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18 차 총회에 대한 ACEN 보고서 

ACC 총회에 제출한 세계 성공회 환경 네트워크 보고서. 세계 성공회 환경연대(ACEN)의 사명은 

관구가 다섯 번째 핵심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전성을 지키고,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ACC 17 차 총회 이후 활동: 홍콩  

1. Lambeth Conference 

ACEN 은 Lambeth 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했습니다.  

•  Lambeth Palace 환경의 날 – 훌리오 머레이(Julio Murray) 대주교 (파나마), 엘리자베스 

와투티(Elizabeth Wathuti) 주교 (케냐), 마리네즈(Marinez) 주교 (아마조나스)가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  성공회의 숲(Communion Forest) 출범 –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과 함께 한 본 프로젝트의 

출범식이 열렸으며 웹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https://www.communionforest.org 

•  환경 조치에 관한 세미나 – 17 명의 "생태 주교"의 원탁 토론과 훌리오 대주교의 연설, 청년 기후 

활동가 만디사 구마다(Mandisa Gumada)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 아프리카 성공회 환경 네트워크 (아프리카 녹색 성공회) 출범 

2021 년 10 월 잠비아 루사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아프리카 녹색 성공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본 네트워크에는 우간다와 르완다가 참여하였는데, 이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성공회 가족입니다! 

https://www.communionforest.org/


3. COP27(이집트), COP26(글래스고) 

훌리오 대주교는 공식 ACO 대표 자격으로 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ACEN 은 텍(TEC), 클라이밋 예스!(Climate Yes!), 티어펀드(Tearfund), 기독교 기후 

옵서버(Christian Climate Observers) 등 다른 단체에 참석한 성공회 신도들을 

연결해주었습니다.  

4. 성공회의 숲 

가능한 한 Lambeth 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ACC 17 차 총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성공회의 

숲 비전이 탄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탄소 발자국을 상쇄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였지만, 후에는 

하나의 유산으로서 성공회의 숲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기금을 투자해 주신 

Lambeth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프로젝트는 많은 교구의 참여를 끌어내 나무 심기 노력을 

숲 이니셔티브와 연계하는 걸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5. 창조의 계절 

ACEN 은 ACC 15 차 총회 결의안에 “전례 달력에 창조의 계절을 포함하는 걸 고려해달라” 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창조의 계절이 성공회 내부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ACEN 은 매년 자료를 제공하는 창조의 계절 세계 교회 운영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창조의 계절은 또한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 간의 세계 교회적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2021 년 세계 창조 기도의 날을 맞아 교황과 세계 총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가 

처음으로 다음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
messages/2021/documents/20210901-messaggio-protezionedelcreato.html 

6. 사순절 금식 

사순절 금식은 사역에 있어 정규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사순절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 UNEP/UNEA 

ACEN 은 UN 환경총회(UNEA)의 지구를 위한 믿음(Faith for the Earth)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이고 존경받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ACEN 은 2022 년 2 월 UNEA 에 참여했습니다. 레이철 

매시(Rachel Mash) 신부는 지구를 위한 믿음 플라스틱 환경 오염 태스크포스 팀 일원으로, UN 

환경 계획(UNEP) +50 믿음 비전에 관한 콘퍼런스에서 연설해달라고 초청받았습니다. 

8. 영연방 정부 수장 회의  

티어펀드와 파트너십을 맺어, 르완다, 말라위의 주교들과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라위의 

녹색 청년 성공회는 영연방 정부 수장 회의에 참석하여 손실과 손해를 감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messages/2021/documents/20210901-messaggio-protezionedelcreato.html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messages/2021/documents/20210901-messaggio-protezionedelcreato.html


9. 소통  

변혁은 개인이 변화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변화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SNS 의 업무상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51817 

트위터: 6540  

인스타그램: 2344 

관구의 성취와 도전을 기념하는 ACEN 다이제스트 제작에 켄 그레이(Ken Gray) 신부님을 

투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CC 19 차 총회까지 초점을 맞출 사항들  

성공회의 숲 

전 세계에서 성공회의 숲을 홍보하고 파트너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금 지원을 확보하며 두 교구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교구 대표 간의 네트워크 강화  

ACC 16 차 총회 결의안 8 조(ACC 16:08)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관구 대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구로부터 관구 대표의 성명(姓名)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관구 대표 간 정기적인 포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관구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UN 행사 

우리는 ACO/UN 및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UNFCC), 

UNEP, UN 생물다양성 콘퍼런스 등에서 이 단체들이 성공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태계 복원 10 년 계획(Decade of Eco-system restoration)과 UN 세계 환경의 날을 

홍보할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우리에게 하이라이트는 Lambeth Conference 에 참여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생태 주교 

세미나에 참석하고, Lambeth 의 날 계획과 성공회의 숲 출범을 도운 게 뜻깊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걸 볼 수 있어서 벅찼습니다! 

ACC 에 관한 질문 

ACC 는 몇 년 동안 ACC 와 Lambeth 의 탄소 발자국을 감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당 결의안을 가장 잘 시행할 수 있을까요? 

ACEN 사무국    레이철 매시 박사/의전 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