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도서목록 

  

  도서명 저자 출판사 

 구원론 강웅산 서울: 말씀과 삶, 2016 

  
구원의 길: 기독교 구원론의 구조와 

핵심진리 

김재성 킹덤북스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문병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하나님의 계시 - 그리스도론 미하엘 벨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통전적 예수 

그리스도론) 

윤철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예수와 하나님 아들 기독론 이형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교의신학 5: 구원론 하문호 서울: 그리심, 2014 

  구원론: 한국조직신학회 기획 시리즈 5 한국조직신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다니엘 L. 밀리오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통합신학 1: 서론 신론 고든 루이스, 브루스 

데머리스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통합신학 2: 인간론 기독론 고든 루이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통합신학 3: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고든 루이스, 브루스 

데머리스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 마이클 호튼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 마이클 호튼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개혁주의 종말론 앤서니 후크마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개혁주의 구원론 앤서니 후크마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개혁주의 인간론 앤서니 후크마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교회교의학 1-1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1-2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2-1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2-2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3-1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3-3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4-2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4/3-2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교회교의학 4-4 칼 바르트 대한기독교서회 

  

창조기사 논쟁 데니스 O. 라무뤼 ,존 H. 월튼,C. 

존 콜린스,윌리엄 D. 

배릭,그레고리 A. 보이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성경무오성 논쟁 데니스 O. 라무뤼 ,존 H. 월튼,C. 

존 콜린스,윌리엄 D. 

배릭,그레고리 A. 보이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아담의역사성 논쟁 데니스 O. 라무뤼 ,존 H. 월튼,C. 

존 콜린스,윌리엄 D. 

배릭,그레고리 A. 보이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칭의 논쟁 데니스 O. 라무뤼 ,존 H. 월튼,C. 

존 콜린스,윌리엄 D. 

배릭,그레고리 A. 보이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역사적 예수 논쟁 로버트 M. 프라이스 외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그리스도 중심 성경신학 그레엄 골즈워디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구약성서개론 김영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구약성서신학 로비 라우트리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구약성서 입문 베르너 H. 슈미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구약신학 브루스 월트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브루스 C. 버치, 월터 브루그만, 

테렌스 E. 프레타임, 데이비드 

L. 페터슨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구약총론 구약학의 세계적 명저 개정판 에드워드 J. 영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5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 요람 하조니 서울: 홍성사, 2016 

  
구약성서 다큐먼트 구약성서의 신뢰성과 

적합성 

월터 C. 카이저 Jr.  서울: 세움과비움, 2016 

  구약 이해와 연구동향 정중호 서울: 코헨, 2016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피터 엔즈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구약학 연구 

안내서 

한스 크리스토프 슈미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현대인을 위한 신약개론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읽기 

마크 알란 포웰 서울: CLC, 2014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 개론 앤서니 티슬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신약성서개론 이형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NIGTC 요한계시록 상.하 그레고리 K. 비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신약성서개론: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증언들 

찰스 B. 쿠사 서울: CLC, 2012 

  신약신학 토머스 슈라이너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신약성서신학 1. 페르디난트 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신약성서신학 2 페르디난트 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신약성서 신학 하워드 마샬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6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서울: 복있는사람, 2012 

  
개혁주의 설교학 성경신학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이홍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현대 설교학 입문 성공적인 설교자를 

위한 길잡이 

제이 다니엘 바우만 서울: WPA, 2008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스펄전 설교론 찰스 스펄전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설교자의 서재 창조적 설교를 위한 

세속적 책 읽기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서울: 복있는사람, 2014 

  설교학 총론 설성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청교도 목회학 찰스 브리지스 서울: CLC, 2014 

  영혼 돌봄을 위한 실천적 목회학 최창국 서울: 대서, 2015 

  
복음주의 목회학: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총서 4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서울: CLC, 2009 

  통전적 복음주의 선교학 박보경 서울: 케노시스, 2016 

  선교학 전호진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7 

  미래의 선교신학 찰스 반 엥겐 서울: 바울, 2004 

  
세계선교학개론: 21 세기 삼위일체 

선교학, 선교신학 

티모시 C. 텐넌트 서울: 서로사랑, 2013 

  선교학 개론 한국선교신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1 세기 현대 선교학 총론 A. 스콧 모로우 외 2 인 서울: 크리스챤출판사, 2009 

  선교학 대전 J.M.테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교회사 연구 방법론 프로세미나 3 우베 퀴네벡, 루돌프 레에브, 

페트라 폰 게뮌덴, 토마스 

슈멜러 

서울: CLC, 2013 

 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저스틴 홀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신조를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저스틴 홀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종교개혁사 오언 채드윅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1 

  살아있는 역사 교회사 쿠어트 디트리히 슈미트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6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윤리 50 데릭 프라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스탠리 그렌츠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1 

 
기독교 윤리학: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 

이상원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3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 

존 M. 프레임 서울: P&R, 2015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 필립 워거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기독교 윤리학 개론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개혁주의 윤리학: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기독교적 원리 

J. 다우마 서울: CLC, 2012 

  표준논문작성법 현요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실전 실용음악 코드이론 시노다 모토카즈 SRMUSIC 

 즉흥연주론 카도 카츠히로 SRMUSIC 

 실전 실용음악 편곡이론 시노다 모토카즈 SRMUSIC   

 브라스 & 스트링스 편곡법 마츠우라 아유미 SRMUSIC   

 관현악 편곡법 F.ERICKSON 다라   

 재즈화성의 기초지식 (경음악 편곡법) 마츠다 바사 도어스 



 

  
(마음에 콕콕 입에 착착 감기는) 대중가요 

작사 

박채원 랜덤하우스코리아 

  실용음악이론   최림 삼호 ETM 

  CD 와 함께하는 내맘대로 작곡법 가와무라 켄 삼호 ETM 

  
뻔뻔한 작곡법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달콤한 아이디어들) 

요노 사토루 삼호 ETM 

  관현악기법연구(개정판) SAMUEL ADLER 수문당   

  내 노래는 내가 꾸민다 장기호 예솔   

  새로운 스타일의 시창과 청음(CD2 장) 신혜승 예솔   

  18 세기 대위법 나인용 음악춘추사   

  (팝송으로 쉽게 배우는) 실용시창청음 손진숙 삼호 ETM 

  재즈하모니 I+II 이이다 토시히코 현율음악출판사 

  송라이터스 웍샵 하모니편 JIMMY KACHULIS 현율음악출판사   

  송라이터스 웍샵 멜로디편 JIMMY KACHULIS 현율음악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