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 온라인 

LA173 커뮤니케이션 최윤정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필수교재 나은영.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2010.     

LA181 과학입문 정명호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1. 6 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7.  
  

필수교재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2. 6 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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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재 

(온라인) 

Kennedy, Donald and Colin Norman. “What Don't We Know?” Science Vol. 309, Issue 
5731 (01 Jul 2005): 75.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09/5731.toc    

(2020 년 4 월 26 일 검색)   

온라인 

자료 

NUR 312 심리적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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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310 사회복지 개론 이현아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김형태, 원지영, 이은희, 이준우, 임원선. 사회복지개론. 서울: 신정, 2013.   

필수교재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파주: 양서원, 2019.    

추천교재 이준우.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 들여다보고 내다보기. 서울: 밀알, 2019.   

추천교재 한덕연. 복지요결. 사회복지정보원, 2016.   

추천교재 
Jim Ife.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 Achieving Right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여지영 옮김. 파주: 인간과복지, 2018.  
  

추천교재 
Randy Shaw.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전략(The Activist's Handbook: Winning Social 

Change in the 21st Century). 이준우, 송누리 옮김. 파주: 인간과복지, 2019. 
  

TH203 신학입문 윤형철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09/5731.toc


필수교재 

1. Horton, David(ed). 한권으로 배우는 신학교: 크리스천이 꼭 알아야 할 신학 입문 

(The Portable Seminary: A Master’s Level Overview in One Volume).  전의우 옮김. 서울: 

규장, 2012. 

  

필수교재 
2. Migliore, Daniel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신옥수·백충현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필수교재 
3. McGrath, Alister E. 한권으로 읽는 기독교 (Christianity: An Introduction). 

황을호·전의우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 강의를 위한 독서는 강의노트를 중심으로 하되, 추가적인 학습을 위하여 위의 1 번 자료를 활용한다. 그 외의 

도서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구해서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부교재 
Smith, James K.A.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to a Young 

Calvinist: Invita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장호준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택 1 

독서보고  

부교재 
 Guinness, Os. 소명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19.   

부교재 
Dawn, Marva J. 안식: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Keeping the Sabbath Wholly: Ceasing, 

Resting, Embracing, Feasting). 전의우 옮김. 서울: IVP, 2001.  

부교재 Packer, James I.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08.   

부교재 
Brand, Paul and Yancey, Philip.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The Gift of Pain). 최종훈 옮김. 

서울: 비아토르, 2019.  

부교재 
Newbigin, Lesslie. 교회란 무엇인가 (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10.  

부교재 
Middleton, Richard. 새 하늘과 새 땅(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이용중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부교재 박영돈.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 한국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IVP, 2013.  

부교재 

윤형철. “칼빈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개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중은혜, 그리고 

유사 신품화.” 개신논집 16 (2016): 110-14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06050  (2020 년 4 월 

4 일 검색). (DBPia 로그인 필요) 

부교재 

황대우. “칼빈의 개혁 원리와 한국교회 개혁: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Ad Scripturae 

fontes).” 장신논단 51 (2019): 93-11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01609  (2020 년 4 월 

4 일 검색) (DBPia 로그인 필요).  

부교재 

이종우.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개혁의 과제와 방안: 예배회복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5 (2018): 135-163.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

view.asp?key=3591591  (2020 년 4 월 4 일 검색) (Kiss 로그인 필요) 

CC115 상담자의 필수자질 김현경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0605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01609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91591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91591


필수교재 Crabb, Larry. 인간이해와 상담. 윤종석역. 서울: 두란노, 2011.     

필수교재 
Cloud, Henry and John Townsend. 크리스쳔을 위한 마음코칭. 전병철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BT118 구약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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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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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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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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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340 위기상담 김현경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Wright, N. H. 트라우마 상담. 서울: 두란노, 2010.   

필수교재 
Yancey, Phillip.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영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IS203 전도와 선교 임한중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Charles Craft,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김요한/백신종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필수교재 
Paul Hi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호 공역, 서울: 죠이북스, 

2018 
  

필수교재 안승오/박보경, 현대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필수교재 한국선교신학회.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필수교재 

김영동, 생명을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4.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

&barcode=4808973693290&orderClick=LEa&Kc=  (2020 년 4 월 24 일 검색) 

E-Book 

구매 가능 

부교재 Erickson, Millard J. 기독교 신앙과 포스트모더니즘, 박찬호 역, 서울:CLC, 2012 

필수교재 

or 부교재 

중 택 1 

독서보고  

부교재 
Gelder, Craig Van & Zscheile, Dwight J.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최동규 역, 서울: 

CLC, 2015. 

부교재 Guder, Darrell, L.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허성식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부교재 Kane, Herbert. 세계선교역사, 신서균/이영주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부교재 Newbigin, Lesslie. 오픈 시크릿, 황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2 

부교재 Steffen, Tom A. 타문화권 교회개척, 김한성 역,서울: 토기장이, 2012 

부교재 Tucker, Ruth. 선교사 열전, 오현미 역, 서울:복있는 사람, 2015. 

부교재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교회. 서울: 두란노, 2018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73693290&orderClick=LEa&Kc=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73693290&orderClick=LEa&Kc=


부교재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20 세기 선교학자, 서울: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4. 

LA103 사회학 개론 최윤정 

교 재 유 형 제  목 비 고 

필수교재 김윤태. 사회학 입문. 서울: 휴머니스트, 2012.    

추천도서 조민식, 이한메, 임창규, 김세현. 대중을 위한 사회학의 이해. 파주: 양서원, 2016.   

 추천도서 최종렬. 다문화주의의 사용 (문화사회학의 관점).  서울: 한국문화사, 2017.   

 추천도서 
Giddens, Anthony, Sutton, Philip W.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옮김. 서울: 동녘, 

2018.  
  

 추천도서 
Giddens, Anthony, Sutton, Philip W. 현대 사회학.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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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은 도서관에 문의해 주세요. library@wm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