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와나에 대해서… 
 

 현재 2 백만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30,000개의 교회들과 330,0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매주 모이고 있고 

64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제자훈련 국제단체와 

함께 하는 재미와 팀웤, 말씀훈련의 

세박자 교육 

 

 아이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군으로 성장시키는 조기 

신앙 훈련 

 

 Awana (어와나)는 두문자로써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인정된 일군들은 부끄러울것이 없다) 

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딤후. 2:15  
 
 모든 교사들은 엄선된 책임감 있는 

교사(1)로서 각 분야에 전문가들 

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교회는 2 세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1) 현직 Licensed 교사들도 포함 

 
 아십니까?  바나 크리스쳔 리서치 

그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연령이 

14세가 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Awana Web Site 

http://www.awana.org 
 

이종식 목사- Awana Pastor 

김현석 전도사- Awana Commander 
E-mail: overture8@gmail.com 

Phone: 718-229-0858 | 646.996.532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45-62 211th Street, Bayside, NY 11361 

Ph: 718-229-0858 
Fax: 718-229-0815 

 
KPCB Web Site 

http://www.nybaysidechurch.com 

 
 
 

 
 

 
 

 
 

어와나는 뭐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AYSIDE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 이종식 목사 



 

 
 

 

Awana 사역 

Awana Cubbies 

3세~4세의 유아사역 
  
 

 
 

   Awana Sparks 

   K~2학년의 유초등 

어린이 사역 
 
 

Awana T&T  

       3학년~5학년의  
       초등학생 사역 

 
 
 

     Awana Trek 
    6학년~8학년의  

 청소년 사역 

 

Awana 모임의 특징 

3세부터 8학년까지의 아이들과 청소년 
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은 각 연령에 적절한…  

게임 (Game Time)  

조직적인 주제별 성경암송 (Handbook 
Time) 

그리고 성경 공부 및 활동(Large-group 
Tim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wana 활동 
 

Game Time 

개인별 및 단체별 종목을 
통해서 어린들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며 팀워크 또한 
익히게 됩니다. 각 연령층의 어린이들 
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통해서 선생들과 
어린이들 모두 함께 단합하는 실력을 
향샹시켜 줍니다. 
 

 
  Theme Nights 

 
         특별한 테마의 날에는  
         어린이들이 테마에 맞추어 
게임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귀중한 교훈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Special Guest Night (특별손님초청의밤) 
Outdoors Night (캠프의 밤) 
Treasure Hunt (보물찾기의 밤)…등등 
 
 
 

 이런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매주 어린이들은 정해진 점수부문에서 

각각 가장 점수가 높은 클럽은 시상식을 

통하여 상품등을 얻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한달동안 점수를 가장 많이 취득할시 

“Clubber of the Month” 라는 명예와 

상급을 얻기도 합니다.      

점수제도  | 출석 20 pts | 정시도착 10 pts | 

교재완성 10 pts | 방문자 30 pts | 유니폼 20 pts | 

Section 완성 10 pts | 등 

Awana 5가지 원칙 
 

1. 어와나는 성경말씀 중심이다. 

2. 성경암송이 중요 요소이다. 

3. 어와나는 신나고 재미있다. 

4. 모두를 섬기는 자들로  훈련한다. 

5. 자원봉사 리더십으로 새워진다.  
 

섬김의 기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고 싶었지만 아직 
기회가 없으셨나요? 어와나에서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이들을 
섬기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와나 사역에서 섬기시려면 
아래의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세례교인 
 어린이 제자양육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CUBBIES (Pre-school) 

 Leader 

SPARKS (Kindergarten – 2nd Grade) 
 Leader   

TRUTH & TRAINING (3rd – 5th Grade) 
 Leader 

TREK (6rd – 8th Grade) 
 Leader 

 

 

GENERAL 
 Game Director 
 이벤트 코디네이터 및 서무 

 

문의: 김현석 전도사, Awana Commander  
Ph: 718-229-0858 | overture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