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캠퍼스

CC512 상담 원리와 실제 김경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Corey, Gerald.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10판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천성문 옮김. 서울: 학지사, 2017.

필수교재
Tan, Siang-Yang. 상담과 심리치료: 기독교적 관점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김영근 외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14.

필수교재

Adler, Alfred. 아들러 심리학 입문 (Alfred Adler). 김문성 옮김. 서울: 스타북스, 201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57950882&product_cd=001&c

ategory_id=1241&detail_info_key=total (2020년 11월 3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CC521 아동 청소년 상담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액슬린, 버지니아. 딥스. 주정일, 이원영 옮김. 서울: 샘터: 2002. 
독서보고 

제출서적

필수교재 월시, 데이비드. 10대들의 사생활. 곽윤정 옮김. 서울: 시공사, 2004.
독서보고 

제출서적

필수교재 정문자, 제경숙, 이 혜란, 신숙재, 박진아. 아동심리상담. 서울: 양서원, 2011.

필수교재 킴, 조세핀. 우리아이 자존감의 비밀. 서울: 비비북스, 2011.

필수교재
	최명선. 아동상담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 이담북스, 2012. 교보 Ebook 대출 가능: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26836620&product_cd=001&c

ategory_id=1245 

필수교재
	Geldard, Kathryn and David Geldard. 아동 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2003. 교보 Ebook 대출 가능: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68669705&product_cd=001&c

ategory_id=1245 

필수교재 Myers, David G.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 신현정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6.

필수교재 	Pledge, Deanna. 아동 및 청소년 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추천교재 드레셔, 존. 어린이가 꼭 들어야 할 7가지 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독서보고 

제출서적

CC217 결혼과 가정 상담 김현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김유숙. 가족 치료(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4. 

필수교재
① Crabb, Larry. 에덴 남녀: 성경에서 찾은 진정한 남성과 여성(Fully Alive: A Biblical Vision of Gender That Frees 

Men and Women to Live Beyond Stereotypes). 윤종석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4. 

필수교재 ② Thomas, Gary. 부부 학교(Sacred Influence). 윤종석 역. 서울: CUP, 2011.    택 1

독서 보고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57950882&product_cd=001&category_id=1241&detail_info_key=total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57950882&product_cd=001&category_id=1241&detail_info_key=total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57950882&product_cd=001&category_id=1241&detail_info_key=total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57950882&product_cd=001&category_id=1241&detail_info_key=total


필수교재

③ Keller, Timothy, and Kathy Keller. 팀 켈러, 결혼의 의미: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The meaning of 

marriage). 오현미 역. 서울: 두란노, 202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53137172&product_cd=001&c

ategory_id=3507 (10/23/2020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CC591-3 상담실습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없음

추천교재 천성문, 차명정, 이형미, 류은영, 정은미, 이세경, 이영순. 상담기법 연습. 서울: 학지사, 2015.

추천교재

김유비. 나를 돌보는 시간. 서울: 규장, 2018.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60975491&product_cd=001&c

ategory_id=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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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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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양창삼. 상담에 이르는 열가지 길. 서울: 이담북스, 2009.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26800393&product_cd=001&c

ategory_id=1245

추천교재

유은정.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서울: 규장, 2018.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B%F3%C3%B3%B9%

DE%C1%F6+%BE%CA%B0%ED&x=0&y=0

추천교재 이무석. 마음.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추천교재 이무석.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추천교재 정혜신. 당신이 옳다. 서울: 해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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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Gifford, Chrirsta Black. 묻어둔 상처와 작별하기: 트라우마를 강점으로. 서울: 터치북스, 2017.

추천교재

Van Der Kolk, Bessel.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서울: 을유문화사, 2016.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8%F6%C0%BA&x=0&

y=0

추천교재

Wardetzki, Barbel.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1, 2. 서울: 걷는 나무, 2015. (두 권 중 하나)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3%CA%B4%C2+%B3

%AA%BF%A1%B0%D4&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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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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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713 교회음악 철학과 음악목회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택 1

독서 보고

추천교재 택 1

독서보고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60975491&product_cd=001&category_id=3507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60975491&product_cd=001&category_id=3507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60975491&product_cd=001&category_id=3507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60975491&product_cd=001&category_id=3507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B%F3%C3%B3%B9%DE%C1%F6+%BE%CA%B0%ED&x=0&y=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B%F3%C3%B3%B9%DE%C1%F6+%BE%CA%B0%ED&x=0&y=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B%F3%C3%B3%B9%DE%C1%F6+%BE%CA%B0%ED&x=0&y=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B%F3%C3%B3%B9%DE%C1%F6+%BE%CA%B0%ED&x=0&y=0


필수교재 김춘해, 한국교회 예배와 예배음악의 개혁,  동현 2017

필수교재 김대권  교회음악 철학 , 중앙아트 2003

필수교재 김대권 예배와 음악 그리심 2014

필수교재 Tozer, Aiden, 이용복 역 이것이 예배이다 규장, 2006 

필수교재 Martin, Ralph P. Worship in the Early Church WM.B. Erdmans Pub. 1998

필수교재 구약 –역대상 , 역대하 

MD596 합창 문헌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윤임상     Course pack   

필수교재 Homer Ulrich  A Survey of Choral Music 합창 음악 연구   최훈차 역. 세광음악 출판사 1992

ME533,534 챔버 콰이어 I, II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없음

MH 713 음악사 세미나 윤에스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Butt, John. Bach: Mass in B minor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필수교재

Drabkin, William. Beethoven: Missa Solemnis

Cambridge, United King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MT 551 음악 분석 윤에스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없음

BT 502   신약개론 남종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남종성. 신약개론 강의안 (월드미션대학교, 2021 봄)

필수교재 Wright, Tom.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Simply Christian). 서울: IVP, 2007.

필수교재

차정식. 바울신학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9%D9%BF%EF%BD%

C5%C7%D0%C5%BD%B1%B8&x=62&y=9 (2020년 11월 7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IS 514  지도력 개발 신선묵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Paul Hersey. 상황을 이끄는 리더가 성공한다(situational Leader). 이영운 옮김. 서울: 횃불, 2000. 

필수교재 신 선묵. 은혜가 이끄는 변화. 서울: 워십리더, 2019.  

PT 514   강해설교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5.

필수교재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2002.

PT 530   목회사역 강일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The Bible/ 성경

필수교재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 목회 사역의 재발견.  서원교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필수교재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서울: 두란노서원, 201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53122765&product_cd=001&c

ategory_id=3507 (2020년 10월 20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