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가나 ACC 총회에 관한 ACOUN 보고서 
 

UN 성공회 사무국(Anglican Communion Office at the United Nation, ACOUN)은 국제무대에서 
세계 성공회의 목소리, 경험, 전문성을 대변하고 격상합니다. ACOUN은 UN 사무국, 산하 기관 
및 회원국과의 교류에 중점을 둔 선교 활동을 수행합니다. 

ACOUN의 UN 참여는 성공회의 다섯 가지 핵심 사명이라는 맥락에서 비추어볼 때 성공회 
밖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선한 소식을 전하고,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고, 부당한 구조에 도전하고,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며, 창조질서를 
보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COUN 은 이러한 선교적 사명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공회 관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UN 에서 정부간 협력하는 과정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하느님의 세계와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는 국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 교회와 다른 신앙을 가진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국가가 
성공회와 영국 성공회가 제공하는 해결책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ACC 총회 이후, ACOUN은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UN 상임대표인 잭 팔머-화이트(Jack Palmer-White)는 전 세계 성공회 공동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두 개로 나뉘어 있던 팀을 통합했습니다(하나는 뉴욕에, 다른 하나는 제네바에 
있었었습니다). 

2021년 뉴욕 팀 일원들은 새로운 커리어를 찾아 나섰고, 2022년 말에는 잭 팔머-화이트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2022년 7월, 글렌 러플(Glen Ruffle) 신부는 상임대표의 
시간제 보좌관 직책으로 합류하여, UN 현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네바로 활동 장소를 
옮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UN 환경 계획의 본거지, 나이로비에서 활동하는 니콜라스 
판데(Nicholas Pande)는 일주일 중 하루, 기후와 생물 다양성 문제를 전담하는 성공회 팀 
업무에만 집중합니다. 2023년 3월, 신임 상임대표가 그 역할을 맡기를 희망합니다. 

ACC 17차 총회 이후 완료된 작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회의 목소리 격상 

1. 본 단체는 UN이 신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신앙 
활동가의 중요성이 최초로 UN 문서에 드러나도록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 UN 환경 프로그램 내 신앙 기반 조직을 위한 운영 그룹(Steering Group for Faith-Based 
Organisations)이 되고 UN 다신교 자문 위원회(UN Multi-Faith Advisory Council)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UN 체제 내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3. 2019년에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8명의 여성 대표단을 파견하여 기회의 평등과 
여성의 지위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4. 2019년에는 UN 환경 총회(UNEA)에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무엇을 목표로 삼고 
연설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브리핑하였습니다. 

5. 세계 시민 사회 성명서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 신앙 지도자 성명서, UNEA 폐회식 
총회에서 발표된 다신교 성명서 등에서 성공회의 핵심적인 표현이 드러나도록 UN 환경 
총회 관련 다양한 성명서의 초안 작성 및 편집을 도왔습니다. 

6. 여성 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여성 차별철폐를 옹호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 젠더 정의, 원주민 권리, 기후 회복력에 관한 온라인 UN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참석했습니다. 

8. 상임대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화 구축과 화해 문제를 브리핑하는 역할을 맡은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9.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기후 절차와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COP 
정상회의의 공식적인 인정을 확보하였습니다. 

10.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과 협력하여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COP26 과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성공회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도왔고, 주최국 교회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성공회는 기후 문제를 다루는 COP에 대표단을 오랫동안 
파견해온 한편, 기후 변화 콘퍼런스에 ACC 대표단을 파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 
단체는 정책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해 글로벌 워킹 그룹을 
소집하였습니다. 피드백에 따르면, 존재감이 강력했고 행사에 활력소가 되어주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ACOUN과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은 대표단의 브리핑을 돕고 이동편을 조정하며 지지 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우리가 제출한 COP26에 대한 보고서 덕분에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과 
‘공정한 금융(just financing)’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COP27 
용 브리핑 문서는 4개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명확하고 간결하며 관련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b. 특히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Anglican Alliance)과 세계 성공회 환경연대(ACEN)와 
함께 존재감을 높이고 그 과정을 지지하는 일을 통해,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c. ACC COP26 워킹 그룹을 통해 일련의 COP26 사전 및 사후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성공회에 소속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참가하였습니다. 

d. COP 대표단에는 세계 성공회 리더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원주민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을 강조하였습니다. 

11. UN 정치 및 평화 구축 부서(UN Department for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와 
관계를 구축하여, 캔터베리 대주교와 성공회 중재자들이 분쟁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잠비크와 카메룬에서 
성공회와 UN 시니어 스태프 간에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2. 성공회 원주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성공회 환경 네트워크가 환경 정의에 대한 글로벌 
시민 사회 주요 성명서에 입장을 반영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환경 보호에 있어 성공회가 주도하는 노력을 UN 환경 사무총장에게 알렸습니다. 



13. ACOUN은 환경 정의,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핵무기, 젠더 정의에 관한 주요 UN 회의에 
ACC 의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2021 년 2 월 UNEP 50 주년 기념 
행사(UNEP@50)에서 주요 성공회 연사가 연설할 수 있었습니다. 

14. 노력 덕분에 ACC는 새로운 세계보건기구 신앙 네트워크(World Health Organization Faith 
Network)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또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특별 세션을 앞두고,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과 함께 세계적 팬데믹 조약에 대한 성공회 신도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구의 참여 

15. UN 팀은 관구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보편적인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s)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16. 2022년에는 브라질의 인권 기록에 대한 보편적 정기 검토의 일환으로, 브라질 미국 
성공회 교회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7. 2019년, UN과 신앙 기반 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 덕분에 이집트 
쉼터(이집트 교구)가 난민과 HIV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18. ACOUN은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업적을 직접 알리고, 캔터베리 
대주교의 사무총장에 대한 반응을 관리하였으며, 호의적인 관계를 확보하였습니다. 

19. 원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성공회 원주민 네트워크, ACO 
커뮤니케이션 팀과 ACOUN이 협업하여 함께 영상을 제작한 후 공개하였습니다.  

20. 상임대표는 아프리카 성공회 관구 협의회(CAPA)와 UN 환경 그룹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1. UN의 중요한 연간 행사 동안 SNS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UN COP26이 
열렸던 2주 동안 93,000개 트윗이, UN 여성 지위 위원회가 열린 2주 동안 12,500개 
트윗이 노출되었습니다).  

22. Lambeth Conference 프로세스 동안, ACOUN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촉구 성명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이슈를 다룬 여러 세미나를 조직했으며 ACOUN이 
성공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주교와 기타 이해관계자와 만났습니다. 

23. 우리 팀은 Lambeth Conference에서 주교들에게 물류, 행정, 전략 및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세계를 다시 상상하기(Reimagining our 
World)에 관한 주교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글렌 러플 신부는 2022년 7월에 합류한 이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제 51차 UN 인권이사회에 청년의 권리에 코로나 19가 미치는 영향을 다룬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22년 9월 21일 제 51차 인권이사회 제 17차 정기총회, 전체 토론 주제 3번에 관한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 제 67차 UN여성지위위원회(CSW67)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OHCHR 의 인권과 기후 변화에 대한 50/9 결의안(09.12.2022)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니콜라스 판데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에 관한 ACC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CQX2HEILMc&t=25s


- COP27에 참석할 대표단의 준비와 브리핑, 일정을 조직하였으며 그들의 지지 활동을 
도왔습니다. 

-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 15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진전 사항을 
추적하였습니다. 

전망 

 
ACOUN은 여태까지 달성한 일들을 한 수준 더 높게 끌어올리려는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싱그러운 마음으로 2023 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릴 COP28 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개최될 CSW67에 참석하며 제네바에서 현장 지원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성공회 관구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다른 지원 단체와 역할 호환이 가능한 그룹, 
연합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성공회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지 
활동에 지금처럼,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앙 건강 네트워크(Faith Health Network)를 설립하였습니다. ACOUN은 
새로운 환경에서 목소리를 높일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UN 난민기구와 협력하고 
현재 진행 중인 COP 프로세스를 계속 수행해나가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 UN 인권이사회에서 지원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글렌 러플 신부,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