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년 2 월 16 일 목요일 결의안 브리핑 노트 

 

결의안 3 (d):  

 

세계성공회의 공통된 교회법 원칙, 제 2 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법률고문네트워크(Legal Advisors’ Network)는 널리 찬사를 받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2008 년 

발행물인 <세계성공회의 공통된 교회법 원칙>의 두 번째 판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Lambeth 

Conference 의 2022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세계성공회의 모든 회원 교회에 구속력이 있는 단일 법률 체계는 없습니다. 각 교회는 자체 법률 

체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을 연구하면 세계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08 년에 출판된 <세계성공회의 

공통된 교회법 원칙>의 초판에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세계성공회의 공통된 교회법 원칙>은 회원 교회, 에큐메니컬 대화, 교회 및 세속 법정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 발행물의 유용성은 최신 정보와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세계성공회의 공통된 교회법 원칙>의 초판은 의장주교들의 요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2002 년에 세계성공회의 교회들에 공통되고 교회법의 공유된 원칙으로 표현되는 불문법이 다섯 

번째 ‘일치의 도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원칙의 선언문 초안 작성을 

승인했습니다. 2002 년 ACC 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고문네트워크의 설립을 

승인했고(결의안 13), 2009 년에는 모든 관구에서 <세계성공회의 공통된 교회법 원칙>를 연구할 

것을 추천했습니다(결의안 14.20).  

 

이번에 발행되는 제 2 판은 필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회원 교회들의 삶은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이는 법과 헌법의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적 변화로 공통된 원칙들이 더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경 사항은 이전에 공식화된 원칙들의 새정 또는 제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2 판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반영합니다. 새로운 원칙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법학회(Ecclesiastical Law Society)가 후원하는 국제 독서 그룹을 포함하여, 교회법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하고 교회법과 그 사용의 익숙함과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법률고문네트워크의 재출범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법률고문네트워크는 Covid-19 대유행 동안 



경험한 것과 같이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법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률고문네트워크는 세계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상임위원회(IASCUFO)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킵니까? 

 

처음 두 원칙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은 교회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2. 교회는 공적 생활을 질서화하여 용이하게 하고 공동선을 위해 자체 

업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법은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전체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원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이 작업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교회법이 가져오는 질서와 각 세대에 새롭게 복음을 선포할 자유를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필요합니다. 

  



결의안 3 (e):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의 전례 교육 

 

보고서 읽기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전례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계성공회는 성경에 의해 

형성되고, 예배를 통해 형성되며, 상통을 위해 질서가 부여되고, 하느님의 선교에 의해 인도됩니다. 

전례적 양성은 교회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평신도, 부제, 사제, 주교의 전례 교육을 고려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세계성공회의 모든 교회에서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례 교육을 위한 최상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받습니까? 기독교인의 삶과 봉사의 모든 표현에서 전례적 형성에 대해 성공회 신자들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훈련 자원이 제한된 곳에서 교회는 전례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전례 교육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위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주요 사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다섯 가지 주요 사명(Five Marks of Mission)에 요약된 

바와 같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3609/The-Liturgical-Formation-of-All-the-Baptised_ACC18_IALC_2301.pdf


결의안 3 (f):  

 

세계성공회 달력 
 

보고서 읽기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국제성공회 전례협의회(IALC)의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성공회 달력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IALC 는 그러한 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샘플러(예시)를 제작했습니다. 달력 날짜에 각 

이름과 함께 전기 메모가 있습니다. 샘플러의 이름은 IALC 회원이 순전히 예시로 입력한 것입니다.  

 

ACC 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면, 각 회원 교회는 해당 교회의 공식 달력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세계성공회 전반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서너 명의 이름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회원 교회의 재량에 따라 기존의 달력과 함께 예배에서 모든 성공회 신자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모든 성공회 교회는 전례력의 계절을 표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크게 비춘 거룩한 남녀 성인들을 

기억하는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회 신자들은 그들의 공동 예배 생활을 어떻게 더 깊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더 넓은 세계성공회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을 예배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연합은 

위대하고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 일치는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세계성공회 

달력은 잘 정립된 성공회 기도 주기(Anglican Cycle of Prayer)를 보완하고 우리의 공동 생활과 

예배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3564/An-Anglican-Communion-Calendar_IALC_0123.pdf


결의안 3 (g):  

 

비대면 성찬식과 코로나 19 팬데믹 

 

보고서 읽기 
 

많은 교회 건물이 오랫동안 폐쇄되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막았던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안내를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에서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직자들이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성찬식을 주례하고, 사람들은 예배 영상이 

나오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빵과 포도주를 먹는 관행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관행이 감사성찬례의 본질에 대한 세계성공회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말씀의 예배; 감사성찬례를 하지 않는 것; 영적 상통; 성찬례를 거행하는 사람만 영성체를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원격 축성' 등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평가되었습니다.  

 

감사성찬례를 거행하는 사람과 다른 장소에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온라인으로 

감사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문헌이 제시하는 대답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감사성찬례의 거행을 위한 규범적 설정은 예배자들이 동시에 모이는 단일한 물리적 장소'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원격 축성의 개념이 성공회 신학 및 실천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온라인 기도는 허용되나요? 예, 다른 형태의 기도는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고 지속성을 

제공하는 가치 있고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의 이상적인 

모습은 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성찬례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찬례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교회의 초창기부터 보존되어 온 계승된 형태입니다.  

 

IASCUFO 는 성공회가 만든 성찬례에 관한 전통적, 그리고 최근의 에큐메니컬 성명을 수집하는 

부록을 제공합니다.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3612/Virtual-Communion-and-the-Covid-19-Pandemic_220322_IALC.pdf


결의안 3 (h):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에는 2021 년에 IASCUFO 에서 출판한 두 가지 학습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  인류에 대한 신성한 

선물과 부르심>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위한 성경적, 신학적 틀을 확립합니다. 두 번째 학습 

가이드인 <하느님의 주권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과 주권적 자유에 기초한 구원에 대한 

고전적인 기독교적 이해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다>는 조직신학을 다루는 것에서 우리 시대의 문제와 도전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에큐메니컬 대화의 변화를 따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윤리적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과학적, 기술적 혁신을 

목도하는 가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교리를 시급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IASCUFO 는 여기에서 제안된 신학적 인류학이 이후의 대화와 성공회 교회 간 고려 

모두를 위한 하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의 주권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한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과 하느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둔 하나의 교회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에 대한 보완적인 제물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인류가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 내에서 '선물'과 

'부르심'이라는 이중 주제는 하느님의 행동의 우선성과 인간의 신실한 응답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이 공동체 및 개인의 죄로 인해 손상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로써 

세상을 이기신 것은 모든 형태의 불의와 억압, 특히 환경 파괴와 굴욕적인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양의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신학적 틀 안에서 이 연구 가이드는 인류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함께 성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제시하셨고, 이어지는 전승에서도 반복되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의 혼합된 몸이자 병원이며, 그 모든 지체들은 부름을 받습니다(마  13:24-30; cf. 22:14). 

하느님의 택하심은 자유롭고 강요되지 않으며, 심지어 교회의 신실함과 정통성도 신비한 

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제자도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가능하게 

합니다. 

 
  



결의안 3 (i):  

 

세계성공회: 일치, 신앙, 그리고 질서, 2008-2022  

 

보고서 읽기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보고서는 2008 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일치, 신앙 및 질서에 관한 성공회 간 상임 

위원회(IASCUFO)의 활동과 기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성공회 

공동체와 다른 세계 교회들 사이에 생성된 모든 보고서와 모든 에큐메니컬 대화를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2022 년 Lambeth Conference 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현재 IASCUFO 가 세계성공회 내에서 

사역을 계속함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는 문서로 ACC 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보고서는 지난 14 년간 IASCUFO 가 한 일들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서입니다. IASCUFO 위원회는 

에큐메니컬 관계의 본질, 상통의 수단에 대한 연구, 신학적 인류학과 같은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양자 대화에 대한 성공회의 오랜 헌신을 계속해 왔으며, 현재 루터교, 

정교회, 감리교, 동양 정교회, 오순절교회, 개혁 교회 및 로마 카톨릭 교회와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우리가 완전한 상통을 이루고 있는 교회, 즉 구가톨릭 교회(Old Catholic 

Church), 마르 토마 교회(Mar Thoma Church), 필리핀 독립교회(Iglesia Filipina Independiente)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다자간 작업 및 전례 및 법률 

고문 네트워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IASCUFO 는 세계성공회의 상설 위원회이며 ACC 에 보고합니다. 그 개요는 교리, 교회론, 전례, 

교회법 및 에큐메니컬 관계 문제에 대해 세계성공회 기구와 회원 교회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IASCUFO 는 신학자, 주교 및 기타 고문들이 세계성공회의 삶과 관련된 신학적 및 에큐메니컬 

문제에 대해 만나고 생각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세계성공회의 기반 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이 위원회는 그 분의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요한복음 17 장)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론과 에큐메니컬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작업의 기록으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3499/Anglican-Unity-Faith-and-Order-2008-2022_ACC-18_012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