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온라인

BT 117 신약개관 이승호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Brown, E. Raymond. 신약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김근수, 이은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필수교재
차정식. 바울신학탐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51107856&pr

oduct_cd=001&category_id=3507 (2020년 7월 1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추천교재
Keefer, Kyle. 신약 – 문학으로 읽는 신약성서 (New Testament as Literature). 김학철, 이승호 

올김. 서울: 비아출판사, 2018. 

독서 보고 제출 

서적

BT 225 성서해석학과 교수법 정미혜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ee, Gordon D.	 and Stuart, Douglas.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오광만, 박대영 옮김. 서울: 성서 유니온, 2016. 

필수교재
Johnson, Marshall D. 성서와의 만남 (Making Sense of the Bible: Literary Type a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차준희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8.

BT 232 영적 지도력과 멘토링   신석묵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Clinton, J. Robert.영적 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이영규 옮김. 서울: 베다니, 2014. 

필수교재 Clinton, J. Robert. 멘토링 매뉴얼 (The Mentoring Handbook).  이영규 옮김. 서울: 베다니

필수교재
신선묵. 은혜가 이끄는 변화. 서울: 워십 리더,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94754781 (2020년 11월 15일 검색)

CC 217   결혼과 심리학   진미예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임승민. 결혼을 말하다. 서울: 세움북스, 2020. 

필수교재 김종원, 성민경. 결혼을 앞둔 그대에게 (Before Marriage). 서울: 아르카, 2017.
독서 보고 제출 

서적

필수교재
Lowery, Fred.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Covenant Marriage). 

임종원역. 서울: 미션월드, 2003

독서 보고 제출 

서적

필수교재
유옥. “결혼생활 5년 이하와 6년 이상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목회와 상담 29 (2017): 110-132. 



필수교재

김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복음과 상담 10 (2008): 146- 171

https://kec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8453&artiId=SJ0000

000092&sereId=SER000000001&submCnt=1

CC 221  이상 심리학 박숙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3. (필독서)

필수교재

Comer, Ronald J., and Ethan E. Gorenstein. 이상심리 사례연구(Case Studies in Abnormal 

Psychology, 2/e). 오경자,  김현수, 송원영, 배소희, 최지영, 이수진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8.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62260129&pr

oduct_cd=001&category_id=1243 (2020년 11월 4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LA 102  심리학 개론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Myers, David G.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 신현정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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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oduct_cd=001&category_id=3507 

추천교재
김인종, 김영철.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서울:바른북스, 2019.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C1%D

7%B0%ED+%BD%CD%C0%BA%B5%A5&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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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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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뇌부자들.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서울: Arte, 2018.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E%E

E%C2%BE%C1%F6&x=0&y=0 

추천교재 박세희.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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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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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은. 왜 나는 늘 허전한 걸까. 서울: 소울메이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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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택 1 

독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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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E%C2%BE%C1%F6&x=0&y=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E%EE%C2%BE%C1%F6&x=0&y=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E%EE%C2%BE%C1%F6&x=0&y=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BE%EE%C2%BE%C1%F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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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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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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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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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121 대학 수학 정명호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정명호	교수 강의안 (매주 수업 일주일 전에 무들에 업로드할 예정)

필수교재

(전자자료)

Jay Abramson	College Algebra, Publisher: OpenStax, 2015

1) Free download available. https://d3bxy9euw4e147.cloudfront.net/oscms-

prodcms/media/documents/CollegeAlgebra-OP_B7PUoNW.pdf  (2020년4월10일 검색)

필수교재

(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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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4월10일 검색)

LA 169 정보와 리서치 김서영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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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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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분을 

무들에서 볼 수 

있음)

필수교재
원만희, 이창후, 김상현, 박정하, 박상태, 김종규, 한기호. 비판적 사고 학술적 글쓰기.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관련 부분을 

무들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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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분을 

무들에서 볼 수 

있음)

LA 232 건강과 과학 신동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Dale B. Hahn, Wayne A. Patne, Ellen B. Lucas. 현대인을 위한 신개념 생활과 건강. 11th ed 

(.Focus on health. 11th ed). 한정순, 권지윤, 김교헌, 김소윤, 손정원, 신성만, 신윤아, 장태수 

편역. 서울: 정담미디어, 2015.

추천교재 택 1 

독서 보고



MH 343 음악사 개론    윤에스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uller, Sarah. The European Musical Heritage: 800-1750. NY: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4. (Excerpts prepared and uploaded on Moodle by WMU Library)

필수교재
Grout, Donald J. 서양음악사 (상),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옮김.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9.

필수교재
	Grout, Donald J. 서양음악사 (하),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옮김.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9.

NUR 327 영적 고통과 전인 간호 오원웅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Bruce Litchfield & Nellie Litchfield. 하나님께 바로서기.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0. 

필수교재 Howard Clinbell. 전인건강. 이종현 역.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5.

필수교재 Robert D. Enright. 용서치유. 채규만 역. 서울: 학지사. 2005.

NUR 305 심리적, 영적 사정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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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312 사회복지조사론 이현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황성동. 알기쉬운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2판. 서울: 학지사, 2019.

SW 320 사회복지 실천론 이준우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이준우. 통합과 융합의 사회복지실천론. 파주: 인간과복지, 2021 근간.

필수교재 이준우, 최희철. 정신건강론. 파주: 나남, 2017.

필수교재

주호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울: 성안당,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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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4808931589979&orderClick=LEH&Kc= (2020년 11월 15일 검색)

추천교재 이준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파란마음, 2013.

추천교재 이준우, 최희철. 사례관리론. 서울: 신정, 2020.

추천교재
Shaw, Randy.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전략(The Activist's Handbook- A Primer for the 1990s and 

Beyond). 이준우, 송누리 옮김. 파주: 인간과복지, 2019.

택 1 독서 보고

필수 도서와 

추천도서 중 

택 1 독서 보고서



추천교재

이준우. “우원(友園) 이호빈(李浩彬) 목사의 신학사상과 통일 복지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No.118 (2020): 489-536.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fa

d9ff3cec3b3bbd18150b21a227875(2020년 11월 15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이준우. “김덕준(金德俊)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 실천원리를 통해 본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 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2019): 496-512.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6

e4d40044381c88b36097776a77e665(2020년 11월 15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필수 도서와 

추천도서 중 

택 1 독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