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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구성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4,000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5,000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4,000원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어요｜3,500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4,000원 

알록달록 성경동화 시리즈
(전5권)
 
최영순 지음｜김희진 그림｜2009년 4월 25일

각 28쪽｜192*240 중철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인물동화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을 에피소드로 묶어 아이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교육 ○성경인물동화

SET 85,000원
55,000원
35%▼혜택

믿음튼튼 개념쑥쑥 세트 
(전10권) 
 
윤아해 지음｜이갑규, 장순녀, 고수, 홍지혜 그림 

SET 85,000원 > 55,000원 (35%▼)
9788904700080｜2015년 4월 10일

172*194 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인물동화/개념동화      
 
노아, 다윗, 베드로, 아브라함, 예수님 등 성경인물

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다양한 개념을 배워

가는 그림책 시리즈.

  세트 구성

·노아가 동물을 태워요 - 노아 1 (순서)｜22쪽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 노아 2 (모양)｜22쪽

·다윗이 양들을 돌봐요 - 다윗 1 (반대)｜18쪽 

·다윗이 양들을 찾아요 - 다윗 2 (위치)｜22쪽 

·베드로는 기뻐요 - 베드로 1 (감정)｜24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 베드로 2 (날씨)｜24쪽

·아브라함이 땅을 찾아요 - 아브라함 1 (자연)｜22쪽 

·아브라함이 아기를 기다려요 - 아브라함 2 (시간)｜24쪽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요 - 예수님 1 (신체)｜24쪽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 예수님 2 (가치)｜24쪽

*
 
낱권구매가능｜각 8,500원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돌멩이 아트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시리즈
 
패티 로커스 지음｜각 11,000원

2019년 11월 20일｜273*225 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인물동화    

 
글과 돌멩이를 사용한 흥미롭고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고 아름답게 보여준다. 

우리 아이 손잡이 성경 시리즈
Bible Stories for Little Ones

캐롤라인 P. 페데르센 글｜개빈 스콧 그림｜각 8,500원

2019년 12월20일｜각 10쪽｜155*230 보드북(다이컷)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인물동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의 돌보심에 관한 이야기. 

각 페이지의 탭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손잡이가 있어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시리즈 구성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32쪽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24쪽

  시리즈 구성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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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 성경 The Tiny Tots Bible Story Book 
   

존 월턴, 킴 윌턴 지음｜앨리스 크레이그 그림｜값 21,000원 

9788904160587｜2001년 2월 15일｜432쪽｜170*173 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전체동화     본문｜영문병행수록 

 
3-4세도 이해하기 쉽게 짧은 문장으로, 영어문장이 함께 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는 그림성경책.

흔들흔들 핸들 성경  My God Loves Me Bible
   

세실리에 포더 지음｜개빈 스콧 그림｜값 10,000원

9788904162796｜2019년 9월 30일｜40쪽｜150*175 스폰지양장(손잡이)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전체동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18개의 성경 

이야기. 손잡이가 있어 아이들이 들고 다니며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다.

●성경교육 ○성경전체동화

아장아장 나의 첫 그림성경  The Lion Nursery Bible
   

엘리나 파스칼리 지음｜프리실라 라몬트 그림｜이혜림 옮김｜값 16,000원

9788904161720｜2015년 7월 30일｜192쪽｜170*210 스폰지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전체동화  

 
스스로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림성경.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부활까지 

15가지 핵심 성경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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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붕붕이와 친구들  Humble Heart
   

에이미 마이어 앨런 글·그림｜값 15,000원

9788904161645｜2014년 4월 7일｜192쪽｜200*200 스폰지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품교육     본문｜영문병행수록 
 
인성 교육을 시작하는 유아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겸손, 사랑, 

사려 깊음, 신실함, 자비, 격려, 위로, 용기, 기쁨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을 담았다.

엄마 사랑해요  I Love You, Mommy 
   

댄디 데일리 매컬 지음｜캐런 리 슈미트 그림｜값 5,000원 

9788904161027｜2007년 12월 5일｜20쪽｜167*170 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품교육     본문｜영문병행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Daddy
   

댄디 데일리 매컬 지음｜캐런 리 슈미트 그림｜값 5,000원 

9788904161010｜2007년 12월 5일｜20쪽｜167*170 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품교육     본문｜영문병행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사랑해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I Couldn't Love You More   

매트 햄밋, 제이슨 잉그램 지음｜폴리나 로브신 그림｜값 8,000원 

9788904161454｜2012년 12월 20일｜32쪽｜228*253 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품교육     본문｜영문병행수록 

 
미국의 유명 크리스천 밴드 상투스 리얼(Santus Real)의 보컬 매

트가 그의 아이를 위해 들려주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관한 

도서이자 노래다.

●신앙교육 ○성품교육

친절대장 예절공주  First Virtues for Toddlers   
 
메리 사이먼 지음｜값 14,000원 

9788904161034｜2008년 2월 20일｜264쪽｜170*174 스폰지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품교육     본문｜영문병행수록

 
열 두 동물과 함께 친절, 정직, 사랑, 인내, 용서, 우정, 감사, 순종, 

기쁨, 나눔, 예절, 탁월함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특별한 우리 아빠를 소개할게요
God Made Daddy Special   

글레니스 넬리스트 글｜에스텔 코크 그림｜값 13,000원 

9788904162581｜2018년 8월 10일｜20쪽｜203*203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품교육  

 
하나님 안에서 아빠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끼는 그림책

특별한 우리 엄마를 소개할게요
God Made Mommy Special   

글레니스 넬리스트 글｜에스텔 코크 그림｜값 13,000원 

9788904162574｜2018년 8월 10일｜20쪽｜203*203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품교육  

 
하나님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끼는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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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성경 말놀이  Say & Pray Bible
     

다이앤 스토츠 지음｜사라 워드 그림｜값 12,000원｜          8,400원

9788904162277｜2017년 5월 25일｜40쪽｜127*178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말씀생활/언어개념교육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20가지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싣고, 그림과 함께 단어를 배치하여 어휘 개념과 단어 

학습을 돕는다.

아빠랑 성경 말놀이  Say & Pray Devotions 
        

다이앤 스토츠 지음｜사라 워드 그림｜값 12,000원｜          8,400원

9788904162284｜2017년 5월 25일｜40쪽｜127*178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말씀생활/언어개념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매 장마다 주제 말씀과 간략한 설명, 

기도문을 싣고, 그림과 함께 단어를 배치하여 어휘 개념과 단어 

학습을 돕는다.

●신앙교육 ○말씀생활

나는 성경을 사랑해요
   

전광, 박보영 지음｜강윤미 그림｜값 8,000원 

9788904161270｜2010년 5월 10일｜30쪽｜190*215 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말씀생활/신앙동화  

함께보는 어른책｜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묘사함으로 

어린이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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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장아장 나의 첫 기도 The Lion Nursery Prayers 
     

엘리나 파스칼리 지음｜안토니오 우드워드 그림｜서지연 옮김｜값 10,000원

9788904162116｜2017년 1월 31일｜64쪽｜170*209 스폰지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기도생활/신앙동화  

 
일상의 다양한 풍경을 기도문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아이들에게 

재미와 친근감을 더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다.

●교리교육

●신앙교육 ○기도생활

  
세트 구성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구약1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구약2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구약3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구약4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신약1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신약2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신약3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신약4 

＊낱권구매가능｜각 4,000원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세트 (전8권) 

The Really Big Book of Bible Story Coloring Pages-selected

편집부 지음｜ SET 32,000원 > 28,000원 (12.5%▼)
9788904700141｜2015년 4월 30일

각 16쪽｜215*280 중철  

메인연령｜영유아 (0-4세) 

주제｜색칠활동북    

 
성경 읽기, 색칠하기, 질문에 답하기, 기도하기 

네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SET 32,000원
28,000원
12.5%▼혜택

  

세트 구성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아이 첫 십계명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아이 첫 주기도문

＊낱권구매가능｜각 9,000원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 아이 첫 교리 세트
(전2권)  

김민환 지음｜  SET 18,000원 > 15,000원 (17%▼)
9788904700332｜2017년 3월 31일

각 20쪽｜172*194 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 (0-4세) 

주제｜교리교육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관한 3D 애니메이션 그림책. 

친절하고 상상력 풍부한 그림과 친근한 캐릭터들

이 부연 설명 없이도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또렷이 

심어준다.

●활동교육 ○활동북

SET 18,000원
15,000원
17%▼혜택

퍼즐성경 시리즈  The Puzzle Bible 
 
 
편집부 지음｜각 10,000원 

2007년 11월 5일｜각 12쪽｜210*257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퍼즐활동북  
 
손으로 만지며 즐기는 색다른 그림성경책. 집중력

과 창의력을 키우며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게한다.

  시리즈 구성

·퍼즐성경 2 - 창세기 이야기  

·퍼즐성경 3 - 좋은 목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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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딱 스티커북 성경 이야기
The 1000 Sticker Bible 
  
Scandinavia Publishing House 지음｜값 8,500원 

9788904162543｜2018년 9월 28일｜48쪽｜218*281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스티커활동북  
 
8개의 성경 속 이야기와 아이들이 직접 떼고 붙일 수 있는 

크고 작은 스티커가 무려 1,000개나 수록된 액티비티 북!

  

세트 구성

·어디 어디 숨었나 - 노아 방주 이야기 

·어디 어디 숨었나 - 다니엘 이야기

·어디 어디 숨었나 - 다윗 이야기 

·어디 어디 숨었나 - 부활절 이야기 

·어디 어디 숨었나 - 요나 이야기

·어디 어디 숨었나 - 크리스마스 이야기

＊낱권구매가능｜각 9,000원

어디 어디 숨었나 세트
(전6권)  Ready Set Find Series

Scandinavia Publishing House 지음

SET 54,000원 > 45,900원 (15%▼)
9788904700431｜2018년 5월 31일

각 13쪽｜190*190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 (0-4세) 

주제｜찾기활동북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림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사물과 사람, 동물 등을 찾아보는 책이다. 

각 권마다 5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SET 54,000원
45,900원
15%▼혜택

  세트 구성

·우리 아이 첫 퍼즐 성경 - 노아의 방주

·우리 아이 첫 퍼즐 성경 -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아이 첫 퍼즐 성경 - 예수님 탄생부터 부활까지

·우리 아이 첫 퍼즐 성경 - 하나님의 창조

＊낱권구매가능｜각 10,000원

SET 40,000원
36,000원
10%▼혜택

우리 아이 첫 퍼즐 성경 세트 
(전4권)  Kids 6-in-1 Puzzle Bible 

Scandinavia Publishing House 지음

SET 40,000원 > 36,000원 (10%▼)
9788904700424｜2018년 6월 29일

각 6쪽｜215*270 스펀지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 (0-4세) 

주제｜퍼즐활동북  
 
성경의 큰 테마인 구약의 창조와 노아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주제인 예수님의 탄생과 

사랑이야기를 각각 1권의 퍼즐 책으로 구성했다.

  
세트 구성

·한점한점 성경 점잇기 - 창조이야기 

·한점한점 성경 점잇기 - 노아방주 이야기 

·한점한점 성경 점잇기 -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 

·한점한점 성경 점잇기 - 크리스마스 이야기 

＊낱권구매가능｜각 4,800원

SET 19,200원
17,000원
11%▼혜택

한점한점 성경 점잇기 세트
(전4권)  My Bible Dot-to-Dot 

Lion Hudson 지음｜SET 19,200원 > 17,000원 (11%▼)
9788904700226｜2016년 8월 31일

각 20쪽｜210*297 중철 

메인연령｜영유아 (0-4세) 

주제｜점잇기활동북 

본문｜영문병행수록 
 
점을 잇고, 색칠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배우는 

성경 속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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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구성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배우는 성경 이야기 
플랩북 시리즈 (전4권) 
My Thank You Bible Storybook
 

세실리에 포더 글｜개빈 스콧 그림｜각 12,000원

2019년 2월 28일｜각 20쪽｜185*254 스펀지양장(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 (0-4세) 

주제｜활동북/성품교육   
 
플랩을 닫으면 성경 이야기, 플랩을 열면 오늘의 

감사! 재미있으면서도 성경 이야기에 충실한 활동

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처 음  읽 는 

하 나 님

유 치  5 - 7 세

● 성 경 교 육

● 신 앙 교 육

● 교 리 교 육

● 활 동 교 육

● 기독교세계관

● 어린이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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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교육 ○성경인물동화

떠나요 성경인물 여행
 
믿음튼튼 지혜쑥쑥 유아교육 시리즈 

   

남금조 지음｜이승애 그림｜값 12,000원 

9788904161713｜2016년 1월 29일 (2판)｜88쪽｜190*215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13명의 성경인물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그림책. 

재미있는 이야기로 성경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사랑해요 예수님! 
믿음튼튼 지혜쑥쑥 유아교육 시리즈

   

남금조 지음｜이승애 그림｜값 13,000원

9788904162741｜2019년 5월 24일 (2판)｜96쪽｜190*215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그림책.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와 사랑을 보여준다.

성경 속 빛나는 하나님의 공주들  
   

이진경 지음｜송은경 그림｜값 12,000원 

9788904161539｜2013년 11월 30일｜40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성경 속 대표적인 여인들이 하나님의 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어린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성경 속 빛나는 하나님의 용사들 
   

이진경 지음｜강윤미 그림｜값 12,000원 

9788904161652｜2014년 4월 30일｜40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성경 속 대표적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어린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지저스 콜링 우리 아이 첫 크리스마스 이야기  
Jesus Calling The Story of Christmas   

사라 영 글｜카타야 롱히 그림｜값 11,000원

9788904162697｜2018년 11월 20일｜32쪽｜229*279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함께보는 어른책｜크리스마스를 위한 지저스 콜링   
 
사라 영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돕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다윗은 내 친구 시리즈 세트 
(전6권)  Young David Books 

피오나 스미스 지음｜에이미 반스 그림 

SET 24,000원 > 19,500원 (19%▼)
9788904700189｜2015년 11월 10일｜각 32쪽｜240*191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본문｜영문병행수록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세트 구성

·다윗은 용감한 양치기였어요 

·다윗은 왕이 될 거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친구에요

·다윗을 사울왕이 질투했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 낱권구매가능｜각 4,000원｜          각 2,800원

SET 24,000원
19,500원
19%▼혜택



24 25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시리즈 세트1 (전5권)  Tales that Tell the Truth 
 

앨리슨 미첼, 칼 라퍼튼, 트릴리아 뉴벨 지음｜카탈리나 에체베리 그림

 SET 50,000원 > 42,500원 (15%▼) 
9788904700295｜2016년 11월 30일｜각 32쪽｜220*26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르는 과정을 알려주는 그림책 시리즈. 

멋진 그림과 예쁜 색채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한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시리즈 세트2 (전5권)  Tales that Tell the Truth 
 

댄 드위트, 로렌 챈들러, 앨리슨 미첼, 랜들 굿게임, 밥 하트만 지음｜카탈리나 에체베리 그림

SET 50,000원 > 42,500원 (15%▼) 
9788904700639｜2020년 12월 7일｜각 32쪽｜220*26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르는 과정을 알려주는 그림책 시리즈. 

멋진 그림과 예쁜 색채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한다. 

  세트 구성

·특별한 크리스마스 약속        ·오후 한 시의 기적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   ·하나님의 참 멋진 계획        

* 낱권구매가능｜각 10,000원 

  세트 구성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과 다니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바울과 실라          

* 낱권구매가능｜각 10,000원 

SET 50,000원
42,500원
15%▼혜택

SET 50,000원
42,500원
15%▼혜택

꿈나무 성경  

The Lion First Bible   

패트 알렉산더 지음｜레온 백스터 그림｜값 23,000원 

8904160421｜1997년 4월 15일｜480쪽｜150*191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전체동화  

 
친근감 넘치는 그림과 성경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짧은 글로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성경교육 ○성경전체동화

우리 아이 첫 성경인물 시리즈 세트 (전3권)  
 

알렉사 튜크스버리 글｜대니 파드론 그림｜ SET 27,000원 > 22,950원 (15%▼) 
9788904700622｜2020년 10월 30일｜각 32쪽｜254*220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인물동화   

 
흥미진진한 성경인물의 스토리를 읽고, 컬러풀한 일러스트 속 

숨은 동물들도 찾으며 아이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세트 구성

·노아의 큰 배   ·사자굴 속 다니엘   ·요나와 큰 물고기

* 낱권구매가능｜각 9,000원 

SET 27,000원
22,950원
15%▼혜택

내가 좋아하는 그림성경  

Jesus Calling Bible Storybook   

사라 영 지음｜캐롤리나 파리아스 그림 

값 18,000원｜           11,900원 

9788904161522｜2013년 6월 10일｜256쪽｜170*205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전체동화  

 
사라 영의 베스트셀러 『지저스 콜링』을 어린이 그림성경과 접목시

킨 것으로 수년간의 연구와 기도, 묵상의 기록을 통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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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또 읽고 싶은 성경 이야기  

Go Wild! Bible Stories for Little Ones  

크리스탈 보먼 글｜에드 마이어 그림｜값 12,000원 

9788904162598｜2018년 8월 10일｜32쪽｜128*178 스펀지양장(보드북)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전체동화   

 
한 번 마음에 들면 같은 이야기를 읽고 또 읽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신구약의 8가지 성경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았다.

지저스 콜링 우리 아이 첫 그림성경  

Jesus Calling My First  Bible Storybook  

사라 영 지음｜안토니아 우드워드 그림｜값 13,000원

9788904162352｜2018년 1월 30일｜44쪽｜128*178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전체동화    

 
『지저스 콜링』의 유아 그림성경 버전. 성경 구절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과 20가지 성경 이야기를 담아, 아이가 예수님을 친밀

한 분으로 느끼고 성경을 좋아하도록 돕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  

God's Great Plan Storybook Bible   

세실리에 포더 글｜구스타보 마잘리 그림｜값 12,000원

9788904162819｜2019년 7월 31일｜104쪽｜250*223 스펀지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전체동화/교리교육     함께보는 어른책｜구원받음    

 
50가지 신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기 

원하시는 단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루 5분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동화  

Candle Bedtime Bible   

캐런 윌리암슨 지음｜크리스틴 타핀 그림｜값 16,000원

9788904161829｜2015년 11월 10일｜160쪽｜188*24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전체동화   
 
아이들이 잠들기 전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된 성경동화로 3분, 5분, 10분 이야기로 구성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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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요 성경 속 동물 여행  

My Bible Animals Storybook   

댄디 데일리 매컬 지음｜헤더 헤이워스 그림｜서지연 옮김｜값 15,000원

9788904161942｜2016년 2월 25일｜128쪽｜203*203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단편동화   
 
성경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나도록, 말씀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만났던 동물들을 포함한 30여 마리의 동물들을 소개한다.

우리 아이 감성 쑥쑥 동시 성경  

Baby's Special Bible   

코린 오라녀 지음｜마리케 텐 베르허 그림｜서지연 옮김｜값 14,000원

9788904162710｜2019년 7월 15일｜46쪽｜210*210 보드북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단편동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의성어, 의태어가 가득한 동시를 통해 

신구약 7가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본다.

더 스토리박스 바이블 세트 
(전5권)   

백종호 원저｜장보영 지음｜티오씨크리에이티브 그림

SET 50,000원 > 42,000원 (16%▼)
9788904001545｜2010년 12월 10일｜각 40쪽｜222*266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단편동화/복음전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주인공 폴

과 함께 떠나는 신비한 여행을 통해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세트 구성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 

·널 기다리고 있어 

·널 용서했단다

·넌 특별해! 

·따라따라 말씀따라

* 낱권구매가능｜각 10,000원

* 스마트폰으로 재생가능한 오디오북 기능이 추가된, 

‘(더 책)스토리박스 바이블(각 12,000원)’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디오북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SET 50,000원
42,000원
16%▼혜택

●성경교육 ○성경단편동화

백화점왕이 된 벽돌소년 
   

전광, 박보영 지음｜양현숙 그림｜값 10,000원

890416091x｜2005년 12월 15일｜32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인물  
함께보는 어른책｜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이야기 그림책.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문체와 그림이 독서를 돕는다. 

*스마트폰으로 재생가능한 오디오북 기능이 추가된, ‘(더 책)백화점왕이 된 

벽돌소년 (정가 10,000원)’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디오북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유아용 평생감사) 
   

전광, 박보영 지음｜강윤미 그림｜값 10,000원

9788904161065｜2007년 12월 20일｜28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 책｜평생감사   
 
기독교 베스트셀러 『평생감사』, 『어린이를 위한 평생감사』에 이은 

유아를 위한 감사 이야기 그림책이다.

책벌레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광, 박보영 지음｜양현숙 그림｜값 11,000원 

8904160855｜2005년 8월 20일｜32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인물  
함께보는 어른책｜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 그림책. 

링컨처럼 위대한 인물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재생가능한 오디오북 기능이 추가된, ‘(더 책)책벌레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정가 10,000원)’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디오북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앙교육 ○신앙인물

●신앙교육 ○성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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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겁쟁이가 아냐  

I'm Not a Scaredy Cat   

맥스 루케이도 지음｜설리 Ng-베니테즈 그림｜김수화 옮김｜값 11,000원

9788904162369｜2018년 2월 1일｜44쪽｜254*254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동화  

함께보는 어른책｜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보다 훨씬 더 크고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니?  

Baby Wren and the Great Gift   

샐리 로이드존스 지음｜젠 코레이스 그림｜값 11,000원

9788904162550｜2018년 6월 8일｜32쪽｜273*225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동화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제각각 다르게 창조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준다.

참 좋은 우리 왕 

Good Good Father   

크리스 탐린, 팻 배럿 글｜로나 핫세 그림｜값 11,000원

9788904162567｜2018년 6월 20일｜34쪽｜203*254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동화/교리교육  
2018 ECPA 올해의 책 어린이부문 수상 

 
아이들이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모습들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재미있는 우화로 알려 준다. 

토토 할머니의 신기한 모자  
   

이진경 지음｜강윤미 그림｜값 8,000원 

9788904161423｜2012년 4월 20일 (2판)｜40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동화     

 
나누면 배가 되는 행복의 법칙을 독특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신앙교육 ○신앙동화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신앙교육 ○말씀생활

●신앙교육 ○기도생활

●신앙교육 ○복음전도

우리 아이를 위한 지저스 콜링  

Jesus Calling for Little Ones  

사라 영 지음｜안토니아 우드워드 그림｜값 10,000원｜  7,000원
9788904162208｜2017년 3월 10일｜30쪽｜128*178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말씀생활   본문｜말씀구절 영어병행수록  
함께보는 어른책｜지저스 콜링 

 
『지저스 콜링』의 유아 버전. 성경 구절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담아, 아이가 예수님을 친밀한 분으로 느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가도록 돕는다.

지저스 콜링 우리 아이 첫 기도  

Jesus Calling Little Book of Prayers  

사라 영 지음｜캐롤리나 파리아스 그림｜값 13,000원

9788904162505｜2018년 5월 10일｜30쪽｜128*178 양장(보드북)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기도생활     

 
『지저스 콜링』의 유아 기도서 버전. 성경 구절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문을 담아, 아이가 

예수님을 친밀한 분으로 느끼고 예수님과 기도로 소통하도록 돕는다.  

와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야  

Wow! The Good News in Four Words  

댄디 데일리 맥컬 글｜애나벨 템페스트 그림｜값 10,000원

9788904162833｜2019년 9월 25일｜32쪽｜225*225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복음전도/교리교육    

 
와우, 이런, 예스, 아하! 복음을 쉽고 단순한 감탄사를 통해 들려주

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소피와 하이델베르크씨네 고양이   
Sophie and the Heidelberg Cat  

앤드류 윌슨 글｜헬레나 페레즈 가르시아 그림｜서은경 옮김｜값 10,000원

9788904162864｜2019년 10월 31일｜32쪽｜216*216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동화/교리교육   

함께보는 어른책｜52주 스터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 제1문답을 바탕으로 하는 그림동화. 

소피와 옆집 고양이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구원의 

핵심을 깨닫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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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교육

어린 자녀를 위한 교리교육 시리즈 세트 (전3권) 
 

서은경 지음｜ SET 15,000원 > 12,000원 (20%▼) 
9788904700370｜2017년 8월 10일｜170*210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교리교육   

 
아이들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의미 깨닫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트 구성

·어린 자녀를 위한 십계명｜32쪽   ·어린 자녀를 위한 사도신경｜36쪽   ·어린 자녀를 위한 주기도문｜32쪽

 * 낱권구매가능｜각 5,000원 

SET 15,000원
12,000원
20%▼혜택

알고 싶어요 시리즈 세트 (전3권) 
 

서은경 지음｜ SET 15,000원 > 12,000원 (20%▼) 
9788904700455｜2018년 08월 17일｜170*210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교리교육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어린이 교리책.

  세트 구성

·알고싶어요 하나님｜32쪽   ·알고싶어요 예수님｜32쪽   ·알고싶어요 성령님｜30쪽

 * 낱권구매가능｜각 5,000원 

SET 15,000원
12,000원
20%▼혜택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우리 아이 교리 첫걸음 세트 (전3권) 
 

데본 프로벤처 지음｜제시카 로빈 프로벤처 그림｜ SET 24,000원 > 20,400원 (15%▼) 
9788904700615｜2020년 8월 14일｜각 20쪽｜178*178 보드북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교리교육  

본문｜영문병행수록          함께보는 어른책｜삼위 하나님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교육책으로 단어를 배우듯 각 책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를 익히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한다.

  세트 구성

·복음을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 낱권구매가능｜각 8,000원 

SET 24,000원
20,400원
15%▼혜택

두뇌 쑥쑥 놀이 성경  

Jumbo Bible Activity Book
  
Lion Hudson 지음｜값 14,000원 

9788904161225｜2009년 12월 10일｜224쪽｜280*215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활동북     

 
틀린그림찾기, 숨은그림찾기, 점잇기, 미로 찾기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224개의 성경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뇌 쑥쑥 색칠 성경  

The Really Big Book of Bible Story Coloring Pages 

  
Gospel Light 지음｜김태곤 옮김｜값 20,000원 

9788904161218｜2009년 12월 10일｜392쪽｜215*280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색칠활동북    

 
신구약 192개의 성경 이야기를 수록했다. 색칠성경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함께 믿음도 쑥쑥 자라나도록 돕는다.

●활동교육 ○활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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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배워요
믿음튼튼 지혜쑥쑥 유아교육 시리즈

  
남금조 지음｜값 16,000원 

9788904161393｜2011년 3월 25일｜220쪽｜225*250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활동북   

 
사랑의교회 남금조 전도사의 유아, 유치부 사역 노하우를 담은 

유아 교육 총서. 주일학교 분반공부부터 개인 액티비티까지 

다양한 활동이 자세하게 실려있다.

온 가족이 함께 채우는 

바이블 컬러링북 
 

이승애 지음｜값 14,000원

9788904162772｜2019년 7월 15일｜64쪽｜250*250 사철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색칠활동북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긴 28가지 신구약 성경 이야기와 

감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재미있는 채색놀이를 한 권에 담았다.

재미있는 성경놀이터 세트 (전2권) 
 

Lion Hudson 지음｜SET 28,000원 > 23,800원 (15%▼) 
9788904700349｜2017년 8월 30일｜각 128쪽｜210*297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활동북   

 
100가지가 넘는 액티비티를 한 권 안에 쏙! 성경을 읽고, 그리고, 붙이고(스티커 150여 개), 

퀴즈도 풀고! 신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공과 시간에 활용하면 딱 좋은 활동북이다.

  세트 구성

·재미있는 성경 놀이터 1   ·재미있는 성경 놀이터 2     

* 낱권구매가능｜각 14,000원 

SET 28,000원
23,800원
15%▼혜택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놀면서 배우는 
로이스 말씀학교  
 
남금조 지음｜값 12,000원

9788904132034｜2017년 4월 10일｜96쪽｜215*250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양육교재/활동북  
 
조부모 육아 가구 시대!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굳건한 믿음의 본을 

보였듯이, 실버 세대의 손주 신앙 교육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돕는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Happy Day® Books: God Made Series

히노 헤드 지음｜러스티 플레처 그림｜값 12,000원

9788904161935｜2015년 12월 18일｜56쪽｜170*232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창조과학   
 
하나님이 우주, 공룡, 우리 몸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과학이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알려준다.

뚝딱뚝딱 만들기 성경 
 
The Big Book of Bible Stories to Make

피오나 헤이즈 지음｜서지연 옮김｜값 12,000원

9788904162963｜2020년 7월 20일｜80쪽｜188*250 사철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만들기활동북   
 
구약과 신약의 귀한 교훈을 담은 성경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50여 개의 만들기 과제를 제공한다. 

내 몸은 소중해요
God Made All of Me
   
저스틴 홀콤, 린지 홀콤 지음｜트리시 마호니 그림｜값 8,000원

9788904161928｜2015년 11월 30일｜32쪽｜216*216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자녀양육/성교육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력추천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 그림책.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심어주고, 

아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을 안내한다.

●어린이 성교육

●기독교세계관 ○창조과학

●활동교육 ○양육교재



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하나님의 어린이

초 등 전 학 년

● 성 경 교 육

● 신 앙 교 육

● 교 리 교 육

● 기독교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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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루케이도가 들려주는 25가지 성경 이야기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맥스 루케이도 지음｜알레시아 스룬피오 그림｜양희원 옮김｜값 17,000원 

9788904162888｜2020년 1월 17일｜208쪽｜178*228 각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경전체동화   

 
맥스 루케이도의 따뜻한 통찰과 스토리텔링이 25가지 성경 이야기에

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

용할지 알려준다.

재미있는 만화성경 (합본)  

The Comic Strip Bible   
  
이바 호스 지음｜앙드레 르 블랑 그림｜윤두한 옮김｜값 24,000원 

8904160448｜1997년 12월 20일｜752쪽｜150*225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경만화 

 
당시 시대 배경을 보여주는 그림과 성경 내용에 충실한 글로 

어린이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액션 바이블 그림성경  

The Action Storybook Bible   
  
캐서린 드브리스 글｜세르지우 카리에요 그림｜강민정 옮김｜값 17,000원

9788904162642｜2018년 9월 20일｜256쪽｜168*238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경만화 

함께보는 어른책｜액션 바이블 시리즈 (전3권)

 
성경 전체의 흐름과 메시지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구약 

핵심 성경 이야기를 소개한다. 가족 나눔 코너와 성경 인물 찾기 코너

가 있어 온가족이 함께 읽으며 재미와 감동을 나눌 수 있다.

●성경교육 ○성경전체동화

●성경교육 ○성경만화

●신앙교육 ○성품교육

어린이 게으름 (김남준 목사의 어린이 시리즈1)  
  
  
김남준 지음｜값 9,000원 

8904160820｜2005년 4월 15일｜112쪽｜150*21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책｜게으름 

 
김남준  목사의 『게으름』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판, 

내 자녀를 게으르게 하는 모든 것, 이제 이 한 권으로 끝낸다. 

어린이를 위한 평생 감사   

  
전광, 임금선 지음｜이승애 그림｜값 11,000원 

9788904160976｜2007년 7월 9일｜184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책｜평생감사   

 
기독교 베스트셀러 『평생감사』의 어린이 판. 

어린이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준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어린이를 위한 평생 감사 노트   

  
전광 지음｜값 2,000원 

9788904171002｜2008년 4월 10일｜112쪽｜110*148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품교육 

 
귀여운 일러스트와 명언이 담긴 어린이 감사노트. 

매일 감사한 것을 기록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

어린이 매일매일 5감사 
  
  
전광 지음｜값 5,000원

9788904171965｜2017년 11월 20일｜112쪽｜120*17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책｜매일매일 5감사 

 
매일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돕는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유대인의 지혜 만화 탈무드   

  
정형기 글·그림｜값 15,000원 

9788904162895｜2020년 1월 31일｜208쪽｜168*238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만화

탈무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50가지 이야기를 만화로 만난다. 

지혜, 교훈, 태도, 성품, 우화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제별로 

각 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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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보다 멋진 꿈이 있어요 

양영자, 전광 원작｜다빛 지음｜이승애 그림｜값 12,000원

9788904162758｜2019년 6월 25일｜136쪽｜148*21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인물

함께보는 어른책｜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최고의 탁구 스타에서 몽골 선교사로 변신하기까지의 30년 여정을 
그린 자전적 에세이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의 어린이 판.

만화 손양원 

손양원 정신문화계승사업회 기획｜서은경 글·그림｜값 13,000원

9788904162949｜2020년 6월 20일｜168쪽｜182*257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인물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만화로 생생하게 

만난다. 꼼꼼한 고증을 거친 과장 없는 사실과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함께 담았다.

어린이 관계행복  

  
조현삼, 장보영 지음｜박연옥 그림｜값 10,000원 

9788904161836｜2015년 7월 25일｜128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동화     

함께보는 어른책｜관계행복

 
베스트셀러 『관계행복』의 어린이 판.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7가지 비밀

을 에피소드로 재미있게 풀어, 관계행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신앙교육 ○신앙동화

어린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전광, 임금선 지음｜강영진 그림｜값 13,000원 

9788904161102｜2008년 12월 15일｜224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인물     

함께보는 어른책｜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의 어린이 판. 

링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어린이 가족 (김남준 목사의 어린이 시리즈3) 

  
김남준 원작｜YL 주니어 팀 지음｜이진희 그림｜값 10,000원 

9788904162048｜2015년 12월 30일｜104쪽｜150*21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동화   

함께보는 어른책｜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

 

김남준  목사의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의 어린이 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루었다.

어린이 천로역정 
 
 
존 번연 원저｜장보영 각색｜공김경아 그림｜값 11,000원

9788904162932｜2020년 5월 29일｜112쪽｜148*21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동화

함께보는 어른책｜쉽게 읽는 천로역정,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크리스천’의 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원작의 깊이를 살렸다. 

동시에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 작가의 손길을 걸쳐 쉽고 재밌

게 읽힌다. 

두근두근 비전 찾기 

  
최윤식 원작｜다빛 지음｜값 12,000원 

9788904162499｜2018년 4월 20일｜136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동화         함께보는 어른책｜다시 사명이다 

 
꿈에는 관심조차 없던 무기력한 소녀가 ‘비전’에 눈 뜨기까지의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싶은 모

든 어린이들에게 추천한다.

어린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전광, 임금선 지음｜이승애 그림｜값 11,000원

8904160839｜2005년 4월 25일｜224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신앙인물

함께보는 어른책｜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어린이 판.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준다.

●신앙교육 ○신앙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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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어 큐티 

  
윤은숙 지음｜값 12,000원 

9788904161430｜2012년 6월 11일｜152쪽｜170*21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말씀생활/큐티       본문｜영문포함 

 
우리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

다는 마음으로 기획된 책.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묵상글과 기

도문, 퀴즈가 영어와 큐티의 유익을 동시에 잡았다.

어린이 365 말씀 캘린더
  
김재욱 지음｜값 8,000원 

9788904171477｜2010년 11월 10일｜368쪽｜149*106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말씀생활    함께보는 어른책｜지저스 콜링 캘린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일러스트가 수록된 365일 

성경말씀 탁상묵상집으로 본문말씀은 개역개정으로 구성되었다.

행복한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편집부 지음｜값 4,000원 

9788904161461｜2013년 4월 20일｜128쪽｜101*148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말씀생활

함께보는 어른책｜하나님의 약속 900  

 
성경의 주요 구절을 주제별로 묶은 요절 모음집. 

휴대가 간편하여 활용도가 높고 성경 암송에 유용하다.

어린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전광, 서정희 지음｜강영진 그림｜값 10,000원

9788904161256｜2010년 3월 29일｜216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말씀생활

함께보는 어른책｜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사랑을 심어주는 『성경을 사랑합니다』의 어린이 판. 

성경을 사랑했던 5명의 위인을 만나는 신기한 여행 이야기다. 

●신앙교육 ○말씀생활

어린이 큐티-가장 사랑받는 100구절  

100 Favorite Bible Verses for Children

  
Thomas Nelson 지음｜값 15,000원 

9788904162482｜2018년 3월 30일

208쪽｜124*187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말씀생활/큐티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 100구절을 엄선해, 눈높이에 

맞는 묵상으로 어린이에게 스스로 큐티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책이다.

어린이의 파워기도  

The Power of a Praying® Kids

  
스토미 오마샨 지음｜유정희 옮김｜값 7,000원

9788904160952｜2007년 7월 15일｜128쪽｜152*22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기도생활 
 
어린이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기도생활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책.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신앙교육 ○기도생활

말씀 쏙쏙 어린이 쓰는성경 세트 (전2권) 
 

김재욱 지음｜SET 17,000원 > 14,450원 (15%▼) 
9788904700233｜2020년 4월 29일｜각 96쪽｜188*257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말씀생활     함께보는 어른책｜굿데이 쓰는 성경   

 
어린이들이 새겨야 할 말씀 40구절을 한 컷 만화와 예화를 통해 이해한 후 

말씀을 ‘따라 쓰고’, ‘빈 곳을 채워 쓰고’, ‘외워 쓰도록’ 구성하였다.

  세트 구성

·말씀 쏙쏙 어린이 쓰는성경 ｜8,000원   ·말씀 쏙쏙 어린이 쓰는성경 2 ｜9,000원     * 
낱권구매가능 

SET 17,000원
14,450원
15%▼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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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교육 

●신앙교육 ○복음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Das Vaterunser)

  
라이너 오베르튀어 글｜바르바라 나심베니 그림｜값 13,000원

9788904162734｜2019년 5월 30일｜64쪽｜170*170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교리교육

함께보는 어른책｜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 구절마다 담긴 의미를 간결하지만 깊이 있게 알려주며, 따뜻

한 색감의 상상력 풍부한 그림은 메시지를 더 생생하게 보여준다.

소중한 널 위해 준비된 선물
  
김민정 지음｜함서정 그림｜값 10,000원 

9788904161263｜2010년 4월 20일｜184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복음전도     함께보는 어른책｜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   

 
베스트셀러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의 어린이판! 

아빠와 함께 여행을 떠난 '세혁이'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안내한다. 

만화 준비된 선물
  
김민정 원작｜김덕래 글·그림｜값 15,000원

9788904159932｜2012년 11월 20일｜256쪽｜148*21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복음전도/신앙만화

함께보는 어른책｜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   

 
복음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을 보편화시킨 만화버전! 전해주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책이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What Every Child Should Know about Prayer

  
낸시 거스리 지음｜제니 브레이크 그림｜배정아 옮김｜값 13,000원

9788904162918｜2020년 4월 1일｜152쪽｜170*203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기도생활    함께보는 어른책｜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요리처럼 기도에도 레시피가 필요하다. 기도가 어려운 어린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6가지 기도레시피를 담은 책이다.  

여호수아 양육교재 시리즈
전2권) (

변우진 지음｜각 5,000원

2009년 12월 15일｜각 48쪽｜150*21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양육교재      
 
어린이를 위한 제자양육 시리즈! 본문은 ‘마음을 열어요’, ‘말씀을 열어요’, 

‘삶을 열어요’, ‘기도를 드려요’ 4단락 구성으로 제자양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도록 돕는다.

  시리즈 구성

·기초를 다져요 - 기초훈련

·집을 지어요 - 경건훈련 

·실내를 꾸며요 - 제자훈련

·그 안에 거해요 - 성품훈련

이야기로 본 어린이 성경공부
  
김민정 지음｜값 6,000원 

9788904131983｜2016년 6월 30일｜104쪽｜170*22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양육교재/복음전도

함께보는 어른책｜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공부    

 
이론보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과 신앙, 복음을 코믹한 만화로 풀었다. 

이야기로 본 어린이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까?
   
김민정 지음｜값 6,000원 

9788904131990｜2016년 7월 8일｜108쪽｜170*225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양육교재/복음전도

함께보는 어른책｜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까    

 
저자가 다년간 새가족 세미나를 진행하며 쌓은 실제적인 노하우를 

통해 성경공부의 섬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활동교육 ○양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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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세계관 ○창조과학

한컷만화 창조과학 100  

  
김재욱 글·그림｜값 11,000원

9788904166558｜2019년 1월 25일｜144쪽｜150*21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

함께보는 어른책｜30가지 주제로 본 창조과학

 
한 가지 주제를 한 컷 만화와 짧은 글에 담은 창조과학 입문서! 

진화론의 허구와 오류를 밝히고, 창조론의 과학적 진실성을 

변호한 책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재미있는 공룡큐티  

Dinosaur Devotions   
 
미셸 매들록 애덤스 글｜니콜라 앤더슨 그림｜조은경 옮김｜값 13,000원

9788904162840｜2019년 9월 20일｜160쪽｜152*203 각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큐티

함께보는 어른책｜창조과학백과 공룡

 
75가지 신기한 공룡 정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도록 했다. 

머리에 쏙쏙 창조과학 만화교실 시리즈 
 

김재욱 지음｜바오바브, 최현정 그림

9788904161676｜2014년 7월 30일｜각 152쪽｜170*22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

 
지식을 넘어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창조과학을 만화로 배운다. 

각 장마다 사진과 함께 마무리 공부와 게임과 퀴즈로 복습할 수 있다.

  시리즈 구성

·머리에 쏙쏙 창조과학 만화교실 1 ｜15,000원   ·머리에 쏙쏙 창조과학 만화교실 2 ｜13,000원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하나님과 만나는 100일 과학 큐티 시리즈  
 
How Great Is Our God: 100 Indescribable Devotions About God and Science   
 
루이 기글리오 글｜니콜라 앤더슨 그림｜김수화 옮김｜각 15,000원

9788904162956｜2020년 6월 26일｜각 208쪽｜152*203 각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큐티

우주, 지구, 동물, 인체에 대한 신기한 정보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생생한 사진, 재미있는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창조과학백과 세트 (전3권) 
 

미국창조과학연구소(ICR) 지음｜정병갑, 박의준, 조은경 옮김

SET 46,000원 > 36,800원 (20%▼) 

9788904700592｜2020년 3월 30일｜216*280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청소년      주제｜창조과학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창조과학 

안내서. 성경 기록을 근거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진화론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창조의 진리를 과학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트 구성

·창조과학백과｜16,000원   ·창조과학백과 인체｜15,000원   ·창조과학백과 공룡｜15,000원     * 
낱권구매가능  

SET 46,000원
36,800원
20%▼혜택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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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시리즈
     

김재욱 글·그림｜각 14,000원

9788904163021｜2020년 9월 25일 (2판)｜170*21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      
 
초등학생 또래 주인공에게 아빠가 친근감 있게 들려주는 창조과학 이야기. 

단순한 창조의 과학적 검증과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영생을 목적으로 쓴 책이다. 

시리즈 구성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1 ｜184쪽 ｜          84,00원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2 ｜168쪽 

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배 움 의  시 작

초 등 저 학 년

● 성 경 교 육

● 신 앙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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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 세트 (전5권) 

   

장희섭, 박보영 지음｜이유나, 강우권 그림  

SET 50,000원 > 42,000원 (16%▼)
9788904700059｜2013년 4월 30일｜185*235  

메인연령｜초등저학년 

주제｜성경전체동화 

15개의 주제별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구성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여준다. 더불어 주제에 관한 교훈, 

기도문, 성경 정보는 성경 이해를 돕는다.

세트 구성

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 (구약1) ｜128쪽  

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 (구약2) ｜128쪽 

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 (구약3) ｜128쪽 

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 (신약1) ｜112쪽 

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 (신약2) ｜120쪽 

* 낱권구매가능｜각 10,000원

●성경교육 ○성경전체동화

SET 50,000원
42,000원
16%▼혜택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이야기 성경
The Big Bible Storybook

매기 바필드 지음｜김혜경 옮김｜값 21,000원

9788904163069｜2020년 11월 6일｜256쪽｜182*245 양장  

메인연령｜초등저학년 

주제｜성경전체동화   

 
188가지 성경 이야기에 성경의 핵심을 알차게 담았다. 모든 장면이 

사랑스러운 인형들로 표현되어, 아이들이 더욱 흥미롭게 성경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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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도 꼭 될래요 1  

  
김성춘 기획｜신선웅 지음｜강화경 그림｜값 10,000원

9788904161843｜2015년 9월 21일｜128쪽｜148*210  

메인연령｜초등저학년 

주제｜신앙인물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던 신앙위인 8명의 삶을 통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꿈을 이루어 세상을 빛냈는지 알

려준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I Believe in JESUS

  
존 맥아더 지음｜도미니크 머텐스 그림｜값 10,000원｜           7,000원

9788904162192｜2017년 3월 30일｜36쪽｜203*254 양장  

메인연령｜초등저학년 

주제｜복음전도     본문｜말씀구절 영어병행수록 
 
존 맥아더가 열네명의 손주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
  
김성춘 기획｜김현정 지음｜이승애 그림｜값 10,000원 

9788904161096｜2008년 7월 15일｜208쪽｜150*220 

메인연령｜초등저학년 

주제｜신앙인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한 다섯 위인의 일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전한다.

하늘의 빛을 찾은 소년 김선태
  
김선태 원작｜김미형 지음｜이승애 그림｜값 14,000원 

9788904161348｜2011년 3월 25일｜248쪽｜150*225  

메인연령｜초등저학년 

주제｜신앙인물

함께보는 어른책｜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시각장애인으로 안과의사가 된 김선태 목사의 삶을 통해 어려움 속

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신앙교육 ○신앙인물

●신앙교육 ○복음전도

성품 좋은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신경직 지음｜값 9,000원

9788904161249｜2010년 3월 17일｜136쪽｜145*210  

메인연령｜초등저학년 

주제｜성품교육 
 
성경과 위인에게 배우는 23가지 성품 이야기. 아이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롤모델을 세우고 그들을 닮고자 능동적으로 성품을 

가꿔가도록 돕는다.

●신앙교육 ○성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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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스스로배워나가는

초 등 고 학 년

● 성 경 교 육

● 신 앙 교 육

● 교 리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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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그림성경  

The Children's Bible   

안네 드 그라프 지음｜호세 페레스 몬테로 그림｜값 21,000원

9788904161706｜2015년 8월 20일 (2판)｜400쪽｜167*245 양장  

메인연령｜초등고학년 

주제｜성경전체동화 
 
오랜시간 사랑받은 스테디셀러! 쉽게 풀어낸 300여 개의 성경 이야기

는 성경을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아닌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액션바이블 시리즈 (전3권)
  
THE ACTION BIBLE   

세르지우 카리에요 지음｜강민정 옮김｜각 14,000원

2011년 7월 20일｜170*257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성경만화       
 
200여 개의 이야기가 역사 순으로 전개되어 성경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핵심을 찌르는 내용과 드라마틱한 이미지는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고 설득력있게 전해준다. 

  시리즈 구성

·액션 바이블(구약1) ｜264쪽

·액션 바이블(구약2) ｜264쪽

·액션 바이블(신약)  ｜240쪽

●성경교육 ○성경전체동화

●성경교육 ○성경만화

●신앙교육 ○성품교육

어린이를 위한 말의 힘  

  
조현삼, 서정희 지음｜값 14,000원

9788904161201｜2009년 7월 31일｜264쪽｜150*205  

메인연령｜초등고학년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책｜말의 힘 
 
말 속에 담긴 보물을 찾는 『말의 힘』의 어린이 판. 

초등학생 아이들의 일상을 통해 ‘말의 힘’을 가르쳐준다.

어린이 싫증 (김남준 목사의 어린이 시리즈2) 
   

김남준 지음｜값 10,000원

9788904161287｜2010년 8월 1일｜128쪽｜150*215  

메인연령｜초등고학년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 책｜싫증 (거룩한 삶의 실천시리즈7)  
 
김남준  목사의 베스트셀러 『싫증』을 풀어 쓴 어린이 책. 의지가 

약한 어린이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다.

어린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강영우 원저｜김성춘 기획｜김현정 지음｜김영광 그림｜값 11,000원 

8904160901｜2006년 4월 24일｜182쪽｜182*257 

메인연령｜초등고학년 

주제｜신앙인물  

함께보는 어른책｜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위인들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어린이자기개발서.

●신앙교육 ○신앙인물

●교리교육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 Ology, Ancient Truths Ever New

마티 마쵸스키 지음｜값 18,000원｜ 12,600원 

9788904020812｜2017년 1월 25일｜272쪽｜203*203 양장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교리교육

 
성경적 세계관 터잡기에 훌륭한 안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

는 기독교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토의 질문, 성경 구

절, 신학 용어 설명과 부모님과 교사를 위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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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시리즈  

최창수 지음｜각 7,000원

9788904162307｜2017년 6월 30일｜각 108쪽｜170*225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교리교육/양육교재

함께보는 어른 책｜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개정판)   
 
신앙고백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깊이를 포기하지 

않고 재미도 놓치지 않고 만든 성경공부 교재다.

  시리즈 구성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1권 기본교리편 (교사용)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1권 기본교리편 (학생용)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2권 주기도문십계명편 (교사용)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2권 주기도문십계명편 (학생용)

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질풍노도를 잠재울

크리스천 청소년

● 성 경 교 육

● 신 앙 교 육

● 교 리 교 육

● 기독교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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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읽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철훈 지음｜이현수 그림｜값 10,000원

9788904159901｜2012년 6월 30일｜136쪽｜190*240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성경만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알려주신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한 권의 

만화로 맥을 잡는다. 청소년과 초신자를 위한 최고의 기독교 입문서! 

200여 개의 이야기가 역사 순으로 전개되어 성경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핵심을 찌르는 

내용과 드라마틱한 이미지는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

고 설득력있게 전해준다. 

액션바이블 시리즈 
(전3권) THE ACTION BIBLE    

세르지우 카리에요 지음｜강민정 옮김

각 14,000원｜2011년 7월 20일｜170*257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성경만화

  시리즈 구성

·액션 바이블(구약1) ｜264쪽

·액션 바이블(구약2) ｜264쪽

·액션 바이블(신약)  ｜240쪽

●성경교육 ○성경만화

만화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박성호 글·그림｜값 14,000원

9788904159468｜2011년 6월 5일｜232쪽｜170*232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성경만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시간순서에 따라 읽는 만화 사복음서!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입문서'이다.

만화 성경 역사 속의 고대 제국
  
 
크레마인드 글·그림｜값 16,000원

9788904031382｜2013년 1월 28일｜232쪽｜170*232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성경만화 

고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멸망부터 신약 사이에 숨겨진 약 7년의 

역사를 다룬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만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시리즈 (전2권)
 

이애실 원저｜김상진 그림｜값 33,000원

9788904700097｜2015년 12월 18일｜170*232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성경만화      
 
이애실 사모의 베스트셀러 『어? 성경이 읽어지네!』를 만화로 만난다. 

신구약 성경의 맥을 잡기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줄 책이다.

  시리즈 구성

·만화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 ｜248쪽｜14,000원

·만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편 ｜320쪽｜19,000원

●성경교육 ○신앙만화

만화 한눈에 읽는 교회사 세트 (전2권)

크레마인드 글·그림

SET 40,000원 > 38,000원 (5%▼)
9788904031290｜2012년 1월 30일｜182*257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신앙만화       
 
초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까지 교회사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진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SET 40,000원
38,000원
5%▼혜택

  
세트 구성

·만화 한눈에 읽는 교회사(상권) ｜304쪽 ｜18,000원

·만화 한눈에 읽는 교회사(하권) ｜352쪽 ｜22,000원

*낱권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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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이슬람  

  
유해석 지음｜김태권 그림｜값 15,000원 

9788904050406｜2013년 10월 7일｜248쪽｜170*232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신앙만화

함께보는 어른책｜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의 모든 것과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읽는 만화 천로역정
  
 
존 번연 원저｜서은경 글·그림｜값 15,000원

9788904230136｜2015년 6월 5일｜240쪽｜190*24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만화   
 
만화로 구성한 천로역정은 등장인물을 평범한 가족, 이웃, 

친구들로 캐릭터화 하여 어떤 버전보다 쉽고 유익하다.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세트 (전3권)

존 번연 원저｜최철규 글·그림

SET 51,000원 > 45,000원 (12%▼)
9788904700523｜2019년 2월 25일｜각 224쪽｜185*260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신앙만화      
함께보는 어른책｜쉽게 읽는 천로역정

 
『천로역정』을 만화로 각색한 본서는 원작의 메시지와 감동은 그대로 전하면서, 

모든 장면을 매우 실감 나는 그림으로 묘사하여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더한다.

SET 51,000원
45,000원
12%▼혜택

  세트 구성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1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2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3

 * 낱권구매가능｜각 17,000원

청소년이 알아야 할 5가지 사랑의 언어
A Teen’s Guide to the 5 Love Languages 

 

 
게리 채프먼, 페이지 헤일리 드리가스 지음｜최재웅 옮김｜9,000원 

9788904230181｜2017년 7월 10일｜168쪽｜148*21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성품교육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배우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한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청소년을 위한 개념없음
  
 
김남준, 노경실 지음｜값 9,000원

9788904230174｜2017년 10월 25일｜160쪽｜135*21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책｜개념없음 

 
김남준 목사의 『개념없음』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성했다. 

타인과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르쳐준다.

1318 성품 스쿨
  
김재욱 글·그림｜값 11,000원 

9788904230129｜2015년 3월 30일｜176쪽｜128*188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성품교육   

 
마음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10가지의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인성 교육 안내서이다.

1318 매너 스쿨
  
김재욱 글·그림｜값 10,000원 

9788904230242｜2020년 11월 30일｜132쪽｜128*188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성품교육   

 
스펙보다 매너를 보는 시대에 청소년들의 미래 재산이 될 

예절과 기본 매너,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안내서이다.  

●신앙교육 ○성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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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돼라  

 
전광 지음｜값 10,000원 

9788904230044｜2012년 5월 5일｜248쪽｜132*20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인물/말씀생활        함께보는 어른책｜성경을 사랑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성경 사랑’을 심어 주는 책. 성경을 가까이했던 

영웅들의 생애를 통해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참 신앙인으로 자라게 돕는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  Do Hard Things
  
브레트 해리스, 알렉스 해리스 지음｜정성묵 옮김｜값 14,000원 

9788904121410｜2009년 7월 6일｜288쪽｜135*19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자기계발서로 청소년들이 넘기 힘든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1318 신앙 멘토 스쿨  

  
김재욱 글·그림｜값 9,000원 

9788904230051｜2013년 1월 30일｜168쪽｜128*188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인물     

 
27명의 위대한 신앙 멘토들의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구성하여 인생의 바른 방향과 진정한 목표를 찾도록 돕는다.

만화 마르틴 루터
  
김홍만 글｜김태호 그림｜값 13,000원 

9788904166220｜2018년 3월 30일｜192쪽｜165*234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신앙인물/신앙만화        함께보는 어른책｜마르틴 루터 

 
가톨릭 수도사에서 세계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만화로 접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신앙교육

●신앙교육 ○신앙인물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김성중 지음｜값 12,000원

9788904230143｜2016년 1월 25일｜208쪽｜140*20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해온 저자가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신앙, 

학업, 진로,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통찰을 제공한다. 

사명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
  
최윤식 지음｜값 12,000원 

9788904230198｜2018년 8월 24일｜156쪽｜150*205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함께 보는 어른책｜다시 사명이다  

『다시, 사명이다』의 청소년 편. 급변하는 이 시대를 통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1318 신앙질문 A to Z  

  
김재욱 글·그림｜값 13,000원

9788904230037｜2012년 2월 20일｜192쪽｜170*21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교회에 다니면서도 몰랐던 성경 지식, 설명하기 어려웠던 

신앙생활 전반의 궁금증을 알파벳 키워드로 명쾌하게 풀어준다.

1318 고민상담 A to Z
   
김재욱 글·그림｜값 13,000원 

9788904230167｜2016년 8월 25일｜168쪽｜170*21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알파벳 키워드로 보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고민들에 대해 

신앙 선배, 인생 선배로서 성경적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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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육 ○말씀생활

매일 영어 큐티 시리즈

박은영 지음｜2011년 1월 20일 ｜각 232쪽｜138*20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말씀생활/큐티      본문｜영문포함   

 
100일 말씀 묵상노트!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문법 

등의 영어 지식을 배우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는 묵상집이다.

  시리즈 구성

·매일 영어 큐티              ｜13,000원｜          8,400원

·매일 영어 큐티2(잠언편) ｜10,000원｜          7,000원

꿈꾸는 10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편집부 지음｜값 6,000원 

9788904230099｜2013년 4월 20일｜128쪽｜101*148 

메인연령｜청소년 

주제｜말씀생활          함께보는 어른책｜하나님의 약속 900   

 
주제별로 묶은 성경 요절 모음집. NIV 성경과 기도문을 수록해 

청소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너를 응원해
  
 
오대식 지음｜값 10,000원

9788904230204｜2018년 9월 12일 (2판)｜184쪽｜138*20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청소년들의 신앙과 진로를 위한 

보석 같은 조언을 담았다. 청소년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수험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100
  
 
편집부 지음｜값 5,000원

9788904166053｜2017년 9월 27일｜128쪽｜120*17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말씀생활  

 
수능을 앞둔 입시생, 고시나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말씀을 따라 쓰고 마음에 새기도록 돕는다.  

수상한 큐티
  
 
이정현 지음｜값 13,000원

9788904230211｜2019년 7월 25일｜224쪽｜138*20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말씀생활/큐티  

 
이정현 목사님이 수험생 제자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엮은 

‘수험생 맞춤 시편 큐티’ 100일 편

토닥토닥 수험생 큐티
  
 
이정현 지음｜값 9,000원

9788904230228｜2019년 7월 25일｜120쪽｜138*20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말씀생활/큐티  

 
이정현 목사님이 수험생 제자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엮은 

‘수험생 맞춤 시편 큐티’ 50일 편  

아자아자 수험생 큐티
  
 
이정현 지음｜값 9,000원

9788904230235｜2019년 7월 25일｜120쪽｜138*20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말씀생활/큐티  

 
이정현 목사님이 수험생 제자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엮은 

‘수험생 맞춤 시편 큐티’ 50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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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교육

만화 기독교 강요 시리즈

존 칼빈 원저｜김종두 글·그림

8904030889｜2005년 11월 25일｜170*234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교리교육/신앙만화

함께보는 어른 책｜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 세트       
 
성경 다음으로 귀중한 책이라고 칭송받는 기독교 교리서의 걸작을 만화로 만난다! 

『기독교 강요』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재미있고 명확하게 표현해내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시리즈 구성

·만화 기독교 강요(1-2권 합본) ｜216쪽｜27,000원

                            [1권] 12,000원  [2권] 8,000원

·만화 기독교 강요(3-4권 합본) ｜240쪽｜28,000원

                            [3권] 11,200원  [4권] 8,800원

만화로 보는 기독교 
  

라원기 원저｜크레마인드 글·그림｜값 14,000원

9788904050369｜2011년 2월 15일｜216쪽｜170*232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복음전도/신앙만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만화로 쉽고 유쾌하게 만난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독교 진리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제시해 주는 신개념 기독교 변증 만화!

만화로 보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박영덕 원저｜크레마인드 글·그림｜값 13,000원｜           8,400원

9788904050376｜2011년 5월 30일｜224쪽｜150*225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복음전도/신앙만화

함께보는 어른책｜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개정판)

무신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만화로 알기 쉽게 답하면

서, 무신론적 유신론적 관점 두 가지 입장에서 동시에 접근하여 신의 

존재성에 대해 납득하도록 돕는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 Ology, Ancient Truths Ever New

마티 마쵸스키 지음｜값 18,000원｜ 12,600원 

9788904020812｜2017년 1월 25일｜272쪽｜203*203 양장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교리교육

 
성경적 세계관 터잡기에 훌륭한 안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

는 기독교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토의 질문, 성경 구

절, 신학 용어 설명과 부모님과 교사를 위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시리즈  

최창수 지음｜각 7,000원

2017년 6월 30일｜각 108쪽｜170*225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교리교육/양육교재

함께보는 어른 책｜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개정판)      
 
신앙고백의 표본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깊이를 포기하지 않고 

재미도 놓치지 않고 만든 성경공부 교재다.

  시리즈 구성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1권 기본교리편 (교사용)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1권 기본교리편 (학생용)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2권 주기도문십계명편 (교사용)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2권 주기도문십계명편 (학생용)

한 컷 만화 기독교 진리 130
  
김재욱 글·그림｜값 11,000원 

9788904020904｜2017년 12월 26일｜168쪽｜150*210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교리교육/신앙만화 

 
한 가지 주제를 한 컷 만화와 짧은 글에 담은 기독교 교리 입문서! 

기독교 복음을 ‘누구에게나’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쓰였다. 

●신앙교육 ○복음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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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글·그림｜값 13,000원

9788904171163｜2009년 6월 30일｜192쪽｜170*21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창조과학

26가지 알파벳 키워드로 알아보는 창조과학 이야기.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기독교세계관 ○창조과학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실험 큐티 시리즈 (전4권)

  
김형기 지음｜홍선겸 그림｜각 12,000원

9788904162970｜2020년 7월 25일｜각 136쪽｜170*22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추천도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실험을 통해 

창조 세계의 원리를 발견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할 수 있게 돕는다.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지음｜값 13,000원

9788904230013｜2011년 4월 15일｜176쪽｜170*225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창조과학  

 
교사들이 과학으로 진화론의 비과학성을 진단하며 

교과서 속 진화론의 허구성과 그 증거들의 오류, 

잘못된 학설 등 진화론에 관한 진실을 밝힌 책이다.

창조과학백과 세트 (전3권) 
 

미국창조과학연구소(ICR) 지음｜정병갑, 박의준, 조은경 옮김

SET 46,000원 > 36,800원 (20%▼) 

9788904700592｜2020년 3월 30일｜216*280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청소년      주제｜창조과학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창조과학 

안내서. 성경 기록을 근거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진화론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창조의 진리를 과학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트 구성

·창조과학백과｜16,000원   ·창조과학백과 인체｜15,000원   ·창조과학백과 공룡｜15,000원     * 
낱권구매가능 

SET 46,000원
36,800원
20%▼혜택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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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 책 으 로  양 육 /

교 육 하 는  어 른 "

부 모 / 교 사

● 태 교

● 가 정 예 배

● 자 녀 양 육

● 학생/설교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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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부모를 위한 40주 태교 노트  
   

장보영 지음｜값 10,000원

9788904141449｜2016년 10월 10일｜176쪽｜138*200  

메인연령｜부모 

주제｜태교   
 
엄마이자 동화작가인 저자가 직접 태아에게 쓴 편지와 기도문, 묵상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아기를 위한 기도문, 편지, 일기를 직접 

쓸 수도 있다.

즐거운 태교 행복한 육아  
   

김기정 지음｜값 13,000원

9788904141210｜2010년 7월 23일｜176쪽｜185*210  

메인연령｜부모 

주제｜태교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자는 결혼한지 10년 만에 임신하

기까지의 과정과 사진태교묵상으로 정성스럽게 아이를 보살핀 이야기

를 담았다.  

지저스 콜링 우리 집 가정예배
Jesus Calling Family Devotional

사라 영 지음｜지나아 옮김｜값 12,000원

9788904166954｜2019년 12월 27일｜208쪽｜140*200  

메인연령｜부모 

주제｜가정예배   
 
베스트셀러 『지저스 콜링』을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서로 만난다. 

어른과 자녀(초등학생) 모두의 눈높이에 맞는 가정예배 말씀 묵상집!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   
   

임경근 지음｜값 12,000원

9788904167081｜2020년 4월 10일｜168쪽｜148*215  

메인연령｜부모 

주제｜가정예배   
 
우리 집 가정예배 실전 가이드북!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자녀 연령대별 팁과 사례까지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을 

담았다.

●예비부모를 위한 태교도서

●가정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3분 예배 시리즈 
  

제니스 톰슨, 장상태 지음｜히스 바이크 옮김

9788904167319｜2020년 10월 30일｜120*170  

메인연령｜부모 

주제｜가정예배   
 
초등고학년부터 청년 자녀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각각 181편의 성경묵상과 기도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구약성경을 

주제로 드리는 하루 3분 가정예배.

●자녀양육 필독서

기질과 자녀교육
How to Develop Your Child's Temperament

비벌리 라헤이 지음｜양은순 옮김｜값 13,000원 

8904140218｜1992년 3월 30일｜224쪽｜150*225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인간의 기본적인 4가지 기질과12가지의 혼합 기질을 설명하면서, 

자녀의 기질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진재혁 지음｜값 8,000원 

9788904156986｜2007년 4월 20일｜200쪽｜150*225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자녀를 리더로 길러주는 7가지 원칙!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 속에 묻혀 

있는 리더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지, 리더십의 원리를 쉽게 풀어냈다. 

  시리즈 구성

·온 가족이 함께하는 3분 예배            ｜192쪽｜7,000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3분 예배-교리편 ｜232쪽｜9,000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3분 예배-구약편 ｜200쪽｜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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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5 Love Languages of Children  

게리 채프먼, 로스 캠벨 지음｜장동숙 옮김｜값 13,000원

9788904141319｜2013년 6월 25일｜256쪽｜148*210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자녀 편. 

우리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크리스천 부모학교
 
유영업 지음｜값 13,000원｜           7,700원

9788904121434｜2010년 2월 26일｜232쪽｜148*210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

공부와 신앙,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할까? 

수년간 기독학교에서 사역해온 저자는 이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교육 은혜를 만나다
Give Them Grace : Dazzling your kids with the love of Jesus

엘리즈 M. 피츠패트릭, 제시카 톰슨 지음｜박상은 옮김

값 15,000원｜          9,100원 

9788904141302｜2013년 2월 15일｜256쪽｜150*225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율법으로 양육한 ‘착하고 훌륭한 아이’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자녀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전한다.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할 10가지
Parenting in the Home Stretch

코니 노이만 지음｜조계광 옮김｜값 11,000원 

9788904141326｜2013년 7월 30일｜216쪽｜148*210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자녀를 성숙한 어른으로 키워 내기 위한 10가지 양육 포인트를 세세히 

짚어 줌으로써 자녀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게 한다.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Growing Up Social

 
  
게리 채프먼, 알린 펠리케인 지음｜윤은숙 옮김｜값 17,000원｜          10,500원 

9788904141401｜2015년 5월 15일｜288쪽｜148*210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 게리 채프먼이 

디지털 시대를 위한 스마트한 자녀교육법을 담아냈다. 

십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The Five Love Languages of Teenagers

 
 

게리 채프먼 지음｜장동숙 옮김｜값 17,000원｜           10,500원

9788904141371｜2014년 7월 30일｜288쪽｜148*210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십대 편. 

질풍노도의 십대가 겪는 변화와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 등 다양한 조언을 실었다.

어린이가 꼭 들어야 할 7가지 말
Seven Things Children Need

존 드레셔 지음｜김인화 옮김｜값 10,000원 

9788904141357｜2014년 2월 27일｜184쪽｜148*210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   

 
아이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침서.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7가지를 다양한 경험담과 실제적인 조언을 

곁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
  
유홍설(유하워드) 지음｜값 15,000원｜            9,100원 

9788904165636｜2016년 10월 26일｜272쪽｜148*210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   

 
대치동 영어강사인 저자는 어려서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보다 어른

이 되어 잘 풀리는 아이들을 직접 관찰하고 목격했다. 그 비결은 무

엇인지에 대한 9년간의 집착과 관찰로 탄생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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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행복한 학교

이은경 지음｜값 8,000원

9788904121328｜2007년 12월 18일｜128쪽｜188*225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교육

저자는 성경을 통해서 수학, 언어, 과학을 익히는 홈스쿨링 과정을 

소개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

을 제시한다.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김진 지음｜값 18,000원 

9788904141470｜2018년 7월 30일｜344쪽｜150*225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   

 
진로교육전문가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성경적 진로 가이드. 

한국형 진로검사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통한 15가지 성향별 

진로 테스트 및 가이드 수록!

완벽한 부모는 없다 Parenting  
  

폴 트립 지음｜김윤희 옮김｜값 14,000원｜           9,800원

9788904141456｜2017년 5월 2일｜272쪽｜150*220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자녀양육에 지친 부모들을 위한 복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자녀양육의 실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누려야 할 참자유와 은혜를 전한다.

ECPA 선정 
2017년 

올해의 책

부모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  
Things I Wish I'd Known Before We Became Parents  

    
게리 채프먼 지음｜박상은 옮김｜값 12,000원

9788904141463｜2017년 6월 15일｜232쪽｜148*210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 게리 채프먼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낸 경험과 상담을 통해 발견한 육아의 지혜를 이 책에 담아냈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자녀교육

질문하는 아이 대답하는 부모
The 21 Toughest Questions Your Kids Will Ask about Christianity 

알렉스 맥팔랜드 지음｜유정희 옮김｜값 18,000원

9788904121632｜2016년 9월 10일｜328쪽｜170*225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신앙교육

아이가 신학적인 질문했을 때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할 답을 제공함으로 필요할때마다 

언제든지 보고 가르칠 수 있다.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
 

장대은 지음｜값 16,000원

9788904167197｜2020년 7월 15일｜296쪽｜145*210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교육/독서

목사로서 20여 년간 기독교교육현장에서 사역해 온 저자는 부모와 

자녀들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독서법과 독서지도법의 핵심을 

이 책에 담았다.

교리교육이 우리 아이를 살린다
Catechizing Our Children

  
 

테리 L. 존슨 지음｜김태곤 옮김｜값 10,000원｜           7,000원

9788904121618｜2015년 5월 20일｜184쪽｜148*210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교리교육 

 
왜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외에 교리교육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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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1분 기도
One-Minute Prayers for Dads

닉 해리슨 지음｜이대은 옮김｜값 9,000원 

9788904181148｜2018년 6월 29일｜184쪽｜125*178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기도   

 
성경말씀과 짧은 기도문을 담은 기도 모음집.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영적싸움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 내도록 독려한다.

아이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
  
김남준 지음｜값 14,000원 

9788904164202｜2013년 5월 10일｜224쪽｜148*210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   

 
부모의 가장 급선무인 의무가 바로 자녀를 회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자녀의 영적인 참척의 상태를 놓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고 전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기도

1분 기도 시리즈  One-Minute Prayers®  

Harvest House 지음｜김태곤 옮김｜각 5,000원｜           2,800원

2007년 11월 20일｜104*148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기도         
 
‘1분 기도’ 시리즈 중 자녀를 위한 기도문 포켓판. 

아들의 안전과 보호를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딸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사히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1분 기도문을 주제별로 다룬다.

  시리즈 구성

·아들을 위한 1분 기도｜144쪽

·딸을 위한 1분 기도   ｜152쪽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초등1-6학년)교사용

Discovering the Five Love Languages at School  

 게리 채프먼, D. M. 프리드 지음｜최재웅 옮김｜값 13,000원 

9788904121625｜2015년 9월 30일｜224쪽｜182*257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학생양육   

 
베스트셀러 『5가지 사랑의 언어』에 기초한 이 교재는, 교사가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양육 

엄마의 1분 기도
One-Minute Prayers for Moms

호프 리다 지음｜구지원 옮김｜값 9,000원 

9788904181155｜2018년 6월 29일｜176쪽｜125*178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양육/기도   

 
성경말씀과 짧은 기도문을 담은 기도 모음집.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여러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도록 권면한다.

눈 반짝 귀 쫑긋 영유아 설교   

  
권지영, 배재현, 인영애 지음｜값 18,000원 

9788904121540｜2014년 2월 10일｜152쪽｜182*257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학생양육/설교

 
영유아 설교에 패널 시어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사용 방법, 패널 시어터를 활용한 설교문과 

연출 방법을 담았다.

어린이를 위한 소요리 설교

최창수 지음｜값 9,000원 

9788904082452｜2017년 9월 29일｜128쪽｜148*210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학생양육/설교   

 
아이들이 재미있게 교리교육을 경청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께 요긴한 설교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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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임만호 지음｜값 13,000원｜           9,100원 

9788904071388｜2017년 8월 14일｜248쪽｜150*225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학생양육/사역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의 교육철학과 18년간 사역 노하우를 담은 결정체이다.

교사 리바이벌

김남준 지음｜값 14,000원｜           8,400원 

9788904121311｜2007년 11월 5일｜256쪽｜142*218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교사교육   

 
교회학교의 소망이 교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며, 교사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이병렬 지음｜값 12,000원 

9788904071401｜2018년 1월 3일｜224쪽｜150*225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학생양육/사역  

 
불교문화의 강력한 영향 아래있던 거창. 5명에 불과했던 주일학교 아

이들이 1,000명으로 부흥한 ‘거창중앙교회’ 15년의 기록을 담았다.

교사 베이직

이정현 지음｜값 9,000원 

9788904121700｜2018년 7월 13일｜160쪽｜138*200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교사교육   

 
교회학교 100명에서 1600명으로 성장한 군산드림교회에서 교회학교 

총디렉터로 8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의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지침서’다.  

교사 기도 베이직 

이정현 지음｜값 8,000원 

9788904121724｜2019년 11월 29일｜128쪽｜138*200 

메인연령｜교사/목회자

주제｜교사교육/기도   

 
이정현 목사의 『교사 베이직』의 후속작으로, 교사로서 매일 혹은 매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많은 교사들을 위해 기도의 주제와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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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어 린 이  도 서 

수 상 작

● 한 국 기 독 교

출 판 문 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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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구성

·노아가 동물을 태워요 - 노아 1 (순서)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 노아 2 (모양) 

·다윗이 양들을 돌봐요 - 다윗 1 (반대) 

·다윗이 양들을 찾아요 - 다윗 2 (위치) 

·베드로는 기뻐요 - 베드로 1 (감정)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 베드로2 (날씨)

·아브라함이 땅을 찾아요 - 아브라함 1 (자연) 

·아브라함이 아기를 기다려요 - 아브라함 2 (시간)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요 - 예수님 1 (신체)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 예수님 2 (가치)

*
 
낱권구매가능｜각 8,500원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SET 85,000원
55,000원
35%▼혜택

믿음튼튼 개념쑥쑥 세트 
(전10권)    

윤아해 지음｜이갑규, 장순녀, 고수, 홍지혜 그림 

SET 85,000원 > 55,000원 (35%▼)
9788904700080｜2015년 4월 10일 

각 22쪽｜172*194 보드북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인물동화/개념동화     본문｜영문병행수록 

제31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내부문 최우수상 
 
노아, 다윗, 베드로, 아브라함, 예수님! 성경인물들

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다양한 개념을 배워가

는 그림책 시리즈.

아장아장 나의 첫 그림성경  The Lion Nursery Bible
   

엘리나 파스칼리 지음｜프리실라 라몬트 그림｜이혜림 옮김｜값 16,000원

9788904161720｜2015년 7월 30일｜192쪽｜170*210 스폰지양장  

메인연령｜영유아(0-4세) 

주제｜성경전체동화

제32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외부문 우수상    

 
스스로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림성경.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부활까지 15가지 

핵심 성경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은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기독교 출판물의 질을 높이고 출판문화 

창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문서선교의 바른 자세 확립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

으로 해마다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작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니?  

Baby Wren and the Great Gift   

샐리 로이드존스 지음｜젠 코레이스 그림｜값 11,000원

9788904162550｜2018년 6월 8일｜32쪽｜273*225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동화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외부문 우수상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제각각 다르게 창조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준다.

어린이를 위한 평생 감사   

  
전광, 임금선 지음｜이승애 그림｜값 9,000원 

9788904160976｜2007년 6월 30일｜184쪽｜150*205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성품교육

함께보는 어른책｜평생감사

제2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내부문 수상   

  
기독교 베스트셀러 『평생감사』의 어린이 판. 

어린이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준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알고 싶어요 시리즈 세트 (전3권) 
 

서은경 지음｜ SET 15,000원 > 12,000원 (20%▼) 
9788904700455｜2018년 08월 17일｜170*210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교리교육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외부문 우수상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어린이 교리책.

  세트 구성

·알고싶어요 하나님｜32쪽   ·알고싶어요 예수님｜32쪽   ·알고싶어요 성령님｜30쪽

 * 낱권구매가능｜각 5,000원 

SET 15,000원
12,000원
20%▼혜택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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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큐티-가장 사랑받는 100구절  

100 Favorite Bible Verses for Children

  
Thomas Nelson 지음｜값 15,000원 

9788904162482｜2018년 3월 30일｜208쪽｜124*187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말씀생활/큐티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외부문 우수상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 100구절을 엄선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묵상으로 어린이에게 스스로 큐티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책이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머리에 쏙쏙 창조과학 만화교실  

  
김재욱 지음｜바오바브 그림｜값 15,000원

9788904161416｜2011년 6월 27일｜152쪽｜170*224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

제28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내부문 우수상

지식을 넘어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창조과

학을 만화로 배운다. 각 장마다 사진과 함께 마무리 공부와 게임과 

퀴즈로 복습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김재욱 글·그림｜값 14,000원｜          8,400원 

9788904162857｜2019년 10월 31일 (2판)｜184쪽｜170*210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

제27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내부문 우수상

초등학생 또래 주인공에게 아빠가 친근감 있게 들려주는 창조과학 

이야기. 단순한 창조의 과학적 검증과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영생을 목적으로 쓴 책이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하나님과 만나는 100일 과학 큐티  

Indescribable: 100 Devotions for Kids About God and Science   
 
루이 기글리오 지음｜니콜라 앤더슨 그림｜김수화 옮김｜값 15,000원

9788904162376｜2018년 3월 15일｜208쪽｜152*203 양장  

메인연령｜초등전학년 

주제｜창조과학/큐티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청소년 국외부문 우수상

우주, 지구, 동물, 인체에 대한 신기한 정보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생생한 사진, 재미있는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다.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글·그림｜값 13,000원

9788904171163 ｜2009년 6월 30일｜192쪽｜170*21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창조과학

제26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청소년우수상

26가지 알파벳 키워드로 알아보는 창조과학 이야기.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창조과학백과  Guide to creation
   
미국창조과학연구소(ICR) 지음｜정병갑 옮김｜값 16,000원 

9788904165469｜2016년 5월 30일｜128쪽｜216*280 양장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창조과학

제33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청소년 국외부문 우수상

 
과학의 전 분야에 걸친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창조론과 진화론

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창조과학 안내서

다. 성경 기록을 근거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사진이나 그림 등 시

각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진화론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창조의 진리를 과학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 Ology, Ancient Truths Ever New

마티 마쵸스키 지음｜값 18,000원｜ 12,600원 
9788904020812｜2017년 1월 25일｜272쪽｜203*203 양장  

메인연령｜초등고학년/청소년 

주제｜교리교육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어린이 국외부문 수상

 
성경적 세계관 터잡기에 훌륭한 안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

는 기독교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토의 질문, 성경 구

절, 신학 용어 설명과 부모님과 교사를 위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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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만화 마르틴 루터
  
김홍만 글｜김태호 그림｜값 13,000원 

9788904166220｜2018년 3월 30일｜192쪽｜165*234 

메인연령｜신앙만화/신앙인물 

주제｜신앙인물만화        함께보는 어른책｜마르틴 루터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청소년 국내부문 우수상 

 
가톨릭 수도사에서 세계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만화로 접할 수 있다.

만화 성경 역사 속의 고대 제국
  
 
크레마인드 글·그림｜값 15,000원

9788904031382｜2013년 1월 28일｜232쪽｜170*232  

메인연령｜청소년/청장년 

주제｜신앙만화

제30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청소년 국내부문 우수상   

고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멸망부터 신약 사이에 숨겨진 약 7년의 역사를 다룬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청소년이 알아야 할 5가지 사랑의 언어
A Teen’s Guide to the 5 Love Languages 

 

 
게리 채프먼, 페이지 헤일리 드리가스 지음｜최재웅 옮김｜9,000원 

9788904230181｜2017년 7월 10일｜168쪽｜148*210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청소년 국외부문 수상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배우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한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사명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
  
최윤식 지음｜값 12,000원 

9788904230198｜2018년 8월 24일｜156쪽｜150*205 

메인연령｜청소년 

주제｜신앙교육       함께 보는 어른책｜다시 사명이다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청소년 국내부문 우수상   

 
『다시, 사명이다』의 청소년 편. 급변하는 이 시대를 통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

으로 담아냈다.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완벽한 부모는 없다 Parenting  
  

폴 트립 지음｜김윤희 옮김｜값 14,000원｜          9,800원

9788904141456｜2017년 5월 2일｜272쪽｜150*220  

메인연령｜부모 

주제｜자녀교육

ECPA 선정 2017년 올해의 책 수상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신앙일반 국외부문 수상   
 
자녀양육에 지친 부모들을 위한 복음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자녀양육의 실제적인 

도움 및 부모들이 누려야 할 참자유와 은혜를 

전한다.

ECPA 선정 
2017년 

올해의 책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김진 지음｜값 18,000원 

9788904141470｜2018년 7월 30일｜344쪽｜150*225 

메인연령｜부모/교사 

주제｜자녀양육

제33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목회자료 국내부문 우수상

 
진로교육전문가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성경적 진로 가이드. 

한국형 진로검사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통한 15가지 성향별 

진로 테스트 및 가이드 수록!



세트도서는 낱권 보다 

구매시 좀 더 저렴한 가격

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급

하기 위해 마련한 구성입

니다.

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어 린 이  도 서 

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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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튼튼 개념쑥쑥 세트 (전10권) 
   

SET 85,000원 > 55,000원 (35%▼)    * 낱권구매시 각 8,500원

 
노아, 다윗, 베드로, 아브라함, 예수님! 성경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다양한 개념을 배워가는 그림책 시리즈.

한점한점 성경 점잇기 세트 (전4권) 
   

SET 19,200원 > 17,000원 (11%▼)    * 낱권구매시 각 4,800원

 
점을 잇고, 색칠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배우는 성경 속 이야기

영유아 추천

영유아 추천

SET 85,000원
55,000원
35%▼혜택

SET 19,200원
17,000원
11%▼혜택

어디 어디 숨었나 세트 (전6권) 
   

SET 54,000원 > 45,900원 (15%▼)    * 낱권구매시 각 9,000원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림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사물과 사람, 동물 등을 

찾아보는 책이다. 각 권마다 5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자꾸자꾸 그리고 싶은 색칠성경 세트 (전8권) 
   

SET 32,000원 > 28,000원 (12.5%▼)    * 낱권구매시 각 4,000원

 
성경 읽기, 색칠하기, 질문에 답하기, 기도하기 등 네 가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영유아 추천

영유아 추천

SET 32,000원
28,000원
12.5%▼혜택

SET 54,000원
45,900원
15%▼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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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첫 퍼즐 성경 세트 (전4권) 
   

SET 40,000원 > 36,000원 (10%▼)    * 낱권구매시 각 10,000원

 
성경의 큰 테마인 구약의 창조와 노아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주제인 

예수님의 탄생과 사랑이야기를 각각 1권의 퍼즐 책으로 구성했다.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아이 첫 교리 세트 (전2권) 
   

SET 18,000원 > 15,000원 (17%▼)    * 낱권구매시 각 9,000원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관한 3D 애니메이션 그림책. 친절하고 상상력 풍부한 그림과 

친근한 캐릭터들이 부연 설명 없이도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또렷이 심어준다.

영유아 추천

영유아 추천

SET 40,000원
36,000원
10%▼혜택

SET 18,000원
15,000원
17%▼혜택

유치부 추천

유치부 추천

더 스토리박스 바이블 세트 (전5권) 
   

SET 50,000원 > 42,000원 (16%▼)    * 낱권구매시 각 10,000원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주인공 폴과 함께 떠나는 

신비한 여행을 통해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SET 50,000원
42,000원
16%▼혜택

다윗은 내 친구 세트 (전6권) 
   

SET 24,000원 > 19,500원 (19%▼)    * 낱권구매시 각 4,000원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SET 24,000원
19,500원
19%▼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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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추천

유치부 추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시리즈 세트1 (전5권) 
   

SET 50,000원 > 42,500원 (15%▼)    * 낱권구매시 각 10,000원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르는 과정을 알려주는 그림책 시리즈. 

멋진 그림과 예쁜 색채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한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시리즈 세트2 (전5권) 
   

SET 50,000원 > 42,500원 (15%▼)    * 낱권구매시 각 10,000원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르는 과정을 알려주는 그림책 시리즈. 

멋진 그림과 예쁜 색채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한다. 

SET 50,000원
42,500원
15%▼혜택

SET 50,000원
42,500원
15%▼혜택

재미있는 성경놀이터 세트 (전2권) 
   

SET 28,000원 > 23,800원 (15%▼)    * 낱권구매시 각 14,000원

 
100가지가 넘는 액티비티를 한 권 안에 쏙! 성경을 읽고, 그리고, 붙이고

(스티커 150여 개), 퀴즈도 풀고! 신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공과시간에 활용하면 딱 좋은 활동북이다.

SET 28,000원
23,800원
15%▼혜택

유치부 추천

유치부 추천

어린 자녀를 위한 교리교육 시리즈 세트 (전3권) 
   

SET 15,000원 > 12,000원 (20%▼)    * 낱권구매시 각 5,000원

 
아이들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의미 깨닫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SET 15,000원
12,000원
20%▼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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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추천

유치부 추천

알고 싶어요 시리즈 세트 (전3권) 
   

SET 15,000원 > 12,000원 (20%▼)    * 낱권구매시 각 5,000원 

 
아이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어린이 교리책.

우리 아이 첫 성경인물 시리즈 세트 (전3권) 
   

SET 27,000원 > 22,950원 (15%▼)    * 낱권구매시 각 9,000원

 
흥미진진한 성경인물의 스토리를 읽고, 컬러풀한 일러스트 속 숨은 동물들도 

찾으며 아이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SET 15,000원
12,000원
20%▼혜택

SET 27,000원
22,950원
15%▼혜택

유치부 추천

우리 아이 교리 첫걸음 세트 (전3권) 
   

SET 24,000원 > 20,400원 (15%▼)    * 낱권구매시 각 8,000원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교육책으로 단어를 배우듯 각 책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를 익히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한다.

SET 24,000원
20,400원
15%▼혜택

초등부 추천

창조과학백과 세트 (전3권) 
   

SET 31,000원 > 27,900원 (10%▼)     * 낱권구매가능  

 
과학의 전 분야에서의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창조과학 안내서다.

SET 31,000원
27,900원
10%▼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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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추천

초등부 추천

자꾸자꾸 읽고 싶은 성경이야기 세트 (전5권) 
   

SET 50,000원 > 42,000원 (16%▼)    * 낱권구매시 각 10,000원

 
15개의 주제별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구성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여준다. 

더불어 주제에 관한 교훈, 기도문, 성경 정보는 성경 이해를 돕는다.

말씀 쏙쏙 어린이 쓰는성경 세트 (전2권) 
   

SET 17,000원 > 14,450원 (15%▼)    * 낱권구매가능   

 
어린이들이 새겨야 할 말씀 40구절을 한 컷 만화와 예화를 통해 이해한 

후, 말씀을 ‘따라 쓰고’, ‘빈 곳을 채워 쓰고’, ‘외워 쓰도록’ 구성하였다.

SET 50,000원
42,000원
16%▼혜택

SET 17,000원
14,450원
15%▼혜택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세트 (전3권) 
   

SET 51,000원 > 45,000원 (12%▼)    * 낱권구매시 각 17,000원

 
『천로역정』을 만화로 각색한 본서는 원작의 메시지와 감동은 그대로 

전하면서, 모든 장면을 매우 실감 나는 그림으로 묘사하여 읽는 재미

와 보는 재미를 더한다.

만화 한눈에 읽는 교회사 세트 (전2권) 
   

SET 40,000원 > 38,000원 (5%▼)   
 
초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까지 교회사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진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SET 51,000원
45,000원
12%▼혜택

SET 40,000원
38,000원
5%▼혜택

청장년 추천

청장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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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책' 오디오북

‘더 책’이란?

들리는 종이책! 종이책에 NFC 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디오북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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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책’이란?

들리는 종이책! 종이책에 NFC 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오디오북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 더책 로고가 붙어 있는 책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 책은 구매하신 뒤 1년 동안 제공하는 

오디오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 결제를 통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

실 수 있습니다.

더책 App은 NFC 기능을 탑재한 안드로이드폰과 

태블릿 PC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폰과 같은 IOS용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책’ 서비스에 대한 기술 문의는 

1670-124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NFC 항목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 NFC ▶ NFC 를 켜고,

P2P 전송도 켭니다. (단, 스마트폰 제조사 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생명의말씀사 더 책 오디오북

엄마를 대신해서 ‘더 책’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더책 App을 다운받은 후

스마트폰을 책에 갖다 대면 성우가 책을 읽어 줍니다.

성우의 드라마틱한 음성과 음악, 음향효과로 아이의 상상력을 더해주세요~

홈 화면 상단을
손가락으로 
누른 후 아래로 
당겨 내립니다.

설정 창에서
NFC 버튼을
눌러 활성화 
시킵니다.

더책이 지원되는 책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더책 APP이

실행됩니다.

더 책 오디오북은 종이책 정가보다 2천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더 책’ 로고가 붙은 책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만 지원가능합니다.

더 스토리박스 바이블 세트 
(전5권)   

백종호 원저｜장보영 지음｜티오씨크리에이티브 그림

222*266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성경단편동화/복음전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주인공 폴과 함께 떠나는 신비한 

여행을 통해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성경속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스마트폰으로 재생가능한 오디오북 기능이 추가되었다)

·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 

·          널 기다리고 있어 

·          널 용서했단다

·          넌 특별해! 

·          따라따라 말씀따라

*  각 12,000원

더 책

더 책

더 책

더 책

더 책

        백화점왕이 된 벽돌소년 
   

전광, 박보영 지음｜양현숙 그림｜값 10,000원

9788904162031｜2005년 12월 15일｜32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인물/오디오북  
함께보는 어른책｜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이야기 그림책.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문체와 그림이 독서를 돕는다.

(스마트폰으로 재생가능한 오디오북 기능이 추가되었다)

        책벌레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광, 박보영 지음｜양현숙 그림｜값 10,000원 

9788904162024｜2005년 8월 20일｜32쪽｜225*250 양장 

메인연령｜유치(5-7세) 

주제｜신앙인물/오디오북  
함께보는 어른책｜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 그림책. 

링컨처럼 위대한 인물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재생가능한 오디오북 기능이 추가되었다)

더 책

더 책

더 책



세 대 를  아 우 르 는  영 성 과  지 성 의  균 형 ,  생 명 의 말 씀 사

생 명 의 말 씀 사

어 린 이 성 경

생명의말씀사 어린이성경은…

● 귀여운 캐릭터와 예쁜 일러스트로 

    성경 읽기가 재밌어요.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설로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 글씨가 깨끗하고 시원해서 

    읽기 편해요.

● 알록달록 깜찍한 표지가 맘에 쏙!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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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컬러 어린이성경 중단본  
   

파랑(컬러)｜9788904503568(03230) | 내지 128*188 표지 135*200*28 | 값 30,000원

핑크(컬러)｜9788904503575(03230) | 내지 128*188 표지 135*200*28 | 값 30,000원 

NEW 컬러 어린이성경 소단본  
   

민트(컬러)｜9788904504459(03230) | 내지 114*165 표지 121*171*36 | 값 28,000원

베이지(컬러)｜9788904504466(03230) | 내지 114*165 표지 121*171*36 | 값 28,000원

▲파랑

▲민트

▲핑크

▲베이지

●개역개정판 어린이성경

NEW 어린이성경 중단본  
   

그린｜9788904503964(03230) | 내지 128*188 표지 140*197*30 | 값 23,000원

핑크｜9788904503971(03230) | 내지 128*188 표지 140*197*30 | 값 23,000원

블루｜9788904503988(03230) | 내지 128*188 표지 140*197*30 | 값 23,000원

NEW 어린이성경 소단본  
   

그린｜9788904503933(03230) | 내지 114*165 표지 125*175*30 | 값 22,000원

핑크｜9788904503940(03230) | 내지 114*165 표지 125*175*30 | 값 22,000원

블루｜9788904503957(03230) | 내지 114*165 표지 125*175*30 | 값 22,000원

▲그린

▲그린

▲핑크

▲핑크

▲블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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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어린이성경 소단본
   

뉴민트(지퍼.색인)｜9788904504572(03230) | 내지 114*165 표지 118*177*31 | 값 18,000원

뉴피치(지퍼.색인)｜9788904504589(03230) | 내지 114*165 표지 118*177*31 | 값 18,000원

뉴민트(색인)｜9788904504664(03230) | 내지 114*165 표지 115*171*31 | 값 15,000원

뉴분홍(색인)｜9788904504671(03230) | 내지 114*165 표지 115*171*31 | 값 15,000원

뉴노랑(색인)｜9788904504688(03230) | 내지 114*165 표지 115*171*31 | 값 15,000원

뉴민트(무색인)｜9788904504695(03230) | 내지 114*165 표지 115*171*31 | 값 13,000원

뉴분홍(무색인)｜9788904504701(03230) | 내지 114*165 표지 115*171*31 | 값 13,000원

NIrV주니어 한영성경 중단본 | 신약  
   

바나나(컬러)｜9788904501816(03230) | 내지 128*188 표지 135*200*18 | 값 20,000원

복숭아(컬러)｜9788904501830(03230) | 내지 128*188 표지 135*200*18 | 값 20,000원

큰글자 어린이성경 소단본  
   

기린노랑(컬러)｜9788904009602(03230) | 내지 114*165 표지 120*170*31 | 값 25,000원

▲뉴민트(지퍼.색인)

▲뉴노랑(색인)

▲바나나(컬러)

▲뉴분홍(색인)

▲복숭아(컬러)

▲뉴민트(색인)

▲뉴분홍(무색인)

▲뉴피치(지퍼.색인)

▲뉴민트(무색인)

●NIrV 본문 어린이 영한성경 / 현대인의성경 본문 어린이성경

▲기린노랑



사명선언문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_빌2:15-16

1. 생명을 담겠습니다.
만드는 책에 주님 주신 생명을 담겠습니다.

그 책으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말씀을 밝히겠습니다.
생명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밝혀 성도와 교회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3. 빛이 되겠습니다.
시대와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 주님 앞으로 이끄는

빛이 되는 책을 만들겠습니다.

4. 순전히 행하겠습니다.
책을 만들고 전하는 일과 경영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함으로 행하겠습니다.

5. 끝까지 전파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