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온라인 
 

 

CC340N 위기상담 김현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Wright, N. H. 트라우마 상담. 서울: 두란노, 2010. 
 

필수교재 Yancey, Phillip.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영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종이책과 e-book) 

 

LA173N 커뮤니케이션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오미영, 정인숙.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필수교재 나은영.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2010. 
 

BS345N 요한복음 남종성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필수교재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eBook) 
http://ksiebook.kstudy.com/ebook/ebook_view.asp?b_code=01001881 (2021 
년 

11 월 9 일 검색) 

 

BT118N 구약개관 정석규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Lassor, William Sanford,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 Buch. 
구약개관 (Old Testament Survey). 박철현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Lassor. William Sanford,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 
Buch, Old Testament 

Surve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ress, 1982.) 

 

 

필수교재 

Anderson, Bernhard W. 구약성서 이해(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3rd ed).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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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siebook.kstudy.com/ebook/ebook_view.asp?b_code=01001881
https://book.naver.com/bookdb/price.nhn?bid=6076398&ebook_price


학부 온라인 
 

 

CC115N                                       상담자의 필수자질 김민지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 Crabb, Larry. 인간이해와 상담.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1. 

 

필수교재 
 

· Collins, Gary R.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CC215N 가정사역 정은주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Hunter, Ron Jr. 가정사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Recalibrate). 박광영 옮김. D6 . 

코리아 교육연구, 2021. 

 

필수교재 Thompson, Bruce & Barbara. 내마음의 벽(Walls of My Heart). 정소영 옮김. 

예수전도단, 2011. 

 

 

 

필수교재 

고일한. “가족생활주기이론으로 본 목회자의 탈진 예방”. 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
9& 
control_no=99e58cc042fddd99ffe0bdc3ef48d419&keyword=%EA%B0%80%EC
% A1%B1%EC%83%9D%ED%99%9C%EC%A3%BC%EA%B8%B0 (2021 년 11 
월 4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필수교재 

이대준. “목회 지도력으로서의 크리스천 코칭 연구”. 박사논문. 한신대학교, 2007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
9& 
control_no=6fbf530618ca9890ffe0bdc3ef48d419&keyword=%ED%81%AC%EB
% A6%AC%EC%8A%A4%EC%B2%9C%EC%BD%94%EC%B9%AD (2021 년 11 
월 4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SW412N                                       다문화 사회복지론 이희우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Sue, Derald W.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이은주 옮김, 서울: 학지사, 2010. 

 

HS203N 기독교와 문명 김윤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


학부 온라인 
 

 

필수교재 Walker, Williston. 세계 기독교회사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강근환, 

민경배, 박대인, 이영헌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필수교재 

이국헌. 교회사 콘서트.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3. 
http://ebook.kstudy.com/search/book_detail.asp?b_code=13000117#02 (2021 
년 

11 월 8 일 검색) 

독서교재 

LA181N 과학입문 정명호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1. 6 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7. 

 

필수교재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2. 6 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7. 

 

필수교재 McGrath, Alister E. 과학신학 (The Science of God). 박세혁 옮김. 서울: 한국 

IVP, 2011. 

 

 

필수교재 
Kennedy, Donald and Colin Norman. “What Don't We Know?” Science Vol. 

309, 

Issue 5731 (01 Jul 2005): 75.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09/5731.toc (2021 년 11 월 15 일 

검색) 

 

 

 

 

 

 

TH106N 기독교 윤리 김종화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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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203N 신학입문 윤형철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강의노트  

필수교재 

Horton, David(ed). 한권으로 배우는 신학교: 크리스천이 꼭 알아야 할 신학 

입문 (The Portable 

Seminary: A Master’s Level Overview in One Volume). 전의우 옮김. 서울: 

규장, 2012. 

 

필수교재 

Migliore, Daniel 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신옥수·백충현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필수교재 루이스 벌코프. 벌코프 조직신학. 서울: CH 북스, 2017.  

http://ebook.kstudy.com/search/book_detail.asp?b_code=13000117&02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09/5731.toc


학부 온라인 
 

http://ebook.wmu.edu/elibrary-

front/content/contentView.ink?bestCttsDvsnCode=&rcmnCttsDvsnCode

=&lbryCode=21092&cttsDvsn 

Code=001&brcd=4808944785030&ctgrId=3507&sntnAuthCode=200004

4401&redirect=main&srvcChn 

lDvsnCodeName=PC (2021 년 11 월 11 일 검색) 

TH204N 기독교 사상사 송인서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채승희, 한 권에 담은 세계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필수교재 김상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기독교의 역사, 서울:평단문화사, 2007.  

SW411 지역사회 복지론 정지웅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파주: 학지사, 2016.  

필수교재 
박현식, 김준경, 구재관, 박지현, 정지웅, 이옥진.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파주: 양서원, 2021. 
 

필수교재 
원석조. 미국 사회복지의 역사: 빈민법에서 오바마케어까지 (A History of 

Social Work in America: From Poverty Law to Obamacare). 고양: 공동체, 
 

필수교재 

박순우.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행정구조 특성." 지역복지정책, (2016): 1-

10. http://www.riss.kr/link?id=A102928304 (2021 년 11 월 10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필수교재 

도승자. "신앙기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미국연방자금 지원의 

사회통합 정책적 함의." 국제사회복지학, (2014): 41-65. 

http://www.riss.kr/link?id=A103220481 

 

필수교재 

한미경. "미국의 최신 혁신적인 지역사회복지 접근방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453-465. 

http://www.riss.kr/link?id=A102165098 (2021 년 11 월 10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