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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512 상담 원리와 실제 송경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천성문, 박명숙, 함경애, 이영순, 이동훈.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제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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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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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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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 김인종, 김영철.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서울: 바른 북스, 2019. 

부교재 뇌부자들.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Arte, 2018. 

부교재 박세희.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흔, 2018. 

부교재 오카다 다카시. 나는 왜 적응하기 힘들까. 서울: 을유문화사, 2015. 

부교재 정혜신. 당신이 옳다. 서울: 해냄, 2018. 

부교재 조영은. 왜 나는 늘 허전한 것일까. 서울: 소울메이트, 2013. 

부교재 Powers, Ron.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서울: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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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레인, 아론. 섬세한 사람에게 해 주는 상담실 안 이야기. 서울: 디어센서티브, 

2013.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965

58132&product_cd=001&category_id=1245 * 교보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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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96558132&product_cd=001&category_id=124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96558132&product_cd=001&category_id=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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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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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Li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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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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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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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591-3 상담실습 송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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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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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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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없음   

추천교재 김유비. 나를 돌보는 시간. 서울: 규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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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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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이무석. 마음.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추천교재 이무석.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추천교재 정혜신. 당신이 옳다. 서울: 해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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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북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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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은 도서관에 문의해 주세요. library@wm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