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캠퍼스
BT117 신약개관 남종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남종성. 신약개론 강의안 (월드미션대학교, 2021 가을)

필수교재 최명덕. 최명덕 교수가 새롭게 들려주는 유대인 이야기. 서울: 두란노, 1997.(이 책은 절판이 되어 PDF 파일로 
필요한 부분만 제공할 예정임)

CC215  가정 사역 김현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추부길. Family Ministry. 서울: 한국 가족연구소, 2005.

필수교재 김사라형선. 가정 사역 길라잡이.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9.

필수교재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 2010.

필수교재 ①  Keller, Tim.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 최종훈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2014. (e-
book & 종이책) 

필수교재 ②  Gary Thomas, 부모학교 (Sacred Parenting).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CUP(씨유피), 2021(e-book & 종이책). 

필수교재 ③  Crabb, Larry. 결혼 건축가 ( The Marriage Builder).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0

LA169 정보와 리서치 김서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탁석산.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서울: 책세상, 2001. 

필수교재 원만희, 이창후, 김상현, 박정하, 박상태, 김종규, 한기호. 비판적 사고 학술적 글쓰기.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필수교재 강의안 (무들에 있음)

LA101 철학 개론 이근철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박해용과 심옥숙. 청소년을 위한 친절한 서양 철학사. 서울: 문예춘추사, 2017 [전자책 2021].

MD413 합창 지휘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Sharp, Timothy W. Precision Conducting  Roger Dean 2003

MH343 음악사 개론 윤임상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민은기, 서양음악사(피타고라스 부터 재즈 까지) 음악세계 : Grout and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TH204 기독교 사상사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이형기 외 5인. 기독교사상사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필수교재 이은재 외 8인. 기독교사상사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CC331  다문화 상담 김민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Sue, Derald Wing, and David Sue.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11.                 

LA 232 건강과 과학 채성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Dale B. Hahn, Wayne A. Patne, Ellen B. Lucas. 현대인을 위한 신개념 생활과 건강. 11th ed(.Focus on health. 
11th ed). 한정순, 권지윤, 김교헌, 김소윤, 손정원, 신성만, 신윤아, 장태수 편역. 서울: 정담미디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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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는 
무들에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