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회 종교 간 위원회(AIFC) 

ACC-18에 보고 

소개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서 주교들은 “신실하고 그리스도 닮은 봉사를 통해, 다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좋은 소식을 겸손하게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공동선을 

위해 다른 종교 전통들과 협력하는 모습은 하느님의 은혜로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Covid-19 대유행과 기후 변화의 시급한 난제가 그 예로 

언급되었습니다. USPG가 주최하고 다르에스살람에서 탄자니아 관구에 의해 주최된 조금 

전에 종료된 Anti-Human Trafficking Consultation(국제 인신매매 반대 회의)는 인신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들과 손을 맞잡고 일하지 

않고서는 이 끔찍한 악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회 종교 간 위원회(AIFC) 

ACC의 새로운 회원들의 정보를 위해, AIFC는 2016년 캔터베리에서 열린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회의)의 요청으로 형성되었고, 2017년 10월 캔터베리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루사카에서 열린 ACC 2016에서 승인되었습니다(결의안 16.10). 창립 

회의는 2018년 2월 카이로에서 Most Revd Dr Mouneer Anis의 주최 및 주재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AIFC는 튀니지 튀니스(2018년)와 스리랑카 콜롬보(2020년 

2월)에서 모였습니다. 그 다음 회의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장인 Bishop Danald Jute 주교가 2021년 11월에 열린 Primates’ 

Meeting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ACC에서는 Lambeth Conference에서 이루어진 THE CALLS(Lambeth 청원문)의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겸손과 말과 행동과 겸허한 봉사를 통해 다른 종교적 

전통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2. 세계성공회의 주교들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와 새로운 우정을 쌓아 평화 구축 및 

공동선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3. 다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기후 변화 등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빈곤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을 돌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협력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신매매 종식 포함)을 모색하는 데 동참하도록 

초대하려 합니다. 
 

4. AIFC는 새로운 세대의 성공회 학자-실천자들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세계성공회 

전반의 신앙인들(성직자 및 평신도)의 종교 간 관계 전문 연구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 관한 신학적 배움의 유익이 세계성공회의 사명 

안에서 확인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AIFC의 역할과 업무 

AIFC 창립 회의에서 Archbishop Justin Welby 대주교는 AIFC의 역할이 “우리의 미래에 

필수적”이며, 이는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증오 없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능력을 찾고 

있기 때문”이며,  “세상의 증오 없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IFC는 다음을 장려할 것입니다. 
 

1. 각 관구 및 교구는 스스로 다른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평가하고,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2. 종교를 초월한 새로운 우정에 대한 부르심의 결과에 대해 실제적으로 팔로업합니다. 

 
3. 지역 사회의 성공회 신자들이 다른 신앙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예를 들어 Engagement with other Faith Communities (in the 

Anglican Communion) (다른 신앙 공동체와의 (세계성공회 내의) 교류)에 관한 짧은 

책/소책자를 제공하고 세계성공회 전체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합니다. 
 



4. 교육과정, 신학교, 신학대학원 등의 커리큘럼에 다른 신앙 전통에 대한 연구와 

참여를 포함합니다. 
 

5. 대화형 포럼으로 세계성공회 전반에 걸쳐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촉진합니다. 
 

6.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와 무종교를 포함하여 소외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연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결의안: 

ACC-18은 

1. 종교간 교류를 위해 각 지역, 관구 및 교구에서 네트워크를 이끌 사람을 임명하도록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서로 다른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합니다. 
 

2. 성공회의 젊은 성직자 및 평신도 신자들이 신학적 자원 활용으로 종교 간 협력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의 임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에 기여하도록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보고자 
The Rt Rev Datuk Danald Jute 
성공회 종교 간 위원회(AIFC)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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