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년-미성문화원의 전 제품 CD 380장을 SD카드 16G에 담았습니다.

제작기간 33년-CD(카세트)380장 
국내 최초 16G 내장!!

모양은 비슷해도 내용(콘텐츠)은 다 같은것이 아닙니다. 새찬송가 제작기간 6년-
복음성가 제작기간 33년- 저희 미성문화원의 모든 제품은 짧은 시간에 적당히
만들어진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1982년 창립때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작된-
모든 제품을 베스트바이블II 에 수록하였습니다.

듣는성경의 작은거인!

16G

본체+16G SD카드+고급 이어폰+충전기+목록책자(64p,올컬러) 

정가180.000원을 가격파괴  99.000원에 공급합니다.(택배비 포함)

2000년 부터 2014년까지 국내외 
복음성가중에서 245을 엄선하였
고 특히 한,영 복음성가,아프리카 
카메룬선교중창단곡을 수록하였습
니다.

CD 18장 245곡 수록 
(3646번~3890번)

옴니버스            복음성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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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세트 테이프사상 최대 베스
트셀러기록!!
국내기독교 음반제작사 1호(주)은
성음반과 미성문화원의 합작으로 
제작, 년 3만질(30만개)을 기록한 
초 베스트셀러 입니다.

CD 12장 178곡 수록 
(823번~1000번)

  베스트찬양대전집

  “하늘가는 밝은길이” 3

국내 정상급 합창단,중창단,성악
인,복음가수들이
총 동원되어 제작된 은혜로운 찬송
가대전집입니다.
특히 독창,중창부분은 대부분 오케
스트라 반주로 제작 되었습니다.
CD24장 558곡 수록
(2442번~2999번)

통일찬송가(558곡)옴니버스 5

특징
1.3 Speaker Systems 채택
2.음질: 휴대폰, 일반 전자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한 고음질
3.내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34년간 축적된 높은 수준의 콘텐츠 탑재.
4.용량: 16G의 엄청난 저장 능력으로 보다 많은 콘텐츠 저장
5.가격: 본체, 충전기, 고성능 이어폰, 목록집을 포함하여 파격가 공급단행!!

제품문의: TEL 02-395-6111

국내 정상급 음반제작사 5곳의 음
원 3000여곡중 177곡을 엄선하였
고, CD전집사상 최정상급 찬양사
역자 100여분이 총 동원된 복음성
가대전집입니다.

CD 12장 177곡 수록 
(646번~822번)

옴니버스            복음성가모음집 

       “예수사랑Ⅰ” 2

제작기간 2년-
개역개정 성경을 보통의 속도로(정
독성경)완독 하는데 90시간-
이덕수목사의 속독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36시간에 완독 가능 합니다.

CD 40장 
(4001번~5432번)

 속독성경(개역개정) 9

새찬송가 645곡을 오케스트라 반
주로 제작 되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반주로 찬송가
의 수준을 한단계 높혔습니다.
앞에 3 만 붙이면 새찬송가 장수와 
동일합니다.
CD28장 645곡 수록
(3001번~3645번)

새찬송가 반주 (오케스트라  반주) 6

제작기간6년-
국내정상급 합창단,중창단,성악가,
찬양사역자 등이 총 출연하여...종
전 피아노 반주에서 오케스트라 반
주로 녹음하였습니다.

CD 28장 
645곡 수록 (1~645번)

새 찬송가 (645곡)옴니버스 1

Ⅱ

CD 90장 삽입

국내 정상급 기독교 성우 김종환 서
혜정의 낭독성경
1장(홀수장)은 김종환 2장(짝수장)
은 서혜정 낭독으로
신,구약 66권을 은혜롭게 낭독

CD90장 
(1001번~2432번)

정독성경(개역 개정) 4

가장 은혜로운 복음 성가 중에서 
110곡을 엄선하여 팬플룻,오보에,
바이올린,클라리넷,기타,차임벨,실
내악,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로 연
주하였습니다.

CD 6장 110곡 수록 
(3891번~4000번)

 베스트 복음성가 경음악 8

국내 최정상급 성우 100여명 출연
하여 성경시대의 시대상황을 재현
하였습니다. 국내 성경 제작 사상 
최대 제작비 투여
(일반 오디오 성경 제작비 10배)

 CD 120장 삽입
(5501번~6932)

입체낭독성경 (개역한글) 10

미성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카드결제 가능 
www.meesung.co.kr

입급계좌 안내: 국민은행 9-3956-1111-48 (예금주:장시왕)    듣는 성경의 
새 시대를 열다

2015년

GENESISⅡ탄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중에서 어린이들
이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구약16편과 신약11편을 엄선하여 동
화로 제작하였습니다. 

테이프 16개

어린이 성경 13

현재 가장 많이 불리어지는 주일학교 
찬양중에서 120곡을 엄선하여 수록하
였습니다.
찬양: 안소연, 오주영, 전민수, 하나 성가
대(20명)
  
오디오 CD 6장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 11

NIV OLD & NEW 
TESTAMENT BIBLE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성경으로 입체낭독으로 제작

오디오 CD90장

NIV 영어성경 12

영어 영어 영어

새벽예배 낮예배, 저녁예배 등 교회 
기도 인도시 꼭 필요한 경음악 찬양
입니다. 기도의 맥이 끊기지 않게 마
디마디를 없앴고, 때문에 기도의 배경 
음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디오 CD 6장

새벽기도. 통성기도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