·정연옥 공역

놀이치료하기
200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12면·18,000원
ISBN 978-89-6330-209-6 93180

2006년
사륙배판·반양장·656면·25,000원
ISBN 978-89-5891-309-2 93180

성장과 치유를 위한
노인놀이치료

놀이치료 관계 형성을
위한 핸드북

놀이치료 수퍼비전

신민주·주용국·어은경 공저

Maria Giordano·Garry Landreth·
Leslie Jones 공저
이미경 역

202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00면·17,000원
ISBN 978-89-997-1881-6 93180

2009년
사륙배판·반양장·272면·15,000원
ISBN 978-89-93510-16-4 93180

놀이치료 1

놀이치료 2

－이론과 기법편－

–임상적 적용편–

David A. Crenshaw·
Anne L. Stewart 편저
이순행·최해훈·박혜근·
윤진영·최은실 공역

David A. Crenshaw·
Anne L. Stewart 편저
윤진영·최해훈·이순행·박혜근·
최은실·이은지·김지연 공역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416면·20,000원
ISBN 978-89-997-1604-1 9318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536면·22,000원
ISBN 978-89-997-1858-8 93180

치료놀이
Phyllis B. Booth·
Ann M. Jernberg 편저
윤미원·김윤경·신현정·
전은희·김유진 공역

2011년
사륙배판·반양장·576면·23,000원
ISBN 978-89-6330-721-3 93180

이미경 저

2006년
크라운판·반양장·376면·15,000원
ISBN 978-89-5891-305-4 93180

놀이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처음 만나는 놀이치료
김광웅·김화란 공저

200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00면·18,000원
ISBN 978-89-6330-137-2 93180

치료놀이의
이해와 적용

놀이치료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치료

신현정 저

－10세션 부모－자녀 놀이치료 모델－
Garry L. Landreth·
Sue C. Bratton 공저
김양순 역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328면·15,000원
ISBN 978-89-6330-145-7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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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륙배판변형·양장·616면·22,000원
ISBN 978-89-5891-745-8 93180

놀이치료

심리학
☞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가족놀이치료

가족놀이치료

－가족을 위한 협력적 접근－

－가족치료에서 놀이의 활용－

Nancy Riedel Bowers 편저
김유숙·최지원·김사라 공역

Eliana Gil 저
진혜련·허미정·최연실 공역

2015년
크라운판·반양장·272면·17,000원
ISBN 978-89-997-0774-2 93180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272면·16,000원
ISBN 978-89-997-1102-2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560면·23,000원
ISBN 978-89-997-1390-3 93180

애착문제 해결을 위한

이야기 놀이치료

집단놀이치료

창의적 예술치료와
놀이치료

집단 부모놀이치료
Louise Guerney·Virginia Ryan 공저
권윤정·유민화·이윤수·
임진영·차효정 공역

－이론과 실제－

Daniel S. Sweeney·
Jennifer N. Baggerly·Dee C. Ray 공저
이은아김·한희영·서인숙 공역

Aideen Taylor de Faoite 편저
유미숙·김미경·노은선·전성희 공역

Cathy A. Malchiodi·
David A. Crenshaw 편저
김유진·류진아·신현정·윤미원·
장미경·최명선·홍은주 공역
201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997-1921-9 93180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296면·17,000원
ISBN 978-89-997-1441-2 93180

201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8면·19,000원
ISBN 978-89-997-1776-5 93180

아들러 놀이치료

모험놀이치료

Terry Kottman·
Kristin Meany-Walen 공저
진미경·김혜진·박현숙·
채은영·조진희 공역

Jeffrey S. Ashby·Terry Kottman·
Donald DeGraaf 공저
진미경·김혜진·박현숙·채은영·
김모라·조진희·이호진 공역

아동을 위한
경험기반 놀이치료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528면·21,000원
ISBN 978-89-997-1394-1 93180

2018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3,000원
ISBN 978-89-997-1566-2 93180

Linda A. Reddy·Tara M. Files-Hall·
Charles E. Schaefer 공저
이유니·이소영 공역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18,000원
ISBN 978-89-997-1730-7 93180

❖ 스테디셀러 ❖
놀이의 치유하는 힘

놀이치료로 행복을
되찾은 아이, 베티

–학대받은 아동과의 치료 작업–
Eliana Gil 저
김은정·김성준 공역

Anneliese Ude-Pestel 저
한신대학교 오현숙 역

2020년
신국판·반양장·328면·15,000원
ISBN 978-89-997-2086-4 93180

NEW

놀이치료·
아동심리치료로
행복을 되찾은 아메트
Anneliese Ude－Pestel 저
한신대학교 오현숙 역

2005년
신국판·반양장·244면·11,000원
ISBN 978-89-5891-176-0 03180

NEW

2014년
신국판·반양장·384면·14,000원
ISBN 978-89-997-0240-2 03180

NEW
아동 치료자들을 위한 임상 지침서

놀이의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게슈탈트 놀이치료

Theresa A. Kestly 저
이순행·윤진영·박랑규 공역

Rinda Blom 저
김금운·최명선 공역

2021년
신국판·반양장·344면·17,000원
ISBN 978-89-997-2417-6 93180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296면·17,000원
ISBN 978-89-997-2369-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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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자폐 스펙트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발달놀이치료
Robert Jason Grant 저
진미경ㆍ김혜진ㆍ박현숙ㆍ
채은영ㆍ김모라ㆍ오형경 공역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44면·19,000원
ISBN 978-89-997-2497-8 93180

놀이치료 / 모래놀이치료

<근간>

놀이치료의
전환점과
자기의 출현

놀이치료의
전환점과 자기의 출현
Loori Tasennik·Ken Gardner 공저
김영진·박예진·안윤정 공역

퍼펫놀이치료
<근간>

퍼펫놀이치료

2판

모래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보애 저

Athena A. Drewes·
Charles E. Schaefer 편저
선우현·노남숙·왕영희·
서미진·안명숙·최광현 공역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Barbara A. Turner 저
김태련·강우선·김도연·김은정·
김현정·박랑규·방희정·신문자·
신민섭·이계원·이규미·이정숙·
이종숙·장은진·조성원·조숙자 공역

심리학

전생애 놀이치료
<근간>

한유진·서주현·전숙영·배희분·
노남숙·김세영·임나영·천연미·
김리진·오종은·양선영·최지경 공저

전생애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와
數 상징
Pratibha S. Eastwood 저
정정순·김보애·정선영 공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6330-717-6 93180

200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704면·23,000원
ISBN 978-89-6330-052-8 93180

2006년
신국판·반양장·468면·17,000원
ISBN 978-89-5891-270-5 93180

도라 칼프의 모래놀이

모래놀이치료

－융심리학적 치유법－

－심리치료사를 위한 지침서－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Dora M. Kalff 저
이보섭 역

Barbara Labovitz Boik·
E. Anna Goodwin 공저
이진숙·심희옥·한유진 공역

장미경 저

2012년
신국판·반양장·256면·15,000원
ISBN 978-89-6330-672-8 93180

2012년
크라운판·양장·384면·18,000원
ISBN 978-89-6330-901-9 93180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32면·22,000원
ISBN 978-89-997-1193-0 93180

현장임상전문가를 위한

모래상자치료
임상지침서
Linda E. Homeyer·
Daniel S. Sweeney 공저
정경숙·우주영·정미나 공역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208면·16,000원
ISBN 978-89-997-0427-7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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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 / 불교심리 / 요가 / 자아초월

심리학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상)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하)

－삶의 재난을 몸과 마음의
지혜로 마주하기－

－삶의 재난을 몸과 마음의
지혜로 마주하기－

존 카밧진 저
김교헌·김정호·장현갑 공역

존 카밧진 저
김교헌·김정호·장현갑 공역

2017년
신국판·반양장·448면·15,000원
ISBN 978-89-997-0881-7 04180
978-89-997-0880-0 (set)

2017년
신국판·반양장·448면·15,000원
ISBN 978-89-997-0882-4 04180
978-89-997-0880-0 (set)

마음챙김과 정신건강
－치료, 이론과 과학－
Chris Mace 저
안희영 역

2010년
신국판·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6330-395-6 93180

NEW

마인드 다이어트
–명상 기반의 자기조절–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기술

내 안에
고요를 만나다

김완석 저

이우경·최은실 공저

－차(茶)명상과 치유－
정광주 저

2019년
신국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1695-9 9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216면·12,000원
ISBN 978-89-997-2400-8 93180

2011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168면·14,000원
ISBN 978-89-6330-731-2 03180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깨어 있는 삶을 위한
일곱 가지 가르침

마음챙김

일상생활 명상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크리야 요가－

－심신건강 분야에서 마음챙김의 활용－

Roy Eugene Davis 저
문진희 감수/ 박태수 역

Shauna L. Shapiro·
Linda E. Carlson 공저
Jon Kabat－Zinn 서문
안희영·이재석 공역

2011년
신국판·반양장·336면·14,000원
ISBN 978-89-6330-685-8 03180

2012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6330-674-2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304면·16,000원
ISBN 978-89-997-0139-9 93180

온정신의 회복

의료 분야에서의

Charles T. Tart 저
안희영ㆍ백양숙 공역

NEW

10분 마음챙김

－마음챙김을 통한
자신과 세계 치유하기－

마음챙김 MBSR

Jon Kabat-Zinn 저
안희영·김재성·이재석 공역

Saki Santorelli 저
안희영·정유경 공역

2017년
사륙배판·양장·664면·23,000원
ISBN 978-89-997-1096-4 0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360면·17,000원
ISBN 978-89-997-2205-9 93180

2021년
신국판·반양장·360면·15,000원
ISBN 978-89-997-2477-0 03180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마음챙김

마음챙김과 도식치료

－불교명상과 심리학의 만남－
Christopher K. Germer·
Ronald D. Siegel·
Paul R. Fulton 공편
김재성 역
2012년
신국판·반양장·560면·16,000원
ISBN 978-89-6330-663-6 03180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명상을 활용한 치료적 중재－
Victoria M. Follette·John Briere·
Deborah Rozelle·James W. Hopper·
David I. Rome 편저
김도연 역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997-1143-5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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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 Scott·Barrie Davenport 공저
전현민 역

－임상지침서－
Michiel van Vreeswijk·
Jenny Broersen·Ger Schurink 공저
이영호 역

2017년
신국판·반양장·296면·15,000원
ISBN 978-89-997-1307-1 03180

명상 / 불교심리 / 요가 / 자아초월

심리학

NEW

마음챙김과 예술치료

강박장애 극복을 위한

마음을 여는 명상

－이론과 실제－

－사무량심－

Laury Rappaport 편저
최은영·공마리아·권옥순·권재희·
김수진·박지순·서정훈·손은경·
윤현주·이영숙·이은혜·장희은·
정명선·정미영·황은진 공역

B. Alan Wallace 저
김완석 역

201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36면·23,000원
ISBN 978-89-997-1440-5 9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264면·14,000원
ISBN 978-89-997-0996-8 03180

마음챙김 워크북
–마음챙김과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강박장애 극복 길잡이–
Jon Hershfield·Tom Corboy 공저
최영희·한미리·신승민·
설지환·최상유 공역
202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88면·17,000원
ISBN 978-89-997-2221-9 93180

NEW

홀로트로픽 숨치료

MBSR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MBSR 워크북
Bob Stahl·Elisha Goldstein 공저
안희영·이재석 공역

–트숨, 의식탐구와 혁신적
심리치료–
Stanislav Grof·Christina Grof 공저
김명권·신안수·이난복·황성옥 공역

Linda Lehrhaupt·Petra Meibert 공저
안희영 역

<근간>

명상과 의학

2014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04면·16,000원
ISBN 978-89-997-0535-9 93180

2020년
신국판·반양장·240면·14,000원
ISBN 978-89-997-1977-6 93180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25,000원
ISBN 978-89-997-2422-0 93180

명상과 의학

당신이 모르는
마음챙김 명상

깨어 있기

이화영·곽영숙·구본훈·김경승·김혜금·
박용한·송후림·신경철·오중근·원승희·
윤지애·이강욱·이경욱·이병철·이상혁·
이서지·이성근·임미래·전진용·전현수·
정성원·정영철·채정호·한상익·한창환·
허휴정 공저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
Christopher K. Germer·
Ronald D. Siegel 편저
서광스님·김나연 공역

<근간>

당신이 모르는
마음챙김 명상

Jon Kabat-Zinn 저
안희영·김정화 공역

깨어 있기

자비의 심리학

다르마를 통해 본
마음챙김 명상

Lorne Lander 저
박성현·노현숙·박경옥·
이종수·이지원·황광숙 공역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576면·18,000원
ISBN 978-89-997-0492-5 03180

2014년
신국판·반양장·456면·17,000원
ISBN 978-89-997-0475-8 03180

자비중심치료

마음챙김과 자비

Paul Gilbert 저
조현주·박성현 공역

<근간>

Jon Kabat-Zinn 저
안희영, 김정화 공역

–MBSR(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핵심–
Beth Ann Mulligan 저
안희영 역
2020년
신국판·반양장·264면·15,000원
ISBN 978-89-997-1979-0 93180

NEW

–자비로운 마음 훈련–

멈추고, 느끼고,
사랑하라

Paul Gilbert·Choden 공저
조현주·박성현·김병전·노승혜 공역

–자기 성장을 위한 마음챙김–자비
프로그램(MLCP)–
조현주·노승혜·류석진·
이현예·정현희 공저

2014년
신국판·반양장·320면·14,000원
ISBN 978-89-997-0349-2 93180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24,000원
ISBN 978-89-997-2139-7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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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국판·반양장·256면·13,000원
ISBN 978-89-997-1755-0 03180

명상 / 불교심리 / 요가 / 자아초월

심리학

불교상담학개론

붓다의 심리학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

(Revised Edition)

Padmasiri de Silva 저
윤희조 역

2017년
크라운판·양장·384면·19,000원
ISBN 978-89-997-1227-2 93180

－명상과 깨달음의 수행－
Culadasa(John Yates)·
Matthew Immergut·
Jeremy Graves 공저
김용환 역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92면·22,000원
ISBN 978-89-997-1389-7 93180

반야통찰상담의 실제
–마음챙김을 넘어서 반야로–
정은의 저

John Welwood 저
김명권·주혜명 공역

－명상의 정신치료적 적용－
Mark Epstein M. D. 저
전현수 역

2008년
신국판·양장·440면·15,000원
ISBN 978-89-5891-872-1 93180

2016년
신국판·양장·312면·16,000원
ISBN 978-89-997-0928-9 93180

Christopher Germer

비추는 마음
비추인 마음

깨달음의 심리학

불교와
심리치료의 만남
(DVD)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편

2010년
DVD 4장ㆍ50,000원
ISBN 978-89-6330-384-0 98180

명상, 마음 그리고
심리학적 통찰
–불교 명상 스승인 초감 트룽파 
린포체의 강연록–

NEW

임상가를 위한
자비중심치료 가이드북
Russell L. Kolts 저
박성현·조현주·
문정신·류석진 공역

2021년
크라운판·반양장·336면·19,000원
ISBN 978-89-997-2518-0 93180

선치료
David Brazier 저
김용환·박종래·한기연 공역

Chögyam Trungpa 저
서 광·김영미 공역
2020년
신국판·반양장·328면·15,000원
ISBN 978-89-997-2186-1 93180

2007년
신국판·양장·456면·17,000원
ISBN 978-89-5891-482-2 93180

–차크라를 열어 주는 연습과 명상–

행동의학과
마음챙김·수용

세포에게서 배우는
포용과 선택

Brenda Davies 저
박애영 역

Lance M. McCracken 편저
김완석·김계양 공역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40면·17,000원
ISBN 978-89-997-2237-0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448면·19,000원
ISBN 978-89-997-0348-5 9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400면·17,000원
ISBN 978-89-997-0951-7 93180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융합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480면·25,000원
ISBN 978-89-997-1966-0 93180

NEW

증정불가

차크라 힐링 워크북

몸, 마음, 영혼을 위한

힐링
Shakti Gawain 저
박애영·이채원 공역

－빅토르 프랑클의 의미심리학－
정인석 저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Sondra Barrett 저
김용환·원민정 공역

－자기초월의 패러다임－
Stanislav Grof 편저
정인석 역

2014년
국판·양장·144면·13,000원
ISBN 978-89-997-0420-8 03180

2013년
신국판·양장·296면·14,000원
ISBN 978-89-6330-980-4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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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국판·양장·400면·16,000원
ISBN 978-89-6330-404-5 93180

명상 / 불교심리 / 요가 / 자아초월
증정불가

<근간>

심리학
증정불가

감성의 메시지와
상담심리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영성지향
대상관계정신치료

정인석 저

정인석 저

최영민 저

2016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1101-5 03180

2018년
신국판·양장·240면·14,000원
ISBN 978-89-997-1706-2 0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152면·14,000원
ISBN 978-89-997-1329-3 03180

정서장애와 주의

수용전념치료 배우기

Adrian Wells·Gerald Matthews 공저
전진수·김제홍·한지윤·김완석 공역

Jason B. Luoma·
Steven C. Hayes·
Robyn D. Walser 공저
최영희·유은승·최지환 공역

정서장애와
주의

2012년
사륙배판·반양장·528면·22,000원
ISBN 978-89-6330-945-3 93180

수용전념치료
－실무 지침서－
Steven C. Hayes·
Kirk D. Strosahl 편저
손정락·이금단 공역

2015년
사륙배판·반양장·472면·20,000원
ISBN 978-89-997-0571-7 93180

<근간>

정신증의 회복
을 위한
수용전념치료
－집단 기반 수용전념
치료 실무지침서－

여성을 위한

정신증의 회복을 위한
수용전념치료
－집단 기반 수용전념치료 실무지침서－
Emma K. O’Donoghue·
Eric M. J. Morris·Joseph E. Oliver·
Louise C. Johns 공저
김은정·정나래·박혜연·
김지영·전민정 공역

요가를 통한 심리치료

바디워크 테라피

－몸, 마음, 영혼의 온전한 건강－

Delcia McNeil 저
조옥경·이지현·이제진 공역

Swami Ajaya 저
조옥경·왕인순·김아신·
박미라·양희연 공역

2006년
신국판·반양장·400면·13,000원
ISBN 978-89-5891-224-6 0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280면·14,000원
ISBN 978-89-997-0829-9 93180

NEW
통합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니스를 위한

요가심신테라피

비니요가

조옥경·왕인순·강 화·
김안나·이윤선 공저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04면·19,000원
ISBN 978-89-997-1746-8 93180

치유비니요가
–1:1 맞춤식 치유요가의 정수–

－Kraftsow의 요가치료입문－

T. K. V. Desikachar 저
조옥경 역

Gary Kraftsow 저
조옥경 역

2011년
국배판·반양장·360면·20,000원
ISBN 978-89-6330-732-9 13510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84면·20,000원
ISBN 978-89-997-2352-0 03180

☞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자유로운 마음

우울증을 위한 ACT
－우울증 치료에 활용하는
수용전념치료 지침서－

－새로운 수용전념치료－

Robert D. Zettle 저
문현미 역

Steven C. Hayes·Spencer Smith 공저
문현미·민병배 공역
2010년
신국판·양장·480면·15,000원
ISBN 978-89-6330-235-5 93180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6330-995-8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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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자유로운 마음
–삶의 가치를 향해
피벗하는 길–

–삶의 가치를 향해 피벗하는 길–
Steven C. Hayes 저
문현미·민혜원 공역

명상 / 불교심리 / 요가 / 자아초월

심리학

아널드 민델의

양자심리학

관계치료

－심리학과 물리학의 경계－

－과정지향적 접근－

Arnold Mindell 저
양명숙ㆍ이규환 공역

Arnold Mindell 저
양명숙·이규환 공역

2011년
크라운판ㆍ반양장ㆍ824면ㆍ25,000원
ISBN 978-89-6330-631-5 93180

2011년
신국판ㆍ반양장ㆍ264면ㆍ14,000원
ISBN 978-89-6330-666-7 93180

양자심리치료

프로세스 마인드

Arnold Mindell 저
이규환·양명숙 공역

－신의 마음에 연결하기 위한
심리치료 안내서－
Arnold Mindell 저
양명숙·이규환 공역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17,000원
ISBN 978-89-997-0041-5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0455-0 93180

명상과
심리치료의 만남

지기(地氣) 심리학
－돈 후안과 리처드 파인만, 노자의
가르침에 의한 경로 알아차림－

Arnold Mindell 저
정인석 역

융합학문의 대가이자
현존하는 세계적인 석학,
아널드 민델

Arnold Mindell 저
이규환·양명숙 공역

2011년
신국판·양장·272면·14,000원
ISBN 978-89-6330-637-7 93180

2017년
크라운판·반양장·384면·19,000원
ISBN 978-89-997-1219-7 93180

증정불가

명상을 통한
수행역량개발

☞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통합심신치유학 시리즈 ①

통합심신치유학 시리즈 ②

통합심신치유학
이론 편

통합심신치유학 실제 편

조효남·안희영 공저

2010년
신국판·반양장·432면·15,000원
ISBN 978-89-6330-099-3 93180

2020년
사륙배판·양장·664면·32,000원
ISBN 978-89-997-2019-2 93180

2020년
사륙배판·양장·320면·22,000원
ISBN 978-89-997-2169-4 93180

NEW

Frank L. Gardner·Zella E. Moore 공저
김완석·전진수·김인구·신강현 공역

안희영·조효남·곽미자·곽상준·구민준·
국은미·김기섭·김성호·김성희·김열권·
김윤탁·김제창·류승원·박영숙·박자방·
설경인·신경희·원희랑·원희욱·이건호·
이인화·이종의·임세라·조상윤·조인숙 공저

NEW

NEW

통합심신치유학 시리즈 ④

통합심신치유학 시리즈 ③

수용전념치료와 함께

역동적 통합치유변용
리더십 편

통합심신치유학
치유기제 편

역경 마주하기

조효남 저

조효남 저

2021년
사륙배판·양장·304면·22,000원
ISBN 978-89-997-2364-3 93180

2020년
사륙배판·양장·216면·18,000원
ISBN 978-89-997-2225-7 93180

88

Russ Harris 저
박 경·김혜은 공역

2021년
신국판·반양장·312면·15,000원
ISBN 978-89-997-2448-0 93180

명상 / 불교심리 / 요가 / 자아초월

심리학

☞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켄 윌버의

켄 윌버의 일기

통합심리학

Ken Wilber 저
김명권·민회준 공역

－의식·영·심리학·
심리치료의 통합－
Ken Wilber 저
조옥경 역

2010년
신국판·양장·608면·17,000원
ISBN 978-89 6330-238-6 93180

2008년
사륙배판변형·양장·448면·20,000원
ISBN 978-89-5891-630-7 93180

켄 윌버의

켄 윌버의

모든 것의 이론

아이 오브 스피릿
－영적 관조의 눈－

Ken Wilber 저
김명권·민회준 공역

Ken Wilber 저
김철수·조옥경 공역

2015년
사륙배판변형·양장·536면·18,000원
ISBN 978-89-997-0818-3 93180

2015년
신국판·양장·280면·14,000원
ISBN 978-89-997-0585-4 93180

켄 윌버의

의식의 변용

통합영성

－의식의 발달에 관한
전통적·명상적 시각－

–근대와 탈근대 세상에서 
종교의 놀라운 새 역할–

Ken Wilber·Jack Engler·
Daniel P. Brown 공저
조효남·안희영 공역

Ken Wilber 저
김명권·오세준 공역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92면·20,000원
ISBN 978-89-997-1323-1 93180

NEW

자아초월심리학의
대가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통합사상가, 켄 윌버

ACT 상담의
난관 극복하기
－수용전념치료 문제 해결 가이드－
Russ Harris 저
김창대·최한나·남지은 공역
2017년
신국판·반양장·280면·15,000원
ISBN 978-89-997-1328-6 93180

2018년
사륙배판변형·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997-1542-6 93180

NEW
켄 윌버의

켄 윌버의

성, 생태, 영성 上

성, 생태, 영성 下

–진화하는 靈–

–진화하는 靈–

Ken Wilber 저
조옥경·김철수 공역

Ken Wilber 저
조옥경·김철수 공역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44면·27,000원
ISBN 978-89-997-2231-8 94180

2021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28면·27,000원
ISBN 978-89-997-2232-5 94180

메타포와 수용전념치료
–ACT에서 관계 틀 관점으로 은유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창조하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수용전념치료

손정락 저

Avigail Lev·Matthew McKay 공저
천성문·조용재·김정화 공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432면·23,000원
ISBN 978-89-997-2080-2 93180

202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0면·20,000원
ISBN 978-89-997-1978-3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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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명상 / 불교심리 / 요가 / 자아초월

자아초월명상
연구방법론
-명상심리학, 불교상담, 영성심리학
연구방법론-

켄 윌버 통합사상의
온전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응용

상보적 통합
조효남 저

Rosemarie Anderson·William Braud 공저
서광스님·문일경·서승희 공역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22,000원
ISBN 978-89-997-1381-1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584면·22,000원
ISBN 978-89-997-1821-2 93180

통합심리치료
－평가와 사례개념화－
Andre Marquis 저
문일경 역

2011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18,000원
ISBN 978-89-6330-715-2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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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초월심리학
핸드북
Harris L. Friedman·
Glenn Hartelius 공저
김명권·김혜옥·박성현·박태수·
신인수·이선화·이혜안·정미숙·
주혜명·황임란 공역
2020년
사륙배판·양장·960면·36,000원
ISBN 978-89-997-2036-9 93180

NLP 치료 / 최면

NLP 입문
Joseph O’Connor·
John Seymour 공저
설기문·이차연·남윤지·
정동문·권원달·김행신 공역

만화로 보는 NLP
－인생의 도구상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심리학

자기 혁신을 위한

NLP 파워
설기문 저

Philip Miller 저
김영순 역

2010년
신국판·반양장·544면·17,000원
ISBN 978-89-6330-369-7 03180

2010년
신국판변형·반양장·216면·12,000원
ISBN 978-89-6330-477-9 03180

2003년
신국판·반양장·382면·14,000원
ISBN 978-89-7548-791-0 03180

NLP 기본과 원리

NLP로
신념체계 바꾸기

말더듬 극복하기

전경숙 저

Robert Dilts 저
권병희·김영경·손민서·신원학·
신현정·유경철·이성엽·전지영·
주충일·최영조 공역

Bob G. Bodenhamer 저
이찬종·최미옥·허재홍 공역

2012년
크라운판·반양장·480면·17,000원
ISBN 978-89-6330-402-1 93180

2019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1863-2 9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296면·14,000원
ISBN 978-89-997-0675-2 93180

NLPII :
넥스트 제너레이션

죔죔기법

10분 안에 끝내는
불안 퇴치 비법

－NLP 심리 기법－

설기문 저

－NLP를 통한 말더듬 치료－

－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주관적 경험 구조의 확장－
Robert Dilts·Judith DeLozier·
Deborah Bacon Dilts 공저
전경숙·이찬종·이재연·권익철·김마리아·
박재진·안성자·장경생·조석제·한혜영 공역

Melissa Tiers 저
설기문·시몬 설 공역

2019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00면·18,000원
ISBN 978-89-997-1925-7 9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997-0949-4 03180

2017년
사륙판·양장·112면·9,000원
ISBN 978-89-997-1396-5 03180

디즈니처럼 상상하고
잡스처럼 실현하라

구속된 마음
자유를 상상하다

에릭슨최면과
심리치료

－성공적인 창업과 행복한 인생경영
을 위한 비법－

－NLP와 최면이 안내한
자유롭고 당당한 삶－

설기문 저

로버트 B. 딜츠 저
설기문·김승구·나유미·신대정·
유승만·채호근·최규형·현영근·
김준영·류창길·홍도경·김양훈 공역

신대정·이경규 공저

201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48면·22,000원
ISBN 978-89-997-1424-5 0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336면·15,000원
ISBN 978-89-997-1459-7 03180

2009년
크라운판·양장·512면·20,000원
ISBN 978-89-6330-229-4 93180

밀턴 에릭슨 상담의 핵심

최면의 이론과 실제

최면상담
－밀턴 에릭슨의 최면치료와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의 통합－

은유와 최면

고제원 저

이윤주·양정국 공저

Hugh Gunnison 저
설기문 역

2009년
신국판·양장·504면·17,000원
ISBN 978-89-6330-228-7 93180

2007년
신국판·양장·408면·14,000원
ISBN 978-89-5891-429-7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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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크라운판·반양장·344면·15,000원
ISBN 978-89-5891-662-8 93180

심리학

최면 / 원예치료 / 동물매개치료

최면유도와 치료

최면치료, 이렇게 한다

마음의 정원

고제원 저

이정식 저

－잠재의식 변화를 위한
최면과 암시－
Henry Leo Bolduc 저
백용매 역

2012년
크라운판·반양장·368면·18,000원
ISBN 978-89-6330-892-0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344면·19,000원
ISBN 978-89-997-1681-2 0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0611-0 03180

치유의 풍경

원예치료

원예치료 방법

아사노 후사요·
다카에스 요시히데 공저
최영애·홍승연 공역

최영애 저

－의료서비스, 휴먼서비스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

2010년
신국판·반양장·240면·13,000원
ISBN 978-89-6330-347-5 93180

2003년
신국판·반양장·280면·9,000원
ISBN 978-89-7548-817-7 93180

2010년
신국판·양장·240면·14,000원
ISBN 978-89-6330-468-7 93180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자연을 통해 성장하기

자연과의 만남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학교정원 가꾸기
Arden Bucklin-Sporer·
Rachel Kathleen Pringle 공저
최영애·권혜진 공역

2011년
국배판변형·반양장·240면·23,000원
ISBN 978-89-6330-712-1 03520

Rebecca L. Haller·
Christine L. Kramer 공편
최영애 역

－NYU 러스크 재활병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도시농업

S. L. Molen·N. K. Chambers·
M. J. Wichrowski·G. Fried 공저
윤경은·최영애·안소정 공역

오대민·최영애 공저

2011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200면·14,000원
ISBN 978-89-6330-757-2 93180

2006년
크라운판·반양장·272면·12,000원
ISBN 978-89-5891-200-2 03520

☞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숲치료 이야기

아로마치료

–숲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조성준·이인숙 공저

오창홍·박상규 공저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푸드아트테라피와
상담기법
윤성희 저

2020년
국판·반양장·176면·13,000원
ISBN 978-89-997-1996-7 03180

2006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264면·15,000원
ISBN 978-89-5891-324-5 03180

아동을 위한
동물매개중재
－이론과 실제－
김 원·강경숙·마영남 공저

2013년
크라운판·반양장·240면·14,000원
ISBN 978-89-997-0086-6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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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96면·22,000원
ISBN 978-89-997-1223-4 93180

영화치료 / 무용치료

심리학

영화로 읽는 심리학
영화와 심리학
－필름에 그려진 인간의 심연－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열정의 시선
－인지주의를 설명하는 영화
그리고 정서－

Danny Wedding·Mary Ann Boyd·
Ryan M. Niemiec 공저
곽호완·장문선·구본훈·배대석·
박종목·최소영·우상우·김소연·
최혜정·이상일·곽세열 공역

심영섭 저

2012년
크라운판·반양장·544면·18,000원
ISBN 978-89-6330-891-3 93180

2011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520면·20,000원
ISBN 978-89-6330-200-3 93180

2014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997-0392-8 03180

영화로 읽는
젠더와 가족

영화로 역사 읽기

영화로 역사 읽기

－미국편－

－유럽편－

신영화·박경애·성정현·신은주·
윤혜미·이은지·이혜경·정선욱·
좌현숙·최승희·Sue Sohng 공저

연동원 저

연동원 저

2015년
신국판·반양장·272면·14,000원
ISBN 978-89-997-0830-5 03330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997-1511-2 03900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360면·18,000원
ISBN 978-89-997-1512-9 03900

영화 속 인간심리
이선형 저

Carl Plantinga·
Greg M. Smiths 편저
남완석·심영섭 공역

디지털 시대의
사진치료
Del Loewenthal 편저
심영섭·백영묘·정윤경 공역

2016년
크라운판·반양장·464면·17,000원
ISBN 978-89-997-0948-7 03180

춤테라피
－이론과 실제－

2019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376면·19,000원
ISBN 978-89-997-1741-3 93180

무용·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 사례집

박선영·유경숙 공저

Fran J. Levy·Judith Pines Fried·
Fern Leventhal 편저
최희아·남희경·고경순 공역

2010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336면·19,000원
ISBN 978-89-6330-371-0 93180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352면·18,000원
ISBN 978-89-6330-003-0 93180

사진치료기법
Judy Weiser 저
심영섭·김준형·이명신 공역

2012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88면·20,000원
ISBN 978-89-6330-943-9 93180

무용·동작 심리치료
류분순 저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272면·20,000원
ISBN 978-89-997-1375-0 93180

☞ 2020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표현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몸으로 하는 심리치료－

칼 융의
만다라 이미지와
알아차림춤

임용자·유계식·안미연 공저

임용자 저

201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36면·20,000원
ISBN 978-89-997-1094-0 93180

2019년
크라운판·반양장·256면·18,000원
ISBN 978-89-997-1961-5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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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나를 깨우는

통합예술치료
홍유진 저

2017년
사륙배판변형·양장·336면·20,000원
ISBN 978-89-997-1147-3 93180

심리검사의 이론과 활용

심리학

2판

임상심리검사의 이해

MMPI-2와 로르샤하 잉크반점을 활용한

심리평가의 이해와 활용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심리평가

박 경·김혜은 공저

김재환·오상우·홍창희·
김지혜·황순택·문혜신·
정승아·이장한·정은경 공저

우상우 저

2014년
사륙배판·반양장·608면·22,000원
ISBN 978-89-997-0372-0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592면·20,000원
ISBN 978-89-997-1174-9 93180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400면·20,000원
ISBN 978-89-997-1190-9 93180

2판

인지학습
심리검사의 이해

2판

이우경·이원혜 공저

박창호·강희양·김보성·
김초복·박명숙·안서원·
이태연·정우현·정혜선 공저

김계현·황매향·선혜연·
김영빈 공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656면·27,000원
ISBN 978-89-997-1887-8 93180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424면·20,000원
ISBN 978-89-997-1763-5 93180

2012년
크라운판·양장·416면·20,000원
ISBN 978-89-6330-413-7 93180

심리검사

2판

심리평가의 최신 흐름

상담과 심리검사

NEW
–개발부터 활용까지–
윤명희·서희정·
김경희·구경희 공저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아동·청소년 심리평가
하은혜 저

광운대학교 탁진국 저

2019년
사륙배판·양장·368면·18,000원
ISBN 978-89-997-9259-5 93180

2007년
크라운판·반양장·416면·16,000원
ISBN 978-89-5891-436-5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488면·25,000원
ISBN 978-89-997-2449-7 93180

아동 심리평가와 검사

아동심리평가

곽금주 저

윤치연 저

현대 심리평가의
이해와 활용
박영숙·박기환·오현숙·하은혜·
최윤경·이순묵·김은주 공저

2002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44면·18,000원
ISBN 978-89-7548-687-6 93180

증정불가

2016년
사륙배판·반양장·456면·20,000원
ISBN 978-89-997-0799-5 93180

증정불가

심리척도 핸드북 I

심리척도 핸드북 II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712면·25,000원
ISBN 978-89-997-1831-1 93180

증정불가

K-ABC
임상사례 연구
노주선·김지헤·조선미 공저

1998년
사륙배판·반양장·680면·25,000원
ISBN 978-89-7548-292-2 93180

2000년
사륙배판·반양장·396면·18,000원
ISBN 978-89-7548-410-0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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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사륙배판·반양장·216면·20,000원
ISBN 978-89-7548-920-4 93180

심리검사의 이론과 활용

심리학

NEW
2판

임상심리 수련생을 위한

임상심리 수련생을 위한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작성법 2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작성법 1

－아동·청소년 정신장애
(DSM-5 진단 포함)－

성태훈 저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808면·32,000원
ISBN 978-89-997-1836-6 93180

증정불가

한국형 치매 평가검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편

2003년
사륙배판·양장·368면·25,000원
ISBN 978-89-7548-885-6 93180

BGT 심리진단법
－임상적·교육적 활용－
정종진 저

원서 2판

성태훈 저

W. Joel Schneider·Elizabeth
O. Lichtenberger·Nancy
Mather·Nadeen L. Kaufman 공저
이준득 역

2017년
사륙배판·반양장·616면·24,000원
ISBN 978-89-997-1122-0 93180

2021년
사륙배판·반양장·592면·28,000원
ISBN 978-89-997-2446-6 93180

증정불가

증정불가

스트레스 척도
핸드북

연구자를 위한

최신심리척도북

김병수·김정현 공저

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 편저

2013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0,000원
ISBN 978-89-997-0186-3 93180

2011년
사륙배판ㆍ반양장ㆍ624면ㆍ25,000원
ISBN 978-89-6330-629-2 93180

NEW

증정불가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의 핵심

증정불가

Eugene X. Perticone의 
질적 해석에 의한

PAI 평가의 핵심

BGT의 이해와 활용

Leslie C. Morey 저
오상우·홍상황·박은영 공역

정종진 저

2003년
사륙배판·양장·416면·17,000원
ISBN 978-89-7548-892-4 93180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021년
신국판·반양장·208면·14,000원
ISBN 978-89-997-2319-3 93180

2014년
크라운판·반양장·344면·20,000원
ISBN 978-89-997-0256-3 93180

느린 학습자, 학습 및 주의력 문제를 가진 아동,
인지적 불균형이 심한 아동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노경란·박현정·안지현·전영미 공저 / 978-89-997-1430-6 (set) / 세트 정가: 92,000원
인지기능 향상 가이드북 웩슬러

지능검사의 치료 및 교육적 활용

인지기능 향상 워크북 언어발달

영역

2018년·사륙배판·반양장·416면·22,000원·ISBN 978-89-997-1432-0 94180

인지기능 향상 워크북 지각발달

영역

2018년·사륙배판·반양장·432면·22,000원·ISBN 978-89-997-1433-7 94180

인지기능 향상 워크북 주의력

영역

인지기능 향상 워크북 정보처리

영역

2018년·사륙배판·반양장·216면·16,000원·ISBN 978-89-997-1431-3 94180

2018년·사륙배판·반양장·304면·18,000원·ISBN 978-89-997-1434-4 94180
2018년·사륙배판·반양장·136면·14,000원·ISBN 978-89-997-1435-1 9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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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의 이론과 활용 / 로르샤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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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증정불가

사례를 통한
PAI의 구조적 해석

심리검사 해석상담

MMPI-2 해설서

조성희·신수경 공저

Alan F. Friedman·P. Kevin Bolinskey·
Richard W. Levak·David S. Nichols 공저
유성진·안도연·하승수 공역

2019년
사륙배판·반양장·304면·17,000원
ISBN 978-89-997-1869-4 93180

2020년
사륙배판·양장·888면·32,000원
ISBN 978-89-997-2032-1 93180

Leslie C. Morey·
Christopher J. Hopwood 공저
오상우·박은영·홍상황 공역

2012년
사륙배판·반양장·316면·20,000원
ISBN 978-89-6330-908-8 93180

NEW

증정불가

증정불가

K-WISC-V
이해와 해석

WISC-V 임상적 활용과
해석 지침서

곽금주 저

Lawrence G. Weiss·Donald H.
Saklofske·James A. Holdnack·
Aurelio Prifitera 공저
이명경·안성희·엄정호·이채연·
성현모·이민주·양 혁·이상민 공역

2021년
사륙배판·양장·416면·27,000원
ISBN 978-89-997-2394-0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536면·30,000원
ISBN 978-89-997-2153-3 93370

로르샤흐 해석
로르샤하

증정불가

증정불가

－종합체계－

로르샤하
해석의 원리

원서 4판

원서 2판

John E. Exner 저
윤화영 역

Irving B. Weiner 저
김영환·김지혜·홍상황 공역

2011년
사륙배판ㆍ양장ㆍ936면ㆍ32,000원
ISBN 978-89-6330-451-9 93180

2005년
사륙배판·반양장·496면·20,000원
ISBN 978-89-5891-164-7 93180

2008년
사륙배판·반양장·448면·20,000원
ISBN 978-89-5891-714-4 93180

로르샤하
종합체계 워크북

로샤 검사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성격장애 로샤평가

원서 5판
John E. Exner, Jr. 저
김영환·김지혜·홍상황 공역
2006년
사륙배판·반양장·400면·18,000원
ISBN 978-89-5891-304-7 93180

Paul M. Lerner 저
이우경·이원혜 공역

로르샤하 해석 입문
John E. Exner, Jr. 저
김영환·김지혜·박은영·
홍상황 공역

Steven K. Huprich 편저
신민섭·우충완·최현정 편역

2003년
사륙배판변형·양장·572면·20,000원
ISBN 978-89-7548-786-6 93180

2010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44면·20,000원
ISBN 978-89-6330-266-9 93180

정신증의 로샤 평가

쉽게 풀어 쓴 로르샤하

Exner가 설명하는

James H. Kleiger 저
이준득 역

성태훈 저

☞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사례를 통한
로르샤흐 해석
John E. Exner Jr·Philip Erdberg 공저
김도연·김은경·김현미·
옥 정·이혜란 공역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368면·24,000원
ISBN 978-89-997-2023-9 93180

2020년
사륙배판·반양장·304면·19,000원
ISBN 978-89-997-1975-2 9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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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륙배판·양장·716면·32,000원
ISBN 978-89-997-2100-7 93180

심리검사의 이론과 활용 / 로르샤흐 평가

심리학

아동·청소년 심리장애 및 진단 시리즈
카운피아 동영상 강의
☞ 2003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증보판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한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아동 정신병리의 진단평가

－HTP와 KFD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장애 및 진단 시리즈 ②

아동·청소년 심리장애 및 진단 시리즈 ①

신민섭·김미연·김수경·김주현·
김지영·김해숙·류명은·온싱글 공저

서울대학교 의대 신민섭 외 공저
2003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68면·14,000원
ISBN 978-89-7548-943-3 93180

2005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224면·13,000원
ISBN 978-89-5891-054-1 93180

☞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소아정신병리의 진단과 평가

아동·청소년 로샤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 심리장애 및 진단 시리즈 ③

아동·청소년 심리장애 및 진단 시리즈 ④

조수철·신민섭 공저

신민섭·김은정·김지영 공저

200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84면·16,000원
ISBN 978-89-5891-210-1 93180

200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24면·18,000원
ISBN 978-89-5891-380-1 93180

로르샤흐 평가 매뉴얼
<근간>

고영건·김근향·김정호·김진영·
민해원·이서윤·이원혜·이승진·
이정애·임유진 공저

로르샤흐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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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HAKJISA BOOK CATALOG

팝사이컬러지 북스

심리학으로
성공을 잡아라
－심리학에 대한 소개부터 진로,
해외 유학, 취업, 자격증까지－

Pop Psychology Books

채 박사의
중독 따라잡기

삶을 바꾸는
기적의 질문

채규만 외 공저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AI의 원리－

이종한 저
2017년
신국판·반양장·344면·15,000원
ISBN 978-89-997-1162-6 03180

☞ 2019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더 알고 싶은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편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344면·15,000원
ISBN 978-89-997-1603-4 03180

격려 기술

Jacqueline Bascobert Kelm 저
엄명용 역
2013년
신국판·반양장·248면·13,000원
ISBN 978-89-997-0166-5 03180

2013년
신국판·반양장·304면·13,000원
ISBN 978-89-997-0192-4 03180

심리학과
직업세계 1

인생의 2막
대학생활

한국심리학회

서울대학교 권석만 저

2012년
신국판·반양장·198면·12,000원
ISBN 978-89-6330-806-7 03180

2010년
신국판·반양장·376면·13,000원
ISBN 978-89-6330-294-2 03370

아름다운 폐경
멋진 인생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Don Dinkmeyer·
Lewis Losoncy 공저
김미례·오명자·김광운 공역

이경혜 저

Douglas K. Snyder·
Donald H. Baucom·
Kristina Coop Gordon 공저
권정혜·오현주·정정숙 공역

2012년
신국판·반양장·336면·14,000원
ISBN 978-89-6330-770-1 03180

2011년
신국판·반양장·272면·12,000원
ISBN 978-89-6330-693-3 03510

2010년
신국판·반양장·512면·14,000원
ISBN 978-89-6330-489-2 03180

성공한 CEO의
비즈니스 심리코칭

당신이 나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인가요

사랑중독증

Robbie Steinhouse·
Chris West 공저
박의순·노경혜 공역

Barbara De Angelis 저
서영석 역

2012년
신국판·반양장·240면·13,000원
ISBN 978-89-6330-904-0 03180

2008년
신국판·반양장·544면·14,000원
ISBN 978-89-5891-597-3 03180

－격려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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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ha R. Bireda 저
신민섭 역

2005년
신국판·반양장·240면·9,000원
ISBN 978-89-5891-087-9 03180

팝사이컬러지 북스

4판

감수성 훈련
－진정한 나를 찾아서－
상담 시리즈 ①

－새로운 시대의
‘코칭 리더’가 되는 비결－
상담 시리즈 ②

유동수·배미화·조윤숙 공저

유동수·김현수·한상진 공저

2017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96면·21,000원
ISBN 978-89-997-1233-3 03180

2008년
신국판·반양장·308면·13,000원
ISBN 978-89-5891-652-9 03320

한알 집단상담

한상담

상담 시리즈 ③
김행수·배미화·유동수 공저

2009년
크라운판·반양장·464면·18,000원
ISBN 978-89-6330-172-3 93180

결혼에 관한
7가지 거짓말

코칭

상담 시리즈 ④
김미정ㆍ김영순ㆍ김창오ㆍ
유동수ㆍ조윤숙 공저

2011년
크라운판ㆍ양장ㆍ320면ㆍ17,000원
ISBN 978-89-6330-480-9 93180

John W. Jacobs 저
김명식 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400면·15,000원
ISBN 978-89-997-0494-9 13590

NEW

증정불가

행복한 부부도
A/S가 필요하다
연문희 저

2021년
신국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2277-6 03180

증정불가

예술가를 위한
정신분석과 창작

용서치유

강창욱 저

Robert D. Enright 저
채규만 역

－용서는 선택이다－

약 없이
우울증과 싸우는
50가지 방법
M. Sara Rosenthal 저
이훈진·남기숙·황성훈·
이경희·김 환 공역

2020년
크라운판·반양장·432면·19,000원
ISBN 978-89-997-2039-0 03180

2004년
신국판·양장·352면·13,000원
ISBN 978-89-7548-940-7 03180

2007년
사륙판·양장·224면·9,000원
ISBN 978-89-5891-394-8 03180

3분 힐링

수정판

역경 속의 성장

－3분이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화가 날 때 읽는 책
－화를 내지 않고 사는 방법－

유대원·이명복 공저

알버트 엘리스 저
홍경자·김선남 공역

2013년
국판·양장·192면·13,000원
ISBN 978-89-997-0143-6 03180

2002년
신국판·반양장·320면·8,000원
ISBN 978-89-7548-048-5 03180

21세기에 다시 읽는

만화로 보는 NLP

프로이트 심리학
Michael Kahn 저
안창일 역

2008년
신국판·양장·272면·13,000원
ISBN 978-89-5891-750-2 93180

－인생의 도구상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현수 저

2009년
신국판·반양장·296면·13,000원
ISBN 978-89-6330-154-9 93180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John Bradshaw 저
오제은 역

Philip Miller 저
김영순 역

2010년
신국판변형·반양장·216면·12,000원
ISBN 978-89-6330-477-9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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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사륙배판변형·양장·408면·15,000원
ISBN 978-89-5891-006-0 03180

팝사이컬러지 북스

❖ 스테디셀러 ❖
놀이치료로 행복을
되찾은 아이, 베티
Anneliese Ude-Pestel 저
한신대학교 오현숙 역

2005년
신국판·반양장·244면·11,000원
ISBN 978-89-5891-176-0 03180

놀이치료·
아동심리치료로
행복을 되찾은 아메트
Anneliese Ude－Pestel 저
한신대학교 오현숙 역
2014년
신국판·반양장·384면·14,000원
ISBN 978-89-997-0240-2 03180

리틀 몬스터
－대학교수가 된 ADHD 소년－
Robert Jergen 저
조아라·이 순 공역

2005년
신국판·반양장·336면·9,900원
ISBN 978-89-5891-137-1 03180

가족

은퇴남편 기 살리기

신념의 심리학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Gloria Bledsoe Goodman 저
서혜경·김영규 편역

이훈구 저

2006년
신국판·반양장·460면·13,000원
ISBN 978-89-5891-308-5 0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160면·14,000원
ISBN 978-89-997-0984-5 03180

2007년
신국판변형·반양장·192면·9,000원
ISBN 978-89-5891-521-8 03180

타로와 심리학

자기주장과 멋진 대화

Aathur Rosengarten 저
이선화 역

홍경자 저

2010년
신국판·반양장·416면·15,000원
ISBN 978-89-6330-443-4 93180

200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48면·17,000원
ISBN 978-89-5891-306-1 03180

John Bradshaw 저
오제은 역

가볍게 떠나는
심리학 시간여행
장현갑 저

2015년
신국판·반양장·272면·13,000원
ISBN 978-89-997-0562-5 03180

☞ 2006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교양도서

느끼는 뇌

마음의 정원

외상 후 성장의 과학

Joseph LeDoux 저
최준식 역

－잠재의식 변화를 위한
최면과 암시－

－역경을 삶의 지혜로
바꾸는 안내서－

Henry Leo Bolduc 저
백용매 역

Stephen Joseph 저
임선영·김지영 공역

2006년
신국판·양장·464면·15,000원
ISBN 978-89-5891-315-3 9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304면·15,000원
ISBN 978-89-997-0611-0 0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320면·15,000원
ISBN 978-89-997-1467-2 03180

페르소나의 진실
－에니어그램의 성격심리－

세상을 바라보는
아홉 가지 렌즈

인간관계의
필요충분조건

고영순 저

－에니어그램의 관점－

진정성·수용·공감

Jerome Wagner 저
이은하 역

박성희 저

201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576면·22,000원
ISBN 978-89-997-0963-0 03180

2014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432면·19,000원
ISBN 978-89-997-0426-0 03180

2007년
신국판·반양장·344면·13,000원
ISBN 978-89-5891-450-1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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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에니어그램
하현주·가연희·정소영·김태흥 공저

<근간>

상담과 코칭을 위한
청소년 에니어그램
–학생판–

상담과 코칭을 위한
청소년 에니어그램
–학생판–
William J. Callahan 저
김환영 역

<근간>

상담과 코칭을 위한
청소년 에니어그램
–상담자 매뉴얼–

상담과 코칭을 위한
청소년 에니어그램
–상담자 매뉴얼–
William J. Callahan 저
김환영 역

2018년
크라운판·반양장·512면·25,000원
ISBN 978-89-997-1657-7 93180

☞ 2017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공감 정복 6단계
－동화로 열어가는 공감 매뉴얼－

나의 ‘지금’에게
길을 묻다

심리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 5분 양육기술

박성희·이재용·남윤미·김경수·
김기종·심진규·최준섭·김은혜 공저

박성희 저

박동혁·김영은·박현정·
송목련·최혜진 공저

2017년
신국판·반양장·376면·15,000원
ISBN 978-89-997-1127-5 03180

2015년
신국판·반양장·224면·14,000원
ISBN 978-89-997-0765-0 0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344면·15,000원
ISBN 978-89-997-1256-2 03370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넉넉한 부모,
잘되는 아이

자식의 마음을 돌렸다

특별한 아이의
마음 읽기

–하모니 부모상담·코칭–

김은실 저

홍경자 저

2017년
신국판·반양장·296면·14,000원
ISBN 978-89-997-1098-8 03180

2016년
신국판·반양장·432면·14,000원
ISBN 978-89-997-0988-3 03180

사람은 왜 아픈가

오늘도 홀로 고민하는
너에게

－상처, 치유 그리고 관계의
이야기－
이흥표 저

－48가지 사이버상담 이야기－

－하수는 설득하고
고수는 협상한다－
정성희 저

2018년
신국판·반양장·216면·13,000원
ISBN 978-89-997-1448-1 03180

셀프 미술치료를 위한

그림으로 그리는
마음 일기장

김은하·김미리·변나영·송민우·
양다안·유승령·이지연·장인희·
정선영·정차리·조유나·한송희 공저

김소울 저

2012년
신국판·반양장·272면·13,000원
ISBN 978-89-6330-885-2 9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40면·15,000원
ISBN 978-89-997-1366-8 03180

2017년
국배판변형·반양장·256면·18,000원
ISBN 978-89-997-1392-7 03180

행동으로 사랑하라

칭찬하지 마라
격려하라

보디랭귀지

－LOVE로 ACT하라－
Russ Harris 저
이영호 역

－아들러 심리학이 전하는
성공의 비결－

–몸으로 표현하는 숨은 마음 찾기–
김서규 저

노안영 저
2018년
신국판·반양장·400면·16,000원
ISBN 978-89-997-1490-0 0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1469-6 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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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국판·반양장·344면·17,000원
ISBN 978-89-997-1581-5 93180

팝사이컬러지 북스

너를 만나러
가고 있단다

오늘도 충분히 애쓴 하루였습니다

지친 내 마음을 돌보는 방법

마음일기

러블리 어텐션

–난임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마음챙김–

설기문 저

김용수 저

2019년
크라운판변형·반양장·336면·20,000원
ISBN 978-89-997-1949-3 03180

2019년
크라운판변형·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1736-9 03180

2018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320면·17,000원
ISBN 978-89-997-1449-8 03180

꿈의 대화,
정서중심 대화

그래, 나 상처 받았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마음 돌봄－

교사를 위한
아들러 심리학

김기환 저

유리향·선영운·오익수 공저

2018년
국판·반양장·288면·14,000원
ISBN 978-89-997-1532-7 03180

2019년
국판·반양장·328면·16,000원
ISBN 978-89-997-1709-3 03180

2018년
신국판·반양장·272면·16,000원
ISBN 978-89-997-1565-5 03180

빔으로 피어나는
영혼의 상담

삶과 배려
－배려의 의미와 실천－

동화로 풀어낸
심리상담

박성희 저

이수연·한일조·변창진 공저

박재우 저

2019년
신국판·양장·208면·15,000원
ISBN 978-89-997-1714-7 0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00면·13,000원
ISBN 978-89-997-1111-4 03180

2016년
사륙배판변형·반양장·80면·8,000원
ISBN 978-89-997-1104-6 03180

속담, 심리학과 만나다

그림자 효과

－일상의 심리교양강좌－

－당신 내면에 숨어 있는
힘을 찾으라－

Janetti Marotta 저
이인실 역

－가짜 대화에서 진짜 대화로－
성혜옥 저

손영화 저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얻는 책

GRIT, 그릿을 키워라
Martin Meadows 저
정종진 역

Deepak Chopra·Debbie Ford·
Marianne Williamson 공저
서광스님·황수경·권선아 공역
2017년
신국판·양장·352면·16,000원
ISBN 978-89-997-1316-3 03180

2017년
신국판·반양장·272면·14,000원
ISBN 978-89-997-1113-8 03180

2019년
국판·양장·208면·13,000원
ISBN 978-89-997-1857-1 03190

교육장면에서
그릿 키우기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

쇼펜하우어의 포큐파인

Laila Y. Sanguras 저
정종진 역

서광스님 저

2019년
국판·반양장·280면·14,000원
ISBN 978-89-997-1963-9 03370

2019년
국판변형·반양장·268면·14,000원
ISBN 978-89-997-1720-8 03200

<근간>

쇼펜하우어의
포큐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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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orah Luepnitz 저
이기련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