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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na Column

얼마 전 미국 어와나 본부에서 지역 대표자 회의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역자들이 반가웠다. 대화를 나누

던 중 캐나다 대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동물과의 결혼이 합법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

등학교 1학년 선생님의 첫 번째 의무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해 어떤 성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하고 확

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함께 다른 이들도 경악했다. 미국인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캐나다의 이

러한 충격적 문화를 10년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중에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하

게 되었다. 우리 사회도 성 평등 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온갖 비 성경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

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현실과 전망에 관한 걱정의 예측이다. 이제 화장실도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 성을 표

시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곳이 세계 도처에서 늘어나고 있다.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심판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이 절절하게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 일들은 인류

의 역사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와 레위기 20장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

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

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

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

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에 이미 이러한 행위에 관한 경고가 있다. 이미 인

간의 죄악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너무 놀라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잘 무장 하

자 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셋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분의 백성을 찾아 나서서 제자를 삼고 또한 제자를 키우는 사람으로 

훈련해야 한다. 세상의 멸망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며 축복이다. 부활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

이시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어와나가 도구로 사용됨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당신의 동역을 기도한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멸망으로 가는 세상 소망은 예수뿐이다
Jesus Christ is the only hope in the dying world

Awana Korea National Director Billy Lee
한국 Awana 대표 이종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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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ile ago, there was a regional directors’ meeting at Awana Headquarters. It was very good to see my 

fellows. As conversation went on, I was shocked by what Canadian director said. That marriage between 

human and animal is legal in Canada. Moreover, teachers of first grade are supposed to counsel and 

check with each student to decide which gender they would like to choose. American staff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s following the culture of Canada a decade behind. During the conversation, I thought of 

my country. Under the name of gender equality, a lot of unbiblical things are happening in this society, 

and it is going to be worse in the future. There are more places using restrooms which do not identify 

genders as male or female. 

It seriously looks like the world is going toward the fall and the judgment. However, these shocking things 

are not new in the human history. Leviticus 18:23 “Do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an animal and defile 

yourself with it. A woman must not present herself to an animal to have sexual relations with it; that is a 

perversion.”, Leviticus 20:15, ‘If a man has sexual relations with an animal, he must be put to death, and you 

must kill the animal.”, and Romans 1:26-27, “Because of this,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s.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 In the same way, the men also abandoned 

natural relations with women and were inflamed with lust for one another. Men committed indecent acts 

with other men, and received in themselves the due penalty for their perversion.”, have already warned 

about these. Human sins have existed, exists, and will never be weakened. What should we do in this 

situation? First, we should not be too shocked. This will continue to happen. Second, we should equip 

ourselves. As Ephesians 6 say, we should put on the full armor of faith for the spiritual battle. Third, we 

should find God’s chosen people, make disciples, and disciples them to disciple others all the time. We 

cannot stop the fall of the world. However, we should continue to serve the Lord, declaring the kingdom of 

God until the day. This is our calling and blessing, because Jesus Christ is the only hope and the salvation 

for us. It is God’s grace that Awana is used as a tool for God’s holy history. I pray that you would join for 

this beautiful ministry.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Matthew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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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후기 - 전라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여수에서 광주까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교회 주차

장에 도착했더니 벌써 컨퍼런스의 문을 여는 찬양이 들려와서 제 가슴이 설

레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named〕 지명하심...특별히 나를 지명하신 하나

님이 기대되는 Awana 교사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어요. 

프로그램들이 다 좋았지만 특히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김강현 목사님

께서 선포하신 구약스토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

왔습니다. 침체 되었던 저의 영적상태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었고, 행함을 뒤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모른 채하

고, 듣고 싶은 얘기만 찾는다’는 말씀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

를 받는 백성은 순종으로 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

성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

종한 저의 얘기를 하시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바라보시는 눈

빛 속에서 저는 그동안 바쁘다고 빠질 핑계만 댔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뿐 이었어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시 한 번 저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영적 

에너지가 재충전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Identity and Calling

Miseo Kim(Yeosu Seokchang Church)
김미서 교사(여수석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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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ushed from Yeosu to Gwangju to at-
tend the conference. My heart started 
beating when I was arrived at the park-
ing lot because I could hear the sound 
of praise songs starting the conference.  
[named]... Awana Ministry Conference 
started with the expectation for God 
who specially named me. All the pro-
grams were good but the Old Testament 
story of pastor Kanghyun Kim preached 
with the theme of ‘identity and calling’ 
has come to me like the Scripture that

disobedient. I was so sorry and ashamed 
before God because I was making ex-
cuses that I am busy, when I listened to 
the preaching and looked at the eyes of 
the pastor. I could realize the ‘identity 
and calling’ of myself again through this 
conference and was able to recharge my 
spiritual strength. And I promised God 
that I will be an approved workman that 
is not ashamed.

is alive. It was the word of God that con-
victed my depressed spiritual condition 
and was a grateful time to look back 
and repent on what I have done. I was 
very convicted when the pastor said that 
people read the Scripture ignoring what 
God says but looking for what they want 
to hear. Also, I was very ashamed when 
he spoke that a person who are reigned 
by God answers with obedience and he 
is the right people of God’s kingdom. It 
seemed like a story of me having been

9



새봄, 2018년도 Awana 교사컨퍼런스는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Awana 사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다. 설레는 마음으로 컨

퍼런스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광주반석교회 저니팀의 찬양 열기가 뜨거웠다. 

시작한지 몇 년 안 된 교회에서 고등부(저니) Awana가 씩씩하게 운영되고 있

다는 게 참 놀라웠다. 얼마 전 우리 교회 Awana 출신 학생들이 ‘왜 우리 중고

등부에는 Awana가 없냐?’고 건의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광주반석교회 저

니팀이 더욱 부러웠다.

개회식에 이어서 김강현 목사님의 ‘정체성과 사명’이란 주제 강의가 있었다. ‘

성경 읽기의 동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의아했는데 고대 이스라엘 지도와 함께 

성경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에 따른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통해 성경의 사건들

이 체계 있게 연결되고 이해가 잘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Awana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몰입하다보니 강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서 아쉬웠다. 다음 

기회에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더 듣고 싶었다. 

점심 후에는 Awana 클럽별 사례발표가 있었다. 퍼글단부터 저니까지 각 교회

들의 Awana 운영 사례를 경청하였다. 우리 교회도 커비단과 저니팀을 운영하

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어지는 선택강의도 참 유익하였다.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란?  

박매순 교사(순천동명교회)

컨퍼런스 후기 - 전라

What is my identity and calling?

Maesoon Park(SuncheonDongMyung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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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 Awana 대표 이종국 목사님의 주제 강의가 있었다. 알트 로하임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신 일을 

소개하실 때, 생전에 알트 로하임 목사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Awana에 남은 마지막 소망이라고 말

씀하셨다는 데에 특히 감동이 되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여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감사한 일이다. 

또한 Awana 브릿지 운동을 통해 우리 Awana 아이들의 시야가 세계로 확장되고 꿈이 커질 것 같다. 이번 Awana 교사

컨퍼런스는 어느 해보다 알차게 느껴져서 세 명만 참석한 것이 많이 안타까웠다. 교회 와서 자랑을 많이 했더니 참석 

못한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꼭 참석하시겠다고 한다. 벌써부터 내년 교사 컨퍼런스가 기대된다.

New Spring, I thought I should of course attend the Awana Ministry Conference 2018. It was to be fulfilled with the new energy 
for Awana ministry. As I arrived at the conference, Journey team of Gwangju Banseok Church was leading praise songs with great 
passion. I was astonished that the church that started Awana just a few years ago could be running that well. For our kids from 
Awana have asked us why we do not have Awana for youth, I envied the journey team of Gwangju Banseok Church. 
After the opening ceremony, I attended the session of pastor Kanghyeon Kim with the theme of identity and calling. I was curious 
what it means that Scripture reading needs a flow, but I was able to understand and connect events in the Bible as I looked at 
the people in the Bible with tis time and space setting, with the map of ancient Israel. It was such a great time to think about my 
identity and calling as an Awana teacher asking myself why God has called me to this ministry as He did to Abraham. The lectures 
were very enjoyable and took all my attention that I wish to take more lectures on how to properly read the Scripture next time.
We also had case presentations. We listened to the practical cases of Puggles and Journey of each church. I thought it would be 
great to have Cubbies and Journey at our church as well. Following elective lectures were very beneficial as well.
The last was the session of the pastor Billy Lee, the director of Awana Korea. He talked about the last statement Art Rorheim, that 
the last hope he has for Awana is to bring more kids to Jesus Chris, which was very moving. I am so grateful to be part of this min-
istry which evangelizes more kids and builds the next generation with the Word of God. I believe that God will enlarge the vision 
of our children to the world through Awana Bridge movement.
Since I felt that Awana Ministry Conference has been full of good teachings this year, it was sad that it was only three from our 
church attended. We shared how great time we had at the conference and heard from other teachers that they would definitely 
come with us next time. I already look forward to the next year Minist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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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na는 사역자로서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해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내가 충일교회 아동부 전도사로 왔을 때 Awana는 막 시작

하는 단계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다듬어 나가야 할 상

황이었다. 사역자인 나 조차도 Awana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했던 터라 많은 것 들을 배우고 느껴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Awana 컨퍼런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시간이었다.

영점 조절의 시간,
Awana 컨퍼런스

컨퍼런스 후기 - 충청

강신명 교사(충일교회)

첫 Awana 컨퍼런스는 선생님들의 시간과 헌신의 부족으로 인해 나 혼자만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컨퍼런스를 혼

자 경험하고 나니 이 시간은 나 혼자 경험해서도 안되고 Awana 전체 선생님들이 보고 느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그 

이후 충일교회 Awana는 가급적 많은 선생님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충일교회 Awana 선생님들에게 

컨퍼런스는 영점조절과 같은 시간이다. 군대에 가면 훈련병때 사격을 배운다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시간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격을 시작할 때는 시작부터 표적지를 주고 쏘라고 하지 않는다. 실 사격을 

하기 전에 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격발이 되는지 점검하는 영점사격을 실시한다. 영점 사격을 통해 총알이 원하

는 방향으로 격발 되도록 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영점사격 없이 사격을 하는 것은 네비게이션도 없이 외딴 곳

을 운전하는 차와 같다. 우리가 Awana 컨퍼런스를 영점조절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컨퍼런스에서 공유하고 습득하

고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를 더 Awana스럽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점조절이 없이 Awana를 진행하다보

면 어느새 Awana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괴상한 단체가 되어버리고 만다 컨퍼런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

한 Awana의 행사이다.

우리에게 영점조절인 이 Awana 컨퍼런스를 통해 충일교회 Awana는 취지와 상당부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대전 산성교회에서 진행되었던 2018 Awana 컨퍼런스 또한 우리에게는 귀한 영점조절의 시간이 되었다. 이종국 대표

님의 주제강의를 통해 Awana의 복음사역을 다시한번 되뇌였고 오찬규 목사님의 주제강의속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한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선택강의 시간에는 게임과 핸드북 강의를 통해서  Awana 진행의 실제 TIP과 

변경사항들 각 Awana 사역의 고민들을 나누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가장 귀했던 시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간이었다. 어쩌면 Awana와 상관이 있을까? 의문으로 시작된 강의였지만 듣고 보니 우리 다음세대

는 4차산업혁명과 땔 수 없는 환경이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Awana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고 또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폭넓게 한국 교회 다음세대는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간이었다. 

이번 Awana 컨퍼런스도 확실한 영점조절의 시간이었다. 충일교회 Awana는 이번 컨퍼런스때 배운 TIP 여러 가지를 

다음주에 바로 적용하게 되었다. 선생님들은 좀 더 단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게 되었고 교사암송에도 더욱 열심히 참

여하였다. 컨퍼런스가 아니였다면 이러한 영점조절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Awana Conference, the Regeneration of Awana

Shinmyung Kang(Choongi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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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Awana 사역에 힘써주시는 많은 스텝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슴 벅찬 감동 또한 느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

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충일교회 Awana가 컨퍼런스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스텝분들

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우리 충일교회 Awana가 영점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Awana 스텝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Awana was a new challenge as a minister. It has also become a turning point that helped me learn and realize a lot. Awana was 
just started when I came to serve as a children’s ministry pastor for choongil church and was in the situation to prepare and fix 
a lot. Since I did not know well about Awana as a pastor as well, I had to learn and know a lot about it. In that moment, Awana 
Conferene was like welcome rain in the drought. It was only me who attended the first Awana Conference because teachers did 
not have time. However, as I experienced the conference by myself, I was sure that this is not something I should attend alone 
but all the Awana teachers should come and experience. Since then, our Awana teachers try to attend the conference as much 
as possible. Conference is a time of zero-point setting for Awana Choongil Church leaders. In the army, as a recruit we learn 
how to shoot. It is very important and painful time for soldiers. When we start to learn, they do not tell us to shoot a target from 
the beginning. Before shooting for real, we do zero-point shooting to check if it fires the right way. It is the significant moment 
of controlling the bullet to be shot in the right way through zero-point shooting. Shooting without the zero-point shooting is 
like driving out-of-the-way place without a GPS. The reason I call the Ministry Conference the zero-point setting is that what 
we share and learn from the conference makes us more like Awana. If we do Awana without the zero-point setting, it becomes 
a weird organization that goes out of the original aim of Awana. With that being said, Conference is a very significant even of 
Awana. Through the Awana Conference, Awana Choongil Church has been going well with the purpose of Awana. Awana Minis-
try Conference 2018 held at Dajeon Sansung Church has also become a precious time of zero-point setting. Through the theme 
lecture of Billy Lee, I was able to remind myself of the gospel ministry of Awana. I could realize the essence of ministry through 
the original Hebrew. Elective lectures were the time of sharing thoughts on Awana ministry.  We had games and handbook 
lectures that taught us realistic tips and changes for Awana. Also, the lectur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great for 
me. Would this be related to Awana? The lecture started with the question, but once I started to listen, I realized that the next 
generation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made me think a lot on how Awana should change in 
this period and how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church should be raised.  This conference was definitely a time of zero-point 
setting. Awana Choongil Church was able to apply the tips we learned from the conference the very next week after the con-
ference. Leaders equipped with the uniform even better and participated better for the Scripture memory. This would have not 
happened without the conference. In the end, I was so touched as I saw staff members working for Awana ministry. This is what 
our leaders say all the time. One of the reasons we love to go to the conference is to meet the staff and get energy from them. 
I give thanks to God and Awana staff members who helped us to set the zero-poin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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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Awana 올림픽설명회를  참석하며 미니스트리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지 2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나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퀴즈대회, 올림픽(2017년 국제올림픽 봉사), 영성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이벤트들

을 통해 Awana 교사의 리더십을 키우며 또한 미니스트리팀으로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

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선교사님께서 컨퍼런스 슈퍼바이저로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 처음에는 못 할 것 같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든든한 후원자, 아내이자 Awana 선배인 이미경 집사가 많은 것을 도와주어 차츰 

시간표 및 인원 분배를 마치게 되었고 드디어 컨퍼런스 당일. 역시나 했지만 너무도 듬직한 충청 미니스트리팀이 각

자의 위치에서 아무런 불평도 없이 맡은 임무를 서로 도와가며 일사천리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닝과 개회식, 그리고 이종국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주제 강의1 “named”, 그리고 

이어진 주함께교회 오찬규목사님의 주제 강의2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터 지명되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강의를 통해 강사님들로부터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각 교회 선생님들. 그로 인해 시간적인 분배가 조금

은 문제 될 수 있었지만 모든 분들의 열정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저에게도 많은 은

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된 컨퍼런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심을 경험

한 감사한 컨퍼런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김승정선교사님, 정영림 선교사님

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지원해주신 대전 산성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식당 봉사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Awana 행사 또한 기도로 준비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동역하는 미니팀과 모든 분들의 열정이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충청지역 AMC를 마치며……

조종호 교사(청주좋은교회)

Finishing AMC Chungcheon 2018

Jongho Cho (CheongJu Joeu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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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since I joined as a part of ministry team attending Awana Olympics fair in April 2016. It seems like we have gone 
through a lot of things. I give thanks to God for He has led me experience a lot by serving as a ministry team and also develop 
leadership as an Awana teacher through various events such as Bible Quiz, Olympics, Spiritual Retreat, Conference and oth-
ers. I have always thought that I am not enough, but the missionary told me to serve as the conference supervisor. I thought 
I could not do it at first, but I followed with the heart of obedience.
I did not know what to do in the beginning, but my strong supporter, wife, and who served Awana before me, deacon Mik-
yung Lee helped me a lot. Through that, I could complete the time table and people distribution. On the conference day. 
Like I believed, our trustworthy ministry team of Chungcheong area worked together without any complaints and everything 
went smoothly. I could start the conference with the thankful heart. It was the great time of reassuring who we are as each of 
us are named by God and realizing the call from the Lord through the opening session, the first theme lecture “named” by 
pastor Billy Lee, and the second theme lecture “called by God” by pastor Changyu Oh from Along with God church. 
Also, through elective lectures, all the teachers from churches tried hard to learn more from the lecturers. It could cause a 
small problem of time distribution, but still it was well finished with everyone’s passion. This conference was also the time of 
overflowing grace and gratitude for me. The conference that started and was done with prayer. I was very thankful that God 
listened to our prayers and was with us. At last, I give thanks to missionaries James Kim and Christina Jung for they worked 

hard to prepare the best for all the events. I also thank the pastors and the members of Sanseong church for what they have 
prepared and served with dedication.
I realized that there is nothing impossible for Awana events if we prepare with prayer and believe that the passion of all the 
ministry team and everyone who work together is the big driving force for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faith. I give all the 
glory to God who was with u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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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두 번째 Awana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두 번째 라서 그런지 처음 참여했을 때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체 

강의 중 행복한 교사, 아름다운 사춘기 가꾸기 라는 강

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어른들에게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

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의에서 고등학생인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

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을거라고 믿었던 강의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

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컨퍼런스 후기 - 경기

경험을 통한 배움
Learning through Experience

Jisoo Shin(Dongtan Jiguchon Church Student Reader)
신지수(동탄지구촌교회 학생교사) 

우선, 저는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많은 어른들이 진심으로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하고, 청소년

에게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그저 겉으로만 다가가고 싶어하는 척하고 청소년을 절대 이해하

지 못할거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질 만큼 정선용 목사님께서는 진심으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계셨고 많은 어

와나 교사분들께서도 그러고 싶어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저와같은 청소년들에게 이

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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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my second time attending Awana Conference. I could 
know and learn so much more than the last time I attended.  
The overall lecture, “Happy teacher, raising a beautiful ado-
lescence” helped me realize a lot. It was the lecture on how 
adults should treat teenagers in adolescence or reach them. 
As a high school student, I started to listen thinking what I 
should focus. However, the lecture that I thought it would 
not be helpful for me was really helpful for me to know a lot. 

First of all, as a teenager, I was very thankful that a lot of 
adults want to genuinely share the word of God to teenagers 
and want to go near them. For I thought adults in the world 
would never understand teenagers but would only pretend 
that they want to approach us, I was very embarrassed that 
pastor Seonyong Jung was understanding teenagers and a lot 
of Awana teachers also want to be like that. I was so touched 
by it and thought that I want to let other teenagers know this. 
One more thing I learned is the real meaning of education. I 
thought education is just delivering knowledge I have to oth-
ers. But I learned that education is a process of helping them 
find what they have in them already. I looked back on myself 
for I did not know what education really means although I 
want to be a teacher in the future. Other than that, I learned 
that how helpful it is to trust as I listened the lecture ‘Happy 
teacher, raising a beautiful adolescence.’

After the overall lecture, I took an elective lecture on 
‘Experience Cubbies.” Cubbies teachers from Ilsan Don-
gan church led the cubbies club and I participated the 
activities like the children I used to help. By doing hand-
book, praise songs, games in the children’s shoes, I was 
able to understand how they have been feeling, wha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and which activities would 
help kids know the word of God more. Also, it was good 
to experience how other churches are doing cubbies 
and how it is different from what my church does. It 
has not been long since I started to serve as a cubbies 
teacher, but I have always wanted to teach the word 
of Jesus more for the kids. I was able to know the way 
to do it and find answers for what I have been curious 
through thi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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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na가 뭐지?’ 산본양문교회는 Awan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Awana를 시작하

는 준비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BT와 Workshop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 둘씩 차근차근 준비해나갔습니다. 차츰 Awana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와 단원이 충분히 모집 되

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임목사님과 교회에서는 Awana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

다. 그래서 드디어 3월 18일(주일)에 산본양문교회 Awana가 믿음의 세대를 향하여 힘찬 도약을 하였습니다. Awana는 주

일학교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진행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았고 Awana 시간을 

너무 즐거워하였습니다. Awana 시간에는 아이들의 함성소리와 웃음소리가 교회 건물을 가득 메웠습니다. 

핸드북 시간에는 교사들의 열정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말씀 암송을 잘 해왔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입단과정

을 수료하면서 드디어 Awana 옷을 받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게임 시간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하나 되어 고학년이 

어린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순위에 뒤쳐져 들어오는 아이에게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끝까지”

를 외치며 경쟁 보다는 다른 팀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제 Awana를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괜찮아요.”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박광희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처음 준비할 때가 가장 어려웠지 막상 시작하니깐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Awana를 통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본양문교회 

Awana를 시작하며

서은아전도사(산본양문교회)

Starting Awana for the first time

Eunah Seo(Sanbon Yangmoon Church)

클럽오픈 - 경기18



Awana가 잘 정착하여 다른 교회와 함께 하는 올림픽, 성경암송대회 등에도 참가 할 날을 꿈꿉니다. Awana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What is Awana?” Sanbon Yangmoon Church started without knowing anything about Awana. There were thus difficult mo-
ments as we prepare to start Awana in the beginning. However, for three months since January 2018 we prepared step by 
step with what we learned through BT and workshop. We got to know Awana and by the grace of God we recruited enough 
teachers and clubbers. Thankfully, our senior pastor and church showed big interest in Awana and supported financially. 
Therefore, on Sunday, March 18th, Awana Sanbon Yangmoon Church took a big step toward the generation of faith. 
Awana was very different from Sunday school. Although it was on Sunday 2PM, children concentrated well and enjoyed 
Awana. The church was filled with their laughter and shout during Awana. For the handbook time, kids had their Scripture 
memory done very well as teachers were passionate. They felt really rewarded when they finished the entrance booklet and 
received the Awana uniform. For the game time, it was great to see the unity of 1-3 graders and 4-6 graders as the older 
ones take good care of the younger kids. It was beautiful to see how they were not competitive but considering other teams, 
shouting “till the end!” for those coming in late. They were like angels when they were singing praise songs and listening to 
the Word with the eyes shining brightly.
It has been just a month since we started Awana. As missionary Shine told us that it will be fine once you start although the 
start might be difficult, it was very fun and beneficial once we started, even though it was very hard to prepare for the start. 
I really hope that more kids would know the gospel through Awana and the next generation would be built with the Word 
of God. I dream for the day Awana Sanbon Yangmoon Church is well settled to participate for the Olympics or the Bible 
Quiz with other churches. I give all the glory to God who led us start Aw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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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Nepal

지역선교사

지역개요

네팔 Awana 를 위한 기도제목

가젠드라 타망
만주 타망

인구: 29백만명
15세 이하 인구: 890만명
매주 Awana 클럽 수: 2,990개
Awana에 매주 전도하는 아이 수: 80,073 명 

1. FY18과 FY19의 모든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 2000명의 Awana 리더를 훈련시
키고  20,000명의 아이들을 전도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리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43,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3가 필요합니다. 

2. 네팔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3. Awana 트레이닝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다니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4. 네팔의 선교사님들이 각자 필요한 후원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선교사
를 위해 월 $350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5.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6. 국내 수입 창출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7. Awana Hope Center의 성장을 위해서

8. 더 많은 미니스트리 봉사자를 위해서

Awana World20



Regional Missionaries

Area Overview

Prayers for Awana Nepal 

Gajendra Tamang
Manju Tamang

Population: 29.57 million
Population under the age of 15: 8.9 million  
Weekly Awana clubs: 2,990 clubs
Kids reached weekly in Awana: 80,073 kids  

1. For all the trainings going to be held in FY18 and FY19. We have a goal to  
train 2000 Awana leaders to reach 20,000 children in FY18&19. It costs $43  
to train a leader and it costs $3 to reach a child for Jesus.

2. Religious freedom in Nepal.

3. Missionaries’ safety as they travel to different districts for Awana training. 

4. Please pray that the missionaries in Nepal are able to raise their support.  
It costs $350/month to support missionary.

5. More souls to be saved.

6. For the success of in-country income generating projects.

7. The expansion of Awana Hope center.

8. More ministry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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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헤이즐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Hazel!

필리핀

헤이즐은 최근 필리핀 Awana의 영상 

Seeing Beyond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헤이즐의 삶이 이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

다. 그렇습니다, 헤이즐이 육체적으로

는 앞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헤이즐

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

Hazel has been inspiring us in many ways with her life 
through the latest Awana Philippines’ video - Seeing 
Beyond. We have seen how the Lord is moving in her 
life to be a blessing to others not only here in the coun-
try but in other countries as well. Yes, physically she may 
not be able to see but her influence reaches far more 
than she can imagine. Last April 4, 2018, she graduated 
in her grade school. More than that, she is a Conduct 
Awardee. She is excited to join junior high school in 
a bigger facility. Indeed, we can never underestimate 
what the Lord can do to this child. 

“I had numerous questions to God on why did this hap-
pen to me. But now, I understand that He was a won-
derful plan for me. I may be blind now but shall I wait for 
that precious time that I will have my sight once again. 
And that the first thing that I will see is the face of Jesus 
Christ.” - Hazel.

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

월 8일, 헤이즐은 초등학교를 졸업했

습니다. 또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헤이즐은 더 큰 세상, 중학교로 들어

가는 것에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

를 통해 하실 일들을 절대 과소평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지

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놀라

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아

요.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다시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

립니다. 그 때에 저는 가장 먼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거예

요.” - 헤이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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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na 어린이 제자훈련 대회 말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Keynote Message: Knowing the Signs of the Times

조일로 목사님은 이 대회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시간 동안, 우리는 때를 알

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잇사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으

로 다음 세대를 전도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반적인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의 그들의 경험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느끼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대하고 훈련시키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생각해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영향을 주기 위한 진실된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남길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을 위대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Pastor Anat kicked off the convention with the message, “Knowing the Signs the of the Time.” During the key-
note message, we were reminded to be like the men of Issachar - men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ow 
what Israel would do. We must know the signs of the time as to how we can effectively reach the next generation 
and live a life of meaning and influence for the cause of Christ.
The common reasons why children and youth leave the church: they feel that God seems missing from their 
experience at church, the error is being taught, and the erosion of morals. It is high time that we re-examine 
how we are reaching and disciplining the now generation. We need to be thinking about tomorrow, with a heart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embrace God’s truth and glorify Him and teach others.
We cannot achieve anything that is of significant value unless we first have a sincere desire to make an impact. 
When we leave our legacies behind, we are merely sowing seeds of greatness for the next generation to reap. 
What kind of legacy would you leave to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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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계주
게임도구

선 수

게임설명

주의사항

응 용

양동이 8개, 작은 플라스틱 병(병목이 좁은) 4개

전원

각팀의 게임트랙 라인 양쪽에 양동이를 각각 놓고, 오른쪽 양동이에는 물을 채웁
니다. 모든 선수는 양동이 사이에 줄지어 서고, 맨 오른쪽 선수는 양동이에 병을 
담가 물을 채워, 왼쪽 선수에게 전달합니다. 선수들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
히 왼쪽으로 차례대로 전달합니다.마지막 선수가 병의 물을 양동이에 붓고 빈 병
을 들고 맨 오른쪽 선수에게 달려가서 전달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정해
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물을 옮겨 담은 팀이 승리합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지거나 옷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경기하는 것이좋습
니다.

각 팀당 2개 이상의 물병을 준비하여, 연속적으로 물을 퍼담아 경주하게 하는 방
법도 좋습니다.

불티단 게임24



티앤티 게임

성경 ㄱㄴㄷ
게임도구

선 수

준 비

차 렷

시 작

승 자

주의사항

응 용

팀당 미리 쓰인 종이 한 장과 필기도구 하나씩

전원

4장의 종이에 다음과 같은 한글의 자음을 적습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ㅎ”(ㅋ, ㅍ 제외)

미리 인쇄된 종이와 필기도구를 각 팀 교사에게 줍니다. 교사 중 한 명을 서기로 
정합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서기는 한글의 자음을 하나씩 부릅니다. 나머지 클럽원들은 성
경책에서 서기가 부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책 이름을 생각해 말하고, 서기는 듣
는대로 기록합니다.

답을 모두 다 먼저 맞춘 팀이 이깁니다.

각 팀당 2개 이상의 물병을 준비하여, 연속적으로 물을 퍼담아 경주하게 하는 방
법도 좋습니다.

맞춤법이 틀리면 안 된다거나,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성경의 이름을 배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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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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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있는 올림픽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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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that it would be held 
safely.

지역 선교사 후원 계좌 안내

한국 Awana 본부 기도제목 Awana Korea Prayer for Year 2018

Awana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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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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