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읽어 보면 좋을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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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한 자기주도 CBT 프로그램
권준수, 신민섭. (쉽게 따라하는) 강박증 인지행동치료. 학지사,
2015.
● 삶을 되돌리기 위한 10단계 워크북
Jonathan S. Abramowitz. 강박증 극복하기. 김세주, 이영준 등
역. 학지사, 2015.
● 강박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청년의 투쟁기
조 웰스. 강박증을 극복한 Joe의 이야기. 김세주, 김민석 공역.
시그마프레스, 2010.
●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치료법
크리스틴 퍼든, 데이비드 A. 클라크. 끊임없는 강박사고와 행동
치유하기. 최가영 역. 소울메이트, 2015.
● 강박에 사로잡힌 마음과 행동 그리고 뇌 이야기
데이비드 애덤. 멈출 수 없는 사람들. 홍경탁 역. 반니, 2016.
● 불안과 강박을 치유하는 몸의 심리학
수지 오바크. 몸에 갇힌 사람들. 김명남 역. 창비, 2011.

강박

● UCLA 의료진이 개발한 새로운 강박장애 치료 방법
제프리 M. 슈워츠. 사로잡힌 뇌, 강박에 빠진 사람들. 강병철 역.
마티, 2010.
● 물건에 대한 강박적 집착, 저장장애의 원인과 치료법
유성진. 저장장애. 학지사, 2017.
● 청결 강박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전하는 충격적인 보고서
유진규 글 ; 미디어초이스 방송제작. 청결의 역습. 김영사on, 2013.
● 행복강박증 사회가 어떻게 개인을 병들게 하는가
로널드 W. 드워킨. 행복의 역습. 박한선, 이수인 공역. 아로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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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을 위한 강박 심리학
김현철. 나는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팬덤북스, 2016.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강박 성향
을 진단한다. 우리가 집착하면서 좇고 있는 것들,
성공과 리더십, 스펙, 돈, 예의, 정의와 원리원칙,
청결 그리고 완벽해지고 싶고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의 무의식적인 의미와 강박의 관계를 24가지
의 키워드로 구성해 불편한 생각이나 행동, 강박
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건강 강박증에 던지는 닥터 구트의 유쾌한 처방
크리스티안 구트. 나는 왜 늘 아픈가. 유영미 역. 부키,
2016.

저자는 현대 의학의 한계를 신랄하게 풍자하
며 식이요법, 약품, 유전자 검사, 운동, 예방
접종,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등을 둘러싼 의
문을 유쾌하게 풀어준다. 그리고 건강 강박증
에 휩싸인 채 유한한 시간을 온통 의학적 예방
조치와 치료에만 쏟아붓지 말고 삶의 의미를 곱
씹고,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누리라고 충고한다.

● 다이어트 강박증과 마른 몸매 증후군에 숨겨진 여성 심리
캐럴라인 넵. 세상은 왜 날씬한 여자를 원하는가?. 임옥희
역. 북하우스, 2006.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자전적인 분석을 넘어 음식
과 여성과의 관계를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접근
한다. 저자는 깡마르고 통제하기 쉬운 여성의 이
미지를 선호하는 문화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 바
로 거식이라고 말한다. 음식과 관련해 불안과 죄
의식, 슬픔을 경험한 여성들의 고통이 사회의 부
당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저자는 여성들이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의 심리학
랜디 O. 프로스트, 게일
정병선 역. 윌북, 2011.

스테키티.

잡동사니의

강박-충동 장애 심리 전문가인 저자들이 물건을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증상자
들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 증상을 관찰하고, 원인
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객관적으
로 풀어낸 ‘저장 강박’ 종합 보고서이다. 여러 사
례와 치료 과정을 통해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안의 저장 강박을 진단하고, 자신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저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역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