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Net 소개

<한국어/Korean>

NJNet(North Jersey Network)
북부 뉴저지에 새롭게 창설된 뉴저지 남침례교 지방회이다. 북부 뉴저지를 위한 침례교 지방
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대화가 있은 후 마침내 지난 2007년 여름 뉴저지 침례교 지방회
설립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뜻있는 몇몇 뉴저지 교회와 다민족 교회(African

American, Anglo, Hispanic, Korean, Felipino, and Haitian)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뉴저지에 있는 남침례교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며 사역하도록 구비시켜주기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게 되었다. 그 후 16개월 동안 여러 목사님
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 해 지게 되었다.

2008년

9월 마침내 뉴저지 침례교회 모임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방회 필요를 다수결로
통과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공식적으로 뉴저지 남침례교 지방회로 The NJNet 가 출범하

게 되었다.

NJNet 비젼과 사명
NJNet 비젼 : 교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들이 상호 연결 함으로 영적 각성이 뉴저지
지역으로부터 땅끝까지 이어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NJNet 사명 : 새로운 제자들, 건강한 교회들, 경건하고 효율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뉴저지 네트워커 교회들을 능력있게 만드는 것이다.

NJNet 스텝
임시 회장 : 데이비드 피얼슨 목사가 향후 1-2년간 NJNet의 창설과 발전을 위하여 임시 회
장(Interim Director)으로 선임되었다. 피얼슨 목사는 뉴저지 출신으로 1980년부터 사역을 시
작하였으며, 1991년부터 뉴저지에서 사역 해 왔다.

1980년 플로리다 마이아미 대학을 졸업

하고 1989년 텍사스 서남침례신학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뉴저지에서 사역을 해오다 NJNet 임

시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NJNet 리더쉽
시작부터 새 뉴저지 지방회 NJNet 창설을 위하여 리더쉽 구릅으로 준비위원회(Transition
Team)가 발족되어 창립 조직, 지원책, 성장전략을 위한 과정을 수립하며 준비에 수고 해왔다.
NJNet Transition Team 명단 : Mark Davis(회장), Steve Allen, Louis Ao, Fred Cheriscat,
Paul Flores, Ted Harvey, Eddie Hatcher, Stephen Kim, Chris Loyd, Mario Martinez, David
Persson, George Russ.

NJNet 재정
남침례교(SBC) 북미선교부(NAMB)는 뉴욕주총회(BCNY)와 함께 협력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NJNet 스탭과 선교사역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다수의 뉴저지 교회들이 함께

비젼을 공유하며 NJNet 예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정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NJNet 웹사이트와 로고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www.NJersey.net

NJNet 창립 축제
2009년 3월 21일(토) NJNet 창립 축제 만찬을 갖게 된다.
이 모임은 새로운 지방회 창립과 동역 회원교회 환영을 축제하는 만찬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Letter of Intent’를 통한 NJNet 회원교회들과 함께 우리의 비젼과 미래를 공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NJNet 2009년 사역 일정
(NJNet 지방회 일정에는 다소 조정이 예상됨으로 모든 일정은 NJNet 임시회장인 데이비드
피얼슨 목사(973-334-5168)께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2/27 6:30 – 9:30 pm

청소년 Worship Live

3/21 9:30 – 12:00 am NJNet 창립 축제

장소: Gateway Baptist Church
장소: First Spanish Baptist Church
189 Paulison Ave., Passaic, NJ 07055

(3/6 – 8 Pinebrook: Youth-BCNY)
4/18

NJNet Equipping Conference

5/2

하기성경학교 교사 수련회(VBS Training)

- 뉴욕 주총회(BCNY)주최

6/12 – 13 목회자 부부 리트릿
(7/4 -11 World Cchangers: Neptune & Freehold)
8/8

목회자 감사 피크닠

(9/24 -25 BCNY 정기 총회)
10/17 NJNet 제1차 정기 총회
12/4

NJNet 크리스마스 만찬

NJNet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언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NJNet 재정 후원 방법
NJNet 지방회 사역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하실 뉴저지 침례교회들과 목회자들께서는 다음의
주소로 수표를 보내 주기 바랍니다.

Payable to “BCNY”

보내실곳 : Baptist Convention of New York
6538 Baptist Way
East Syracuse, NY 13057
** 반드시 수표 왼쪽 아래에 “NJ Net Designate” 이라고 적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