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3박 4일 합숙

대상 어린이, 청소년 교육부서 설교자

내용   주일학교 학생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설교 준비 과정과 방법을 배워 실습과 발표를 통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세미나입니다.

강사   양승헌 목사(Ph.D.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로교회 담임)

등록비   2월 3일까지 30만 원/ 2월 10일까지 32만 원/ 2월 11일부터 35만 원

(강의안, 숙박, 식사, 간식 포함)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예배 인도자 세미나

시간 AM 10:00-PM 5:00

대상 학령전, 학령기 부서 찬양 인도자 및 사역자

내용   예배와 찬양,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의 의미와 자세에 대한 이론과 콘티 짜기, 멘트법, 진행 방법 등 

예배 인도의 실제를 배웁니다. 아울러 예배곡도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령전, 기 부서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지역 광명, 대전

등록비   2월 15일까지 32,000원/ 2월 24일까지 36,000원/ 2월 25일부터 40,000원(중식 포함)

문의 전희영 간사(070-4099-7715)

바나나 농장

시간 PM 1:15-6:00

대상   현재 바나나 농장 수강생, 이번 학기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과거 수강생(새로운 과정을 위해 신입 기

수는 받지 않습니다.)

내용   바나나 농장은 바나나 나무의 다음 세대를 향한 배려와 지혜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

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교육 디렉터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과정입니다. 

등록비   2월 24일까지 35만 원/ 2월 25일부터 39만 원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목요 교사 세미나

시간 PM 7:30-9:30

대상 주일학교 교사, 부장, 부감, 사역자

내용   목요 교사 세미나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6주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원리와 실제의 균

형을 이룬 강의로 파이디온 전문 강사들이 강의합니다. 기획된 교사 훈련을 받기 원하는 교회들을 위

해 준비된 세미나입니다.

등록비   2월 18일까지 29,000원/ 2월 28일까지 32,000원/ 3월 1일부터 35,000원

문의 도은아 목사(070-4099-7723)

찬사모 <심화 과정>

시간 PM 7:00-9:30

대상 찬사모 12주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 찬양 인도자

내용   찬사모 심화 과정은 찬사모를 수료한 소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탁월한 찬양 인도자로 세

우는 훈련 과정입니다. 개인별 리더 세우기, 예배 인도법, 진행과 활동의 실제, 보컬 트레이닝 등의 과

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록비   12만 원

문의 전희영 간사(070-4099-7715)

DISC 강사 훈련 세미나

시간 AM 9:40-PM 6:00

대상 BPPS(4년제 대학 과정을 졸업한 사역자) I-Sight/ I-Learning, RP BPPS(강사 과정 수료자)

내용   1차[BPPS] . 2차[I-Sight/ I-Learning], 3차[RP]

 DISC 행동 유형 분석 도구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갈등 해결 능력과 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그룹과 교육부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비 20만 원(강사 메뉴얼, 강사 자격증, 강의용 자료 CD, 중식 포함)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부모-십대 자녀 30일 대화 세미나

시간 PM 12:30-5:00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내용   청소년 도서 「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디모데)」를 교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부모 교육을 위한 2개의 강의와 콘텐츠 활용 매뉴얼 및 실행 중인 교회의 사례

들을 소개하여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등록비 3월 24일까지 27,000원/ 3월 25일부터 30,000원

(「부모와 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 강의안, 강의용 자료, 간식 포함)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단 신입 단원 오디션

시간 1차, 3차 AM 9:00-PM 4:40/ 2차 PM 6:00-10:00

대상 주일학교 교사, 사역자

지역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내용   이미 많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는, 스토리와 동작으로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신나는 성경탐험」에 

이어, 다음 세대에 ‘선교’의 비전을 심어줄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교재 진행 

방법과 찬양 강의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제자훈련 등으로 활용해보세요.

등록비 각 22,000원(어린이용 교재, 교사용 교재, 악보 포함)

문의 전혜란 전도사(070-4099-7705)

시간 AM 9:30-PM 6:30

대상 주일학교 사역자, 부장, 교사, 부모

지역 서울, 대전, 부산

내용   7-9세 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0주 동안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재와 제자반 운영 방법을 

나눕니다. 저학년의 특성에 맞춘 재미있는 영적 활동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길러내는 방법

을 배울 수 있습니다.

등록비 68,000원(어린이용, 교사용 교재, 식사비 포함)

문의 도은아 목사(070-4099-7723)

오늘-영원 세미나

크리스천 티칭 일일 세미나

시간 PM 1:30-5:00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내용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이유(디모데)를 실제 교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돕는 2개의 강의와 콘텐츠 활용 매뉴얼을 소개해드립니다.

등록비 15,000원(강사 메뉴얼, 강사 자격증, 강의용 자료 CD, 중식 포함) 

문의 김대만 목사(070-4099-7707)

시간 AM 9:00-PM 6:00

대상 담임목사, 교육목사, 부서 사역자, 부장, 부감, 교사, 선교사, 평신도 등 모든 크리스천

지역 서울, 수원, 익산, 광양, 울산

내용   쇠퇴하는 교회 교육의 현 주소에서 크리스천 티쳐가 나가야할 큰 그림을 그려주며 스토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도록 사역자와 교사를 무장시켜줄 것입니다. 

강사   양승헌 목사(Ph.D. 파이디온선교회 사역자 훈련원장, 세대로교회 담임)

등록비 35,000원(각 일자별 7일 전까지 30,000원)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시간 AM 9:00-PM 7:20

대상 목사, 강도사, 전도사, 부장, 부감 등 주일학교 지도자(강사 과정은 대학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내용   주일학교 및 사역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바른 목회 방향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일학교의 리더십의 역할과 기능, 목회 방향에 따른 부서 계획 세우기, 주일학교 전도, 설교, 목

회 원리 등을 제공합니다.

등록비   강사 과정 | 1월 20일까지 9만 원/ 1월 27일부터 10만 원/ 1월 28일부터 12만 원

(교재, 강사 자격증, 자료 CD, 강의 MP3, 점심 및 간식 포함)

등록비   일반 과정 | 6만 원(교재, 점심 및 간식 제공)

문의 김진현 목사(070-4099-7713)

시간 PM 7:00-9:00

대상 어린이 성가대 지도 교사

내용   발성, 지휘, 운영 등 성가대 지도의 기본과 '어린이를 위한 파이디

온 합창곡'에 수록된 합창곡 강의가 진행됩니다.

등록비   1월 20일까지 24,000원/ 1월 29일까지 27,000원/ 1월 30일부

터 30,000원

문의 권효정 간사(070-4099-7736)

CEE 강사훈련 세미나

시간 AM 9:00-PM 7:10

대상   정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교단 인준 신학교) 소지자로서 교회 교육 지도자, 소그룹 인도자, 선교

사 등 (단, 일반 과정 제외)

내용   CEE(Christian Education by Extension)는 사역자들이 먼저 훈련받고 교회 현장에서 교사 및 사역자

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 기독교 교육 과정입니다. 교사 세미나뿐만 아니라 교사 대학 및 소그룹 

지도자 양성, 성경 개요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교사 및 사역자, 평신도 지

도자, 성도를 훈련할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강사 과정 |   각 과목당 2월 11일까지 11만 원/ 2월 18일까지 13만 원/ 2월 19일부터 15만 원 

(교재, 강사 자격증, 자료 CD, 강의 mp3, 중식 및 간식 포함)

등록비 일반 과정 | 각 과목당 6만 원(교재, 중식 및 간식 포함)

문의 도은아 목사(070-4099-7723)

20일(월)

3일(금)

3월 3일-5월 26일 매주 월요일/ 12주간 

3월 6일-4월 10일 매주 목요일/ 6주간

3월 10일-4월 14일 매주 월요일/ 6주간

상반기 사역 안내

1차 11일(토)/ 2차 13, 14일(월, 화)/ 3차 18일(토)

1차 9일(목)/ 2차 16일(목)/ 3차 20일(월)/ 4차 23일(목)/ 5차 27일(월)

24, 25, 27, 28일(월, 화, 목, 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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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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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과 시간표, 장소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paidion.org

1일(토)

31일(월)

1차 10일(월)/ 2차 17일(월)/ 3차 24일(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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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학교

성가대를 위한 워십 아카데미

다음 세대 설교 세미나

3일(월)

3, 4일(월, 화)

17-20일(월-목)

대상 2014년에 초등학교 1-5학년 되는 어린이

지원 방법   2013년 11월 1일(금)부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 2013년 12월 20(금)까지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

지원 방법   1) 온라인 접수: paidionccm@paidion.org

지원 방법   2) 우편 접수: 137-84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2-33번지 세일빌딩 7층 파이디온선교회 문화사역 팀

내용   영성, 찬양, 율동, 워십 훈련을 통해 파이디온 강습회 사역, 음반 및 영상 도구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디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접수비 10,000원   문의 전희영 간사(070-4099-7715)

겨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1차 10일(월)/ 2차 15일(토) 꿈마루 제자훈련 세미나

시간  1차 서울(강남) PM 7:00-9:30

 2차 수원, 일산 AM 10:00-PM 5:00

 3차 서울(강북) PM 7:00-9:30

대상 학령전, 학령기 부서 찬양 인도자 및 사역자

내용   예배와 찬양, 다음 세대 예배 인도자의 의미와 자세에 대한 이론과 콘티 짜기, 멘트법, 진행 방법 등 

예배 인도의 실제를 배웁니다. 아울러 예배곡도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령전, 기 부서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등록비  1차 2월 3일까지 24,000원/ 2월 12일까지 27,000원/ 2월 13일부터 30,000원

 2차 2월 8일까지 32,000원/ 2월 17일까지 36,000원/ 2월 18일부터 40,000원(점심 제공)

 3차 2월 10일까지 24,000원/ 2월 19일까지 27,000원/ 2월 20일부터 30,000원

문의 전희영 간사(070-4099-7715)

예배 인도자 세미나1차 17, 18일(월, 화)/ 2차 22일(토)/ 3차 24, 25일(월, 화)

청소년 사역자 컨퍼런스

시간 AM 10:00-PM 6:00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내용   Preliminary Session을 통해 청소년 사역의 교육학적, 시대적 필요와 원리를 정리하고 배울 수 있으며, 

Workshop Session을 통해 실제적인 청소년 사역에 대한 깊이 있는 도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등록비   2월 3일까지 32,000원/ 2월 10일까지 36,000원/ 2월 11일부터 40,000원

(강의 바인더, 간식 및 중식 포함)

문의 김대만 목사(070-4099-7707)

24일(월)

제1기 바나나 농장“교육 디렉터 과정”

바나나 농장이 업그레이드된 커리큘럼과 현장 사역의 실습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사역자들을 찾아갑니다.

대상 신대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날짜 3월 10일(월)-5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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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 

파이디온이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신년 교사 세미나 -
크리스천 티칭

반목회

신년 교사 세미나 - 크리스천 티칭

신임  교사 세미나 - 반목회

신년 교사 세미나 - 크리스천 티칭

제자 훈련 세미나 양육편

전도사 학교

시간 PM 6:50-10:00

대상 교육부서 교사 및 사역자

내용   ‘나는 크리스천 티처(Christian teacher)로서 무엇을 해

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크리스천 티칭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

들, 그리고 교회 교육의 본질과 비전을 세우도록 도와드립

니다.

등록비   1월 13일(월)까지 18,000원/ 1월 14일부터 20,000원 

(교재 포함)

문의 한연경 목사(010-5594-2207)

시간 PM 6:50-10:00

대상   2013, 14년 교사로 처음 세워진 분, 반목회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교육부서 교사 및 사역자

내용   반 어린이들과 관계 맺기가 어렵고,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교사

론에 대한 개관과 어머니로서의 교사, 농부로서의 교사, 

친구로서의 교사, 코치로서의 교사, 아버지로서의 교사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세우는 귀한 

교사로 먼저 서도록 도와드립니다.

등록비     1월 13일(월)까지 18,000원/ 1월 14일부터 20,000원 

(교재 포함)

문의 박일형 목사(010-5615-6889)

시간 PM 6:50-10:00  대상 교육부서 교사 및 사역자

내용     크리스천 티칭

내용    ‘나는 크리스천 티처(Christian teacher)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크리스천 티칭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들, 그리고 교회 교육의 본질과 비전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등록비   2월 10일(월)까지 18,000원/ 2월 11일부터 20,000원(교재 포함)  문의 강병호 목사(010-8850-2960)

시간 PM 6:30-10:00  대상   2013, 14년에 처음 임명받은 교육 부서 교사

내용     반 어린이들과 관계 맺기가 어렵고,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교사론에 대한 개

관과 어머니로서의 교사, 농부로서의 교사, 친구로서의 교사, 코치로서의 교사, 아버지로서의 교사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세우는 귀한 교사로 먼저 서도록 도와드립니다.

등록비   12월 26일(목)까지 18,000원/ 12월 27일부터 20,000원(교재 포함)

문의 박성덕 목사(010-6862-0094), 박미경 간사(010-6687-0800)

시간 PM 6:50-10:00  대상   교육부서 교사 및 사역자

내용   크리스천 티칭

내용    ‘나는 크리스천 티처(Christian teacher)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한 크리스천 티칭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들, 그리고 교회 교육의 본질과 비전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등록비   1월 13일(월)까지 18,000원/ 1월 14일(화)부터 20,000원(교재비 포함)  문의 민경민 목사(010-7795-7179)

시간 AM 9:30-PM 4:30

대상 유년, 초등부 교사 및 사역자

내용   어린이 디모데 제자훈련(양육편)

내용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예배의 기본 요

소인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를 중심으로한 양육 과

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도록 돕는 세미나입

니다.

등록비     2월 17일(월)까지 31,000원/ 2월 18일부터 35,000원(교

재 및 중식 포함)

문의 한연경 목사(010-5594-2207)

시간 AM 9:00-PM 7:20

대상 목사, 강도사, 전도사, 부장, 부감 등 주일학교 지도자

내용   주일학교 및 사역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바른 목회 방향

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를 위해 주일학교의 리더십

의 역할과 기능, 목회 방향에 따른 부서 계획 세우기, 주일

학교 전도, 설교, 목회 원리 등을 제공합니다.

등록비 강사 과정   1월 27일까지 9만 원/ 2월 3일까지 10만 원/ 

2월 4일부터 12만 원(교재, 강사 자격증, 자료 

CD, 강의 MP3, 점심 및 간식 포함)

일반 과정   6만 원(일반 과정은 할인 없음. 교재, 점심 및 

간식 포함) 

문의 박일형 목사(010-5615-6889)

1January 2 February 3 march

자세한 내용과 시간표, 장소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paidion.org

친해지길 바라!
분반 공부 시간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들이 친해지는 활동을 해

보세요. 반 이름 짓기, 구호 만들기, 주제가 만들기를 하고 마지

막 주에는 반별 발표회를 하세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친밀하

고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예배 형식 갖추기!
분명한 올해의 표어를 정하고, 기억할 수 있는 찬양과 구호를 

만드세요. 1년 동안 부를 축복송, 새 친구 환영송 등도 정하세
요. 우리 부서, 우리만의 예배가 자리 잡도록 연습하고 훈련한
다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부서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학교에서 만나자!
학생들과의 교제는 교회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요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학교 앞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세요. 하이파

이브, 허그 등 우리 교회만의 인사법을 만들고, 전도 대상 친구가 있

다면 같이 나오게 하세요. 친구초청의 날에 낯익은 얼굴들이 반갑

게 맞이할 수 있답니다.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다.

상반기
사역 안내

2014
2월 24일(월) 

2월 10일(월)

2월 17일(월), 18일(화), 20일(목)

1월 20일(월), 21일(화), 23일(목)

1월 20일(월), 21일(화), 23일(목)

1월 20일(월), 21일(화), 23일(목)

1월 6일(월), 7일(화), 9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