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 캠퍼스 

BS348 로마서 송일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톰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 서울: IVP, 2010   

필수교재 톰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I. 서울: IVP, 2019.   

추천교재 안용성.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추천교재 스캇 맥나이트, 그랜트 오스본. 현대 신약성서 연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추천교재 존. M. G.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추천교재 권연경. 로마서 산책.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추천교재 
Anthony C. Thiselton. Discovering Roman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6. 

  

BS225 성서 해석학과 교수법 송일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J. 스코트 듀발, J. 다니엘 헤이즈. 성경해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추천교재 노튼 스테레트, 리처드 슐츠.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1997   

추천교재 
안드레아스 쾨스텐베르거. 리처드 패터슨. 성경해석학 개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추천교재 
James D. Hernando. Dictionary of Hermeneutics: A Concise Guide to Terms, Names, 
Methods, and Expressions.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2005. 

  

추천교재 
Craig G. Bartholomew.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Hearing God in Scriptur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5. 

  

CC412 상담이론과 기술 박숙경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박명숙, 박순득, 박원모, 이영순, 전은주, 정봉희, 천성문.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5. 
  

필수교재 
텐, 상-양. 상담과 심리치료 – 기독교적 관점. 정동섭, 김영근, 김병선, 유재성, 전요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14. 
  

추천교재 강진령. 상담연습. 서울: 학지사, 2016.   

추천교재 
코리, 제럴드.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천성문, 권선종, 김이규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7. 
  

CE210 생애발달 김현경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신명희 외 8 인. 발달심리학, 2 판. 서울: 학지사, 2017.   

추천교재  Os Guinnes. 인생: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박지은역. 서울: 양장, 2016.   

추천교재 Tournier, Paul.인생의 사계절. 박명준역. 서울: 아바서원, 2017.   



ME 132, 
232 

ME 122, 
124 

챔버 콰이어 I&II/가스펠 콰이어 I&II 윤임상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Missa Solemnis by Beethoven   

MC380 찬양과 경배 윤임상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토저 A.W     이것이 예배이다  이용복 역 규장 2006   

필수교재 헤럴드 베스트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하재은 역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 2010   

SW3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현아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 6 판. 파주: 양서원, 2020.   

추천교재 
임은희, 오선영, 오정욱, 이동춘, 이영희, 이화명, 최병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양서원, 2019. 
  

추천교재 정옥분.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2015.   

추천교재 
Erikson, Erik H. and Erikson, Joan. M. 인생의 아홉단계: 나이듦과 삶의 완성(The Life 

Cycle Completed). 송제훈 옮김. 서울: 교양인, 2019. 
  

LA 169 정보와 리서치 김서영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탁석산.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서울: 책세상, 2001.  

필수교재 원만희 외 6 명. 비판적 사고 학술적 글쓰기.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관련 

부분을 

무들에서 

볼 수 있음 

필수교재 옥성호. 드디어 스승을 만났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필수교재 

Booth, Wayne C., Gregory G. Colomb, and Joseph M. Williams. 영어논문 바로쓰기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강경이 옮김. 서울: 

시대의창, 2011. 

LA184 대학수학 정명호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인문사회계 (이공계)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8. (쌍둥이 책입니다. “인문사회계”, 혹은 

“이공계”, 둘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책 하나만 구입하세요.) 

  

필수교재 McGrath, Alister E. 과학신학 (The Science of God). 박세혁 옮김. 서울: 한국 IVP, 2011.   

필수교재 

(전자자료) 

Jay Abramson. College Algebra, Publisher: OpenStax, 2015  
Free download available. https://d3bxy9euw4e147.cloudfront.net/oscms-

prodcms/media/documents/CollegeAlgebra-OP_B7PUoNW.pdf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온라인 

자료 

https://d3bxy9euw4e147.cloudfront.net/oscms-prodcms/media/documents/CollegeAlgebra-OP_B7PUoNW.pdf
https://d3bxy9euw4e147.cloudfront.net/oscms-prodcms/media/documents/CollegeAlgebra-OP_B7PUoNW.pdf


필수교재 

(전자자료) 

전자책 (free E-book also available) https://openstax.org/details/books/college-algebra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필수교재 

(전자자료) 

Casio fx-115ES manual. Free download available. 
https://support.casio.com/storage/en/manual/pdf/EN/004/fx-115ES_991ES_EN.pdf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필수교재 

(전자자료) 

Microsoft excel 2016 level 1, 2, 3. Free download available. 

https://w3.kcls.org/instruction/manuals/Excel_Level_1.pdf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https://w3.kcls.org/instruction/manuals/Excel_Level_2.pdf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https://w3.kcls.org/instruction/manuals/Excel_Level_3.pdf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필수교재 

(전자자료) 

Veusz (a scientific plotting package). Free download available. https://veusz.github.io/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https://veusz.github.io/docs/manual.pdf  (2020 년 4 월 10 일 

검색) 

NUR311 현대 간호 이슈와 동향 사사키김영숙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Stegen & Sowerby, Nursing in Today's World: Trends, Issues, and Management (11th 
Ed.). Philadelphia, PA: Wolters Kluwer 

  

필수교재 
Lippincott CoursePoint:Stegen and Sowerby: Nursing in Today's World, Eleventh Edition 
(2020) 

  

NUR312 심리학 및 역적 사정 송경화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Schwartz, Richard C. Introduction to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Oak Parks, IN: 
Trailheads Publications, 2001. 

  

필수교재 
Earley, Jay. 참자아가 이끄는 소인격체 클리닉: 참자아 리더십 매뉴얼, IFS 자기치유 

프로세스.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4. 
  

추천교재 미루기 패턴 해결하기. 서울: 학지사, 2015.   

추천교재 내부갈등 해결하기. 서울: 학지사, 2015.   

추천교재 Weiss, Bonnie., and Jay Earley. 완벽주의 해결하기. 서울: 학지사, 2015.   

NUR330 지역사회 간호학 김영욱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DeMarco, R.F., & Healey-Walsh, J. (2020).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vidence for practice. (3rd Ed.). Philadelphia, PA: Wolters Kluwer. 

  

필수교재 
Lippincott CoursePoint+ for DeMarco, R., & Healey-Walsh, J. (2020).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vidence for practice. (3rd Ed.). Philadelphia, PA: Wolters Kluwer.  

  

필수교재 

 문화연구의 핵심 개념(커뮤니케이션 이해 총서)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304

01622&product_cd=001&category_id=1601  (2020 년 2 월 26 일 검색)  *교보전자책 

 

NUR330 지역사회 간호학 김영욱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DeMarco, R.F., &amp; Healey-Walsh, J. (2020).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vidence for practice. (3 rd Ed.). Philadelphia, PA: Wolters Kluwer. 

 

https://openstax.org/details/books/college-algebra
https://support.casio.com/storage/en/manual/pdf/EN/004/fx-115ES_991ES_EN.pdf
https://w3.kcls.org/instruction/manuals/Excel_Level_1.pdf
https://w3.kcls.org/instruction/manuals/Excel_Level_2.pdf
https://w3.kcls.org/instruction/manuals/Excel_Level_3.pdf
https://veusz.github.io/
https://veusz.github.io/docs/manual.pdf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30401622&product_cd=001&category_id=1601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30401622&product_cd=001&category_id=1601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304

01622&product_cd=001&category_id=1601  (2020 년 2 월 26 일 검색) *교보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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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은 도서관에 문의해 주세요. library@wmu.edu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30401622&product_cd=001&category_id=1601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30401622&product_cd=001&category_id=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