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 캠퍼스 

CC556 비교 문화 상담 김경준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방기연. 다문화상담 제 2 판. 고양시: 도서출판 공동체, 2020.  

필수교재 
Sue, D. W., and David Sue. 다문화 상담 – 이론과 실제.(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5th Edition.).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옮김. 서울: 학지사, 2011. 

 

CC558 노인 상담 이현아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2018.  

CC561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재 송경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강진령. 집단상담과 치료. 서울: 학지사, 2019.  

CC562 기독교 상담 윤리와 법 김경준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Sanders, Randolph. K. 기독교 상담윤리 (Christian Counseling Ethics: A Handbook for 

Psychologists, Therapists and Pastors). 전요섭 외 3 인 옮김. 서울: CLS, 2018. 

 

필수교재 

(전자자료) 

A.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 윤리규정 (KECS) 

https://kecs.jams.or.kr/co/com/EgovMenu.kci?s_url=/po/community/freeBoard/boardLi
st.kci?boarSequ=000000002536&s_MenuId=MENU-
000000000063135&accnId=AC0000000009    

온라인 

자료 

필수교재 

(전자자료) 

B.      한국 기독교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윤리강령 (KACCP) 

http://www.kaccp.org/info/sub01_05.html  

필수교재 

(전자자료) 

C.      한국 임상심리학회 윤리강령 (KCP) 

http://www.kcp.or.kr/sub02_5_1.asp?menuCategory=2  

필수교재 

(전자자료) 
D.      한국 목회상담협회 윤리강령 (KAPC) http://www.kapc.or.kr/user/sub01_5.asp   

필수교재 

(전자자료) 
E.       한국 상담학회 (KPC) http://www.counselors.or.kr/KOR/kca/law3.php  

필수교재 

(전자자료) 

F.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KPCA)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필수교재 

(전자자료) 

G.      Ethical Statement of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2005 (CAPS) 
https://www.caps.net/ethics-statement/   

필수교재 

(전자자료) 

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Code of Ethics, 2014 (AACC) 

http://www.aacc.net/about-us/code-of-ethics/   (역서 – 기독교 상담 윤리 규정, 

김재덕 역, 생명의 말씀사, 2012) 

https://kecs.jams.or.kr/co/com/EgovMenu.kci?s_url=/po/community/freeBoard/boardList.kci?boarSequ=000000002536&s_MenuId=MENU-000000000063135&accnId=AC0000000009
https://kecs.jams.or.kr/co/com/EgovMenu.kci?s_url=/po/community/freeBoard/boardList.kci?boarSequ=000000002536&s_MenuId=MENU-000000000063135&accnId=AC0000000009
https://kecs.jams.or.kr/co/com/EgovMenu.kci?s_url=/po/community/freeBoard/boardList.kci?boarSequ=000000002536&s_MenuId=MENU-000000000063135&accnId=AC0000000009
http://www.kaccp.org/info/sub01_05.html
http://www.kcp.or.kr/sub02_5_1.asp?menuCategory=2
http://www.kapc.or.kr/user/sub01_5.asp
http://www.counselors.or.kr/KOR/kca/law3.php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https://www.caps.net/ethics-statement/
http://www.aacc.net/about-us/code-of-ethics/


필수교재 

(전자자료) 

I.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2014 (ACA) 
http://www.counseling.org/resources/aca-code-of-ethics.pdf  

필수교재 

(전자자료) 

J.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AMFT) Code of Ethics 
(2015) https://www.aamft.org/Legal_Ethics/Code_of_Ethics.aspx   

필수교재 

(전자자료) 

K.      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Code of Ethics, 2012 (AAPC) 
https://www.manula.com/manuals/acpe/acpe-manuals/2016/en/topic/100-standards-
code-of-professional-ethics-for-acpe-members    

필수교재 

(전자자료) 

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2002 (APA) http://www.apa.org/ethics/code/  

MC544 예배 목회 윤임상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김대권     교회음악 철학,    중앙아트  2006  

필수교재 김순애    한국교회에배와 예배음악  개혁,  동인 2017   

ME 533, 
534 

쳄버 /가스펠 콰이어 윤임상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Messiah by G. F. Handel  

MI578 실내악 문헌 윤에스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Barbara Russano Hanning, Concise History of Western Music, W.W. Norton and 
Company, 1997 

 

필수교재 
Sarah Fuller, The European Musical Heritage 800-1750, McGraw-Hill, 1987 (Music 
Anthology) 

 

ME578 성악 교수법 윤임상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성악 교수법    클리프턴 웨어 지음/박순복, 남궁희옥 옮김 경희대학교 출판국 2010  

BT605 석의법과 실습 남종성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Stein, Robert. 성경해석학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배성진 옮김. 서울: 

CLC, 2011. 
 

IS504 선교신학 신선묵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Stott, John. 현대 기독교 선교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혁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1. 

 

필수교재 
Wright, Christopher J. H. 하나님 백성의 선교 (The Mission of God`s People :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한화룡 옮김. 서울: IVP, 2012. 

 

필수교재 
Van Gelder, Craig,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최동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http://www.counseling.org/resources/aca-code-of-ethics.pdf
https://www.aamft.org/Legal_Ethics/Code_of_Ethics.aspx
https://www.manula.com/manuals/acpe/acpe-manuals/2016/en/topic/100-standards-code-of-professional-ethics-for-acpe-members
https://www.manula.com/manuals/acpe/acpe-manuals/2016/en/topic/100-standards-code-of-professional-ethics-for-acpe-members
http://www.apa.org/ethics/code/


PT 658 목회실습 4 최윤정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Keller, Timothy. 센터처치 (Center Church). 오종향 옮김. 서울: 두란노, 2016.  

PT 657 목회실습 3 최윤정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Resources Uploaded Online (무들방에 있는 자료들)  

ST516 학술적 글쓰기 이금희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원만희, 박정하, 박상태, 김상현, 한기호, 이창후, 김종규. 비판적 사고 학술적 

글쓰기.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필수교재 
정희모, 신형기, 김성수, 김현주, 이재성, 김신정, 최기숙, 김병길. 대학 글쓰기. 서울: 

삼인, 2011. 

 

BT501 구약개론 조내연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Miller, J. Maxwell and John H. Hayes. 고대 이스라엘 역사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3. 

 

 

* KSI 전자책은 ‘KSI 전자책 도서관’ 에서, 교보 전자책은 ‘교보 전자책 도서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도서관에 문의해 주세요. library@wm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