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ok Price List

Category Code PriceAuthor

01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25.00A-05

관주 성경전서 ₩25.00A-03

라이프성경/소 ₩25.00A-07

마스터 성경 ₩45.00A-08

빅칼라 성경(큰글자) ₩45.00A-10

새번역 성경/큰활자 ₩36.00A-22

성경 입체 낭독 CD ₩186.00A-17

성경전서/개역 한글/지퍼/소 ₩18.00A-11

성경전서/전도회용 ₩15.00A-12

성경전서/전도회용/소 ₩9.00A-13

성경전서/지퍼 ₩30.00A-14

스터디 바이블/킹제임스 ₩60.00A-35

아가페 주제별 관주성경 ₩45.00A-16

오픈 성경 ₩50.00A-19

주해복음성경/큰글자 ₩50.00A-32

큰글 성경/대 ₩42.00A-20

큰글 성경/중 ₩38.00A-21

필기성경/대 ₩125.00A-01

필기성경/소 ₩11.00A-02

한글 킹제임스/대 ₩42.00A-24

한영 성경/KJV/대 ₩50.00A-25

한영 해설 성경/NIV/대 ₩50.00A-29

한영 해설 성경/NIV/중 ₩45.00A-30

합본/성경&찬미가 /중형/구 ₩35.00A-09

합본/성경&찬미가/보통/신 ₩45.00A-34

합본/성경&찬미가/소형/신 ₩35.00A-28

합본/성경&찬미가/읽기편한 성 ₩50.00A-26

합본/성경&찬미가/큰글/신 ₩45.00A-15

STUDY BIBLE/E.G.White Com ₩50.00A-31

02 찬미가
300 성가곡집2/사중창 ₩20.00B-11전충권 편

강위덕 작곡집 ₩12.00B-01강위덕 1998

내마음의 노래 ₩13.00B-23전충권 역

복음성가/증보판 ₩6.00B-02 1985

어린이찬미가/신 ₩13.00B-03 1999

어린이찬미가/유.소년 ₩6.00B-04 1985

재림청년의 노래 ₩5.00B-05 1979

주님께 가슴으로 찬양을 ₩15.00B-10 2009

찬미가/가죽 ₩18.00B-07

찬미가/가죽/무곡조 ₩18.00B-08

찬미가/가죽/소형 ₩15.00B-09

찬미가/큰글자/Leather ₩33.00B-22

A Mixed Chorus ₩20.00B-17노봉식 편 2008

Baritone Solo ₩12.00B-19노봉식 편 2008

Soprano Solo ₩12.00B-20노봉식 편 2008

Violin Solo ₩12.00B-21노봉식 편 2008

Women's Chorus/Hymns ₩20.00B-18노봉식 편 2008

03 카드 및 증서
병원진료우대증 ₩5.00C-05

생명의 양식/주제별성경핵심요절 ₩7.00C-04새로남 1999

오늘의 신앙 졸업장 ₩0.50C-03

침례증서 ₩1.00C-06

04 예언의 신
가려뽑은 기별 1 ₩15.00D-09E.G. Whit

가려뽑은 기별 2 ₩15.00D-10E.G. Whit

가려뽑은 기별 3 ₩15.00D-11E.G. Whit

가정 & 교육 가이드 7권 ₩140.00D-07E.G. Whit

가정과 건강 ₩15.00D-12E.G. Whit

각시대의 대쟁투 1,2 ₩32.00D-13E.G. Whit

건강생활 가이드 6권 ₩120.00D-14E.G. Whit

건강생활의 지혜/양장/1.2 ₩40.00D-04E.G. Whit

교육 ₩14.00D-16E.G. Whit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16.00D-17E.G. Whit

교회증언 1 ₩16.00D-18E.G. Whit

교회증언 2 ₩16.00D-19E.G. Whit

교회증언 3 ₩16.00D-20E.G. Whit

교회증언 4 ₩19.00D-21E.G. Whit

교회증언 5 ₩18.00D-22E.G. Whit

교회증언 6 ₩16.00D-23E.G. Whit

교회증언 7 ₩13.00D-24E.G. Whit

교회증언 8 ₩13.00D-25E.G. Whit

교회증언 9 ₩13.00D-26E.G. Whit

교회증언(1-９） ₩140.00D-28E.G. Whit

교회증언합본/大 ₩80.00D-08E.G. Whit

교회증언합본/中 ₩70.00D-27E.G. Whit

구속의 역사/대쟁투총서 합본/大 ₩60.00D-30E.G. Whit

구속의 역사/대쟁투총서 합본/中 ₩50.00D-29E.G. W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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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이야기(살아남는 이들) ₩3.00D-31E.G. Whit

구호 봉사 ₩9.00D-32E.G. Whit

그늘없는 가정(재림신도의 가정) ₩14.00D-33E.G. Whit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00D-34E.G. Whit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보급 ₩4.00D-06E.G. Whit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 ₩14.00D-35E.G. Whit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 ₩14.00D-36E.G. Whit

기도 ₩15.00D-37E.G. Whit

길을 찾는 젊은이에게/청년에게~ ₩13.00D-38E.G. Whit

대쟁투 총서  10권 ₩150.00D-39E.G. Whit

대쟁투 총서  10권/보급 ₩100.00D-40E.G. Whit

대쟁투 총서/각시대의 대쟁투 상 ₩16.00D-41E.G. Whit

대쟁투 총서/각시대의 대쟁투 하 ₩16.00D-42E.G. Whit

대쟁투 총서/부조와 선지자 상 ₩16.00D-43E.G. Whit

대쟁투 총서/부조와 선지자 하 ₩16.00D-44E.G. Whit

대쟁투 총서/사도행적 ₩16.00D-45E.G. Whit

대쟁투 총서/선지자와 왕 ₩16.00D-46E.G. Whit

대쟁투 총서/시대의 소망 1 ₩16.00D-47E.G. Whit

대쟁투 총서/시대의 소망 2 ₩16.00D-48E.G. Whit

대쟁투 총서/시대의 소망 3 ₩16.00D-49E.G. Whit

대쟁투 총서/실물 교훈 ₩16.00D-50E.G. Whit

마지막 날 사건들 ₩10.00D-51E.G. Whit

목사와 복음교역자 증언 ₩13.00D-52E.G. Whit

복음 교역자 ₩14.00D-53E.G. Whit

복음 전도 1 ₩15.00D-54E.G. Whit

복음 전도 2 ₩15.00D-55E.G. Whit

산상 보훈/한영/보급 ₩6.00D-56E.G. Whit

살아남는 이들/장정 ₩16.00D-57E.G. Whit

새자녀 지도법 ₩15.00D-58E.G. Whit

생애의 빛/한글/보급 ₩3.00D-59E.G. Whit

생애의 빛/한영/보급 ₩6.00D-60E.G. Whit

생애의 빛/한영/장정 ₩8.00D-61E.G. Whit

설교와 강연 전5권 ₩40.00D-62E.G. Whit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9.00D-63E.G. Whit

성화된 생애 ₩4.00D-64E.G. Whit

시대의 소망 1,2,3 ₩48.00D-65E.G. Whit

시대의 소망/한영 상 ₩10.00D-66E.G. Whit

시대의 소망/한영 하 ₩10.00D-67E.G. Whit

시대의 소망/한영/상하 ₩20.00D-68E.G. Whit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5.00D-69E.G. Whit

영원에 이르는길/대쟁투 요약 ₩6.00D-70E.G. Whit

예언과 역사/대쟁투 보급판 ₩3.00D-71E.G. Whit

위대한 사람(부모와교사와학생- ₩13.00D-72E.G. Whit

위대한 사람(부모와교사와학생- ₩40.00D-02E.G. Whit

의료봉사 ₩15.00D-73E.G. Whit

인류의 빛/시대의 소망 요약 ₩3.50D-74E.G. Whit

자서전/E.G.White ₩14.00D-75E.G. Whit

재림신도의 가정 ₩15.00D-76E.G. Whit

절제 생활 ₩20.00D-77E.G. Whit

좋은음식 올바른 식사/1.2 ₩40.00D-78E.G. Whit

증언보감 1 ₩16.00D-79E.G. Whit

증언보감 2 ₩16.00D-80E.G. Whit

증언보감 3 ₩16.00D-81E.G. Whit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보급 ₩6.00D-82E.G. Whit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8.00D-15E.G. Whit

초기문집 ₩10.00D-83E.G. Whit

하늘 ₩15.00D-84E.G. Whit

행복한자녀(새자녀지도법)1,2 ₩40.00D-03E.G. Whit

05 성경연구
고대그리스도교의 주일논쟁사 ₩6.00E-011윤대화 1981

교리 신앙 고백 신조들 ₩16.00E-012김경선 1998

구속의 역사 도표 ₩15.00E-013조명준 1989

구원론 ₩12.00E-014우드로 W. 2007

그 이름 아름다워라 ₩10.00E-015리즐리 하 1999

그 중에 알기 어려운것 ₩10.00E-016김상래 1998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10.00E-017리즐리 하 1993

기본교리 27 ₩10.00E-018한국연합 1990

기본교리 28 ₩12.00E-019한국연합 2007

김명호/구속의 과학 ₩8.00E-020김명호 1989

김명호/구속의 과학/개정증보판 ₩18.00E-021김명호 2008

김명호/로마서의 빛/부자의 신학 ₩10.00E-022김명호 1990

김명호/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15.00E-005김명호 2011

김명호/성소에 들어갈때야 ₩11.00E-023김명호 2006

김명호/숨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11.00E-024김명호 1998

김명호/예수님 이야기 ₩8.00E-025김명호 1990

김명호/예수의 생애와 교훈 ₩20.00E-026김명호 2007

김명호/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 ₩10.00E-027김명호 2001

김명호/원만한 이해의 모든~ ₩5.00E-028김명호 2009

김명호/죄,예수 그리고 구원 ₩12.00E-029김명호 2008

넉넉이 이기느니라/성화와 완전 ₩7.00E-030신계훈 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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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연구/김대성 ₩11.00E-009김대성 2006

다니엘/다니엘서 연구/이승일 ₩10.00E-031이승일 2008

다니엘/다니엘서/이상락 ₩35.00E-032이상락 2007

다니엘/맥스웰의 다니엘 연구 ₩20.00E-033맥스웰 1988

로마서/가장 분명한복음 로마서 ₩15.00E-034잭세퀘라 2007

로마서/껍질속의 복음 ₩10.00E-035잭세퀘라 2002

로마서/로마서 새강해 ₩5.00E-036임중섭 1995

로마서/로마서 새주해/New ₩13.00E-037임중섭 2006

비교 종교학 ₩14.00E-038김기곤 2002

새 천년기와 재림의 징조 ₩6.00E-039알레한드 1999

선지자와 왕 설교집 ₩7.00E-040E.G. Whit 1995

성경 핸드북 ₩15.00E-041정금배 1997

성경 확대경/다니엘 1-7 ₩13.00E-042윌리엄 셰 1999

성경 확대경/다니엘 7-12 ₩13.00E-043윌리엄 셰 2004

성경 확대경/사무엘 상.하 ₩15.00E-007앨든 톰슨 2010

성경 확대경/요한복음 ₩14.00E-044윌리엄 존 2003

성경 확대경/히브리서 ₩14.00E-045윌리엄 존 1999

성경개요/구약 개요 ₩6.00E-046미주시조 1988

성경개요/신약 개요 ₩4.00E-047미주시조 1988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안식일 ₩12.00E-048K.A.스트 2001

성경으로 돌아가자 ₩7.00E-049남대극 2009

성경의 식물들 ₩40.00E-050남대극 2008

성경주석 01 /창-출 ₩27.00E-051시조사

성경주석 02 /레-민 ₩27.00E-052시조사

성경주석 03 /수-삼상 ₩27.00E-053시조사

성경주석 04 /삼하-열하 ₩27.00E-054시조사

성경주석 05 /대상-욥 ₩27.00E-055시조사

성경주석 06 /시-아 ₩27.00E-056시조사

성경주석 07 /사-애 ₩27.00E-057시조사

성경주석 08 /겔-말 ₩27.00E-058시조사

성경주석 09 /마-막 ₩27.00E-059시조사

성경주석 10 /눅-요 ₩27.00E-060시조사

성경주석 11 /행-롬 ₩27.00E-061시조사

성경주석 12 /고전-엡 ₩27.00E-062시조사

성경주석 13 /빌-히 ₩27.00E-063시조사

성경주석 14 /약-계 ₩27.00E-064시조사

성경주석 부록 2/신약난해절사전 ₩27.00E-065시조사

성경주석 전부 (1-14) & 부록 2 ₩399.00E-066시조사

성서 예언과 교회 ₩8.00E-067김평안 1986

성서교리 연구 1 ₩8.00E-068주영봉 1988

성서로부터 성서 안으로 ₩15.00E-069김상래 2003

성소 예수 ₩13.00E-070강위덕 2004

세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 ₩5.00E-071한국연합 2001

소리지르는 돌들 ₩30.00E-072남대극 2008

신학 리뷰 제4호/성소연구 ₩6.00E-073삼육대학 1996

신학 용어 사전 ₩15.00E-074이종근 1994

신학교재 15권 ₩130.00E-075시조사 2009

안식일 논쟁 ₩9.00E-076조정완 2008

안식일과 십자가 ₩10.00E-077오만규 1998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12.00E-078신계훈 1991

영원전으로의 초대 ₩12.00E-079김상린 2004

영원한 본체를 붙잡다 ₩14.00E-080김중훈 역 2006

예, 아버지/구약성서의 부자론 ₩6.00E-081정원용 1996

예언의 선물/구 ₩10.00E-082한성보 1991

예언의 선물/신 ₩7.00E-083게르하르 2009

오! 주여 언제까지 ₩8.00E-084랠프 E.닐 1997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전,딤 ₩9.00E-085임동운 1995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15.00E-086김경선 1995

요한계시록 연구/김대성 ₩13.00E-008김대성 2004

요한계시록/강해 및 설교집 ₩15.00E-087김관호 2001

요한계시록/계시록에 나타난 복 ₩15.00E-088Robert J. 1993

요한계시록/성경전서의 결론~ ₩15.00E-089문창길 2005

요한계시록/영원한 복음 ₩7.00E-090문창길 1984

요한계시록/예수그리스도의 계시 ₩25.00E-003스테파노 2011

요한계시록/요한계시록/이상락 ₩35.00E-091이상락 2005

요한계시록/요한계시록연구/이승 ₩10.00E-092이승일 2008

요한계시록/현대인에게 말하는~ ₩10.00E-093문창길 1993

요한계시록/확실한 약속 ₩13.00E-094김봉호 2002

요한복음 ₩12.00E-010도현석 2010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영 ₩9.00E-095R.E.프롬 1992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십계명 ₩8.00E-096T.G.번치 1993

우주와 생명의 기원 ₩18.00E-097아리엘 로 2008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20.00E-098오만규 2004

이스라엘 최대의 적, 이기심 ₩7.00E-099권만복 1991

이스라엘의 12지파 ₩8.00E-100남대극 편 1995

재림의 소망과 안식일의 언약 ₩9.00E-101오만규 2001

정통과 이단 ₩15.00E-102대한예수 2004

종말의 파노라마 ₩12.00E-103조원웅 1990

주님의 기도와 안식일 신앙 ₩4.00E-104오만규 1998

죽음 저편 ₩7.00E-105권만복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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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속의 영원한 복음 ₩20.00E-001박춘식 2011

창세기속의 예수 그리스도 ₩20.00E-002박춘식 2011

창조주 하나님복음 ₩15.00E-006임중섭 2011

최고의 책 최상의 답 ₩13.00E-106한국연합 2004

카운트다운 ₩5.00E-107알렌얀드 2010

하나님의 율법 ₩8.00E-108권만복 1980

하나님의 인, 안식일 ₩9.00E-109권만복 1975

하늘 성소 ₩11.00E-110로이 아담 2005

현대 진리 ₩7.00E-111권만복 1986

06 일반
1888년부터 AT존스의 배도까지 ₩15.00F-003조지 R 나 2007

간절한 나의 기원 ₩7.00F-005김이열 1987

갑절의 능력/1000명선교 ₩5.00F-006이재룡 1997

고백 ₩10.00F-007오근석 2003

교우 주소록 ₩7.00F-008미주시조 2010

교회 지도자론 ₩7.00F-009로버트 피 1994

교회지남 영인본 ₩80.00F-010시조사 2010

구원은 정말 거저인가 ₩7.00F-011E.W.H 빅 1992

금세기 최대의 도전/1000명 선교 ₩5.00F-012이재룡 1993

나는 완전주의자였다! ₩7.00F-002조지 R 나 2009

내 영혼의 비친 햇빛 ₩7.00F-013미주시조 2001

늦은비 성령의 소낙비 ₩10.00F-014이원규 2000

담을 헐고 길을 내라 ₩8.00F-015H.B.위크 1995

더 간절한 기도 ₩6.00F-016 2009

드보라의 아주 특별한 여행 ₩12.00F-017마르지트 2005

마땅히행할길을 아이에게가르치 ₩9.00F-018김명호 2006

맑은 물소리 ₩10.00F-019이윤희 1992

문학과 신앙 4집 ₩8.00F-020 2001

문학과 신앙 7집/울란바타르의 ₩10.00F-021 2004

밧모섬에서 만난 그리스도/2008 ₩12.00F-023쟌 폴린 2008

백년의 선한 이웃 ₩15.00F-129김상래 2011

벌판에 서있는 교회 ₩8.00F-024권만복 1999

베드로의 그물 ₩7.00F-025김중훈 2009

보다 행복한 가정 생활 ₩10.00F-026주영봉 1998

부부의 행복 ₩10.00F-028H.슈라이 2000

분노를 넘어 용서까지 ₩8.00F-097래리 이글 2010

빗나간 확신 ₩11.00F-029김철완 1995

사모의 길 ₩10.00F-030임동운 2000

살아있는설교 살아있는 교회 ₩10.00F-031고문경 2004

새로운 시각으로 ₩13.50F-032타이 깁슨 2006

생동감넘치는 부부사랑 만들기 ₩20.00F-033이순자 2007

생명의 이야기들/시골생활 체험 ₩6.00F-034김요한 2002

생수가 솟는 우물 ₩10.00F-035한상우 1991

생활속의 서양문화 ₩10.00F-036강예식 1995

선구자의 발자취 ₩8.00F-037이여식 편 1987

선물 ₩15.00F-038킴 앨런 존 2004

설교집/고향을 찾는 사람들 ₩10.00F-039박해종 1996

설교집/광명한 새벽별 ₩15.00F-040문영석 2005

설교집/더 나은 본향 1,2,3 ₩15.00F-041김관호 1999

설교집/부름 받은 사람들 ₩10.00F-042김봉호 2006

설교집/약속을 믿는 사람들 ₩10.00F-043김봉호 2003

설교집/예수를 만난 사람들 ₩15.00F-044김봉호 2004

설교집/진리를 찾는 사람들 ₩10.00F-045김봉호 2006

성서적 상담의 기술과 실제 ₩6.00F-046글렌 A.쿤 1997

소명에 사는 사람들 ₩8.00F-047권만복 1996

수필집/가서 보고 느끼며 ₩7.00F-048송종은 1999

수필집/끝까지 견디는 자 ₩7.00F-049송종은 1997

수필집/누가 세월의 내 한 --- ₩10.00F-050배시언 1993

수필집/삶이 아름다운것은 ₩13.00F-051전정권 2007

수필집/상자시대의 비상 ₩10.00F-052천세원 1991

숨겨진 하나님 ₩6.00F-001아마가타/ 2010

시조영인본 ₩80.00F-053시조사 2010

시집/새벽 날개를 치며 ₩6.00F-054송순태 외 1992

시집/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13.00F-055김명호 2006

신앙의 기초 ₩8.00F-027이영린 2010

신앙의 새출발 ₩8.00F-058권만복 1990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 ₩8.00F-059이진복 1989

안교특순모음집 2008/트렌트 52 ₩10.00F-060한국연합 2008

안교특순모음집 2009/클래식 52 ₩10.00F-061한국연합 2009

안교특순모음집 2010/블루밍 52 ₩10.00F-062한국연합 2010

안교특순모음집 2011/ ₩10.00F-127한국연합 2011

안식일학교 핸드북 ₩12.00F-063한국연합 2007

안식일학교/토의식 교과 교수법 ₩10.00F-120한국연합 2004

안식일학교/토의식 교과의 열쇠 ₩6.00F-075윤재성 2011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 ₩10.00F-064이종근 편 1998

어찌 우리 잊으랴/2009기도력 ₩15.00F-065조지 R 나 2009

업그레이드/영어 독해 ₩8.00F-066민승환 편 2000

엘렌 ₩12.00F-067룻 휠러 2005

엘렌G.화잇의 계시와 건강 기별 ₩18.00F-068김군준 2005

영감적인 영적 지도력 ₩10.00F-069홍성선 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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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행복 ₩10.00F-070주상규 1999

예수/편집기자 ₩7.00F-071송순태 2003

예수를 부인하려 해도 ₩10.00F-072임중섭 2003

예수의 발아래 ₩10.00F-073Doug Bat 2004

오직 푯대를 향하여 ₩7.00F-074권만복 1994

요람/교회 요람 ₩13.00F-076한국연합 2009

요람/목사 요람 ₩10.00F-077한국연합 1998

요람/장로 요람/품절 ₩8.00F-078한국연합

용의날 ₩8.00F-079C.골드스 1997

우리가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12.00F-080스킵 맥카 2004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 ₩7.00F-081R.S.포켄 1997

위기와 세상의 종말 1 ₩4.00F-096김상도 2009

위기와 세상의 종말 2 ₩4.00F-090김상도 2010

은헤의 기적 ₩18.00F-082아브라함 2009

의료선교회고 ₩15.00F-083이근화 2003

이렇게 기도하라 ₩15.00F-084구정모 2007

이름없이 빛도 없이 ₩20.00F-085유영길 2001

이야기 대쟁투 ₩10.00F-086샐리 피어 2003

이제 다 이루었다 ₩8.00F-092조경신 2010

인물전/데스몬드 도스 ₩13.00F-087프란세스 2008

인물전/삶과 고뇌/오영섭 목사 ₩8.00F-088한상우 2003

인물전/신계훈 1~4 ₩30.00F-093반상순 2004

인물전/아! 순교자 ₩15.00F-094반상순 2003

인물전/아침해가 뜰때까지/김명 ₩13.00F-095김홍식 2009

일요일 휴업령 ₩3.00F-091조경신 2010

자서전/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1 ₩7.00F-098권만복 1994

자서전/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2 ₩7.00F-099권만복 1994

자서전/나의 가는길을 오직 그가 ₩10.00F-100방정자 2003

자서전/돌 베개 ₩5.00F-101조병서 1988

자서전/빛은 어두움을 뚫고 ₩10.00F-102권만복 1993

자서전/사랑의 빛 사랑의 빚 ₩12.00F-103김상래 2003

자서전/억만 장자 동굴인/장정 ₩12.00F-104Doug Bat 2002

자서전/총없는 병사 ₩10.00F-105한상우 1997

자서전/평신도의 신앙 ₩7.00F-106김성달 1996

자서전/황혼길에 서서 ₩8.00F-107임정혁 1999

자서전/회고담 ₩4.00F-108유영순 1984

장로교와 안식교 ₩15.00F-057도현석 편 2010

재림교회 목회와 목회자 ₩8.00F-109존파울러 2001

재림교회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 ₩15.00F-110조지 R 나 2007

재림교회의 뜨거운 감자들 ₩8.00F-111마틴 웨버 1997

재림성도와 아마겟돈 ₩12.00F-112도널드만 2003

저스트 비즈니스 ₩15.00F-113Alexande 2006

전승신앙과 남은 자손 ₩9.00F-114권만복 1998

정을 나누는 대화 ₩12.00F-115김상철 2002

제임스리 수용소 억류기 ₩10.00F-128이제명 2011

주를위하여 어떻게 살것인가 ₩8.00F-116안병하 1995

참으로 행복하려거든/시편 강해/ ₩20.00F-117신계훈 2007

천국 복음 ₩5.00F-118오성룡 1985

최후의 전쟁과 우리의 준비 ₩5.00F-119최차순 2005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15.00F-121샬신하 2001

하나님께 피하라 ₩15.00F-122짐 호온버 2007

하늘에 속한 사람 ₩15.00F-022윈 2011

한국교회주소록 ₩10.00F-126한국연합 2010

한시와 영가 ₩16.00F-056이영린 2010

현대 노아 방주 ₩6.00F-123W.O.프레 1981

현대인의 가정교육 ₩10.00F-124조영일 1997

호스피스 사업과실재 ₩18.00F-125김군준 2009

TV 공해와 자녀교육 ₩7.00F-004조명수 1984

07 구역반/전도용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00G-33임산식 1997

건강한교회,성숙한 교회 ₩7.00G-51한국연합 2004

교재/서로 사랑 나누라/건강 ₩10.00G-35한국연합 1995

구역반 중심의 전도원리 ₩10.00G-37권만복 1991

마지막때를 위한 소그룹 ₩9.00G-38커트 죤슨 2007

말씀의 푸른초장/QT ₩2.00G-39최병남 1992

목적이 이끄는 40일/소그룹 교재 ₩2.00G-65KCC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E.G.White ₩0.50G-41R.W.올슨 1989

믿음의 사랑방/구역반 설교집 ₩8.00G-42권만복 1993

성경에 나타난 예언 2 ₩5.00G-43한국연합

안식일 그 현대적 의미 ₩4.00G-44로버트 해 1981

어머니의 마음/장정 ₩10.00G-45C.L 테일 1984

여성 목회학 ₩25.00G-46장병호 2006

연구/ 다니엘서 연구 ₩5.00G-47한국연합

연구/ 요한계시록 연구 1 ₩5.00G-48한국연합

연구/ 요한계시록 연구 2 ₩5.00G-49한국연합

예언의신 연구자료/그리스도인 ₩3.00G-52E.G. Whit 1993

전도지/건강/건강식/set/1-8 ₩0.50G-34한국연합

전도지/건강/Newstart/set/1-8 ₩0.50G-54한국연합

전도지/기별/4종세트 ₩0.05G-30심우창 2011

전도지/기별/현대인을 위한/set/ ₩0.60G-56한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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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지/옛날옛날 ₩0.10G-57한국연합

전도지/재림전도지/4각형&문고 ₩0.05G-58한국연합

전도지/절제/담배,술/set/1-2 ₩0.10G-59한국연합

전도책자/#1주의날은 일요일인 ₩0.40G-50김상도 2010

전도책자/#2사람이 죽으면 어떻 ₩0.40G-53김상도 2010

전도책자/#3 예수님은 분명히 다 ₩0.30G-32김상도 2011

전도책자/#4 Should we keep th ₩0.50G-31김상도 2011

전도책자/길을 찾는 당신을 위하 ₩0.50G-60미주시조

전도책자/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 ₩0.50G-61한국연합

전도책자/전도용 소책자 1-19 ₩10.00G-62죠 크루스

전도책자/지구희망 인간회복 ₩1.00G-63김대성 2003

정으로 짜는 복음 ₩4.00G-64권만복 1979

주님의 비유 ₩3.50G-66김성현 1995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2.00G-67김경선 1998

총력전도 ₩4.00G-40권만복 1982

통신/ 오늘의 신앙  1 ₩0.60G-68한국연합

통신/ 오늘의 신앙  2 ₩0.60G-69한국연합

통신/ 오늘의 신앙  3 ₩0.60G-70한국연합

통신/ 오늘의 신앙  4 ₩0.60G-71한국연합

통신/ 오늘의 신앙  5 ₩0.60G-72한국연합

통신/ 오늘의 신앙 1-5 ₩3.00G-73한국연합

통신/건강을 향한 새출발  1 ₩0.60G-74한국연합

통신/건강을 향한 새출발  2 ₩0.60G-75한국연합

통신/건강을 향한 새출발  3 ₩0.60G-76한국연합

통신/건강을 향한 새출발 1-3 ₩1.80G-77한국연합

통신/행복한 가정  1 ₩0.60G-78한국연합

통신/행복한 가정  2 ₩0.60G-79한국연합

통신/행복한 가정  3 ₩0.60G-80한국연합

통신/행복한 가정 1-3 ₩1.80G-81한국연합

평신도 훈련/지도자 지침서 ₩2.00G-82한국연합 2000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표 ₩15.00G-36하춘강 2007

08 어린이
가위 바위 보/게임 ₩10.00H-01유광호 1995

길어나는 솔잎 ₩15.00H-02시조사 1997

나의 성경 친구들 전5권 ₩60.00H-03에타 B. 데

나의 성경 친구들 전5권/한영 ₩100.00H-10한국연합

나의 친구 예수님 ₩7.00H-04한국연합 1992

동화하는법 ₩5.00H-05김명호 1997

세계를 움직인 사람 ₩15.00H-07캐롤 로이 1989

어린이 그림 성경 ₩20.00H-08 1992

얼굴닮고 마음 닮고/52주 어린이 ₩7.00H-13송은영 2007

요나 ₩2.00H-09한국연합 1995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전10권 ₩190.00H-11한국연합

09 건강
건강과 행복의 길 ₩8.00I-01고길산 1996

건강을알면 행복이보인다 /워크 ₩5.00I-04한스 디일 1997

네 손을 내 라 ₩7.00I-05이상락 1997

뉴스타트 건강 1 ₩16.00I-28송숙자 외 2002

뉴스타트 건강 2 ₩16.00I-29송숙자 외 2002

담배,당신도 단연할수 있다 ₩20.00I-07구정모 2000

담배를 끊어라 ₩10.00I-06하야시 다 1981

당신의병을 자연식으로 고칠수있 ₩60.00I-30문창길 2007

만성병 시대/난치병 식이요법 ₩16.00I-26이원규 2001

만화/유전자 이야기/영문 ₩15.00I-14민신식 2000

만화/유전자 이야기/한글 ₩10.00I-15민신식 1998

완전 건강 ₩6.00I-08구정모 1986

요리/202 채식요리 ₩25.00I-09양일권 부 1999

요리/50인의 채식요리 ₩25.00I-25송숙자,김 2001

요리/채식요리/예방과 치료 ₩25.00I-12김계자,김 1998

요리/천연채식요리/홍춘자 ₩25.00I-13홍춘자 2000

웰빙 생활 습관 ₩35.00I-11시조사 2004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상하 ₩70.00I-22송숙자,최 2006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10.00I-16허버트 M. 1998

정사영/기적을 낳는 현미 ₩12.00I-17정사영 1975

정사영/네가 낫고자 하느냐 ₩14.00I-18정사영 1985

정사영/믿는자에게는 능치못한 ₩14.00I-19정사영 1990

정사영/주여 고쳐주신 은혜를 ₩14.00I-20정사영 1987

현대 가정 의학 백과 ₩25.00I-10시조사

현대인을 위한 의료전도법 ₩10.00I-35김군준 1996

Newstart 건강 ₩20.00I-27송숙자 외 1989

10 영문
영문 예언의 신 1-12/보급 특가 ₩150.00J-36

Bible Reading/Paper ₩3.00J-02

Christ's Object Lessons/Paper ₩1.25J-38

Context and Continuity ₩20.00J-39윤원길

Devot/Adult ₩15.99J-04

Devot/Evening ₩15.99J-05

Devot/Junior ₩15.99J-06

Devot/Preschool ₩15.99J-07

Devot/Primary ₩15.99J-03

년 8월 18일 Thursday Page 6 of 9



Category Code PriceAuthor

Devot/Teen ₩15.99J-08

Devot/Woman ₩18.99J-09

Devot/Young Adult ₩14.99J-10

E.G./Child Guidance ₩14.00J-11E.G. Whit

E.G./Christain Service ₩15.00J-40E.G. Whit

E.G./Conflict of Ages 1-5 ₩75.00J-13E.G. Whit

E.G./Conflict of Ages 1-5 /Pap ₩40.00J-14E.G. Whit

E.G./Counsels on Diet & Food ₩18.00J-15E.G. Whit

E.G./Counsels on Diet & Food ₩7.00J-16E.G. Whit

E.G./Messages to Young Peopl ₩15.00J-18E.G. Whit

E.G./Messages to Young Peopl ₩10.00J-31E.G. Whit

E.G./Ministry of Healing ₩18.00J-20E.G. Whit

E.G./Ministry of Healing/Paper ₩6.00J-22E.G. Whit

E.G./Prayer ₩15.00J-12E.G. Whit

E.G./Step to Christ ₩9.00J-26E.G. Whit

E.G./Step to Christ/Paper ₩0.69J-27E.G. Whit

E.G./The Adventist Home ₩16.00J-30E.G. Whit

E.G./The Adventist Home/Pap ₩10.00J-32E.G. Whit

E.G./The Desire of Ages ₩17.00J-19E.G. Whit

E.G./The Desire of Ages/Pape ₩10.00J-17E.G. Whit

E.G./The Great Controversy ₩16.00J-21E.G. Whit

E.G./The Great Controversy/p ₩6.00J-28E.G. Whit

Great Stories for Kids1-5 ($2 ₩100.00J-37Maxwell

More Than Conquerors ₩14.95J-25문선일 2007

My Bible Friends 1-5 ($140.0 ₩70.00J-23Maxwell

My First Bible Story Book ₩100.00J-41

Popular beliefs are they biblic ₩25.00J-24Samuele 2008

Seventh-day Adventists Belie ₩10.00J-33

The Bedtime Stories 1-5 ($20 ₩100.00J-01Maxwell

The Bible Story 1-10 ($425.0 ₩170.00J-35Maxwell

The Passage of a Picture Brid ₩12.00J-34윤원길 1989

Though Bombs May Fall ₩11.00J-29김영숙 2003

11 카세트
Tape/낭독/마지막날 사건들 ₩30.00K-01E.G. Whit

Tape/낭독/산상보훈/조광상,류병 ₩25.00K-02E.G. Whit

Tape/낭독/살아남는 이들 ₩30.00K-11E.G. Whit

Tape/말씀/김대성/다니엘서 연 ₩50.00K-18김대성

Tape/말씀/김명호/사랑의 회복 ₩30.00K-40김명호

Tape/말씀/김명호/세상의 장래 ₩30.00K-39김명호

Tape/말씀/김명호/신앙의 좌표 ₩25.00K-38김명호

Tape/말씀/김명호/요한계시록 ₩50.00K-34김명호

Tape/말씀/문영석/남은 때가 없 ₩30.00K-07문영석

Tape/말씀/문영석/선한 목자 그 ₩30.00K-08문영석

Tape/말씀/신계훈/나와야산다 ₩25.00K-42신계훈

Tape/말씀/신계훈/당신을 위한 ₩25.00K-41신계훈

Tape/말씀/신계훈/당신을 위한 ₩25.00K-43신계훈

Tape/말씀/이상구/성경과 현대 ₩25.00K-45이상구

Tape/말씀/장수돈/예수님의 비 ₩15.00K-13장수돈

Tape/말씀/전병덕/신약에 나타 ₩17.00K-14전병덕

Tape/말씀/키네스 칵스/우리시 ₩25.00K-15키네스 칵

Tape/말씀/Rick Hodge/이성교 ₩15.00K-16Rick Hod

Tape/말씀/Van Pelt/자녀 교육 ₩15.00K-17Van Pelt

Tape/야영회 ₩2.50K-33

Tape/The Bible S.Living So./1 ₩370.00K-03

12 비디오
Video/절제(1-5) ₩50.00L-02

Video/행복한 미래를 찾아서(1- ₩55.00L-04Doug Bat

13 씨디
CD/낭독/생애의 빛/조광상.유병 ₩20.00M-04

CD/낭독/시대의 소망 Mp3 (1-4) ₩20.00M-65

CD/독창/나는 가리라/임정선 ₩10.00M-27임정선

CD/독창/내마음의 기도/배홍진, ₩10.00M-16배홍진,유

CD/독창/당신을 위한 노래/이경 ₩20.00M-26이경재

CD/독창/성가독창곡집/이성관 ₩6.00M-09이성관

CD/독창/성가모음집1.2.3/각각/ ₩10.00M-30김정애

CD/독창/신실한 예수/Steven Pe ₩10.00M-25Steven P

CD/독창/Christmas Carols/이재 ₩10.00M-29이재숙

CD/독창/Reviving Hope ₩10.00M-60Richard L

CD/독창/Sacred Songs/이인규 ₩10.00M-10이인규

CD/말씀/두가지 논쟁 ₩20.00M-62김대성

CD/말씀/로고스터디 ₩70.00M-66김대성

CD/말씀/양일권/1~8 ₩30.00M-02양일권

CD/말씀/우리의 삶,죽음,그리고 ₩30.00M-24김명호

CD/말씀/확실한 약속 ₩15.00M-18김봉호

CD/사중창/엘브라다 ₩10.00M-01엘브라다

CD/사중창/Remember ₩10.00M-58Man's Qu

CD/사중창/The Herald ₩15.00M-07

CD/시편 찬송 ₩99.00M-17

CD/시편 찬송-하잇라잇 ₩10.00M-19

CD/악기/Organ/Praise the Lor ₩12.00M-57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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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악기/piano/천사피아노1 ₩10.00M-21

CD/악기/piano/천사피아노2 ₩10.00M-22

CD/악기/violin/찬미집 2/오주영 ₩12.00M-12오주영

CD/야영회 ₩3.00M-20

CD/음악/미국 ₩10.00M-14

CD/음악/한국 ₩10.00M-13

CD/중창/H.S./Silver Anni. Coll ₩24.00M-05

CD/중창/Heritage Singer ₩15.00M-06

CD/합창/사랑해요 주님/ 100주 ₩10.00M-61

CD/합창/인랜드 ₩10.00M-03

CD/합창/Greater Washington K ₩10.00M-28

DVD/1752 전도법 홍보 2 ₩10.00M-59

DVD/나의 가는 길 ₩15.00M-64

DVD/말씀/경건의 연습/D3 & M ₩20.00M-15김대성

DVD/말씀/광명한 새벽별(24) ₩120.00M-23문영석

DVD/말씀/여자의 일생/D4 ₩20.00M-11김대성

DVD/악기/오주영과 자연의 만남 ₩20.00M-08오주영

DVD/the Adventists ₩19.95M-56

14 정기 간행물
Church Compass/교회지남 ₩3.75N-01

Home & Health/가정과 건강/월 ₩1.84N-04

Sabbath School Q./안교과정 ₩5.50N-02

Sign of Times/시조 ₩1.67N-03

15 기타
금박인쇄 ₩3.00O-02

삼육 라면 5lb/ Hot/ box ₩20.00O-09삼육식품

삼육 라면 5lb/ Mild/ box ₩20.00O-10삼육식품

삼육 베지미트 ₩3.50O-20삼육식품

삼육 베지미트 28lb/Box(65) ₩75.00O-33삼육식품

삼육 베지버거 ₩3.50O-31삼육식품

삼육 베지버거 28lb/Box(65) ₩75.00O-32삼육식품

삼육 소시지 ₩3.50O-30삼육식품

삼육 소시지 16lb/Box(85) ₩95.00O-35삼육식품

삼육 자장면 6lb/ box ₩23.00O-26삼육식품

삼육 햄 ₩7.50O-29삼육식품

삼육 햄 29lb/Box(160) ₩170.00O-34삼육식품

송료or 타지역 우송 요청 ₩1.00O-08

수첩 ₩3.00O-22한국 연합

시조해외기증 ₩30.00O-06

퀴즈문제집/예언의 신 통독 ₩5.00O-03

CD/앨범 ₩6.00O-15

Label ₩1.00O-05

Mission Fund ₩0.25O-04

Tape 앨범 ₩5.00O-27

16 연수회
감동예화 누릉지 ₩13.00P-01

긍정의 힘 "믿는대로 된다" ₩18.00P-02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 ₩18.00P-04

기도는 강하다 ₩12.00P-05

기도해야산다 ₩13.00P-08

내양을 먹이라 ₩21.00P-09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8.00P-10

대인관계를여는사랑의멘토링 ₩15.00P-11

대표기도 이렇게 준비하라 ₩16.00P-12

록펠러! 십일조의 비 을 안 최고 ₩14.00P-14

멘토링 ₩16.00P-16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15.00P-17

목회자가 바뀌어야 교회가 산다 ₩10.00P-20

사복음서 주해 ₩25.00P-21

성경  목자성경 ₩47.00P-22

성경 열린노트 성경 개역개정 ₩41.00P-24

성경 한영성경 NIV ₩22.00P-25

성경을 사랑합니다 ₩15.00P-27

성경의 맥을 잡아라 ₩27.00P-28

성경의 인물들이 바라본 예수 ₩12.00P-29

성서 건강학 ₩13.00P-30

셀그룹! 폭발을 위한 코치 ₩9.00P-31

심방설교 ₩6.00P-33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13.00P-34

안식 ₩11.00P-35

열린다 성경 광야이야기 ₩19.00P-36

열린다 성경 동물이야기 ₩19.00P-37

열린다 성경 생활풍습이야기 상 ₩18.00P-38

열린다 성경 생활풍습이야기 하 ₩18.00P-40

열린다 성경 성전 이야기 ₩18.00P-41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19.00P-42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 ₩18.00P-43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18.00P-44

예수는 평신도 였다 ₩16.00P-45

울고있는 사람과 함께울수있어? ₩15.00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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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속에 감추어진 영성 ₩18.00P-48

자유 ₩15.00P-49

정면돌파 ₩16.00P-50

정서적으로 건강한교회 ₩19.00P-51

조이스 마이어의 마음훈련 ₩14.00P-52

죄책감과 은혜 ₩16.00P-54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보다 ₩14.00P-55

지성에서 영성으로 ₩25.00P-56

치유의 방법 ₩18.00P-57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16.00P-58

헌신된 제직 만들기 12주 프로젝 ₩10.00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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