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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놀라운 주 은혜
(Amazing Grace)

버지니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믿음의
구현을 위해 이 찬송의 가사로 우리의 이야기를 엮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속에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서, 활기찬 교회의 은혜, 기회와, 다양한 은혜, 그리고 항상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의 은혜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를 계속
성장시키고, 배우며, 모색해 나감으로써, 많은 허물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성령의 은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 저장고, 애드보커시 (Advocacy),
어린 자녀에게 신앙심을 키워주는 유치원, 여러세대에 걸쳐
신앙을 구축해 왔던 교구 캠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수
많은 사역등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식민지 시대부터 활기찬 현대적 실험에
이르는, 웅장한 교회 건물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인종 차별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남부
연합의 대의를 포용했던 즉, 노예 제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은 교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기도 했고
아름답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분투하는 인간의 교회로써,
다름 속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의의
불꽃으로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단단한
부싯돌과 같은 교구입니다.

놀라운 주 은혜 (Amazing Grace) 는 하나님 자신의 구속의 죄인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찬송이며,
이 찬송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 이야기의 끝부분을 기억나게 해 줍니다. 이는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으로 하나님 자신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그 부활의 빛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표지사진 제공: Wikip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tained_glass,_Holy_Family_Church,_Teconnaught,_September_2010_cro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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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 Grace that brought me safe thus far

(여기까지 이몸 안전하게 인도하심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오니)

버

현재
우리의 위치

지니아 교구로서 역사는 여러번 기록되었지만, 교구의

모든 목소리를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완성하지 않은 퀼트 이불처럼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일부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미 있는

업적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의 능력과, 활동, 무활동에서

목소리가 배제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체계적 차원에서 교구로서) 합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몇몇 본당에서는

퀴어/LGBT +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2003년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기 위해 교구는 전반적으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스페인어나 한국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는 소수의 활기찬 교회를 포함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버지니아 교구에서 일어나는

노력과 변화는 최근 버지니아 영연방이 변화했던 방식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읽기 원하면,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thediocese.net/who-we-are/history/
우리는 지금도 미래 역사의 전성기가 기록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교구의 사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Jennifer Brooke-Davidson 주교의 최근
묵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할 수 없는 동시에, 또한 역사는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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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말할 수 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에 이야기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전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구의 Creation Care and Evangelism에 대한 우선
순위는 새로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세상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갖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나가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이야기가 수년동안 글로 쓰여진

이야기로, 최근에는 비디오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구 생활에 누락된 정보를 채우기 시작하여 최근의
역사나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옛날의

뷰마스터를 클릭 (view-master)하거나 지나가는 차

뒷 좌석에서 어린이가 영화를 보고 있는 한 장면을 살짝
보고 스치는 것처럼,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기만 해도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산악 선교는 버지니아 교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Monacan (모나칸) 대지를 사용하는 Red Hill

지역의 Grace 교회는 목적성, 환경 지속 가능성, 단순성
및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를 구현하는 에큐메니칼

청년 공동체의 짧지만 아름다운 시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젊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가르쳐 주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www.youtube.com/watch?v=Sl04BqrIO1E

우리는 여성안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버지니아 교구의 사랑받는 공동체의 아이콘인 Gladys

돌아봅니다. Hutton 집사님은 소아마비 후유증을

통해 인종간 화해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집사 사역을 하고 있던 Marry Sands Hutton, 집사를
겪으면서도 블루리지 산맥 (Blue Ridge Mountains)

의 시골 빈민들을 위해 20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다양한 능력의 은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장애인법은
1990년이 되어서야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Hutton
집사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Lewis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워크숍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흑, 백인간 인종차별이 있던

중에 성공회 여선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내부에서
부터 변화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iVFq8BViLgQ

연방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www.youtube.com/watch?v=Qlqv_RHKhS8

4

현재 우리의 위치 / 역사

또한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다 넓은 지역사회 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Falls Church의 La Iglesia Santa Maria
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반적인 정부 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cwXF13HhmLs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버지니아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은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며 아직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계 1:8)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봅니다.

차기 주교를 찾는 청빙과정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구는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를 기록해 나가는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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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주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약속하셨네)

우리는 누구인가
버

지니아 교구에는 400명 이상의 성직자를 포함하여

거의 70,000명에 이르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이 있으며,
179개 교회, 6개 교구 학교, 6개 교구 집, 2개 교구

컨퍼런스 센터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와, 교회 및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회 신학교의

본거지인 우리 교구는 성공회가 처음 북미와, 서쪽으로는
애팔래치아, 그리고 북적이는 워싱턴 D.C. 남쪽 교외
지역에서 리치먼드와 중부 버지니아에 이르는 시골
타이드워터(Tidewater)까지 뻗어 있습니다.

우리 지경내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우리가 사는 지리적 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인종
및 민족 구성이 계속 증가하는 변화의 다양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다양성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잘 닮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 즉,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교구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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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교구의
지리적 지도

Northern
Piedmont

522

Winchester
Church of the
81
Good Shepherd,
St. Peter’s,
Bluemont
Purcellville
Grace Church,
Berryville

Shenandoah Valley
Westminster-Canterbury
Christ Church, Winchester

St. Mary’s,
Berryville
Cunningham
Chapel Parish,
Millwood

Calvary Church, Front Royal

Cathedral Shrine of the
Transfiguration, Orkney Springs

Emmanuel, Middleburg

Church of Our Redeemer,
Aldie

Grace, The Plains

2

Aquia,
Stafford

3

St. George’s,
Fredericksburg

Church of the Messiah,
Fredericksburg

15

St. John’s,
King George

Trinity, Fredericksburg
Grace Memorial,
Port Republic

Stuart Hall School, Staunton

Grace, Stanardsville

Good Shepherd of the Hills,
Free Union

Charlottesville

8

South Fairfax

Church of the Good Shepherd, Burke (1)
Holy Cross Korean, Fairfax (2)
La Iglesia de Santa Maria, Falls Church (3)
St. Alban’s, Annandale (4)
St. Andrew’s, Burke (5)
St. Barnabas’, Annandale (6)
St. Christopher’s, Springfield (7)
St. Patrick’s, Falls Church (8)
St. Paul’s, Bailey’s Crossroads, Falls Church (9)
St. Peter’s in the Woods Church, Fairfax Station (10)
The Falls Church, Falls Church (11)
St. John’s, Centreville (12)
Trinity, Manassas (13)

301

St. Mary’s,
Colonial Beach
3

St. Peter’s,
Port Royal

St. Thomas’s, Orange

Buck Mountain, Earlysville

St. Paul’s,
King George

Emmanuel, King George

Christ Church, Spotsylvania

95

All Saints Sharon Chapel, Alexandria (1)
Church of the Spirit, Alexandria (2)
La Iglesia de San Marcos, Alexandria (3)
Olivet Church, Alexandria (4)
Pohick Church, Lorton (5)
St. Aidan’s, Alexandria (6)
St. James’, Mt. Vernon, Alexandria (7)
St. Luke’s, Alexandria (8)
St. Margaret’s, Woodbridge (9)
St. Mark’s, Alexandria (10)

Fredericksburg

7
1

6

Potomac

9

Emmanuel, Rapidan

29

9

8
6

7

Christ Church (1)
Church of St. Clement (2)
Church of the Resurrection (3)
Emmanuel (4)
Grace (5)
Immanuel Church-on-the-Hill (6)
Meade Memorial (7)
St. Paul’s (8)
St. Stephen’s & St. Agnes School (9)
Goodwin House, Alexandria (10)
Goodwin House, Bailey’s Crossroads (11)

5

4

3

2/4

3/10
5

17

St. Stephen &
The Good Shepherd, Elkton

1

4

St. Luke’s, Remington

Piedmont/Bromfield, Madison

Alexandria

2

11
10

2/9

5

St. Stephen’s,
Catlett

Christ Church, Brandy Station
St. Stephen’s, Culpeper

St. Paul’s, Ingham, Shenandoah

7

10

St. George’s, Pine Grove, Stanley
33

4

6

Grace, Casanova

Little Fork, Rixeyville
Christ Church, Luray

Emmanuel, Harrisonburg

3

8

340

9
395

7

11

1

66

13

1/5

5/7
1

3

29

Trinity, Washington
81

50

9

4

12

St. Andrew’s,
Mount Jackson

2/4

8

St. Paul’s, Haymarket

St. James’, Warrenton

7

6

10

La Iglesia de Cristo Rey (1)
La Iglesia de San Jose (2)
St. Andrew’s (3)
St. George’s (4)
St. John’s (5)
St. Mary’s (6)
St. Michael’s (7)
St. Peter’s (8)
Trinity (9)

3

6
66

7

Emmanuel, Delaplane

St. Andrew’s,
Marshall

522

Arlington
8

St. David’s,
Ashburn

Culpeper

Emmanuel, Woodstock
Shrine Mont Conference
and Retreat Center,
Orkney Springs

St. Gabriel’s,
Leesburg

St. Matthew’s, Sterling

Leeds,
Markham

340

Church of the Holy Cross, Dunn Loring (1)
Epiphany Episcopal, Oak Hill (2)
Holy Comforter, Vienna (3)
St. Anne’s, Reston (4)
St. Dunstan’s, McLean (5)
St. Francis, Great Falls (6)
St. Francis Korean, McLean (7)
St. John’s, McLean (8)
St. Thomas, McLean (9)
St. Timothy’s, Herndon (10)

Trinity, Upperville

Meade Memorial, White Post
66

North Fairfax

15

St. James’,
Leesburg

7

St. Paul’s Church-on-the-Hill,
Winchester

Southern
Shenandoah
Valley

Christ Church,
Lucketts

St. Peter’s, Oak Grove
St. James’, Montross

Trinity

29

St. Paul’s
Memorial
McIlhany
Parish

St. Paul’s, Ivy
Emmanuel,
Greenwood

250

Christ Church

64

St. John the
Baptist, Ivy
Church of the Holy Cross,
Batesville

St. Asaph’s, Bowling Green
Christ Church, Gordonsville
Westminster-Canterbury
of the Blue Ridge

St. Luke’s, Simeon,
Charlottesville

33

Cople Parish, Hague
St. John’s, Warsaw
95

Church of the
Incarnation,
Mineral

St. James’, Louisa

Grace, Keswick
64

St. Anne’s, Scottsville

The Fork Church, Doswell

St. John’s, Columbia

3
5

St. Martin’s, Henrico (6)
St. Mary’s, Goochland (7)
St. Matthew’s, Henrico (8)
Roslyn Retreat Center (9)

4

St. Peter’s (9)
St. Philip’s (10)
St. Stephen’s (11)
St. Thomas’ (12)
St. Catherine’s School (13)
St. Christopher’s School (14)
Varina, Henrico (15)
Westminster Canterbury (16)

360

St. Paul’s, Millers Tavern

5 2 8
4

Trinity Church, Lancaster

Upper
Tidewater

17

St. Mary’s, Whitechapel
Grace, Kilmarnock

Rappahannock
Westminster-Canterbury

Christ Church, Saluda
Christchurch
School

Immanuel, King & Queen Courthouse

33

St. Peter’s, New Kent

12
7

St. Mary’s, Reedville
3

Wicomico Parish, Wicomico

St. David’s, Aylett

9

95
11
3
13/14

St. Stephen’s, Heathsville

Northern
Neck

St. John’s, Tappahannock

8
1

16
1

Central Richmond
Christ Ascension Church (1)
Grace & Holy Trinity Church (2)
Holy Comforter Church (3)
St. Andrew’s (4)
St. James’s (5)
St. John’s (6)
St. Mark’s (7)
St. Paul’s (8)

6
7

Calvary,
Hanover
St. Paul’s,
Hanover

North Farnham Parish, Warsaw

St. Margaret’s School

Church of the Creator,
Mechanicsville
Emmanuel,
Brook Hill, Henrico
Immanuel,
Old Church

2

West Richmond
All Saints, Henrico (1)
Christ Church, Glen Allen (2)
Grace, Goochland (3)
St. Bartholomew’s, Henrico (4)
St. Francis’, Manakin Sabot (5)

North
Richmond
All Souls,
Mechanicsville

Epiphany, Henrico

360

Vauter’s, Loretto,
Champlian

301

St. James the Less,
Ashland

Church of Our Saviour,
Montpelier

15

Grace, Bremo Bluff

St. Paul’s, Montross

522

10

64
9

64

St. Paul’s, West Point
St. John’s, West Point

Kingston Parish,
Mathews

33

Ware, Gloucester

6

Westover, Charles City

Abingdon,
White Marsh

15

schools,
communities,
centers
of가faith.
179의congregations,
하나
믿 음 의 공 동6체church
내에 1
7 9 개 6교retirement
회와, 6 개
교 회 학 교 ,and
6 2개retreat
은퇴자
공 동 in
체 ,One
2 개community
피정 센터
있습니다.

회중교회

버지니아 교구는 전국적인 하락 추세에 신도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집계된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도 대다수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활력과 성장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한 교회의 다양성, 규모 또는 위치가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열매 있고 충만한 미래로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 교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출처: https://episcopalchurch.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76003689d9944d1cb82851513b0be2b3

Church of Our
S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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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인가

출석율

코비드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에, 우리 26개의
회중교회에서는 주일에 10% 이상의 성장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강한 성장을 보이는 26개 교회의 위치:
교외지역
8
시골지역
9
도시지역
6
작은 마을
3

팬데믹 이전 10년 기간이 끝날 때26개 교회의 평균
주일 출석:
50 명 이하 10
51-200명
11
201명 이상 5

26개 회중 교회 중 2곳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26개 회중
교회 중 2 곳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입니다.

약정 헌금

2018년과 2019년(팬데믹 이전의 마지막 해) 사이에, 우리
교회 중 50곳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으로 예배현장에서
드리는 헌금 및 약정헌금 (plate-and-pledge)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헌금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는 50개 교회의 위치:
교외지역
20
시골지역
14
도시지역
7
작은 마을
9

50개 회중교회 중 2곳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50개 회중
교회 중 2곳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입니다. 50
개 회중교회 중 1곳은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50개 회중교회
중 24곳은 2019년에 예배현장에서 드리는 헌금 및 약정헌금
(plate-and-pledge)소득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양성

교회의 쇠퇴는 단지 버지니아 교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씨를 뿌리고 성장을
이루시는 다양한 방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구 내에 있는 38개 카운티 타운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종과 민족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는 인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인 60%, 흑인 15%, 히스패닉 13%,
아시아인 10%, 아메리칸 원주민 1%, 기타 2%
(https://census.gov의 데이터 및 신원).

인종 인구 통계
버지니아 교구의

1%

카운티 및 도시

10%

출처: 미국
인구 조사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아메리칸 원주민

13%

15%

61%

8

우리는 누구인가

계속되는 다양성

우리 교구의 지리적 다양성은 교회 경험의 다양성과 신앙
표현의 다양성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도시, 교외 및 시골

지역에서 모든 규모의 교회에서 4개 이상의 언어로 만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전통적, 현대적,
하이(high) 교회, 낮은(Low) 교회)는 식민 농장 위에

세워진 18세기 교회와 1960년대의 새로운 교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모더니스트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회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대다수는 대부분 백인입니다. 그외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더 다양하고, 이 중 소수는 주로 또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라틴계
또는 아시아인에 해당됩니다.

우리 회중 교회 중 일부는 거의 4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녔고 다른 교회는 완전히 새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복음주의 정신은 리더십과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활기찬 혼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부 교회는 지역 뿌리가 깊이 내려있고, 일부교회는

미국 전역 및 세계에서, 또 일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막 발견해 나가고 있고, 일부 교회는 오랜 개인적 또는
가족적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주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누렸던

것과 동일한 지리적 및 인구학적 다양성으로 우리의 미래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구 구성원,
성직자 및 리더십의 인종적 다양성에 비추어 교구 내의
일반 신도집단에 일치하는 다양성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과,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교구 수준에서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들의 대표가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인식하면서, 버지니아 교구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는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약속하셨음을 알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소망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왕국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주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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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및 재정

My Shield and Por tion Be
(나의 방패와 축복이 되시며)

여

거버넌스
및 재정

기 제공된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거버넌스 구조, 교구

직원 및 기타 실용적인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찾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버지니아 교구의 항목 (line-item)
및 서술형 (narrative) 예산은 교구 웹사이트의 컨벤션
정보 섹션 에 게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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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및 재정
본당 약정헌금 수입: 2023년부터 버지니아는 금년 대회에서
채택된 바에 따라 본당을 위한 새로운 약정 헌금 계획으로

257,400
5%

110,000
2%

전환됩니다. 예산의 평균 82%는 본당 헌금으로 구성됩니다.
펀드 수입: 예산의 10%는 기금 관리위원회 (Trustees of

the Funds)가 보유한 교구 소유 투자 기금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일부 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은

2022년 기부금

•본당 약정 헌금 수입
•펀드 수입
•렌트 및 외부 신탁
•의료 신탁 환급금

944,900
18%

표준 4.5% 표준 지불금만 계산에 넣습니다.

3,980,000
75%

렌트 및 외부 신탁: 예산의 4%는 주거 자산 및 교회 자산에서
징수한 임대료와 이러한 신탁의 수입을 교구로 보내는 외부
관계자가 보유한 신탁에서 나옵니다.

의료 신탁 환급금: 2% 교구는 의료 및 치과 보험 플랜의
중앙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2%의 환급을 받습니다.
교구 치과 보험 플랜은 자가 보험입니다.

버지니아 성공회: % 버지니아는 이전에 교구에서 인쇄한
뉴스레터인 Virginia Episcopalian(버지니아 성공회),

출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구당 6달러를 자발적으로
모았습니다.

353380
7%
2022년 지출

•미션 프로그램
•거버넌스 및 재정

773022
15%

및 커뮤니케이션

•교회 시민권
•에시코펀시

2,325,343
44%

905370
17%

•운영

(Epsicopancy)

미션 프로그램: 지난 5년 동안 교구 예산의 47%가 직원과

935185
18%
5%

자원 봉사자들이 수행하는 미션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2%

11%

전도와 양성, 인종 정의와 치유 사역, 선교 회중교회의

2017-2022
년 평균 기부금

•본당 약정 헌금 수입
•펀드 수입
•렌트 및 외부 신탁
•의료 신탁 환급금
•버지니아 성공회

직접적인 지원, 사역 분별 과정이 모두 이 47%에서
지원됩니다.

교회 시민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버지니아 주 예산의

82%

14%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성공회, 성공회 관구 III, 현지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활동에 기부했습니다. 2022년 예산의
일부는 모든 교구 장학금 및 교부금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증가될 것입니다.

주교단: 14%. 주교와 지원 직원의 급여는 이 범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향후 Lambeth 컨퍼런스 및
주교 승계 과도기를 위한 여행 및 예비비도 포함됩니다.
운영: 이 10%에는 Mayo House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과 전문 비용, 자동차 유지 보수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2017-2022
년 평균 기여도

•미션 프로그램
•거버넌스 및 재정
및 커뮤니케이션

•교회 시민권
•에시코펀시
•운영

(Epsicopancy)

9%
14%
47%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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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기회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은총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네)

계

도전과
기회

획된 3년의 임시 잠정 기간이 지난 후, 교구는 우리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교구 전체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교구 지도력에 대한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지쳐있고,
누군가는 단순히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교구

지도자들과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위한 갈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투명성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과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교구가 본당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교가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고, 그러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장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교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평면도와 새로운 문화를 필요로 할 때 주교가 와서
단지 가구만 재배치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전체에서 언급했듯이, 교구의 역사는 창립부터
현재 하나님과 동행에 이르기까지 인종 차별주의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훈련, 경청 세션,
인종 정의 및 치유를 위한 새로운 교구 전도사 고용을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교구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1000만 달러(70% 예 - 30%

아니오)의 배상금 기금과 인종 정의를 위한 작은 임팩트
12

도전과 기회

닮음) 사이의 희망의 삼각형
(Triangle of Hope) 창립

회원입니다. 버지니아 주교는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활력을 갖고

활용할 주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진리 안에 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당 간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으며 합의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버지니아는

회중에 의한 통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첫번째
주교 이전 150년!), 우리 본당 중 많은 곳이 이러한

스타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우리는 성공회 전통과 미래
기금의 설립을 지시하였습니다. 구조적 인종 차별주의가

아직도 존재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이 죄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주교를 청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 책임의 관계에서 우리 여정에 동행하며, 그 같은 놀라운
은혜로 회개하고 탐구하고 변화시킬 주교를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교가 직권으로 속한 여러

이사회에서 주교의 시간에 대한 요구와 House of Bishops

전체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동일한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나
누군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렌즈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공통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요구(교구에서 연간 약 5-6주)입니다.
이것은 유대관계에 대한 동일한 열망에서 비롯되며, 차기

주교는 관리 및 위임 기술을 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보조 및 보조 주교처럼 이러한 사역에 참여할 주교 동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교구는 영국 성공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버지니아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신학교의 본거지이며, 존경받고
도발적인 많은 방문객들의 교구 호스트이자 성공회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쿠마시 교구

(가나), 리버풀 교구, 버지니아 교구 (두려운 노예 삼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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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 Shining as the Sun
(해처럼 밝게 빛나는)

교

미래에
대한 비전
구의 사람들은 5가지 주요 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평신도와 성직자, 교구 센터와 주변부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주요 주제가 다음 시기에 우리의 평범한 삶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와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 입니다.

교구에는 많은 사랑이 있으며, 사람들은 함께 일하면서
단합하고, 서로 돕고 지원하면서, 교구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교구가 사명과 목적에 있어 하나가 되고

본당과 지역에 걸쳐 협력한다고 느끼는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고, 위기에 벅차하고 위기에

직면한 세대에게 복음을 계속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공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과 책임감

있는 공동체를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확고한
신앙생활과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이끌어 줄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을
통해 용감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통해 교구를
인도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여 교인을 초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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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유쾌한, 놀라운 복음을 전할 사람, 다음에 있을
일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행정관리 가 네 번째 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계를 넘어선

교구의 다국어적 특성과 LGBTQ+ 기독교인을 찾고

직원을 확대하여 모든 본당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과

특별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고, 진정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 자원을 늘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독창적인
계획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개척하며, 사랑하는 본당의 일상 업무의 희생없이,

자원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성 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계속 사역하기는 힘들다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돌보고, 복음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확신대로 사는 방법을 발견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비록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원하기 위한 사역의 확대를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상상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적 정의는 선택이 아닌

필요이며, 우리는 여전히 전체 교구에서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망 안에서, 우리의
다채로운 삶의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동일한 회중의 존재감이 다른 교구와는 달리 버지니아에

활기와 활력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웃만큼이나 다양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역사에 비추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복음의 약속을 실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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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 ve No Less Days to Sing God ’ s Praise

(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

친애하는 차기 주교님,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집중적인 자체 청빙노력,
질문들, 성장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역사의 다음 장을 쓰기 위해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열정을 되찾고 정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깊이 파고들며, 우리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고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의 자원, 인력, 열정을 활용할 역동적인 지도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고, 현지 상황에서 현지 회중을 지원하고, 우리가
함께 구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도울 수 있는 주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교님께서 담대함과, 지혜, 겸손, 비전 및 성실성을 갖추고
계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변화와 갈등을 통해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이끈 주교님의 경험은 우리 교구가 지속될 변화를 추구할 때 연민을
갖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당신의 능력은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깊고 전염성이 강한 기독교 신앙과 강단과 광장에서의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재확인할
때, 시간을 내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교구를 초월하여 우리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의
능력을 알게될 때,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일에 참여로 복음을 나누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House of Bishops (주교의 집)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걷는 것이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당신께서 동료 성직자를 섬길 때 이분들을
부드럽게 안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우리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버지니아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교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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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추천해
주십시오
Than When We’ve First Begun (처음 찬양할 때 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청빙을 위한 추천에 대해 마음을 주셨다면, 추천 양식도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합류 하려면 virginiabishopsearch.org/walk-with-us/ 를 방문해 주십시오.
—주교 청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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