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캠퍼스
BS 316 창세기 조내연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Brueggemann, Walter. 창세기: 현대성서주석: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BT 231  영성 형성과 쏘울 케어 김현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Andrews, Alan(ed.). 제자도와 영성 형성(The Kingdom Life: A Practical Theology of Discipleship and Spiritual 
Formation). 홍병룡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필수교재
Scazzero, Peter.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서울: 두란노, 201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53124516&product_cd=001&c
ategory_id=3507 (교보 전자책 있음)

CC217 결혼과 심리학 박숙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Keller, Timothy. 결혼의 의미(The Meaning of Marriage), 서울: 두란노, 2020.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53137172&product_cd=001&c
ategory_id=3507 (2020년 11월 3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필수교재 Keller, Timothy. 결혼을 말하다(The Meaning of Marriage), 최종훈 옮김. 서울: 두란노, 2014.

필수교재 최규만. 심리학자들이 쓴 행복한 결혼의 심리학.  서울: 집문당, 2006.

추천교재 Adams, Jay E.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혼·재혼, 송용자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추천교재
Bevere, John.  결혼(The story of marriage), 유정희 옮김. 서울: 두란노, 201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53122116&product_cd=001&c
ategory_id=3507 (2020년 11월 3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추천교재 Chapman, Gary.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추천교재  Chapman, Gary.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가지 포인트 부부가 꼭 새겨야 할 결혼생활의 지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추천교재 Jacobs, John W. 결혼에 관한 7가지 거짓말 , 김명식 옮김. 서울: 학지사, 2014.

추천교재 Crabb, Larry. 결혼 건축가 : 커플들과 결혼 상담가들을 위한 결혼 청사진[개정판 2판],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2010. 

추천교재 Downs, Tim, and Joy Downs. 부부싸움의 은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부싸움의 기술, 
우현주 옮김. 서울: 예수전도단, 2007.

추천교재 택 1
독서보고

추천교재 LaHaye, Tim, and Beverly LaHaye. 결혼행전: 성생활의 모든 것, 김인화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 2005.

추천교재 Sande, Ken. 부부갈등 해소전략 4 (Peacemaking for Families), 이명숙 옮김.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8.

추천교재 Tournier, Paul.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동섭 옮김. 서울: IVP, 2010. 

추천교재 최성애. 부부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서울: 해냄, 2005.

추천교재
김병화, 송정아. “부부의 자기분화가 가족분화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014): 47-70.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295248 (검색일자 2018년 4월 1일) (k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김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복음과 상담 10 (2008): 146-171.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279914 (검색일자 2018년 4월 1일) (k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이은규. “결혼상담을 위한 복음주의 신학적 기초.” 복음과 상담 10 (2008): 9-33.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279905 (검색일자 2020년 4월 1일) (k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한숙자, 정해순. “외도위기부부의 용서를 위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15 (2010): 221-252.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279973 (검색일자 2018년 4월 1일) (kiss 로그인 필요)

CC 340 위기상담 김현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loyd, Scott. 기독교 위기상담. 황영아 역. 서울: 그리심, 2020. 

필수교재  Sittser, Gerald. 하나님 앞에서 울다: 상실을 통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신은철 역 . 서울: 좋은 씨앗, 2020. 

필수교재 Kubler-Ross, Elizabeth and David Kessler. 상실수업: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 
김소향 역. 서울: 인빅투스 , 2015.

LA 102 심리학개론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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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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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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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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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희. 죽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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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C3%B3%B9%
DE%C1%F6+%BE%CA%B0%ED&x=0&y=0

추천교재 택 1
독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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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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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204 문화인류학 개론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Craft, Charles. 기독교 문화 인류학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안영권, 이대한 옮김. 서울: CLC, 2005.

TH 203 신학입문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Migliore, Daniel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신옥수·백충현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