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18에 대한 Anglican Alliance 보고서 
가나 2023 

 
보고서의 목적 

1. ACC-17 이후에 Anglican Alliance(성공회 개발·구제 연합)에서 한 일에 대한 업데이트를 ACC에 
제공하고, 새로운 우선 순위에 대한 Anglican Alliance을 위한 ACC 회원단의 안내를 요청합니다. 
 

Anglican Alliance의 임무 
2. Anglican Alliance는 성공회의 주요 사명(Marks of Mission)에서 구상한 대로 가난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하고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성공회 가족을 연결하고 무장하며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비전은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세상에서 하느님의 전인적 선교(holistic mission)에 대한 우리의 공통의 이해와 우리의 평생 
제자도로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형성됩니다. Anglican Alliance의 세 가지 상호 연결된 작업 
영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성공회를 지원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 모범 사례 발굴하기, 근거 기반 구축하기, 전인적 선교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과 역량 공유하기,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한 실천 커뮤니티 소집하기.  

• 구호 및 회복력 – 재해 회복력 및 대응 능력 강화하기, 인도주의적 위기의 시기에 지역 교회가 
세계성공회 전반의 기관 및 교회와 연결되어 기도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집 
플랫폼 제공하기. 

• 옹호 및 영향력 행사 –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와 함께, 기존·신흥 성공회 리더십을 
연결하고 활용하여 옹호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기. 여기에는 공유된 정책 
입장을 개발하고, 많은 경우 성공회 UN 
사무국과 협력하여, 세계의 기독교 전반의 
기관들, UN 등의 기구의 파트너십을 중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Anglican Alliance 의 작업은 자산 기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 
수준에서든 세계성공회 전반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 협의, ACC 
결의안 및 Lambeth Conference 를 기반으로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초점은 
이 도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비전, 
그 주변에 사역 방식, 외부 원에는 우리의 현재 
주제별 우선 순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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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ican Alliance 구조 
4. Anglican Alliance 는 2008 년 Lambeth Conference 의 권고에 따라 캔터베리 대주교와 
세계성공회의 주도로 2011 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세계성공회 전체에서 선출되는 저명한 
이사회는 중앙 아프리카 대주교가 의장을 맡고 당연직으로 세계성공회 사무총장을 
포함합니다. Anglican Alliance는 궁극적으로 그 자선사업회사의 일원인 ACC 상임위원회의 
소유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연례 감사를 받고 관리위원 지명을 확정합니다. Anglican Alliance의 
참가자는 세계성공회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는 세계성공회 주변의 모든 교회, 기관 및 
네트워크입니다. 
 

5. Anglican Alliance 팀은 세계성공회 전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아시아, 중동, 카리브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촉진자(Regional Facilitators)가 있으며, 아프리카는 CAPA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Anglican Alliance는 우간다에 상급 고문이 있으며 ACO에는 
총괄 책임자(Executive Director)를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의 
경험은 떨어져 있는 상태의 온라인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Anglican Alliance는 
ACO 의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하느님의 선교에 응답하는 세계성공회를 섬기고 
지원하는 공동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괄 책임자는 ACO 경영 팀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성공회 네트워크 및 위원회 및 Lambeth Conference 팀과 협력합니다. 우리는 국제적 이슈 
및 화해 이니셔티브에 있어 Lambeth Palace의 직원과 협력합니다. 아래 보고된 바와 같이 
Anglican Alliance는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Anglican Alliance 하이라이트: 2019-2023 
 

6. 세계성공회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Anglican Alliance의 지원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 Anglican Alliance는 세계성공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도록 즉시 모든 작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국 교회 및 지역 
교구와 협력하여 코로나 19와 그 경제 및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도모했습니다. 온라인 전환과 통역 가능성을 통해, Anglican Alliance는 이제 필요한 경우 여러 
언어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글로벌 태스크포스: 이 모임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이슈를 식별하고 Anglican 
Alliance의 전략적 대응을 가이드하기 위해 격주로, 그리고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였습니다. 
이는 세계성공회를 소집하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팬데믹을 분석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 온라인 코로나 19 리소스 허브 구축: 이것은 건강 정보, 예배 지속에 관한 사례 연구, 사목적 
돌봄, 인도주의적 대응, 다양한 성경 연구를 포함한 신앙 자료 등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리소스 허브는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진행 중인 지역 협의: 지역 촉진자는 지역 포럼과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적으로 학습 
내용을 계속 공유하고 우리의 글로벌 개요를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문제에는 정신 건강, 
청소년·청년의 교육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 백신 형평성 및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 우리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WHO 팀과 협력했습니다. 
Anglican Alliance는 백신 문제에 대해 신앙 공동체를 대변하는 두 개의 WHO 웨비나 패널에서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Anglican Alliance는 성공회 보건·지역사회 네트워크(Anglican 
Health and Community Network)의 (재)출범을 촉진했습니다. 

• 백신 형평성 옹호: 성공회 보건·지역사회 네트워크(AHCN)와 협력하여 다양한 관구와 협력 
우리의 초기 입장을 알린 글로벌 백신 형평성에 대한 입장 문서는 G7 정상 회담을 향한 지지와 
조율된 행동의 기반이 되었으며, 우리는 고소득 국가들이 잉여 백신 비축량을 공유하도록 
촉구하는 움직임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코로나 19 치료법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옹호했습니다. 

https://anglicanalliance.org/covid-19-resources-hub/
https://anglicanalliance.org/global-covid-19-vaccine-equity-position-paper-of-the-anglican-alliance-and-anglican-health-community-network/
https://anglicanalliance.org/church-of-england-bishops-join-calls-for-emergency-g7-meeting-to-tackle-vaccine-hoarding/
https://anglicanalliance.org/church-of-england-bishops-join-calls-for-emergency-g7-meeting-to-tackle-vaccine-ho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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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증진 - 정보 및 국가적 대화: 전 세계 예방 접종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장애물은 진정한 우려, 불신 및 잘못된 정보로 인해 널리 퍼진 백신 기피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의 뿌리는 깊고 복잡했으며 신뢰를 구축하는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에 답변하고 가짜 뉴스를 적발한 우리의 온라인 리소스와 더불어, 우리는 국가 차원의 
백신 대화를 촉진하여 주교 및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인 백신 과학자들과 함께 모았습니다.  

• 세계성공회 의장주교단 지원: 우리는 2021년 후반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세계성공회의 대응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성공회 UN 대표와 협력하여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된 WHO 
글로벌 팬데믹 조약(안)에 대해 의장주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 정신 건강: 우리는 정신 건강 현황을 논의하고 교회가 다양한 자원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그룹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AHCN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역 협의를 소집하고 LC2022에서 이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촉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 뉴스 공유 및 희망 유지: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유지했습니다. 
Anglican Alliance 및 세계성공회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브리핑 예시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7. 환경 및 기후 정의 
Anglican Alliance는 ACC17 이후 이 분야에서 중요한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UN 
세계성공회 사무국(ACOUN), 세계성공회 환경 네트워크(ACEN) 및 환경주교단(eco-bishops)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공회 원주민 네트워크(AIN) 및 세계성공회 청년 
네트워크(AYN)와 소통합니다.  

• 기후 당사국 총회: 우리는 ACOUN이 소집하고 ++Julio Murray가 의장을 맡은 COP26(2021) 및 
COP27(2022) 워킹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 계획에는 세 가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i. 성공회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열정을 갖게 합니다. ii. 성공회의 청년 및 원주민 
신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동반합니다(대표단 포함 등). iii.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과 '공정한 자금 조달(just financing)'을 핵심 정책 이슈로 추진합니다. 
유엔 대표의 장기 휴직 가운데, Anglican Alliance는 정책 입장 문서를 개발하고 COP26 및 
COP27에서 대표단을 지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여기 참조).  

• 주요 정책 결과: 국제 손실 및 피해 기금 시설(Loss and Damage Funding Facility) 설립은 
COP27에서 달성되었으며 이 작업과 Lambeth Call on the Environment(환경에 대한 Lambeth 
청원문)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과제는 이 시설에 자금이 지원되고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성공회 리더십을 위한 웨비나: 우리는 COP26 워킹 그룹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제목의 
웨비나 시리즈를 제공했습니다. “COP26 및 그 이후의 성공적인 기후 변화 협상을 위한 성공회 
리더십”. 3개 웨비나가 4개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주교 50명과 의장주교 9명을 포함해 총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환경 자원: 우리는 온라인 기후 위기 허브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세계성공회 전반에 걸쳐 풀뿌리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합니다. Anglican Alliance의 
촉진자는 지역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글로벌 에큐메니컬 
이니셔티브, Renew Our World와 Season of Creation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 우리는 성공회 원주민 네트워크(AIN)의 신학적 인사이트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예언적 원주민의 목소리'에 대한 신학적 논문과 비디오를 환영했습니다. 

• LC2022 에서의 환경: 우리는 Communion Forest(아래 참조)의 출범을 포함하여 Lambeth 
Conference에서 환경 주제 가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8. 안전한 이주 및 인신매매 
• 지역 협의: 2018년부터 우리는주로 구세군(Salvation Army)과 협력하여 개최된 7개 지역 
협의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이주 안전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전략적 Freedom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 신앙 반응에 대한 일련의 

https://mailchi.mp/3a98c20c7996/july-news-briefing-covid-19-work-update-4991742
https://anglicanalliance.org/in-conversation-the-anglican-communions-delegation-to-cop27-discuss-the-key-messages-of-the-policy-paper/
https://anglicanalliance.org/reflecting-on-the-anglican-communions-engagement-with-cop26/
https://anglicanalliance.org/the-climate-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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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특히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 온라인 교육 시리즈: 2022년에는 CAPA와 협력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120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2월의 자유의 금요일’이라는 4부 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 우리의 지역 실천 공동체는 계속해서 온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이주를 
촉진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CAPA와 협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혁신적인 앱 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우리는 세계성공회의 ‘이주에 관한 온라인 워킹 그룹’에 참여합니다. Anglican Alliance는 라틴 
아메리카의 리더십을 지원하여 미주 지역의 이주 문제에 대한 두 개의 글로벌 웨비나를 
소집했습니다. 
 

9. 자산 기반 교회 및 지역사회 변혁(Asset-Based Church and Community Transformation, 
ABCCT) 

• 주요 아시아 지역 협의: 2019 년에는 Tearfund 와 협력하여 아시아 전역의 실무자들을 
미얀마에 소집하여 ABCCT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숙고했습니다.  

• 실천 커뮤니티: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모임을 주최하여 이미 이러한 접근 방식에 
흠뻑 젖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 19의 영향에 좀 더 낫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 맥락화: 우리는 중동과 동아시아의 교회들이 ABCCT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공회 청년 네트워크: 우리 직원들은 성공회 청년 네트워크(Anglican Youth Network)의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ABCCT와 청소년·청년 생계 및 기후 옹호에 대해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10. 성공회 주요 사명과 UN 글로벌 목표 
• 문맥적 성경 연구:  우리는 남아공의 우자마 센터와 함께 글로벌 협의를 개최하여 신학자, 성서 
학자 및 개발 실무자들을 소집하여 리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세상을 다시 
상상하다(Re-imagining our World)’라는 제목으로, 성공회 다섯 가지 주요 사명(Anglican Five 
Marks of Mission)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과 대화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TEAC(신학 교육)의 지원을 받아 4개 언어로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 옹호 이니셔티브: 우리는 성공회 주요 사명(Marks of Mission)이라는 렌즈를 통해 UN의 글로벌 
목표에 대한 이러한 선교적 참여를 증폭시킬 새로운 세계성공회 이니셔티브를 향해 성공회 
UN 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11. 재해 대응 및 복원력 
• ‘회복력 과정(Resilience Course)’은 Episcopal Relief & Development(성공회구호개발)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으며, 42개국에서 6개 언어와 4개 시간대에서 140명 이상의 등록 
참가자(특히 여성 및 청소년)와 12개월 온라인 글로벌 학습 교환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과정은 현재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회복력과 대응의 파트너: 우리의 ‘대응 및 회복력 파트너’(PiRR) 팀은 현재 '동반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교회의 회복력 구축 및 재난 대응을 돕기 위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준 비되고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 인도적 구호 대응: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파키스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통가, 브라질, 바하마, 세인트빈센트를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재난(그리고 코로나 19)에 직면한 교회들과 연대하여 원격 회의를 소집하고 세계성공회 공동 
대응을 개발했습니다. 

• 기도로 연대: 우리는 세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뉴스와 기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위기의 
시기에 세계성공회의 어느 일부도 혼자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 Anglican Alliance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https://anglicanalliance.org/celebrating-pentecost-voices-of-resilience-from-every-nation-under-heaven/
https://anglicanalliance.org/november-disasters-update-and-call-for-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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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안보: 2022년에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연료 가격과 관련된 기후 변화와 글로벌 
금융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학습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일련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2. Lambeth Conference: 2008년 Lambeth Conference에서 구상된 Anglican Alliance는 다음을 
포함하여 LC2022의 계획 및 제공에 폭넓게 약속했습니다. 

• 주교와 배우자를 위한 회의 전 온라인 대화를 설계하고 촉진하도록 돕습니다. 
• Lambeth Call을 작성하는 편집 그룹 직원 배치를 포함하여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회의 핵심을 공동 주도합니다. 

• 환경, SDGs 및 Communion Forest의 시작에 초점을 맞춘 London Day를 주요 컨퍼런스 
유산으로 공동 감독합니다. 

• Anglican Alliance 및 Communion Forest을 위해 자원 센터에서 두 개의 참여식 부스를 
주최합니다. 

• 우리의 우선 순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관련 세계성공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주교와 
배우자를 위한 8개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공동 진행: 

o SDGs 및 자산 기반 교회 및 지역 사회 변화 
o 환경 위기 
o 기후변화와 Communion Forest 
o 이주 안전 및 인신매매 
o 건강 정보 
o 정신 건강  
o 청년 생계  
o 학교에서의 성공회 선교  
• 우리는 관심 있는 주교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 따라 
추가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 Communion Forest: Communion Forest(성공회의 숲)은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성공회 전역의 
관구, 교구 및 개별 교회에서 수행하는 산림 보호, 나무 재배 및 생태계 복원의 지역 활동으로 
구성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Anglican Alliance(성공회 개발·구제 연합)와 Anglican 
Environment Networ(성공회 환경 네트워크)는 환경주교들의 워킹 그룹의 안내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개발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Lambeth Conference의 London Day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우리는 이제 2명의 
Communion Forest 촉진자들과 함께 소규모 팀을 구성했습니다. 세계성공회의 여러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Anglican Alliance 및 환경 네트워크 직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Communion Forest 웹 사이트가 출범되고 세계성공회에 걸친 경험을 공유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개발되었습니다. 

• Communion Forest 촉진자들은 주교단 및 해당 지역의 개발 책임자들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고무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Lambeth Conference에서 돌아온 주교들은 이 컨셉을 
공유했으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공회 교구들의 추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웨비나에 다양한 언어/시간대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기금 (WWF) 등 외부 파트너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6개월간의 컨셉 테스트를 거쳐 현재 세부적인 전략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ommunion Forest의 향후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ACC의 지침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https://anglicanalliance.org/the-growing-global-food-crisis-anglican-concerns-and-responses/
https://www.communionfor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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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론: Anglican Alliance는 ACC 상임위원회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ACC 
모임과 그 사이에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ACC 
회원들의 조언과 참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집약적인 코로나 19 기간 이후 Anglican 
Alliance의 우선순위를 재정향함에 있어 ACC 회원들의 지도를 환영합니다.  

Revd Canon Rachel Carnegie, Executive Director Anglican Alliance 
(캐논 레이첼 카네기 신부, Anglican Alliance 총괄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