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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새교회	도서관(본당	맞은	편	건물의	CAFE	L’ABRI)에서	대여중인	도서	목록입니다.	대출장부에	
기록	후에	3주간	대여하실	수	있으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문서홍보팀-	

2021년	10월	31일	현재	
책번호 책제목 저자 출판사
N001 신자의	자리로 C.S.	루이스 두란노서원
N002 기도의	자리로 C.S.	루이스 두란노서원
N003 작은	그리스도 C.S.	루이스 엔크리스토
N004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홍성사
N005 하나님의	임재연습 로랜스	형제 두란노서원
N006 성도의	공동생활 디트리히	본훼퍼 복있는	사람
N007 죄의	철학 오스왈드	챔버스 토기장이
N008 스펄전의	목사론 찰스	스펄전 부흥과	개혁사
N009 영혼의	양식 헨리	나우웬 두란노서원
N010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M	쉘돈 예찬사
N011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기독교	문서선교회
N012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기독교	문서선교회

N013,N014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두란노서원
N015 인생	질문 팀	켈러 두란노서원
N016 기도 팀	켈러 두란노서원

N017,	N018 거짓신들의	전쟁 카일	아이들먼 규장
N019 열방을	향해가라 존	파이퍼 좋은씨앗
N020 영적	훈련과	성장 리처드	포스터(2003) 생명의	말씀
N021 영적	훈련과	성장 리처드	포스터(2004) 생명의	말씀
N022 영적	훈련과	성장 리처드	포스터(2019) 생명의	말씀
N023 기도 리처드	포스터 두란노서원
N024 섬김 빌	하이벨스 두란노서원
N025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 빌	하이벨스 IVP
N026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로랜	커닝햄 예수전도단
N027 산둥수용소 랭던	길키 새물결플러스
N028 내영혼의	스승들 필립얀시 좋은씨앗
N029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얀시 요단
N030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필립얀시 그루터기	하우스
N031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얀시 IVP
N032 스토리	성경 필립얀시 요단
N033 성화의	신비 월터	마샬 복있는	사람
N034 예수	사건 리	스트로벨 두란노서원
N035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IVP
N036 피스메이커 켄	산데 IDI
N037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로날드	사이더 IVP
N038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래리	크랩 복있는	사람
N039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워드	헨드릭스 디모데
N040 기도의	능력 E.M.	바운즈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N041 마음을	열고	다가서다 게일.고든	맥도날드 청우
N042 은혜의	각성 찰스	스윈돌 죠이선교회
N043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조나단	에드워드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N044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 IVP
N045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죠이선교회

N046,	N047 순종 존	비비어 두란노서원
N048 거짓의	사람들 M.	스코트	펙 두란노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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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9 우리	세대를	위한	신앙감정론 조나단	에드워드 복있는	사람
N050 용기있는	기독교 데이비드	웰스 부흥과	개혁사
N051 종교	개혁의	유산 칼	R.	트루만 P&R
N052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레엄	골즈워디 성서유니온	선교회
N053 이렇게	답하라 J.P.	모어랜드	&	팀	뮬호프 새물결플러스
N054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스토미	오마샨 생명의	말씀
N055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정성욱 홍성사
N056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박영돈 SFC
N057 회복의	목회 이재철 홍성사
N058 내게	있는것 이재철 홍성사
N059 십자가 하도균 예수전도단
N060 사귐의	기도 김영봉 IVP
N061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찬수 규장
N062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찬수 규장
N063 감자탕교회	이야기 양병무 김영사

N064,	N065 더	내려놓음 이용규 규장
N066 예수는	평신도였다 정진호 홍성사
N067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홍성건 예수전도단
N068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부흥과	개혁사
N069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 이무석 비전과	리더십
N070 사랑과	행복에의	초대 양은순 두란노서원
N071 결혼신학 존	파이퍼 부흥과	개혁사
N072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강준민 두란노서원
N073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이무석 비전과	리더십
N074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아바서원
N075 그	청년	바보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안수현 아바서원
N076 네	가지	사랑 C.S.	루이스 홍성사
N077 세상의	마지막	밤 C.S.	루이스 홍성사
	N078 천국과	지옥의	이혼 C.S.	루이스 홍성사
N079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 홍성사
N080 헤아려	본	슬픔 C.S.	루이스 홍성사
	N081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고성준 규장
N082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 박성일 두란노서원
N083 헤아려	본	기쁨 박성일 두란노서원
N084 죽음에	관하여 팀	켈러 두란노서원
N085 결혼에	관하여 팀	켈러 두란노서원
N086 태어남에	관하여 팀	켈러 두란노서원
N087 감사 이찬수 규장
N088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양재 두란노서원
N089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월드	챔버스 토기장이
N090 로마서	산책 권영경 복	있는	사람
N091 방탕한	선지자 팀	켈러 두란노서원
N092 본향으로의	여정 박성일 두란노서원
N093 별들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박영돈 복	있는	사람
N094 위선 권영경 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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