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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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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