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도서목록    

  도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일 

 위기와 상담 1 강경호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0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야기 강영계 해냄출판사,  2007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강차연 교문사 2010 

  상담 전 내담자 교육 김인규 한국학술정보 2006 

  사례중심의 이상심리학 김청송 싸이북스 2015 

  알코올 중독과 목회상담적 치료 김충렬 한들출판사 2011 

  자살과 목회상담 김충렬 학지사 2010 

  성중독 회복을 향한 첫걸음 김형근 서울중독심리연구소 2011 

  청년 위기 
알렉산드라 로빈슨 외, 

김난령 역 
풀빛 2002 

  현대 상담기술 
캐스린 맥클루스키,  홍창희 

이숙자 정정화 역 
학지사 2012 

  중독과 은혜 제럴드 메이,  이지영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5 

  학교상담 사례연구 박경애 외. 학지사 2013 

  중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박상규.  학지사 2009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이해와 상담 박승민 조영미.  학지사 2011 

  마음의 병 23 가지. 김태희 옮김 반델로프 보르빈.  교양인 2014 

  행복한 결혼 위기의 결혼 송정아.  태영출판사 2015 

  성경 속의 치유와 상담 매튜 슈와르츠,  칼만 카플란  시그마프레스 2007 

  상한감정의 치유 데이빗 A 씨맨즈,  송헌복 역 두란노 2012 

  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테오도르 압트,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2008 

   상실과 슬픔의 치유 
하버트 앤더슨,  케너스 미첼,  

김형준 윤혜원 역.  
상담과치유 2004 

  심리학개론 웨그너. 민경환 역 시그마프레스 2011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성춘.  쿰란출판사 2002 

  부부상담과 치료 용 지음. 이정연 역 센게이지 리어 2009 

  영적전쟁과 치유 유화자.  비전북 2005 

  중독과 치유 윤성모.  대장간 2011 

  심리상담과 우울증 및 자존감 치유 이병주.  솔로몬 2009 

  한몸 이룬 부부 이순자.  두란노 2011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이영분 김유순.  학지사 2015 

  청소년 자살상담 이윤주.  학지사 2008 

   IT 전문가 가족의 사이버 중독 탈출기 이재용. CUP 2011 

  인생의 봄과 가을: 중년의 심리이해와 분석 임경수.  학지사 2005 

  트라우마 이해와 치료방법론 임재호.  교육과학사 2014 

  은퇴위기의 중년보고서 전영수.  고려원북스 2014 

  우울증 헤쳐나가기 정동섭.  NUN 2014 

  상담의 실제-부부 부모 그리고 자녀 문제 차호원.  신망애 2000 

  심리학개론 
스티븐 코슬린,  로빈 

로젠버그,   
Pearson Education Korea 2012 

  정신분석적 발달이론 콜라루소.  학지사 2011 

  정신분석적 발달이론의 통합 
필리스 타이슨, 로버트 

타이슨,  박영숙 역 
산지니 2013 

  삶의 의미를 찾아서 빅터 프랭클,   청아 2005 



  정신분석학 개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성수 

역 
열린책들 2004 

  음악치료학 최병철.  학지사 2006 

  전문적 상담 현장의 윤리 최해림 이수용.  학지사 2010 

  인터넷 중독 상담과 정책의 쟁점 디지털중독연구회 시그마프레스 2015 

  상담의 기술 힐. 주은선 역 학지사 2012 

  위기와 상담 정태기 상담과치유 2010 

  기독교 상담자를 위한 상담의 과정과 기술 김수명, 유근준 역 다세움 2012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 
제럴드 코리,  김진숙, 

김창대, 박애선 역 
Cengage Learning 2012 

  
다문화 상담의 새로운 접근: 자기심리학적 

상담의 과정 

Judith Mishne, 유영달, 

강연정, 김종윤 역 
시그마프레스 2011 

  목회상담과 상담목회 오성춘.  쿰란출판사 2011 

  노인상담:기본기술과 과정 서혜경, 정순돌, 최광현 학지사 2013 

  상담의 과정과 사례연구의 실제 서정현 태영출판사 2015 

  인간발달 이해와 기독교 상담 임경수.  학지사 2013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사역 김남수 서로사랑 2006 

  은사와 치유사역의 원리 염기석 삼원서원 2010 

 실용음악 시창 청음 강유미.  세광데이타테크 2011 

  일주일이면 악보가 보인다 김효진.  뮤직디스크 2006 

  기초 어쿠스틱기타 트레이닝 365일 노무라 다이스케.  SR MUSIC 2011 

  베이스 기타 교본 마누스 론.  상지원 2005 

  실전 실용음악 편곡이론 모토카즈, 시노다.  SR MUSIC 2007 

  실용음악 화성 박경연.  삼호 ETM 2015 

  현대음악기보법 박은선.  음악춘추사 2014 

  실용음악 시창 청음 박진영 이혜영.  음악춘추사 2014 

  음악기보법의 역사: 소리가 기호로 장 이브 보쇠르,  민은기 역 이앤비플러스 2010 

  아트 오브 워십 
그레그 시어,  캠퍼스워십팀 

역 
예수전도단 2009 

  칼빈의 시편찬송가 시편찬송가 편찬위원회.  진리의 깃발 2009 

  건반의 달인이 되기 위한 100 가지 팁 오가와 분메이.  삼호 ETM 2011 

  음향인을 위한 전기실용강좌 오츠카 아키라.  SR MUSIC 2006 

  건반화성학 웻지. 최병철 역 수문당 2011 

  실용음악 화성 유지선.  SR MUSIC 2013 

  디지털 시대의 음악산업 이수범.  한울아카데미 2012 

  실용음악 반주를 위한 이론과 실제 정가건 장희원.  수문당 2010 

  실용음악개론 정순도.  현대음악출판사 2012 

  실용음악이론 최림.  삼호 ETM 2009 

  컴퓨터 음악 편곡법 최영준.  예솔 2012 

  예배와 음악 침례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찬송의 이해 침례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영향력 있는 예배 인도자 론 케놀리,  양정식 역 예솔 2011 

  시편 찬송가 편집부.  한국기독교교역연구원 2010 

  음악 저작권 하동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든 D. 피,  좋은씨앗 2002 

  시편 1 대한기독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  2010 

  시편 2 대한기독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  2010 



  에베소서 골로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아카데미 편.  두란노아카데미 2012 

  목사론 목회와신학 편.  두란노아카데미 2011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편.  두란노아카데미 2012 

  그리스도인 여성의 빛 박덕규.  야곱의 우물 2014 

  요한계시록 유진 보링, 소기천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요한 계시록 신학 리차드 보쿰,  이필찬 역 한국신약학회 2013 

  성령과 영적전쟁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2 

  그리스도인이 보는 세계종교 신현광 민영사 2011 

   시편 119 크리스토퍼 애쉬, 김진선 역 성서유니온선교회 2011 

   이스라엘과 열방 
제임스 추크우마 오코예,  

김영일 역 
한들출판사 2011 

  목회서신 이광호.  교회와 성경 2014 

  사사기의 구속사적 읽기 이동수.  그리심 2012 

  복음주의 회복 웨버. 이승진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시편 23편 이진희.  쿰란출판사 2010 

  병행 사복음서 정훈택.  민영사 2013 

  요한서신 장동수.  한국성서학연구소 2015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성민.  성서유니온 2015 

  유대인의 역사 폴 존슨, 김한성 역 포이에마 2014 

  사사기 룻기 무엇을 말하는가 최낙재.  성약 2012 

  하나님 나라의 도래 클라인.  이수영 역 CLC 2010 

  
그리스도가 사라진 구약성경 여호와가 사라진 

신약성경 
허성갑.  말씀의 집 2014 

  요한의 신학 홀 해리스,  류근상 역 크리스챤 2011 

  팀 케러의 기도 팀 켈러, 최종훈 역 두란노 2015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팀 켈러, 정성묵 역 두란노 2013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최종훈 역 두란노 2013 

  살아있는 신 팀 켈러, 권기대 역 베가북스 2010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팀 켈러, 전성호 역 베가북스 2011 

  예수를 만나다 팀 켈러, 전성호 역 베가북스 2013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 고든 D. 피, 길성남 역 좋은씨앗 2001 

  성령 세트: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임재 고든 D. 피, 박규태 역 새물결플러스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