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18에 대한 소통 부서 업데이트 
 
소통 디렉터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세계성공회협의회(ACC)에 부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기쁩니다. 홍콩에서 열린 ACC-17에 참석한 회원들은 제 전임자인 Adrian Butcher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기 위해 나에게 인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발표했던 
“커뮤니케이션 이중 행동(communications double-act)”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거의 전 세계적인 봉쇄로 인해 세상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통 디렉터로 재직하면서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우리의 목소리 찾기(Finding Our Voice)"는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행 방향을 설정했고, 이 여정을 우리는 여전히 여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세상의 변화된 본성 때문에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저의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많은 악센트가 있는 공동의 메시지(a shared message with many accents)"를 구현하고 
있으며 그 여정을 계속합니다. 
 
요약하면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세계성공회와 그 회원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외부 언론 
기관과의 소통을 개선합니다. 
 

• 전 세계의 교구, 관구 및 선교 기관들을 위해 일하는 성공회 커뮤니케이터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이들의 업무를 강화하고 지원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한 미디어 활동 및 
캠페인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anglicannews.org와 anglicancommunion.org 두 웹사이트를 세계성공회 안을 들여다 
보는 창문 역할을 할 완전히 새로운 세계성공회 사이트로 결합합니다. 세계성공회 
전반의 긍정적인 뉴스 기사들은 새 사이트의 초석이 될 정기적인 새 콘텐츠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입니다. 

 
인력 부족과 성공적인 Lambeth Conference 주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관계로 새로운 전략을 전달하기 위한 작업은 차질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수석 소통 
담당자(Senior Communications Officer)가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채용 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통 
담당자(컨텐츠)(Communications Officer (Content))를 대체하는 신임 직책입니다. 작년 초 
사임한 Lucy Cowpland가 이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이러한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전달을 방해했지만 새로운 
전략을 위한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세계성공회 공동체 전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기자 회견입니다. Zoom 등의 시설을 통해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항공 여행 비용과 불편함 없이도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언론인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ACC 회의에서 약속드린 대로 ACC 구성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과 정보를 자주 공유하는 도구인 Anglican Communion 
Bulletin(세계성공회 주보)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귀하의 이메일 
주소가 당사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작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nglican Cycle 
of Prayer(성공회 기도 주기)의 다음 판이 곧 출판될 예정이며, 9월 12일 화요일부터 약 3년 
동안 운영됩니다. 현재 버전인 ‘아바에서 줄루랜드까지(From Aba to Zululand)’와 마찬가지로 
새 버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중 매일 다른 교구를 특집 대상으로 하며, 매주 일요일은 
다른 관구 특집으로 발행합니다. 새 에디션의 Anglican Cycle of Prayer의 초기 버전에는 
교구들과 관구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웹사이트가 시작되면 데이터베이스로 
링크된 버전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기도 대상 교구의 주교들의 이름이 적힌 Anglican Cycle of 
Prayer 버전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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