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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na Column

가장 덥다는 5월의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Awana 트레이닝센터 건립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

습니다. 한국 Awana의 이사님 두 분도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향한 꿈과 열정은 5월의 필리핀 날씨보다 더욱 뜨거웠습니다. 조일로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

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는 Awana 필리핀 대표로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약 900여개의 Awana 

클럽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약 5만 여명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 군사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조일로 선

교사님의 사역은 필리핀을 넘어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의 발길은 멈출 수 없

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역 교회 세우는 일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 개척 사역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과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도 일반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억과 이야기 속에 더 많이 존재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축

복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센터를 계획하였고 그 일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었지만 마무리를 자신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하던 그에게 하나님

께서는 한국 Awana를 동역자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된 것입

니다. 지난 3월 한국 Awan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Awana 선교사 회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중 한국 이

사님들을 통한 식사대접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시간에 조일로의 사역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

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트레이닝 센터에 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를 이사회에 소개하였습니다. 이사님 중 한 분

이 조일로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진행되는 중 또 다른 

이사님께서 후원금 지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11월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헌당식에 방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

지 다시 한 번 감격스럽게 경험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현

장이 오늘 조일로를 통해 필리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일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비저너리이며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지

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한국 Awana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Awana 브릿

지는 존재합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에 우리와 함

께 하기를 도전합니다. 

I visited the Philippines in May when it was the hottest period. It was to deliver the offerings for Awana 

Philippines Training Center construction. Two board members of Awana Korea accompanied as well. The 

weather was hot, but the passion and dream for children and youth arising in the Philippines were hotter. 

It is amazing to see how God works through missionary Zoilo. 

He is sharing the gospel to children as the national director of Awana Philippines. There are currently 

about 900 Awana clubs in the Philippines. Around 50,000 children are being trained as spiritual soldiers 

there. Missionary Zoilo’s ministry is heading towards Southeast Asia, more than the Philippines. It seems 

like his journey for the lost souls cannot stop.

He is also working hard to build local churches. His ministry to start churches have borne fruits. We were 

able to see all those. People changing and God preparing all the needs, it was a blessing to actually expe-

rience what we had in us as memories and stories. He planned a training center, and it has been proceed-

ed well. This started from a small fund. They started but were not sure if they would be able to complete 

it. For Zoilo, obeying that it is God’s command, God has prepared Awana Korea as a partner. God has 

shown his Jehovah-jireh work through this visit. Last March, Awana Korea held Pacific Rim Area Meetings 

with Awana Missionaries. We treated them to a nice dinner with our board members. We had a chance to 

hear about the ministry of Zoilo during the tea time after dinner. He shared about the training center, and 

I introduced him to our board. One of the board members said that he would help Zoilo. It was God’s work 

that was not expected. Then another board member promised to support, and the fund was delivered. It 

was just astonishing to see how God is working. This trip was the summary of all that.

We are planning to visit the Philippines again in November. We will go to the dedication ceremony. It is 

going to be a wonderful time how God has been working. It has been already revealed in the Philippines 

through Zoilo that God is working now. 

Zoilo, he is truly a visionary and a spiritual lead God prepared in this generation. It is a blessing and a hope 

that we have this spiritual leader. There are people like this with the beautiful feet who bring the good 

news. It is what Awana Korea prays, that we would work with these people of God. This is why Awana 

Bridge exists. I give all the praise and glory to God who accomplishes his work. And I challenge you to join 

us in this ministry.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And how can anyone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Romans 10:15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필리핀의 “조일로”
Beautiful Feet Sharing the Gospel, Zoilo from the Philippines

Awana Korea National Director Billy Lee
한국 Awana 대표 이종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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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were having a staff meeting at church in March last year, senior pastor said that it would be great to have a 
program for kids. My father used to tell me about Awana which my home church Choongil is doing, and therefore 
I thought about Awana. Pastors also considered Awana, and senior pastor approved to start it from 2018. I talked 
to Missionary James Kim to do it, but I wondered if I could do it well, more than if kids would do it well. I was asking 
God, “God I am a little busy. Will kids be able to do it well?” as preparing to start. We registered and had BT training 
with five leaders. God provided courage and confidence for us, and when we are having a hard time recruiting more 
leaders, he brought us nine more leaders. I was assured that God is working through that. On March 11th, kids regis-
tered for Awana, had a workshop, and Kyeryong Presbyterian Church Awana started on March 21st. It was not easy 
although we had BT, workshop, and church visit. Everything was unsettled for about two weeks as it was all our first 
time. Wondering if kids would be able to pass the entrance course, we prayed and had joining ceremony on the third 
week before church members. Singing Awana theme song and receiving uniforms from the senior pastor, we were 
able to see kids acting mature.
I was able to see that God is touching and disciplining kids as they kept orders and did memory verses very hard 
while they did not really listen or focus during the service normally. Also, I could see leaders changing and getting 
closer to the word of God. One parent came up to me and said, “Awana not only changes and disciplines our kids 
but also changes myself first.” It has just started, and we still have a lot to improve. I hope, however, that our Awana 
club would be well settled and have kids come to know, love, and serve Jesus Christ. I give all my praise and glory to 
God who led us start Awana.

작년 3월쯤 교역자 회의에서 담임목사님께서 우리교회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 들었다. 모교회인 충일교회에서 하는 Awana라는 것이 있는데 진짜 좋다더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몇 번 들었은터

라 Awana를 생각하게 되었다. 부목사님들 또한 Awana를 이야기 하셔서 담임목사님께서 2018년부터 하자라고 허락하

셨다. 처음 김승정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다고는 했는데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

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 바쁜데요. 하나님 아이들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

보면서 점차 준비과정이 진행되었다. 신규등록을 하고 5명의 선생님들과 B.T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확신

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사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9명의 교사들을 더 붙여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3월 11일 아이들에게 입단신청을 받고 워크샵을 하고 3월 21일 계룡장로교

회 Awana클럽이 오픈을 하게 되었다. B.T교육과 워크샵과 교회 탐방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이들도 처음이고 교사들 

또한 처음이라서 정신없고, 어수선한 1~2주를 보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과연 아이들이 입단테스트를 무사히 통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3주째 되는 날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입단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Awana 주제가를 제

창하고 담임목사님께 단복을 수여 받으면서 아이들의 의젓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픈을 한 뒤 입단식을 하고 매주 매주 Awana를 진행할수록 부족하지만 교회에 개구쟁이 2학년 3인방과 평소 예배시

간에는 아무것도 안하던 5학년 아이들이 게임을 하며 질서를 지키고 암송을 열심히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

들을 만져주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학부모 한분이 와서 “전도사님, Awana는요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변화

시키지만 일단 저부터 변화되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직 진행 중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계룡장로교회 

Awana클럽이 잘 정착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

며 Awana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최지현전도사(계룡장로교회)

Club

God who disciplines

Youth Pastor Jihyun Choi (Kyeryong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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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1. 자기소개해주세요.

2. Awana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5.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어떤 점이 기대 되나요?

6. 가장 자신있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7. Awana올림픽을 같이 준비했던 선생님께 감사한 점을 나눠주세요! 

1. 경기에 참여한 소감은 어땠나요? 좋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나요?

2. 마지막 경기를 위한 다짐 한 마디!

올림픽 중 인터뷰

3. Awana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가요? 왜 그 시간이 제일 
   좋은가요?

4. 올림픽 준비는 많이 했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저는 물금교회에 다니는 불티단 2학년 이예진 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고 부모님께서 알려주셔서 Awana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빨리 올림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요.

단거리 달리기! 그냥 달리기를 좋아하고 재미있어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게임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간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면서 어려웠어요. 단거리 달리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단거리 달리기만 계속 하고 싶어요. 

화이팅! 어떤 경기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다 잘 할 수 있어요! 

게임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서요! 친구들이랑 이어달리기 
하는 것도 좋고 단거리 달리기도 좋아요. 

주일마다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게임 연습을 했어요. 공 던지기도 하고 달리기
도 하고! 농구공을 통에 넣어야 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I am Yejin Lee, 2nd grade Sparks, attending Mulgeum Church.

Yejin Lee(Mulgeum Church)
I joined Awana because my parents told me they do fun games.

I hoped the Olympics would come soon! I want to play fun games!

Sprint Race! Because I love running and it is fun.

Thank you for teaching us games and Scriptures and preparing snacks for us every Sunday!

It was fun but difficult. Sprint race was my favorite. I wish I could do sprint race more.

Go!! I don’t know which games I am playing later but I can do all well!

I love Game time. Because I like to run! It is always fun to run a relay with friends and to do 
a sprint race.

Every Sunday me and my friends gathered to practice games. We did throwing balls and races. 
It was hard when I could not make balls in the basket when we have to make it to finish the race.

달리기가 좋아요!
I love sprint race

1. Please Introduce yourself.

2. How did you get to start Awana?

5. What did you feel as you prepare for the Olympics?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6. What is the game you are most confident?

7. Please share what you are thankful for teachers prepared the Olympics together!

1. How were the games? What was good or bad?

2. A short resolution for the games coming after!

3. What is your favorite time during Awana? Why is that?

4. Did you prepare a lot? Were there any things difficult as you prepare?

이예진(물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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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점의 올림픽
ninty-nine percent Olympics

Eunseo Seo(Mokpo Nakwon Church)
서은서(목포낙원교회)

1. 자기소개해주세요.

2. Awana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5.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어떤 점이 기대 되나요?

6. 가장 자신있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7. Awana올림픽을 같이 준비했던 선생님께 감사한 점을 나눠주세요! 

1. 경기에 참여한 소감은 어땠나요? 좋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나요?

3. 마지막 경기를 위한 다짐 한 마디!

2. 연습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올림픽 중 인터뷰

3. Awana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가요? 왜 그 시간이 제일 
   좋은가요?

4. 올림픽 준비는 많이 했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저는 목포 낙원 교회 서은서 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Awana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긴장되요. 신나기도 하지만 긴장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등하면 금메달 따는데 만약 따게 된다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 주실지 궁금해요.

볼 릴레이요! 제일 쉬워서 제일 좋아요. 팀끼리 같이 할 수 있는데 저번에 19초 정도 
밖에 안 걸렸어요!

올림픽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습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완전 재미있어요!!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중 99점! 1점이 빠진 건 3번째 게임만 1등해서 아쉬웠어요. 

꼭 1등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우리 가족이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네! 어제 연습할 때는 엄청 잘 됐는데 이번엔 힘이 풀려서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게임 시간이요! 언니 오빠랑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게임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콩 주머니 릴레이를 제일 좋아해요.

네. 늦게 시작해서 2주동안 열심히 연습 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연습
했어요. 콩 주머니 릴레이를 하면서 주고받는게 어려운데 언니 오빠들이 잘못 던
져서 얼굴이랑 몸에 맞은 적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I am Eunseo Seo, from Mokpo Nakwon Church.

I started because I wanted to glorify God. I am learning a lot of God’s word through Awana.

I am nervous. I believe it is going to be exciting, but mostly nervous. 
If I win the first place, I get the gold medal. I’m curious what my grandma would say if I make it.

Ball Relay! Because it is the easiest. We play it together as a team, it only took about 19 seconds 
when we did it last time.

Thank you for helping us participate in the Olympics, practicing together, and helping us.

It was so much fun!! I would rate it 99 out of 100. The reason missing 1 point is because we only won the first place 
for the third game not the rest.

I want to win the first place and glorify my grandma, grandpa, my family and God.

Yes. It was not the best this time because we were tired, while we did it really well yesterday. However, it was still fun!

Game time! It is my favorite because I can glorify God while I have fun with sisters, brothers, 
and friends. My favorite game is bean bag relay.

Yes. I practiced hard for two weeks as I started later than others. On weekends, me and my friends 
gathered together to practice. It was difficult to throw bean bags to each other and was hard 
when I got hit by the bags because friends weren’t able to throw it to the right place.

1. Please Introduce yourself.

2. How did you get to start Awana?

5. How is it to participate in the Olympics for the first time?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6. What is the game you are most confident?

7. Please share what you are thankful for teachers prepared the Olympics together!

1. How were the games? What was good or bad?

3. A short resolution for the games coming after!

Did the result come out as you expected?

3. What is your favorite time during Awana? Why is that?

4. Did you prepare a lot? Were there any things difficult as you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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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Awana 올림픽 경상 · 전라 Awana 올림픽

점심시간 연습 하다 찰칵
- 대구부광교회 -

쉬는 시간에 콩주머니 연습하는 아이들 

- 포항중앙교회 -

트랙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

방제T&T 우승 어때?

- 방어진제일교회 -

서로 반대되는 응원 컨셉

 - 형제교회와 대전중앙교회 -

화이팅!!!

다섯세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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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leave 가족을 소개합니다!

Event

VanCleave 가족입니다! 
Brian: 워싱턴 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Awana는 Brian에게 4살때부터 고등학생때
까지 삶의 큰 일부였습니다. Awana를 통해서 Brian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알
게 되었습니다. Brian은 자라면서 많은 Awana 이벤트에 참여했고, 12살이 되어서는 하나
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Trish: 플로리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Trish 역시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Awana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Awana 사역을 하며 섬기기도 했습니다.
Josiah: Josiah는 12살입니다. 창의적이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레고를 가
장 사랑합니다.
Hadassah: “Hadie” 라고 부르는 Hadassah는 10살로 학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역시 창의적이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Aydin: 7살로 스타워즈의 츄바카를 좋아하는 Aydin는 레고와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Joanna: 스타워즈를 사랑하며 R2D2를 가장 좋아하는 Joanna는 금발의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고 웃긴 행동으로 사람
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에콰도르에서 섬기던 중 Awana 사역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에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Awana을 섬겨왔습니다. 9년전, 하나님께서는 Brian에게 플로리다로 돌아가 “미션 트레
이닝 센터” 를 운영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Brian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을 위한 같은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한국 Awana로 부터 보내주실 거라고는 상상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Brian과 Trish는 YMI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 2014년 플로리다에
서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YMI는 한국 Awana와 함께 비전캠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비전 캠프가 무엇인가요?”

They are the VanCleave Family! 
Brian: Born and grew up in Washington State. Awana has always been a huge part of Brian’s life from 4 years old – High 
school. Awana is how Brian came to know CHRIST as his SAVIOR. Brian participated in many Awana events while growing 
up and began serving at age 12 knowing GOD had called him to more.  
Trish: Born and grew up in Florida. Trish was also part of Awana from 3rd grade – High school. Trish served her local 
church as well through the Awana ministry. 
Josiah: is 12 years old. He enjoys being creative and being outdoors. He loves Legos. 
Hadassah: We call her “Hadie”. She is 10 years old and  loves school! She is also very creative and enjoys reading. 
Aydin: is 7 years old, loves Chewbacca (Star Wars), Legos and staying home! Joanna: Loves Star Wars especially R2D2, 
she has curly blonde hair and makes people smile from her silliness. 

The VanCleave’s 

Who are they?

How Brian and Trish met and serve the LORD together: 

Brian VanCleave 

그들은 누구인가요?

Brian과 Trish는 어떻게 만나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나요?

They met through the Awana ministry while serving in 
Ecuador, were later married and now have four children. 
Over the years they have served the Awana ministry 
in many different capacities wherever the LORD has 
them living at the time. Nine years ago GOD gave Brian 
a Vision of moving back to Florida to run a “Missions 
Training Center”. Brian had no idea at the time GOD had 
given several other people from Awana Korea the same 
vision and passion for HIS work and ministry. In 2010, 
Brian & Trish began serving with Youth Missions Inter-
national (YMI) and prepared to become missionaries 
with them back in Florida in 2014. While preparing, YMI 
asked them to consider partnering with Awana Korea 
for Vision Camp. They asked,  

“What is Vision Camp?” 

Vision Camp is a partnership with Awana Korea to help 

비전 캠프는 한국 Awana와 함께 한국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한 사역입니다. 이 캠프는 학생들이 미국
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며 이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영어를 
배우며 연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놀라운 기회입
니다. 한국 Awana의 학생들부터 스태프들까지 모두 함께 배우며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개의 비전 캠프와 첫 번째 소
프 캠프를 통해서 VanCleave 가족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 Awana와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
시키시는 아이들의 삶과 축복들이 캠프에는 늘 넘쳐납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Brian의 자녀들 역시 영어 
교사 보조로, 캠퍼들과 스태프들의 친구로 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캠퍼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이 우정
은 항상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impact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 leaders of South Korea. Camp is designed to challenge and deepen the students 
relationship with CHRIST, and to give them new oppor-tunities to discover, learn and practice their English skills while be-
ing imersed in the culture for one month in the United States. Camp is an amazing opportunity for all who are involved. 
From the Awana Korea Students, to the Staff members who serve. All learning and growing together. The main focus of 
camp is not just to become more fluent in the English language but to become more and more of a CHRIST follower. 
Over the past 5 Vision Camps and the first S.O.F. Camp (Step Of Faith) this past year the VanCleave’s have partnered with 
Awana Korea to meet these goals. Camp has been filled with many blessings and stories of GOD at work in the lives of 
the participants. We have seen students come to know CHRIST, those who make commitments to live for CHRIST more 
as they re-turn home and English Teachers who have committed their lives to GOD’s work! The VanCleave children even 
have their part in the ministry as English Teacher assistants and as friends of the campers and staff. They bring many 
smiles to the faces of campers and friendships that will always be tr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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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NEWSLETTERer of 20 13 we traveled down from Washington State, where we Volume #lived at  the time, for our first 
Vision Camp. We drove all the way across the country, over 3,200 mile. We did not know what to expect for our family to serve at this 
camp but we were ready for what GOD had planned for us! When we arrived there we found six English Teachers (college students 
from across the United States) waiting for us. Many had experience serving with Awana Korea before, we had not. They had great 
information to share on camp life and we began to anxiously await the arrival of Awana Korea with the students. That first camp was 
full of many memories and great friendships that have     lasted through the years. Returning home to Washington State after camp 
had ended we began to prepare for our move to Florida. Brian  became anxious to be in full time ministry. Over the past four years 
we  have been through a lot  as a family. Life has been full of it’s challenges but also many of GOD’s blessings.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GOD’s timing 

How we got here

하나님의 타이밍

2013년 12월 워싱턴 주에 살고 있었던 우리는 첫 번째 비전 캠프를 위해 내려왔습니다. 5,150Km가 넘는 길을 운전해서 나
라의 끝에서 끝까지 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이 캠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
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전역에서 온 대학생 6
명의 영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Awana와 함께 한 적이 있었고, 우리는 전혀 없었습
니다. 그들은 캠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어 주었고, 우리는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
었습니다. 그 첫 번째 캠프는 몇 년간 많은 추억과 좋은 우정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워싱턴 주로 돌아오
면서, 우리는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Brian은 사역에 풀 타임으로 임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삶은 늘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전 캠프를 사랑해요! 
친구도 많고 진짜 좋아요!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Hadie-

“찬양시간이 제일 좋아요!”

-Aydin-

“간식이랑 한국인 친구들이 좋아요”

-Joanna-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Brian lee vancleave-

“I love Vision Camp!!! 
I have lots of friends, it is so awe-some! 

I have fun learning Ko-rean too 
and JESUS is alive there!” 

“Song time is my favorite!”

“I like the snacks and all my Koreans!”

“It’s HIS will.. HIS way.. 
HIS time.. not mine!”

One of our English Teachers came and served for 2 years as an intern in the ministry here in Florida helping with YMI, Awana, 
and Vision Camp. She truly became “family” to us and our children. We have seen many English Teachers return to   Korea 
and serve and it has been a blessing to train and mentor them for the ministry. We have seen students come to know CHRIST 
as their   SAVIOR and make commitments to follow CHRIST. From the first day of that first year of camp to the end of this first 
S.O.F. Camp in 2018 we have been amazed and truly blessed by GOD to serve alongside Awana Korea. It is truly a blessing to 
be a part of what GOD is doing! Two years ago Brian had to go back to work full time. Although it was hard to not be involved 
as much in  ministry Trish and the children continued to serve and Brian did as well when he could. Currently Brian is working a 
full time job as we remain volunteers with Awana Korea. Vision Camp is always a highlight in our year and something our family 
looks forward to.

“남자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정말 좋고 같이 
테마파크에 갈 수 있는 것도 좋아요”

-Josiah-

“가장 좋아하는 기억 중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요리하는 것입니다”

-Trish-

“우리 가족은 비전 캠프를 사랑합니다. 이 캠프는 매 년 가장 큰 하이라이트에요. 
우리는 한국 Awana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축복받았습니다.”

-Brian-

영어 선생님들 중 한명은 YMI, Awana, 비전 캠프를 도우며 여기 플로리다에서 2년 간 인턴으로 섬겼습니다. 그녀는 우리에
게 완전히 가족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
들을 훈련하고 멘토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캠프의 첫째 날부터 2018년 소프 캠프의 마
지막까지 우리는 한국 Awana와 함께 섬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많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2년 전 Brian은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역에 이전
처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Trish와 아이들을 멈추지 않고 섬겼고 Brian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현
재 Brian은 직장을 다니며 한국 Awana의 봉사자로 남아있습니다. 비전 캠프는 언제나 우리 가족이 기대하는 가장 큰 하
이라이트입니다. 

“I love hanging out with all the boys and 
going to theme parks with them.”

“One of my favorite memories is teaching 
and cooking with the students.”

“Our family loves Vision Camp, it is the highlight of our year. 
We are truly honored and blessed to serve alongside Awan Korea.”

Many Great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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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na
Bridge
Awana Bridge는 Awana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미 
각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한국 Awana는 세계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Awana 클럽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선교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wana Bridge started from the prayer of Awana, supporting missionaries in each country to spread the gospel to all 
children and youth throughout the world. Awana Korea helps missionaries to focus on the ministry to share the gospel 
to children and youth by becoming a bridge that connects them with Awana Korea churches and clubs. 

국가
16개국

후원목표금액
 $21,009

후원선교사
69명

Awana Bridge는 현재 16개 국가의 69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17,693개의 클럽, 1,172,731명의 클럽원이 매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 모금금액 4,008,000원 (약 $3,730 - 목표금액의 약 17%)

소피(가명)는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이입니다. 소피는 3남매 중 첫째 입니다. 농부이신 
부모님 아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소피는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Awana 클럽을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것
을 본 소피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클럽에 참여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소피는 Awana 클럽을 시
작한 후로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소피는 캐슈넛을 모으는 일을 
하여 돈을 벌어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25 (약 1,300원) 의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소피는 이
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고, 소피의 두 여동생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소피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예의가 발라서 Awana 클럽의 그룹 리더가 되었습니다. 소피는 친구들이 Awana 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도
록 격려하고 기도와 말씀 읽기를 돕습니다. 또한 간식을 준비하고 클럽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관리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소피의 아버지는 소피가 이 예수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아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의 어머니는 
소피가 클럽 리더가 된 것을 알고 나서 거의 매 번 클럽을 방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Awana 클럽은 마을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교회가 Awana 클럽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을 제공했음에 있어서 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부
모님과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아직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Awan Bridge 현황

9개의 교회 118명의 후원자 1개의 클럽

Awana Bridge

Current Status

Currently raised about $3,730; about 17% of our goal

A child’s story from a country

Sophie is a 12-year-old girl studying in grade 5 of a primary school. She is living in a village of Cambodia. She is the oldest among the three 
children in the family. Sophie was born in a non-believer family. Her parents are farmers and sometimes sell labors for income. Sophie 
noticed many children enjoy in the club at the church. She then joined the club in the purpose to enjoy with other friends in the club. She 
has a humble attitude since the beginning and once she attends the AWANA Club, she is more confident in speaking out with friends. 
She is quite helpful at home and she help parents to earn income by selling labor in collecting cashew nut. She can earn around $1.25 
in some days of the season. Sophie has now accepted Jesus Christ as her personal Savior and her two sisters also accept Christ. Sophie 
speaks gently with elder as well as with friends. Because of her gentle attitude, she is selected to be a group leader in this AWANA Club. At 
the club Sophie helps to motivate children to come to the club. She helps with prayer, read the biblical verse. She also helps with arrang-
ing the snack and manage children participation in the club.  
Her father, even though he does not accept Christ as his Savior yet, told us that Sophie is really good child now as Jesus school provides 
good education to children. Her mother, once knowing that her child has been selected to be group leader, came to visit the club almost 
all the time and she has now accepted Christ as her Savior. While the village authority also shows strong appreciation that the church 
comes to set up the AWANA club and teaches children to adapt the values of Jesus Christ, as children receive good education. They know 
how to show respect to parents and old age people. They learn how to get on well with each other without fighting.
Please continue to pray with us as there are so many more children that need to know their true Father God.

Awana Bridge currently supports 69 missionaries in 16 countries.
Through this, we help 1,172,731 clubbers in 17,693 clubs in Asia hear the gospel every week. 

후원국가 어린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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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핀이 새롭게 출시 되었습니다. 

7월 뉴스레터부터 기사를 써주신 분들께 뉴스레터 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가 전자책으로 새롭게 제작됩니다. 종이 뉴스레터로만 제작되고, 홈페이지 상에서 다운 받아야만 
볼 수 있어 모두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뉴스레터. 더 많은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다음 달, 7월부터 
뉴스레터가 전자책으로 다가갑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보고 싶을 때 핸드폰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Awana 앱에 접속하면 클릭  
한 번으로 뉴스레터를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책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글 검색은 물론 보고 싶은 
페이지로 아주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간편해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매 월 Awana의 소식을 더 많이 받아 보시고, 한국 Awana의 다양한 사역
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을까?”
“How can we make it available for all Awana leaders?”

“How can we make it available for all Awana leaders?”

From July, we are giving out a newsletter pin for everyone who wrote an article. 
We hope that many of you would participate. 

Event

Newsletter New Version
2018년 뉴스레터 앱으로 출시

Newsletter Pin

Newsletter is newly updated as an e-book. It was only paper newsletters, or we had to download it from the website, which made 
it difficult for all people to watch. Next month, from July, the newsletter is now published as an e-book so that more leaders can 
see it.

Now, you can find it on your phone anytime and anywhere. If you go to the Awana Korea App, you can check out the newsletter 
with one click. For it is formatted as e-book, you can search anything you want or even go back to the page you want to see.

Please stay updated with Awana Korea news through the convenient newsletter and pray for our various ministries. 

Newsletter

뉴스레터 사용방법

1. Awana 앱을 설치

2. Awna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3. 뉴스레터 메뉴 클릭

4. 보고 싶은 그 달의 뉴스레터 선택

5. 뉴스레터 즐기기

1. Install the Awana App.

2. Access to the Awana App or Website.

3. Click the Newsletter Menu.

4. Choose the monthly Newsletter you want.

5. Enjoy the Newsletter!

뉴스레터
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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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Philippines

지역선교사

지역개요

필리핀 Awana를 위한 기도제목

조일로 아낫

인구: 106백만명
15세 이하 인구: 55백만명
매주 Awana 클럽 수: 878개
Awana에 매주 전도하는 아이 수: 50,453 명 

1. 국가 디렉터, 이사회, 선교사, 스태프들의 안전, 건강,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비콜 지역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 새롭게 훈련된 교회와 리더들이 매 주 Awana 클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5. 계획하심 안에서 미니스트리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 매주 성경 말씀을 듣는 클럽원들의 마음에 진리가 심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wana World

Regional Missionaries

Area Overview

Prayers for Awana Philippines

Zoilo Anat

Population: 106 million
Population under the age of 15: 55 million  
Weekly Awana clubs: 878 clubs
Kids reached weekly in Awana: 50,453 kids  

1. Pray for the safety, health and wisdom of the National Director, 
   Board members, missionaries and staff.

2. Pray for the upcoming activities.

3. Pray for a missionary in the Bicol region

4. Pray for the newly trained churches and leaders as they implement 
   weekly Awana club meetings

5. Pray for the right people to become multipliers and ministry team members

6. Pray for the clubbers that as they hear the Bible lessons every week, 
   truth will be planted in their heart and more children might be reached 
   by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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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캄보디아 Awana의 학교 어린이 전도
Awana Cambodia reaches out to school children

캄보디아

A 13-year-old Reaksa, studying in grade 4 told us with sad face that her parents were divorced. Her younger 
brother was taken by her mom and left the village. She does not know where they are now. She really misses 
them. Her father is looking for precious wood in the jungle for income. Reaksa is left at home with aunty. She is 
living under the house alone at night while the others are living up stair. 
The room teacher, standing on the right site of the photo told me that sometimes Reaksa sitting in the class with 
tear and told him that she has no clothes for coming to school. The head master of the school then collected 
some money from other teachers to uy clothes for her. She is living in a so vulnerable situation. Teacher said 
that he wishes Reaksa could have good opportunity to study and to receive good care from maybe a Christian 
center as he used to grow up and to learn English through Christian school as well. 

4학년, 13살의 릭사는 슬픈 얼굴로 우리에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릭사의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고, 그들이 지금 어디

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릭사는 엄마와 동생이 매우 보고싶습니다. 아

버지는 수입을 위해서 정글에서 좋은 나무를 찾고 계십니다. 릭사는 이모 

집에 남겨졌습니다. 모두가 윗층에서 생활을 하지만 릭사는 혼자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오른쪽에 서있는 릭사의 담임 선생님은 때때로 릭사가 교실에 앉아 

울면서 학교에 올 옷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돈을 모아 릭사에게 옷을 사주

었습니다. 릭사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가 어렸을 때에 크리스천 스쿨에서 영어를 배우며 성장했던 것처럼 릭사가 

크리스천 센터와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Awana Missionary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한 복음 전도 활동
Evangelism Activity with local kids

29명의 목회자와 어린이 교사들이 모여 Awana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실제로 연습하

고자,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복음 전도 활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3명의 아이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신나는 노래와 게임 시간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똑똑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한 생각하는 질문

들도 곧잘 대답했습니다. 끝날 무렵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영적인 힘을 받기

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몇 명의 어른과 어린이들을 위해 세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세례식 이후 강가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A group of 29 people including pastors and children teacher received training on Awana Group and materials. 
They went to do real practice with children in the village in connection to evangelism activity. 
53 children participated the event. They really enjoyed the action song and the game. Children are so clever and 
precious. They are very interested with the story telling in the Bible and they can answer quite well to the follow 
up deepening questions. By the end almost all children raised up their hands to accept Christ with the purpose 
to become children of God and to receive divine power to conquer against the devil spirit. 
After the training, we arranged water baptism for some adult and children and then we had fellowship dinner 
at the rive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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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계주 

게임도구

선 수

게임설명

주의사항

응 용

공 4개

전원 (동일한 인원수)

약 9m 떨어진 거리의 양 끝에 평행하게 선을 긋고, 한쪽 선 뒤에 팀원들을 
일렬로 줄 세우고, 반대편 선 뒤에 팀 교사가 공을 들고 섭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팀 교사는 공을 맨 앞 선수에게 굴려주고, 공을 받은 선수는 공을 들
고 팀 교사에게 달려가 전달한 후, 교사 뒤에 줄을 섭니다. 교사는 동일한 방
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맨 먼저 모든 팀원이 교사 뒤에 줄을 선 팀이 승리
합니다.

게임 중 공을 던지면 실격입니다.

교사 대신 팀원 중에 대표선수가 공을 굴리는 것도 좋습니다.

불티단 게임 티앤티 게임

성경책 이름 찾기

게임도구

선 수

준 비

차 렷

시 작

승 자

주의사항

응 용

100칸 퍼즐 종이 복사본 (클럽원 수만큼), 연필

전원

참여 인원수만큼 퍼즐 종이를 복사해 둡니다.

모두에게 퍼즐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 줍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클럽원들은 나눠 준 퍼즐에서 15개의 성경책 이름을 찾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15개의 답을 먼저 찾은 사람이 이깁니다.

철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시간제한을 두고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을 승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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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 Prayer Request

Awana Bridge는 한국 Awana를 중심으로 한국의 후원자들과 아시아 전역 16개 국가의 Awana 선교사들을 연결하
는 다리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의 사역 필요에 맞게 후원하고, 아시아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를 입양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입양하여 하나님 나
라를 위한 사역에 한국 Awana가 동역의 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팔, 대만, 러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우리는 2020년까지 이 국가들의 후원을 마치고, 아시아를 넘어 더 많은 국가의 선교사들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2006년 한국 Awana 본부는 전 세계 100여 개국 Awana 중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미국
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 하여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Awana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세계 여러 나라를 기도와 물질로 도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훈련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경상, 강원 : 김강훈 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35 (예금주 : 한국어와나)

서울, 제주 : 정종환, 최경숙 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74 (예금주 : 한국어와나)

충청 : 김승정, 정영림 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28 (예금주 : 한국어와나)

1. Awana가 한국에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한국 Awana 본부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여러 지역의 나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미얀마 어와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 Awana 브릿지를 통해 아시아 각 나라의 Awana 본부와 

선교사가 한국의 교회와 후원자들과 잘 연결되고, 풍성
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Awana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
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경기 : 박광희 선교사
기업은행 295-043033-01-050 (예금주 : 한국어와나)

전라 : 이애영 선교사
국민은행 490301-04-030610 (예금주 : 한국어와나)

1. For 500 churches in 2018! In order that Awana Korea 
can serve more churches in Korea.

2. In order that Awana Korea can spread good effects to 
the whole world, so that we can serve many countries.

3. For Myanmar Awana and its spiritual revivals.
4. Pray for the Awana Bridge and the Awana Headquar-

ters and missionaries of each Asian country to be well 
connected with Korean churches and supporters so 
that settled by the abundant work of God.

5. In order that Awana clubbers would grow in faith and 
wisdom through faith.

6. Pray for the Olympics in each area to be held safely.

지역 선교사 후원 계좌 안내

한국 Awana 본부 기도제목 Awana Korea Prayer for Year 2018

Awana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의미의           

영어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태동한 Awana는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발전한 세계

적인 청소년 선교기관으로서,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280만 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Awana 

클럽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Awan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wana Presentation
Awana(어와나)

A

대표 
이종국 목사 / awanakr@naver.com

부대표
이종환 목사(해외선교) / joy2340@nate.com

본부 선교사 및 Staff
김강훈 부장(경상, 강원) / awanadaniel@gmail.com
정종환, 최경숙 선교사(서울, 제주) / newberith1@gmail.com
김승정, 정영림 선교사(충청) / awanakoreadj@gmail.com
박광희 선교사(경기) / Kwangh22@gmail.com
이애영 선교사(전라) / somang2you@hanmail.net 
윤하영 대리 / galileeyhy@gmail.com
박수빈 대리 / awanakr.sp@gmail.com
오예빈 대리 / awanakr.kim@gmail.com
민아영 간사 / awanakr.min@gmail.com 
최상아 간사 / awanakr.amir@gmail.com

행정, 물류
김경자 실장 / kyoungja69@naver.com
진득현 과장 / awanakr.jin@gmail.com

/ 영동대로 722 풍양빌딩 3F

Presentation3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