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전략적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란?

-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된 소통이며, 보통 기업, 단체에서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진행 후 결정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수반됨
-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원
자료를 메시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전달될 때 별도의
가공(Encoding)과 해석(decoding)과정을 거치게 됨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형, 양방형 소통을 포괄함

②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생각, 행동을 의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부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또한 전략적으로 관심을 환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움
- 단기적인 목표로는 인식, 이해, 태도의 변화이며 중기적 목표는
신념, 의견, 행동의 변화이며 장기적인 목표로는 지속가능성, 관계,
협력, 평판이 될 수 있음

③

WHO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안내서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예로 WHO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안내서를 들 수 있음
- WHO는 지속적인 질병 관련 자료와 지침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안내서를
작성하여 보급
- 특히 각 국가별 의사결정층에게 정보, 조언, 지침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접근성이 높고, 이해가 쉬우며,
실천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련성이 높고, 시의적절해야함.

-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매체의 활동도 중요하며
WHO에서는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권장함

④
-

미국 정부 홈페이지로 보는 COVID-19 정보
WHO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6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 정부의
COVID-19 관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 초기 화면에 COVID-19 관련 정보를 크게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음. 그리고 하단에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⑤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음
한국 정부 홈페이지로 보는 COVID-19 정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경우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찾기 어렵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한눈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하지만 정확한 정보의 즉각적인 제공이 이뤄지고 있음

⑥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언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문서화된 계획을 파트너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함
- 파트너간 명확한 역할의 구분도 필요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되 매체간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전략의
보완 변경도 중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발표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