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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eth Conference 를 향한 여정이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Lambeth 

Conference 2022 준비를 위해, 2021 년에는 ‘주교들의 대화’ 시리즈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Lambeth Conference 는 2022 년 여름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ambeth 

Conference 2022 를 준비하고자, 2021 년에는 성공회 주교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전 온라인 모임이 열립니다.  

 

2021 년 7 월부터 열리는 ‘주교들의 대화’에는 성공회 주교님들을 초청하여, 

온라인상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라는 

주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2022 년 1 분기에는 더 많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6 개의 세션에 초대됩니다. 

 

본 모임에서는 베드로전서 1 장의 주제들을 묵상하고, 기도와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며, 각자의 사목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성공회 공동체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니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교들의 대화’를 통해 대면 회의에 앞서 공동 우선순위와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회의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성공회 공동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교라면 누구나 온라인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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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콘퍼런스 주관사에서 

주교님들에게 등록 관련 세부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참석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엠마 이네슨(Emma Ineson) 주교님이 의장을 맡은 Lambeth Conference 실무 

그룹이 본 모임을 주관합니다. 세션 개최를 위해, 의장(주교)들과 성공회 공동체 

내의 퍼실리에이터들로 구성된,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갖춘 팀이 실무 그룹을 

지원할 것입니다. 

 

엠마 이네슨 주교는 “Lambeth Conference 는 전 세계 성공회 주교들이 모여 

기도하고 친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10 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2022 년 콘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열리는 온라인 사전 모임은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콘퍼런스 주제를 준비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교의 일과가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교들의 대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 조지(Phil George), Lambeth Conference CEO 는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콘퍼런스 팀은 서로 다른 관구의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시간대와 언어 및 통역을 조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Lambeth 

Conference 2022 사전행사인 주교들의 대화가 시작되길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 방법 

주교들의 대화 일정표와 상세한 정보는 Lambeth Conferen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lambethconference.org/programme/bishops-conversations/ 

성공회 주교라면 모두 주교들의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Lambeth Conference 행사 등록 팀에서 참가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주교들에게 발송하였을 것입니다. 메일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정보를 수신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다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Lambeth 

Conference 팀(info@lambethconference.org)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https://www.lambethconference.org/programme/bishops-conver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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