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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 까지 도서 에서의 치유  로그램은 독서문화 로그램의 일부로써 독서치유라는 주제로 한정되

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 에서 치유 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에 치유  활동의 유형과 주제를 도출하 으며, 도서 과 유사기 에서 이루어지는 치유  

활동에 해 분석하 다. 그 결과, 첫째, 상에 따라 다 야하는 치유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도서 에 용해야 한다. 이에 유․아동기(0-13세), 청소년(14-19세), 청장년기(20-64세), 노년기(65

세 이상)에 맞는 치유 로그램을 제안하 다. 둘째, 치유 로그램 분석 결과로 나타난 도서 , 의료기 과 

같이 기 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치유 로그램을 운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Until now, healing programs in libraries have provided services under the theme of reading 

therapy as part of the reading culture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revitalize healing programs in libraries. This study derives the types and themes 

of healing activities and analyzes the healing activities in libraries and similar institutions. 

As a result, first, the healing content to be treated varies depending on the subject, so 

it should be applied to the library in consideration of this. Therefore, a treatment program 

was proposed for infants and children (0-13 years), adolescents (14-19 years), adolescents 

(20-64 years), and old age (65 years and over). Second, it proposed a way to operate healing 

programs through linkage with institutions such as libraries and medical institutions that 

were shown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hea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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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힐링’이란 용어는 2012년 말,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 다(김국선, 정희경, 김서 , 2014). 

이는 곧 트 드가 되었으며 마음을 로하는 

따뜻한 마 과 서비스로도 활용되었다. 힐링 

즉, 치유에 한 심은 여 히 지속되고 있다. 

형 서 에 가도 로의 말을 하는 힐링 에

세이가 꾸 히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늑한 분 기를 제공하는 수면카페와 힐링카

페도 인기이다. 이와 더불어 연극심리상담 

로그램을 통한 술  치유와 숲의 치유인자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운 하는 등 다양한 치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면 왜 ‘치유’라는 용어는 출 계에 붐

을 일으켰으며, 마 으로도 사용되는 등 우

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실태 

조사에서 17개 주요정신질환을 조사한 결과 성

인인구  25.4%가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질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한 2016년 청소

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

울감 경험률은 25.5%로 조사되었다(국립정신

건강센터, 2017; 홍진표, 2017). 국민 4명  1

명이 정신질환 는 청소년 우울감을 경험한 

것과 같이 높아져가는 스트 스와 정신  피로

로 인해 치유라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일지도 모른다. 힐링이라는 용어가 일시  유행

이 아닌, 우리 삶의 일상용어가 된 것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 삶의 질에 한 국민  욕구가 높

아짐에 따라 최근 들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

한 행복),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등의 트 드가 두되었다(제주신

보, 2018). 한, 치유와 행복을 찾기 한 사람

들은 패스트 힐링(Fast healing)을 추구하고 

있다. 패스트 힐링은 바쁜 일상 속에서 큰 시간,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휴

식을 취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일종

의 치유제가 되는 것이다(이승연, 2019).

한국사회의 사회․심리  불안의 원인분석

과 응방안(이상 , 2015)에 따르면 성인의 

불안 해소를 한 공공기  정신건강증진 로

그램으로 정신건강 상담  교육, 지역사회 체

육 로그램 강화, 가정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리, 문화활동( 화 람 등) 지원,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확  지원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사회에서 도서 은 바쁜 일상 속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공기 이며, 치유를 

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서

에서 진행되는 치유  활동은 지역주민이 동

네 도서 에서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즉, 도서 은 치유와 행복을 찾기 

한 패스트 힐링에 합한 기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도서 에서 독서치유강좌  

경증치매노인 비약물  독서치유 등의 로그

램을 통한 치유 행 를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서 은 정

보자원 제공 등의 기능 인 공간뿐 아니라 이

용자들에게 치유공간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이를 해 치유와 련된 장서

를 배치하고 로그램과 치유 동아리를 지속

으로 운 하는 등 다채로운 치유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 도서 에서의 치

유  로그램은 독서문화 로그램의 일부로써 

독서치유라는 주제로 한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도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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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치유  로그램과 유사기 의 치

유 로그램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서

의 상황과 수 에 맞게 용가능한 치유 로그

램 유형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서 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정신겅간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문제 해

결  자기개발에 도움을  수 있도록 치유환

경으로서의 도서  역할을 확 하고 활성화 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선행연구

도서 의 치유 로그램이 독서치유 이외의 

주제로 구성되거나, 이와 련된 연구를 찾아

보기 어렵지만 독서치유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치유는 재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표 인 치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유를 주

제로 한 논문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독서치유에 한 연구로는 공공도서 과 

학교도서  등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김경숙, 송

정숙, 2013; 김수경, 2010; 황 숙, 2003), 최

임(2018)은 독서치료 연구와 련된 석‧박사

학  논문의 문제 을 분석하여, 궁극 으로 

독서치료 변인에 비추어 본 독서치료 연구의 

문제 과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발 방안을 제시하 다.

도서  독서치료사의 경험 분석을 통해 독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서치료사의 어려움

을 밝 내고,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한 개선 을 도출

하 다(임성 , 2016). 이와 함께 차성종, 황

숙, 김수경(2018)은 독서치유 문사서 양성체

계  교육과정 개발을 해 교육과정을 단계

이고 체계 으로 개발하여 질  수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양성방안을 연구하 다. 이처럼 

독서치유의 문성과 활성화를 해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한, 노 희와 김윤정(2019)은 도서  공간

의 치유  환경 평가에 한 연구를 통해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치유 로그램은 독서 이외

에 다양한 주제로 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으며, 도서  치유 환경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치유 로그램을 강조하 다. 이혜 (2019)

은 병원도서 은 ‘도서  기본서비스, 건강정보

서비스, 교육서비스, 정신 ․심  치유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며, 심  치유서비스  하나인 

독서지도  독서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고 주장하 다.

유사기 의 치유 로그램 구성과 운  형태

를 살펴 본 결과, 미술 에서의 치유 로그램

에 한 연구로 김은진(2015)은 의 미술

이 갖는 여러 기능  치유  기능의 가능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하 고, ‘미술 의 치유  

기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 다. 임성윤

(2016)은 미술치료  미술치료사와 미술  

련 문가들 간의 업에 한 기반과 가능성

을 살펴보기 해 해외의 미술  미술치료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연구하 다.

박물 의 경우, 노령화 시 와 노인층의 증가로 

인해 노인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이 주로 연구

되고 있다(박민진, 권지연, 2019; 박주 , 2007; 

이은 , 2013; 정혜연, 2018). 박물 의 치유  

요소에 한 연구로 오선애(2013)는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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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 을 선정하여 시공간내의 재 연출한 코

 심으로 시뮬라시옹, 트라우마, 치유, 재 연

출 등 각 요인들을 분석하 으며, 소윤(2016)

은 박물 에서 진행된 표 술 치유 로그램을 

통해 일생의례 주제를 활용한 융합교육 로그

램에 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 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도서 분야에서는 

독서치유에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다른 주제의 치유활동에 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확행, 워라벨, 

패스트 힐링이 우리 삶에 두되며 강조되고 있

는 시 에서 도서 은 지역주민의 힐링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기 이다. 구나 도서 을 

방문할 수 있는 뛰어난 근성과 도서  장서를 

독서치유, 더불어 로그램 운 과 지역사회의 

자조모임은 모두 도서 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 은 주체 으로 

도서 이 치유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독

서치료 이외의 다양한 주제의 치유 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성 역량을 강화하고 

치유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독서라는 

주제의 치유  활동에서 확장된 치유서비스와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는 도서  치유 로그램  서비스 제공 황

을 분석함으로써 도서 의 상에 따른 치유

로그램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3.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도서 이 바쁜 일상 속 도서

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치유 로그램을 즐기

며 힐링되는 혼의 치유소로 작용할 수 있도

록 치유  활동의 유형과 주제를 도출하고, 도

서 에 용할 수 있는 상별 치유 로그램 

등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RQ 1: 도서 에서 운 되는 치유 로그램

의 유형과 주제, 상의 구성은 어떠한가?

∙RQ 2: 도서 에서 치유 로그램과 서비

스 제공을 한 방안은 무엇인가?

3.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 인 도서 에서 이루어

지는 치유 로그램과 서비스를 도출하기 해

서는 치유  활동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  연구를 통하여 치

유  활동의 유형과 주제를 알아보았다. 치유 

 치유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문헌을 조사한 결

과, 주로 병원, 요양시설, 노인시설을 상으로 

한 문헌이 도출되었다. 이에 치유, 힐링, 테라

피 등의 키워드로 확장하 으며, 유사기 과 

치유서비스에 한 문헌을 조사․분석하 다

(<그림 1> 참조).

4. 도서관의 치유환경

치유환경이란 인간의 정서에 을 두어 인

간의 신체와 정신, 심리  안정감을 주며, 스트

스를 회복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도서  치

유환경이란 이용자가 도서 의 쾌 한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스트 스를 감소하고 심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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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 내용

￬ ￬
이론  검토

∙도서  치유환경에 한 선행연구 분석

∙치유 로그램  서비스에 한 문헌 조사 분석

황조사
∙치유 로그램 유형 기 에 따라 도서 , 도서  치유환경  공간, 유사기 에서 이루어지는 

치유  활동 사례조사

유형 도출
∙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치유 로그램  서비스 유형, 주제 도출

∙치유 로그램  서비스 상 도출

결론  제언 ∙도서 에 용할 수 있는 치유 로그램  서비스 제안

<그림 1> 연구 차  내용

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임과 동시

에 치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

루어지는 환경이다(노 희, 김윤정, 2019). 

한, 본 연구에서 언 하는 도서  치유  활동

이란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힐링, 테라피, 심

리치유와 같이 신체와 정신, 심리  안정감을 

주는 치유를 한 활동으로 정의하 으며, 치

유 로그램이란 도서 의 치유  기능을 수행

하고, 이용자의 치유  활동을 지원하는 로

그램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치유 로그램을 

통해 첫째, 이용자의 인성 역량을 강화  치

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이

용자에게 도서 이 치유  공간임과 동시에 

치유  역할을 하는 기 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일반 으로 치유 로그램은 마음상함에 

한 로와 트라우마 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임

상  치유와 발달  치유로 구분된다. 도서

에서 이루어지는 발달  치유는 자아형성과 자

아존 감, 자존감  자신감 형성, 나아가 타인

과의 원활한 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서 함양, 마음 돌보

기를 통한 치유와 스트 스 완화, 심리 ․정

서  안정감을 유도하는 자기 리  성격의 

치유로 구분될 수 있다. 도서 에서는 정서 함

양과 마음 돌보기를 통한 치유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기 리  성격의 치유

는 주로 행사형과 람형 로그램으로 나타나

고 있다.

도서  치유 로그램의 유형을 도출하기 해 

여러 연구자들의 도서  문화 로그램 구분 기

과 유형을 분석하 다. 먼 , 강정아, 노 희

(2018)는 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객/ 람형, 

체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 다. 박래은(2016)은 

도서  문화 로그램 특성을 진행방식, 참여횟

수, 로그램 진행자, 참여비용, 참여 규모로 구

분하 는데, 이에 따라 강의형/참여형, 일회성/

참여횟수, 사서진행/ 문강사진행, 무료/유료, 

소수참여/다수참여 로그램으로 실행형식을 

나 었다. 문화체육 부(2012)는 문화( 술)

강좌, 독서교육  독서문화 련 활동, 문화

술 련 각종 강연과 시, 공연  감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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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행사로 구분하 다. 도서 의 문화 로

그램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 는데, 이는 

독서교육, 술감상 로그램, 정보화교육, 생활

강좌․취미 로그램, 화, 문화, 미술 등으로 

유형으로 구분하 다(감미아, 이지연, 2013; 이

혜윤, 이지연, 2014).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

이 제시한 로그램의 유형은 강좌형(강의형), 

참여형, 체험형, 행사형, 객/ 람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를 토 로 연구자들이 제시한 로그램 유

형  복되는 유형을 기 으로 로그램을 

구분하 는데, 체험형은 이용자의 참여 인 활

동이 포함되지만 일회성 혹은 일시 으로 진행

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치유  활동에 합

하지 않아 유형을 제외하 다. 이는 세미나, 특

강으로 이루어지는 행사형과 람형태로 진행

되는 람형과 달리 이용자의 직 인 참여가 

포함되는 로그램의 특성을 고려 다. 한, 

객/ 람형의 경우에는 람형으로 종합하여 

유형을 구분하 다.

즉, 강좌와 강연 등의 수강형태  교육 로

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강좌형, 장기간 직 인 

참여와 활동 심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도서

에서 진행되는 행사 심의 일회성 로그램

인 행사형과 화와 공연, 시회 등의 람형

태로 이루어지는 람형으로 구분하 다(<표 1> 

참조).

4.1 도서관 치유프로그램 사례분석

일반 으로 치유 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도

서 과 치유환경 는 독서상담실, 힐링방 등

의 치유 활동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도서 , 유

사기 의 3가지로 구분하여 치유 로그램 사례

를 분석하 다. 도서 과 유사기 에서 진행 

인 치유 로그램과 진행이 종료된 로그램, 

일회성 로그램 등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로그램의 유형과 주제, 상을 분석하고자 하

다.

4.1.1 국외 도서  치유 그램  사례

국외 치유 로그램으로는 리빙스턴공립도서

에서는 2020년 2월 유머치유(Healing with 

Humor)가 이루어졌다. 이는 도서 과 리빙스턴의 

임상  응용심리분석학회(ACAP, Academy of 

Clinical and Applied Pychoanalysis)와 도서

이 연계한 로그램이다. 유머와 가치를 강조

한 신체 , 정신  건강의 상호작용에 해 심

구분 내용

강좌형
치유 련 강좌, 강연 등 수강형태  교육 로그램 

) 강습  강좌, 치유 자격증 양성과정 등

참여형
장기간 직 인 참여  활동 심으로 이루어지는 치유 로그램

) 독서치유, 동아리, 독서(토론)회 등

행사형
행사 심의 1회성 치유 로그램

) 세미나, 특강 등

람형
주로 람형태로 이루어지는 치유 로그램

) 화감상, 공연, 시회 등

<표 1> 도서  치유 로그램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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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역학  으로 소개하며 유머를 통해 불안

함을 감소시키고 부정 인 에 지를 여주며, 

다른 에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

한, 스터공립도서 (Lester Public Library)

은 지난 2017년 성인과 청소년을 상으로 명상

로그램을 진행 하 는데, 이 로그램은 명상

의 일곱 가지 수련 방법을 소개하고 명상을 을 

통한 치유  활동을 진행하 다. 

치유서비스로 뉴욕의 시모어도서 (Seymour 

Library)의 어린이 서비스인 힐링 라이 러리

(Healing Library)는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

와 가족을 상으로 치유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치유 자료와 그림책 등으로 구성된 힐링 라이

러리 키트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가정에서 함

께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키트는 사랑

하는 사람의 죽음, 애완동물의 죽음, 알츠하이

머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구분된다. 한 키트 

사용 방법과, 자녀와 화할 때의 모범 사례를 

포함한 토론 가이드, 술  놀이 기반 치료 활

동 가이드, 지역사회의 지원  치유 주제에 따

른 행동 가이드,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 에 한 안내서와 상황별 

그림책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에 맞

게 크 용과 색연필, 스테이 러, 스탬 , 스티

커, 우표, 씨앗 폴더 등으로 주제마다 조 씩 상

이한 활동 자료가 구성되어 있어 유형에 따라 

치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1.2 도서  치유 로그램

먼 , 송 마루도서 은 내 도서  사서, 

사립도서  운 자, 독서동아리 회원들을 상

으로 독서치료 문가 양성을 한 자격증반을 

개설하 다(송이헌, 2019). 송 마루도서

의 ‘마음치유독서법’ 로그램은 독서치유의 개

념을 알아보고,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심리지도

의 실제를 통해 올바른 독서훈련은 물론 책을 

통한 심리지도로 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 

할 기회를 제공하 다. 한, 독서치유 이외에

도 도서  주간을 맞이해 도서  인근 공원을 

활용하여 치유 로그램을 운 하 다(<표 2> 

참조).

두 번째, 목포시립도서 은 ‘푸드아트테라피’

를 2016년부터 지속 으로 운 해 오고 있었

다. ‘부모님과 함께 도서 에서 놀자-책과 함께

하는 푸드아트테라피’, ‘책과 함께 하는 푸드아

트테라피’, ‘마음이 행복해지는 푸드아트테라

피’, ‘마음 건강 푸드아트테라피’, ‘나를 찾아 떠

나는 푸드아트테라피’와 같이 로그램명은 조

씩 변화되어 왔지만 푸드라는 주제로 동일하

게 운 되어 왔다. 이는 동화책 주제와 연 지

어 식빵과  등 다양한 음식을 이용하여 자신

을 표 하고 감정 이해하기, 자신감  자존감

의 향상을 목 으로 진행되었다. 한, 등학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도서 주간 치유 숲 체험 참여형/행사형 산림(숲) 등1-3 도서  주변 숲 체험 후 후속 로그램

마음치유독서법 참여형 독서 성인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통한 심리지도

책을 통한 마음의 상처치유 참여형 독서 성인 책을 통한 마음의 상처치유

<표 2> 송 마루도서  치유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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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학년을 상으로 로그램이 운 되기 때

문에 꿈을 표 하고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책

을 읽고 음식을 직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치

유 로그램은  읽기가 능숙하지 않고, 활동

성이 뛰어난 등학생 학년을 상에게 합

한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과 내용

이 잘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푸드테라피

를 비롯하여 목포시립도서 에서 운 되는 

로그램은 마크라메(두뇌개발 놀이수학 로그

램), 과학교실, 서 와 통색채화(민화), 디지

털카메라, 상화 등의 독서를 주제로 하는 

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강좌들을 진행

하고 있었다(<표 3> 참조).

세 번째, 춘천교육문화 은 학부모 상의 

강좌형 치유 로그램이 운 하고 있다. 특히, 

미술심리상담사, 감정코칭지도사, 놀이심리상

담사 등의 문가 양성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를 상으로 하

여 그림책 매개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

보며, 이를 자녀에게도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한, 장애성인을 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평

생학습 로그램은 가요교실, 건강체조, 꽃을 이

용한 원  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로 치유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성인에게 동 인 치유

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 ․정서  안정감을 

유도하고, 치유 활동을 즐기도록 지원함에 따라 

도서 은 그 자체로 치유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4> 참조).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나를 찾아 떠나는 푸드아트테라피 참여형 푸드 등1-2 음식재료로 내 꿈을 표 하고 발표 하며 자신감 향상

<표 3> 목포시립도서  치유 로그램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자녀의 마음을 그리는 미술심

리상담사 2
강좌형

미술/

교육강좌
학부모

미술심리상담사 2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기성장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는 미술심리상담사 과정

그림책 감정코칭지도사 2  

과정
강좌형

독서/

교육강좌
학부모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행복한 소통에 

이르게 하는 감정코칭지도사 과정

그림책, 술놀이로 자녀를 

이해하는 감정코칭
참여형 독서 학부모

자녀 감정 코칭을 해 그림책으로 생각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배양

놀이심리상담사 강좌형
놀이/

교육강좌
학부모

놀이를 통해 자녀의 심리상담을 지도하는 문가 양성과정(1, 

2  가능/단 1 은 2 소지자만 가능함)

특별한책읽기 참여형 독서 발달장애인
장애정도에 맞춰 특별한 동화책을 선정하여 읽고, 그림을 

그리는 등 정서 인 안정함 유도

힐링을 한 추억의 가요교실 참여형 음악 시각장애인 추억의 가요로서 심리  안정과 정서 함양 유도

힐링밸런스 건강체조 참여형 운동 정신장애인
심신장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활동으로 

정서  안정감 유도

시들지 않는 꽃 리 보드 

라워
참여형 원 정신장애인

자연을 직  만지고 물감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안과 힐링으로 

안정감 유도

<표 4> 춘천교육문화  치유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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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수원시 일월도서 은 생태․환경 

특화도서 으로 인근에 치한 일월공원에서 

‘우리가족 숲속 힐링, 일월놀이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한, 일월도서 은 힐링콘서트, 간

단한 미술 활동과 쓰기로 자신의 내면을 표

한 작품을 만들고 자아․타인과 소통하며 마

음의 안을 찾도록 돕는 힐링 북아트 등의 치

유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특히 ‘2019 건강

한 몸과 마음을 한 실천, 자연에서 행복(休) 

가꾸기’ 테마를 도서 의 특화 주제인 생태․

환경과 연계하여 치유 로그램을 진행하 고, 

지역주민들의 바쁜 일상 속 자연의 품 속에서 

쉼을 실천하며 마음 돌   행복 증진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하 다. 스트

스로부터 자신의 몸 지키기, 반려식물 꾸미기, 

정  사고를 키워 분노 다스리기, 공기정화 

식물 심기 등의 생태․환경을 극 활용하여 

치유  활동을 진행한 것이 로그램의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한, ‘행복한 자아 찾기’를 2019년 일월도서

 길 의 인문학 운 의 주제로 설정하여, 치

유강의와 강좌가 이루어졌다. 1차는 ‘나를 채우

다’라는 주제로 자기 이해를 한 강의와 어른

의 독서법, 독서습 , 나의 책 사용법을 통한 자

아 찾기에 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2차는 

‘나, 마음의 소리를 듣다’로 연극치유 강연과 미

술치유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미술치유에서는 

강연과 간단한 실습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악하고 탐색하는 활동이 진행되었었으며, 3

차는 ‘나, 자연 속에서 행복과 자유를 찾다’로 

진행되었다. 한 길 의 인문학 특강은 ‘행복

한 자아 찾기’의 주제로 ‘자연 속에서 행복과 자

유를 찾다’라는 의미 있는 일상을 한 치유  

쓰기, 행복한 자아 찾기 강연이 열렸다. 치유

 쓰기는 로와 힘, 때로는 해결책이 되어 

 인문도서를 소개하는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

었다(<표 5> 참조).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힐링콘서트 2016 클카팝 람형 음악 청소년-성인
클래식공연, 아카펠라콩연, 특별공연, 팝과 가요의 향연을 

통한 힐링콘서트

나를 사랑하는 법, 성인, 부모 

힐링 북아트
참여형 독서 성인

간단한 미술 활동과 쓰기로 자신의 내면을 표 한 작품 

만들어 자아․타인과 소통하며 마음의 안을 찾도록 돕는 

힐링 북아트 로그램

자연에서 행복가꾸기 참여형 원 성인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한 행복 증진을 한 방법 익히기와 

마음 돌

길 의 인문학 1차: 나를 채우다 강좌형 - 성인 자기 이해, 자아 찾기

길 의 인문학 2차: 나, 마음의 

소리를 듣다

강좌형/ 

행사형
연극 성인

나 창조하기, 연극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들을 정

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나눠보기

강좌형/ 

참여형/ 

행사형

미술 성인
미술 치유: 나의 내면살피기, 나의 욕구 악  탐색

미술을 통해 자아존 감에 해 들여다보기

길 의 인문학 특강: 치유  

쓰기
강좌형 쓰기 성인 의미있는 일상을 이한 치유  쓰기와 행복한 자아찾기

<표 5> 일월도서  치유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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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도서  치유공간  치유환경의 치유

로그램

다음으로 분석한 치유 로그램은  내 치유

공간이 조성되어 있거나 치유 특화도서 으로

서의 역할을 하는 등 치유환경이 조성되어 있

는 도서 의 사례를 분석하 다. 일반 으로 

도서 에서 제공되는 치유 로그램과 치유공

간이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도서 에서의 치

유 로그램을 비교하고자 하 다.

첫째, 성남시 앙도서 은 2005년 독서상담

실을 개 하 으며, 독서상담실은 공간배치와 

인테리어로 따뜻한 상담분 기를 조성하 다. 

성남시 앙도서 의 치유서비스로는 도서  

홈페이지에는 독서치유에 한 소개와 상담사

례, 독서치유사가 추천하는 이 달의 책 목록 등

의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용자는 도서 에서 독서치유에 한 안내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독서치유에 해 익숙

한 개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독서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도서 의 치유

로그램은 크게 집단상담과 교육강좌로 구분

된다. 집단상담은 유아 6-7세, 등학생, 성인 

등을 상으로 진행되며, 교육․강좌형 로그

램으로는 독서심리상담자격과정(2 ) 1년 과

정과 교사반이 진행되었다.

집단상담의 강좌형 로그램 ‘책타고 마음여

행’은 내면의 힘 발견하고 자존감 키우기를 목

표로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동

일시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자유롭게 표

하며 래 간에 각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 며 정리해 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독서여행’은 참여 상에 

따라 로그램이 나뉜다. 등학생 1-2학년으로 

할 경우, 그림책을 읽고 련된 활동을 진행하며 

정 인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계형성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한다. 참여자의 

자아 형성에 을 맞추었으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강좌로 이루어졌다. 

반 로 등학생 3-6학년을 상으로 하는 경

우,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을 두어 자기 

이해를 돕는 다양한 표  활동으로 의사소통능

력을 키우고 자존감과 사회성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같은 로그

램이지만 상에 따라 로그램 내용이 달라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두 번째, 마산도서  분 인 지혜의바다는 1

층 공간별 체험공간으로 책을 통한 치유  힐

링 로그램을 운 하는 ‘힐링방’이 조성되어 있

다. 이는 독서치유  각종 힐링 로그램을 운

하는 방으로 ‘독서를 통한 마음 치유’라는 콘

셉트에 맞게 안정된 느낌의 독서 분 기를 연

출하 다.

이외에도 치유서비스인 ‘지혜 밤바다 힐링공

연’은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운 한다. 

지혜의바다 테마가 있는 힐링 공연에서는 노래 

공연, 북 콘서트, 음악연주회, 율동공연의 로

그램을 운 하며 어린이를 한 동화콘서트에

서는 작가 청 강연&체험, 어린이인형극을 운

하고 있다. 지혜의바다에서는 이처럼 도서

에서 소소하고 확실하게 휴식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패스트 힐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월별 테마 시는 매월 다른 

테마를 선정하여 시서가에 다양한 주제의 도

서를 비치하고 소개하는데, 월별 테마주제 에

서 힐링 도서 시 ‘힐링이 필요해’를 주제로 

화 원작 소설 모아보기를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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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장소 내용

집단
상담

책타고 마음여행 참여형 독서 등3-4 독서상담2실
내면의 힘 발견하고 자존감 키우기를 목표로 래 
간에 각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 며 정리해 보는 
시간 속에서 내면의 힘을 키움

자존감 키워주는 
독서여행A, B

참여형 독서

등1-2 독서상담2실

그림책을 읽고 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 인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계형성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와 참여
자들의 참여활동으로 교육을 진행

등3-6 독서상담2실

아이들의 극 인 성장과 변화에 을 두고 자기이
해를 돕기 해 참여자 심의 수용 인 환경을 제공
하고 다양한 표  활동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자존감과 사회성을 향상  스스로 자아를 찾아 자존
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

책과 떠나는 
심리여행A, B

참여형 독서 성인 독서상담1실 -

동화랑 크는 
아이들A, B

참여형 독서
6-7세 독서상담2실 -

등1-2 독서상담2실 -

교육
강좌

독서심리상담자격
과정(2 )

강좌형
독서/

교육강좌
성인 독서상담1실 -

교사반 강좌형
독서/

교육강좌
교사 독서상담1실 -

<표 6> 성남시 앙도서  치유 로그램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장소 내용

삶의치유-웰다잉, 人문학으로 
만나다

참여형 독서 성인 힐링방
문학작품 속 죽음을 통해 삶의 소 함을 알아가는 치유
로그램

자녀의 정서지능을 높이는 감정
코칭

참여형 - 성인 힐링방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명한 부모의 코칭 화법

독한 남자들의 북 북  책 수다 참여형 독서 성인 힐링방
주제도서를 통한 자아정체성  내면을 확인하는 치유 
 힐링

[도서   인문학] 상처와 치유, 
그리고 진: 치유 인문학

강좌형/
행사형

- 청소년 이상 구암홀 한문학, 심리학, 한의학 주제의 치유 인문학 강연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참여형 독서 성인 힐링방
그림책 활용 독서치유 로그램: 그림동화를 읽고 내 
마음 들여다보기

내마음을 부탁해 참여형
독서/
미술

성인 힐링방
독서, 미술 치료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심리치유
로그램

[방학] 책은 내 마음의 반창고 참여형 독서 등학생 힐링방
독서치료 책 읽기와 독후활동을 목하여 마음의 상처 
치유

[방학] 마음 쓰담쓰담 참여형 - 고등학생 힐링방 다양한 심리기법을 활용한 마음 로  상처 치유

<표 7> 지혜의바다 치유 로그램

힐링방에서 운 되는 로그램은 청소년과 

학부모, 성인을 상으로 상황별 치유도서를 활

용한 심리치료  사례 소개 등 힐링 로그램

을 운 한다.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림책’, ‘어

쩌다 부모!’, ‘행복충 ! 감성인문학’ 등의 치유

로그램이 있으나 독서치유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표 7> 참조).

세 번째, 교푸른숲도서 은 2018년 ‘자연



90  정보 리학회지 제37권 제1호 2020

치유’ 특화도서 으로 개 하 다. 자연치유라

는 특화주제에 맞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벽

면에는 자작나무를 둘 으며, 입구 안내  뒤 

벽면에는 습도조 ,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모스 

패 (이끼 )을 설치하는 등 물리  환경에도 

치유 환경을 조성하 다(강해연, 2018). 교푸

른숲도서 은 힐링 련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의 문화를 구축하고 련 추천도서를 시하

는 등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원 테라피를 주제로 치유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등학생 1-4학년으

로 상을 구분하고 각 상에 따른 상황을 고

려하여 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는 특화 주제

인 자연이라는 주제를 히 활용하여 운 하

는 치유 로그램 사례이다. 한, 음악을 주제

로 치유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어린이 뮤

직테라피는 여러 악기를 통해 나를 표 하고 친

구와 자신의 감정의 요성을 일깨워 주며, 음

악극 만들기와 음악감상, 즉흥연주를 통해 자존

감 회복과 스트 스 해소, 감정 표 , 내면 바라

보기 등 다양한 치유활동이 진행되었다. 반 로 

성인을 상으로 하는 음악 치유 로그램은 클

래식을 이해하고 시 별 음악이 어떻게 변해왔

는지, 오 스트라에서의 악기에 한 이야기, 

생활 클래식, 힐링 클래식을 직  들어보는 등

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뮤직테라피, 스

트 스 리 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

스리고 스트 스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시

에 필요한 치유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8> 참조).

네 번째, 아산시립 송곡도서 은 아동, 등학

생, 청소년, 성인, 가족 등의 여러 계층을 상으

로 건강․독서치유 특화도서 으로 치유 로그

램이 활발하게 운 하고 있었다. 주로 독서, 그

림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치유 로그램과 독서

심리상담상 1 과 2  양성과정을 운 하 다. 

1 은 독서심리상담사 2  보유자, 심리학․상

담학․교육심리학 석사학 자를 상으로 독서

심리상담사 1  양성과정을 운 하 다.

도서  동아리 ‘마음스 치(혼자, 이제는 함

께)’는 그림책을 통해서 동아리 회원들의 마음을 

스 치하고 등학생에게 독서심리치료활동을 

제공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동아리로 자발 이

고 극 인 치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장소 내용

어린이 뮤직 테라피 참여형 음악 등2-3 강당
음악 경험을 통해 감정을 표 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어린이 음악치료 로그램

클래식으로 힐링하다 참여형 음악 성인 강당

클래식을 궁 해하고 즐기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사람을 한, 클래식을 즐기고 사용하는 방법을 

나눠보는 로그램

베스트(스트 스 리 로그램) 강좌형 - 성인 강당
스트 스 표 , 습  바꾸기, 정습  만들기 

등 스트 스 리 로그램

(여름을 한 힐링 원 테라피) 꽃으로 

마음을 가꾸다
참여형 원 성인 다목 실 원 테라피를 통한 마음가꾸기

(여름을 한 힐링 원 테라피) 얘들아 

식물과 친구하자
참여형 원 등1-4 다목 실 원 테라피를 통한 마음가꾸기

<표 8> 교푸른숲도서  치유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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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송곡도서 은 등학생, 청소년, 성인, 

학부모 등 다양한 상으로 치유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학부모를 상으로 부모와 자녀 

계를 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으며,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마음스 치’는 학생

들이 정 인 자아상을 갖고 원만한 인 

계 증진 향상을 목 으로 운 되고 있었다. 학

생들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인격체 

형성과 학교생활에 응할 수 있으며, 자신감

을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

다(<표 9> 참조).

다섯 번째, 남산도서 은 독서치료 도서 특

색사업으로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보   

문연수 실시, 독서치료 로그램 운 , 상황별 독

서정보 제공, 자료발간  테마 시․홍보 등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2017년에

는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  연수자료를 배치

한 독서치료․어학실을 개설하여, 치유 로그램

의 활동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독서치료 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학부모를 상으로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를 실시하며, 소외계층을 상으로하는 ‘찾아가

는 독서여행’, ‘힐링 그림책 여행’, ‘리딩공감 그

림책 여행’, ‘1일 치유 독서 체험여행’의 로그

램을 운 하고 있었다.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은 등학생(4-5학년), 학생, 성인, 시

니어로 상을 구분하 으며, 상에 따라 운

주제와 내용을 다르게 진행하 다. 로그램 

이외에도 동아리를 운 하고 있는데, 그  미

술치료를 주제로 하는 ‘미심’은 미술치료에 

심 있는 이용자들이 모여 동아리 활동을 한다

(<표 10> 참조).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독서심리 특화] 나를 한 시간 참여형 독서 성인
온 히 나만을 한 시간을 갖고 나에게 집 하는 

시간이 되는 치유 로그램

[독서심리 특화] 치유의 독서 강좌형 독서
청소년/

성인
상한 마음 치유를 한 독서치료, 자기 이해 등

[ 등독서심리] 마음스 치 참여형 독서 등 2-3

책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인식하며 래 계 속에서 자신에 한 정

 자아상을 갖고 원만한 인 계 증진 향상

독서심리상담사 1 /2  양성과정 강좌형 교육 강좌 성인

독서심리상담사 양성과정

1  신청 상: 독서심리상담사 2  보유자, 심리학․

상담학․교육심리학 석사학 자

날아라 삐약이( 등 독서심리) 참여형 독서 등 1-2 책을 이용한 치유 로그램

엄마랑 아이랑 토닥토닥 참여형 독서
아동 동반 

가족
유아(6-8세)를 동반한 가족 참여형 로그램

엄마들의 정서를 화창하게 참여형 독서 학부모 부모와 자녀의 계를 한 독서치유 로그램

내 마음을 읽는 시간, 마음 치유
강좌형/

행사형
독서 체 작가와의 만남 특강

마음의 소리, 책에게 듣다 참여형 독서 성인 책을 이용한 치유 로그램

<표 9> 아산시립송곡도서  치유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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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장소 내용

힐링 그림책 여행 참여형 독서 성인 독서상담실
주제도서(그림책) 치유  읽기․ 쓰기․말하기 

 련 독후활동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참여형 독서

성인 독서상담실 따뜻하고 친 한 삶으로의 

시니어

(65세 내외)
독서상담실

내 인생! ‘ 라보 마이 라이 ’: 그림책, 사진집, 

시집, 자서 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 는 행복한 

노년을 한 독서 로그램

등 4-5 독서상담실 내 마음의 스피커 ON

학생 독서상담실 나의 숨은 행복 찾기

<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  치유 로그램

4.1.4 유사기  치유 로그램

유사기 에서 이루어지는 치유 로그램을 

분석하기 해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박물

과 미술 을 비롯한 유사기  치유 로그램

은 분석하 다. 

먼 , 국립산림과학원(2014)은 산림치유를 숲

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

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치유

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목 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라고 정의하 다. 

재, 국의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지도사가 산

림치유 로그램 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

설을 기 으로 총 28곳이 운 되고 있다. 그 

 창원편백치유의 숲은 건강측정실, 황토열

치유실, 발물치유실, 작업치유실, 다목 실, 안

내실, 상담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

다. 치유의 숲은 숲에서 이루어지는 체조, 명

상, 숲속 길 걷기 등을 진행하며, 치유 로그

램의 상은 가족, 갱년기, 노년기로 구분하

다. 스트 스 완화를 한 명상, 향기치유 등 

숲을 극 으로 활용하여 치유 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한 로그램 상을 64세 이하

의 노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40-60세 갱년기 

여성과 같이 세부 으로 구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족 상의 로그램 

한, 등학생 동반 가족과 그 지 않은 가족

으로 나뉘는데, 로그램 참가자에 따라 내용

이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 에서도 치유 로그램의 상을 

세부 으로 구분한다면, 보다 다양한 내용의 

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별 맞춤형 로그

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표 

11> 참조).

두 번째, 국립 민술 은 2015년 11월에 

진행된 ‘테마가 있는 미술 ’은 국립 미술

의 <국립 미술  차 시리즈 2015: 안규

철-안보이는 사랑의 나라> 과 연계하여 가족

이 함께 업하는 활동으로 열린 사고와 창의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다. 학습활

동으로는 개념미술에 해 알아보고, 작품탐구 

후 감정카드를 통한 창작활동을 진행하 다. 

한 감정카드 활동을 통해 가족단어를 고른 

뒤 가족구성원마다 생각하고 있는 감정의 탑을 

만들어 가족 동 작품인 하나의 가족탑을 만

드는 창작활동 ‘우리가족 감정탑 만들기’를 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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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쉴숲｣ 행복하데이~ 참여형

산림

64세 이하 
성인

스트 스 완화, 우울증 방, 심신의 건강증진
체조, 세로토닌 걷기, 명상, 족욕&차 마시기, 연제품 
만들기 등직장인

｢맘숲｣ 사랑한데이~ 참여형

등학생 
동반 가족

가족간의 공감  형성  스트 스 완화
부모-건강측정, 등-자연물 만들기
함께-숲속 길 걷기, 명상, 족욕, 향기치유

성인 가족
가족간의 공감  형성  스트 스 완화
건강측정, 숲속 길 걷기, 명상, 숲 놀이, 족욕, 향기치유

｢쉴숲｣ 행복하데이~ 
다시 피어나는 나

참여형
40~60세 
여성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방, 심신의 건강증진
건강측정, 숲길걷기, 천연제품 만들기, 꽃차마시기, 족욕, 
압화 엽서 만들기 등

｢활력숲｣ 활기차데이~ 참여형 65세 이상
노년기 스트 스 리  활력증진, 치매 방
체지방측정, 숲길걷기, 숲 놀이, 족욕, 천연제품 만들기

오르락 내르락 단디 걷는 데이 참여형 65세 미만 바르게 걷기를 통한 생활 습  개선  심신의 건강증진

<표 11> 치유의 숲 치유 로그램

이와 함께, 국립 미술 은 한치매학회와 

2015년부터 매년 ‘치매환자와 가족을 한 미술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2019년 

로그램은 국립 미술  과천, 서울, 덕수궁에서 

진행되었으며, 미술을 통해 가족의 행복했던 

기억과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국

립 미술  어린이미술 에서 운 된 상시 체

험 ‘마음 속 이야기’의 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

의 감정을 표 하는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장에서 자율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 

색, 형태, 재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이야

기, 마음 속 감정을 자유롭게 표 하고, 철망에 색 

공을 끼워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

하고 이야기 나  수 있었다(<표 12> 참조).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11월 테마가 있는 미술 참여형

미술

7세- 등 

2학년 아동 

동반 가족

높이높이 쌓아라!: 우리가족 마음의 높이

<국립 미술  차 시리즈 2015: 안규철-안 보이

는 사랑의 나라> 과 연계하여 개념미술에 해 알아보

고, 작품탐구 후 감정카드 활동을 통해 가족 동작품 

‘우리가족 감정탑’ 만들기

2019년 치매환자와 가족을 

한 미술교육 로그램
참여형

치매환자와 

가족

과천:  야외조각공원 산책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감상, 교감 로그램 진행

서울: <박서보: 지칠  모르는 수행자> 시감상을 

통해 가족의 행복했던 기억과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로그램 진행

덕수궁: 덕수궁 의 미술  건축물과 고궁에 담기 역사, 

시 의 흔 을 돌아보며 자기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공감

하는 로그램 진행

<표 12> 국립 미술  치유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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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립민속박물  어린이박물 은 2012

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로그램 ‘나를 찾아 떠

나는 여행’을 진행하 다. 이는 박물  콘텐츠인 

한국인의 일생의례와 술치유활동을 목한 

로그램이다. 로그램에 참여하기 과 로그

램에 참여한 후 자존감을 측정하고 KHTP 검사, 

동작 분석 등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내면 심리

와 행동을 분석하 고 그 결과, 로그램을 통

해 자아존 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국립민속박물  어린이박물 , 2012). 등

학생 3-4학년을 상으로 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은 나에게도 힘이있어요’, ‘나와 우리

가 만나요’, ‘나는 이 시 의 어른이에요’ 3가지 

갈래로 구분되어 로그램을 진행하 다. 이는 

박물 의 특성을 치유  활동과 함께 결합하여, 

박물 의 기본 인 주체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치유  활동을 제공하 다(<표 13> 참조).

4.2 도서관 치유프로그램 현황

사례분석을 통해 도서 에서는 감정 다스리

기와 스트 스 완화하기부터 문가 양성과정 

등 이용자들이 부담감 없이 근할 수 있는 치

유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치유 로그램을 분

석한 결과에 한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첫째, 로그램의 유형으로 강좌형, 행사형, 

참여형, 람형으로 구분하 는데, 부분의 치

유  활동이 강좌형과 참여형으로 나타났다. 강

좌형은 부분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교육  

양성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미술심리상담사 과정, 감정코칭지도사 과

정, 놀이상담사 과정과 같이 심리 ․정서  

안정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정이 운

되고 있었다. 이처럼 강좌형을 통해 치유에 

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자격증 강좌를 운

함으로써 이용자는 도서 에서도 치유  활동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본다. 

참여형 로그램은 분석 상의 도서  모두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로써 치

유 로그램은 부분 참여형 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 알 수 있으나, 로그램의 주제

가 부분 독서를 매개로하기 때문에, 로그

로그램명 유형 주제 상 내용

나에게도 힘이 있어요

참여형 술 치유 등3-4

한국인의 일생

태어나기(출산의례)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태(출생의례)

나와 우리가 만나요

첫 번째 생일, 특별한 선물

어려운 공부, 즐거운 놀이(성장의례Ⅰ)

과거시험, 세상으로 나아가기(성장의례Ⅱ)

나는 이 시 의 어른이에요

소 한 연인, 가족

성인식( 례, 계례)

나의 일생 돌아보기

수료식

<표 13> 국립민속박물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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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분
A B C D E F G H I

유형

강좌형 ○ ○ ○ ○ ○ ○

참여형 ○ ○ ○ ○ ○ ○ ○ ○ ○

행사형 ○ ○ ○ ○

람형 ○

치유 주제

(기법)

독서 ○ ○ ○ ○ ○ ○ ○

음악 ○ ○ ○

미술 ○ ○ ○

원 ○ ○

산림(숲) ○

푸드아트 ○

운동 ○

교육/양성 ○ ○ ○

기타 ○ ○

상

유아 ○

어린이 ○ ○ ○ ○ ○ ○ ○

청소년 ○ ○

성인 ○ ○ ○ ○ ○ ○ ○

장애인 ○

동반형 ○

기타 ○ ○ ○ ○

A=송 마루도서 , B=목포시립도서 , C=춘천교육문화 , D=수원시일월도서 , E=성남 앙도서 , 

F=지혜의바다, G= 교푸른숲도서 , H=아산시립송곡도서 , I=남산도서

<표 14> 도서 별 치유 로그램 유형

램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도서

 복합문화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  내 

음악연주실, 무용연습실을 조성하는 등 다채로

운 체험  활동 공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도서  복합문화공간에서 필라테스, 요가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발맞춰 도서 의 치유

 활동도 극 이고 활동 인 주제로 치유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행사형은 자 특강, 문가 특강 등 치유와 

힐링에 련된 특강으로 1회성 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람형은 도서 에서 치유주제의 

화 상 이나, 도서 에서 주최하는 작은 연주

회, 인형극 등을 통해 로그램이 운 되고 있

었다. 힐링이라는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힐링콘

서트’, ‘힐링 특강’과 같이 로그램 제목에 힐

링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운 하기도 하 다. 

이처럼 이용자의 직 인 참여 없이도 이용자

의 심리  정서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 스 완

화에 도움을 주는 경우, 이를 치유 로그램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사형과 람형 로

그램은 ‘도서  문화가 있는 날’, ‘길 의 인문

학’ 등의 행사 진행 시 힐링, 치유를 주제로 하

여 진행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치유 로

그램의 치유 주제는 독서, 음악, 미술, 원 , 산

림(숲), 푸드아트, 건강체조, 교육/양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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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림책을 매개로 하는 치유 로그램

의 주제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독서에 포함하

다. 독서치유는 도서 에서 가장 많이 이루

어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치유 로그램이지만, 

치유 로그램 주제의 다양성과 종류가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 다음으로 음악과 미

술을 통한 치유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음

악과 미술은 이미 리 알려진 치유기법으로 

도서 에서도 이를 활용한 치유 로그램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한, 기타 주제로는 놀이, 연

극, 쓰기가 나타났다. 쓰기를 통한 치유는 

독서치유와의 개념이 구분되기 때문에 독서치

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상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동반형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주로 어린이와 성인을 상으로 로

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린이의 경우, 등

학생 학년과 고학년에 따라 활동 내용이 조

 다른 것처럼 세부 으로 청소년, 장애인, 시

니어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이 운 이 필요

한 것으로 단된다. 로그램 상이 성인인 

경우, 시니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니어를 따

로 구분하여 맞춤형 로그램 운 이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상으로는 학부모

와 교사, 시니어로 나타났다.

  5. 도서관의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도서   유사기 의 치유  

활동  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 에서 힐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서  치유 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본 논의에서는 도

서  치유 로그램의 유형과 주제, 상과 치

유 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한 활성화 방안에 

해 논의하 다.

5.1 대상별 도서관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안

상에 따른 치유 로그램 분류는 필수 이

라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스트

스와 마음 상처의 원인이 다른 것처럼 상에 

따라 세부 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 에서 치유 로그램 

상에 따라 생애주기별 치유 로그램을 운 할 

때 고려할 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생애주기별 독서 로그램과 같이, 도

서 의 치유 로그램을 생애주기에 맞춰 로

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제2차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에 해 상의 특징과 그에 따른 지

원 방향을 제시하 으며, 이를 유아(0-5세), 

아동  청소년(6-19세), 청장년(20-59세), 노

년기(60세 이상)로 구분하 다. 한국도서

회의(2007)의 ‘독서치료를 한 상황별 독서목

록’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으로 상을 

구분하 고, 서혜 (2019)은 생애주기별 웃음

치료 효과의 메타분석을 통해 유․아동기(0-12

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20-64세), 노

년기(65세 이상)의 4단계로 분류하 으며 생애별 

연구범 와 메타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 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치유

로그램을 유․아동기(0-13세), 청소년(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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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청장년기(2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고자 하 다. 더불어 도서  치유 로그

램 사례에 나타난 것과 같이 등학생과 고

등학생의 상이 구분됨에 따라 아동기와 청소

년을 구분하 으며, 시니어 한 65세 이상으

로 상으로 구분한 것과 같이, 청장년기와 노

년기를 65세 기 으로 구분하 다.

먼 , 앞서 살펴본 도서  사례를 통해 도출

된 유․아동기(0-13세)의 치유 로그램의 내

용으로는 자신감 향상과 정  자아 형성, 타

인과 바람직한 계 형성, 자존감 향상  회복, 

성장의 변화에 따른 자기이해,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성 향상, 가족 간 동과 계 형성을 주 내

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유․아동기는 정서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

에 마음 상처를 치유하는 것 보다 자아  정서

를 함양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한, 가족 

간의 올바른 계를 형성하고 가족 계를 증진

할 수 있는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도서  치

유 로그램 사례로, 아동 동반 가족을 상으로, 

가족 참여형 로그램과 가족 통합 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공감 를 형성하고 부모와 자녀 

계를 한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아동기(0-13세)는 참여형 치유 로그

램을 운 하여, 흥미롭고 다채로운 치유 로그

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김혜연, 김 호, 진달래

(2007)는 어린이도서 의 인  치유환경에 

한 연구를 통해 어린이의 감각발달에 도움을 

주는 행 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 었고, 이를 

율동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독서치유, 조경

치유(경 , 원 )로 정의하 다. 실제, 도서

에서는 유․아동을 상으로 음식재료로 꿈을 

표 하여 자신감을 향상하고, 음악으로 자존감 

회복하기, 원 테라피를 통한 자기 이해에 

한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의 발달감각을 고려하여 치유 로그램을 계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청소년기(14-19세)는 치유 인문학 강

연, 심리기법을 활용한 미음 로  상처 치유

와 자기이해, 숨은 행복 찾기 등으로 치유 로

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청소년기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주로 

유․아동기와 청장년기에 비해 비교  로그

램 운  수가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은 성인과 함께 진행되는 로그램이 주를 이루

고 있었다. 청소년과 성인의 상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음 로와 상처 치유와 더

불어 청소년이 갖는 심리  정서  문제를 해

소하기 한 치유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한국도서 회의(2007)는 청소년의 상

황별 독서목록을 자아정체성, 신체장애, 인터넷 

독, 휴 폰 독, 학교폭력, 성문제로 주제를 

구분하 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상으로 할 경

우, 청소년 시기에 갖는 심리  문제를 으

로 다루는 것이 요하다.

셋째, 청장년기(20-64세)이다. 청장년기는 크

게 개인의 성격과 정서 문제, 직장과 사회에서 받

는 마음의 상처, 가족  부부 계에 한 상처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도서 에서는 마

음의 상처 치유,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자녀의 

감정코칭, 자아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마음

의 안 얻기, 행복 증진과 자기 이해, 자아정체

성  내면 확인하기, 인 계 증진 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장년기에는 취업과 사회생

활, 인 계, 경제  자립, 가정이 형성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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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제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년기(65세 이상)는 치유  

쓰기를 통한 삶을 돌아보고, 나이 듦과 죽음을 

이해하는 등의 치유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는 나날이 증가하

고 고령화사회의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정

서  안녕감을 한 치유 로그램이 필요한 시

이다. 도서 은 죽음불안을 비하는 웰다잉 

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문학작품을 통해 죽음

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노년기를 아름답게 보

낼 수 있도록 삶의 소 함을 배우는 치유 로

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노년기의 경우, 퇴직 

이후의 여가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도서  

치유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도서 에서 

독서치유 동아리 등을 구성하여 노년기 이용자

의 커뮤니티를 도모하거나 노년기 스트 스를 

리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치매 노인들에게 비약물  독

서치유 로그램을 용하여 그림책읽기와 독

후활동으로 치매의 진행을 지연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로그램을 지역 노인 문병원를 

방문해서 운 하거나 도서  방문이 어려운 노

인을 해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

는 치유 로그램’ 등을 운 하는 등 인지력, 우

울증 감소, 인 계 회복  기억력 향상을 

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요구된다.

5.2 연계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안

도서 은 최근 체험  활동 공간이 늘어나

고 있지만, 기존의 도서 은 실 으로 로

그램을 운 하기 해 새로운 공간을 생성하거

나 조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

서 이 다양한 치유 로그램 제공하기 해서 

인근 도서 과 의료기  같이 다른 기 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치유 로그램을 운 하는 방안

을 고안하고자 한다. 

첫째, 타 기 과의 연계  력은 더욱 문

성을 높인 치유  활동으로, 세분화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타 기 과 연계하여 도서 의 

장소가 소할 경우, 연계기 에서 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와 반 가 될 수 있다. 장

소뿐만 아니라, 치유 주제에 한 문가 확보 

 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치유 로그

램 운  산  자원을 효과 으로 사용하여 

로그램의 수 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기 의 경우, 해상은 ‘마음心터 도서

’이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운 하는데, 이는 

병원에 도서 을 조성함으로써 병원을 찾는 환

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공

간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해상 마음心터 도

서 은 도서  개  이후에도 환자와 보호자들

을 해 술가와 함께 하는 색채 심리 치유

로그램인 아트테라피 로그램을 지원하여 장

기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을 상으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활용률이 

은 병원도서  공간을 활용하여 치유 로그램

을 진행한다면, 병원도서 에서는 도서  활성

화와 환자  보호자에게 치유를 제공하는 이

이 되며, 도서 은 문 으로 찾아가는 치유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근 도서 과의 연계를 통한 치유

로그램 운 이 필요하다. 인근 학교도서   

공공도서 과 연계하여 치유 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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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먼 , 학교도서 -공공도서 의 

연계 시, 도서 에서 학교도서 을 방문하여 

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와 청

소년 상 맞춤형 치유 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이 있다. 더불어 기 과의 연

계를 통해 나타나는 이 과 동일하게 학교와 

도서 의 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연계형 치유 로그램을 통해 도서

-도서  간의 연계를 통해 치유  활동에 

한 네트워크를 형성이 필요하다. 도서 -도서

 연계는 이용자에게는 다채로운 치유 로그

램 주제를 제공할 수 있다. a도서 과 b도서

이 력하여 치유 로그램을 운 한다고 가정

할 경우, 로그램 차시 별로 로그램 진행에 

더욱 합한 곳(장비, 장소 등)에서 진행하는 

등의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 , a도서 에서

는 음악치유를 으로 제공하고 이에 b도

서 은 운동치유를 특화주제로 제공한다고 가

정할 경우에도 운  자원을 공유하고 력하여 

이용자에게 좀 더 다양한 치유서비스와 로그

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패스트 힐링을 추구하는 것은 바쁜 일상 속

에서도 힐링, 치유가 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

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한 노력까지도 

언제나 치유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도서 은 구에게나 열려 있

고, 구에게나 치유  활동을 제공해 주는 공

간이 되기 해 도서 에서 치유 로그램과 서

비스,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과 유사기 에서 이루

어지는 치유 로그램을 분석하고 유형과 주제, 

상을 구분하 다. 한 도서 에서 치유  

활동이 극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 상에 

따른 생애주기별 치유 로그램 운  방안과 연

계형 치유 로그램 운  방안을 제안하 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서 에서는 치유 로그램

을 운 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도서 에서는 독서치유, 그림

책치유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치유주

제를 운 하여 이용자의 흥미를 이끌고 흥미가 

로그램 참여로 이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 에서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서  

치유환경과 로그램에 한 향후 연구가 필요

하다. 이용자의 치유 로그램 선호도  만족

도 분석, 도서  치유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치

유  활동 효과에 한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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