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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보고서 

 

개요 

 

1. 이 보고서는 세계성공회 사무국(Anglican Communion Office, ACO)의 내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문제와 세계성공회 자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

년 9월 1일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이후의 활동, 2023년의 우선순위, 세계성공회 

공동체(Anglican Communion)를 위해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양 

 

2. 제가 취임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Josiah 대주교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세계성공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3. 계속해서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ACC 의장 Paul Kwong 

대주교 와 Maggie Swinson 부의장 님께 감사드립니다. ACO의 관리팀 구성원과 다른 

동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협력과 팀워크에 항상 감사합니다. 

 

4. 부임 후 첫 몇 달 동안 나의 주요 우선 순위 중 하나는 Anglican Communion Office 직원들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전문성 및 근면함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달성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저는 Lambeth Conference Company의 CEO 및 성공회 연맹(

Anglican Alliance)의 전무 이사와 함께 저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들과의 만남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그들의 역할, 그들이 가진 책임, 그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 존재하는 

기회,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우선순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기 비전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계속해서 그들의 작업을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또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조직의 재무 작업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제 관계 및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ACO 직원 업데이트 

 

5. 2023년에는 리더십 팀의 일부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것입니다. Unity Faith and Order의 

새 이사인 Christopher Wells 박사가 임명되어 2022년 11월 1일에 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 Grace Barlow는 관리 및 물류 이사로 임명되어 2022년 10월에 그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 새로운 유엔 상임 대표가 임명되었으며 2023년 3월 13일에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Angli

can Communion Office가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 그들이 할 중요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2 
 

6. 사무총장실 내에서 세 명의 새로운 임명도 이루어졌습니다. Caroline Thompson은 

사무총장 개인 비서관으로, Tyler Jordan은 이벤트 및 여행 책임자로, Ms. Daniella Donko

r는 거버넌스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Jo Bailey Wells 주교는 성공회 공동체의 성공회 

주교로, Mrs. Kari Loureiro는 성공회 지원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Mrs. Janet Miles

는 Lambeth Conference 3단계의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

evd Canon Dr Stephen Spencer도 Lambeth Conference 이행 단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들은 모두 2023년 1월에 직무를 맡았습니다. 선임 커뮤니케이션 관리자도 임명되었으며 

임용 전 조회가 무사히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2023년 3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이제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전문가로서 이 새로이 ACO의 일부가 되어 주신 분들과 함께 일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7. 소규모 조직으로서 직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의 역할과 급여에 그들의 증가하는 경험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더 의도적일 수 있을지 탐구했습니다. 연간 생활비 인상은 2월 IAFAC에서 논의하고 

승인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영국의 인플레이션율, 영국의 급여 

인상률 및 ACC와 유사한 조직과의 특정 벤치마킹을 고려할 것입니다. 개별 직무 내용 및 

해당 급여에 대한 검토도 시작되었으며 상임 위원회에 제출된 권장 변경 사항과 함께 2023

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어느 부분에서 직원의 전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직원 개발 및 교육이 올해의 개인 개발 검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문화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 이후, 여기에는 이제 사무실과 집 사이의 

하이브리드 작업 모델이 포함됩니다. 

 

전략 계획 및 ACC 결의 

 

8. Anglican Communion Office(ACO) 전략 계획은 전략적 방향과 우선 순위를 더 많이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보고 있고 다른 것들은 더 큰 뉘앙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전략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내부 및 외부의 동료들과 계속해서 많은 토론을 할 것이며, 하느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반성하면서 많은 기도를 수반할 것입니다. 

 

9. Lambeth Conference의 결과는 또한 전략적 계획의 개발 및 출시에 통합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개월, 몇 년 동안 상임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ACC-17의 결의안을 이행하고 진행 상임위원회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젠더 정의에 대한 ACC 결의안 이행에 대한 기본 조사에서 

영국 성공회 전체에 젠더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수행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장벽과 

작업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St Andrew’s House 

 

10. 세인트 앤드류 커뮤니티에서 페퍼콘 임대료(명목상 임대료)로 임대 중인 St. Andrew’s Ho

use의 임대가 2032년까지 1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건물의 유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건물 용도 및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는 2022년 2월에 보고되었으며, 저는 이제 동료들과 협력하여 

이 검토를 완료하고 상임 위원회에서 고려할 일련의 권장 사항을 생성할 것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Compass Rose Society등의 대규모 회의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St. Andrew’s 

House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소장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최선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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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들과의 대화 

 

11. Justin Welby 대주교의 성공회 친교 고문으로 일한 배경과 이 역할을 통해 많은 주교들을 

알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  변경된  역할의  특성으로  인해  주교들과의  관계  특성도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들의 영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대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 성공회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배우는 것은 눈을 뜨게 

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앞으로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들의 관구 생활에서 어떤 

주요 사건이 일어날지 확인하여 나의 지원 및/또는 물리적 존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업무와 여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구 기부금 

 

12. 저는 주교들과 통화하는 동안 성공회 간 예산에 대한 관구의 기여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관구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기여금 제공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각 관구의 기여금 

할당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회 공동체 내의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견고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mbeth Conference 

 

13.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베드로전서에서 영감을 받은 제

15 차 Lambeth Conference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저는 635명의 주교와 464명의 배우자가 이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2

022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쁩니다. 2년간의 봉쇄와 코로나19 제한 이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교제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 많은 주교님들이 컨퍼런스에 대한 기쁨을 저와 함께 나누었고 활력을 되찾은 성공회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 Lambeth Conference는 1단계: 온라인 모임과 대화를 특징으로 하는 '함께 듣기'(2021/20

22), 2단계: 캔터베리에서 열리는 행사를 위한 '함께 걷기'(2022년 7-8월) 및 3단계: '함께 

증거하기'(2023-2026)는 컨퍼런스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Lambeth Calls를 기반으로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Lambeth Calls 세션의 피드백은 3단계 그룹으로 전달됩니다. 

그것들은 성공회 공동체에 선물로 다시 나누어질 것이며, 그것을 고려하도록 관구와 교구를 

초대할 것입니다. 

 

15. Lambeth Conference에 대한 두 가지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Lambeth Confe

rence 리소스 가이드 – 이벤트의 주요 순간을 캡처하고 컨퍼런스 세션의 관련 자료 및 

동영상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둘째, ACO의 Stephen Spencer가 편집한 공식 컨퍼런스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1단계와 2단계를 주교들의 대화와 컨퍼런스 자체에서 나온 보고와 

연설로 다룰 것입니다. 

 

16. Julio Murray 주교는 Lambeth Conference의 3단계 작업을 위한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ACO 작업의 주요 영역과 관련된 Calls에서 작업합니다. Jo Bailey Wells 

주교는 Anglican Communion Office에서 성공회 주교로서의 역할의 일환으로 이 작업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  목표는  우리가  하느님의  세계를  위한  하느님의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성공회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3단계 보고서는 성공회 자문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ACC 주간에 발표될 것입니다. 

 

17. 많은 주교들이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성경 공부 그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교들은 또한 

Lambeth Call 세션을 위해 이 동일한 그룹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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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고 때로는 안전한 공간에서 힘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에도 많은 

그룹이 온라인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단계 작업은 이러한 그룹을 격려하고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촉진자(facilitator)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Primates' Meeting 

 

18.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간격으로 개최됩니다. 가장 

최근의 대면 회의는 2022년 3월 런던 Lambeth Palace에서 열린 하이브리드 회의였습니다

. 비대면 Primates' Meeting은 2022년 12월에 열렸습니다. 다음 대면 Primates' Meeting

은 2024년 봄에 로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공회 공동체의 관구들 

 

19. 새로운 관구 Igreja Anglicana de Mocambique e Angola (IAMA)는 이제 성공회 공동체의 

42번째 관구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ACC 법률 고문이 남부 아프리카 성공회 및 제안된 

관구의 고위 지도부와 연락하여 행한 헌법 검토 및 관찰에 따른 것입니다. 취임식 은 2021

년 9월 24일에 남아프리카 성공회 교회 창설 150주년을 기념하여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은 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 모잠비크에서 열리는 

관구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캔터베리 대주교와 합류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평화 구축을 위한 다른 기독교의 에큐메니칼(ecumenical) 파트너들, 다른 종교의(interfait

h) 파트너들, UN 파트너와 함께 모잠비크 성공회 교회의 활동을 보기 위해 북부 카포 델가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20. Church of Ceylon을 새로운 관구로 발족시키는 과정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세 번째 

교구 창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mbeth Palace와 ACO는 이 문제에 대해 실론 교회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성공회 공동체 위원회 및 네트워크 

 

21. ACC-17 이후 세 개의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첫째, 과학 위원회는 존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았고 앞으로 케냐에 있는 허브를 통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전도·제자훈련 위원회(Evangelism and Discipleship Commission는 

예수의 모습을 본뜬 삶의 프로그램을 통한 의도적인 제자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반에 걸친 

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 신학 교육 

위원회(CTEAC)는 지난 5년 동안 시작한 네트워킹과 자원 조달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출범은 2020/2021년 ACO 검토 및 재구성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전에 ACO 내에서 수행된 선교 작업이 이제 성공회 공동체의 회원 교회가 지명한 

위원회가 소유하고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22. 2022년 12월 나이로비에서 새로 구성된 Inter-Anglican Standing Commission on Unity 

Faith and Order(IASCUFO)에 잠시나마 합류하게 된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작업에 대한 나의 비전을 그들과 공유했고 지난 Lambeth Conference에서 나왔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23. 위원회와 네트워크는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 내에서 계속해서 번성하여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했습니다. 웨비나, 뉴스레터, 코로나, 생태 위기, 젠더 정의를 주제로 

한 리소스의 형태로 네트워크 간에 유익한 협력 작업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상황은 또한 새로운 성공회 보건·지역사회 네트워크(Anglican Health and Community Ne

twork) 및 성공회 청년 네트워크(Anglican Youth Network)과 같은 네트워크를 부활시킨 

선교의 중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에너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Lambeth Conferen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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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구에서 좋은 정책, 절차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안전한 교회 위원회(Safe Church Commission)

의 작업이 두드러졌습니다. 더 큰 언어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위원회와 네트워크가 친교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공동체는 위원회와 

네트워크에 시간, 신앙, 전문 지식, 자금, 이야기 및 기도를 바친 수백 명의 회원들의 열정 및 

헌신을 통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깊이 풍성해졌습니다. “교회는 선교로 존재하며, 

마치 불이 타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Emil Brunner). 회의 문서에 있는 모든 위원회 및 

네트워크의 고무적인 보고서를 추천합니다. 

 

24. Lambeth Conference 여정을 통해 주교의 배우자와 함께 한 작업을 구축하기 위해 ACC 

상임위원회는 주교의 배우자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운영 그룹이 지역 

대표로 식별될 때까지 네트워크 구축을 감독하기 위해 임시 그룹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주교 

배우자 네트워크는 배우자 간의 친교, 격려 및 준비를 위한 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glican Alliance 

 

25. Anglican Alliance(성공회 개발구제 연합)은 공동체의 글로벌 Covid-19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문제와 교회 모델을 식별하기 위해 

글로벌 태스크 포스 및 지역 실무 그룹을 소집하고 35개 이상의 지역 및 글로벌 웨비나를 

통해 이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건강 자원과 성경 공부(4개 

언어로 제공)가 있는 온라인 자원 허브를 개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브리핑을 위해 

세계 보건 기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책을 개발하고 백신 평등에 대한 

국가 정부 및 G7과의 공동체 옹호를 촉진했습니다. 

 

26. 생태계 보호 및 재조림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운동인 Communion Forest는 2022 Lambet

h Conference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환경주교(Eco-Bishops), 세계성공회 환경 

네트워크(Anglican Communion Environmental Network) 및 Anglican Alliance의 작업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  성공회 연맹은  Lambeth  Conference의  유산으로 

이니셔티브를 전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예정된 방문 

 

27. 2월 초에 저는 캔터베리 대주교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과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장과 공동 

방문하는 남수단 세계 평화 순례에 동행할 것입니다. 

 

28. 저는 현재 2023년과 2024년 공식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구와 성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방문 중 하나는 2023년 8월에 Compass Rose Society의 

회원들이 공동체 주변을 방문하는 연례 방문의 일환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재정 

 

29. 또한 Inter-Anglican 예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모든 관구에 감사를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ACO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하는 Compass Rose Society와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파트너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론 

 

30. 사무총장으로서 저의 역할은 관계를 구축하고 3단계 그룹 작업의 일환으로 2022년 Lambe

th Conference의 결과를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임과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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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성공회 공동체 기구의 사무국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계성공회 재무·관리 위원회(Inter Anglican 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A

FAC)가 재정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의 지도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성공회 공동체의 삶과 

일을 통해 하느님의 세계에서 하느님의 사명을 확장하는 데 봉사할 것입니다. 

 

 
The Right Reverend Anthony Poggo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