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장로교의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토론 	  진행법 	  

서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온	  교회가	  참여하는	  대화에	  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분별의	  시간은	  우리	  교단의	  역사에	  분수령을	  이루며,	  	  서로	  듣고	  반응하는	  
이러한	  기회는	  교회가	  2016년	  6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제	  222차	  미국	  장로교	  총회로	  모일때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전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증거의	  공동체가	  되라”	  는	  규례서의	  G-‐3.0501의	  초청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	  및	  서로의	  말을	  경청합니다.	  World	  Café	  나	  상호	  초대,	  혹은	  당신이	  
선택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당신은	  주일학교	  교실,	  당회,	  노회,	  관련그룹,	  또는	  당신이	  속해있는	  어떤	  
그룹에서	  장로교인들의	  소망과	  꿈과	  염려들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초청	  받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위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들은	  논쟁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들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들려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가이드는	  그룹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	  및	  
질문들을	  제공해	  줍니다.	  아래에	  설명되어진	  방법들을	  연습하고,	  질문들에	  대해	  토론할	  때에	  그것들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질문들에	  답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위해	  제시된	  모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청 	  (Active	  Listening)	  

	  아래에	  열거된	  경청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은	  당신이	  이번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집중	  	  	  	  	  	  	  	  
(1) 발표자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2) 시계,	  핸드폰,	  다른사람들,	  혹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방	  안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다른	  활동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3) 잡담을	  자제합니다	  (속삭이는	  것도	  안됩니다)	  

	  

b. 당신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1) 당신의	  신체언어에	  주의하세요	  –	  팔장을	  끼고	  있는	  것은	  당신을	  배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수	  있습니다.	  

(2) “짧은”	  언어적	  반응으로	  발표자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3) 끄덕임이나	  미소같은	  얼굴	  표정을	  보이세요.	  	  	  
c. 판단은	  나중에	  하세요	  
(1) 추측을	  피하세요.	  
(2) 발표자에게	  공감하며,	  판단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세요.	  
(3) 발표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고려하세요.	  



(4) 타인이	  발표를	  순조롭게	  마치게	  하세요.	  
(5) 당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끼어들기	  전에	  메세지	  전체를	  경청하세요.	  	  	  

이러한	  제안들은	  University	  of	  Adelaide’s	  (Australia)	  대학의	  Writing	  Center	  Learning	  Guide	  on	  ‘Active	  
Listening’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www.adelaide.edu.au/writingcentre/learning_guides/learningGuide_activeListening.pdf)	  
	  	  	  	  	  	  	  	  	  	  	  	  	  

2. 월드 	  카페 (World	  Café)	  

이	  모델은	  큰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이러한	  식의	  토론을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그룹이	  
좋습니다).	  월드	  카페는	  사람들아	  매	  “라운드”	  동안에	  서로	  어울리면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아이디어들을	  접목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한	  
후에	  있게	  될	  나눔의	  시간	  동안에	  주제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한	  자리에서	  
모든	  질문들을	  끝마치는	  데	  최소	  2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a. 준비:	  
(1) 	  방	  안에	  테이블들	  및	  각각의	  테이블	  주위에	  4-‐5개의	  의자를	  준비합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종이와	  색깔별	  마커를	  준비합니다.	  

(2) 사람들이	  환영	  받고	  초대	  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나도록	  방을	  꾸밉니다.	  
b. 과정:	  

(1)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준비된	  테이블에	  앉도록	  안내해	  줍니다.	  
(2) 모든	  사람들을	  토론에	  환영합니다.	  모인	  그룹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가지	  개념들을	  명시해	  줍니다:	  다양한	  라운드동안	  각	  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테이블을	  바꿀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앉게	  하며,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커를	  사용하여	  단어나	  그림	  같은	  것들로	  아이디어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3) 첫번째	  라운드는	  연습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세요:	  “이번	  여름	  총회의	  주제는	  ‘우리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섬기면서	  소망을	  경험한	  한	  사례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나누세요.	  짧게	  나누어	  주세요.”	  

(4) 사람들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도록	  초대하고,	  새로운	  참여자들과	  앉도록	  합니다.	  첫	  질문을	  
합니다	  :-‐-‐-‐-‐-‐-‐-‐-‐-‐-‐-‐-‐-‐-‐-‐-‐-‐-‐-‐-‐-‐-‐-‐-‐-‐-‐-‐-‐-‐.	  참여자들은	  20분	  동안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이	  질문에	  대해	  
토론합니다.	  참여자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연습하고	  있음으로	  서로가	  나누는	  주제들,	  요점들,	  기타	  
등등을	  기록하도록	  상기시켜	  주세요.	  각자는	  약	  1-‐2분	  동안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나눕니다.	  	  

(5) 토론	  시간이	  끝나면	  신호를	  줍니다.	  	  어떤	  반응들이	  두드렀는지에	  대해	  그룹에게	  물어봅니다.	  
나누는	  시간이	  끝나면	  참여자들이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며,	  	  다시	  한	  번	  다른	  사람들과	  
앉게합니다.	  

(6) 모든	  질문들이	  끝날	  때	  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세요.	  보고를	  준비할	  수	  있는	  짧은	  시간과	  더불어	  각	  
질문	  당	  20분씩	  할애하세요.	  

(7) 	  어떤	  아이디어들,	  주제들,	  그리고	  이슈들이	  제기되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룹들로	  하여금	  벽	  위에	  
종이를	  걸어두게	  하세요.	  

월드	  카페모델들에	  관한	  전체	  안내를	  위해	  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http://www.theworldcafe.com/wp-‐content/uploads/2015/07/Cafe-‐To-‐Go-‐Revised.pdf	  

	  



3. 상호 	  초대 	  (Mutual	  Invitation)	  

상호	  초대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대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습관들과	  문화와	  대화	  스타일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들로	  인해	  
각	  사람은	  그룹	  토론에	  참여할	  때에	  자신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지니게	  됩니다	  –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말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	  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그룹의	  생각을	  다	  들은	  후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관점을	  발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상호	  초대는	  이렇게	  
다른	  모든	  문화와	  습관들과	  스타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상호	  초대는	  진지한	  경청과	  
온전한	  참여를	  촉진시켜	  줍니다.	  

a. 상호	  초대의	  기준	  
(1)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에	  가장	  
가까운	  생일	  자,	  오늘	  우리가	  있는	  곳으로	  부터	  지역적으로	  가장	  먼	  곳에서	  태어난	  사람,	  가장	  
일찍	  일어난	  사람,	  등등).	  

(2) 한	  사람이	  이야기	  하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직	  듣기만	  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질문이나	  
의견이나,	  긍정	  혹은	  부정적	  발언으로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발언을	  마친	  사람은	  발표할	  다음	  사람의	  이름을	  불러	  초대합니다.	  
(4) 만약	  이야기를	  마친	  사람이	  다음	  사람	  초대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음	  사람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다음	  사람을	  초대	  하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5) 당신이	  발표를	  위해	  초대되었다면	  그때에	  발표를	  하기로	  선택하거나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발표를	  하지	  않고	  통과한다	  할지라도,	  발표할	  다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6) 첫번	  째	  질문에서	  마지막	  발표를	  한	  사람이	  두번	  째	  질문에	  답변을	  시작하거나,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b. 시작을	  위한	  제안들:	  
(1) 상호	  초대의	  기준들을	  그룹과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해할수	  있도록	  합니다.	  
(2) 상호	  초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익숙해	  지기	  위해	  성경구절	  및	  	  성구	  일람표(Lectio	  Divina)	  
포멧을	  사용하여	  	  연습을	  해보세요.	  
(a) 자원자로	  하여금	  지정된	  구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합니다.	  
(b) 상호	  초대	  라운드에서	  반응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i) 이	  구절	  가운데	  어떤	  단어나	  문구가	  당신에게	  인상적입니까?	  
(ii) 이	  구절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iii)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3) 연습	  라운드를	  해보기	  위해	  쉬운	  단계의	  질문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열살	  때	  당신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지금	  그룹이	  만나고	  있는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여행해	  본	  곳은	  어디입니까?	  

(4) 대화	  진행	  도우미를	  선정하고자	  하는	  충동을	  저지하세요.	  상호	  초대가	  당신의	  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화	  도우미를	  불필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화	  도우미는	  오히려	  이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상호	  초대의	  기준들을	  잘	  따름으로서	  진지한	  경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만약	  그룹에서	  이	  기준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타임	  아웃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	  
토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화	  방법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그룹에게	  기준들을	  다시	  읽어	  



주세요.	  기준들이	  위반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토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룹이	  이	  과정의	  
기준을	  잘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초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Eric	  Law로	  쓴,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1993)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