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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주교들의 대화 – 보조금 지원 가능 

 

Lambeth Conference Company는 주교님들께서 주교들의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통신비와 여비를 약소하게나마 지원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19가 대유행한 이후로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줌(Zoom) 등의 화상 회의 

플랫폼을 널리 사용하여, 공동체 내부의 관계와 유대를 강화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Lambeth Conference Company는 2021년 7월 주교들의 모임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세션은 2022년 



 

  2 

콘퍼런스가 면대면으로 열리기 전 주교님들께서 회의 주제를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 주교님들이라면 누구나 세션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 

개최를 발표한 이후, 참가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주교님께서 중요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통신 비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교님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제는 주교들의 대화 참여에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ambeth Conference Company는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지역에 계신 주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소하게나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더 안정적인 도심지나 교회 사무실로 이동하는 비용  

• 데이터 패키지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료(2시간씩 6회)  

 

주교들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비용도 참작 가능합니다. 

Lambeth Conference Company의 필 조지(Phil George)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는 글로벌한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2021년 

열리는 주교들의 대화는 각국의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서  2022년 Lambeth 

Conference의 희망을 나누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교님들께서 세션에서 

소중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약소한 보조금이 세션 

참여를 막는 기술적인 장벽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신청을 원하시는 주교님께서는 Lambeth Conference Company로 신청 

세부 사항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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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서에 소속 관구장의 서명을 동봉하여Lambeth 

Conference Company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계 성공회 공동체 상임 의사가 

신청서를 모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info@lambethconference.org 

 

주교들의 대화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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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