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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파이디온 

어린이•청소년 여름 사역

종합 안내서



w
w
w
.p
ai
di

on
sq
ua
re.
com

파
이

디
온

 V
B
S 

온
라

인
 쇼

핑
몰

   



w
w
w
.p
ai
di

on
sq
ua
re.
com

파
이

디
온

 V
B
S 

온
라

인
 쇼

핑
몰

   

교재, 음반, 도서 용품 티셔츠 현수막

발송처 물류 센터 배송 제작처 직배송 제작처 직배송

출고일
월-금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출고
주문 3-5일 후 

출고

택배비
3,000원

(50,000원 이상 무료)
3,000원

(30장 이상 무료)
4,000원

(45,000원 이상 무료)

구입
기독교 서점,

파이디온스퀘어
파이디온스퀘어

문의 전화 070-4018-4040 / 카카오 채널: 파이디온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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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학교 기간에는 최소 2-3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수막과 티셔츠는 교재, 음반, 도서, 용품과 별도 제작되므로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상품을 배송받은 즉시 개봉하여 확인해 주세요!
파손 / 오배송 / 오제작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미리 체크해 주세요.

주문 전에 
꼭 읽어주세요!



성경공부 교재성경공부 교재성경공부 교재
유아부
4-5세

유치부
6-7세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란다!” 

어린이용 교재•8,500원
구성_ 활동책, 별지, 스티커지, 반짝이 팔찌 세트,  

도담도담 우리가족 그림성경책

어린이용 교재•8,500원
구성_ 활동책, 별지, 스티커지, 반짝이 팔찌 세트,  

도담도담 우리가족 그림성경책

교사용 교재•8,000원

구성_ 교사용 가이드북, 각 과 성경 이야기 그림, 성경 이야기 별지

교사용 교재•8,000원

구성_ 교사용 가이드북, 각 과 성경 이야기 그림, 성경 이야기 별지



학생용 교재•6,000원
구성_활동책, 편지지, 은사 카드, 스티커지

교사용 교재•5,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어린이용 교재•8,500원
구성_봉투형 PP 홀더, 활동지, 별지, 스티커지, 함께 배움

어린이용 교재•8,500원
구성_봉투형 PP 홀더, 활동지, 별지, 스티커지, 함께 배움

유년부
1-3학년

초등부
4-6학년

청소년부

교사용 교재•8,000원

구성_교사용 가이드북, 각 과 성경 이야기 그림

교사용 교재•8,000원

구성_ 교사용 가이드북, 별지, 각 과 성경 이야기 그림



추천 도서추천 도서추천 도서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실현하는 

다음세대 교육 플랜

하나님나라 교육
글렌 슐츠 지음 | KERG 미니스트리 옮김 | 15,000원 | 도서출판 디모데

세상 문화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이끌리기가 무척 쉽다. 이러한 시류에 대항하고, 다음세대를 하나님 안에서 세

우는 일은 주일 두세 시간 교육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책은 부모, 교회 사역자, 

크리스천 교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성경의 원칙을 

알려준다. 저자 글렌 박사는 다음세대 양육의 가장 큰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말하며, 가정 안에서 자녀의 신앙과 삶의 기틀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

회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

다. 또 다른 교육의 주체인 크리스천 교사는 지금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본

주의 경향을 거슬러,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다음세대가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가정, 교회, 학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런 교육 

플랜이 실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에 따라 갈라진 
세대를 한 몸 되게 하는 

로드맵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
홀리 채터턴 앨런, 크리스틴 로턴 로스 지음 | 김진선 옮김 | 22,000원 | 파이디온선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연령대와 세대를 분리하여 사역한다. 그러나 늘 이랬던 것

은 아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공동 예배와 교육,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 성

경의 전통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탄탄한 성경적,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

탕으로 성도의 영성 형성이 세대통합적 상황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세대통합 교회에서 예배와 공동체, 사역을 잘 이루어낼 구체적인 방

법을 소개한다. 또 이미 세대통합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실제 모델을 소개

하여, 세대통합 방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대분리라는 현 추세를 

되돌리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 발전을 위해서는 반

드시 세대를 통합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령전 음반 모두모두 특별해

학령기 음반 하나님의 눈으로

찬양 CD•14,000원

CD 10개 세트: 30% 할인 
98,000원(한정 수량)

악보•4,600원

(전주 멜로디 포함)

찬양 USB•63,000원

구성_  안무 영상(MP4), 음원(AR, MP3), 
악보 PDF, 가사 PPT

찬양 CD•14,000원

CD 10개 세트: 30% 할인 
98,000원(한정 수량)

악보•4,600원

(전주 멜로디 포함)

찬양 USB•63,000원

구성_  안무 영상(MP4), 음원(AR, MP3), 
악보 PDF, 가사 PPT

★ 2022 성경학교 자료집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됩니다.

  스트리밍: 27,900원

  다운로드: 39,900원 

안무 영상 
패키지

  스트리밍: 27,900원

  다운로드: 39,900원 

안무 영상 
패키지

음반 & 성경학교 자료집음반 & 성경학교 자료집음반 & 성경학교 자료집

영유아•유치부•30,000원

구성_ 디렉터 자료집, 예배 자료집, 
활동 자료집, 자료 콘텐츠

유년•초등부•28,000원

구성_ 디렉터 자료집, 예배 자료집, 
활동 자료집, 자료 콘텐츠

성경학교
자료집



사역 용품사역 용품사역 용품 한정 수량

비교하지 않아요

마스크 스트랩
각 2,000원•크기_10x600mm

A 학령전

B 학령기

꾸미기 스티커

소중해 손거울 만들기 키트

5개 1세트•7,500원•구성_거울판 5개+리본 5개+눈알 10개+왕관 5개+꾸미기 스티커 5장

구성

리본

눈알

왕관

거울판

(80x130mm)‹완성 모습›

비교하지 않아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키트

4,500원•구성_조명·원목 받침대+설명서·도안+흰색 마카펜+아크릴 판+주제 스티커+패키지 박스

조명+원목 받침대 설명서+도안 2종

3T 아크릴 판

110mm

흰색 마카펜

주제 스티커 2종 패키지 박스

구성
132mm

하나님 닮은 소중한 나 

토퍼
5개 1세트•4,500원•구성_ 토퍼(191x138mm), 종이 빨대(197x6mm), 

부착 스티커

‹종이 빨대를 부착한 모습›

종이 빨대 색은 랜덤 발송
(빨강, 연두, 파랑, 보라)

‹완성 모습›



모두 모두 특별해
사운드북
17,800원•크기_200x200mm•곡 구성_파이디온 학령전 찬양 6곡 수록

♬
유아들을 위한 
파이디온 찬양 

사운드 북

데코 모빌 만들기 키트

36,000원•구성_ 모빌 조각 모음+풍선 가랜드 세트+은박 별 풍선(대2, 소2)+낚싯줄+설명서

성경학교 주제를 담은 모빌로 
교회와 가정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어요~!!

조립 및 연결해야 하는 DIY 상품입니다.

‹완성 모습›

비교하지 않아요

컬러링 포스터
5장 1세트•2,500원•크기_420x297mm

비교하지 않아요  가랜드 만들기 키트

각 2,500원•구성_가랜드 조각(학령전 9조각, 학령기 11조각) + 끈

‹완성 모습›‹완성 모습›

| 학령전 | | 학령기 |

끈 길
이: 약

 12
0cm 끈 길이: 약 140cm



티셔츠

A형_흰색

아동 13~18호•7,500원

성인 S~2XL   •7,800원

B형_보라색

아동 13~18호•8,000원

성인 S~2XL   •8,300원

C형_검정색

성인 S~2XL•8,000원

아동용 크기(단위 cm)

 어깨 가슴 팔길이 총기장 아동크기 여성크기

13호 26 31 11 39 4세 -

14호 29.5 33.5 12 42.5 5-6세 -

15호 30 36.5 13 48 7-8세 -

16호 33 38.5 14 51 9-10세 -

17호 37 42 15 54 11-12세 -

18호 39 44 16 56 13-14세 44

성인용 크기(단위 cm)

 어깨 가슴 팔길이 총기장 남성크기 여성크기

S 41.5 46 16.5 60 90 55

M 44 49 18 66.5 95 66

L 46.5 52 20.5 68 100 77

XL 48.5 53.5 21 71.5 105 88

2XL 50 55 21.5 73 110 -

✽   티셔츠는 다른 상품과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며, 

택배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   50장 이상 구매 시 10% 할인됩니다.

✽   티셔츠 문의: 070-4018-4040(내선 1번)

사역 용품사역 용품사역 용품

주제를 담은 티셔츠로

여름 성경학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



★   성경학교 기간(5/17~7/31)에 현수막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출고됩니다.

가로형, Y배너, 강단 및 외벽용, 교회 내부 홍보용, 강단 데코 � 제작 기간 4일 + 배송 기간 1-3일

바닥 스티커, 장식용 캐릭터, 사진방, 1-4과 주제 배너, 교구재 현수막 � 제작 기간 3일 + 배송 기간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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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문의: 070-4018-4040(내선 2번)

주문 전에 꼭 읽어주세요!

현수막현수막현수막

A-1

A-2

A-3

A-4 (영문)

A-5 (청소년용)

B-1

B-4 (영문)

B-2

B-5 (청소년용)

B-3

5/17(화)-6/10(금) 

10% 할인!
(I형 제외)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500×90cm_49,600원 

                      소 320×58cm_38,900원

•옵   션 :   나무막대 포함 시 1,500원 추가

가로형 현수막

A •재   질 : 부직포

•크   기 : 60×180cm

•가   격 : 36,200원 

•옵   션 : 거치대 구입 시 15,000원 추가

Y배너

B



C-1 C-2 C-3 C-4 (청소년용)

D-4 (청소년용)D-3D-2

D-1

현수막현수막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180×300cm_61,400원 

                      소 150×250cm_46,400원

강단 및 외벽용 현수막

C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50×120cm_33,600원 

                      소 100×60cm_21,200원

교회 내부 홍보용 현수막

D



E-1 E-2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20x65cm_14,400원

                      소 90x49cm_11,200원

F-1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343x100cm_35,200원

                      소 171x50cm_15,200원

F-2

•재   질 : 부직포

•크기_가격 : 대 125x264cm_33,700원

                      소 85x180cm_17,400원

F-3

대 109cm

소 74cm

대 78cm

소 53cm

대 134cm

소 91cm

대 117cm

소 80cm

•재   질 : 솔벤출력용 안전 시트지

•크기_가격 : 대 지름 150cm_36,500원

 중 지름 120cm_27,300원

 소 지름 90cm_22,300원

바닥 스티커

E

장식용 캐릭터

F



G-1 G-2 (청소년용)

H-1 H-2

현수막현수막현수막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240x180cm_51,500원

                      소 200x150cm_31,400원

사진방

G

•재   질 : 천

•크기_가격 : 대 410x300cm_118,000원 

                      중 340x250cm_87,000원

                      소 220x195cm_67,500원

강단 데코

H



한정 수량

할인 제외 상품입니다!

J-1 학령전 교구재 현수막

•내   용 : 학령전 성경 이야기
•재   질 : 부직포

•크   기 : 382x120cm

•가   격 : 69,100원

85cm

J-2 학령기 교구재 현수막

•내   용 : 학령기 성경 이야기
•재   질 : 부직포

•크   기 : 424x150cm 

•가   격 : 82,000원

75cm

60cm

106cm

•재   질 : 부직포

•크기 및 구성 : 60x180cm 4장

•가   격 : 56,500원

1-4과 주제 배너

I

교구재 현수막

J



www.paidion.org
www.paidionsquare.com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