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 온라인 
 

 

ST503 조직신학 2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Kugel, James L. 하버드대 유대인 학자가 쓴 구약성경 개론: 성경을 어떻게 읽을 

임성진. 조직신학 강의안. LA: 월드미션대학교, 2009. ide to Scripture, Then and 

Now) 김구원, 강신일 역. 서울: CLC, 2011. 

 

필수교재 
Erickson, Millard J. 조직신학 개론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나용화, 

황규일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필수교재 하나님 나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29-63. 
 

BT502 신약개론 남종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Foster, Richard. 영적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e). 권달천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필수교재 
차정식. 바울신학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전자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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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교재 

필수교재 정재철. 문화연구의 핵심 개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전자책 있음 

 

WS505 현대 예배학 가진수 

교재유형 제목 비고 



대학원 – 온라인 
 

 

 

필수교재 
Webber, Robert E. 예배의 고대와 미래(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가진수 옮김. 인천: 워십리더, 2019. 

 

필수교재 가진수. 성경적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인천: 워십리더, 2021. 

 

필수교재 가진수. 예배, 패러다임 시프트. 인천: 워십리더, 2019 
 

필수교재 가진수. 예배 성경(구약). 인천: 워십리더, 2020. 
 

필수교재 가진수. 예배 성경(신약). 인천: 워십리더, 2020. 
 

CC513 기독교상담의 원리와 실제 송경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Clinton, Tim, and Ron Hokins. 기독교상담사전(The Popular Encyclopedia of 

Christian Counseling). 장보철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필수교재 
McMinn, Mark, and Timothy Phillips. 영혼돌봄의 상담학(Care for the Soul).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CC554 비애와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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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 2. 서울: 음악세계, 2014. 

 

PT542 영성과 훈련 신선묵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Anderson, Keith. 영적 멘토링 (Spiritual Mentoring), 김종호 옮김. 서울: IVP, 2001 

 

필수교재 
Calhoun, Adele A. 영성훈련 핸드북(Spiritual Disciplines Handbook). Downers 

Grove: IVP, 2005 

 



대학원 – 온라인 
 

 

BL501 헬라어 남종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Machen, J. Gresham. 신약헬라어 (개정판)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Second Edition ). 김근수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필수교재 김병국. 외우기 쉬운 헬라어 전치사. 서울: 도서출판바울, 2005 독서교재 

 

필수교재 

Ramey, Williams. NT Greek in Session. (온라인 자료). 헬라어 알파벳 쓰기와 

발음을 오디오로 들려준다. 또한 헬라어 기본 문법도 잘 설명해 준다. 다음 

사이트에 있다. 

http://www.inthebeginning.org/ntgreek/phonics/alphainstruction.htm 

 

ST510 신앙과 이성 윤형철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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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재 

Kuyper, Abraham. 칼빈주의 강연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옮김. 서울: 

CH 북스, 2017. 전자책 있음 

 

ST509 현대 윤리 이슈들 김종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차정식. 예수, 한국 사회에 답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CC569 고급 성격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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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nthebeginning.org/ntgreek/phonics/alphainstruction.htm


대학원 – 온라인 
 

 

필수교재 
Schwartz, Richard. 내면 가족 체계 치료(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김춘경 

옮김. 서울: 학지사, 2021. 

 

WS513 예전과 예배의 역사 
레스터 

루스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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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재 
가진수. 현대예배와 미래예배. 인천: 워십리더, 2021.(12 월 발간 예정, 출간시 

고지함) 

 

필수교재 

Webber, Robert. 예배의 고대와 미래(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가진수 옮김. 인천: 워십리더, 2019. 전자책 있음 

 

 

SW540 복지선교적 교회 이준우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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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재 이준우.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 들여다보고 내다보기. 서울: 밀알, 2019. 
 

필수교재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엮음. 박종삼 교수와 함께 펴낸 마을목회와 

지역사회복지. 서울: 

동연, 2019. 

 

PT 604-606 사역 계획 임성진 

교재유형 제목 비고 

추천교재 임성진. 졸업논문 강의안. LA: 월드미션대학교, 2013 
 

추천교재 Resources Uploaded Online (무들방에 있는 자료들) 
 

PT657 목회실습 III, IV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Resources Uploaded Online (무들방에 있는 자료들) 

 

PT 658 목회실습 IV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대학원 – 온라인 
 

 
필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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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재 

CC 59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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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김인종, 김영철.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서울: 바른 북스, 2019.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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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박세희.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흔, 2018. 

 

 
추천교재 양창삼. 상담에 이르는 열가지 길. 서울: 이담북스, 2009. 교보 전자책 있음 

 



대학원 – 온라인 
 

 
추천교재 

유은정.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서울: 규장, 2018.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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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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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Van Der Kolk, Bessel.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서울: 을유문화사, 

2016.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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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중 하나) 교보 전자책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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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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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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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오은영.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서울: 김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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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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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피터슨, 조던. 12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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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