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성공회 전례 협의회:  
ACC-18 에 대한 보고서 
 
국제성공회전례협의회(International Anglican Liturgical Consultation, IALC)는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전례를 위한 공식 네트워크입니다.  IALC의 존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의 사명에 필수적인 전례와 기도의 삶을 쇄신함으로써 세계성공회의 교회들 

사이의 친교의 심화를 촉진합니다. 

• 전례와 공동기도에 관한 문제에 관해 관구들과 성공회 기구(상통의 수단, Instruments 

of Communion)에 자문하고, 성공회 전례 신학과 실천에 관한 문제에 관해 관구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 세계성공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 사이에서 전례 형성과 실천의 발전 현황을 
검토하고, 세계성공회 내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칼 대화에 있어 공통 이해, 일관성, 
통일성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관구와 성공회 기구에 조언을 제공합니다. 

• 전례 형성, 개발, 실천 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을 가진 모든 관구를 지원합니다. 
• 협의회의 작업의 범위와 결과를 세계성공회협의회(Anglican Consultative Council)에 
보고합니다. 
 

회원 
• 관구 전례 위원회 위원 
• 관구에서 지명한 자 
• Societas Liturgica의 성공회 회원 

 
 
운영위원회 

IALC 회원들이 선출한 운영위원회는 네트워크 작업을 감독하고 향후 협의회를 계획하기 위해 

Neil Vigers 신부(ACO)가 소집하는 정기 온라인 회의를 가집니다. 
 
The Revd Christine Benoit (인도양) 

The Revd Canon Cynthia Botha – 서기(남아프리카) 

The Ven Dane Courtney (호주) 

The Revd Canon Keith Griffiths – 의장(2022년 8월 사임)(남아프리카) 

https://www.societas-liturgica.org/congress/


The Revd Canon Dr Simon Jones – 의장(2022년 8월부터)(잉글랜드) 

The Revd Chun-wai Lam (홍콩) 

The Revd Dr Luiz Teixiera Coelho (브라질) 
The Revd Neil Vigers (ACO) 
 
ACC-17 이후 

IALC는 2021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성공회 

전체에서 63명의 회원이 등록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모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흘 동안 각각 2시간의 접촉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별 발표, 그룹 작업,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가 고려되었습니다. 

1 코로노 19 팬데믹 기간 동안 성공회 전례에 대한 성찰; 

2 주교의 전례 양성 – 지난 대면 협의회(홍콩, 2020년)에서 시작된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의 전례 형성(The Liturgical Formation of All the Baptized)'에 관한 IALC의 

작업의 한 요소; 

3 세계성공회 일정 - 사무 총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끝 무렵 각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세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특히 

온라인 성찬례에서 제기된 전례적 및 신학적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그룹 모두의 초안 

문서는 2022년 12월 IASCUFO에서 논의되었으며 ACC-18에서 고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작업은 작년 Lambeth Conference에서 전례 양성에 관한 IALC 세미나에 

반영되었고, 주교들이 그 내용에 대해 논평하도록 초청되었습니다.  Bismarck Avokaya 

주교(남수단)가 세미나를 주재했고, Neil Vigers(ACO)가 IALC의 작업을 설명했으며, Simon 

Jones(영국)가 자료를 발표하고 후속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홍콩 IALC에서 고안한 성찬 

기도문(2020)이 캔터베리 대성당 개회 성찬례와 폐회 성찬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성찬례에 관한 IALC 성명 1이 발표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권고가 많은 관구의 성찬 

예식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전례 학문의 발전, 코로나 19 팬데믹, 문화적 

변화와 다양성, 성찬례가 거행되는 점점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계성공회 전반에 걸쳐 향후 

개정과 실행의 참고가 되기 위한 새로운 성명을 만들기 위하여 두 차례의 협의회를 열어 이 

작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의는 2023년 5월 3일과 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4년 2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완전한 대면 협의회로 이어집니다.  운영위원회는 IALC의 

학자금 기금을 모금하여 최대한 많은 관구가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1 ‘성공회 성찬례의 회복: 제 5차 국제 성공회 전례 협의회 결과’, ed. David R. Holeton (Nottingham:  
Grove Books, 1996) 



2021년 온라인 협의회는 IALC 역사상 가장 많은 관구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세 가지 작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ACC-18 에 대한 질문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의 관구에서는 성찬례 거행에 있어 어느 부분이 가장 유의미하게  

변화하였으며, 이 변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일어났습니까? 
 

Simon Jones 
Chair, International Anglican Liturgical Consultation 

(Simon Jones, 국제 성공회 전례 협의회 의장)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