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년 1 학기 과목별 교재 및 서평도서 목록 

학 부 (전체 캠퍼스,  그린색 과목 제외 ) 
  

Unit code 과   목 / 담당교수 제   목 저   자 번역자 출판사 년도 가격 

(inc. D) 

M7240Y 세계종교 기독교 관점들/ 

       안승오 교수 

(교재) 성장하는 이슬람 약화되는 기독교 안승오 
 

CLC 2014  

 (서평)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이원규 
 

KMC 2012  

B7260Y 바울문헌 /김세현 교수 (교재) 바울서신 연구: 사도바울의 생애와 

사상 

스탠리 E. 포터  임재승.. 새물결플러스 2019  

 

(서평) 바울서신 찰스 B. 쿠사 임진수 
기독교서회 

2018 

 

A7112Y 히브리어 / 심형권 교수 (교재)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마크 D. 푸타토 
 CLC 2013  

T7105Y 기독교 교리입문/ 이상진 교수 (교재) 조직신학개론 밀라드 J. 에릭슨 황규일.. CLC 2013  

 (서평) 기독교조직신학개론 다니엘 L.밀리오리 신옥수 새물결플러스 2013  

P7291Y 이민교회교육지도자론/  

       박종수교수 

(서평) 마지널리티 이정용 
 

포이에마 2014  

B7150Y 신약개론/ 김세현 교수 복음서와 사도행전 데이빗 웬함..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하워드 마샬..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D.A. 칼슨/ 더글라스 무 안세광 IVP 2015  

H7100Y 교회사입문 /김진흥교수 

 

(교재) 터닝 포인트 마크 놀 이석우.. CUP 2007  

 (서평)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마크 놀… 이재근 CLC 2012  

T7171 교부학 입문 /김진흥교수 (교재) 교부학 드롭너 하성수 분도출판사 2011  

택 1 
(서평)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과 

신앙편람 

아우구스티누스  두란노아카데미 2011  

https://search.kyobobook.co.kr/search?keyword=%EC%9E%84%EC%9E%AC%EC%8A%B9&chrc=%EC%9E%84%EC%9E%AC%EC%8A%B9


 (서평) 아구구스티누스의 예정론 아우구스티누스 박일민 야웨의 말씀 2010 
 

E7100Y 기독교 윤리학 /이상진 교수 (교재) 기독교윤리학 노르만 L. 가이슬러 위거찬 CLC 1999  

택 1 (서평) 희망의 윤리 J 몰트만  대한기독교서회 2017  

 
(서평)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스탠리 그랜츠 신원하 IVP 2001  

 
(서평) 기독교윤리학개론 H.H. 바네트 최봉기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A7100 비평적 사고와 학문적글쓰기 / 

       김진흥교수 

(교재)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김기홍 
 

시대의창 2012 

 

택 1 (서평) 개혁주의 서론: 종교개혁 5 대 솔라 제임스 보이스 김수미 부흥과개혁사 2010 
 

 (서평) 네덜란드 신앙고백 해설 얀 판 브뤼헌 김진흥 성약 2021  

P7221Y 변혁적 갈등/ 인용태 교수 (교재) 강의안      

T7219Y 창조와 완성/ 유재인 교수 (교재) 강의안      

 
(서평) 우주와 창조자:창조신학 입문 데이비스 퍼거슨 전성용 도서출판 세복 2009 

 

T 7214Y 삼위일체/ 유재인 교수 
(교재) 강의안     

 

 
(서평) 삼위일체 로저올스 이세형 대한기독교서회     2012 

 

S7102Y 기독교 영성신학/인용태 교수 영성신학 사이몬 찬  IVP 2002 
 

B7294Y 종교개혁학술탐사 / 

        김진흥 교수 (교재)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박경수 
 

대한기독교서회 2013 

 

B7150Y 신약개론/ 천용석 교수 

(브리즈번) 

신약개론 데이비드 A. 드실바 김세현 .. CLC 2013  

H7100Y 교회사 입문/ 김 혁 교수 
교회사의 숲: 주제로 본 교회사 

이야기 

배덕만  대장간 2015  

 
 
 
 
 

      



온라인 

M7240Y 세계종교 기독교 

관점들/       안승오 교수 

(교재) 성장하는 이슬람 약화되는 기독교 안승오  CLC 2014  

(서평)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이원규  KMC 2012  

B7260Y 바울문헌 /김세현 교수 (교재) 바울서신 연구: 사도바울의 생애와 사상 스탠리 E. 포터  임재승.. 새물결플러스 2019  

 (서평) 바울서신 찰스 B. 쿠사 임진수 기독교서회 2018  

A7112Y 히브리어 / 심형권 교수 (교재)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마크 D. 푸타토  CLC 2013  

T7105Y 기독교 교리입문/ 

이상진 교수 

(교재) 조직신학개론 밀라드 J. 에릭슨 황규일.. CLC 2013  

 (서평)기독교조직신학개론 다니엘 L.밀리오리 신옥수 새물결플러스 2013  

P7291Y 이민교회교육지도자론/        

       박종수교수 (서평) 마지널리티 이정용  포이에마 2014  

B7150Y 신약개론/ 김세현 교수 복음서와 사도행전 데이빗 웬함..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하워드 마샬..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D.A. 칼슨/ 

더글라스 무 

안세광 IVP 2015  

H7100Y 교회사입문 /김진흥교수 (교재) 터닝 포인트 마크 놀 이석우.. CUP 2007  

 (서평)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마크 놀… 이재근 CLC 2012  

T7171 교부학 입문 /김진흥교수 (교재)교부학 드롭너 하성수 분도출판사 2011  

택 1 (서평)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과 신앙편람 아우구스티누스  두란노아카데미 2011  



 (서평) 아구구스티누스의 예정론 아우구스티누스 박일민 야웨의 말씀 2010  

E7100Y 기독교 윤리학 /     

          이상진 교수 

(교재) 기독교윤리학 노르만 L. 가이슬러 위거찬 CLC 1999  

택 1 (서평) 희망의 윤리 J 몰트만  대한기독교서회 2017  

 (서평)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스탠리 그랜츠 신원하 IVP 2001  

 (서평) 기독교윤리학개론 H.H. 바네트 최봉기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A7100Y 비평적사고와 학문적글쓰기 /          

         김진흥교수 

      

 
(교재)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김기홍  시대의창 2012   

택 1 (서평) 개혁주의 서론: 종교개혁 5 대 솔라 제임스 보이스 김수미 부흥과개혁사 2010  

 
(서평) 네덜란드 신앙고백 해설 얀 판 브뤼헌 김진흥 성약 2021  

P7221Y 변혁적 갈등/ 인용태 교수 (교재) 강의안      

T7219Y 창조와 완성/ 유재인 교수 (교재) 강의안      

 
(서평) 우주와 창조자:창조신학 입문 데이비스 퍼거슨 전성용 도서출판 세복 2009  

T 7214Y 삼위일체/ 유재인 교수 (교재) 강의안     

 

 
(서평) 삼위일체 로저올스 이세형 대한기독교서회     2012 

 

S7102Y 기독교 영성신학/ 

         인용태 교수 영성신학 사이몬 찬 
 

IVP 2002 

 

B7294Y 종교개혁학술탐사 / 

        김진흥 교수 (교재)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 박경수 
 

대한기독교서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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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All campus 

Unit code 과   목 / 담당교수 

 

제   목 저   자 번역자 출판사 년도 가격 
(inc. D) 

M9240Y 세계종교 기독교 관점들/ 

       안승오 교수 

(교재) 성장하는 이슬람 약화되는 기독교 안승오  CLC 2014  

 (서평)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이원규  KMC 2012  

A8112Y 히브리어 / 심형권 교수 (교재)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마크 D. 푸타토  CLC 2013  

T8105Y 기독교 교리입문/  

          이상진 교수 

(교재) 조직신학개론 밀라드 J. 에릭슨 황규일.. CLC 2013  

 (서평)기독교조직신학개론 다니엘 L.밀리오리 신옥수 새물결플러스 2013  

P7291Y 이민교회교육지도자론/  

           박종수교수 

(서평) 마지널리티 이정용  포이에마 2014  

B9241Y 묵시문헌/ 심형권 교수 종말론 강해: 다니엘 계시록 주해 한정건  CLC 2006  

T9292Y 기독론 세미나/        

          유재인교수 

(교재) 강의안      

 (서평)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데이비드 웰스 이승구 부흥과 개혁사 2015  

B8150Y 신약개론/ 김세현 교수 복음서와 사도행전 데이빗 웬함..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하워드 마샬..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신약개론 데이비스 A. 드실바 김경식 .. CLC 2013  

P9221Y 변혁적 갈등/   인용태 교수 (교재) 강의안      

H8100Y 교회사 입문/ 김진흥 교수 (교재) 터닝 포인트 마크 놀 이석우.. CUP 2007  

 (서평)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마크 놀… 이재근 CLC 2012  

T8171 교부학 입문 /김진흥교수 (교재)교부학 드롭너 하성수 분도출판사 2011  

 (서평)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과 신앙편람 아우구스티누스  두란노아카데미 2011  

택 1 (서평) 아구구스티누스의 예정론 아우구스티누스 박일민 야웨의 말씀 2010 
 

 



 

E8100Y 기독교 윤리학 /  

            이상진 교수 

(교재) 기독교윤리학 노르만 L. 가이슬러 위거찬 CLC 1999  

택 1 (서평) 희망의 윤리 J 몰트만  대한기독교서회 2017  

 (서평)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스탠리 그랜츠 신원하 IVP 2001  

 (서평) 기독교윤리학개론 H.H. 바네트 최봉기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B9203Y 성경해석학/ 김세현 교수 (교재) 강의안      

         성경해석학 총론 윌리엄 클라인.. 류호영 생명의말씀사 1997  

 (서평)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케빈 밴후저 김재영 IVP 2003  

A8100 비평적 사고와 학문적글쓰기 / 

            김진흥교수 (교재)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김기홍 
 

시대의창 2012 

 

택 1 (서평) 개혁주의 서론: 종교개혁 5 대 솔라 제임스 보이스 김수미 부흥과개혁사 2010 
 

 (서평) 네덜란드 신앙고백 해설 얀 판 브뤼헌 김진흥 성약 2021 
 

T9213Y 삼위일체론/유재인 교수 (교재) 강의안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스티븐 홈즈..     임원주 부흥과 개혁사 2014 
 

S8102Y 영성신학개론/  

        인용태 교수 영성신학 사이몬 찬 
 

IVP 2002 

 

X9293Y       

X9296Y/  X9297/  X9298       

 

 



온라인  

M9240Y 세계종교 기독교 

관점들/안승오 교수 

(교재) 성장하는 이슬람 약화되는 기독교 안승오  CLC 2014  

 (서평)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이원규  KMC 2012  

A8112Y 히브리어 / 심형권 교수 (교재)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 마크 D. 푸타토  CLC 2013  

T8105Y 기독교 교리입문/  

          이상진 교수 

(교재) 조직신학개론 밀라드 J. 에릭슨 황규일.. CLC 2013  

 (서평)기독교조직신학개론 다니엘 L.밀리오리 신옥수 새물결플러스 2013  

P7291Y 이민교회교육지도자론/ 

           박종수교수  

(서평) 마지널리티 이정용  포이에마 2014  

B9241Y 묵시문헌/ 심형권 교수 종말론 강해: 다니엘 계시록 주해 한정건  CLC 2006  

          T9292Y 기독론 세미나/          

          유재인교수   

(교재) 강의안      

 (서평)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데이비드 웰스 이승구 부흥과 개혁사 2015  

B8150Y 신약개론/ 김세현 교수 복음서와 사도행전 데이빗 웬함..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하워드 마샬..  박대영 성서유니온 2007  

 신약개론 데이비스 A. 드실바 김경식 .. CLC 2013  

P9221Y 변혁적 갈등/   인용태 교수 (교재) 강의안      

H8100Y 교회사 입문/ 김진흥 교수 (교재) 터닝 포인트 마크 놀 이석우.. CUP 2007  

 (서평)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마크 놀… 이재근 CLC 2012  

T8171 교부학 입문     

          /김진흥교수 

(교재)교부학 드롭너 하성수 분도출판사 2011  

 (서평)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과 

신앙편람 

아우구스티누스  두란노아카데미 2011  

택 1 (서평) 아구구스티누스의 예정론 아우구스티누스 박일민 야웨의 말씀 2010  

E8100Y 기독교 윤리학 /  

이상진 교수 

(교재) 기독교윤리학 노르만 L. 가이슬러 위거찬 CLC 1999  

             (서평) 희망의 윤리 J 몰트만  대한기독교서회 2017  

택 1 (서평)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스탠리 그랜츠 신원하 IVP 2001  



 

 

 

 

 

 

 

 (서평) 기독교윤리학개론 H.H. 바네트 최봉기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B9203Y 성경해석학/ 김세현 교수 (교재) 강의안      

         성경해석학 총론 윌리엄 클라인.. 류호영 생명의말씀사 1997  

 (서평)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케빈 밴후저 김재영 IVP 2003  

       

  A8100 비평적 사고와 

학문적글쓰기 /     김진흥교수 

(교재)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김기홍  시대의창 2012  

택 1 (서평) 개혁주의 서론: 종교개혁 5 대 솔라 제임스 보이스 김수미 부흥과개혁사 2010  

 (서평) 네덜란드 신앙고백 해설 얀 판 브뤼헌 김진흥 성약 2021  

T9213Y 삼위일체론/유재인 교수 (교재) 강의안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스티븐 홈즈..     임원주 부흥과 개혁사 2014  

S8102Y 영성신학개론/ 인용태 교수 (교재) 강의안      

         영성신학 사이몬 찬  IVP 2002  

X9293Y       

X9296Y/  X9297/  X9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