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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

확실한 기초

이 책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저자는 22개
의 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수많은 성경구
절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합니다.

확실한 기초

A Sure Foundation

이 책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성경적인 기독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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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어떻게 성경적인 기독교가 가능한지를 알기를 원
하는 오래된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에게 이 책은 하나님의 진리를 쉬운 설명
과 성경인용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기존의 종교나 종파의

도서출판

의 서적

자의적인 오류에서 벗어나 올바른 진리에 이르도록 하
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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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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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낙스의 성령의 열매 설교집을 드디어
합본으로 출간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메세지를 명쾌하고 확실히
전하고 있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
시 읽어야 할 신앙 지침서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
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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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책인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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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확실한 기초(A Sure Foundation)”
를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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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존재가 머물러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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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이 책을 주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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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
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
을 전공했습니다.
제임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
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
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
니다.
제임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
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
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
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
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제임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
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
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
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kno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