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온라인

CC 412 상담이론과 기술 김민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노안영.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제2판). 서울:학지사, 2020.

CC 331 다문화 상담 진미예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Derald Wing Sue, David Sue.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Counseling Culturally diverse), 

하혜숙,김태호,김인규,이호준,임은미 옮김. 서울: 학지사, 2011

필수교재 한재희, 한국적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2011

필수교재
방기연, 다문화상담 . 서울: 공동체, 2020 

http://m.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Contents.ink?item_position=1&barcode=48011610

55634&class_code=&cate_code=EBOOK&returnUrl

LA 204 문화인류학 개론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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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CLC, 2005.

BT 231 영성형성과 소울케어 김현경

교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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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강소희역. 서울: 

두란노, 2015. (종이책과 E-Book)

독서 보고 제출 

서적

BS 316 창세기 정미혜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retheim, Terence E. 오경 (The Pentateuch). 이영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필수교재 Sweeney, Marvin A. The Pentateuch. Nashville: Abingdon Press, 2017

필수교재
LongmanIII, Tramper. and Dillard, Raymond B. 구약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박철현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전자책)



필수교재 정석규. 구조로 읽는 창세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LA 101 철학개론 정진우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retheim, Terence E. 오경 (The Pentateuch). 이영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필수교재 Sweeney, Marvin A. The Pentateuch. Nashville: Abingdon Press, 2017

필수교재
LongmanIII, Tramper. and Dillard, Raymond B. 구약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박철현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전자책)

필수교재 정석규. 구조로 읽는 창세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6.

PT 405 소그룹과 제자훈련 남종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남종성, 소그룹과 제자훈련 강의안 (2021 가을)

필수교재
Stott, John R. W. 제자도: 변함없는 핵심자질 8가지 (The radical disciple : some neglected 

aspects of our calling). 김명희 옮김. 서울: IVP, 2010.

SW 410 사회복지 정책론 이현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2020.
독서 보고 제출 

서적

LA 167 대학 작문 이금희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고려대학교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필수교재 정희모, 이재성. 글쓰기의 전략. 서울: 들녁, 2009.

필수교재 강의 노트 (무들에 있음)

필수교재

Paul, Richard and Linda Elder. 생각의 기술 논술의 기술 3: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The 

Thinker's Guides series 3: How to Write a Paragraph). 박진환, 김혜숙 옮김. 서울: 고차적 사고력 

교육센터, 2006. http://www.criticalthinking.org/files/Korean_3_How_to_Write.PDF (2020 년 

11월10일 검색).

SW 321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김재원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Dean H. Hepworth, Ronald H. Rooney, Glenda Dewberry Rooney, Kimberly Strom-Gottfried. 

Direct Social Work Practice: Theory and Skills. 10th Edition. Boston: Cengage Learning, 2017

필수교재
남미애, 윤숙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Techniques and Skills of Social Work Practice). 2판. 서울: 

학지사, 2020.

SW 450 사회복지 현장실습 세미나 I 이현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강의노트, 동영상 강의
(필요시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