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온라인

ST502 조직신학 1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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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재 Erickson, Millard J. 조직신학 개론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나용화, 황규일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BT501 구약개론 정석규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Lasor, William Sanford,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 Buch. 구약개관 (Old Testament Survey). 박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Lasor. William Sanford,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 Buch, Old Testament Surve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ress, 1982.)

필수교재

1. Anderson, Bernhard W. 구약성서 이해(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4th ed). 강성열/노항규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또는) 
2. 구약성서 탐구. 김성천 옮김. 서울: CLC, 2017
(Bernhard W. Anderson,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5.)

필수교재
Longman, Tremper and Raymond B. Billard. 최신구약개론(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9. 
https://book.naver.com/bookdb/price.nhn?bid=6076398#ebook_price

IS514 지도력 개발 신선묵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Paul Hersey. 상황을 이끄는 리더가 성공한다 도서출판 횃불 2000

필수교재 신 선묵. 은혜가 이끄는 변화. 서울: 워십리더, 2019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95157577 (2020년 6월 16일 검색)

PT540 사역과 테크놀로지 우상문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Gerrit Gustafson, Bob Kauflin, Bill Rayborn, Arlen Salte, Kent Henry, Patrick Kavanaugh, Tom Kraeuter. 
예배자가 알아아 할 60가지 메시지. 이종환 옮김. 서울: 예수전도단, 2016.

필수교재 Jeff McIntosh. The Worship Media Handbook: Version 2. Church Motion Graphics, 2020.

필수교재
오미영.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8984993525&product_cd=001
&category_id=1607 (2021년4월9일 검색).

CC514 상담의 병리적 이슈들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독서보고서
제출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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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 Gorenstein, Ethan. 이상 심리 사례 연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8.
(도서관 E-Book 

있음)

WS508 예배 영성과 문화 가진수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가진수. 성경적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Biblical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인천: 워십리더, 2021.5. 
(출간예정)

필수교재 안건상. 일상과 일터의 영성. 서울: CLC, 2021.

추천교재 Nouwen, J, Henri. 삶의 영성(A Spirituality of Living).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2013.

추천교재 Nouwen, J, Henri. 귀향의 영성(A Spirituality of Homecoming).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2013

추천교재 Nouwen, J, Henri. 돌봄의 영성(A Spirituality of Caregiving).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2013.

추천교재 Banks, Robert.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Stepping Out In Mission Under Caesar's Shadow: A Progress 
Report). 신현기 옮기. 서울: IVP, 2020.

BT531 성서신학 남종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남종성. 성서신학 강의안 (2021 가을)

필수교재 Goldsworthy, Graeme.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신학적 구약해석법(Gospel and Kingdom: A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서울: 성서유니온, 1988.

독서과제
제출 서적

PT530 목회사역 강진웅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하용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서울: 두란노서원, 2007.
독서과제
제출 서적

필수교재 Breen, Mike & Walt Kallestad. 열정 있는 교회.(The Passionate Church). 조계광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필수교재 Keller, Timothy. 팀 켈러의 센터처치 (Center Church). 오종향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16.
독서과제
제출 서적

PT514 강해 설교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5.
독서과제
제출 서적

필수교재 장두만. 다시 쓰는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2002.
독서과제
제출 서적

SW510 사회복지 경영과 리더십 이준우

독서 요약문 
제출 서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이준우. 복지경영 입문. 서울: 파란마음, 2015.

추천교재 이준우. 통합과 융합의 사회복지실천. 파주: 인간과복지, 2021.

추천교재 이준우.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새 지평: 복지선교와 복지목회. 파주: 나남, 2014.

추천교재 이준우, 최희철. 사례관리론, 개정 2판. 서울: 신정, 2020.

추천교재 Eric Mosley. 성과관리4.0(The Crowdsourced Performance Review: How to Use the Power of Social 
Recognition to Transform Employee Performance). HCG 옮김. 파주: 나남, 2018.

추천교재 Seth W. Godin. 마케팅이다(This is marketing: You Can’t Be Seen Until You Learn To See). 김태훈 옮김. 서울: 
쌤앤파커스, 2019.

추천교재 Shaw, Randy.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전략(The Activist's Handbook- A Primer for the 1990s and Beyond). 
이준우, 송누리 옮김. 파주: 인간과복지, 2019.

추천교재 이준우, 여지숙 외 7인 공저.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 서울: 신정, 2021.

추천교재 이준우. 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과 사회복지 교육. 서울: 미래복지경영, 코람데오, 2021.

CC521 아동 청소년 상담 장미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D. Martyn Lloyd-Jones. 영적침체(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s and Cures). 정상윤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14.

독서보고서
제출 서적

필수교재

Sondra Smith-Adcock and Catherine Tucker. 아동청소년 상담 (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영석, 
김정민, 신윤정, 이승연, 하정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9.
http://ebook.wmu.edu/Kyobo_T3/Content/ebook/ebook_View.asp?barcode=4801162261607&product_cd=001
&category_id=1245 (2021년 4월 7일 검색)

CC557 중독상담 김은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박상규 외6.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2판), 학지사, 2017.

필수교재 GERALD G. MAY. 중독과 은혜, 이지영 역,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5.
독서보고서
제출 서적

WS502 예배 예술 그렉 쉬어
Greg Scheer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가진수. 현대 예배와 미래. 인천: 워십리더, 2021.7

필수교재 Scheer, Greg. 아트 오브 워십(Art of Worship), 2009. (품절)

추천교재 로버트 E 웨버. 예배의 미래를 준비하라(Webber on Worship2). 인천: 워십리더, 2015

독서보고서 
제출 서적

(이 중에서
택 1)



추천교재  Ruth Lester. 예배의 흐름(Flow). 인천: 워십리더, 2021.

WS512 예배팀 훈련의 이론과 실제 (찬양 인도와 예배팀 사역) 윤주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가진수. 예배 찬양 인도(상권)(For Worship Leader & Worshiper-1). 인천: 도서출판 워십리더, 2020.

필수교재 밥 소르기.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A Practical Guide to Praise and Worship ). 최혁 옮김. 서울: 두란노, 
1996.

추천교재 김남수. 예배자가 알아야 할 찬양의 모든 것. 서울: 아가페 북스, 2019.

추천교재 그레그 시어. 아트 오브 워십(The Art of Worship). 캠퍼스 워십팀 & 강명식 옮김. 경기: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9.

추천교재  홍성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경기: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1998.

PT 606 사역 계획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임성진. 졸업논문 강의안. LA: 월드미션대학교, 2013.

필수교재 Resources Uploaded Online (무들방에 있는 자료들)

PT 657 목회실습 III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Resources Uploaded Online (무들방에 있는 자료들)

PT 658 목회실습 IV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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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591-593 상담실습 Ⅰ,Ⅱ,Ⅲ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추천교재 김수현.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서울: 마음의숲,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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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_id=3507

추천교재
김인종, 김영철.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서울: 바른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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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부자들.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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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희.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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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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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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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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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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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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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드레셔, 존. 어린이가 꼭 들어야 할 7가지 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추천교재 오은영.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서울: 김영사, 2020.

독서 보고서
제출 서적

(이 중에서 
택 2)



추천교재 토마스, 게리. 고통스런 관계 떠나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추천교재 타란, 랜디. 감정은 패턴이다. 서울: 유노 북스, 2019.

추천교재 피터슨, 조던. 12가지 인생의 법칙. 서울: 메이븐, 2018.

추천교재 에셀, 스테판. 분노하라. 서울: 돌베개, 2011.

추천교재 제닝스, 티머시. 마음-하나님 설계의 비밀. 서울: CUP, 2019.

추천교재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2018.

추천교재 브룩스, 데이빗. 인간의 품격. 서울:부키, 2015.

추천교재 썸머.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 서울: 책과 이음,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