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BLESSED CONFERENCE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WE ARE THE
LIVING CHURCH

OF CHRIST 

뉴저지초대교회 교육관 (Chodae Education Building)
119 Rockland Ave. Northvale, NJ 07647

2.18(Sat) 9:00am-3:30pm

지난 2013년부터 지역교회 교사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처음 시작된 BLESSED 컨퍼런스가 2023년에는 더욱 ‘견고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리게 됩니다. 이번 11번째 컨퍼런스에서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BLESS-
ED 컨퍼런스에는 지역교회 교사분들과 리더십, 그리고 교회 교육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교
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The 1st BLESSED Conference started in 2013 with the goal of raising and strengthening local church teachers. 
In 2023, we will gather with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hurch. In our 11th conference, we will discuss 
and learn what it means to be “the living church of Christ”, so that we can all ‘love and live as the church.’ BLESS-
ED Conference is open to local church teachers, leaders, and anyone with the heart for Christian education. We 
welcome and look forward to rediscovering God’s vision and plans for the church in 2023!

Chodae Members Registration 

Deadline  1/30    Fee  $10   *선착순 700명 : first come, first served

장요한 목사 | Rev. Yohan Jang (Chodae Community Church. 551.216.1330) 

조희창 목사 | Rev. Hee-Chang Cho (KPCA NJ Education Dept. 646.30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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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
Inquiry 

General Registration

https://forms.gle/NgqZVrnu6gzuaRe97
https://forms.gle/Lo74qMfq9trRFtBu9
https://forms.gle/w2ufxkzhKDHJHZCA7
https://forms.gle/xkGmgo66LUM1GFwo7


Conference Speakers

Dr. Gary Parrett
Dr. Gary Parrett began to serve as the full-time education pastor in 1985. For the 

next 12 years, he would serve in New York, New Jersey, Seoul, and Seattle. Then in 
1996, Dr. Parrett became a full-time professor at Gordon College and Gordon-Con-
well Theological Seminary where he taught Educational Ministries and Worship. 
Some of his specialties include Christian education, catechesis, worship, and issues 
of faith and culture. He is also a lover of music and has written and published many 
hymns and songs for congregational worship. His wife Holly has been essentially his 
full partner in pastoral ministry. She was a professional counselor at Gordon College 
and Bergen Community College. The Parretts currently reside near Seattle in the 
State of Washington. 

개리 패럿 박사는 지난 1985년 전임 교육부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여 그 후로 12년 동안 뉴
욕, 뉴저지, 서울, 시애틀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러다 1996년 고든 칼리지와 고든콘웰 신학
교에서 전임교수로 교편을 잡아 교육사역과 예배학을 가르쳤다. 패럿 교수의 전문분야는 기독교 
교육, 교리 교육, 예배, 그리고 신앙과 문화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패럿 교
수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찬송가와 노래를 만들고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의 아내 홀리는 패럿 교수의 목회사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함께 섬겨왔다. 
과거에는 고든 칼리지와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전문 상담가로서 사역을 했다. 현재 패럿 부
부는 함께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주강사  |  Main Speakers

이찬수 목사  | Rev. Chan Soo Lee 
한국 분당우리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찬수 목사는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가장 고

귀한 선물이라고 믿는 목회자이다. 나아가 교회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특권을 누림
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예배를 통하
여 복음이 선포되고,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 세워가는 일에 나누고 섬기는 교회를 
실현해오고 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에 전
념하고 있는 목회자이다.

Rev. Chan Soo Lee is the Senior Pastor of Bundang Woori Church in South Korea 
who believes that the church is the most precious gift Christ has given in this world. 
He sees the church as having the privilege of being set apart from the world but also 
having the dynamic calling of realizing God’s will in this world. Rev. Lee has been lead-
ing a community of worship where the gospel is preached, a community of healing 
where pain and suffering can turn into joy and hope, and a community of love and 
service that cares for the marginalized in the society in the love of Christ. He is driven 
by the passion to love every soul and continuously dedicating his life to love and live 
as the church. 



Conference Speakers

박찬섭 목사  | Rev. Chansub Park
박찬섭 목사는 뉴저지초대교회 담임목사이며, 그의 목회 철학은 ‘복음을 가장 즐거워하고, 힘

있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는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
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과 역동성, 치유와 능력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 그
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는다. 

Rev. Chan Sub Park is the Senior Pastor of Chodae Community Church. His motto 
is to ‘love the gospel joyfully and preach it powerfully.’ He believes that it is the gospel 
that protects the church, not the other way around. And it is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ich is full of life, dynamic, healing, and powerful, that the church can 
become one and God’s Kingdom expand. Further, he believes that the calling of the 
church is to raise people and not buildings and to shine the light of Christ to the world. 

선택강의 강사  |  Breakout Session Speakers

이진아 전도사  | Pastor Jinah Yi
이진아 전도사는 현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이다. 지난 20년간 다음세대를 위한 사

역들을 해왔고, 주요분야는 십대들을 위한 제자훈련, 미디어, 성경적 성교육이다.
Pastor Jinah Yi is the president of Protect Next Generation in Southern California. 

She has been serving the next generation for the past 20 years in the areas of disci-
pleship, media, and biblical sex education.

권혁민 교수  | Professor Hukmin Kwon
권혁민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글로벌사역 디렉터와 목회신학 겸임교수이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프로그램인 ‘리딩지저스’의 대표이기도 하다.
Professor Hukmin Kwon is the director for Global Ministries and an adjunct pro-

fessor (pastoral theology)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He is also the repre-
sentative of a Christ-centered Bible study program called Reading Jesus.

주강사  |  Main Speakers

Andre Choi 전도사  | Pastor Andre Choi
Andre Choi 전도사는 Mosaic Christian Fellowship의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제

자훈련, 교회 개척, 리더십 분야,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
Andre is on staff with Mosaic Christian Fellowship and is responsible for leading the 

college ministry. He is passionate about discipleship, Gospel training, church planting, 
and leadership development. 



 Conference Information

Code Breakout Seminars (both Sessions 1 & 2) Speaker

1104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한국어)
*Breakout #1 only 이찬수 목사

1105 “Crucial Questions for Christian Formation (continued)” (English) Gary & Holly Parrett

1106 “Purity” (한국어/English) 
*Breakout #1 only 이진아 전도사

1107
“다음세대 제자훈련과 미디어 리셋 캠프 | Discipleship Training & Media Reset Camp”

(한국어/English) 
*Breakout #2 only

이진아 전도사

1108 “리딩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한국어) 권혁민 교수

1109 “Student Leaders: Movement of Discipleship” (English) Pastor Andre Choi

Time  Schedule

9:00-9:30 am 등록 | Registration
*간단한 아침 제공됩니다. (Light breakfast will be provided.)

9:30-9:50 am 찬양 | Praise
KM Praise Team

9:50-10:00 am 행사소개 | Orientation
인도자 (Presider)

10:00-10:30 am 1101: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사랑합니다”
박찬섭 목사 (한국어/English)

10:40-11:40 am 1102: “교회와 다음세대”
이찬수 목사 (한국어)

1103: “Crucial Questions for Christian Formation”
Dr. Gary Parrett (English)

11:50-1:00 pm 점심 | Lunch

1:00-1:50 pm 브레이크아웃 세션 1 | Breakout Session 1

2:00-2:50 pm 브레이크아웃 세션 2 | Breakout Session 2

2:50-3:20 pm 찬양과 기도 | Praise & Pray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