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거듭남과 죄 사함, 그리고 구원의 진리 세트

형제들의 집 도서 안내

진리의 네 기둥

1. 거듭남 | 2. 죄 사함

3. 영적 해방 | 4.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거듭남이다
알프레드 깁스 지음
값 9,000원 

구원 얻는 기도
이종수 지음
값 5,000원 

당신은 진짜 거듭났는가
아더 핑크 지음
값 4,500원 

영성있는 복음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5,000원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로버트 래이드로 지음
값 5,000원 

로마서 복음의 진수
윌리암 켈리 지음
값 5,000원 

하나님의 선물
C.H. 매킨토시 지음
값 4,000원 

하나님을 찾는 지성인
김종만 지음
값 10,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
C.H. 매킨토시 지음
값 6,000원 



2. 영적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세트
1) 입문-초급과정

사도라 불린 영적 거장들
이종수 지음
값 5,000원 

영적 자유
조지 커팅 지음
값 4,000원 

영적 해방이란 무엇인가
프레드릭 그랜트 지음
값 4,800원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찰스 스탠리 지음
값 4,000원 

므비보셋, 룻, 그리고 욥 
이야기
찰스 스탠리 지음
값 7,500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시드니 롱 제이콥 지음
값 7,000원 

죄사함, 칭의, 그리고 성
화의 진리
고든 헨리 해이호우 지음
값 2,000원 

완전한 구원
C.H. 매킨토시 지음
값 5,000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화
문영권 지음
값 5,500원 

다비와 친구되기
문영권 지음
값 5,000원 



2) 중급과정

영적 해방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5,000원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윌리암 켈리 지음
값 4,800원 

영적 해방의 실제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5,000원 

성화의 길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4,500원 

해방의 체험
윌리암 켈리 지음
값 3,000원 

회복된 진리, 6+1
에드워드 데넷 지음
값 6,000원 

당신의 상상보다
더 큰 구원
프랭크 빈포드 호올 지음
값 6,500원 

성령의 내주, 그리고 충만
조지 커팅 지음
값 4,500원 

요한복음 묵상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8,000원 

다비와 친구되기
문영권 지음
값 5,000원 



3) 고급과정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원동력
성령론
윌리암 켈리 지음
값 13,000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윌리암 켈리 지음
값 19,000원 

영광스러운 구원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15,000원 

뿌리 깊은 영성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C.A. 코우츠 지음
값 9,000원 

가나안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2,000원 

영광스러운 교회의 소망
존 넬슨 다비 지음
값 13,000원 

천국의 비밀
프레드릭 그랜트 지음
값 7,000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이다
이종수 엮음
값 5,000원 

신학자 존 넬슨 다비 평전
이종수 지음
값 7,000원 

사랑의 영성으로 성자의 삶을 살다간
로버트 채프만
프랭크 홈즈 지음
값 8,500원 

어린양의 신부
W.T.P. 월스톤, 해밀턴 스미스 지음
값 10,000원 



3. 존 넬슨 다비 주석 세트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에베소서 | 가격 8,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빌립보서 | 가격 5,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골로새서 | 가격 7,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요한계시록 | 가격 10,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로마서 | 가격 12,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갈라디아서 | 가격 4,8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요한서신서 · 유다서 | 가격 8,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데살로니가전후서 | 가격 8,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마태복음 | 가격 16,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여호수아 | 가격 8,000원 

  존 넬슨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 : 베드로전후서 | 가격 7,500원 



<형제들의집 매월 1만원 자동이체 회원 모집>

그간 형제들의 집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2006년 시작된 형제들의 문서와 출판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장 성경적인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
에 역동적인 동력을 제공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면서 평생 회원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의 집의 평생 파트너로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
고 후원해 주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이 형제들의 집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아래 -

Ⅰ. 회원 특전 및 후원 방법

1. 정 회원 - 매월 1만원 자동이체 후원자
2. 정 회원 특전 - 1) 신간 우편 발송, 

         2) 존 넬슨 다비 주석 11권 무료 증정
3. 후원방법 : 1) 본인이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신청
      2)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동이체 등록

     3) 1회분 입금 확인후, 다비 주석 11권 발송

Ⅱ. 형제들의 집 기도제목
 
1. (성경에 계시된 칭의, 성화, 영화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역사함으로써 이 
시대를 변화시킬 역량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가장 성경적인 복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
로 구속하시고 하늘의 식양을 따라 구현된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한) 가장 성경적인 교회론, (장차 도래할 천년왕국과 
영원세계가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을 받들어 섬기도록 가장 체계적인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 확립을 위한 형제들의 집 문서·출판 사역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2. 존 넬슨 다비, 윌리암 켈리, 찰스 매킨토시 등 영적 거장들의 저작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모두 출판하고자 하는데 
이 사역을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의 영적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번역 
출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도록
3. 현재 존 넬슨 다비 성경주석 시리즈(창세기-요한계시록까지) 완역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순조로운 번역과 진행을 위
해서, 
4. 역량 있는 번역가 발굴과 동역을 위해서, 성경공부강좌 회원 모집과 사무실 임대를 위해서

후원계좌 및 자동이체 계좌

국민은행 356-21-0238-433 예금주: 이종수
우리은행 1002-035-797890 예금주: 이종수
농협 369-02-132172 예금주: 이종수

문의 : 이종수 010-9317-9103
홈페이지: www.brethrehouse.co.kr   /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rethren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