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vest 하베스트출판사 에서
만든 최근 책입니다
e-book 은 각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종이책은 저자에게 연결하여 구입해 드립니다.
원더풀 홈페이지 [www.wonderfullifemagazine.com ]에서도 e-book 구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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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이경철시집

수필집 ―

세월이 흘렀다고 마음까지 잊을 수 있을까
잊었어요 말하였어도 꿈결에서야 잊을 수 있을까
작품속에서 다소곳 하면서도 간절하게 읊어주는
저자의 사랑노래

저자 키미박

목사의 아내는 늘고독하다.
그런데도 늘 웃고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도 그
걸 승화시켜 신(神)처럼 보여야 한다.
목사의 아내로 선교사의 아내로 교수의 아
내로 살아오면서 진솔하게 쓴
미주작가의 수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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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수믿고 출세했다
간증집 ―

저자

김막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
하늘까지 들리도록 소리치고 싶은 감사,
예수 믿고 출세한 이 감격!
이런 걸 나누며 희망이 있다고 속삭여 주고 싶다.
— 본문중에서 —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

한그루의이정표로

소설식 회고록 ― 저자 티나리

수필집 ―

유창준 유고시집

율산동 황부잣집 막내딸이 미주류사회에서
커리어우먼이 되기까지의 인생여정을 잔잔하고
진솔하게 기록한 소설같은 실화!
"가장잘하는영역한부분을치고올라가면
결코뚫린다"

‘인생정리’의 의미로 꼭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하고, 쓰고, 다듬고, 묶느라 진지하
게 매달렸다.
들뜬 마음으로 독자들과의 진지한 만남
을 기대한다.

심호 시인의 목소리를 되불러 그 세월을 기억한다.
그의 목소리는 한 그루 이정표로 한 곳에 멈추어
머물면서도 시간으로 공간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의 역설적 은유를 절창하고 있다.

마지막을 바치는 남자

하나님의 휘파람

수필집 ― 저자 키미박

인생일지 ― 저자 최형자

거기서 지극히 사무적이고 객관적인 여자를 만난
다. 그 여자는 아내의 입장도 아니고, 일 때문에 만
난 여인도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얽매지 않는다.
글자그대로 자유다.
그 자유가 사람을 무척 편케 하는 것이다.
그 편한 여인이 남자들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소나기로, 때로는
말씀으로··· 불어오는 그분의 휘파람소리가
내 귀에 익숙해지던 날,비로소 나는 그분의
딸로서 철들어 있었다.

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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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아내는 남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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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 20년
목회산문집 ―

저자

송희섭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한 줌 밖에 안되는 인생의
무게를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재고 있습니다.

저자

키미박

— 본문중에서 —

ok
E-bpeorbook
pa

아프니까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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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수리해가며 살라!

인생수상록 ― 저자 김재동

상담실화를 엮은책 ― 저자 키미박

인생살이는 힘들고 아플 수 밖에 없는 길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은총의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책은 당신에게 그 길을 인도합니다.

사실, 결혼생활의 성공은 전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데 그 성공이 저절로 샘이 나듯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한다.
— 본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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