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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가능한 최상으로 전달하고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웨비나에서 피해야 할 사항 및 일부 모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본인의 사연 전달: 
본인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면 (영화로 만들면 주인공인가요?), 다른 사연을 

선택하거나 사연에 더 깊이 관여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연습, 수정, 반복: 
읽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도록 사연을 암기하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십시오.  

카메라가 전면에 있을 것이므로 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가 아닌 대화: 

보이거나 들리지 않으면 청중의 반응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청중이 앞에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야기의 중요한 순간들 

사이에 잠시 멈추고, 실내에 있는 청중을 사로잡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청자를 집중시키려면 

청자의 관심 집중: 

사연을 말하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화자 또는 클럽은 발생한 일로 인해 무엇을 얻거나 

잃었나요?  활동이 왜 중요하거나 긴급했나요?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나요? 
 

 

강렬한 시작: 

청중의 관심을 끌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행동 

유도’라고도 함), 화자가 느끼고 보고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청중이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안정된 마무리: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계획하여 끝맺는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십시오.  흐지부지한 

결말은 이야기를 잊게 만듭니다. 
  

진솔한 태도: 

본인만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청중은 화자와 소통하려 하지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 형식에 사연과 시각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청중은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여 청중과 더 잘 소통하십시오. 
 

소통 집중 
  

• 청중이 결과에 대해 관심 갖거나 걱정하게 하십시오. 

• 행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청중이 시각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사연 속 행사에 대한 화자의 의견/관점을 

이야기하십시오. 

• 사연이 화자 또는 클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십시오. 

• 사연을 주제와 연관시키십시오. 

•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 가능하면 활용하는 자료를 연계하여 진행하십시오. 

• 목록과 통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십시오. 

• 정보 흐름 및 사연과의 관련성을 유지하십시오. 

•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 사연과 관련 없는 봉사사업이나 행사를 홍보하지 마십시오. 

• 주어진 시간을 지키십시오. 

• 헤드셋이나 마이크를 사용하여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십시오. 

• PPT 슬라이드는 간결하게 유지하고, 설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