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성공회 보건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 ACC 18 차 총회 

보고서 
 
‘과학에 대한 신뢰와 하느님을 향한 희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자와 

함께하며 공평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공회인들을 연결하고 준비시키며 

이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겠습니다.’ 
 
성공회 내부에는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관구, 교구, 단체 및 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연합(Mothers’ Union), 

지역 신도들, 자원봉사자 등의 보건 프로젝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보건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공공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은 성공회의 자산으로, 다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공유되어야 합니다.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기술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잘 

연결되어야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열린 세계 성공회 협의회(ACC) 회의에서는 A17:07 결의안, ‘성공회 보건 네트워크를 

향하여’가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성공회 보건 네트워크(Anglican Health Network) 

개발 범위를 다루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착수한 후 ACC 상임 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0 년 성공회 개발 구제 연합(Anglican Alliance)의 지원을 받아 이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범위를 지정하는 연구만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2020 년 9 월, 

네트워크 형성에 그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제 협의(Global 

Consultation)가 인터넷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성공회인들은 해당 행사에 참여하여 세계 

성공회 기구와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보건, 개발, 구호라는 주제에서 진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작업은 신규 네트워크의 업무와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함께 높이는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2021 년 2 월 ACC 상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 년 2 월 ACC 상임 위원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후, 그해 4 월 7 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세계 성공회 보건 및 지역 사회 네트워크(Anglican Health and Community Network, AHCN)가 

출범하였습니다. 질병 예방 교육이든, 지역 사회 클리닉 조직이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교회는 

손이 닿기 힘든 지역 사회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정한 보건 위기 상황에 처하면 보건 전문 지식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AHCN 은 이러한 보건 전문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증진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AHCN 단체명에는 ‘지역 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공회의 보건에 대한 

사명이 병원과 클리닉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사회, 지역 사회, 보건 

시스템의 복합체가 보건을 여러 방면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공회를 통틀어 현 네트워크에는 세 명의 공동 의장과 두 명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보건 전문가로, 관구장과의 협의 후 공동 의장으로 지명되었으며 캔터베리 주교와 세계 성공회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동 의장 마이클 비슬리 (Michael Beasley) 신부는 영국 성공회 

바스 앤드 웰스(Bath and Wells) 교구 주교이며, 이전에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에서 역학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루크 파토(Luke Pato) 신부는 전(前) 나미비아의 주교로, 

이스델 플라워스 크로스 보더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Isdell Flowers Cross Border Malaria 

Initiative)의 주요 회원이자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니스 창(Janice Tsang) 박사는 종양학 

전문가이자 홍콩 대학교의 명예 임상 조교수입니다. 공동 코디네이터에는 샐리 스미스(Sally 

Smith)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EPI WIN 팀의 컨설턴트/선임 고문인 스미스 박사는 

과거에 유엔 에이즈 합동 계획(UNAIDS)에서 14 년 동안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신앙 기반 조직(FBOs)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HIV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또 다른 

공동 코디네이터 벤 워커 박사(Dr Ben Walker)는 리즈(Leeds) 교구의 전략 프로그램 매니저로, 

이 전에는 요크(York) WHO 협력 센터 매니저였으며, 국제 보건 및 개발에서 종교의 

역할(Religion in Global Health and Development, 2022)을 저술했습니다. 
 
 
AHCN 은 다섯 가지 핵심 사명과 관련 있는 여섯 가지 주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애정이 어린 

봉사에 대한 인간의 욕구와 지원 활동에 응답하고, 부당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특히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연결 및 조율: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범구역적인 맥락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보건 문제에 

대해 성공회인들의 조율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보건 전문가와 교회 지도자들의 협력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지지·옹호: 전 세계 성공회 어젠다 중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광범위한 분야의 보건 전문가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 성공회의 지지·옹호 활동은 이러한 지식들을 참고하며, 보건의 형평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WHO·UN·아프리카 연합·기타 지역 기구의 기여를 강화하고, 정부와 함께, 



또는 평화를 위한 종교(Religions for Peace)나 세계 교회 협의회 등 종교연합 및 세계 교회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더 큰 노력을 쏟습니다. 

3) 보건에 대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지역 사회 간의 신뢰와 희망을 구축하고, 성공회 내의 

비종교적 보건 파트너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한 

파트너와는 가장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보건부의 대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4) 준비: 성공회를 믿는 보건 종사자, 교회 지도자, 학자들을 한군데 모아 함께 실천하고 

지지하도록 준비시킵니다. 네트워크에 학자와 보건 종사자를 한데 모으면, 활동과 성공회의 

목소리에 전문성이 높아지며, 보건에 관해 학습하고 기량을 키울 수 있는 성공회 내부 

메커니즘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5) 지원, 동행 및 격려: 소외된 성공회 보건 파트너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성공회 

내부의 동료들과 연결함으로써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합니다. 

6) 준비: 세계 성공회, 조직,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배운 교훈과 모범 사례를 기록합니다. 이는 

다음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2021 년과 2022 년, AHCN 은 말라리아, 코로나 19 및 정신 건강에 관한 실천 공동체(COPs)를 

출범 및 성장시켰습니다. 회원에게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였고, WHO 신앙 네트워크의 

전략과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또,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AHCN 만의 비전과 전략을 

세웠으며, 이로써 향후 3 년 동안의 경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기금 조달 단체와의 합의한 후에, 지역 코디네이터를 모집하고 운영 그룹을 구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서 도출된 핵심 메시지는 곧 AHCN 이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AHCN 은 

지역 교회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보건 이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를 연결하고, 준비시키며,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 AHCN 은 더 

넓은 의미의 교회에서 신앙과 보건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지역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재 이슈에 대응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다음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만한 하이라이트는 2022 년 8 월 Lambeth Conference 에서 개최된 두 

세미나였습니다. 많은 분이 긍정적으로 참여해주셨고, 약 70 명의 주교/주교 배우자가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특히 코로나 백신, 상충하는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앙 리더의 역할, 그리고 보건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사회의 신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를 구축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세계적인 정신 건강 위기를 다뤘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세미나에는 40 명 이상이 참석하였고 특히나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정신적·영적 안녕을 비롯해 슬플 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돌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영국 및 미국 출신 참가자들은 회복탄력성과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여러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퍼런스에서는 보건 형평성과 성경 연구, 신학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담은 9 월 뉴스레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뉴스레터를 

가져갔습니다.  
 
주요 질문: 어떤 보건 분야에서 성공회인들의 지원을 늘리고, 기존 활동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