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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인사문

네이버플러스의 모든 활동은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나약한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물질과 시간으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단입니다. 
2017년은 저희 재단이 그동안 오랜시간 뿌려 왔던 씨들이 싹을 틔우고 무럭 무럭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더 단단해 질 것입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홍보와 지역의 여러단체들과의 연합적인 활동에도  열심을 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재단으로, 지역사회에 신뢰와 믿음을 주는 재단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물질과 시간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저희을 활동을 활발히 보고하고 함께 해 나가는 지역에 꼭 필요하고 
든든한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네이버플러스의 소셜 서비스팀은 이웃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인 이웃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서비스 (Social Service)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뉴저지 패밀리케어 혹은 노인아파트, 푸드스템프 혹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 
가며 해결해야 하는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들에 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주 20-30건의 요청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기암환자의 외롭고 힘든 삶의 마지막 여정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의 평안과 

소망으로 돌봐 드리는 호스피스사역과 연약한 환자를 돌봐 드리는 레스피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 소셜 서비스◆

Neighbor Plus를 한결같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올 2월부터 디렉터로 부임한 조세핀 정입니다.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꾸준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단지 교회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로 번져 가야 한다는 네이버플러스의 존재 이유를 새기며 그동안의 
많은 활동가들의 흔적을 살피며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열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주변을 돌아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없애기에 충분한 많은 즐거움들이 세상에 널려 있더라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따뜻함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저희의 네이버플러스와 같은 비영리 재단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이버플러스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은 배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네이버플러스 디렉터 조세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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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chool◆

 IT 관련 업계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관련분야로의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중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전문성의 업그레이드, 혹은 자격증 준비 등의 기회를 가지 

지 못한 분들을위하여 제공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히스패닉 홈리스 사역팀에서는 매월 히스패닉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빵과 음식을 주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신앙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달 많게는 100여명 적게는 40여명의 홈리스들과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는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만나며 관계를 만들어 가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므로 주님이 변화를 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2017 겨울 수련회 

◆히스패닉 홈리스 사역◆

2017 3월 

2017 4월 

 

2017 5월 

또한 겨울과 여름 두차례 2박 3일 간의 수련회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위로하는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겨울 수련회는 여러교회들의 협력으로 많은 스텝들과  45여명의 홈리스 형제들과 

함께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여름 수련회는 7월 20-22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IT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로 강사 봉사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4번의 각기 다른 주제로 한 주제에 8번에서 10번의 강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인들께서 자격증도 받으시고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8주간 Data Base와 SQL 이라는 주제로 많은 
수강자들과 줄겁고 활기찬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에는 5월 28일부터 8주간 인디자인 수업으로 주보, 
소책자, 브로셔, 포스터 등의 제작을 직접할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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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작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재단내에 여러가지 
서비스 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비영리 재단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KACF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에서 주관하는 3번의 웍샵에 참여 
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좀더 단단해 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고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외에도 뉴저지지, 뉴역 지역의 여러 비영리 재단들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활동들의 연계활동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활동◆

작은 교회 찬양 인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시작된 기타반, 백자 그릇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들의 

그림을 그려 넣는 포슬린 공예 클라스, 스페니쉬들을 위한 영어 클라스 그리고 

히스패닉을 종업원으로 두신 업주들이나 혹은 선교를 목적으로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스페니쉬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 

화 

교 

실 

◆

◆계획중인 활동◆ 

감사합니다.

256 Broad Ave 2nd FL, Palisades Park 
New Jersey 07650 

201-461-0909 
npdirector@neighborplus.org 

내가 살고 있는 Comfort Zone 에서 벗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것이라고 할지라고 이웃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베풀수 있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글맘 사역 : 우리 지역내 혼자 아이들과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 싱글 
맘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예)싱글만 자녀 돌보기, 직업 훈련, 상담 
핸디맨 사역:어르신이나 싱글여성들이 겪게 되는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는 홈닥터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