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성공회의 신학 교육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Anglican Communion, TEAC) 
ACC-18에 대한 보고서 
 
 
ACC-17 이후 TEAC는 세계성공회 전반에 걸쳐, 특히 출판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신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준비했습니다. 신학교 기반 교육과 함께 교회 기반 
신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의 핵심적 부분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하이브리드 학습으로의 광범위한 이동으로 TEAC는 교육의 범위와 접촉자 수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즐거운 대면 모임도 재개되었습니다. 
 
<성공회 신자의 삶> 출범  

<성공회 신자의 삶: 우리의 역사에서 배우기>는 성공회 영성, 교회 생활과 선교에 대해 
종교 개혁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스터디 그룹과 개인을 위한 단기 교육 과정으로, 
2021년에 4개 언어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자료의 사본은 Lambeth Conference에서 
배포되었으며 널리 환영 받았습니다. 혁신적인 영상 자료인 <성공회 신자의 삶: 글로벌 
관점에서 배우기>는 2022년 2월 UTube에서 출범하였습니다. 
www.anglicancommunion.org/theology/theological-education/being-anglican.aspx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에 대한 TEAC 협의회 

TEAC 글로벌 웨비나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80명의 참가자와 함께, 남미와 
카리브해에서는 과테말라에서 주최하고 50명의 참가자를 한자리에 모았으며, 이주 
위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TEC 글로벌 파트너십과 공동으로). 10명의 신학 교육자들이 
과테말라에 참석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8월에 있었던 Lambeth 
Conference 세미나 중 하나에서 논의되었으며 또 다른 Lambeth Conference 
세미나에서는 아프리카 전역의 신학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TEAC는 또한 11월 
보츠와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신학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정상회담에 있어 USPG를 
지원했습니다. www.anglicancommunion.org/theology/theological-education/theological-
education-webinars.aspx 
  

Lambeth Conference 지원 
TEAC 직원은 그룹을 진행하고 매월 모든 그룹의 피드백을 수집 및 요약하여 Lambeth 
Conference 사전 주교들의 대화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TEAC 직원은 또한 회의에서 
본회의 및 세미나를 지원하고, Lambeth Call의 초안 일부 작성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리소스 센터에서 ACO 부스 운영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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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활동 
TEAC 직원은 Malcolm Jeeves의 저서 <과학과 신앙이 하나인 이유(Why Science and Faith 
Belong Together)>를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하여(프랑스어 
번역은 진행 중) 세계성공회 과학 위원회(Anglican Communion Science Commission)의 
설립을 지원했습니다.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2393/Why-science-and-
faith-are-inseparable-PT-2022.pdf 
www.anglicancommunion.org/media/492402/Why-science-and-faith-are-inseparable-SP-
2022.pdf 
또한 새로운 젠더 정의 부서의 자료인 <하느님의 정의(God's Justice)>의 제작과 성공회 
개발구제 연합의 <다시 함께 상상하는 세상(Re-imagining our World Together)>의 번역, 
그리고 에큐메니컬 대화의 다양한 문서 번역을 지원했습니다. 

 
 
환경신학 관련 영상 자료 

국제적 워킹 그룹에 의해 이 혁신적인 영상 자료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영상 담화 및 관련 자료는 여기 ACC-18에서 출범됩니다. 조만간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TEAC 리소스 게시판  

이것은 다시 1년에 세 번, 4개 언어로 발행되어 메일링 리스트의 650명에게 
배포되었습니다.www.anglicancommunion.org/theology/theological-education.aspx 

 
새로운 세계성공회 신학교육 위원회(CTEAC) 

ACC 상임위원회는 2022년 2월 이 새로운 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Howard 
Gregory 대주교 의장 하에 관구 위원들과 실무 그룹을 통해 앞으로 몇 년 동안 TEAC의 
업무를 인계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신학교들을 준회원으로 초청하고, (가능한 한)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초청할 것입입니다. 35개 관구가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10월에 소개 회의가 열렸고 위원회는 이곳 ACC-18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Revd Canon Dr Stephen Spencer & Dr Paulo Ueti 
Advisers on Theological Education 
(스티븐 스펜서 & 폴로 우에티, 신학 교육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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