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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전에 

꼭 읽어주세요.

교재, 음반, 도서 성경학교 자료집, 용품 티셔츠 현수막

발송 상태 서고 묶음 배송 제작처 직배송 제작처 직배송

출고일
월~금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출고
주문 3일 후 출고

택배비
2,500원

(30,000원 이상 무료)
2,500원

(30장 이상 무료)
3,000원

(45,000원 이상 무료)

구입
기독교 서점,
강습회 현장, 

파이디온스퀘어

강습회 현장,
파이디온스퀘어

파이디온스퀘어

문의
070-4018-4040

카카오 플러스 친구: 파이디온스퀘어

파이디온 VBS 온라인 쇼핑몰  

www.paidionsquare.com

교사 강습회는 

파이디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paidion.org

배송 기간은 출고 후 택배 업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소요됩니다.

현수막과 티셔츠는 교재, 음반, 도서, 용품과 별도 제작되므로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현수막은 주문 후 제작되는 상품입니다.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주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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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 성경학교 교재

학령전 교재는 작은 음악대 콘셉트를 활용하여 성경 이야기와 포인트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어린이용 교재는 다양한 악기 모양 활동지와, 활동지를 꾸밀 수 있는 재점착 스티

커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악기 가방에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교사

용 교재는 ‘교사용 그림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띠’를 사용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

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교재•4,500원

구성_활동지 3장, 재점착 스티커 2장, 악기 가방

어린이용 교재•4,500원

구성_활동지 4장, 스티커 1장, 별지 2장, 악기 가방

교사용 교재•10,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교사용 그림책, 하나 띠

교사용 교재•10,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교사용 그림책, 하나 띠

유아부 교사용 
그림책 활용법

유치부 교사용 
그림책 활용법

★ 파이디온의 어린이 교재는 KC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아부(3-5세) 

유치부(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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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성경학교 교재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학령기 교재는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포인트를 되새기며, 자신의 

삶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늘 가족 앨범’과 ‘나의 성경 그림 

카드’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성경학교 주제를 기억하고 다짐을 되새길 수 있으며, 

성경학교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PP 홀더에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교재•5,000원

구성_활동지 13장, 스티커 2장, PP 홀더

어린이용 교재•5,000원

구성_활동지 11장, PP 홀더

교사용 교재•8,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성경 이야기 시각 자료

교사용 교재•8,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성경 이야기 시각 자료

유년부(1-3학년) 

초등부(4-6학년) 



음반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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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 어린이 CCM

학령기 어린이 CCM

학령전 어린이
CCM 미리보기

학령기 어린이
CCM 미리보기

증강현실을 활용한 여러 활동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와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복습하고, 

되새겨보세요!

찬양 CD•12,000원 영상 DVD•23,000원 악보•4,000원

찬양 CD•12,000원 영상 DVD•23,000원 악보•4,000원

Hello Bible 2017 여름 성경학교 병용자료

여름 성경학교의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할 최고의 방법

AR(증강현실)로 만나는
생생한 성경 이야기!

스마트 기기에서 헬로바이블 앱을 실행해보세요.

패키지 + 무료 다운로드 앱

20,000원



예배와 활동을 함께 기획하는 성경학교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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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 유치부•35,000원

유년 / 초등부•35,000원

예배 자료집 1~4과 ‘찬양 콘티 ▶ 설교 ▶ 암송맨 대본’

활동 자료집 사전 활동, 여는 활동, 대그룹 활동, 활동 센터, 후속 활동 등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

자 료  U S B  예배, 활동, 홍보, 행정에 필요한 약 100여 가지 콘텐츠 제공

대형 포스터 여름 성경학교 홍보를 위한 포스터(뒷면 시간표)

구성

➊ 마을을 다니며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야기 마을 퍼즐 20 조각

➋ 함께 읽어요 성경 이야기 책

➌ 알쏭달쏭한 암호를 풀어주는 암호 해독기

➍ 그림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펼쳐지는 이야기 카드 10장

➎ 색칠하면 입체로 나타나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활동지 6장 

➏ 쉽게 풀어주는 헬로 바이블 안내서 활동 가이드북 1·2·3

상품 구성

교회에서
주일학교 소그룹 활동, 성경학교 
우승 상품으로 좋아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앱 

다운받기

AR

미리보기

바인더 형태로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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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 ★ 파이디온의 어린이 용품은 KC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나 밴드
1세트 구성: 밴드 + 주제 참

3세트 6,000원 (세트당 2,000원)

하나 밴드 참
구성: 건반 참 3개, 미어캣 참 3개

6,000원 (개당 1,000원)

모든 용품은 세트 단위로만 구입 가능합니다(강습회 현장 낱개 구입 가능).

리마인더 팔찌
초극세사 섬유(내피), 22×18cm

5개 세트 10,000원 (개당 2,000원)

야외용•벌레 퇴치 기능!

주제 버튼
지름 5.8cm

10개 세트 4,000원 (개당 400원)

A형 B형

어린이 가방
이중겹 비닐, 32×42.5cm

10개 세트 20,000원 (개당 2,000원)

방수용으로 물놀이도 
걱정 없어요!

‹앞› ‹뒤›

각 과 버튼
지름 3.8cm

4세트 총 16개 6,000원 (개당 375원)

1세트 (4개)

하나 스탬프
지름 2.5cm 

2개 세트 5,000원 (개당 2,500원)

 

밴드나 샌들에 끼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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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용품 및 티셔츠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티셔츠

A형 흰색

아동 13~18호 6,200원

성인  S~2XL 6,500원

B형 소라색

아동 13~18호 6,500원

성인  S~2XL 7,000원

C형 흰색

아동 13~18호 6,200원

성인  S~2XL 6,500원

D형 소라색

아동 13~18호 6,500원

성인  S~2XL 7,000원

•  티셔츠는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50장 이상 구매 시 10% 할인됩니다.

• 티셔츠 문의: 070-4018-4040

투명 에어볼
지름 29cm

5개 세트 12,500원 (개당 2,500원)

B형

A형

아동용 사이즈(단위 cm)

 어깨 가슴 팔길이 총기장 아동사이즈 여성사이즈

13호 29.5 32.5 11 43 4세 -

14호 30 35 12 46 5-6세 -

15호 32 37.5 13 49 7-8세 -

16호 33 40 14 52 9-10세 -

17호 37 42.5 15 55 11-12세 44

18호 39 45 16 58 13-14세 55

성인용 사이즈(단위 cm)

 어깨 가슴 팔길이 총기장 남성사이즈 여성사이즈

S 43 47.5 17 61 90 66

M 45 50.5 18 64 95 77

L 47.5 53 19 67 100 88

XL 49.5 55.5 20 70 105 -

2XL 51 58 21 73 110 -

데코 모빌 구성: 유광 코팅 종이 87조각, 색깔 호일 풍선 6개, 줄, 낚싯줄  33,000원

모빌과 함께 
장식해보세요!

성경의 주제를 담은 모빌로 예배실과 

활동 장소 입구 등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어요. 

(조립 및 연결해야 하는 DIY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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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세로형 현수막

• 현수막은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현수막은 주문 후 제작되는 상품으로, 주문 3일 후 출고됩니다(배송 기간 별도).

• 현수막 문의: 070-4018-4040

A 가로형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500×90cm_48,000원 

                 소 320×58cm_38,000원
•옵   션 :   나무막대 포함 시 1,500원 추가

A-1

A-2

A-3

A-4

세로형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90×500cm_48,000원 

                 소 58×320cm_38,000원
•옵   션 :   나무막대 포함 시 1,500원 추가

B-1 B-2

7월 5일까지 

모든 현수막

10% 할인!

B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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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배너, 강단 및 외벽용 현수막

B-3

▼   알루미늄 폴대 
적용 모습 

▼   거치대 적용 모습

D-1 D-2 D-3

Y배너
•재   질 : 부직포

•크   기 : 60×180cm

•가   격 : 35,000원 

•옵   션 : 현수막+거치대 구입 시 50,000원

C
C-1 C-2 C-3 C-4

D 강단 및 외벽용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180×300cm_60,000원 

                 소 150×250cm_45,000원
•옵   션 :   알루미늄 폴대 포함 시 3,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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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현수막, 바닥 스티커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부착 방법 

①   바닥을 깨끗하게 걸레로 닦아 물기나 
먼지를 제거합니다.

② 인쇄된 스티커를 붙입니다.

③    그 위에 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가장자리를 모양을 따라 정리합니다.

※  교회 입구나 로비 바닥에 설치하면 
효과적입니다.

※  투명 시트지를 덧붙이므로 밟아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 우드락에 덧댄 후, 벽에 붙여보세요!

F  바닥 스티커
•재   질 : 합성지

•구   성 :   바닥 스티커+커버용 투명 시트지

•크기_가격 : 대 지름 150cm_33,000원
 중 지름 120cm_25,000원
 소 지름 90cm_20,000원

F-1 F-2 F-3

E 교회 내부 홍보용 현수막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50×90cm_30,000원 

                 소 100×60cm_20,000원

E-1 E-2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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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캐릭터, 사진방 현수막

G
장식용 캐릭터
•재   질 : 부직포

G-1

G-2

G-3

G-4

G-5

대 150x68cm_15,000원
소 130x59cm_10,000원

대 290x120cm_30,000원
소 193x80cm_20,000원

대 320x150cm_40,000원
소 256x120cm_25,000원

대 200x75cm_20,000원
소 150x57cm_15,000원

대 150x68cm_15,000원
소 130x59cm_10,000원

H
사진방 현수막

H-1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240x180cm_50,000원
 소 200x150cm_30,000원

H-2(악기 포토존)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200x60cm_20,000원

▲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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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 데코, 입구 현수막

J 입구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180x200cm_33,000원 

                 소 100x200cm_26,000원

▲   사용 예시

J-1(대)

J-2(대)

J-1(소)

J-2(소)

※  찬양이나 연극의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강단 데코 현수막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410x300cm_110,000원 

                 소 340x250cm_80,000원
•기   타 :   부직포 재질의 특성상 접거나 재봉이 불가능하므로 두 조각으로 

인쇄하여 배송됩니다.

I-1

▲   사용 예시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K 예수님 현수막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80x210cm_30,000원 

                 소 120x140cm_20,000원

학령전 성경 이야기
•재   질 : 부직포

•크   기 : 575×120cm

             (한 컷 82×60cm)

•가   격 : 75,000원

학령기 성경 이야기
•재   질 : 부직포

•크   기 : 425×120cm

             (한 컷 85×60cm)

•가   격 : 55,000원

▲   사용 예시

교구재 현수막

13

예수님 현수막, 교구재 현수막

I-2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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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재

교사용 교재 청소년용 교재

공과 진행안 
진행 멘트와 활동 자료,  

캠프(수련회)를 기획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별지

공과 교재

성경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스스로 성경의 포인트를 찾아 

각자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말씀 중심 교재입니다.

리마인더 스티커

교통 카드, 학생증 등에 붙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해요!

청소년용 별지

구성_ 공과 교재, 청소년용 별지, 리마인더 스티커구성_ 공과 진행안, 교사용 별지

5,000원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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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티셔츠, 용품, 현수막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티셔츠

E형 수박색

성인 S~2XL 7,000원

(아동 사이즈 없음)

•  티셔츠는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50장 이상 구매 시 10% 할인됩니다.

• 티셔츠 문의: 070-4018-4040

성인용 사이즈(단위 cm)

 어깨 가슴 팔길이 총기장 남성사이즈 여성사이즈

S 43 47.5 17 61 90 66

M 45 50.5 18 64 95 77

L 47.5 53 19 67 100 88

XL 49.5 55.5 20 70 105 -

2XL 51 58 21 73 110 -

One in Christ 팔찌
2개 세트 5,000원 (개당 2,500원)

청소년 리마인더 스티커
구성: 종이 스티커(15.8×15.8cm) 2장

1,000원 

현수막

A-5

A-6

A 가로형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500×90cm_48,000원 

                 소 320×58cm_38,000원
•옵   션 :   나무막대 포함 시 1,500원 추가

세로형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90×500cm_48,000원 

                 소 58×320cm_38,000원
•옵   션 :   나무막대 포함 시 1,500원 추가

B
B-4 B-5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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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티셔츠, 용품, 현수막

▼   알루미늄 폴대 적용 모습 

D-4 D-5

Y배너
•재   질 : 부직포

•크   기 : 60×180cm

•가   격 : 35,000원 

•옵   션 :   현수막+거치대 구입 시 50,000원

C

E 교회 내부용 현수막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50×90cm_30,000원 

                 소 100×60cm_20,000원

E-4 E-5

C-5 C-6

D
강단, 교회 외벽용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180×300cm_60,000원 

                 소 150×250cm_45,000원
•옵   션 :   알루미늄 폴대 포함 시 3,000원 추가

H 사진방 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240x180cm_50,000원
소 200x150cm_30,000원

H-3

•   현수막은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현수막은 주문 후 제작되는 상품으로, 

주문 3일 후 출고됩니다(배송 기간 별도).

•   현수막 문의: 070-4018-4040

▲   사용 예시

7월 5일까지 
모든 현수막

10% 할인!

▼   거치대 적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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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VBS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성경학교 되살리기 

프로젝트

2017 파이디온

7월 6일까지
파이디온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www.paidion.org
문의: 송예운 간사 070-4099-7707

(신청 기준은 파이디온 홈페이지 참고)

파이디온선교회가 지원해드립니다.

 1. 용품 및 티셔츠 할인
 2. 현수막 1장 무료 제공


맞이하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홍보 영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설레는 여름 성경학교!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가득한 여름 성경학교!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한 여름 성경학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할 교사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 되살리기 프로젝트 Revival VBS’는 성경학교를 마친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 교사와 교재를 지원하며 성경학교를 운영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직접 

만나기 힘든 두 교회를 지역과 규모에 따라 파이디온선교회가 연결해드립니다.

“하늘 가족의 필요를 살피고 채움으로 서로를 돌보라!”

아이들과 Revival VBS를 계획하고 준비함으로,

하늘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세움과 돌봄을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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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디온 어린이 여름 캠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파이디온 여름 캠프에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이디온 여름 캠프는 파이디온 강사와 스태프들이 직접 진행하며, 소그룹 공과와 대그룹 

활동, 활동 센터, 예배 등 어린이와 교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One in Christ)

일시  2017년 7월 26일-28일(수-금), 2박 3일

대상  강원도 소재의 미자립 교회 초등학생 1-6학년

장소  춘천 청소년 여행의 집(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035)

주요 프로그램  예배와 공과, 브레인 서바이벌, 활동 센터, 워터 페스티벌, 어린이 부흥회 등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www.paidion.org

등록 기간 및 인원  선착순 60명

등록비  어린이 5만 원(참가비 10만 원 중 파이디온선교회에서 50% 지원합니다.) / 교사 10만 원

등록 규정

•강원도 소재의 미자립 교회(장년 출석 50명 이하)만 등록 가능합니다.

•한 교회당 어린이 10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 5명당 교사 1명이 참석해야 하며, 교사는 반드시 캠프 교사 강습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당일 현장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미취학(유치원생 이하) 어린이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문의  이원희 전도사(070-4099-7729)

2017년 여름, 강원도 지역의 미자립교회와 어린이들을 세우기 위해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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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디온 청소년 캠프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파이디온 캠프는 첫째,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 

중심의 캠프’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부서가 건강해지

며, 작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데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는 ‘말씀을 가르치는 캠프’입니다. 올해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인한 생명과 희망을 경험하며, 하나 됨의 기쁨

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  One in Christ 

일시  2017년 7월 31일-8월 3일(월-목), 3박 4일

대상  중·고등부 청소년(14~19세)

장소  안성연수원(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현곡길 47, 현곡리)

등록 인원  중등부 110명/ 고등부 110명/ 교사 60명/ 총 280명

•한 교회당 40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10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공과공부, 예배, 활동 센터, 공동체 활동, 자유선택활동 등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www.paidion.org

등록비  등록 일에 따라 등록비가 차등 적용됩니다.

청소년  5월 1일-6월 14일까지: 10만 원 

6월 15일-7월 13일까지: 11만 원

교사 11만 원(교사는 등록비 할인이 없습니다.)

문의  김수연 목사(070-4099-7716)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숙한 사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회

공감 부재,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

조슈아 맥 지음 l 장택수 옮김 | 92면 | 8,000원

제리 스터블필드 지음 l 김진선 옮김 | 411면 | 20,000원

교육목사는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오랜 세월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지만,

한국 교회의 내일을 위해 새롭게 정립해야 할

교육 사역자의 소명과 역할에 관한 종합 안내서!

교회교육 디렉터로서의 소명과 역할

토니 에반스 지음 l 장택수 옮김 | 246면 | 13,000원

주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등바등할까?

그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도 십자가 없이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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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디온 여름 사역 필독서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