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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역사적 개혁조의 신학과 신앙을 확립하여 개혁하는 건강한 교회 건설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과 방향 제시, 개혁주의 경건과 학문의 창달을 위한 교육 이념의 구현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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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formation of Marriage: a Message for Today / Herman J. Selderhuis
• Procession of the Holy Spirit: Centered on the Thoughts of Augustinus
a
A Clash Of Views Between Bavinck and The Church Growth Movement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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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Yaul Tae
•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Lambert Danaeus (1530-95) / Si Hun Kim
• A Study on Peace in The Bible & Works of Apstolic Fathers / Gyu Tong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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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리나 슈츠 첼, 이델레트 드 뷰르, 개혁주의 여성들의 결혼관과 결혼경험
결혼의 개혁: 오늘을 위한 메시지

엘시 안나 맥키

헤르만 셀더하위스

성령의 발출: 아우구스티누스와 프란시스 체이넬(Francis Cheynell)의 사상을 중심으로
A Clash Of Views Between Bavinck and The Church Growth Movement Regarding
Yearning for Numerical Growth Dong Yaul Tae

람베르트 다네우스(Lambert Danaeus, 1530-95)의 예정론
성경과 속사도들의 저작들 속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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