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 온캠퍼스 

HS203   기독교와 문명 최윤정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박윤덕, 강창부, 김대륜, 김덕수, 김종철, 김원중, 남종국 외. 서양사 강좌. 파주: 아카넷, 2016. 
 

추천교재 김동주.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서울: 킹덤북스, 2012. 
 

추천교재 임윤택. 랄프윈터의 기독교 문명 운동사. 고양: 예수전도단, 2013. 
 

추천교재 
Coffin, Judith and Robert Stacey. 새로운 서양문명의 역사 (상,하) (Western Civilizations: Their 

History and Their Culture), 손세호 옮김. 서울: 소나무, 2014. 

 

추천교재 McNeil, William H. 세계의 역사 (World History). 김우영 옮김. 서울: 이산, 2007. 
 

추천교재 
Walker, Williston. 세계기독교회사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강근환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BT118 구약개관 조내연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Kugel, James L. 하버드대 유대인 학자가 쓴 구약성경 개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the Bible : A Guide to Scripture, Then and Now) 김구원, 강신일 역. 서울: CLC, 2011. 

 

필수교재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7. 
 

필수교재 
김구원. “고대근동 문명과 신화 비평.” 개신논집 13. (2013): 43-7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2385456 

 

추천교재 
. Barton, John.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Making the Christian Bible) 

강성윤 역. 서울: 비아, 2021. 

 

추천교재 
Van Pelt, Miles V. ed. 성경신학적 구약개론: 약속된 복음 (A Biblical-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he Gospel Promised) 김희석 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추천교재 김영진 외. 구약성서개론: 한국인을 위한 최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추천교재 김회권, 인문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 서울: 박영사, 2021. 
 

추천교재 왕대일,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추천교재 

김회권.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 (출 20:22-23:33), 성결법전 (레 17-26 장), 그리고 

신명기법전 (신 12-26 장)의 원천: 십계명.” 법학논총 19. (2008): 29-6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142108 

 

BT232 영적 지도력과 멘토링 신선묵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238545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142108


학부 – 온캠퍼스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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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다니, 2014. 

 

필수교재 Clinton, J. Robert. 멘토링 매뉴얼 (The Mentoring Handbook).  이영규 옮김. 서울: 베다니 
 

필수교재 

신선묵. 은혜가 이끄는 변화. 서울: 워십 리더,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94754781 (2021 년 10 월 15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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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Bevere, John. 순종 (Under Cover).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2008. 
 

추천교재 Bevere, John. 관계 (The Bait of Satan), 우수명 옮김. 서울: NCD, 2008. 
 

추천교재 Blackaby, Henry T. 영적 지도력 (Spiritual Leadership), 윤종석 옮김. 서울: 두란노, 2002. 
 

추천교재 
Calhoun, Adele A. 영성훈련 핸드북(Spiritual Disciplines Handbook). 양혜원, 노종문 옮김. 

서울: IVP, 2007. 

 

추천교재 
Clinton, J. Robert.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Unlocking Your Giftefness).  황의정 옮김. 서울: 

베다니, 2005. 

 

추천교재 지도자 평생 개발론 (Leadership). 장남혁, 황의정 옮김. 서울: 하늘기획, 2011. 

 

추천교재 Foster, Richard J. 기도 (Prayer). 송준인 옮김. 서울: 두란노, 1999. 
 

추천교재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추천교재 Guinness, Os. 소명 (The Call), 홍병룡 옮김. 서울: IVP, 2006. 
 

추천교재 Issler, Klause Dieter. 주님과 거닐다 (Wasting Time with God). 양혜원 옮김. 서울:  IVP, 2004. 

 

추천교재 Keller, Timothy. 팀 켈러의 일과 영성 (Every Good Endeavor). 최종훈 옮김. 서울: 두란노, 2013. 

 

추천교재 Mark, Labberton. 제일 소명 (Called). 하보영옮김. 서울: IVP, 2014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94754781


학부 – 온캠퍼스 

추천교재 Packer, James I. 하나님의 인도 (Finding God’s Will). 정옥배 옮김. 서울: IVP, 2006. 
 

추천교재 광야의 은혜(The Desert Experience). 이용복 옮김. 서울: 규장, 2002. 
 

추천교재 Trebesch, Shelly. 고립의 축복 (Isolation). 황의정 옮김. 서울: 베다니, 2008. 
 

추천교재 Willard, Dallas. 하나님의 음성 (Hearing God). 윤종석 옮김. 서울: IVP, 2001. 
 

추천교재 Wilkinson, Bruce H. 포도나무의 비밀 (Secrets of the Vine). 마영례 옮김. 서울: 디모데, 2002. 

 

추천교재 

장경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효과적인 멘토링 리더십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Vol.29, (2013): 218-248 http://www.riss.kr/link?id=A99803657 

 

CC115 
상담자의 필수자질 

김민지 

교재유형 제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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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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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교재 
Cloud, Henry and John Townsend. 크리스쳔을 위한 마음코칭. 전병철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추천교재 Egan, Gerald. 상담의 문제대체적 접근. 제석봉, 유계석, 박은영 역. 서울: 학지사, 1994. 
 

추천교재 Crabb, Larry. 영적 가면을 벗어라 (Inside out). 윤난영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10. 
 

추천교재 Maning, Brennan. 아바의 자녀(Abba’s child). 윤종석옮김. 서올: 복있는 사람, 2012. 
 

추천교재 
Scazzero, Peter.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강소희 옮김. 

서울: 두란노, 2015. 

 

추천교재 Tournier, Paul. 강자와 약자(Strong and weak). 정동섭 옮김. 서울: IVP, 2014. 
 

추천교재 이무석. 30 년만의 휴식.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6. 
 

추천교재 
김규보. “거짓자기, 참자기, 자기부인: 대상관계 이론을 통한 기독교 자기부인 고찰.” 

복음과 상담 22 (2014): 43-79. 

 

http://www.riss.kr/link?id=A99803657


학부 – 온캠퍼스 

http://www.riss.kr/link?id=A100530501 (2020 년 4 월 6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심수명.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성숙한 인격의 고찰.” 성경과 신학. 68 (2013): 83-113. 

http://www.riss.kr/link?id=A99801371 (2020 년 4 월 6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안석. “성숙에 관한 기독교상담학적 연구: 정신분석 및 인본주의 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32 (2012): 397-427. 

http://www.riss.kr/link?id=A60232011 (2020 년 4 월 6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권혜영, 조은숙. 상담자의 원가족 건강성이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돌봄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9 (2018): 71-86. http://www.riss.kr/link?id=A105581158 (2020 년 

4 월 6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김경희. 기독교 상담자의 정체성: 영적 자질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6, no.1 (2018): 

33-64. http://www.riss.kr/link?id=A105362041 (2020 년 4 월 6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이호선. 한국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과 방향.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30, no.2 (2019): 263-296. 

http://www.riss.kr/link?id=A106210654 (2020 년 4 월 6 일 검색) (RISS 로그인 필요). 

 

CC325 자녀 양육과 아동 지도 김현경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Thomas, Gary. 부모학교 (The sacred parenting). 윤종석 옮김. 서울: CUP,  2021. (종이책과 

전자책) 

 

필수교재 윤호열. 김영숙. 부모 학교. 서울: 교육과학사, 2020. 
 

추천교재 정경미. 관계중심으로 이해하는 부모교육. 서울: 양장, 2019. 
 

추천교재 

Wilhoit James C. and John M. Dettoni. 발달주의적 시각으로 본 기독교적 양육 (Nurture that 

is Christi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hristian education). 김도일, 김정훈 옮김. 서울: 

쿰란출판사, 2005. 

 

추천교재 Gordon, Thomas. 부모 역할 훈련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홍한별. 서울: 양철북, 2021. 
 

추천교재 이영숙.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성품 훈계법. 서울: 좋은 나무 성품 학교, 2018. 
 

http://www.riss.kr/link?id=A10053050
http://www.riss.kr/link?id=A99801371%20
http://www.riss.kr/link?id=A6023201
http://www.riss.kr/link?id=A105581158%20
http://www.riss.kr/link?id=A105362041%20
http://www.riss.kr/link?id=A106210654%20


학부 – 온캠퍼스 

추천교재 

백근영.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 걱정과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불안민감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21,6 (2020): 165-200.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48746  (K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송민영.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 부모 교육 연구, 10,1(2018): 139-161.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83033 (KISS 로그인 필요) 

 

추천교재 
장주창.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세대간 신앙계승과의 관계.” 성경과 신학 91 (2019): 299-333.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707169. (KISS 로그인 필요) 
 

LA 167 대학작문 이금희 

교재유형 제목 비고 

필수교재 정희모, 이재성. 글쓰기의 전략. 서울: 들녁, 2009. 전자책 있음 

 

필수교재 http://elibrary.wmu.edu/wp-content/uploads/2021/01/Thesis-Style-Guide-10072020.pdf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48746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83033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707169
http://elibrary.wmu.edu/wp-content/uploads/2021/01/Thesis-Style-Guide-1007202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