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반에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이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Blessed 컨퍼런스에서는 이러
한 부담감을 갖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신 교사분들께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켜내며, 다시 한
번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 위해 함께 배우고 서로를 격력하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하는 Blessed
2022에 지역교회 리더쉽과 교사분들, 그리고 교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It has been almost 2 years since the global pandemic started in early 2020. As the pandemic’s end is still yet to
come, many have come to grips with the challenging reality of keeping one’s faith in a world that is constantly
changing and even pressuring. Blessed 2022 is for those teachers who are continually persevering to serve the
next generation. It will be a time of learning and encouragement for you to revisit your own faith, learn how to
keep yourself, and rediscover hope in the process. We look forward to sharing hope with the local church leaders, teachers, and anyone with the heart for Christian education during our 10th anniversary of Blessed!

General Registration

Chodae/Mosaic Members

*실내 제한인원 400명 (In-person seating capacity: 400) *온라인 제한 없음 (No limit for Online)

Registration Deadline

1/16

Fee $10

Inquiry Rev. Yohan Jang (Chodae Community Church; 201.574.3742)

Rev. Hee-Chang Cho (KPCA Education Department; 646.300.4790)

Be Loving, Encouraging, Sanctified, Spirit filled, Eternal, Disciples of Jesus

Main Speakers
Rev. Jim-Bob Park

| 박형은 목사
박형은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영어교회 담임목사로 12년간 사역을 하다 2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1세 목회가 필요함을 깨닫고, KM 목회에 뛰어들어 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2017년 뉴저지초대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박형은 목사의 중요한 목회 비전은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제시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Rev. Park served as the lead English Ministry pastor of Young Nak Church for 12 years. He
realized the importance of 1st generation involvement in transforming the faith of the 2nd
generation and went into the Korean Ministry. After serving as the head pastor of Binneri
church and Oriental Missions Church before arriving at Chodae Community Church in 2017.
Rev. Park’s ministry vision is to establish the next generation of faith on God’s Word. He is deeply invested in casting the vision and promoting Christian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Rev. David Ross

| 오대원 목사
오대원 목사의 본이름은 David E. Ross 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사
랑하는 선교사’로 알려진 그는 지난 60년을 한국을 위해, 그리고 한국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한인들을 위해 사역을 시작했지만 지나보니 한인들에게 섬김을 받아 왔다고 말한다. 193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나 킹 대학교와 버지니아주 유니온 신학을 거쳐 1961년 미국 남장로교
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받았다. 1973년에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였고, 1980년에는 국제 Youth With A
Mission(YWAM)과 연합하여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1986년까지 이끌었다. 1994년에 시애틀로 사역지
를 옮겨 안디옥국제선교훈련원(AIIM)을 설립하였고 오늘날까지 많은 한인동역자들과 함께 세계를 섬기
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Rev. David E. Ross is known as ‘a missionary who loves Korea more than Koreans do.’ He
is often known by his Korean name, Daewon Oh, and is fully fluent in Korean. For the past 60
years, Rev. Ross has served for and with the Korean people. He likes to say that in the beginning he went to serve the Korean people but soon discovered he was being served by them.
Rev. Ross was born in 1935 in North Carolina, went to King College and then Union Seminary
in Virginia, and became a missionary (PCUS) to Korea in 1961. In 1973, he founded the Jesus
Evangelism Team, which later became YWAM Korea once it merged with Youth With A Mission
in 1980 and stayed in Korea until 1986. Rev. Ross later relocated his ministry in Seattle and
founded the Antio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ssions (AIIM) in 1994, committing to serving
the world to this day along with many Korean colleagues.

Main Speakers
Dr. Hanna Chung

| 정하나 박사
정하나 박사는 가정사역을 전공하였고 현재 LMFT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가
족 치료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뉴욕 그루터기 교회 정진호 담임목사의 아내로서 현재 교회내 어린이 사역
디렉터로 섬기고 있고, Lighthouse Counseling Network의 상담자, 그리고 HIS University 겸임교수이
기도 하다. 지난 30년동안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상대로 사역을 해왔고, 뉴욕대학교 Spiritual
Life Advisor로도 봉사하고 있다. 현재 남편과 두 아들(Jedidiah 와 Jeremiah)과 함께 뉴욕에 살고 있다.
Dr. Hanna Chung studied Family Ministry (Ph.D) and is a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LMFT). She is the wife of Joseph Chung, the Senior Pastor of the Remnant Church
in NYC, where she also serves as the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y. Outside the church, she is
one of the counselors at Lighthouse Counseling Network and an adjunct professor at HIS University. For the past 30 years Dr. Chung has served in ministries involving children, youth, and
college students and she’s also been volunteering as a Spiritual Life Advisor at New York University. She currently lives in the NYC with her husband and two sons (Jedidiah and Jeremiah).

Dr. John Huh
John Huh 박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의 회복과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
을 갖고 있다.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이중문화를 이해하는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현재 목사, 상담사, 교수로
서 지역사회와 학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에 2명의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상한 자들을 위한 교
회’라는 비전으로New Mercy Community Church 를 북뉴저지 지역에 개척하였다. 현재 계속해서 New
Mercy에서 섬기고 있고 New Brunswick 신학교와 Princeton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연
구 주제들로는 목회적 돌봄,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한 상담, 긍정 심리학, 교회 개척, 리더십 등이 있다. 또
한 여러 교회들과 치료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Lighthouse Counseling Network
라는 비영리 단체의 디렉터로도 섬기고 있다. 아내인 Hannah 와 두 자녀 (Benjamin, Noelle)와 함께 살
고 있고 자기 관리 방법으로는 농구, 골프, 낮잠을 선호한다.
Rev. Dr. John Huh is passionate and excited about restoration and renewal of mental, emotional, and spiritual health of people. As a bilingual, bi-cultural Korean American, he is active
in the community and in the academia as an ordained pastor, a counselor, and a professor. In
2010, he and two other co-lead pastors planted New Mercy Community Church, an emerging
church in northern New Jersey with the vision to be a “church for the broken.” Currently, he
continues to serve at New Mercy, while teaching at New Brunswick Seminary and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Some of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in
the Asian American context, positive psychology, church planting, and leadership. Moreover,
John is the director of The Lighthouse Counseling Network,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counseling through a network of churches and therapists. As much as John enjoys
work, he loves spending time with his wife Hannah and his two kids Benjamin and Noelle. For
self-care, he prefers playing basketball, golf, and taking naps.

Conference Information
Time

Schedule

8:30-9:00 am

등록 | Registration

9:00-9:20 am

찬양 | Praise
KM Praise Team

9:20-9:30 am

행사소개 | Orientation
Presider

9:30-10:10 am

1001: “Finding Hope in 2022”
Rev. Jimbob Park (한국어/English)

10:10-10:50 am

1002: “Youth Are Nation Changers”
오대원 목사 (영상; 한국어)

1003: “Youth Are Nation Changers”
Rev. David Ross (Video; English)

11:00-12:00 pm

1004: “성경적으로 바라본 정신 건강”
정하나 박사 (한국어)

1005: “Creating A System of Care in Your Church”
Dr. John Huh (English)

12:00-01:00 pm

점심 | Lunch

01:00-01:50 pm

브레이크아웃 세션 1 | Breakout Session 1

02:00-02:50 pm

브레이크아웃 세션 2 | Breakout Session 2

03:00-03:30 pm

찬양과 기도 | Praise & Prayer

Code

Breakout Seminars (both Sessions 1 & 2)

Speaker

1006

“경험주 학습법을 사용한 또래 상담, 소그룹 인도 및 주일 학교 운영법”

정하나 박사 (한국어)

1007

“Caregiving Responses - A Personal Assessment”

1008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학교와 다음세대 교육전략”

1009

“How to Prepare Praises for VBS and Lord’s Day Worship”

1010

“Cooperative and Inclusive Games for Large/Small Group”

1011

“Do You Want to Be Well?” (For Pastors)

Rev. Dave Park (English)

1012

“Going Back to Go Forward: Catechism”

Rev. Patrick Nam (English)

1013

“대화, 돌봄의 열쇠”

Dr. John Huh (English)
조희창 목사 (한국어)
Kevin Ma (한국어/English)

최 선 전도사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