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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장학캠프는 Awana 클럽에서 디모데 이상의 상을 수상한 클럽원들이 그동안의 성경공부를 입체적으로 확

인하고,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소명을 찾고 비전을 발견

하도록 돕기 위해 한국Awana 본부에서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Awana 클럽 안에서 꾸준히 훈련받

아 온 클럽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비의 일부를 본부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지급합

니다.

       제 6기 장학캠프에서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차례대로 여행합니다. 바울과 그가 보냈던 편지들의 자

취,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을 찾아가며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관점을 넓힐 기회가 될 것입

니다.

한국Awana는 금번 장학캠프를 통해 클럽원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새로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Awana를 통해 견고한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wana 교회와 가정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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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na



1. 

"장학캠프" 행사 개요

1. 주    제: 성경(The Bible) / 주제성구: 베드로전서 1:24~25

2. 일    시: 2019년 1월 22일 ~ 2019년 2월 1일(11일)

3. 장    소: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4. 대    상: 티앤티, 트렉, 저니 클럽에서 4권 이상의 핸드북을 마친 Awana 클럽원

5. 프로그램

Ÿ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의 성지 순례
Ÿ 현지 문화 체험 및 관광
Ÿ Awana 클럽원 간 교제와 격려

6. 신청기간

접수기간 신청비 (신청기간 내) 참가비 잔액(8/30까지) 총 회비

 6/4 ~ 7/31 ￦300,000 ￦3,490,000 ￦3,790,000

Ÿ 모집 정원은 16명으로, 접수 기간 내에 인원이 초과될 경우 Awana 클럽에서의 성취도(수상 
내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Ÿ 참가비에는 여행자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장학제도 안내

수상 내용 장학금 실제 참가비

멀티플 4복습+싸이테이션 상 \1,500,000 \2,290,000

멀티플 4복습 \1,000,000 \2,790,000

싸이테이션 상 \700,000 \3,090,000

메리토리어스 상 \500,000 \3,290,000

디모데 상 \300,000 \3,490,000

8.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www.awanakorea.net) 접속 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② 신청비 입금(￦300,000) : 기업은행 467-016856-01-065(예금주: 한국어와나)으로 입금.

※ 참가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서와 신청비가 입금 되면 접수 완료입니다.

③ 수상 확인서 제출, 참가비 잔액 입금 

9. 마감 이후 접수 취소 및 환불규정

Ÿ 10월 1일 이전: 전액 환불  /  10월 30일 이전: 참가 신청비 30만원

Ÿ 10월 30일 이후 : 참가신청비 30만원 및 항공 페널티

Ÿ 항공권 발권 이후: 참가신청비 30만원 및 항공료 전액

10. 문    의: 한국 Awana 오예빈 간사(awanakr.kim@gmail.com/010-6534-7630)



날짜 장소 여행일정

1/22
(화)

인 천 

이스탄불

인천공항 출발, 이스탄불 도착 후
▶ 그랜드바자르 등 시내 탐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1/23
(수)

이스탄불 
앙카라

호텔 조식 후

▶ 성 소피아성당(내부), 블루모스크, 히포드럼 등 관광, 앙카라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1/24
(목)

앙카라

카파도키아

호텔조식 후

▶ 한국공원, 아타튀르크 능묘 차창 관람 후 소금호수 경유, 카파도키아로 이동
▶ 괴레메동굴교회, 비둘기골짜기, 우치히사르, 절베계곡
▶ 지하도시(데린구유) 관람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1/25
(금)

카파도키아
콘 야 

호텔 조식 후 콘야로 이동
▶ 비시디아 안디옥, 골로새 조망 목화의 성으로 불리는 파묵깔레로 이동
호텔 투숙 및 온천욕 (수영복, 수영모자 지참)

1/26
(토)

파묵깔레

아이발릭

호텔 조식 후

▶ 파묵깔레 야외온천장, 히에라폴리스

▶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 탐방 

아이발릭으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1/27
(주일)

아이발릭

에베소
체스메 
히오스

호텔 조식 후 에베소로 이동
▶ 누가의 무덤, 에베소 유적(원형극장, 셀수수도서관 등)

▶ 사도요한 무덤교회 
체스메에서 히오스로 이동, 히오스 출발 / 피레우스 향 야간페리 탑승

1/28
(월)

피레우스

 
아테네

피레우스 도착

▶ 파르테논 신전, 아레오바고 언덕

▶ 신다그마 광장, 무명용사의 묘, 국회의사당, 근대올림픽 경기장
호텔 투숙 및 휴식

1/29
(화)

아테네

파트라

호텔조식 후 고린도로 이동
▶ 고린도 운하

▶ 고린도 유적 및 박물관

파트라 항구로 이동하여 파트라 출발 / 바리 향 야간페리 탑승 

1/30
(수)

바 리

로 마

페리 선상식 후 하선, 로마로 이동
▶ 카타콤베, 사도바울 순교지 세분수 수도원

▶ 콜로세움(외관), 포로로마노(외관) 탐방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1/31
(목)

로 마

호텔 조식 후

▶ 바티칸 박물관, 시스틴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 트레비 분수 탐방 후 공항으로 이동 로마공항 출발

2/1
(금)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2. 일정표

"장학캠프" 일정표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3. 핸드북 수상 확인서

※ 주. 해당 완성상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Awana 핸드북 완성상 수상 확인서

소속교회 :

소속클럽 :

이    름 :

생년월일 :

상기 학생은                       교회의 Awana Club 회원입니다. 

   위 학생이    Timothy Award        을

                  Meritorious Award

   Citation Award

   Multiple Review x4

              년        월        일에 수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회

      감독관 / 조정관 :                             (서명)



4. 교사 모집 안내

"장학캠프" 교사 모집 안내

한국Awana 장학캠프 본부에서는 6기 장학캠프를 위해 함께 동역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학캠프 교사는 11일간의 일정을 클럽원들과 함께 소화하며 Awana의 열심 있는 클럽원들을 믿음

의 세대로 훈련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때로는 먼저 알았던 것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

을 훈련하는 믿음의 선배이자 동역자처럼 함께 해주실 교사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일    시: 2019년 1월 22일 ~ 2018년 2월 1일(11일)

2. 장    소: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3. 대    상: 만 19세 이상, Awana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사 또는 Awana 졸업생

4. 내    용

Ÿ 캠프 진행 보조

Ÿ 참가자 생활지도

Ÿ 사진 및 영상 촬영, 한국으로의 소식 전달

Ÿ 각 일정 피드백 본부에 전달, 저녁 기도 모임

Ÿ 성지순례,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

5. 신    청: 한국Awana 오예빈 간사(awanakr.kim@gmail.com/010-6534-7630)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 양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