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mbeth Conference 
보고서 

ACC – 가나, 2023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 캔터베리 Lambeth Conference 

635명의 주교와 464명의 배우자가 2022년 캔터베리에서 열린 제15차 Lambeth Confere

nce를 위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부는 여행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주교님 부부가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고 공부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양회 주제는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 - 함께 걷고, 들으며, 증거하는 삶'

이었습니다. 

 
Lambeth Conference – 3단계 여정 

컨퍼런스의 주재자로서 캔터베리 대주교는 항상 행사 후에 Lambeth Conference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과정을 의도했습니다. 2020년 컨퍼런스가 COVID-19로 인해 

연기되었을 때, 일련의 컨퍼런스 사전 온라인 미팅을 위한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Lambeth Conference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Lambeth Conference의 3단계:  
   

• 1단계 – ‘함께 듣기’(2022): - 주교들은 ‘주교들의 대화’ 시리즈를 위해, 배우자들은 '

글로벌 대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만났고, 회의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성경 연구와 

기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주교들은 또한 평화와 화해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시리즈 

'분쟁 가득한 세계에서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 온라인 그룹은 주교들과 

배우자들이 캔터베리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2단계 - '함께 걷기'(2022년 7월~8월): Lambeth Conference가 캔터베리에서 

만났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를 연구하고 선교와 전도, 

안전한 교회, 성공회 정체성, 인간의 존엄성,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와 화해, 

과학과 신앙, 제자도, 기독교 연합(일치), 종교 간 관계 등 중요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각 주제와 관련하여 Lambeth Calls가 공유되었습니다.  

• 3단계 – '함께 증거하기'(2023-2026): 이 단계는 컨퍼런스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Lam

beth Calls를 기반으로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ACC 회원들에게 3단계 계획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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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Lambeth Conference 결과를 기반으로 그 위에 구축하기 
 
3단계 그룹 기획단 

Julio Murray 주교(파나마 주교)를 의장으로 하는 그룹이 3단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세계성공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열된 자원 및 직원 그룹도 있습니다. 3단계는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룹은 의장주교들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그룹은 이미 1월에 만났고 

2월에 거점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3단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교들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성공회에서 주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탐구합니다.  

 

• Lambeth Calls의 성격과 상태를 고려하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를 계속 고려하고, 

세계성공회 교회들에 계속 전달하는 방법을 분별하십시오.  
 
 
Lambeth Calls 

Lambeth Calls에는 각각 제도 그룹이 있습니다. 행사 이후 Lambeth Calls에 대한 

컨퍼런스의 피드백이 각 초안 작성 그룹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정된 Calls 내용을 보냈습니다. 3단계 그룹은 캔터베리 대주교와 협의하여 세계성공회 

교회들에 Lambeth Calls을 보내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 연구 

그룹에서 Call의 주제를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학적 및 교회학적 입력(Theological and Ecclesiological Input) 

Julio 주교는 IASCUFO(세계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상임위원회) 의장인 Graham Tomli

n 주교와 Christopher Wells 총무에게 Lambeth Calls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신학적, 

교회학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내에서 Lambeth Call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구성 성공회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은 이 

요청에 동의했으며 2월 회의를 위해 3단계 그룹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교들의 성경 연구 그룹: 계속되는 대화 

Lambeth Conference 이후로 많은 주교들이 성경 연구 모임에서 만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Lambeth Conference의 강력한 결과입니다. 

3단계 작업은 이러한 그룹을 격려하고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올해 

성경연구모임을 3~4회 가질 계획입니다. 일부 성경 연구 그룹은 해석과 IT 및 연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촉진자(facilitator) 팀은 우리와 함께 3단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Lambe

th Conference에서 성경 연구 촉진자(진행자)로 일했습니다. 3단계 계획 그룹은 많은 

촉진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이후로 

그들의 그룹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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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를 위한 리소스 마련 

Lambeth Conference Company는 내년 작업을 위해 3단계 그룹에 일부 리소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단계가 Lambeth Conference의 핵심 부분이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항상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Lambeth Conference Company

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적절한 방법임을 분명히 합니다. Jo Bailey Wells 주교는 J

ulio Murray 주교 및 Anthony Poggo 주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3단계 관리를 

주도할 것입니다. Kari. Loureiro는 세계성공회 협의회(ACC)의 Episcopal Ministry Su

pport Officer(성공회 사역 지원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단계 그룹 

• Julio Murray 주교(파나마 주교) – 의장  
• Kay Goldsworthy 대주교(퍼스 대주교)  
• Jorge Cabral 주교(포르투갈 루시타니아 교회 주교)  
• Danald Jute 주교(쿠칭 주교)  
• Paul Swarup 주교(델리 주교)  
• Vicentia Kgabe 주교(레소토의 주교)  
• Anthony Poggo 주교 – 그룹 비서 및 세계성공회 사무총장 
• 배우자 그룹 대표(네트워크)  

자원 및 직원 팀  

• Jo Bailey Wells 주교 – 세계성공회의 Bishop for Episcopal Ministry 

• Stephen Spencer  

• Janet Miles(2023년 6월까지) 

• Kari Loureiro 

• Phil George(2023년 2월까지) 

• Tim Thornton 주교(영국 교회) – 리소스 팀 

• Agnes Abuom 박사(케냐 성공회) – 리소스 팀 

 

배우자 그룹: 계속되는 대화 

총회에서 많은 주교 배우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 운영 그룹은 2022년 12

월 ACC의 승인을 받은 주교 배우자 네트워크 계획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Caroline W

elby는 현재 모든 주교들과 그 배우자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2

월에는 배우자 네트워크가 그들의 관구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컨퍼런스 

당시 배우자 성경 연구 그룹 촉진자로 활동했던 사람들과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Lambeth Conference의 3단계에 대한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웹 사이트:  https://www.lambethconference.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ambethConference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ambethConf 

인스타그램:  LambethConference 

https://www.lambethconference.org/
https://www.facebook.com/LambethConference
https://www.twitter.com/Lambeth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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