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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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11 월 7 일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BT 605 석의법과 실습 송일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ee, Gordon D., and Douglas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 4판). 오광만, 박대영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6.

필수교재 Williams, Michael.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지혜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필수교재

손혜숙. “역사비평적 성서(신약) 연구 방법론의 실재와 해석학적 문제 = (The) Reality of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and the hermeneutical problem”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3506c1185164df

c (2015년 10월29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CC 512 상담원리와 실제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천성문, 박명숙, 함경애, 이영순, 이동훈.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5.

추천교재 김유비. 나를 돌보는 시간. 서울: 규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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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2%BE%C

1%F6&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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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_id=1245

추천교재 박세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흔, 2018.

추천교재 유은정.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서울: 규장, 2018.

추천교재 이무석. 마음.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추천교재 택 1 

독서보고



추천교재 이무석 .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6. 

추천교재 오카다 다카시. 나는 왜 적응하기 힘들까. 서울: 을유문화사, 2015.

추천교재
일레인, 아론. 섬세한 사람에게 해 주는 상담실 안 이야기. 서울: 디어센서티브, 2013.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96558132&product_cd=001

&category_id=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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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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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Powers, Ron.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서울: 심심, 2019.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Content_Search.asp?total_search_keyword=%C1%B6%C7%F6%B

A%B4&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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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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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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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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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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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556 비교 문화 상담 김경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방기연. 다문화상담 제2판. 고양시: 도서출판 공동체, 2020.

필수교재
Sue, D. W., and David Sue. 다문화 상담 – 이론과 실제.(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5th Edition.).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옮김. 서울: 학지사, 2011.

CC562 기독교 상담윤리와 법 김경준

교재유형 제목 비고

추천교재 택 1 

독서보고

택 1 독서보고



필수교재
Sanders, Randolph. K. 기독교 상담윤리 (Christian Counseling Ethics: A Handbook for Psychologists, 

Therapists and Pastors). 전요섭 외3인 옮김. 서울: CLS, 2018.

CC568 신학/영성과 심리학의 통합  김경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Johnson, E. L.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김찬영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CC591 상담실습 I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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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김유비. 나를 돌보는 시간. 서울: 규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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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_id=1245  (교보 전자책 있음)

추천교재 유은정.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서울: 규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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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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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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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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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592-3 상담실습 II, III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없음

HS 501 교회사 송인서

추천교재 택 1 

독서보고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채승희, 한 권에 담은 세계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필수교재

김상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기독교의 역사, 서울:평단문화사, 2007.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73432516&product_cd=001

&category_id=3507 (2020년 11월17일 검색)  (교보 전자책 있음)

IS 504 선교신학 신선묵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Stott, John. 현대 기독교 선교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김명혁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1.

필수교재
Wright, Christopher J. H. 하나님 백성의 선교 (The Mission of God`s People :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한화룡 옮김. 서울: IVP, 2012.

필수교재
Timothy, Keller, 센터 처치 (Center Church). 오종향 옮김. 서울:두란노, 2016.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1309919 (2020년 11월 15일 검색)

IS 537 다문화 사역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Lingenfelter, Judith and Sherwood Lingenfelter. 타문화사역과 교육(Teaching Cross-culturally). 김만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필수교재
Lingenfelter, Sherwood G and Marvin K. Mayers. 문화적 갈등과 사역(Ministering Cross-culturally). 왕태종 

옮김.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5. 

필수교재
Lingenfelter, Sherwood G. 타문화 사역과 리더십(Leading Cross-culturally). 김만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PT 524 설교실습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Richard, Ramesh. Scripture sculpture(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준비). 

정현 옮김. 서울: 디모데, 1996.

필수교재 Stanley, Andy. Communication for a change(설교코칭). 김창동 옮김. 서울: 디모데, 2006.

PT 657 목회실습 III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Resources Uploaded Online (무들방에 있는 자료들)

PT 658 목회실습 IV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센터처치 (Center Church). Keller, Timothy 오종향 옮김. 서울: 두란노, 2016

ST 503 조직 신학 2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Erickson, Millard J. 조직신학 개론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나용화, 황규일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필수교재 임성진. 조직신학 강의안. LA: 월드미션대학교, 2009.

필수교재 이복수. 하나님 나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ST 510 신앙과 이성 윤형철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신재식. 아우구스티누스 &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서울: 김영사, 2008. 

필수교재
McGrath, Alister.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옮김. 서울: 지와사랑, 2005.

필수교재
Sire, James W.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김헌수 

옮김. 서울: IVP, 2007.

추천교재 우종학.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추천교재
McGrath, Alister. 지성의 제자도: 진리와 의미를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길 (Mere Discipleship: Growing in 

Wisdom and Hope). 노진준 옮김. 서울: 죠이북스, 2019. 

추천교재
McGrath, Alister. 과학과 종교: 충돌과 조화(Science and Religion: A New Introduction). 정성희·김주현 옮김. 

서울: 린, 2017. 

추천교재
Newbigin, Lesslie.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5. 

추천교재
Pearcey, Nancy Randolph. 완전한 진리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홍병룡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06. 

추천교재
Ramm, Bernard L. 과학과 성경의 대화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 박지우 옮김. 서울: IVP, 

2016. 

추천교재
Kuyper, Abraham. 칼빈주의 강연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옮김. 서울: CH북스, 2017. E-book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44785061&product_cd=001

&category_id=3507)

추천교재
Willard, Dallas et al.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A Place for Truth: Leading Thinkers Explore Life’s Hardest 

Questions). 서울: IVP, 2011. 

추천교재

김명철. “과학과 신학의 관계 이해와 과학적 신학에 대한 전망: 존 폴킹혼의 과학적 신학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5.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51a8dab46730fb

7ffe0bdc3ef48d419 (R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조병하. “무엇이 아덴이고 예루살렘인가? 무엇이 아카데미이고 교회인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9 (2011): 199-22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943610 

(2019년 8월 29일 검색) (Kiss  로그인 필요)

ST 516 학술적 글쓰기 이금희

추천교재 택 1 

독서보고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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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부, 2014.

필수교재 정희모, 신형기, 김성수, 김현주, 이재성, 김신정, 최기숙, 김병길. 대학 글쓰기. 서울: 삼인, 2011.

필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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