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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에 대한 성찰이 담긴 소설
로리 넬슨 스필먼. 달콤한 용서. 최유리 역. 아름드리미디어,
2016.
● 사소한 상처와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송봉모. 상처와 용서. 바오로딸, 1999.
●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회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왜 용서해야 하는가. 원마루 역. 포이에
마, 2015.
● 용서, 가장 큰 수행
달라이 라마, 빅터 챈 공저. 용서. 류시화 역. 오래된미래, 2004.
●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다
아담 해밀턴. 용서. 박사영 역. 매일경제신문사, 2014.
● 마음먹은 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의 건강법
오노코로 신페이. 용서 스위치. 김윤경 역. 브레인스토어, 2014.

용서

● 상처의 황무지에서 싹 틔우는 한 줄기 희망
스티븐 체리. 용서라는 고통. 송연수 역. 황소자리, 2013.
●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술
루이스 스머즈. 용서의 기술. 배응준 역. 규장, 2004.
● 용서는 선택이다
로버트 D. 엔라이트. 용서치유. 채규만 역. 학지사, 2004.
● 용서의 필요성과 용서하는 방법
에드워드 M. 할로웰. 용서해야 할 101 가지 이유. 강주헌 역.
동아일보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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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와 화해의 체계적 실천방법
오영희. 상처의 덫에서 행복의 꽃 피우기. 학지사, 2015.
다양한 용서 프로그램과 검사를 진행해온 저자는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용서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보여준다. 용서에 관한 심리
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활동지, 검
사지 등을 활용하여 용서와 화해의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다룬다.

●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
프레드 러스킨 저. (나를 위한 선택) 용서. 장현숙 역. 알에
이치코리아(RHK). 2014.

용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깊은 통찰과
유용한 길잡이가 되는 용서의 고전. 객관적 실험
결과와 다수의 상담사례를 토대로 울화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이를
극복하고 용서에 이르면 어떤 효험이 뒤따르는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책을 제시한다.

● 용서의 열 가지 법칙
딕 티비츠. 용서가 있는 삶. 한미영 역. 알마, 2015.

용서란 현재의 평온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이 책은 용서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용서의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구체
적인 단계들을 제시함으로써 용서의 과학을 한
계단 높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 혼자서 떠나는 최상의 치유 여행, 수용 배우기
제니스 A. 스프링. 용서의 기술. 양은모 역. 메가트렌드(문
이당), 2007.

이 책은 상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모델로
서 수용과 순수한 용서를 제안한다. 수용은 상처
를 준 사람이 후회하지 않거나 잘못에 대해 사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
유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용서에 대한 새
로운 관점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입은 상처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