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파이디온

어린이•청소년 여름 사역

종합 안내서



교재, 음반, 도서 용품 티셔츠 현수막

발송 상태 물류 센터 배송 제작처 직배송 제작처 직배송

출고일
월~금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출고
주문 3~5일 후 출고

택배비
2,5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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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월)~7월 14일(주일) 기간에는 
주문이 많습니다. 성경학교 시작 전, 여유를 
두고 미리 주문해주세요.

2019 VBS

사역 자료 안내

상품을 배송받은 즉시 개봉하여 확인해주세요!
파손 / 오배송 / 오제작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미리 체크해주세요.

주문 전에 

꼭 읽어주세요!



성경공부 교재

유아부 3-5세

유치부 6-7세

학령전 통합 부서 3-7세

2019 파이디온 VBS

어린이용 교재•5,000원

구성_ 참 하나님 앨범 겉표지, 
속지, 가정 활동지, 스티커지, 
거울지, 참 하나님 목걸이, 끈 

어린이용 교재•5,000원

구성_ 참 하나님 앨범 겉표지, 속지, 
가정 활동지, 별지, 스티커지, 
참 하나님 목걸이, 끈 

어린이용 교재•3,200원

구성_ 구름책, 별지, 스티커지

자료 CD•7,000원

교사용 교재•10,000원

구성_ 교사용 가이드북, 배움터 
활동 자료, 성경 이야기 
그림책, 참 하나님 막대, 끈

교사용 교재•10,000원

구성_ 교사용 가이드북, 배움터 
활동 자료, 성경 이야기 
그림책, 참 하나님 막대, 끈

교사용 교재•7,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말씀을 되새기는 그림



성경공부 교재

유년부 1-3학년

초등부 4-6학년

중·고등부 

2019 파이디온 VBS

어린이용 교재•5,500원

구성_ 활동지, 별지, 스티커지, 
홀로그램 스티커지, PP홀더

어린이용 교재•5,500원

구성_ 활동지, 별지, 스티커지, 
홀로그램 스티커지, PP홀더

청소년용 교재•5,000원

구성_활동지, 별지, 리마인더 책갈피

교사용 교재•8,500원

구성_ 교사용 가이드북, 
         성경 이야기 시각 자료, 
        활동 자료

교사용 교재•8,500원

구성_ 교사용 가이드북, 
         성경 이야기 시각 자료, 
        활동 자료

교사용 교재•5,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음반·성경학교 자료집

학령전 음반 
진짜진짜 하나님

학령기 음반 
여호와만 참 하나님

2019 파이디온 VBS

찬양 CD•13,200원

찬양 CD•13,200원

영상 DVD•24,800원

영상 DVD•24,800원

악보•4,600원

악보•4,600원

영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자료집
38,000원

구성_예배 자료집, 활동 자료집, 포스터 2장, 자료 USB

유년•초등부 

성경학교 자료집
36,000원

구성_예배 자료집, 활동 자료집, 포스터 2장, 자료 USB



사역 용품

참 하나님 스트링아트 학령전
2,000원   구성 및 크기_스트링아트 판 1개, 바늘 1개, 실 6m / 18x21cm

엘리야 컬러링 북
3,000원   크기 및 분량_A4 20쪽

JEHOVAH 스트랩 키링
2,000원   재질 및 크기_PVC / 15.5x2cm

참 하나님 스트링아트 학령기
2,000원   구성 및 크기_스트링아트 판 1개, 바늘 1개, 실 6m / 18x21cm

참 하나님 스탬프
2개 세트•5,000원 (개당 2,500원)   크기_지름 2.5cm

Courage 스티커 (전자파 차단 스티커)

2,000원   구성 및 크기_주제어, 스팟 라이트 / 1.7x0.9cm, 0.9x1.4cm

2019 파이디온 VBS

주제 버튼
10개 세트•4,000원 (개당 400원)   크기_지름 5.8cm

A형 B형

참 하나님 LED 부채
2,000원   

재질 및 크기_플라스틱 외 / 16.5x28.5cm

‹완성 모습› ‹완성 모습›



데코 모빌·티셔츠2019 파이디온 VBS

데코 모빌
33,000원   구성_유광 코팅 종이 110조각, 구름 모양 은박 풍선 3개, 트와인 끈, 낚싯줄 

티셔츠

성경학교 주제를 담은 모빌로,
예배실과 활동 장소 등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어요!

A형_흰색

아동 13~18호•7,000원

성인 S~2XL   •7,300원

B형_파란색

아동 13~18호•7,500원

성인 S~2XL   •7,800원

C형_검은색

성인 S~2XL•7,800원

아동용 크기(단위 cm)

 어깨 가슴 팔길이 총기장 아동크기 여성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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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단위 cm)

 어깨 가슴 팔길이 총기장 남성크기 여성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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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티셔츠는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50장 이상 구매 시 10% 할인됩니다.

★   티셔츠 문의: 070-4018-4040

조립 및 연결해야 하는 
DIY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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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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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2

A-3

A-4

A-5 (청소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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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배너
•재   질 : 부직포

•크   기 : 60×180cm

•가   격 : 35,000원 

•옵   션 : 현수막+거치대 구입 시 50,000원

B
B-1

B-4

B-2

B-5 (청소년용)

B-3

▼   거치대 
     적용 모습

주문 전에 꼭 읽어주세요!

7월 3일까지 

10% 할인!

(I형 제외)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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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교회 내부 홍보용 현수막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50×90cm_30,000원 

                      소 100×60cm_20,000원
D

▼   알루미늄 폴대 
적용 모습 

C-1 C-2 C-3 C-4 (청소년용)

D-4 (청소년용)D-3D-2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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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스티커
•재   질 : 솔벤출력용 안전 시트지

•크기_가격 : 대 지름 150cm_33,000원

 중 지름 120cm_25,000원

 소 지름 90cm_20,000원

E
E-1 E-2 ▼   바닥 스티커 부착 모습

 장식용 캐릭터F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10x68cm_15,000원

                      소 90x56cm_10,000원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50x106cm_20,000원

                      소 105x74cm_15,000원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73x146cm_16,000원

                      소 64x128cm_15,000원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206x130cm_30,000원

                      소 90x57cm_15,000원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31x175cm_23,000원

                      소 90x120cm_15,000원

F-1

F-4

F-2

F-5

F-3



현수막

사진방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240x180cm_50,000원

                      소 200x150cm_30,000원
G

강단 데코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410x300cm_115,000원 

                      중 340x250cm_85,000원

                      소 246x180cm_66,000원

H

G-1 G-2 G-3 (청소년용)

H-1 H-2

7월 3일까지 

10% 할인!

(I형 제외)



현수막2019 파이디온 VBS

1~4과 주제 배너
•재   질 : 부직포

•크   기 : 240x180cm (1컷당 60x180cm)

•가   격 : 55,000원
I

한정 수량

교구재 현수막J
J-1

•내   용 : 학령전 성경 이야기
•재   질 : 부직포

•크   기 : 750x120cm (1컷당 85x60cm)

•가   격 : 80,000원

J-2

•내   용 : 학령기 성경 이야기
•재   질 : 부직포

•크   기 : 594x120cm (1컷당 85x60cm)

•가   격 : 70,000원



2019 파이디온

여름 사역 안내



2019 예수빌리지 

파이디온 어린이 캠프 

파이디온에서는 
다음세대들에게 ‘분명한 복음, 확고한 세계관’을 심
어주기 위해, 새로운 커리큘럼 공과인 ‘예수빌리지’
를 출간하였습니다. 예수빌리지는 새로운 공과 교재 
제공을 넘어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예수빌리
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파이디온 
어린이 캠프는 예수빌리지 회원 교회를 대상으로 진
행됩니다. 

주제: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일시: 2019년 7월 29일(월)~ 31일(수), 2박 3일 

대상:  2019년 3월까지 예수빌리지 멤버십에 가입한 
       초등학생 1~6학년

장소: 서경청소년수련원(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24-69)

주요 프로그램: 예배와 공과, 활동 센터, 
                     PBL(Project Based Learning), 어린이 부흥회 등

등록 방법:  온라인 선착순 등록  ※당일 현장 등록 불가

등록 인원: 어린이 200명(1~3학년 100명, 4~6학년 100명), 교사 50명                

                  •미취학 아동은 참석 불가
                •어린이 5명당 교사 1명 반드시 참석

                 (공과 진행을 위해 파이디온 교사 강습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등록비: 등록일에 따라 등록비가 차등 적용 됩니다.

          •어린이:  ~6월 2일: 10만 원
                        6월 3일~6월 30일: 11만 원
      •교사: 11만 원
문의: 강일진 강도사 070-4099-7703

2019년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 주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_Jehovah, the Only True God!”입

니다. 올 여름 파이디온 캠프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
은 하나님의 스팟 라이트(Spot light)가 되어 “여호와

만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
입니다.

주제 : 여호와만 참 하나님!_Jehovah, the Only True God!

일시: 2019년 8월 5일(월)~ 8일(목), 3박 4일 

대상: 중·고등부 청소년(14-19세)

장소: 덕평수련원(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장자터로 114-127) 

주요 프로그램: 예배, 공과공부, 활동 센터, 공동체 활동, 
                         자유 선택 활동 등

등록 방법: 온라인 선착순 등록 

등록 인원: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 교사 50명
                      •한 교회당 40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생 10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등록비: 등록일에 따라 등록비가 차등 적용됩니다.
              •5월 1일-6월 14일: 11만 원

                   6월 15일-7월12일: 12만 원
                 •교사 12만 원

문의: 김수연 목사 070-4099-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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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름 캠프

파이디온에서는 
다음세대들에게 ‘분명한 복음, 확고한 세계관’을 심
어주기 위해, 새로운 커리큘럼 공과인 ‘예수빌리지’
를 출간하였습니다. 예수빌리지는 새로운 공과 교재 
제공을 넘어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예수빌리
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파이디온 
어린이 캠프는 예수빌리지 회원 교회를 대상으로 진
행됩니다. 

주제: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일시: 2019년 7월 29일(월)~ 31일(수), 2박 3일 

대상:  2019년 3월까지 예수빌리지 멤버십에 가입한 
       초등학생 1~6학년

장소: 서경청소년수련원(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24-69)

주요 프로그램: 예배와 공과, 활동 센터, 
                     PBL(Project Based Learning), 어린이 부흥회 등

등록 방법:  온라인 선착순 등록  ※당일 현장 등록 불가

등록 인원: 어린이 200명(1~3학년 100명, 4~6학년 100명), 교사 50명                

                  •미취학 아동은 참석 불가
                •어린이 5명당 교사 1명 반드시 참석

                 (공과 진행을 위해 파이디온 교사 강습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등록비: 등록일에 따라 등록비가 차등 적용 됩니다.

          •어린이:  ~6월 2일: 10만 원
                        6월 3일~6월 30일: 11만 원
      •교사: 11만 원
문의: 강일진 강도사 070-4099-7703

2019년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 주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_Jehovah, the Only True God!”입

니다. 올 여름 파이디온 캠프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
은 하나님의 스팟 라이트(Spot light)가 되어 “여호와

만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
입니다.

주제 : 여호와만 참 하나님!_Jehovah, the Only True God!

일시: 2019년 8월 5일(월)~ 8일(목), 3박 4일 

대상: 중·고등부 청소년(14-19세)

장소: 덕평수련원(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장자터로 114-127) 

주요 프로그램: 예배, 공과공부, 활동 센터, 공동체 활동, 
                         자유 선택 활동 등

등록 방법: 온라인 선착순 등록 

등록 인원: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 교사 50명
                      •한 교회당 40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생 10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등록비: 등록일에 따라 등록비가 차등 적용됩니다.
              •5월 1일-6월 14일: 11만 원

                   6월 15일-7월12일: 12만 원
                 •교사 12만 원

문의: 김수연 목사 070-4099-7716



성경학교 되살리기 

프로젝트

2019 파이디온

5월 1일(수)부터 7월 3일(수)까지

파이디온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송예운 간사 070-4099-7707

www.paidion.org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홍보 영상

“우리 교회에는 
왜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의 여름 성경학교.

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맘으로 예배했던 그 귀한 추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점차 사라져갑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할 교사도,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 되살리기 프로젝트 Revival VBS’는 

성경학교를 이미 마친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 

교사와 교재를 지원하여 성경학교를 운영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직접 만나기 힘든 두 교회를 지역과 규모에 따라 파이디온선교회가 연결해드립니다.

파이디온선교회가 지원해드립니다.

➊ 용품 및 티셔츠 할인

➋ 현수막 1장 무료 제공

➌ 진행 매뉴얼 예시 제공

맞이하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Help

Help
me!!

2020 파이디온 겨울 VBS

“신나는 성경탐험”이 
새로워졌습니다.

스토리와 모션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어린이 성경 파노라마 프로그램 

구약을 한 권으로!
 

기존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 두 권을 한 권으로 

공부하며, 성경 전체의 큰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변화 1

유치부 교재 출간!
 

유치부(6-7세),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세 부서로 출간됩니다.

변화 3

모션 50개로 구약을 한눈에!
 

50개의 모션을 통해 구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변화 2

풍성한 후속 활동!
 

•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성경을 가까이하는 훈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코딩을 활용한 가정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뿐 아니라 성경 속 인물이 

되어보고, 사건을 새롭게 구성하며 

실제적인 성경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 4

겨울 성경학교 강습회 일정

2020년 1월 “신나는 성경탐험_구약”
2021년 1월 “신나는 성경탐험_신약”

이 프로그램은 겨울 성경학교 뿐 아니라 제자훈련, 
오후 예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elp

Help
me!!



www.paidion.org
www.paidionsquare.com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