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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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주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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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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의 위치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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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성안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집사 사역을 하고 있던 Marry Sands Hutton, 집사를 

돌아봅니다. Hutton 집사님은 소아마비 후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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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www.youtube.com/watch?v=Qlqv_RHKh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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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교구의 사랑받는 공동체의 아이콘인 Gladys 

Lewis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워크숍을  

통해 인종간 화해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흑, 백인간 인종차별이 있던  

중에 성공회 여선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내부에서  

부터 변화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iVFq8BViLgQ 

현재 우리의 위치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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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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의 위치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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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인가

T h e  L o r d  h a s  p r o m i s e d  g o o d  t o  m e  
(주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약속하셨네 )

우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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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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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o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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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Richmond

Ar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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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and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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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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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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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congregations, 6 church schools, 6 retirement communities, and 2 retreat centers in One community of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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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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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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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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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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Fair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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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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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열매 있고 충만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경험한 것은 단순히 한 교회의 다양성, 규모 또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 교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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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교구의 
지리적 지도

회중교회

7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내에  1 7 9개  교회와 ,  6개  교회  학교 ,  6개  은퇴자  공동체 ,  2개  피정  센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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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아메리칸 원주민

인종 인구 통계
버지니아 교구의 

카운티 및 도시
출처: 미국  

인구 조사

61%
15%

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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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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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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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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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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y  S h i e l d  a n d  P o r t i o n  B e  
(나의  방패와  축복이  되시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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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거버넌스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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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및 재정

본당 약정헌금 수입: 2023년부터 버지니아는 금년 대회에서 

채택된 바에 따라 본당을 위한 새로운 약정 헌금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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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4.5% 표준 지불금만 계산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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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프로그램: 지난 5년 동안 교구 예산의 47%가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이 수행하는 미션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와 양성, 인종 정의와 치유 사역, 선교 회중교회의 

직접적인 지원, 사역 분별 과정이 모두 이 47%에서 

지원됩니다.

교회 시민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버지니아 주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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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82%

2,325,343
44%

3,980,000
75%

944,900
18%

257,400
5%

110,000
2%

935185
18%

905370
17%

773022
15%

353380
7%

11%

5% 2%

16%

14%

9%

•본당 약정 헌금 수입

•펀드 수입

•렌트 및 외부 신탁

•의료 신탁 환급금

2022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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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2 
년 평균 기부금

•미션 프로그램
• 거버넌스 및 재정  

및 커뮤니케이션
•교회 시민권
• 에시코펀시 

(Epsicopancy)

•운영

2022년 지출

•미션 프로그램
• 거버넌스 및 재정  

및 커뮤니케이션
•교회 시민권
• 에시코펀시 

(Epsicopancy)

•운영

2017-2022 
년 평균 기여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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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기회

A n d  G r a c e  w i l l  L e a d  M e  H o m e  
(은총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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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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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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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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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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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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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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비전(설문조사 및 청취 세션)

B r i g h t  S h i n i n g  a s  t h e  S u n  
(해처럼  밝게  빛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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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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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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 자원을 늘리고 

직원을 확대하여 모든 본당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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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의 다국어적 특성과 LGBTQ+ 기독교인을 찾고 

지원하기 위한 사역의 확대를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고,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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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대한 비전(설문조사 및 청취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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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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주교구

주교  
청빙 We ’ve  No  Le s s  Day s  t o  S ing  God ’ s  P ra i s e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

우리의 차기 주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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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교구

주교  
청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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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해  
주십시오

http://virginiabishopsearch.org/walk-with-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