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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성공회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의 2023년 ACC 총회 보고서 

 

교회의 사명은 자체적으로 조직된 구조를 통해 수행되며, 다양한 시민법 체계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든 양질의 법률 자문이 제공될 때 모든 

차원의 사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는 제12차 ACC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관련된 교회법 원칙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고 또 연관된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단되었으나 2022년에 만들어진 원칙에 대한 개정 작업이 법과 종교를 위한 

카디프 센터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교회법학회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ACO가 참여한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CC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개정 과정에 대한 보고서는 아래 첨부된 바와 같습니다. 

회원들께서는 개정된 교회법 원칙 (Principles of Canon Law)을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미래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세계 성공회 관구들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원칙 개정 

작업에서 나타난 에너지와 열정은 본 네트워크를 쇄신하고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한 

측면을 축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CC-18에 우리가 제안한 결의안은 이러한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ACC-12와 ACC-14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기반한 것입니다. 

ACC는  

• 2022년의 교회법 원칙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발표하도록 기여한 법과 종교를 위한 카디프 센터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교회법학회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및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 2022 (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 2022)를 모든 
관구에서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483121/UFO_Principles-of-Canon-Law_Second-Edition_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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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는  

• 세계 성공회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연구하도록 

네트워크를 권장하고, 

• 네트워크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과 가능한 해결책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IASCUFO 및 ACC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중하게 제출합니다. 

The Revd Russell Dewhurst, Fellow of the Centre for Law and Religion, 

Cardiff University 

(러셀 듀허스트 신부, 카디프대학교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 연구원) 

The Ven Alan T Perry, General Secretary, Anglican Church of Canada 

(가경자 앨런 T 페리, 캐나다 성공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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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ACC 상임위원회 회원들께,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의 제2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정된 원칙의 

개시 및 최초 수용과 관련하여 ACC의 상임위원회에 최신 정보를 보고하도록 합의가 

있었습니다. 

배경 

세계 성공회의 각 교회는 자체 법률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법을 

연구하여 사실적으로 확립된 교회법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2002년 캔터베리 회의에서 관구장들은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되고 교회법의 

공유된 원칙으로 표현된 불문법이 다섯 번째 '일치의 도구'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그 원칙의 초안 작성을 인준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법학 

교수인 노만 도에 (Norman Doe)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자문의원들의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광범위한 연구와 작업이 있은 후, 2008년 세계 성공회 사무국은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출간하였으며, 이것은 같은 해에 열렸던 

Lambeth Conference에서 최초로 배포되었습니다. 2009년 ACC는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모든 관구에서 연구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결의문 14.20). 

그 이후로 원칙(Principles)은 여러 사례 및 학술 논평에서 인용되었으며, 자체 헌법 및 

교회법을 개발하는 관구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최근의 자신들의 간행물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Walking together on the Way)에서 원 (Principles)을 높게 평가한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ARCIC)에 의해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제2판의 제작 

교회가 입법을 계속함에 따라 원칙(Principles)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2판 제작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판의 제작은 카디프 대학교 법정대학의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와 

교회법 협회 및 ACC가 함께 감독하는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CLR은 초안 작성 및 수정 작업을 감독했으며, ELS는 초기 교정 

그룹을 조직하고 필요한 후원을 제공했습니다. ACC는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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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닐 바이스(Neil Vigers)가 조정한 편집 및 조판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교정 그룹, 개정 위원회, 관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계 성공회 전체적으로 70명이 

넘는 교회법 법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보 제공에 참여한 관구들에는 Aotearoa, New 

Zealand , Polynesia; Australia; Burundi; Canada; Central Africa; Ceylon; England; 

Hong Kong; Wales; West Africa; Scotland; Southern Africa; Sudan; the USA; and the 

West Indies 등이 포함됩니다. 

제2판은 2022년 8월 남아프리카 성공회의 

비센티아 크가베 (Vicentia Kgabe) 신부, 레소토 

(Lesotho) 주교가 주최한 Lambeth 

Conference에서 최초로 배포되었습니다. 참석한 

주교들은 교구와 관구에 원칙 (Principles)을 

적용하는 데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서문을 

써주신 캔터베리 대주교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2판의 최초 수용 

제2판의 방법론은 2022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성공회 및 로마 카톨릭 교회법 법률가 

회의 (Colloquium of Anglican and Roman Catholic Canon Lawyers)에서 발표된 노만 

도에 (Norman Doe)와 러셀 듀허스트 (Russell Dewhurst)의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 

회의 중 원칙 (Principles)은 성공회 팀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에큐메니즘에서 

점차 중요시되는 교회법적 차원이 원칙 (Principles)에서 잘 다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성공회는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교회법적 기초를 지향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카디프 대학교 로스쿨에서 열린 교회법 LLM 30주년 기념 학회에서 

패널들은 원칙 (Principles)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아울러 이 토론에는 크리스토파 힐 

(Christopher Hill, ARCIC) 신부와 벤 알란 페리 (Ven Alan Perry, 캐나다 성공회 

사무총장)의 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학회에서 에큐메니스트 폴 구들리프(Paul 

Goodliff) 박사가 이끄는 패널은 2022년 8월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교회 

협의회(WCC) 총회에 제출된 기독교 법의 원칙 (Principles of Christian Law) 

프로젝트에 끼친 대한 원칙 (Principles)의 영향력을 추적했습니다. LLM 과정 자체의 

교육에서 원칙 (Principles)은 계속해서 세계 성공회의 더 많은 교회들에 대한 교회법 

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 8월 Wijngaards Institute for Catholic Research에서 출간하여 널리 

보고된 “가톨릭 교회를 위한 헌법 제안(Proposed Constitution for the Catholic 

Church)”이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 (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참고하게 됩니다. 

제2판의 연구 논문과 평론은 Ecclesiastical Law Journal (러셀 듀허스트, Russell 

Dewhurst)과 Journal of Anglican Studies(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에 다음 달 

게재될 예정입니다. 원칙 (Principles)을 지원하는 리소스 페이지는 Ecclesiastical Law 

Society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작업은 2023년 1월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공동합의성(synodality)에 대한 시노드의 일환으로 로마에 있는 교황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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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의 에큐메니컬 연구소에서 열린 "서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 

(Listening to the West)" 학회에서 러셀 듀허스트 (Russell Dewhurst)가 발표한 내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론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와 교회법 협회 및 ACC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한 제2판 제작 

프로젝트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제2판이 발간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학계와 에큐메니컬계의 관심과 활동은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세계 성공회 전체에 걸쳐 원칙 (Principles)에 대한 연구를 더 

광범위하게 장려하기 위한 요청이나 결의안(2008년에 채택된 결의안 14.20에 해당)을 

고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ussell Dewhurst, Chair of the Principles of Canon Law Revision Committee 

(러셀 듀허스트, 교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Norman Doe, Director of the Centre for Law and Religion, Cardiff University 

(노만 도, 카디프대학교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 디렉터) 

Elizabeth Wilson, Chair of the Ecclesiastical Law Society 

(엘리자베스 윌슨, 교회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