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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독서치료를 해서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과 증상에 한 자가 단과 함께 치유서의 올바른 선정 

 근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별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치유서에 근하지만, 독서치

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자신의 복잡한 상황  증상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단어 혹은 키워드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연령별 카테고리를 제외한 1개 혹은 최  2개의 상황별 카테고리를 

제공하며, 이로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용자가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카테고리에 근하는 만큼, 이용자의 

근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기 해서는 1개의 카테고리 보다는 복수의 카테고리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치유서에 보다 효율 으로 근할 수 있도록, 기  연구로서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치유서의 계에 해 분석하 다. 국내 표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카테고리간의 매핑과 크로스워크를 실시하 고,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반 인 조사를 통해서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 카테고리를 분석하 다. 

ABSTRACT

For bibliotherapy, users should understand their own life situation, select and access the 

book (self-help book). User access to book through situation catalog (or list) in reading list, 

but user is difficult to define and simplify in one word after understanding their own situation. 

Catalog of bibliotherapy reading list classifies books using one situation category or maximum 

of two categories other than the age-specific classification. In this study, the author approached 

and analyz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bliotherapy 

and reading list, in order that access more efficiently to book what user wants. Bibliotherapy 

reading-list by using mapping and crosswalk between categories, and analyzes category of reading 

lists through comprehensiv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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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의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큰 상처

를 받았지만,  세계가 놀랄만큼 단기간 고도

의 경제성장과 발 을 이루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제 로 치료하지 않은 채 의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사람들은 사

회로 들어오면서 감정, 상처, 치유 그리고 정신

건강 등에 해 차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심은 정신건강의 치료법에 한 개발로 이어

졌고, 독서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로 발 되었다. 

재는 치료법의 확산과 이용뿐만 아니라, 다

양한 분야에서의 학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정신건강의 치료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자가치료법｣에 해 차 심을 가

지기 시작했다. ｢자가치료법｣이란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하여 스스로 악한 자신의 상처를 직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자가치료법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치료법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근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으로는 도서를 매체로 이용하

여 치료하는 “독서치료”가 있다. 

독서치료는 독서치료 참여자가 직  도서를 

선정하고 읽으면서,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

하여 치료에 도달하는 자가독서치료법이다(원

동연 외 2013).

올바른 독서치료를 해서 독서치료를 원하

는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과 증상에 해 정확

한 자가 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과 

증상에 합한 도서, 즉 치유서(이하 치유서로 

표기)를 선정한 후 독서를 해야 한다. 다만, 복

잡한 상황과 증상으로 인해 자가 단이 어렵거

나, 증상과 상황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치유

서의 선정과 근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는 도

서 의 독서치료 로그램 혹은 참고 사 서

비스를 이용하거나 독서치료 문가에게 도서

를 추천 받아 치유서에 근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21세기 독서치료에 한 효과와 함께 필요성

과 요성이 리 인식되면서, 자가독서치료법

의 일환으로 자기조력 도서(self-help book)가 

등장했고, 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자가치료를 돕고, 치유서를 제공해주

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치유서 목록)의 개발 역

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

, 학도서 , 그리고 기  등에 의해서 개발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국도

서 회에서 발행한 상황별 독서목록(아동  

청소년용)을 시작으로, 남산도서 , 부산 학

교 도서 , 부산남구도서  그리고 울산남부도

서  등 다양한 도서 과 기 에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생산되었고, 지 도 지속 으로 개

발  생산되고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상

황별 카테고리를 통해서 치유서에 근하게 

된다. 독서치료에서 ‘상황’은 이용자가 책을 읽

고 싶어할 때의 모든 상황(신체 , 주변 , 심

리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인 상황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한윤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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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카테고리1)는 기본 으로 치유서를 분

류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추가 으로 이용

자가 원하는 치유서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키워드의 역할을 한다.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단어로 변환하

고, 변환한 단어와 카테고리의 비교를 통해서 

치유서에 근한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이용자

의 상황과 증상을 간단한 단어로 압축시킨 키워

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별 카테고리는 이용자의 이용

자의 근 효율성은 물론 근최단성, 근 용

이성을 향상시켜주기 한 근 2)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연령별 카테고리

를 제외한 1개 혹은 최  2개의 상황  증상별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상

황’을 정리하여 하나의 카테고리(혹은 키워드)

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다양한 

상황과 증상을 다루고 있는 치유서를 하나의 키

워드로 표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하나의 단

어로 설명이 가능한 치유서도 있지만, 부분의 

치유서는 복합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

서를 설명하기 해서는 복수 키워드를 이용하

는 것이 치유서에의 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에게 있어서 상황별 카테고리가 충분

한 근 이 되기 해서는 복잡한 ‘상황과 증

상’에 따른 복수의 카테고리와, 이용자의 근 

용이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카테고리의 

개발과 작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합한 치유서에 효율 으로 근할 수 있도록 

검색도구의 역할을 하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논문의 구

성은 2장에서 연구의 이론  배경을 기술하

고, 3장에서 련연구를 나열하 다. 4장에서는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카테고리의 분석

을 해서 카테고리 간의 매핑과 크로스워크를 

실시하 고, 5장에서는 직 인 시를 바탕으

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와 치유

서의 계를 분석하여 기술하 다. 6장에서는 

결론은 서술하 다.

2. 이론  배경

2.1 독서치료와 치유서

독서치료는 biblio(책 혹은 문학)와 oepatteid

(치료하다 혹은 도움이 되다)부터 생된 용어

로, “책의 도움을 받다 혹은 책으로 치료하다”

라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술할 수 있다. 독서

치료에 한 정의는 과거부터 재까지 다양한 

에서 작성  기술되고 있다. 

1941년 처음으로 독서치료를 정의한 Dorland

의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에 의하면, 독

서치료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한 책의 이

용과 독서’라고 기술하고 있고, 1961년 Webstar

의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서 독

 1) 카테고리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개념  속성에 따른 분류 혹은 범 를 의미하며 비슷한 동의어로 범주가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상황과 증상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2) 본 논문에서 근 은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독서치료 독서목록내의 치유서에 근하기 해서 이용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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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료는 ‘독서를 통해서 개인 인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안내로, 개인 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

기 해서 혹은 정신의학을 해서 독서를 이

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헌정보학 온라인 사

(ODLIS: 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독서치료를 ‘정신 

질환이나 감정  장애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의 

회복을 가능하도록 디자인한 독서 로그램에서 

계획한 콘텐츠에 근거하여 선정된 도서를 이용

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ABC-CLIO). 즉, 

과거 독서치료는 정신병원의 환자를 해서 혹

은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해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독서치료는 모든 사람들

에게 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Rubin 1978).

독서치료에 있어서 가장 요한 구성요소는 

이용자, 치유서 그리고 독서(도서를 읽는 행 )

이다. 김순화에 의하면, 독서치료는 책 속의 상

황과 자신을 동일시 하여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

를 경험하면서 통찰의 과정을 거쳐 치유의 경

험을 하게 하는, 즉 주 인 독서행 (김순화 

2004)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 김정근은 독서

치료에 해 ‘독서치료에서 마음의 병을 도와주

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독자 자신이고, 그것

을 돕는 이는 책(도서)이며 독서행  자체(김

정근 2004).’라고 서술하고 있다. 

독서치료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로, 이용자

의 치료를 도와주는 요한 매체이자 도구는 

바로 치유서이다. 

독서치료에 있어서 치유서에 해 특별하게 

정해진 기 은 없다. 치유서는 치유서의 범 , 

내용, 조건, 자 등과 같은 요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범 하고 포 이

다. 그리고 치유서는 꼭 좋은 도서일 필요가 없

다. 문학을 비롯하여 비문학, 소설 혹은 비소설, 

문서  심지어 만화까지 모든 종류의 도서가 

치유서로서 이용될 수 있다. 를 들어 ‘문학은 

독자,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 인 문제, 

정신 인 질병 혹은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데 이용될 수 있다(Aiex 2006; Abdullah 

2002; Schrank and Engels 1981; Mohr, Nixon, 

and Vicker 1991).’ 한, 장르에 있어서도 픽

션, 논픽션에 계없이, 치유서는 “픽션도 될 수 

있고 논픽션도 될 수 있다. 상황에 부합하여 효

과를 낼 수 있다면 보통 구분하지 않고 용한

다(김정근 외 2009).”

앞서 언 한 개념과 정의를 바탕으로 독서치

료와 치유서에 해 정리하면, 독서치료는 독서

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 선정한 치유서를 읽고 치료하는 

것으로, 독서치료와 치유서는 서로 필수 인 

계를 가지고 있다. 한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

용자가 도서를 통해서 치유에 도움을 받거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이들은 모

두 치유서로서 선정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독서치료에서 치유서와 이용자가 상호

작용을 하는 능동 인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식 2006)을 나타낸다. 

독서치료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계는 

<그림 1>에서 보여 다. <그림 1>은 독서치료 

후의 이용자(a, a¹)가 독서치료를 통해서 상

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2.2 독서치료 독서목록과 카테고리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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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서치료 구성요소의 계

용자를 상으로 작성된 목록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치료를 받기 해서 이용자가 치유서에 

효율 으로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서 

모음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독서치료에 한 

심과 함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지속 으로 개발  생산이 진행

되고 있다. 국내 표 인 독서치료 독서목록

으로는 남산도서 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

료 목록, 울산남부 도서 의 마음 아  이들을 

한 자가치유목록 그리고 한국도서 회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도서목록이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일반 독서목록과 달리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

과 함께,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가지고 원하는 

치유서에 근하기 해서 이용된다. 다시 말

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독자가 처한 ‘상황’

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고(한국도서

회 2004), ‘상황’이 우선 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한윤옥 2003). 

부분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상황’을 

요시하여 작성한 상황별 독서목록으로,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 역시 부분 이용자의 ‘상

황’을 요시하여 작성한 상황별 독서목록이다.

상황별 독서목록에 해 좀더 상세하게 살펴

보기 해서, 다음에서는 한윤옥에 의해 제시

된 상황별 독서목록의 의의를 나열하 다. 한

윤옥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의의를 서지통정

의 측면에서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간단

하게 살펴보면, 상황별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첫 번째로 문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

에 합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도서 에서 

실효  통정3)을 실 하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

고, 두 번째는 기술  서지통정 도구에서는 찾

아 볼 수 없는 인 요소가 개입된다는 데 의미

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도서들

의 모음인 독서목록이 도서를 단행본과 같은 

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물리 인 단 보다

는 내용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

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서지의 개별화로, 독

자를 최 한 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합한 

 3) 문헌을 기술하고, 기술항목 에서 작의 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는 근 을 추출하여 검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서지통정이다. 이에 반해, 실효  통정은 사람이 문헌을 읽을 때의 목 과 미치는 가치까지 염두에 

둔 서지 통정이다(한윤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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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한

윤옥 2004)”고 기술하고 있다. 

상황별 독서목록에 한 설명과 한윤옥에 의

한 독서목록의 의의를 종합해보면, 상황별 독

서치료 독서목록은 이용자의 목 과 상황, 이

용자에게 미치는 향과 가치를 요시 해야 

한다. 그리고 독서목록의 개발을 해서 이용

자의 모든 면(상황과 증상)을 악하여 이용자 

심으로 작성하고, 치유서를 선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도서에 근하거나 혹은 도서를 검

색하기 해서는 근 ( 를 들면 자명, 서

명, 주제명, 키워드 등)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이용자는 다양한 근 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

스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는 반면, 독서목록

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원하는 도서를 찾기 해서 

상황별 카테고리를 이용한다. 즉, 독서치료 독서

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의 유무

와 근을 도와주는 근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치유서를 검색하기 해서 이용자는 2개의 

상황에 따라서 검색방법을 선택한다. 우선, 치

유서에 한 서지정보를 악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의 검색방법은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한 일반도서 검색 과 동일하다. 반면에 치유서

에 한 정보를 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용

자는 주로 치유서를 나열하고 있는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치유서에 근한다. 정리

하면,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

가 치유서에 한 정보가 부족해도, 자신의 ‘상

황과 증상’을 토 로 원하는 치유서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에

게 있어 치유서의 검색도구로서, 원하는 치유서

로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한윤옥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이용

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하

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역시 독서목

록 내에서 이용자와 치유서를 연결해주는 고리

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독서치료 독서목록

의 카테고리 역시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하여 작성하고 구성되어야 한다. 독서치료 독서

목록과 카테고리의 계, 카테고리와 치유서와

의 계에 한 보다 구체 인 설명과 분석은 

4장과 5장에서 기술한다.

3. 련 연구

(1) 학도서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한 기  연구

이 실(2010)은 4개의 학도서 (Oxford 

Brookes 학도서 , Edinburgh 학 도서 , 

Dublin 학 도서 , 부산 학교 도서 )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사례의 분석을 토 로, 각 도

서 의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비교하여 고찰하

고 있다. 그리고 Queen Margaret 학도서

과 Brunel 학도서 을 추가하여 학도서

의 도서치료 주제목록간의 크로스매핑을 실시

하 고, 매핑 결과를 토 로 학도서 을 

상으로 구조화 한 학생의 발달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주제별( ․ ․소주제)로 작성

하여 제안하고 있다(이 실 2010).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독서치료

에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

치료 독서목록을 형태 으로 연구하거나, 독서

목록간의 비교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주제목록간의 분석을 해서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계 분석 연구  223

외 독서치료 독서목록간의 목록의 주제를 비교

하고 있고, 이를 상세한 범주로 정리하여 제공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주제목록간의 

비교를 한 매핑은 본 연구의 독서목록 카테

고리간의 매핑과 근 방법이 다르지만, 독서

치료 독서목록의 분석을 해서 매핑을 실시하

다는 에서 본 논문과 큰 계성을 보여

다. 자는 이 논문에서 독서치료 주제목록내

의 용어간의 매핑 방법을 참고하 다. 

(2)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

 요건에 한 연구: 상황설정  분

류체계와 련하여

한윤옥(2003)은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

서목록의 요성, 조건, 그리고 목록 작성시 필

요한 기 요건에 해 반 으로 설명하고 있

다.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치료 

상자의 상황  범주를 정리하여 기술하 고, 독

서치료 도서목록에 한 분석을 실시하여 서술

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에 의한 결과를 토 로 

한윤옥은 상황별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에서의 상

황을 총 3개의 분류기  -생물학  특성, 공간과 

계에 따른 요소, 독자 인 증상- 과 분류체계 

-1차 생물학  특성, 2차 공간  특성, 3차 계

특성- 로 제안  기술하고 있다(한윤옥 2003).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한 포 인 설명과 

기 요건에 해 서술하고 있는 이 논문을 통해

서, 우선 자는 독서치료에 한 기본 개념, 특

히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정의  필

요성에 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한 개념들

은 본 논문의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한 개념을 작성하는 이론  배경에 참고하여 

기술하 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상황설정을 참고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

자의 상황을 보다 구체 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3)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

 요건에 한 연구Ⅱ: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분류 체계 시

한윤옥(2004)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어

서 필수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의 정

의, 요성, 필요성 그리고 독서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해서 포 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별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어

서 상황의 역할과 조건에 해서 조사하기 해

서 각종 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사례, 연구, 논

문, 독서목록의 분석을 실시하여 나열 하고 있

다. 한, 이 의 논문(한윤옥 2003)에서 제시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상황설정 분류체계를 3차 

기  - 1차 연령/성별 기 , 2차 공간 기 , 3차 

계 기 - 으로 보다 상세하게 정리 하여 십진

분류식으로 개하고 있다(한윤옥 2004).

상황은 독서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

어서 기본개념이자 필수 개념으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작성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 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독서

치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있어서 상황의 

요성과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 고, 독서치

료와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한 반 인 개념, 

특히 독서목록의 의의를 본 논문의 이론  배

경에 참조하여 나열하 다. 그리고 상황별 독

서치료 독서목록의 역할과 필요성에 한 설명

도 본 연구의 4장과 5장에서 참고하 다. 

이 논문에서 가장 으로 참조한 부분은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 조사이다. 상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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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해서 독서목록에서 나타난 상황단어를 

나열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매핑의 기반이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4) Introducing Bibliotherapy in Public 

Libraries of Jaffna district: an 

Exploratory Study

Arulanantham와 Navaneethakrishnan(2013)

은 북부 스리랑카 지 나 지역에서 쟁의 

향을 받은 사람들을 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실시한 독서치료와, 

공공도서 에서의 독서치료 역할에 해 서술

하고 있다. 특히, 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를 치료하기 해 실시한 독서치료법, 독서치료

의 합성 등에 해 나열하고 있고, 독서치료

에 한 반 인 설명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Arulanantha and Navaneethakrishnan 2013). 

이 논문은 쟁이라고 하는 상황과 지역의 제

한을 가지고 독서치료에 근하고 있다. 구체

인 상황에서의 독서치료 방법에 해 서술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의 방법론보다

는 포 인 개념, 즉 도서 의 입장에서 근

하고 있는 독서치료에 한 기본 개념, 독서치

료의 역사, 과거와 재의 독서치료에 한 정

의를 연구에 참고하 다.

4.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 분석

4.1 독서목록과 카테고리 분석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분석과 매핑은 앞서 

2.2장에서 언 한 4개의 독서목록  울산남부도

서  독서목록을 제외한 3개의 독서목록(남산도

서 , 부산 학교 도서 , 한국도서 회의 독

서목록)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울산남부도서

의 독서목록은 카테고리없이 치유서를 나열하

고 있고, 카테고리를 제공한 독서목록(1~3호)

의 경우, 재 도서 에서 제공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그리고 3개 도서 에서 발행된 모든 독서목

록(남산도서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

록 2007~2014/총 8개, 부산 학교 도서  상황

별 독서치료목록 2014/증보  1개, 그리고, 한

국도서 회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

록 2007/증보 1개), 총 10개의 독서목록을 모

두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3개의 독서목록를 이용해 실시한 기 조사

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독서목록 

카테고리의 구성에 해 살펴볼 수 있었다. 

각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구성에 해 간단하

게 나열하면, 남산도서 과 한국도서 회의 

독서목록은 동일하게 1차 연령별 카테고리를 

포함하여 1~3차 분류체계(1차: 연령 > 2차: 

상황  증상[상 개념] > 3차: 상황  증상

[하 개념])로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고, 이

에 반해,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목록은 연

령별 카테고리 없이 1차 상황  증상별 카테고

리로 구성하고 있었다. 

1차 혹은 3차의 분류체계로 구성된 독서목록

의 카테고리는 연령을 심으로 크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령별에 따라서 카테고리 용어

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각 독서목록에

서 제공하는 카테고리의 개수와 반복 카테고리 

용어에 해 살펴보기 해서 각 독서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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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를 수(數)로 표 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남산도서 의 독서목록은 1차 연령별 

카테고리에서 크게 2개(성인, 청소년․어린이)

로 나눠지고, 성인 2․3차 카테고리에서 각각 

7개, 35개, 청소년․어린이 2․3차 카테고리에

서 각각 7개, 31개의 카테고리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총 14개, 66개의 용어가 2․3차 카테고

리에서 나열되어 있었고, 연령별 카테고리에서 

반복 으로 제시된 용어는 ‘자기계발, 부모, 신

체장애, 배려, 자아정체감’이 있었다. 

한국도서 회의 독서목록은 1차 연령별 

카테고리에서 3개(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분

류되면서, 성인 2․3차 카테고리는 각각 6개와 

28개, 청소년 카테고리는 2․3차 카테고리의 

구분없이 6개, 마지막 어린이 2․3차 카테고리

에서는 각각 8개와 33개의 카테고리 용어가 사

용되고 있었다. 총 21개, 67개의 용어가 2․3차 

카테고리에서 제시되고 있었고, ‘스트 스, 여

자와 남자, 부모, 슬픔, 화, 용서, 인터넷 독, 

신체장애, 자아정체성’이 반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연령별로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 

이는 연령별에 따라 상황과 증상에 한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하 다. 마지막으로 1차 카테고리를 제공하

는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목록은 반복없이 

총 30개의 용어가 제공되고 있었다.

 

4.2 카테고리간의 매핑과 크로스워크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간의 매핑은 

앞서 언 한 총 10개의 독서목록을 이용하여, 

각 독서목록에 표기된 카테고리를 모두 추출하

여 수집한 후 비교 분석하 다. 

매핑은 각 독서목록에서 추출한 카테고리 용

어간의 비교를 시작으로 진행하 다. 

매핑 방법은 수집한 카테고리 용어를 가지

고, 용어간의 의미동일성을 기 으로 실시하

다. 를 들면 A목록의 정신건강, B목록의 정

신건강, 그리고 C목록의 정신건강에 한 이해

에서 정신건강은 모든 목록에서 공통으로 포함

된 단어이고, 용어의 의미도 동일하다고 단

하여 크로스워크를 실시하 다. 그리고 매핑에

서 용어의 반복이 있을 경우는 반복용어를 다

음과 같이 표시하 다. 

우선, 연령별 카테고리로 구성된 독서목록내

에서 동일한 용어가 연령별로 반복될 경우는 

반복의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 반복된 용어 

에 ｢*｣을 부여하여 표시하 다. 그리고 앞서 

표기했던 카테고리 용어가, 다른 독서목록의 

용어와의 매핑을 해 반복으로 작성될 경우는 

반복의 여부를 표시하기 해 이탈릭체로 표기

하 다. <표 1>은 체 매핑표의 일부분이고, 

체 매핑표는 [부록 1]에서 보여 다.

독서치료 독서목록 카테고리간의 매핑으로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 분포도 그리고 카테고

리 공통용어 등에 해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매핑으로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를 

살펴본 결과, 3개 도서 의 독서목록은 모두 비

슷한 범주내의 용어를 이용하여 카테고리를 구

성하고 있었다. 1~3차 카테고리로 구성된 남산

도서 과 한국도서 회의 독서목록을 비교한 

결과, 1차 연령별 카테고리를 제외한 2차․3차 

상황  증상별 카테고리 용어들은 특별한 차

이 없이 동일한 범주내에서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를 들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산도서  독서목록에서의 가정/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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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 회의 

상황별 독서목록

1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부모와 자녀 성인
가정/

가족 계

자녀
성인

가정/

가족 계

아들과 딸

부모* 부모*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일탈 핸드폰 독 청소년 휴 폰 독

가족 계 부모* 어린이 가족 부모*

청소년 일탈 핸드폰 독

<표 1> 우리나라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용어간의 매핑 시

계와 한국도서 회 독서목록에서의 가정/

가족 계와 같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도 다수 있었다.

1차 상황별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부산 학

교 도서 의 독서목록은 남산도서 과 한국도

서 회의 독서 목록의 3차 카테고리와 비교

를 실시하 다. 그러나 하 개념의 상황  증

상별 카테고리간의 용어 비교에서도 크게 차이

를 보이지 않고,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의미

를 나타내는 용어가 부분 사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실시한 카테고리 용어의 분포도 

조사는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와는 조  차이를 

보 다. 남산도서 의 독서목록은 1차 카테고

리: 성인, 한국도서 회의 독서목록은 1차 

카테고리: 어린이에서 비교  많은 수의 카테

고리 용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에서도 남

산도서  독서목록의 성인 카테고리내의 ｢직

장/성공/사회｣와 ｢건강/질병/죽음｣, 한국도서

회 독서목록의 어린이 카테고리내의 ｢가

족, 정서문제｣가 다른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보

다 조  더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었

다. 이들 독서목록에 비해,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1차 상황  증상별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있지만, 2개의 독서목록

과 매핑한 결과, 카테고리 용어가 반 으로 

모든 연령 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수 있었다. 다만, 카테고리 용어의 범 가 

모든 연령 에 해당되는 지는 목록만으로 단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간의 매핑을 통해서 

자는 3개의 독서치료 독서 목록에서 공통 으

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보았다.

공통용어를 살펴보기 해서, 연령별 카테고

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로스워크를 통

해서 모든 연령 를 커버하고 있고, 성인과 어

린이/청소년에 용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단하여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 목록 역시 

포함하여 매핑을 실시하 다.

공통용어는 1차 연령별 카테고리의 성인과 청

소년/어린이로 분류해서 나열할 수 있다. 우선, 

성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강박(강박증), 마음

의 평화, 부모, 분노, 성인아이, 여자와 남자, 우

울(우울증), 용서, 정신건강, 죽음’ 총 11개의 단

어가 공통 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청소년/어린

이 카테고리에서는 ‘감정, 성폭력, 독’ 총 3개의 

단어가 공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들 공통용어는 각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개

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독서치료 독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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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 연령별로 분류하여 

나열했지만, 포 인 의미로 이들 용어는 치유

를 원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분석과 카테

고리간의 매핑을 통해서, 재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부분이 서로 복되거나 비슷한 

범주내의 용어를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구성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매핑을 통해서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분포도와 공통용어에 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

다. 카테고리 용어의 범주가 거의 비슷한 반면

에, 공통 으로 사용된 카테고리 용어는 상

으로 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 용어는 서로 비슷한 범주

내에서 작성되었지만, 공통 으로 이용되는 카

테고리 용어는 고, 각 독서목록마다 요시

하는 카테고리가 조 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치

료 독서목록의 조사와 카테고리간 매핑결과는 

<표 2>에서 간단하게 제시한다.

4.3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계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카테고리와 치유서

의 계를 살펴보기 해서, 국내 독서치료 독

서목록의 목차, 카테고리, 내용(치유서, 치유서

의 서지사항, 해제), 색인 등을 가지고 반

인 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상황별 카테고리로 구성된 부산 학교 독

서목록은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다수의 치유서를 

분류 하고 있고, 1~3차의 분류체계(1차: 연령과 

남산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 회의

상황별 독서목록

카테
고리

범 1, 2, 3차 분류 1차 분류 1, 2, 3차 분류

내용
1차: 연령별

2차: 상황 증상( 분류)

3차: 상황 증상(소분류)

1차: 상황 증상
1차: 연령별

2차: 상황 증상( 분류)

3차: 상황 증상(소분류)

개수

1차 2차 3차 1차 1차 2차 3차

2개
7개 35개

30개 3개

7개 28개

6개 *
7개 31개 8개 33개

반복
여부

N Y Y N N Y Y

반복

용어
N

자기계발, 부모, 
배려, 신체장애, 
자아정체감

N N

스트 스, 부모, 여자와 
남자, 슬픔, 화, 용서

인터넷 독
신체장애, 자아정체성

공통
용어

성인
가족, 강박(강박증), 마음의 평화, 부모, 분노, 성인아이,

여자와 남자, 우울(우울증), 용서, 정신건강, 죽음 (총 11개)

청소년/

어린이
감정, 성폭력, 독 (총 3개)

<표 2> 우리나라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간의 매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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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계

2․3차: 상황  증상)로 구성된 남산도서 과 

한국도서 회의 독서 목록은 3개의 분류체계 

 3차 카테고리로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

는 즉, 독서목록내에서 치유서는 하나의 카테고

리 혹은 가장 세부 인 카테고리(3차 카테고리)

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남산도서 과 한국도서 회의 독서 목록

은 3개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2차 상

황  증상별 카테고리(상 개념)는 치유서와 

직 인 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다만, 

2차 카테고리는 1차 연령별 카테고리와 3차 상

황  증상별 카테고리(하 개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차 혹은 1~3차 분류체계와 계없이, 각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1개의 카테고리에 다수의 

치유서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크

게는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계가 1:∞ 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작게는 1:1 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1:1 계란 한 권의 치유서가 1개의 카테고

리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1개의 

카테고리에 다수의 치유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

을 의미한다.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인 부산

학교 도서 , 남산도서 , 한국도서 회의 

독서목록 모두 카테고리와 치유서가 1:1의 

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계는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구성과 

함께, 치유서가 직 으로 련있는 카테고리

는 3차 카테고리(상황  증상별 카테고리 - 하

개념)라는 것을 보여 다.

5.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계

5.1 카테고리의 역할과 요성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상황과 증상’이

라고 하는 특수한 범주를 가지고, 상황  증상

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치유서에 근한다. 이

용자는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이용에 앞서, 자신

의 상황과 증상을 단어로 정리하고, 해당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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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주의 카테고리에 용

하여 치유서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카테

고리는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표 한 단어로, 

원하는 치유서를 선택하고 근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키워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카테고리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분류 혹은 범

(우리말 시소러스 2013)로, 키워드는 서지데

이터베이스내의 타이틀, 내용, 록에서의 요

한 단어 혹은 어구(ODLIS)로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카테고리와 키워드의 기본 인 개념과 

역할은 다르다. 다만, 두 단어는 모두 기술 상

에 한 주제, 범  등에 해서 설명한다는 

에서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카테고

리를 통해서 치유서에 근하는 이용자에게 독

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키워드의 역할

과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해서는 아래에서 재 독서치료 독서

목록에서 제공하는 2권의 치유서를 직  시

로 삼아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첫 번째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토마스 E. 

엘리스 2005)는 번역서로, 한국도서 회의 독

서목록과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목록에서 각

각 제공하고 있다. 이 치유서의 카테고리는 각 

독서목록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서

회의 독서목록은 1차: 성인, 2차: 성격과 

정서, 3차: 강박증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있고, 부산 학교 독서목록은 자기학 로 분류

하고 있었다. 치유서와 카테고리를 연결해주는 

독서목록의 목차와 색인을 살펴보니, 각 독서목

록은 앞서 기술한 강박증과 자기학 로 치유서

를 검색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치유서 ‘나는 원래 행복하다’(스티  S. 

일라디 2013) 역시 번역서로, 남산도서 (2013년)

의 독서목록과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목록

에서 치유서를 제공하고 있다. 남산도서 의 독

서목록은 이 치유서를 1차: 성인, 2차: 정서, 3차: 

우울증으로 분류하고 있고,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목록은 우울로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있었다. 

간단한 시로 두 권의 치유서의 카테고리 분

류를 살펴본 결과, 치유서는 각 독서목록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각 독서목록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에 해당하는 키워드, 를 들면 ‘자살하고 싶을 

때’의 강박증 혹은 ‘나는 원래 행복하다’의 우울

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해당 독서목록에 근

한다면, 이용자는 원하는 치유서에 쉽게 근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가 아닌 다른 키워드로 독서목록에 근

한다면, 이용자는 치유서에 근할 수 없고, 이

용자의 근효율성과 근최단성 낮아지게 될 

것이다.

시를 통해서 살펴본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기본 으로 상황  증상별로 치유

서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카테

고리를 통해서 원하는 치유서에 근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의 역할도 함

께 하고 있었다. 

5.2 상황  증상별 카테고리

독서치료에 있어서 ‘상황’은 매우 요하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이 기존의 추천 도서목록이

나 선정 도서목록 등과 다른 은 바로 이용자

의 ‘상황’을 우선 으로 고려하 다는 것이다 

(한국도서 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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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개념은 독서치료에 한 연구기

이나 논문 등에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여

러 에서 제공하는 정의와 개념 에서 한

윤옥(2004)에 의한 정의를 서술하면, 상황별 

독서목록에서의 ‘상황’은 “독자의 조건  상태

를 말하는 것으로, 유아기부터 성장기를 거

쳐 사람들에게 형성된 내재  자아  심리가 

재  상태로 연결되는 심각한 정신  갈등

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  처리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료는 이용

자의 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의 모든 환경

인 요소, 환경으로 인해 생성된 정서와 성격 

같은 내면 인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독서치료에서의 ‘상황’을 보다 구체 으로 살

펴보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상황을 

직  시화하여 상황간의 계도를 작성하

다. 계도에서 사용한 단어는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테고리 용어를 

추출하여 구성하 다. 단어간의 계는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 시소러스,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사 , 각종 논문과 뉴스기사를 검색하고 조사

하여 결정하 다. 계도는 <그림 3>에서 보여

다. 

상황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서, 가정폭

력4)이라고 하는 행 를 시작으로 발생되는 상

황과 행 를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연결지었다. 

가정폭력은 가정 기라고 하는 상황과 함께 아

동학 라고 하는 행 를 동반하고, 이로 인해

서 피해자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발생한다.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가정 기는 아동학 와 

함께 이혼5)이라는 행 로 이어질 수 있고, 이

혼은 한 가정 부모6)라고 하는 상황과 함께 아

동학 를 다시 동반해서 가져올 수 있다. 가정

폭력은 화/분노7)와 같은 감정에서 발생되는데, 

화/분노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가정 기와 아동학 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상황간의 계도는 가

정폭력이 단순한 행 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 , 이혼, 가정 기와 같은 다른 상황과 

행 로 이어지고, 화/분노라는 감정이 수반되

면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가 엮어져 계속 

순환되는 것을 보여 다. 이것은 독서치료에 

있어서 상황의 계가 인간의 행동, 감정, 그리

고 상황이 모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독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상황’도 이처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정폭력은 개인이 가족 구성원에 해 행하는 신체 인 폭력행 와 정신  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를 

의미하며, 자녀학 , 배우자 학 , 부모학 를 포함하고 있다(우리말 시소러스; Gelles and Straus 1979; 신민섭 

외 2004). 

 5) 기가족은 이혼가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신재주 2004).

 6) 2013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아동학  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  부분은 가정 내(87％)에

서 부모(83.8％)에 의해 발생했다.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 등 한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도 체의 

40％를 차지해 이에 한 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 다. 울산의 경우 2012년 아동학  신고 146건  60건

이 한부모가정에서 발생, 체의 41.1％를 차지해 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7) 가정폭력 가해자 826명을 분석한 법원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원인 가운데 1 로 ‘우발  분노에 

의한 경우’가 4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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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 용어를 이용한 상황 계도의 시

5.3 복수 카테고리의 필요성

4장에서 보여  국내의 독서치료 독서목록

의 분석에서 치유서는 1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되어 있었다. 이는 한 권의 치유서를 하나의 카

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 권의 치

유서에 1개의 키워드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5.1장에서 제시한 치유서의 

시처럼 한 권의 치유서는 다양한 카테고리 (혹

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독서치료에서 ‘상황 

 증상’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이를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여 표 하는 것

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상황별 카테고리는 

이용자의 상황과 증상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

는 만큼, 다양한 의 키워드 혹은 복수 카테

고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치

유서를 표 하기 해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닌 

다 의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5.1장과 동

일한 시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Choosing to Live: 

How to defeat suicide through cognitive therapy

의 번역서로, 국내에서는 한국도서 회와 부

산 학교 도서 의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

공되고 있다. 이 치유서는 목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선 한국

도서 회의 독서목록은 1차: 성인, 2차: 성

격과 정서, 3차: 강박증으로, 부산 학교 도서

의 독서목록은 1차: 자기학 로 분류되어 있

었다. 이는 5.1장에서 언 한 부분이다.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번역서로, 국외의 

독서목록과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치유서를 제공

되고 있었다. 이에 검색을 실시한 결과, 국외에서

는 독서치료 독서목록(goodreads), 치유서 가이

드 웹사이트(The Guide to Self Helf Books), 

도서의 웹사이트(Amazo 등)에서 이 치유서를 

제공하고 있었고, 세 곳에서 모두 자살로 분류

하여 주제어를 자살로 표기하고 있었다. 

국내외의 독서치료 독서목록들과 온라인 사

이트를 통해서 이 치유서의 카테고리를 조사한 

결과,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강박증, 자기

학 , 그리고 자살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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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만약, 치유서에 한 검색을 지속

으로 실시한다면, 카테고리(혹은 키워드)는 계

속 추가될 것 이다. 즉,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게는 3개, 많게는 그 이상의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치유서는 기 이나 도서 의 개별 인 선정

기 에 따라서 분류되고, 기 에 따라서 동일

한 치유서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되기도 

한다. 치유서를 분류한 카테고리가 독서목록마

다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

니다. 치유서를 해석하는 이 다양한 만큼, 

카테고리 역시 각 기 과 도서 에 따라서 분

류기 이 다양할 수 있다.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는 각 독서목록마

다 서로 다른 에서 카테고리(강박증, 자기

학 , 자살)를 부여하여 제공하고 있다. 치유서

는 여러 키워드로 표 할 수 있지만, 실제 으

로 독서목록에서는 다 의 카테고리가 아닌 1개

의 카테고리만을 이용하여 치유서를 분류하고 

있다. 이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

킬 수 있다. 

만약 자살에 한 치유서를 원하는 이용자가 

강박증으로 분류된 독서목록A를 이용한다면, 

이용자는 치유서 ‘자살하고 싶을 때’에 근할 

수 없을 것이다. 복수 키워드(혹은 주제어)를 

가지고 있는 치유서라고 해도 이처럼 각 독서

치료 독서목록에서 1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치유서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는 제공되는 1개

의 카테고리 외의 다른 에서 치유서로 

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만약, 복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치유서를 

1개의 카테고리가 아닌, 치유서를 표 하는 다

의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를 모두 제공한다면,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다양한 에서 

자신이 원하는 치유서를 선택하고 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용자의 근효율

성과 근용이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

이다. 

6. 결 론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받은 스트 스, 아픔으로 몸과 마

음이 모두 지쳐있던 사람들은 차 정신건강에 

해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신

건강의 치료와 치유에 한 심이 증가하기 시

작했고, 이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연구와 치

료방법의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자신을 스스

로 치유하는 자가치료법에 한 심이 높아지

면서, 주변에서 쉽게 근할 수 있는 도서를 이

용한 치료, 즉 독서치료에 한 심이 차 높

아지기 시작했다. 

독서치료에 한 요성과 필요성이 리 인

식되면서,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서와 독서치료 독서

목록이 개발  생산되기 시작했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일반 독서목록과는 다

르게, ‘치료’라고 하는 특정한 목 과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된 목록이다. 독

서치료 독서목록은 각 기  혹은 도서 에서 

개별 인 선정기 을 가지고 작성되는데,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부분은 이용자의 ‘상황’

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상황별 독서목

록이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카테고리는 치유서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의 카테고리와 치유서의 계 분석 연구  233

를 상황  증상으로 분류하는 역할과 이용자

가 합한 치유서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키워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독서치

료 독서목록의 카테고리는 이용자들에게 상황

에 맞는 치유서에 근할 수 있는 근 으로

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재 국내의 독서치

료 독서목록은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는 치

유서라고 해도 하나의 범주만으로 분류하여 제

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치유서를 올바르게 선

택하고 효율 으로 근할 수 있도록, 독서치

료 독서목록과 치유서의 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은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 한 반

인 조사와 카테고리간의 매핑을 통해서 실시

하 다. 그 결과,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먼 , 국내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치유서

는 연령별을 제외한 1개 혹은 최  2개의 상황 

 증상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독서치료 독

서목록에서 치유서와 카테고리는 1:1 계를 

가지고 있고, 한 권의 치유서에 1개의 카테고

리(혹은 키워드)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재 독서치료 독서목록에서 제공하

고 있는 치유서를 직  시로 들어서 독서치

료 독서목록에서 다 의 카테고리 필요성에 

해 설명하 다. 직 인 시를 통해서 살펴

본 결과, 동일한 한 권의 치유서가 다양한 카테

고리로 표 되고 있는 것과 각 독서목록마다 

제공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치유서가 다양한 범주를 가

지고 있는 반면, 모든 범주가 독서목록에서 제

공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리해서 

말하면, 한 권의 치유서에는 가능한 많은 다

의 카테고리(혹은 키워드) 부여가 필요하고, 복

수 카테고리 제공은 이용자의 근성을 향상시

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치료 독서목록은 이용자의 ‘상황’을 우

선으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

하게 표 하거나 체계화하는 것은 5.2장에서 

살펴본 상황 계도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치유서는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고 이용자들

도 다양한 을 가지고 치유서에 근하기 

때문에 ‘상황’에 한 분류 체계화 혹은 다 의 

카테고리 부여 방안에 한 구체 인 연구는 

꼭 필요하다. 

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특정한 목 과 복

잡한 상황을 가지고 독서치료 독서목록을 이용

하는 이용자에게 있어 카테고리는 치유서의 분

류와 함께 키워드의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이용자의 근효율성과 근최단성을 높여

주기 해서는 치유서에 한 다양한 범주개발

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 의 카테고리의 필요성과 다

 카테고리의 부여 방법에 한 연구를 한 

기 연구이다. 이에 자는 본 연구를 바탕으

로, 독서치료 독서목록의 상황별 복수 카테고

리의 제공에 한 제안과 방법론을 다음 연구

의 과제로 삼아 지속 인 연구를 진행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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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독서치료 독서목록내의 상황  증상 용어간의 비교와 매핑

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 회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1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정신건강

성

인

정신건강/ 

마음의 상처

정신건강

성

인

정신건강에 한 이해

성장의 아픔
마음의 상처

에 한이해

성장의 아픔

어른들의 몰이해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생활 속의 상처

상담심리

내 치유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성격과정서 마음의 평화*

직장/

성공/사회

직장/사회

슬럼

스트 스 스트 스*

자기계발* 성공/자기계발

성취감

개인성장

인 계 인간 계

여자와 남자

가정/

부부 계

여자와 남자

가정/

부부 계

여자와 남자*

가정 기

가정폭력 가정폭력

독신

결혼과 이혼 이혼

부부

복합가정

부모와 자녀
가정/

가족 계

자녀 가정/

가족 계

아들과 딸

부모* 부모*

가족 가족일반 가족일반

역할모델

나이듦

건강/

질병/죽음

건강과 질병,

죽음

나이듦

삶과 죽음 죽음 삶과 죽음

장애

신체장애*

건강

노년

년

상실감

정서

슬픔

성격과 정서

슬픔*/상실감

화/분노 분노 화*/분노/증오

우울 우울증 우울증

용서 용서 용서*

배려*

인공포증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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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 회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울음

강박 강박 강박증

두려움

불안 불안

자아/

성격

자아정체감*

성인아이 성인아이 성인아이

자아

자존감*

인터넷 독*

자아찾기 자아 찾기

자기존 자기존

마음의 평화

어

린

이

/

청

소

년

청소년 일탈

청

소

년

자아정체성*

신체장애*

사이버 독 인터넷 독*

핸드폰 독 휴 폰 독

학교폭력 학교폭력

성문제

가출

게임 독

독*

사이버폭력

가족 계

부모*

어

린

이

가족

부모*/조부모

형제 형제/자매

가난/역경

이혼/재혼

입양

역기능 가정

자아/진로

자아정체감*

자아/성격

자아존 감/정체성*

용기/자신감

사춘기

진로 진로탐색

자존감*

자기계발*

여자/

성역할

여자/남자*

성역할

신체/

성문제

신체

외모

성

신체장애* 신체장애*

사춘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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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남산도서 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한국도서 회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폭력

학교

학교부 응
학교

학교부 응/발표

선생님

학교

학교부진

성 ․입시

인 계

친구

인 계

친구

이성친구

왕따 왕따

학/이사

교사와의 계

교사 학교 선생님*

학 /폭력 /

성폭력

학

폭력

성폭력
신체/

성문제
성폭력* 성폭력

독 청소년일탈 독*

정서문제

독

정서

자신감

자율성

배려*

습

감정 리 감정 슬픔*/감정조

자아정체감*

자존감

인성

화*/스트 스*

두려움

심술

정직

용서*

주의집 력

죽음

정서장애

가부장사회

소통

일상의 벽

자기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