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설명서



노란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노란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 사건을 잊지 않고, 

시민 스스로 변화를 위한 

약속과 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 

토론캠페인입니다.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행동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소개하기  (5~10 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토론에 참석하게 된 이유와 

기대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토론 카드 중 ‘세월호는 나에게 OOO이다.’ 

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할 때 카드를 들고 세월호 참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해보세요.

Tip



나에게 세월호는

 __________________ 다



      기억하기  (5~10 분)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에서 추모의 방법을 논의하거나 진행자의 

준비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묵념, 기도, 상징물 만들기, 함께 노래하기 등 

Tip

예시



      발견하기  (20~25 분)

이슈 발견과 문제 발견 카드를 활용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의 

키워드와 문제의 키워드를 선택해 연결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선택의 이유를 

이야기해봅시다. 

내가 선택한 카드와 다른 사람이 선택한 카드를 

연결하면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이슈와 문제를 

연결지도로 만드는 활동입니다. 모인 인원에 

따라 충분한 이슈와 문제가 선정될 때까지 

돌아가며 카드 선택을 2~3회 반복합니다.

Tip



      논의하기  (20~25 분)

발견하기를 통해 완성한 이슈-문제 연결지도를 

보며 새롭게 든 생각이나 공감하는 점, 의문점 

등을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이슈-문제 연결지도를 보면 여러 이슈가 하나의 

문제를 공유하거나 하나의 이슈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완성한 이슈-문제 연결지도는 

사진을 찍어 함께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Tip



      상상하기  (20~25 분)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상상해 

봅시다.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변화상상카드를 선택해 이슈-문제지도에 붙이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해 봅시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에 요구해야 할 것과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Tip



      행동하기  (15~20 분)

변화상상 카드를 이용하여 정부나 단체에 

요구할 사안과 스스로의 약속을 정리하고, 

툴킷에 포함되어 있는 요구와 약속보드를 

작성하고 내용을 나눕니다. 개인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토론에 함께 한 모두가 함께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해도 좋습니다.  

요구와 약속보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노란테이블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Tip



나 _____________ 는(은)

 _______________ 를(을)

 _______________ 에게

 _______________ 하도록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