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os 성경�소프트웨어
스마트�성경�연구를�위한�가장�강력한�디지털�플랫폼



왜 Logos일까요?

2

조현삼｜서울광염교회�담임목사

“설교를�먹고�살아야�할�성도들을�위해�저희�교회는�모든�교역자에게
Logos를�제공했습니다.”

“Logos는�성경�원어와�문법�자료뿐�아니라, 성경�각�권에�대한�주석, 설교,
조직신학�등�방대한�자료들을  쉽고�빠르게�검색해볼�수�있기에�설교�준비에 
큰�도움이�됩니다. 설교자들에게�적극�추천합니다.”
김희석｜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구약학�교수

“Logos는�더욱�친절한�연구�길잡이�기능과�풍부한�자료를�제공합니다. 
특히�현장�목회자와�신학생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기대됩니다.”
김한원｜하늘샘교회�담임�목사, 성경�소프트웨어�트레이닝�전문�강사

“Logos는�기존의�성경�관련�소프트웨어와는�비교할�수�없는�방대한 
자료와�원문�연구를�위한�탁월한�데이터�베이스를�소유하고�있어�적극 
추천하는�바입니다.”
권성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구약학�교수, 성경과�이스라엘연구소�소장

이정규｜시광교회�담임�목사

“제게 Logos는�본문�주해와�묵상, 신학적�연구의�산업혁명과�같았습니다. 
가장�직관적이고�완성도�높은�성경�소프트웨어입니다.”

“제�성경�연구는 Logos 사용�전과�후로�나뉩니다. 성경�소프트웨어가 
아닌�종이�책으로�성경�연구를�진행한다면, 지금보다 ��배�이상의�시간과
돈이�소요될�것입니다.”
장석환｜하늘기쁨교회�목사, 하늘기쁨목회자독서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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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성경�본문�주해�기능과�빠른�자료�검색�기능을�탑재한 Logos를�통해
더�깊이�신학�연구를�할�수�있습니다. 검증된�도서로�구성된�디지털�신학�서재를 
제공하고, 원하는�자료를�추가할�수�있습니다. 다양한�분석�도구들은�방대한�데이터를 
분석하여�해석이�어려운�본문을�쉽고�빠르게�연구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한�번의�구매로�평생�사용�가능한 Logos는�설교�준비를�돕는�다양한�도구를�통해
작성한�설교를�데스크톱, 노트북, 모바일�디바이스�등에�동기화해�언제�어디서나 
사용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Logos는�전문적인�성경�연구�프로그램입니다.
신학생, 신학교수�및�목회자�모두에게�실제적으로�필요한 
수업�및�사역�도구, 설교�준비, 논문�연구�등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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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gos가�특별한�이유  

Logos의�디지털�서재�내�모든�자료는�분석�도구와�연결되어 
몇�번의�클릭만으로도�사전, 주석, 원어�사전�및�단계별 
연구�길잡이를�손쉽고�빠르게�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기본�패키지�구매�시, 각�도서를�개별�구매하는�경우보다 
��% 비용이�절감됩니다. Logos는성경�연구를�위한�시간,
비용, 공간을�모두�절약하는�최적의�플랫폼입니다.

성경�연구를�위한�최적의�플랫폼

Logos를�구매하시면�신학�연구에�최적화된�자료로
구성된�디지털�서재를�소유하게�됩니다. 하지만�수백�권이
넘는�서재의�모든�도서를�일일이�찾아�읽을�것을�걱정할 
필요는�없습니다. 원하는�성경�본문을�검색하면�디지털 
서재의�정보를�모두�파악하고�있는 Logos 검색�엔진이 
서재�내�모든�도서에서�필요한�정보만�정리해�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만의�디지털�신학�서재

궁금한�신학�주제를�검색하면�검증받은�신학자들이�정리한 
개요를�손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 클릭�몇�번이면�특정한
단어�또는�구절과�관련된�신학�주제�연구도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창세기 �장의 ̒ 원죄’ 를�검색하면,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이�신학�주제를�어떻게�이해해�왔는지 
서재의�자료를�바탕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놀랍도록�간편한�신학�연구�기능 

Logos는  다양한�디지털�기기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소유한�도서�자료는�데스크탑, 노트북�컴퓨터를�비롯해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태블릿, 스마트폰에서�사용할�수 
있습니다. 또한�인터넷�웹�브라우저에서도 Logos 자료�및 
기능�활용이�가능합니다.

어디서나�사용�가능한�멀티�플랫폼

 Logos의�자료는�한�번�구매하면�성경�연구�및�설교�준비를 
비롯해�논문�작성, 강의�준비�등�다양한�목적으로�평생�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통해�새롭게 
개발되는�운영체제에서도�문제�없이�사용할�수�있으며
추가되는�신학�도서�자료를�구매하여�디지털�신학�서재를 
제한�없이�확장할�수�있습니다.

한�번�구매한�자료는�평생�사용

Logos 공급�계약을�통해�각�신학교의�교단�및�특성에�맞는 
자료로�이루어진�패키지�구성이�가능합니다. 히브리어�및 
헬라어�자료를�추가하거나�수업�교재를�추가해�해당�신학교에 
가장�적합한�커스텀�패키지를�보급할�수�있습니다.

신학교�특성에�따른�맞춤형�패키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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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파트너십
Logos는�지난�수년간�국내외�여러�신학교�및�기관과�성공적인�파트너십을�진행해�왔습니다.

5

Logos 성경�소프트웨어는�신학생과�교직원이�함께�성경�연구를�할�수�있도록�다양한�기능을�제공합니다. 
간편한�공유�기능�등을�활용해�강의�노트�제공, 과제�제출, 질의응답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여�스마트한�신학�수업을 
디자인할�수�있습니다.

신학교를�위한  Logos 파트너십 
신학교�상황에�맞춘�패키지�공급�계약�시�다양한�신학�연구�지원�혜택을�제공합니다.
맞춤�혜택�내용은�신학교�상황에�따라�협의�가능합니다. 

Logos  파트너십�및�단체�구매�문의하기｜ kr.logos.com/partnership

교회, 노회, 선교�단체를�위한 Logos 단체�구매
Logos 단체�구매는 지속적인�파트너십�계약이�어려운�교회, 노회, 선교�단체를�위한�일회성�프로그램입니다. 
해당�기관이  소속�목회자들에게 Logos 성경�소프트웨어를�보급하고, 스마트한�목회를�지원할�수�있도록
신청�인원에�따라�높은�할인율을�제공합니다. 또한�간단한�신청�절차로도�진행이�가능합니다.

신학생�등록�할인 (��%) 보다�더�높은�할인과 Logos 공급�계약�비용�분할�납부
신학�교수를�위한 Logos 패키지�무료�제공
Logos 사용법�안내를�위한�오프라인�세미나�및�온라인�웨비나�지원 
신학교용  추천�패키지�제공�및 Logos 맞춤형�패키지�보급  (학교�교재  또는�원어�자료�등의�추가 /  변경)



Logos 9의 강력한�기능

- 일부�기능은�패키지에�따라  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6

Logos � 성경백과는�이전�버전의 ��배가�넘는�콘텐츠를�활용해
설교�준비를�위한�종합적이고�권위�있는�자료를�제공합니다. 
성경구절, 단어, 장소, 인물, 교리�등�핵심�정보를�즉시�확인할�수 
있습니다.  Logos � 소프트웨어�내�어디서든�성경백과�정보와 
연결되는�빠른�링크도�제공됩니다.

성경백과 �.�

Logos � 서재는�본문�연구에�기초가�되는�다양한�성경, 
신구약�개론서, 신학�자료�등을�제공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등의�원어�자료, 성경�주석, 각종�사전은�보다�깊이�있는 
본문  주해를�돕습니다. 또한�설교�준비를�돕는�설교집, 
상담�도서�등�목회�전반을�지원하는�다양한�자료도�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는�자료를�추가�구매하고�나만의�서재를 
확장해보세요.

엄선된�디지털�신학�서재

Logos �은�라이트�모드와  함께�다크�모드를�지원합니다.
다크�모드에서�앱을�실행하면�에너지를�절약하고�눈의�피로를
줄일�수�있습니다.
Logos � 프로그램�설정에서�라이트�모드와�다크모드를 
전환하며�사용해보세요.

다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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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연구�길잡이를�통해�검색하는�정보를�더�쉽고�빠르게 
찾을�수�있습니다. 선호하는�주석�정렬이�가능하며�교단, 시대, 
유형, 저자, 시리즈�별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작성했던�설교문도�본문�연구�길잡이에서�볼�수�있습니다.

본문�연구�길잡이

바울은 ̒ 칭의’라는�단어를�헬라어로�몇�번�사용했을까요?
예수께서는�베드로에게�직접�몇�번�말씀하셨나요?
Logos에서�검색을�통해�결과를�얻은�뒤, 버튼을�클릭하면 
검색�데이터를차트로�시각화�할�수�있습니다. 
다양한�양식의�차트를�선택하여�새로운�패턴과�흥미로운 
인사이트를�발견하세요.

검색�결과에�기반한�차트�도구

서재에�읽고�싶은�도서�목록을�만들고�독서�계획을�실행해보세요.
도서를�고르고�시간대만�선택하면�간단하게�독서�계획표를
설정할�수�있습니다. 
모바일�기기에서는  나중에�읽을�도서�목록�설정이�가능합니다.
독서�계획표를�활용하여�분주한�일정�가운데에서도�독서�시간을 
확보해보세요.

독서�계획표

7

Logos 9 기본�패키지
포함된�자료와�기능에�따라�총 �종의�기본�패키지가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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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9 브론즈
소그룹�인도자, 주일학교�교사용

���개�이상의�자료
*스타터�자료�및�기능�모두�포함
한글�성경 �권
성경�관련�사전 �권
성경�주석 �권 
학술지�및�신학잡지 ��권 
조직신학�및�역사신학 ��권

주요�자료
 ̇클릭바이블� - 설교뱅크�시리즈 (�권) 
 ̇Church Next 시리즈 (�권)
 ̇존�오웬�전집 (�권)
 ̇한국�기독교�지도자�강단설교�세트 (��권)

주요�기능
연구 과정 길잡이
캔버스
차트 기능

정가 $39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3,787.01

Logos 9 실버
설교�준비용

���개�이상의�자료
*브론즈�자료�및�기능�모두�포함
한글�성경 �권
성경�관련�사전 ��권
성경�주석 ��권 
신구약  도서 ��권 
성경�본문�연구�길잡이

주요�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설립

   ��주년�기념�주석 (�권) 
 ̇청교도�대작�시리즈 (��권)
 ̇존�오웬�전집 (�권)
 ̇성경�문화배경�사전
 ̇설교뱅크�시리즈 (�권)

 ̇Nestle- Aland Greek New
   Testament, ��th Edition
   with Critical Apparatus

주요�기능
설교 매니저
조건 및 문법 검색
상담 길잡이

정가 $74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7,652.59

Logos 9 스타터
성경�묵상�또는�성경�공부용

��개�이상의�자료
한글�성경 �권
성경�관련�사전 �권
성경�주석 �권 
설교�도서 ��권 
성경�백과

주요�자료
 ̇Lexham 성경�사전
 ̇찰스 해돈 스펄전 메시지 시리즈 (�권)
 ̇CLC 앤드류 머레이 신앙강좌 시리즈 (�권)
 ̇성경을 읽다 - CASKET EMPTY (�권)

주요�기능
독서계회표
메모 및 강조 효과
역본 비교

정가 $14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1,628.03

Logos 9 패키지�소개 

Logos 9 패키지�더�알아보기｜ kr.logos.com/compare-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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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9 패키지�소개 

Logos 9 아카데믹�스탠다드
신학교�전용�특별�패키지

한글�성경 �권
영어�성경 �권
성경�주석 �권
원어�자료 ��권
라틴어�성경 �권

��개�이상의  자료

주요�기능
성경 백과
메모 및 강조 효과
연구과정 길잡이
설교 매니저

주요�자료
 ̇ Nestle-Aland Greek New Testment

   ��th Edition, with Critical Apparatus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DCH(�권)

˙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atment｜PNTC (��권)

 ̇Liddel and Scott Greek English 
   Lexicon｜DCH (�권)

Logos 9 골드
말씀�연구용

*실버�자료�및�기능�모두�포함
성경�주석 ��권
신구약�도서 ��권
성경�사전�관련 ��권
성경�본문�연구�길잡이
연구�과정�길잡이 : 본문�주해

���개�이상의�자료

주요�기능
신학 연구 길잡이
히브리어 헬라어 구문 검색

주요�기능

주요�자료

Logos 9 플래티넘
원어�연구용

*골드�자료�및�기능�모두�포함 
성경�주석 ���권
신구약�도서 ��권
해석학�관련�자료 �권
성경�본문�연구�길잡이
연구�과정�길잡이 : 본문�주해

���개�이상의  자료

Logos � 모든 기능 포함

 ̇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d ed. (BDAG)  

 ̇UBS Handbooks Series : Old-
   Testament, New Testament, 
   and Deuterocanonical Books (��권)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PNTC (��권)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DCH (�권)

정가정가 $1,49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16,487.24

정가 $54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5,931.43

정가 $1,09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11,814.70

주요�자료
 ̇틴데일�주석�시리즈 (��권)
 ̇��세기�신학�시리즈 (��권)
 ̇라이프�성경�단어�사전 
 ̇The New American

  Commentary Series｜NAC (��권)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 Old-Testament 
  and New Testament (�권)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 TDNT (��권)

Logos 9 패키지�더�알아보기｜ kr.logos.com/compare-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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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9 패키지�소개 

주요�자료

주요�기능

Logos 9
이중언어�플래티넘
영문�신학도서가�필요한 
신학교수, 연구원, 목회자용

*Logos � 골드�및
 Logos � 플래티넘 (영문) 포함
성경�주석�및사전, 백과사전 ���권
학술지�및�신학�잡지 ���권
설교, 상담�등�목회자료 ���권
조직신학�및�역사신학�자료 ���권
원어자료 ���권

�,���개�이상의  자료

˙ IVP Bible Dictionaries Series (�권) 
˙ UBS Handbooks Series : Old-
   Testament, New Testament, 
   and Deuterocanonical Books (��권)  
˙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DCH (�권)

˙ The New International Greek - 
   Testament Commentary Series
 ｜NIGTC (��권)

Logos � 모든 기능 포함

정가 $2,34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29,021.95

Logos 9
이중언어�다이아몬드
더�많은�영문�신학도서가�필요한
신학�교수, 연구원, 목회자용

*Logos � 골드�및
Logos � 다이아몬드 (영문) 포함
성경�주석�및사전, 백과사전 ���권
학술지�및�신학�잡지 ���권
설교, 상담�등�목회자료 ���권
조직신학�및�역사신학�자료 ���권
원어자료 ���권

�,���개�이상의  자료

주요�자료
˙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Series｜ICC (��권) 
˙ The Bible Speaks Today｜BST (��권) 
˙ Exegetical Summaries Series (��권) 
˙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주요�기능
Logos � 모든 기능 포함

정가 $3,499.99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43,713.90

포함된 모든 자료 개별 구입 시
$20,979.28

Logos 9
이중언어�골드
영문�신학도서가�필요한 
신학생용

���개�이상의�자료
*Logos � 골드�및
 Logos � 플래티넘 (영문) 포함
성경�주석�및사전, 백과사전 ���권
학술지�및�신학�잡지 ���권
설교, 상담�등�목회자료 ���권
조직신학�및�역사신학�자료 ���권
원어자료 ��권

주요�자료
˙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 AYBD (�권)

˙ The New American Commentary Series
 ｜NAC (��권)

˙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PNTC (��권)

˙ 틴데일�주석�시리즈 (��권)

주요�기능
Logos � 모든 기능 포함

정가 $1,849.99

Logos 9 패키지�더�알아보기｜ kr.logos.com/compare-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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