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18에 대한 행정 및 물류부 보고서 - 2023년 1월 

인력 충원 

1. 관리 및 물류 부서는 현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Ms Grace Barlow, 관리 및 물류 이사 

• Mr Tyler Jordan, 이벤트 및 여행 책임자 

• Ms Daniella Donkor , 거버넌스 책임자 

2. 지난 1년 동안 부서 내 인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 1일에 관리 및 물류 이사직을 맡았고 제 동료들은 2023년 1월에 팀에 

합류했습니다. 

친교 기구 및 관련 위원회 

3. 행정 및 물류 부서는 지난 3년 동안 ACC Inter-Anglican 재정 및 관리 위원회(IAFAC)와 AC

C 상임 위원회 회의를 모두 지원했으며 회의는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두  위원회는  2022년  9월  전체 회의를  위해 직접 대면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  추가 

상임위원회 회의는 2022년 8월 Lambeth Conference의 기간에 열렸습니다.   

4. 2020년 1월(요르단)과 2022년 3월(영국)에 대면 Primates' Meeting(의장주교 모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상 Primates' Meeting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Primates' Meeti

ng은 2022년 12월 19일에 열렸습니다. 다음 Primates' Meeting은 2024년 4월/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며 로마 성공회 센터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5. 행정 및 물류 부서는 ACC18 기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영어,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로  전체  통역이  제공되고  일본어로  순차  통역이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문서는 위 언어와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ACC 상임위원회와 ACO 

스태프 팀은 ACC18 기획을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정보 거버넌스 

6. 정보는 ACO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상태로 유지하였으며 관구에는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내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이때 중요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 인텔리전스 

7. 이 부서는 운영 인텔리전스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여 출장 후 돌아오는 직원을 인터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었고  여러  관구에  대한  업데이트  및  소식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향후 지속적 관구 브리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인적 자원 

8. ACC 정책 전체와 교직원 핸드북이 통합되어 디지털로 출판되었습니다. ACC 세이프가드 

정책이 검토 및 업데이트되었으며, 직원을 위한 약자 보호 교육이 2022년에 실시되었습니다. 

Grace Barlow  

관리 및 물류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