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18에 대한 성공회 평화·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회의 
성공회 평화·정의 네트워크(APJN; Anglican Peace and Justice Network) 운영 그룹은 2019년 12월 2

일부터 5일까지 영국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하고 나누는 

정신으로, 네 번째 주요 사명(Mark of Mission)(‘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변혁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도전하며 평화와 화해를 추구한다’)에 기반한 우리 네트워크(APJN)의 사명을 확인하고 강화했습니다. 

APJN 운영 그룹은 이 네트워크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사람들과 동행 

•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 

• 모든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연대 

진행 중인 작업의 초점은 다가올 Lambeth Conference와 운영 그룹 구성원들이 컨퍼런스 이전에 

온라인 대화를 위해 감독들을 모으는 데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 성별, 환경 정의, 화해; 

옹호, 경제적 정의, 무기 거래, 안전한 교회, 분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이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 
Covid 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 Lambeth Conference가 2020년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 Lambeth Conference 직원은 우리가 계획했던 종류의 온라인 회의 소집으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모임을 계속했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문제를 겪고 있는 세상을 위해 

계속 기도했지만 대면 전략 회의에서 얻은 에너지와 초점을 잃었습니다. 

정보 공유 
• 기사와 뉴스 가 있는 전용 웹사이트 www.anglicanpeacejustice.net이 있습니다. 

• 페이스북(Facebook) – 우리 커뮤니티는 설명이나 반대할 기회 없이 페이스북에 의해 폐쇄되기 

전에 1,000개 이상의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고 작지만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anglicanpeacejustice.net/


Lambeth Conference 2022 
Lambeth Conference의 주교들은 10개의 'Calls'(청원문)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섯 번째 ‘화해’에 

대한 청원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5.5 캔터베리 대주교 화해 팀 소속 평화구축 담당이 세계성공회 기금과 성공회 평화·정의 네트워크와 

힘을 합쳐, 평화 구축을 위한 대응 개발 및 격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구 내 개인 평화 구축자 

지원 방안을 ACC 2023에 보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청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APJN은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인권 옹호자 및 평화 구축자로 활동하는 

평신도 및 성직자 성공회 신자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범 사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Transition Pathway I

nitiative 같은 북반구 관구의 이니셔티브와 현장의 활동가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는 

장소의 현지인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계적인 억압의 패턴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신학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화를 제공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1. APJN의 새로운 주재자(Convenor) 모집 

새로운 주재자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Revd Canon Dr 

Phil Groves는 APJN을 이끄는 데 전념할 시간이 없으며 ACC 18 이후 3개월 이내에 물러날 것입니다. 

그는 새로 형성되는 팀을 기꺼이 지원할 것입니다. 

2. ACO에서 디렉터 수준의 전담 스태프 링크 

네트워크는 디렉터 수준의 지원을 받을 때 번성합니다. 화해는 계속해서 세계성공회의 핵심 

우선순위이며, 캔터베리 대주교의 화해 팀 및 세계성공회기금과 협력하려면 세계성공회 공동체 전체의 

열정적인 APJN 팀이 지원하는 전담 직원이 필요합니다. 

3. 함께 일할 예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구의 개별 평화 건설자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아니지만, 세계성공회 전반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킹 

작업에는 캠페인과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유급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Revd Canon Dr Phil Groves – AP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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