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성공회 

모잠비크와 앙골라의 성공회 교회(IAMA) 

루시타니안 교회(포르투갈) 

 

ACC 18 - 가나에 대한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2:15-16a)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Lusophone Network)의 교회들 사이의 
왕래는 줄어들었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은 증가했습니다. 여러 WhatsApp 
그룹채팅방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해당 그룹 간의 더 많은 나눔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교 그룹 / 청소년 코디네이터 그룹 / 집사 업무 책임자 그룹.)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는 교회들의 더 큰 필요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Zoom 을 통해 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잠비크와 앙골라의 새로운 성공회 관구의 공식 창설은 지난 해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난 위대한 발전입니다.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인 Jorge Pina Cabral 주교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초청으로 
세계성공회협의회가 만든 새 관구의 헌법을 감시하는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Jorge Pina Cabral 주교는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조정자 자격으로 2022년 6월 
19일 마푸토 시에서 열린 새로운 모잠비크 주교 축성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나라에 
머무는 동안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는 여러 차례 사목 방문을 하고 
모잠비크 교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2022년 8월 Lambeth Conference에서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여러 교회 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는 Lambeth Conference에서 
모든 포르투갈어 구사 참가자를 모으는 회의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회의 
정보 자료로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책임이었습니다. 

Lambeth Conference 전에 포르투갈어권 주교들의 Zoom 모임이 있었고,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주교 배우자들 사이에도 다른 Zoom 과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주교 배우자들도 별도로 Zoom 모임을 가졌습니다.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날은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 그리스도 대축일에 
거행됩니다. 올해와 이번 주일(2022 년 11 월 20 일)에는 새로운 전례력의 매주 
일요일에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교회들 사이에서 기도를 장려하는 달력이 
출시될 것입니다.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교회의 전도구들 간에도 자매결연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는 세계성공회의 다양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Green Anglicans(녹색 성공회) 자료의 번역을 
지원했으며 8월의 «지속 가능한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차원에서 다양한 교회의 정보가 포함된 소식지가 매달 발송됩니다.  

신학적 협력은 주로 온라인 과정인 "Immersion in Anglicanism(성공회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브라질 성공회(성공회 연구 
센터)에서 주관하며 포르투갈 출신의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현재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4개 교회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된 프로젝트 및 활동 

- 포르투갈어 네트워크를 위한 주일 기도 달력 만들기; 

-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 교구 간 자매 결연; 

-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다른 교회에서 온 젊은이들과 

성직자들 간의 교류; 

- Lusophone Network Day(그리스도 왕 대축일 일요일 – 11월 말)의 연례 행사; 

- 디지털 교육 실시: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주교를 위한 교회론; 

- 브라질 성공회가 추진하는 성공회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 과정에 다양한 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의 지속적인 참여; 

- 정보 및 기존 자료 공유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페이스북, 웹사이트, 

유튜브)에서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존재감 활력 강화; 

- 2025년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 IV 회의 개최 

- 각 교회의 교회법 연구를 통해 세계성공회의 교회법 원칙에 대한 이해 심화 - 실무 

그룹 구성 

-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1년에 한 번 Zoom을 통한 교육 회의 홍보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의 조정 그룹 

조정 그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Bishop Jorge Pina Cabral (포르투갈) 

Reverend Garcia Kazailawoko (앙골라) 

Reverend Antonio Nhaca (모잠비크) 

Bishop Vicente Msosa (모잠비크) 

Elected- Bishop Magda Guedes Pereira (브라질) 

 

Vila Nova de Gaia, 16 january 2023, Bishop Jorge Pina Cabral, Network Coordinator 
(포르투갈 빌라노바데가이아에서, 2023 년 1 월 16 일, 조지 피나 카브랄 주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