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27차 연례 대회 요약  
 

교구 전역에서 온 390명 이상의 평신도 및 성직자 대표가 버지니아 

교구의 제 227차 연례 대회를 위해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목회 연설에서, 수잔 고프 사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년의 경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붕괴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판데믹 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변화해 

왔습니다. 각각의 예배 공동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도, 우리는 편안했던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더 깊고 넓게, 우리의 안락한 지대 너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프 주교는 교구의 교회들이 작년에 더 깊고 넓어졌으며 심지어 더 강력한 사역을 하게 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상 예배를 통해 몇몇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새 예배 공간이 올해 

봉헌되었습니다. 12월에 주교는 판데믹이 시작된 이래 26명의 신부와 일곱 명의 부제를 서품할 

것입니다. 교구는 또한 인종 정의와 치유 목적으로 우리의 첫번째 선교사인 제이.리.힐 주니어 

박사를 불렀습니다.  
  

고프 주교는 하나님께서 낡은 방법을 허물고 우리를 열어 주시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녀는 성 바울로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였습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제 227차 대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R-10a 결의안으로, 교구가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위한 배상금으로 $10,000,000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결의안에서는 "성공회와 버지니아 교구는 노예 제도, 원주민과 토지에 대한 폭력, 인종 차별 및 

기타 인종 차별적인 제도를 지지하고 이에 가담한 오랜 역사가 있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교구는 "노예들이 지은 수많은 교회 건물의 본거지이며, 버지니아 교구의 많은 교구가 

노예제와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한 역사, 그리고 인종 불공정에 지속적인 공모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R-10a 에서는 주교가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들이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 제도의 유산에서 

비롯된 불공정, 배제와 편견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구조, 양식 및 공동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하고 제안하는" 배상 태스크 포스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 배상금 및 대출의 목적은 BIPOC 공동체, 사람들 및 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버지니아 교구, 소속 기관, 또는 교회의 과거 부당한 행동으로 특별히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결의안들도 채택되었습니다.  
R1 안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교회가 교구의 공동 사역에 대한 헌금, 서약금 및 정기 지원의 10%를 

서약하는 버지니아 언약 헌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R2, R3 및 R5 안에서는 제의실을 포함한 교구 치리회의 디지털 및 하이브리드 회의에 대한 모범 

사례를 수립합니다.  
 

R4a 안에서는 인종 정의와 치유를 위한 임팩트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투자 기금은 교구 내에서 

인종 정의와 치유를 지원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R6 안에서는 기후 비상 사태를 인지하고, 교구에게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을 

약속하라고 촉구합니다.  
 

R8안에서는 본당에서 부제에게 교회 연금 그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R9a 안에서는 교구의 라틴 히스패닉 계 공동체를 위한 스페인어 식별 및 형성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식별 팀의 임명을 요청합니다  
 

부가적인 결의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R-11: 보조 주교 추가 임명 

R-12: "확장된 개정판 공동 성서일과 일일 독서" 시험 사용 

R-13a:Shrine Mont Camp를 지원하는 결의안  
 

결의안 전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회칙과 정관 개정  
대회에서는 회칙과 정관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정안 전체 목록과 각 전문은 

여기에서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iBFn36sz_k-psNtXcnmlrpPuBwAOVrL8GGNJ5pzmS3qUbKtW78seHTCsMC9L0E5SO3OajPpOecmqxKWT599oFcoihuxRzsySK9TSp291FhTBmHCaT9NGQXzJDL5uCzLwoyHRPjc5DVqU71MluzvynK13msoiTID4Xr3PftLjq3O0GhhV3_aIclef01ozXHLrC1uhmF5xtIK8oFRWKIJ7tYxb2LcobiOaw==&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WbZBcuQ0QCTBJXpkRmXHNmxj8c1EvZzdzeTPVhC19a8KmJh9W2YazzE8yue1BFeHKFX-uxe2bbRnpImJJRIAnGodiHBiQzqwjvepD9x5ddecpPlhahubkzBkL_xL7ZPYxXm5uDMcjO_JMOVdYy0V0eJYXzGiOB_Uc_zVs6COQ8XM53-qsA4Zd_gXMiapD-2Ea3y1LevgzWSLviBFWEz7e98BL7TAGzyrQ7hGbThlGx4=&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WbZBcuQ0QCTBJXpkRmXHNmxj8c1EvZzdzeTPVhC19a8KmJh9W2YazzE8yue1BFeHKFX-uxe2bbRnpImJJRIAnGodiHBiQzqwjvepD9x5ddecpPlhahubkzBkL_xL7ZPYxXm5uDMcjO_JMOVdYy0V0eJYXzGiOB_Uc_zVs6COQ8XM53-qsA4Zd_gXMiapD-2Ea3y1LevgzWSLviBFWEz7e98BL7TAGzyrQ7hGbThlGx4=&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WbZBcuQ0QCTBJXpkRmXHNmxj8c1EvZzdzeTPVhC19a8KmJh9W2YazzE8yue1BFeHKFX-uxe2bbRnpImJJRIAnGodiHBiQzqwjvepD9x5ddecpPlhahubkzBkL_xL7ZPYxXm5uDMcjO_JMOVdYy0V0eJYXzGiOB_Uc_zVs6COQ8XM53-qsA4Zd_gXMiapD-2Ea3y1LevgzWSLviBFWEz7e98BL7TAGzyrQ7hGbThlGx4=&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hV2Do0KohwO27GYV5r9v65s_Xu_qNsIFNbGhQxA7mlGNxRyROy9CeU8konZlWHYbuZUkChNaoJ_VNIK0F-qA2WVDmh5mxVpA7nrX1huvQlDGcTOopd6fh_GfK4NXoXTsoBIhxt3TmJu4MRD7Ajvj09u7fahNgx36EHZyLMfK_-pj2s40_Ejvo9TkTE334dGSpI08mGiFw6cg5Ahl_ViVzkM57F7zW9My&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hV2Do0KohwO27GYV5r9v65s_Xu_qNsIFNbGhQxA7mlGNxRyROy9CeU8konZlWHYbuZUkChNaoJ_VNIK0F-qA2WVDmh5mxVpA7nrX1huvQlDGcTOopd6fh_GfK4NXoXTsoBIhxt3TmJu4MRD7Ajvj09u7fahNgx36EHZyLMfK_-pj2s40_Ejvo9TkTE334dGSpI08mGiFw6cg5Ahl_ViVzkM57F7zW9My&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hV2Do0KohwO27GYV5r9v65s_Xu_qNsIFNbGhQxA7mlGNxRyROy9CeU8konZlWHYbuZUkChNaoJ_VNIK0F-qA2WVDmh5mxVpA7nrX1huvQlDGcTOopd6fh_GfK4NXoXTsoBIhxt3TmJu4MRD7Ajvj09u7fahNgx36EHZyLMfK_-pj2s40_Ejvo9TkTE334dGSpI08mGiFw6cg5Ahl_ViVzkM57F7zW9My&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RIifQajlz3FB7GGyPUZRwtkk_Oxrx4wv6ZfkJnVQz_tHDZvxJPlSRYFp18x4glMGAltkPNkPeMJXazoG4ayF-51Mpg8DRT1RhVIJr19_kNddsRReLFkkpar3Bk4l30fJcqEGYywq_kYVZfuCB4pHWHRkDCplhPQFmJevgRzK-EFhYf-dP0E_QXYwslymqdtMXOHPnvV16nUpKCPXzvWoywWbcikhHn0U&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RIifQajlz3FB7GGyPUZRwtkk_Oxrx4wv6ZfkJnVQz_tHDZvxJPlSRYFp18x4glMGAltkPNkPeMJXazoG4ayF-51Mpg8DRT1RhVIJr19_kNddsRReLFkkpar3Bk4l30fJcqEGYywq_kYVZfuCB4pHWHRkDCplhPQFmJevgRzK-EFhYf-dP0E_QXYwslymqdtMXOHPnvV16nUpKCPXzvWoywWbcikhHn0U&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uh8TMgeZkqnRIifQajlz3FB7GGyPUZRwtkk_Oxrx4wv6ZfkJnVQz_tHDZvxJPlSRYFp18x4glMGAltkPNkPeMJXazoG4ayF-51Mpg8DRT1RhVIJr19_kNddsRReLFkkpar3Bk4l30fJcqEGYywq_kYVZfuCB4pHWHRkDCplhPQFmJevgRzK-EFhYf-dP0E_QXYwslymqdtMXOHPnvV16nUpKCPXzvWoywWbcikhHn0U&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iBFn36sz_k-psNtXcnmlrpPuBwAOVrL8GGNJ5pzmS3qUbKtW78seHTCsMC9L0E5SO3OajPpOecmqxKWT599oFcoihuxRzsySK9TSp291FhTBmHCaT9NGQXzJDL5uCzLwoyHRPjc5DVqU71MluzvynK13msoiTID4Xr3PftLjq3O0GhhV3_aIclef01ozXHLrC1uhmF5xtIK8oFRWKIJ7tYxb2LcobiOaw==&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iBFn36sz_k-psNtXcnmlrpPuBwAOVrL8GGNJ5pzmS3qUbKtW78seHTCsMC9L0E5SO3OajPpOecmqxKWT599oFcoihuxRzsySK9TSp291FhTBmHCaT9NGQXzJDL5uCzLwoyHRPjc5DVqU71MluzvynK13msoiTID4Xr3PftLjq3O0GhhV3_aIclef01ozXHLrC1uhmF5xtIK8oFRWKIJ7tYxb2LcobiOaw==&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https://r20.rs6.net/tn.jsp?f=001Spbh5BEOjTJgd3mie_HOveRhkXRyPaiZjkRiDqLV4oEQwjJNOwf9kn0U9Oeiy02AtOgAFhOKchd5rJvLdVLWbAAYniTj_jVfoFEH3O8UdU4WBV3Hdha1DKVInf1XvAIYKz29rIKBxbWTxJoWp0eQc_agTi72iWykVwwWkd3WJ4Nua2Dnn4BV77aRC45cotY1RD6X-9VJkKIvOV8MgPqxeYFGLqHo5C-nEhiYeOhSJY_PJrHej3HM1wIZvwHFmv8zE5FI9_h0u5M=&c=tQhxDFfaZbPs2vNLLzGfnafnSpN4jCsbc5U2LdzGuThdW78PshBltQ==&ch=laaass_MXR8Bxc9c7f7gvgKX0hfukGMQgczPVmx4AW3yi6Jz2JXrjQ==


상임위원회 선출 

상임위원회 선거에서 대의원들은 투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했습니다:  
 

평신도 

토마스 M, "톰" 베이커, 성 제임스, 리치몬드  

타이슨 길핀, 크라이스트 처치 밀우드 

성직자 

크리스틴 러브 멘도자 사제, 굿 셰퍼드, 버크 

크리스틴 P. R. 위커셤, 성 토마스, 리치몬드 
  

예산  
대회에서는 $5,292,300에 달하는 예산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 이사회가 확인한 자금 중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포함하여 소득 예측을 통해 예산 실무 그룹은 제출된 모든 예산 

요청을 삭감 없이 충족하는 예산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2022년에 우리 사역 우선 순위에 대한 신규로 확장된 기금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중에서 예산은 Root, Thrive, Soar 집단 및 교회 개발을 위한 대학 참여에 

자금을 지원하며, 각각은 우리 선교 교회의 평신도 및 성직자 지도자 훈련을 지원합니다. 또한, 

예산으로 우리 성공회 대학교 사역을 위한 보조금 요청에 완전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인사 관련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현재 이 중요한 일을 지원하기 위해 인종 정의와 치유 

선교사 직위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 교구 주교의 선임을 예상하여 예산에 해당 직책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산은 우리의 장학금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종 예산안과 예산 설명은여기에 11월 15일까지 게시될 것입니다.  
  

14대 버지니아 주교 선임  

선임 위원회 의장인 로즈마리 설리반 사제는 버지니아 교구의 14대 주교 선임 과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위원회는 교구 전체의 공청회와 설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설문 조사와 

공청회 보고서는 11월 말에 게시될 예정인 교구 프로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위원회는 

1월과 2월 동안 지원자를 가려낸 다음, 3월에 지원자 최종 후보군과 나흘 간의 수련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녀는 교구의 모든 성원들에게 그들의 사역에 대해 계속 기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회 사업 진행은 끝나고 축하, 예배 및 교구 이야기 식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시려면,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한 대회 녹화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