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캠퍼스

CC514 병리적 이슈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Comer, Ronald. 이상심리학. 제 8판. 오경자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7.

필수교재

Gorenstein, Ethan. 이상 심리 사례 연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8.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62260129&product_cd=001&c

ategory_id=1243 (교보eBook)

CC554 비애 상담 김현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reeman, Stephen J. 애도상담 상실과 비애에 관한 상담 지침서 (Grief and Loss: Understanding the Journey). 

이동훈, 강영신옮김.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필수교재
Schaefer, Frauke, Charles Schaefer, Karen Carr, L. Hamel, and Scott Shaum. 고통과 은혜 : 트라우마와 회복력에 

관한 모든 것 (Trauma & Resilience: A Handbook). 도문갑 옮김. 서울: 디모데, 2016.

필수교재 ① Tournier, Paul. 고통보다 깊은(Creative Suffering). 오수미역. 서울: IVP, 2014.

필수교재
② Sittser, Gerald. 하나님 앞에서 울다: 상실을 통해 우리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Grace Disgquised: How the 

soul grows through loss). 신은철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20.

CC569 고급 성격 심리학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irman, John, and Ann Gila. 정신통합: 영혼의 심리학(Psychosynthesis: A Psychology of the Spirit). 이정기, 

윤영선 옮김. 서울: CIR, 2018.

필수교재 Schwartz, Richard. 내면 가족 체계 치료(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김춘경 옮김. 서울: 학지사, 2021.

IS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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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재

정재철. 문화연구의 핵심 개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30401622&product_cd=001&c

ategory_id=1601 (2020년2월26일 검색)

두권 중 택 1

(과제 #1)



MC524 교회 음악 역사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윤임상 강의 노트

필수교재 럿셀 스콰이어. 교회음악사 이귀자 옮김, 호산나 음악사

MC711 교회음악 리서치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윤임상 강의 노트 (석사)

필수교재 Hustad, Donald. Jubilate II (Hope Publishing Company) 1993

PT542 영성과 훈련 신선묵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Calhoun, Adele A. 영성훈련 핸드북(Spiritual Disciplines Handbook). Downers Grove: IVP, 2005.

필수교재 Clinton, J. Robert. 영적 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옮김.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MI 578 실내악 문헌 윤에스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차호성, 오희숙. (들으며 배우는 관현악문헌) 실내악 2.2 서울: 심설당, 2003.

필수교재 차호성, 오희숙. (들으며 배우는 관현악문헌) 실내악 1.1 서울: 심설당, 2003.

필수교재
Joseph Haydn. String Quartets

https://imslp.org/wiki/String_Quartets,_Op.33_(Haydn,_Joseph) (2021년 4월 12일 검색) 전자책 (E-book)

필수교재
Wolfgang Amadeus Mozart. Haydn String Quartets.

https://imslp.org/wiki/6_String_Quartets,_Op.X_(Mozart,_Wolfgang_Amadeus) 전자책 (E-book)

필수교재
Ludwig van Beethoven. String Quartets, Op. 131

https://imslp.org/wiki/String_Quartet_No.14%2C_Op.131_(Beethoven%2C_Ludwig_van) 전자책 (E-book)

IS 514  지도력 개발 신선묵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Jonathan Neale.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Stop Global Warming: Change the World). 서울: 책갈피,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79661675&product_cd=001&c

ategory_id=1603 (2020년 4월 10일 검색) à 전자책(E-book)

필수교재 최경환.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공공신학과 현대 정치철학의 대화. 고양: 에라스무스, 2019.

필수교재 Hays, Richard. 신약의 윤리적 비전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원 역. 서울: IVP, 2002.

필수교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편. 기독교윤리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필수교재 박충구.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 서울: 홍성사, 2013.

필수교재
Hunter, James Davison.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To Change the World: The Irony, Tragedy, and 

Possibility of Christianity in the late Modern World).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필수교재 Gossett, Thomas F. 미국 인종차별사 (Race: The History of an Idea in America). 서울, 나남출판. 2010.

필수교재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변화와 갱신의 로드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독서 보고서
제출 서적

MH713 음악사 세미나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필요시 추후 공지

MD 523 합창 지휘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필요시 추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