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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약정 헌금을 위한 버지니아 계획 수립 결의안 

 

결의사항: 비례 헌금을 위한 버지니아 계획(Virginia Plan for Proportionate Giving)은 약정 

헌금을 위한 버지니아 계획(Virginia Plan for Covenantal Giving)으로 개명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사역의 목표에 예수님과 교구 공동체와의 관계와 언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구에 

재정적으로 자원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교회는 복음을 수행하고 

전파하여, 새로운 제자를 만들고, 평신도와 안수를 받은 목사를 세운다. 

 

결의사항: 2025 회계연도 부터, 약정 헌금을 위한 버지니아 계획은 버지니아 교구의 각 

교회회중이 교구 보고서의 스튜어드십 및 재무 정보 섹션의 항목 3 (Stewardship and 

Financial Information section) 에 규정된 대로  "헌금바구니를 통한 헌금, 서약 헌금 및 정기 

헌금”으로부터 매년 이전 3년 평균의 최소 10%를 [교구에] 헌금하기로 서약한다.  

 

결의사항:  2023 회계연도에 버지니아 교구의 각 교회회중은 교구 보고서의 스튜어드십 및 

재무 정보 섹션의 항목 3 (Stewardship and Financial Information section)에 규정된 대로 

“헌금바구니를 통한 헌금, 서약 헌금 및 정기 헌금”으로부터 이전 3년 평균의 8% 이상  

서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결의사항: 2024 회계연도에 버지니아 교구의 각 교회회중은 교구 보고서의 스튜어드십 및 

재무 정보 섹션의 항목 3 (Stewardship and Financial Information section)에 규정된 대로 

“헌금바구니를 통한 헌금, 서약 헌금 및 정기 헌금”으로부터 이전 3년 평균의 9% 이상을 

헌금하기로 서약한다. 

 

결의사항: 버지니아 교구의 재무 담당관은 각 교회회중의 “헌금바구니를 통한 헌금, 

서약 헌금 및 정기 헌금”으로부터 이전 3년 평균의 10% (2025년 및 그 이후), 8%(2023년), 

9%(2024년)를 계산해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이 정보를 각 교회회중에게 배포해야 

한다. 

 

결의사항: “헌금바구니를 통한 헌금, 서약 헌금 및 정기 헌금”으로부터 이전 3년 평균의 

10%를 초과하는 버지니아 교구에 대한 교회회중 헌금이 우리 교구내 교회의 완전한 참여로 

기본 기대 이상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을 환영한다. 

 

결의사항: 버지니아 교구는 버지니아 교구 연례 대회 등록비를 지역교회에 청구하지 않는다. 

등록비는 숙박비가 아닌 프로그램 비용에 해당한다. 연차 대회의 경우, 적합하다면 숙박비가 

여전히 청구될 수 있다. 

 

결의사항: 버지니아 교구는 버지니아 교구의 연간 성직자 수련회 등록비를 지역교회에 

청구하지 않는다. 등록비는 숙박비가 아닌 프로그램 비용에 해당한다. 적절한 경우 연간 

성직자 수련회에 숙박비와 식비가 계속 청구될 수 있다. 

 

결의사항: 약정 헌금 기준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는 교회회중이 매년 지역적 기반을 둔 회중 

모임에서 그 이유를 공유함으로써 교구에 대한 서약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 

대표는 6월 두 번째 토요일에 이러한 지역적 기반의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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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이사회는 조정사항에 대해 투표한다. 교구의 지역은 다음 4 곳의 그룹에서 만나야 

한다. 

그룹 A (50): North Fairfax (10), South Fairfax (13), Arlington (9), Alexandria (8), 및 

Potomac (10) 

그룹 B (40): Southern Shenandoah Valley (8), Northern Shenandoah (8), Northern Piedmont 

(14), 및 Culpeper (10) 

그룹 C (42): Charlottesville (21), West Richmond (8), 및 Central Richmond (13) 

그룹 D (46): Fredericksburg (11), North Richmond (10), Upper Tidewater (13), 및 Northern 

Neck (12) 

 

결의사항: 버지니아 교구의 재무는 교구 서약에 대한 조정 기록을 연례 교구 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 자원 확보 대책 본부(Task Force on Resourcing God's Mission)를 대신해 Sven 

vanBaars 목사가 제출함: Rev. Sven vanBaars (의장), Mr. Mark Eastham, the Rev. Torrence 

Harman, Mrs. Stephanie Gurnsey Higgins, the Rev. Chris Miller, the Rev. Kathleen Murray, Mr. 

Ken Royston, Mr. Bob Steventon, Mrs. Suzanne Stroup, 및 the Rt. Rev. Porte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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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R-2 

지역별 위원회, 집행 이사회 및 상임 위원회의 가상 및 하이브리드 (일부대면) 진행 절차에 대한 
모범 사례  

때문에, 226차 연례 대회의 결의안 R-1은 가상 대책본부를 설립하여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가상 거버넌스 및 책임성, 투명성, 다양성 및 포용성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절차가 
우리의 집단 거버넌스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가상 거버넌스 대책본부는 가상 절차, 자문(현재 및 전 집행 이사회 구성원과의 
인터뷰 포함), 상임 위원회 및 지역별 위원회, 교회 권한자 (Ecclesiastical Authority), 주요 교구직원, 
주교구상서관 (Chancellor)을 위해  공정하고 성공적이며 투명한 수행을 위한 모범 사례를 
자문했으며, 이 교구의 평신도 및 성직자 지도자를 설문조사하고 인터뷰 수행을 자문하였다.  

따라서  

결의사항: 버지니아 교구의 제 227차 연례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치명적인 팬데믹 기간이면서, 동시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상임위원회, 집행이사회 및 지역별 위원회의 가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교구 직원, 비숍, 상임위원회, 집행이사회, 지역별 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와, 지략, 독창성 및 회복력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하한다. 그리고 

2. 우리는 가상 거버넌스 대책본부의 첨부된 모범 사례 권장 사항을 채택하여 미래의 가상, 
하이브리드 (일부대면) 및 대면 상임 위원회, 집행 이사회 및 지역별 위원회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동시에 이러한 미래 진행 절차에서 책임과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더 
폭넓은 포용 및 이러한 미래 절차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미래 교구 대회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정중히 제출드리며,  

 

Russell V. Randle 드림 
평신도 대표, Christ Church, Alexandria 
의장, 가상 거버넌스 대책본부 (Virtual Governance Task Force) 
가상 거버넌스 대책본부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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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위원회를 위한 모범사례 권장사항  
집행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I. 지역별 위원회 및 집행이사회 권장사항  

지역별 위원회와 집행이사회 모임은 교구 내 교인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 교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장려하고 그들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을 권장한다.  

• 집행 이사회와 지역별 위원회의 회의 날짜, 시간, 실제 회의 장소 및/또는 가상 회의 
장소를 해당 회의 최소 2주 전에 교구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 가능한 경우 이러한 회의를 적절한 링크에 게시하여 교구 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예: Facebook)으로 생중계할 것을 권장한다. 

•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요약을 회의 후 2일 이내에 교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의사록은 승인 후에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 법률 문제, 인사 문제 또는 상업적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회의가 끝날 때 라이브 스트림을 끄고 토론이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비공개 되어야한다는 설명을 게시한 상태에서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 예산 논의는 비공개로 하지 않아야 한다. 
 

II. 상임위원회 권고사항 

상임위원회 심의의 특성상 (안수 후보자 인터뷰, 비숍 자문 위원회, 징계 문제, 회중의 부채 승인) 
회의는 참석을 초대받은 사람으로 제한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될 최종 결정 결과를 즉시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 비숍 선출 및 성공회 헌법 및 교회정관에 따라 공개된 기타 정관 문제에 대한 동의 
조치 

• 본 교구의 정관 제 14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교회회중이 부동산을 담보로 
삼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  
 

III. 가상 절차에 대한 권장 사항. 

이러한 관행이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임 위원회, 집행 이사회 및 지역별 위원회가 
가상 회의 또는 하이브리드(일부 대면) 회의에 다음 모범 사례를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o 각자의 카메라는 켜져 있어야 한다.  
o 발언하지 않는 한, 각 사람은 음소거 상태야야 한다. 
o 회원이 탈퇴하거나(예: 채팅창을 통해) 참석할 수 없을 때 각 사람이 이를 그룹에 
알린다.  

o 일부는 직접 참석하고 일부는 가상 수단으로 참석하는 경우, 각 투표 회원이 
명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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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구 대회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권장 사항 

우리는 일부 소규모 회중이 교구 대회에 대표자를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많은 
대표자들이 격려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대회 절차가 미스터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참여 및 정관 요건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을 권장한다. 

1. 지역 딘 (Dean)과 위원회는 대회 최소 4주 전에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에게 연락한다.   
• 교회 권한자 (Ecclesiastical Authority)가 대회출석을 면제해 주지 않는 한, 
그러한 참석에 대한 교회정관 요건을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교구 대회에 
참석하도록 권장한다. 

• 대회에서 그들을 안내하고 회의 진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를 위한 멘토를 찾아야 한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표를 위한 가상 리소스, 
교통편 및 숙박 시설을 찾는 데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주교실 (Office of the Bishop)은 교구 대회 청문회 (Diocesan Convention hearings)에 앞서 
그리고 대회 일주일 전에 다시 교구 대회의 평신도 및 성직자 대표를 위한 여러 가상 
교육 세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세션은 주말이나 저녁에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내용을 다루기를 것을 권장한다.  

 참석에 대한 상세한 계획 (가상 또는 직접 참석) 
 청문회 개요 및 참여 방법 
 예산, 정관 수정안 및 결의안의 최신 본문을 (가상으로) 찾을 수 있는 곳 
 교구직에 선출될 후보자 목록을 찾을 수 있는 곳(예: 상임 위원회, 대회 
대의원) 

 결정을 위한 주제 개요 
 대회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를 위한 투표 절차 
 예산, 정관 수정안 및 결의안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문제에 대한 투표. 

정중히 제출하면서,  

가상 거버넌스 대책본부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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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R-3 

디지털 하이브리드 (일부대면) 베스트리 (Vestry) 및 회중 모임에 대한 모범 사례 

버지니아 성공회를 위해 

가상 거버넌스 대책본부 (Task Force)가 권장 

2021 년 9 월 

 

R-1 대책본부는 회의 결과를 준비, 홍보, 실시 및 보고할 때 아래의 관행이 회중과 베스트리 

(Vestries)에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이것은 지침이며, 이 지침은 미국 성공회 헌장과 정관, 

버지니아 교구의 헌장과 정관 또는 서면 회중 내규에 있는 반대되는 요건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법적 이유로 버지니아의 교회는 법인이 

아닌 협회이다.  교회는 내규를 채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I. 회의를 갖기 전 

a. 안내 

교회정관에 따라 회의에 대한 사전 통지는 가급적이면 몇 주내에 미리 알려야 한다. 

임시회의의 경우에는,최소 3 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관 11, 섹션 13.  

회중 모임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으로, 

이메일이나 구두로 또는 정기 교회 주보등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다.  

또한 회중은 가상 및 하이브리드 회의를 포함하여 정기 및 임시 베스트리 회의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진행 절차를 시청하거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베스트리 모임은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가정한다. 

b. 테크놀로지 

사람들이 전자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술 (예: Zoom, Skype 또는 전화 회의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외부의 인터넷 방해로 인한 보안을 고려하여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 링크를 

회의 1주일 전에 이메일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참가자가 전자적으로 회의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처를 제공한다. 

선택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웹 사이트, 성공회 교회 일정표, Facebook, 이메일, 

문자 메시지)에서 모임 공지를 공유해야 한다.  외부인이 진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예: 줌 (ZOOM) 폭격).  

정기적으로 예정된 회의에 대해 최소 1주일 전에 회의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전자/미국-우편/이메일 사본으로 보내야 한다. 

변경 사항이나 추가 내용은 회의 3일 전까지 발송한다. 

인터넷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15분 전에 수신자에게 로그인 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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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행연습.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이 작동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문서를 

공유하고, 사전에 선택한 모든 수단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 

전에 예행연습을 수행해야 한다. 

d. 자막 및 해석. 

회의 최소 10일 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참석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조사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장비들 (예: 텍스트 음성 변환기, 음성 텍스트 

변환기 및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 

되어야 한다.   ZOOM에는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막 기능이 있으며 다른 

언어로 통역할 수 있다. 

lI. 정족수 

대면, 하이브리드 또는 가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베스트리 회의는 대부분의 베스트리를 

구성하는 과반수를 요구한다.  정관 11, 섹션 10.  보류 중인 정관 변경 사항은 가상 

참석자가 정족수를 정할 때 계산되어야 하며, 가상 참가자가 듣고 들을 수 있고, 토론 

중이거나 투표할 결의안 또는 기타 서면 조치의 본문을 볼 수 있게 됨을 명확히 한다. 

 

모든 회중의 모임은 대면 모임이든, 하이브리드 (일부대면)모임이든, 가상 모임이든 

상관없이 확인된 성인 성찬을 받는 사람의 최소 10%로 구성된 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정관 

11, 섹션 5, 13.  

 

III. 회의 시작 

채팅/참여 기능을 모니터링 할 능숙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사람은 회의 

서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회의록 승인을 위한 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후 회의록 배포 및 

게시를 준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진행자는 참가자를 음소거하거나 발언권을 주지 않는 한, 참가자로 

마이크를 음소거하도록 요청한다. 질문을 받으려면, 채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가자에게 회의가 녹화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회의가 녹음되는 

경우, 녹음을 회중 기록의 일부로 보관할지 여부와 방법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회원이 서로 또는 외부 참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가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이름을 게시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도록 가상 참가자에게 카메라를 계속 켜두도록 권장한다. 

참가자가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한다.  직접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료의 인쇄본을 제공해야 한다. 

교인들이 참석하는 경우, 이들에게 베스트리 교인, 교회직원 및 프레젠테이션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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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을 소개해야 한다. 

회의가 로버트 회의진행법 (Robert’s Rules of Order) 및 정관 요건에 따라 수행될 

것임을 명시한다. 

다음과 같은 참여에 대한 "기본 규칙"을 다룬다. 

발표자는 각 프레젠테이션, 의견 또는 질문 전에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진술에 대한 시간을 제한한다 (해당되는 경우) 

모든 참가자는 발언 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lV. 기술적 어려움 

토론이나 의결 투표가 불공정할 정도로 심각한 기술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휴회)한다.  

기술적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아 회의진행법 및 정관 요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기술 문제가 해결되는 날짜, 시간 및 장소로 회의를 연기한다. 

회원의 단절 및 재연결 상황을 기록하는 정확한 회의록을 보관해야 한다.  

V. 결론 및 회의 종료 후 

기도로 폐회한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폐회할 때 하이브리드 (일부대면) 또는 가상모임의 인터넷 

연결을 끈다.  

 

회의록을 게시한다.  

 

 

 

 

 

 



R-4 인종적 정의(Justice) 및 치유를 위한 임팩트 펀드 지원 

 

제 227 차 버지니아 교구 연례 대회에서 결의된 사항: 

 

1. 1785 년에 조직되어, 일찌기 1607 년에 예배 공동체를 가진 버지니아 주 교구는 

1863 년의 노예 해방 선언을 훨씬 넘어서까지 지속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채텔 

노예제도 (chattel slavery)의 혜택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2.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신학에 따라 죄를 속죄하고 신학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다시 강조한다. 그리고 

3. 우리는 임팩트 투자 펀드 집행 이사회가  "인종적 정의 및 치유를 위한 임팩트 

펀드 (The Impact Fund for Racial Justice and Healing)"라고 하는 임팩트 

투자 기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펀드는 토지 판매에서 얻은 

295,000 달러와 추가 자원에서 205,000 달러가 합쳐진 500,000 달러의 초기 

투자에 해당한다. 기금의 목적, 투자 전략 및 지출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인종적 

정의와 치유를 지원하는 교구 내 우선 순위 기회에 따라 결정된다. 미션에 대한 

기금의 영향력은 향후 10 년 동안 매년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4. 우리는 집행 이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버지니아 교구의 228 차 연례 대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5. 우리는 버지니아 교구의 성찬을 받는 사람, 회중, 지역 및 관련 조직이 인종적 

정의 및 치유를 위한 임팩트 기금에 기부할 것을 촉구한다.  

버지니아 교구 집행이사회로부터: The Rev. Jo Belser, Mr. Garway Bright, The Rev. 
Catherine Campbell, Mr. Karl Colder, Ms. Mary Ann Cowherd, the Rev. Webster 
Gibson, the Rt. Rev. Susan Goff, Ms. Cheryl Groce-Wright, Mr. Sergio Gutierrez, 
Ms. Cindy Helton, Ms. Sandra Kirkpatrick, the Rev. David Lucey, the Rev. 
Barbara Marques, Ms. Barbara McMurry, the Rev. Chris Miller, the Rev. Andrew 
Moore, the Rev. Jay Morris, Mr. George Omohundro, Mr. Ken Royston, Mr. 
Preston Sudduth, 및 Ms. Alda White. 
 

배경 

우리 버지니아 교구는 과거의 인종적 불의와 피해를 인정하고 속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구 인종 관계 위원회(Race Relations Committee)가 작성한 

2013 년 문서 Meet Me in Galilee 는 이 역사의 많은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New Kent 

카운티와 Henrico 카운티 모두에서 버지니아 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사용 토지는 

최근 각각 약 $185,000 및 약 $110,000 에 매각되었다. 사용되지 않은 두 토지의 

수익금은 집행 이사회에서 인종적 정의와 치유 사역을 위해 광범위하게 배당되었다. 

임팩트 투자 전략은 재정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이익 창출을 모색한다.  

https://meetmeingalilee.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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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R-5 가상 및 하이브리드 (일부대면) 거버넌스 회의에 참여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모범 사례 준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회의 준비  

 

I. 회의를 갖기 전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참석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조사에는 장애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장비들 (예: 텍스트 음성 변환기, 

음성 텍스트 변환기 및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 되어야 

한다. 

 

II. 청각 장애 

• 회의를 위한 초대장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편의 제공 사항 및 추가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회의전에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편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가자에게 절차 및 

세부사항을 알리고, 실시간 전사, 캡션 또는 기타 서비스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회의 중에 보여주고자 하는 비디오에 자막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러한 편의 제공이 참가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일반 사람과 동등한 액세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막 외에도, 제공될 수 있는 편의 제공에는 직접 참석하는 미국 수화(ASL) 통역사, 

원격 ASL 통역사, 원격 음성-텍스트 서비스, 큰 활자 자료 제공, 발표자 메모가 포함된 유인물에 

따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담당자는 가상 회의에서 원격 통역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들과 사전 예약을 해 두어야 한다.  이들 통역사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회의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행사전에 이들을 위한 사전 작동 테스트도 

실시한다. 사전에 통역사들에게 회의 유인물이나 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등을 제공해 준다.  

 

III. 시각 장애 

모든 초대장, 문서 등은 셰리프 글꼴체가 아닌 큰 글꼴체로 발행하고, ADA 규정 준수를 위해 16 포인트 

사용을 권장하며, 옅은 글꼴이 아닌 볼드체 또는 반볼드체를 사용해야 한다.  대문자, 밑줄, 기울임꼴 

문자의 사용을 피한다.  편의 제공 기능에 사용하려는 플랫폼을 점검해야 한다. 

 

IV. 이중 언어 사용 회원  

담당자는 가상 회의에서 원격 통역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들과 사전 예약을 해 두어야 한다. 이들 통역사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회의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행사전에 이들을 위한 사전 작동 테스트도 실시한다. 사전에 

통역사들에게 회의 유인물이나 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등을 제공해 준다. 

• 회의 중에 비디오를 보여줄 계획이라면 자막을 사용한다. 베스트리 (Vestry) 회원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언어 자막에 필요한 편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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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7회 연례 대회 - 2021 

R-6: 기후 비상사태선언 (Declaration of Climate Emergency), 

2045년까지 온실 가스 순배출량 제로에 대한 노력(Commitment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45), 창조물 보호를 위한 

성공회 규약 채택(Episcopal Covenant for the Care of Creation) 

결의사항: 버지니아 교구의 227차 연례 대회는 기후 및 생태 비상 사태가 우리 교구, 국가,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미묘한 균형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교구 내 179개 모든 교회, 6개  

학교 및 6개 은퇴 공동체가 이를 인식하도록 권장하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GhG)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결의사항: 본 대회는 교구 창조 관리 대책 본부 (Diocesan Creation Care Task Force)가 

2045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도록 교구를 돕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도록 지시하고,  성공회 본당과 교구 내 지역 사회와 전국 및 전 세계 지역  

사회의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각 단계에서 환경 정의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이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결의사항: 본 대회는 교회가 이 순간에 생태 위기에 대응하여 모든 사람들의 고유한 심리적, 영적 

고통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신앙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동료 그룹을 통해 고통받는 이방인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환영하고, 

Eco-Grief 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경청하고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결의사항: 이전 총회 및 연례 대회 결의에 따라 대회는 본 창조물 보호를 위한 성공회 규약 

(Episcopal Church Covenant for the Care of Creation)1 을 채택하기로 결의한다.  따라서 

다음에 참여한다. 

1. 설교, 가르침, 스토리텔링 및 기도를 통해 지구와 모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움으로써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데 참여한다. 

2.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해방을 옹호하고, 배출량을 줄이고, 창조물을 복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해방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참여한다. 

3. 기후 영향을 줄이고 지구에서 개인, 가정, 회중, 기관, 교구로서 더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생명을 주는 보존에 참여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촉구하는 바이다.  

 

https://www.thediocese.net/resources/organizations/committees-and-commissions/committee-on-stewardship-of-creation/#eco-anxiety
https://www.episcopalchurch.org/ministries/creation-care/
https://www.episcopalchurch.org/ministries/creation-care/
https://www.episcopalchurch.org/ministries/creation-care/


R-7 육아휴직 

결의 사항: 버지니아 교구는 다음 지침과 같이 공공 또는 개인 혜택이 유급 

육아휴직과 같은 유급 휴직 비용의 일부, 전부를 포함, 또는 아무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제의실이 교구 직원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 성공회 교회에 의해 후원을 받는 연금 단체의 일시 장애 정책에 의해 

교구에게 지급되는 혜택에 대한 필요 요건에 맞게 출산 중이거나 

출산을 한 성직자 구성원은 최소 12주의 휴가를 이들의 정상 급여의 

100%로 받아야 한다. 

• 교구에 의해 자신 또는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와 함께 고용되었으며 

미성년 아이를 자신의 가족에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에 의해 

받아들인 다른 모든 성직자 또는 평신도는 최소 8주의 휴가를 이들의 

정상 급여의 100%로 받아야 하며 휴가는 아이가 가족에 포함된 후 

12개월 동안 지속 또는 비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장려된 유급 휴가에 더해 탄생 첫 해를 지내는 모든 유아를 

포함하여 아프거나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어떠한 교구 

직원이든 이들에 의해 요청되어 문서화된 경우 제의실은 추가로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12개월 동안 승인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육아 및 

간호 휴가는 지속 또는 비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용 가능한 모든 유급 휴가 또는 병가를 이 기간에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목적을 위한 "정상 급여"는 교구에 의해 육아 및 간호 휴가가 

시작되기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평균 보수로 

결정되어야 한다. 휴가 시작 전 아직 6개월 동안 제의실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이 평균치는 해당하는 달 또는 제의실에 

의해 직원이 고용되어 일하기 전 달의 부분에 대해 0을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교회에 봉사하는 유급이 아닌 성직자 또는 평신도는 평신도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양의 시간으로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육아 및 간호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결의 사항: 버지니아 교구는 공공 또는 개인 혜택이 유급 육아휴직과 같은 

유급 휴직 비용의 일부, 전부를 포함, 또는 아무 부분도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여기에서 교구 직원을 위해 제공된 내용만큼 

자비롭게 제의실이 교구 직원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결의 사항: 버지니아 교구 보수 및 혜택 지침은 이 결의안 내 최소한의 육아 및 

간호 휴가 기준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결의 사항: 버지니아 교구는 주 및 연방 입법자에게 정의, 평화 및 모든 인류의 

존엄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육아 및 간호 휴가와 병가를 보장하는 공공 정책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제출: H.L. Vogl, JD, CFP®, 평신도 대표, St. David’s, Ashburn, 이들과 Jo Belser 

목사를 대신하여, Fran Gardner-Smith 주임 사제, Shirley Smith Graham 목사, 

Judy Hall, 평신도 대표, Good Shepherd, Bluemont, Laura Minnich Lockey 목사, 

Dr. Sarah Kye Price 목사, Kimberly Reinholz 목사 및 Anne Turner 목사 

 

  



R-8 부제 보수 

 

결의 사항: 227회 버지니아 교구 연례 회의에 의해 2022년 1월 1일부로 언급된 교구에 임명된 부제가 

있는 교구는 부제에게 월 $25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고 교회 연금 단체(CPG)에 적용되는 평가를 

지급해야 하며  

더 나아가, 부제는 월 보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 David Curtis 부주교 

보증인: Barbara Ambrose 목사 부제, Logan Augustine 목사 부제, Emmetri Beane 목사 부제, Steve 

Busch 목사, Frank Castellon 목사 부제, Christine Garcia 목사 부제, Karla Westfall Hunt 목사 부제, 

Karulynn Koelliker 목사 부제, Joseph Klenzmann 목사 부제, Theresa Lewallen 목사 부제 및 Kathryn 

Thomas 목사 부제.  

  



R-9 임명된 목사에 대한 스페인어 라틴X/히스패닉 중심의 인식 

결의 사항: 227회 버지니아 교구 회의는 인종적 정의 및 인종적 조화 계획에 대한 반복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교구가 현재 라틴계/히스패닉 목사들과 임명된 목사라고 불릴 수 있는 

스페인어 사용자를 포함한 특정 문화적, 언어적 신자들의 수요에 초점을 둔 스페인어로 된 

공식적인 인식 이벤트, 워크숍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의 사항: 이 회의에서 정보 수집 및 동등한 균형으로 본 교구의 라틴계/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위해 스페인어로 된 인식 및 형성을 위한 길을 찾고, 라틴계/히스패닉 탐구자의 염려를 인식하고, 

장래에 진행될 협의의 이점 및/또는 구교 내 직원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며, 목사 위원회에 

스페인어로 인식 및 형성을 위한 장래의 길을 장려할 라틴계/히스패닉으로 식별되지 않는 다문화 

평신도 지도자 및 성직자뿐만 아니라 단일 언어를 구사하는 스페인어 사용자, 이중 언어 또는 단일 

언어를 구사하는 영어 사용자인 라틴계/히스패닉 평신도 지도자 및 성직자로 구성된 인식 팀의 

임명을 요청한다.   

결의 사항: 해당 팀은 2023년 예산 계획에 2022년 8월까지 포용에 대한 프로그램 및 예산 장려 

사항을 제공하고 228회 버지니아 교구 회의 전까지 목사 위원회에 전달할 더 상세한 장려 사항이 

담긴 완전한 보고서를 준비할 책임을 져야 한다. 

결의 사항: 이 회의는 교권을 가진 성직자에 의해 임명된 작업 단체의 권장 사항을 받을 것을 목사 

위원회에 요청하며 해당 단체의 권장 사항이 승인을 위해 228회 버지니아 교구 회의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 

Dr. Sarah Kye Price 목사 

사제 연합, St. Mark's Episcopal Church 

및 현지 형성 책임자, St. Phoebe School for Deacons 

Daniel Vélez-Rivera 목사,  
Vicar, St. Gabriel’s Episcopal Church ~ Iglesia San Gabriel 

 

보증: 

Pedro Cuevas 목사 
Vicario, San Marcos--Alexandria 



 
Anne Michele Turner 목사 

교구 목사, Grace Episcopal Church Alexandria 
 
Nina Bacas 목사 

잠정 연합 교구 목사, Grace Episcopal Church Alexandria 
 
Katherine Ferguson 목사 부제 
La Iglesia de Santa Maria, Falls Church 
 
Mary Kay Brown 목사 

교구 목사, St. David's Episcopal Church, Ashburn 
 
Holly Hanback 목사 

부주교, The Diocese of Virginia 

부제, St. Gabriel’s Episcopal Church ~ Iglesia San Gabriel 

David Curtis 목사 

부주교, The Diocese of Virginia 

부제, St. John's Episcopal Church Richmond 
 
Theresa Lewallen 목사 부제 

의장, 집사 및 부제 위원회, St. Alban's, Annandale 
 
Dr. Hilary Borbón Smith 목사 

집사 및 교구 목사 위원회, Holy Comforter, Richmond 
 
Rock Higgins 목사, 

St James the Less, Ashland의 인식 수행 리더 및 교구 목사 
 
Dr. Dorothy A. White 목사 

인식 수행 리더 및 잠정 교구 목사, St. Peter’s Richmond 
 
Shea Godwin 목사 부제 

부제, Calvary Episcopal Church Front Royal 



 
Karla Westfall Hunt 목사 부제 

부제, St. Peter’s Episcopal Church Richmond 
 
목사 부제 Emmetri Monica Beane 

부제, St. Stephen’s Culpepper  
 
Steven Busch 목사 부제 

부제, St John's Episcopal Centreville 
 
Steve Pace 목사 부제 

부제, Church of Our Saviour Montpelier 
 
Kathryn Thomas 목사 부제 

부제, Grace Stanardsville and Piedmont Madison 

R-10 버지니아 교구에서 배상 작업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결의안 

 

세례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안의 주님을 찾고 모시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인류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할 

것을 약속하며 

 

성공회 교회와 버지니아 교구가 예배당은 빼앗은 원주민의 땅에 지어졌고 교구들은 
노예를 빌리고 선물했으며 이들의 재산, 십일조 및 제공품은 노예 경제로부터 얻은 것이며 
흑인 영국 성공회 교도를 차별하고 흑인 교회가 완전하고 동등한 성공회의 구성원 및 
지도자를 갖추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교구 주교의 수단을 토의하고 1860년까지 첫 
4명의 교구장 주교 및 82%의 목사에 의한 노예 소유 등 노예 제도, 선주민과 땅에 대한 
폭력 및 인종 차별 등 다른 인종 체계에 대해 지원 및 공모를 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이들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실이 
있으며 
 

버지니아 교구는 "남부 연합의 예배당"의 장소로서 "남부 연합의 예배당"은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많은 교회 건물의 본교이며 버지니아 교구 내 많은 교구들은 노예 제도 및 

백인 지상주의에 대한 지원의 역사를 쥐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인종 차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며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버지니아 교구에서 교구 주교 목사와 신과 이웃에 대한 공격을 

통해 우리가 부당하게 취급한 사람들, 특히 노예로 지냈던 유색의 사람들, 원주민 및 그들의 

후손의 최우선 집중 사안으로 명시한 인종의 화합을 향한 필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으며 

 

교구 주교 회계 담당자에 따르면 하나의 예로 현재 수익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기존 점유되지 

않은 교구 주교의 부동산 자산에 있는 약 $190만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현재 또는 장래의 교구 

운영 예산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을 자금 지원 배상 작업을 위한 다양한 선택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으며 

 

일반 회의는 10개 보다 적지 않은 수의 결의안을 지난 70년간 통과해왔으며 차별에 반대하여 

과거와 현재의 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회 내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주의가 복음에 

어긋나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죄악이라 주장하고 노예 거래에 대한 교회의 가담을 사과하며 

이러한 "물질적, 관계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성공회 교회 인종 공평성 감사팀은 유색인들의 "무료" 노동으로 발생한 착취 및 이윤 창출에 의해 

커뮤니티가 직접적으로 영향 받은 사항을 교회 기관이 교회 전체에 걸쳐 바로잡을 것을 장려한 

사실이 있으며  

 

버지니아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조지타운 대학 및 이 외의 기관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롱 

아일랜드, 뉴욕, 조지아 및 텍사스의 교구는 다른 기관이 따르도록 예시를 제공하며 사람, 물질 및 

재무 자원의 상당한 투자를 통해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한 사실이 있으며 

 

바로잡기는 화합을 향해 회개하고 복구하며 작업하기 위해 바로 잡을 사항을 진행하고 역사적 

심판의 절차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바로잡기는 

이처럼 악마 같은 행위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가 

지우려 했던 내용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정신 건강, 카운슬링, 치료 및 개편, 교육 기회, 



장학금 및 직업 훈련과 주택 구매 및 주거 지원, BIPOC 소유 및 집중 기관 자금 지원,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 또는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다음은 결의 사항이다... 

 

1. 227회 버지니아 성공회 교구 회의는 바로잡기 태스크 포스를 소집하여 바로잡기가 백인 

지상주의 및 노예 제도의 유산에서 탄생한 신학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법적 불합리, 배척 

및 편견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교구의 기존 경계 내 흑인, 원주민, 유색 인종(BIPOC)에 의해 

해당 지역의 건축물, 패턴 및 일상을 위해 시작될 수 있는 수단을 확인하고 제안해야 한다. 
 

2. 이 태스크 포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향후 5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업해야 하고 이사회에 분기별로, 회의에 연별 보고를 하고 추가 및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기관 개혁 및 신학적 검토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결과, 조치, 재정 상태 및 

조치를 위한 추가 장려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태스크 포스는 상임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주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BIPOC 

커뮤니티 지도자, 인종 공평성 및 치유를 위한 교구 주교, 역사적으로 흑인, 라틴계의 대표 및 

원주민 신자 및 커뮤니티, 버지니아 남서부 및 버지니아 남부 교구 출신 연락 담당자, 상임 

위원회 구성원 1인 및 이사회 구성원 1인을 포함하여 평신도 및 성직자 대표가 섞여 있어야 

한다. 
 

4. 이 회의는 태스크 포스 팀에 의해 바로잡기 작업이 시작하기로 결정되는대로 이러한 조치를 

위한 초기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버지니아 교구의 신탁 관리자가 향후 5년 동안 $100만을 

기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기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는 교구 주교의 회계 담당자의 

고문 및 계획을 포함하여 태스크 포스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5. 기부로 인한 수입은 태스크 포스의 지시로 BIPOC 커뮤니티, 사람들, 프로그램, 사업 및 기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이와 같은 바로잡기를 위해 지출되어야 하며 태스크 포스 업무의 운영 

측면은 본 교구의 연간 운영 예산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  
 

서명: 

 



Ms. Ernestine Armstrong 

David P. Casey 목사, OP 

Mr. Larry Clark  

Marlene Forrest 목사 

Shea Godwin 목사, 부제 

Valerie Hayes 목사 

Ms. Edwina Mason 

B. Cayce Ramey 목사 

Colleen Schiefelbein 목사 

Ms. Jean Mary Taylor 

Ms. Beka Wueste 

 

R-11 추가 부 주교 임명 승인 
 

결의 사항: 227회 버지니아 교구 연례 회의에서 본 교구에 추가적인 주교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주교의 의견을 받아 상임 위원회의 동의와 함께 추가 부 주교 자리의 창설을 

승인해야 하며 주교에게 상임 위원회의 동의와 함께 주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주교를 임명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제출: 

상임 위원회 

 

 

R-12 "확장된 개정판 공동 성서일과 일일 독서" 시험 사용 

결의 사항: 227회 버지니아 교구의 연례 회의에 의해 다음 결의안이 80회 일반 회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결의 사항: ___________________ 교회는 80회 일반 회의는 예배식 및 음악에 대한 상임 

위원회에 공동 본문 위원회(CCT)에서 준비한 "확장된 개정판 공동 성서일과 일일 독서"를 

공부하고 81회 일반 회의에서 시험 사용에 관해 장려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동의한다. 

제출: Dr. Robert W. Prichard 목사, Christ Church 목사 연합, Saluda and Secretary of the 

Consultation on Common Texts 
 

R-13 Shrine Mont Camp를 지원하는 결의안 

Shrine Mont Camp는 좋은 소식을 퍼지게 하고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과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버지니아 교구에 연결해주는 중대한 도구를 제공해온 사실이 있으며 

 

Shrine Mont Camp는 본 교구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통합의 원천이며 Shrine 

Mont에서 성령은 이러한 특별한 몸을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고 이끌며 용기를 

복돋아주는 사실이 있으며 

 

버지니아 교구의 직원은 Shrine Mont에서 아이들, 청년 및 가족을 위해 훌륭한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런하고 갸륵히 일을 해온 사실이 있으며 

 

Shrine Mont 캠프는 약 60년 동안 본 교구의 핵심 부처 중 하나이자 힘이며 선교를 위한 

엔진, 우리 교구 청년 부처 중 주요 요소였으며 "신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를 한 

목소리로 외쳐온 사실이 있으며 

 

각 Shrine Mont Camp의 고유한 정체성은 우리 캠프가 주님에 대한 견실한 믿음을 이들이 

봉사해온 수천만 명의 캠프 이용자에게 교육하는 수단에 있어 주요 요소가 되어 왔으며 본 

교구를 통해, 그리고 이를 넘어 많은 감독파의 성직자 및 평신도 지도자로 구성된 

지속적인 기독교인을 편성하는 결과를 낸 사실이 있으며 

 



Shrine Mont Camp 참여가 지속해서 떨어져 왔고 코로나 19 팬더믹의 결과로 2020년 

여름에 대면 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수정된 캠프 프로그램이 2021년 

여름에 진행되었고 본 회의는 3번째 여름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잃는 경우 

이 중요 부처의 지속적인 견고성과 안정성에 대해 염려를 표현한 사실이 있으며 

 

2022년 여름과 미래를 위해 홍보, 준비 및 Shrine Mont Camp 관리를 포함하여 교구 

직원을 돕기 위해 자원하여 열정을 보여준 많은 부모, 청년, 성직자 및 전 직원, 사제 및 

Shrine Mont Camp의 책임자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 사항으로 227회 버지니아 성공회 교회 회의는 우리 교구의 주교 및 

직원분들께 Shrine Mont Camp를 이끌어 가는 데 헌신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추가 결의 사항: 본 회의는 주교에게 우리 캠프의 역사적인 강점을 명예롭게 할 전략 

기획에 흥미가 있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이사회 동의를 구하도록 요청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 장기 안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추가 결의 사항: 본 회의는 본 회의의 결론이 난 후 본 캠프의 2022년 여름을 위한 홍보와 

관리를 모두 지원하고 본 교구의 연례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여 각 Shrine Mont 

Camp의 향후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장려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주교와 이사회에 즉시 

부모, 청년, 성직자 및 전 직원, 사제 및 Shrine Mont Camp 책임자를 포함하여 Shrine 

Mont Camp에 대한 즉석 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가 결의 사항: 본 회의는 개발 및 성장을 위한 지속성과 혁신 모두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결의하며 이와 같은 정신으로 2022년 여름 및 즉석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본 교구의 연례 회의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탐구자 캠프, 음악 및 영화 캠프, St. Andrew's 

Camp, St. Elizabeth's Camp, 가족 캠프, St. George's Camp, 고등부 컨퍼런스, St. 

Sebastian’s Sports Camp 및 예술 캠프의 개별적 정체성, 특정 연령대 세션 및 고유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열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추가 결의 사항: 본 회의는 주교 및 이사회에 미래를 위한 이런 중대한 작업에 있어 우리 

교구의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Shrine Mont Camp 위원회의 영구 형성을 강력히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중을 담아 제출, 
 

Beth Magill Franklin 목사, 

교구 목사, St. Michael’s Episcopal Church, Arlington 
 

Pete Nunnally 목사 

부 교구 목사, St. Mary’s Episcopal Church, Arlington 
 

Ben Campbell 목사 

부 목회자, St. Paul’s Episcopal Church, Richmond 
 

Charles Cowherd 목사 

부 교구 목사, The Episcopal Church of the Good Shepherd, Burke 
 
Ms. Mary Ann Cowherd 

St. Stephen's Episcopal Church Culpeper, 상임 이사회 
Ms. Barbie Frank 

대표, Emmanuel Episcopal Church, Alexandria, VA 
 

Andrew T. P. Merrow 목사 



교구 목사, St. Mary’s Episcopal Church, Arlington 
 

Dr. John McCard 목사 

교구 목사, St. James’s Episcopal Church, Rich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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