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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ological English Student Workbook: 

Reading 
Cheri L Pierson  Piquant Editions  

 연구논문 강상조 박재현 외 1 명 21 세기교육사  

 Basic Bible Studies in Everyday English Shaver Charles Beacon Hill Press  

 English Grammar in Use Murphy Raymond 
Cambridge 

University 
 

 기독론 조영업 CCL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슽내리 그렌츠 지음 신원하 역 Ivp  

 존 웨슬리의 신학 이세형 역 KMC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이원규 역 밀러 도날드 KMC  

 
한국 교회의 위기와 희망 –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이원규 KMC  

 주린자는 복이 있나니 피터 J 레이하르트 SFC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레슬리 뉴비긴 저 김기현 역 SFC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권수경 역 
SFC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승구 SFC  

 이장식 박사의 동서양을 아우른 세계 교회사 이야기 이장식 VeritasPress  

 시편(상) 피터 크레이그 WBC 주석번역위원회  

 비판적사고 정병훈 경상대학교  

 후기 정초주의와 기독교신학 오승성 고려글방  

 논문작성법 한국교육학회 교학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장영일 국민일보사  

 가정교회 – 침투적 교회 개척론 짐존 볼프강 국제제자훈련원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 가지 이유 박영재 규장  

 설교자가 꼭 명심할 9 가지 설득의 법칙 박영재 규장  

 교의신학 4: 기독론 하문호 그리심  

 교회와 함께 읽는 신명기 이희성 그리심  

 연구주제부터 포맷까지 라은성 그리심  

 신명기 윤석희 기독교개혁신문사  

 복음주의 목회학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기독교문서선교회  

 조직 신학 개론 에릭슨 밀라드 기독교문서선교회  

 개혁주의 종말론 후크마 안토니 기독교문서선교회  

 개혁주의 윤리학 다우마 기독교문서선교회  

 교회 개척학 민장배 기독교문서선교회  

 신학방법론 뮐러 J. J 기독교문서선교회  

 구약의신학적해석 밴후저케빈 기독교문서선교회  

 구약성서신학 라우트리지로비 기독교문서선교회  

 신약의 신학적해석 밴후저케빈 기독교문서선교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창진 역 김영사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의 모색 백충현 나눔  

 
12 큰 교회의 성장 비결 – 120 만 성도를 이끄는 

열다섯 목사 
이근미 노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손현보 누가  

 통계분석의이해및활용 김렬 성도경외 2 명 대명  

 한국교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박하규 대장간  

 종말론 한국조직신학회 대한기독교서회  

 관계신학: 관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인간 세계 이해 김영선 대한기독교서회  

 칼뱅의 인간 이오갑 대한기독교서회  

 21 세기를 움직이는 신학포인트 김성원 대한기독교서회  

 신론 한국조직신학회  대한기독교서회  

 사랑의 신학 김화영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신앙 공동체윤리학 : 미래의 교회를 위한 박충구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론 한국조직신학회 편 대한기독교서회  

 조직신학 4 김광식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론 이종성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 종교 사회학적 관점 이원규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와 현대 사회: 우리시대의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 
장춘식 외 대한기독교서회  

 윤리학 디트리히 본회퍼 선집 7 
본회 지음 손규태 이신건 

오성현 역 
대한기독교서회  

 삼위일체론의 역사 역사신학연구회 대한기독교서회  

 삼위일체와 사회 레오나르도 보프 대한기독교서회  

 왕대일 교수의 신명기 강해 왕대일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Raymond Abba 대한기독교서회  

 새로운신약성서개론 악트마이어폴 대한기독교서회  

 구약성서개론 박대선 김찬국 김정준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윤리학 개론 고범서외 7 인 대한기독교출판사  

 철학이야기 듀랜트 윌 동서문화사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박영식 동연  

 빈탕한데 맞혀놀이 이정배 동연  

 신앙 성서 교회를 위한 기독교신학 허호익 동연  

 
예수 그리스도 1: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바로보기 
허호익 동연  

 
예수 그리스도 2: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바로보기 
허호익 동연  

 미션 파서블 이재환 저 두란노  

 강해설교는 이렇게 데니스 레인 두란노  

 교회 개척 목회와신학편집부 두란노아카데미  

 교회 개척 전략 김송식 로고스  

 성경의 사회학 윤원근 말씀과 만남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이한우 엮 문예  

 성경연구 누구나 할 수 있다 라헤이 팀 미션월드  

 지식을 경영하는 전략적 책읽기 레빈 스티브 밀리언하우스  

 초대 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쉔크 데이십 슈트츠만 얼빈 베다니  

 교회 개척자 대린 패트릭 복있는사람  

 개혁주의 구원론 앤서니 후쿠마 이용중 엮 부흥과 개혁사  

 개혁주의기독교세계관 호튼 마이클 부흥과개혁사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새세대 교회 윤리 연구소 편 북코리아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 윤리연구소 편 북코리아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새세대 교회 윤리연구소 편 북코리아  



 교회란 무엇인가? 한스 큉 이홍근 역 분도출판사  

 세계 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츤 분도출판사  

 시편의 신학 요아킴크라우스 한스 비블리아카데미아  

 성 윤리학 – 우리 시대의 신학 총서 4 그렌즈 스탠리 살림  

 
신학과 사회구조: 지식 사회학의 관점에서본 기독교 

신학 
길 로신 살림  

 삼위일체론 유해무 살림  

 생명 윤리학 다원주의 문화와 기독교 접근법 스큿래 저 살림  

 프란시스쉐퍼의 기독교세계관과 윤리 이상원 살림  

 친교로서의 존재 이세형/정애성 역 삼원서원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전면개정판) 다니엘 밀리오리 새물결플러스  

 모형론 고펠트 최종태 역 새순  

 사도행전식 교회개척 엘머 타운스 & 더글라스 포터 생명의 말씀사  

 세상에 없는 것 이찬수 생명의 말씀사  

 성경해석학 총론 클라인 윌리엄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와 사회 문제 카이퍼 아브라함 생명의 말씀사  

 교회사를 빛낸 거인들 제프리 행크스 생명의말슴사  

 함께 읽는 세계교회사 1 (고대 교회사 중세교회사) 전수홍 생활성서사  

 함께 읽는 세계교회사 2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전수홍 생활성서사  

 비판적사고: 실용적입문 톰슨 앤 서광사  

 비판적사고와 논리 한상기 서광사  

 재생산하는 교회 - 21 세기 교회 개척을 위한 지침서 김종환 서로사랑  

 교회개척 컨설팅 이상대 서로사랑  

 피터 왜그너의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피터 왜그너 서로사랑  

 윌로우크릭 구도자 예배 G A 프리챠드 서로사랑  

 논문작성법 임인재 김신영 서울대학교  

 논문작성을 위한 스터디독서 정병기 서울대학교  

 비판적사고 이좌용,홍지호 성균관대학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피 고든 & 스투어트 더글라스 성서 유니온  

 성경 해석 스코트 듀발 성서 유니온  

 목회학 – 목회의 이론과 실제 엔더슨 로버트 소망  

 원함과 행함 엘룰 자끄 솔로몬  

 중세 교회사 심창섭 채천석 솔로몬  

 모세의 고별 설교 - 신명기의 구조와 신학 연구 성기문 솔로몬  

 축복의 디자인 - 신명기 강해집 김서택 솔로몬  

 대형 교회 시대의 작은 교회 존스톤 존 외 수직과 수평  

 신명기 김윤희 순  

 창의적 독서서평초록의 길잡이 이천효 시그마프레스  

 논문작성 이렇게 해라 김기홍 시대의창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 이세형 신앙과 지성사  

 교의학 이신건 역 신학과 지성사  

 기독교세계관으로살아가기. 기독교세계관 7 그린 알버트 E# 씨유피  

 비판적사고 박은진 김희정 아카넷  

 기독교세계관 퀸 데이비드 엔시디  

 예수 믿음을 지키라 – 구원론 그리스도론 황삼석 엘맨  

 논문작성법 김태수 연세대학교출판부  

 논문작성법 제 5 판 김태수 연세대학교출판부  



 소크라테스에서포스트모더니즘까지 스텀프 새뮤얼 이녹 열린책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Tomas Leishman 정장복 역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하나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James White 김운용 역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예배학 사전 정장복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그것은 이것입니다 정장복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권위 없는 자처럼 Fred B Craddock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한국교회 설교학 개론 정장복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예배학 개론(수정증보판) 정장복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성공적인 설교자를 위한 길잡이 J Daniel Baumann 정장복 역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문화의 벽을 넘어 현지인과 친구되기 엘머 드웨인 윤서연 역 예수전도단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세우기 정재영 조성돈 예영  

 시민사회속의 기독교회 조성돈 정재영 예영  

 공공신학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역음 예영  

 현대 기독교 윤리학의 동향 임성빈외 6 인 예영  

 하나님의 교회 개척 배가 운동 게리슨 데이비드 요단  

 개혁자들의 신학: 주요 종교개혁자 4 인의 삶과 사상 티모디 조지 요단  

 당신의 목회를 그린오션으로 가게하라 석정문 요단  

 상상이 담긴 설교 Wiersbe Warren 이장우 역 요단  

 이미지에 담긴 설교 Wiersbe Warren 이장우 역 요단  

 사랑언어 그림언어 Samlley Gary and John Trent 요단  

 웨인 그루젬의 조직 신학 상: 신론 인간론 성경론 그루뎀 웨인 은성  

 웨인 그루젬의 조직 신학 중: 성령론 구원론 기독론 그루뎀 웨인 은성  

 웨인 그루젬의 조직 신학 하: 교회론 종말론 그루뎀 웨인 은성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덴 킴볼 이레서원  

 고귀한 시간 낭비-예배 마르바 던 김병국 역 이레서원  

 Hugh 의 한국말로 영어하기 박웅걸 이비톡  

 교회의 비젼: 새천년기의 도전과 희망 콘라트 라이저 지음 김철영 역 장로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8 19 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 연구: 역사적 배경과 

영향 
이주형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야기 예술 기독교교육 양금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수님의 제자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제자도의 모색 
김희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계 윤철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성령-그 다양한 얼굴 현요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예배의 신학 정장복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운용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종교교회사: 1900~2004 년 최이우 이덕주 공저 종교교회  

 에세이작성원리와연습 구자길, 장남숙 종합출판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Leonard Sweet 김영래 역 좋은 씨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Leonard Sweet  김영래 역 좋은 씨앗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피터슨  유진 좋은씨앗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 쇼그랜 밥 스턴즈빌 좋은씨앗  

 인류학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 공역 죠이선교회 출판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형상 클라인 M G 서흥종 역 줄과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한국 전문인 선교협의회 편 창조  

 기독론 서철원 총신대학교출판부  

 시편주석 3 김정우 총신대학교출판부  

 시편주석 1 김정우 총신대학교출판부  

 시편주석 2 김정우 총신대학교출판부  

 개혁주의 설교학 정성구 총신대학출판부  

 세계 교회사 여행 1 (고대 중세편) 장 콩비 카톨릭출판사  

 세계 교회사 여행 2(근대 현대편) 장 콩비 카톨릭출판사  

 하나님-세계의 미래 피터스 테드 컨콜디아사  

 종말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오갑 쿰란  

 생명문화와 해석학 정기철 쿰란  

 이야기 설교학 이연길 쿰란  

 문법적 역사적  성경신학적관점에서본신약주석 송영목 쿰란  

 신약 성경 해석 방법론 피 고든 크리스챤 출판사  

 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푸타토 마크 & 하우드 데이빗 크리스챤 출판사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그렌츠 스탠리 크리스챤다이제스트  

 개역 교의학 개요 바빙크 헤르만 크리스챤다이제스트  

 구약 주석 방법론 –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한 지침서 스튜어트 더글라스 크리스챤다이제스트  

 신약의 구약사용 카이저  W 성기문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선지서신학 메릴 유진 H 로버트 B 치숌 크리스챤출판사  

 목회 사회학 – 현대사회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조성돈 토라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유성준 평단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답하다 김일우 옮김 포이에마  

 제 2 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폴 콜리어 외 공저 플래닛 미디어  

 이야기식 설교 구성 Eugene L Lowry 이연길 역 한국 장로교출판사  

 신사도적 셀교회 로렌스 콩 저 최봉실 역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히브리성서개론 콜린스존 한국기독교연구소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그렌츠 스탠리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성경으로 본 세상 니 위치만 한국복음서원 번역부 역 

 칼 호이시의 세계 교회사 칼 호이시 한국신학연구소  

 현대설교학 개론 계지영 한국장로교 출판사  

 설교와 신학 이문균 한국장로교출판사  

 소예언서 김태훈 한국장로교출판사  

 깨어나는 종교개혁의 영성 한스 울리히예거 한국장로교출판사  

 민주주의를 곷피우는 공공신학 정종훈 저 한국장로교출판사  

 삼위일체 조직신학 안택윤 한국장로교출판사  

 21 세기형 목회자  월리문 월리암 한기연  

 교회의 본질 에버리 델레스 한기연  

 요한네스 칼빈의 생애와 사역 정미현 역 한들출판사  

 허물고 다시 짓는 세계신학 구춘서 한들출판사  

 조직신학 –하나님 나라론 틸리히 폴 한들출판사  

 그리스도론 조순 한들출판사  

 교회와 사회복지 강준렬 한들출판사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김경동 한들출판사  

 신명기 로날드 클레멘츠 한들출판사  

 주님 목회 웟치만 니 한복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변화된 로마제국의 종교 

상황과 고대 카톨릭 
김원봉 협성대학교  

 시편주석 1 최종태 횃불  

 시편주석 2 최종태 횃불  

 시편주석 3 최종태 횃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