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 온라인 

BT 501 구약개론 정석규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Lassor, William Sanford,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 Buch. 구약개관 (Old 

Testament Survey). 박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Lassor. William Sanford,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 Buch, Old Testament 
Surve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ress, 1982.)  

  

필수교재 

Anderson, Bernhard W. 구약성서의 이해(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3rd ed).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Bernhard W. Anderson,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5.)  

  

필수교재 
 Longman, Tremper and Raymond B. Billard. 최신구약개론(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9.  
  

부교재 
Brueggemann, Walter and Tod Linafelt. 구약개론(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김은호, 홍국평 공역. 서울: CLC, 2014. 
  

CC565 심리 검사와 평가 김경준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Growth-Narnat, Gary and A. Jordan Wright. 심리평가 핸드북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 신민섭, 김은정, 민병배, 박수현, 박중규, 송현주, 신민영, 

이혜란, 이훈진, 최진영, 하승수, 현명호, 홍상황, 황순택 옮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추천교재 강봉규. 심리검사의 이론과 기법. 서울: 동문사, 2017.   

추천교재 이우경, 이원혜. 심리평가의 최신 흐름 2 판. 서울: 학지사, 2019.     

추천교재 조성희, 신수경. 심리검사와 해석상담. 서울: 학지사, 2019.   

추천교재 

Neukrug, Edward S. and R. Charles Fawcett. 심리검사와 평가 (Essentials of Testing and 

Assessment: A Practical Guide for Counselors, Social workers, and Psychologists, 3rd 

Edition). 김동민, 김준엽, 강태훈, 최수미, 정애경 옮김. 서울: Cengage, 2017. 

  

ST502 조직신학 1 임성진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Erickson, Millard J. 조직신학 개론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나용화, 황규일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ST509 현대 윤리 이슈들 김종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Geisler, Norman L. 기독교 윤리로 세상을 읽다(Love Your Neighbor: Thinking Wisely 

about Right and Wrong). 박주성 옮김. 서울: 사랑플러스, 2007. 
  



필수교재 

박명철. 현대 사회의 윤리적 이슈들.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1. (현재 

절판된 책이므로 구입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챕터들을 스캔하여 무들에 

업로드 예정) 

  

WS506 
MC534 

에배 찬양 인도학 예배학 개론 가진수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가진수. 예배 찬양 인도학. 인천: 워십리더, 2020.   

필수교재 가진수. 예배가 보이는 성경. 인천: 워십리더, 2020   

필수교재 가진수. 예배 패러다임 시프트. 인천: 워십리더, 2020.   

추천교재 
Webber, Robert E. 예배의 고대와 미래(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가진수 옮김. 인천: 워십리더, 2019. 
  

추천교재 
Dawn, Marva D.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핵심 12 가지 질문(How Shall We Worship?). 

정종원 옮김. 인천: 워십리더, 2017. 
  

추천교재 
Currie, David A. 빅아이디어 예배 : 성경적 예배의 원리와 실제. 김대혁 옮김. 서울: 

CLC, 2019. 
  

추천교재 
 Block, Daniel I , 영광의 회복 : 성경적인 예배신학의 회복(For the Glory of God). 

전남식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9 
  

CC523 목회상담 오원웅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목회상담학회편.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희망나눔. 2014.   

필수교재 
안석모, 권수영, 김필진, 박노권, 박민수, 신명숙, 이관직, 이정기. 목회상담이론입문. 

서울: 학지사. 2009. 
  

필수교재 Margaret Zipse Kornfeld. 공동체 돌봄과 상담. 서울: CLC. 2013.   

필수교재 

하재성. “심리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 목회와 상담. Vol. 24 (2015): 169-19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

hBean.artiId=ART001991318  (2020 년 4 월 29 일 검색).  

 

필수교재 

정연득. “신학함의 과정으로서의 목회돌봄과 상담.” 신학과 실천. No.38 (2014): 347-

377.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

ol_no=05b61bd59884b6f8ffe0bdc3ef48d419  (2020 년 4 월 29 일 검색).  

유료 article 

부교재 
Bruce Litchfield & Nellie Litchfield. 하나님께 바로서기.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0. 
  

CC554 비애와 트라우마 상담 김현경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Freeman, Stephen J. 애도상담 상실과 비애에 관한 상담 지침서 (Grief and Loss: 

Understanding the Journey). 이동훈, 강영신옮김.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9131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91318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5b61bd59884b6f8ffe0bdc3ef48d41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5b61bd59884b6f8ffe0bdc3ef48d419


필수교재 

Schaefer, Frauke, Charles Schaefer, Karen Carr, L. Hamel, and Scott Shaum. 고통과 

은혜 : 트라우마와 회복력에 관한 모든 것 (Trauma & Resilience: A Handbook). 도문갑 

옮김. 서울: 디모데, 2016.   

  

필수교재 
육성필, 이윤호, 남옥남. 위기의 이해와 개입 : 현장에서의 위기개입 워크북. 서울: 

박영스토리, 2019.  
  

추천교재 

Garcia, Renée Bradford and Elizabeth C. Pomeroy. 애도 상담의 실제: 강점 기반 애도 

상담을 위한 평가와 개입 워크북(The Grief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orkbook: A 

Strengths Perspective). 강영신 옮김.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추천교재 
Keller, Tim. 팀켈러 고통에 답하다: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고통의 풀무불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최종훈 옮김. 서울: 두란노, 2018.  
  

CC561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재 송경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강진령. 집단상담과 치료. 서울: 학지사, 2019.   

BL501 헬라어 남종성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Machen, J. Gresham. 신약헬라어 (개정판)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Second Edition ). 김근수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필수교재 김병국. 외우기 쉬운 헬라어 전치사. 서울: 도서출판바울, 2005.   

필수교재 

Ramey, Williams. NT Greek in Session. 헬라어 알파벳 쓰기와 발음을 오디오로 

들려준다. 또한 헬라어 기본 문법도 잘 설명해 준다. 

http://www.inthebeginning.org/ntgreek/phonics/alphainstruction.htm  

온라인 

자료 

CC591 상담실습 1 송경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천성문, 차명정, 이형미, 류은영, 정은미, 이세경, 이영순. 상담기법 연습. 서울: 

학지사, 2015. 
  

부교재 김유비. 나를 돌보는 시간. 서울: 규장, 2018. 

택 1 

독서보고 

부교재 김진.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부교재 김혜남, 박종서.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서울: 포르체, 2019. 

부교재 

양창삼. 상담에 이르는 열가지 길. 서울: 이담북스, 2009.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268

00393&product_cd=001&category_id=1245  *교보전자책 

부교재 유은정.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서울: 규장, 2018. 

부교재 이무석. 마음.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부교재 이무석 .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부교재 정혜신. 당신이 옳다. 서울: 해냄, 2018. 

http://www.inthebeginning.org/ntgreek/phonics/alphainstruction.htm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26800393&product_cd=001&category_id=124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26800393&product_cd=001&category_id=1245


부교재 Bradshaw, John.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서울: 학지사, 2004. 

부교재 
Gifford, Chrirsta Black. 묻어둔 상처와 작별하기: 트라우마를 강점으로. 서울: 

터치북스, 2017. 

부교재 
Van Der Kolk, Bessel.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서울: 을유문화사, 

2016. 

부교재 
Wardetzki, Barbel.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1, 2. 서울: 걷는 나무, 2015. (두 권 

중 하나) 

부교재 Wardetzki, Barbel. 나는 괜찮지 않다. 서울: 와이즈베리, 2016. 

부교재 Wardetzki, Barbel. 따귀맞은 영혼. 서울: 궁리출판, 2002. 

CC592 상담실습 2 송경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없음   

CC593 상담실습 3 송경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없음   

PT606 사역 계획 임성진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안주영. 교회 부흥 4 전략. 서울: 나침반, 2000.    

PT657 목회실습 3 최윤정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Resources Uploaded Online (무들방에 있는 자료들)    

PT 658 목회실습 4 최윤정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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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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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은 도서관에 문의해 주세요. library@wm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