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여러분!
이것은 막스훠씰리테이션 웹사이트 www.maxfxx.net 중 홈페이지를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중 하나인 한글로 번역해
논 문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을 다른 네개의 기사와 연결해
줍니다. 다른 많은 좋은 기사와 내용이 웹사이트에 있으나 그것들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지 못하고 현재 홈페이지와 이들 넷의 기사만
번역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껏 직접 대답을 보내 드리거나 여러분의 지역에 가까이
살고있는 월드워크 관련인들과 연결을 시켜 드리겠읍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쎄미나나 여러분의 미팅 촉성도 해 드리겠읍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무료"도 가능합니다.
연락처:
Max Schupbach Ph.D.
2049 NW Hoyt Street Ste 3
Portland, OR. 97209
voice/fax (전화/팩스) (1.) 503.210.0314
max@maxfxx.net

막스 훠씰리테이션MAXFXX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Max Schupbach 입니다. 저는 오레곤주 포트란드에서 여러분야에 걸친

촉성자, 컨설턴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읍니다. 저의 작업은 애이미와 아놀드
박사 Amy and Arnold Mindell 가 개발한 패러다임인 월드워크Worldwork와
프로세스워크Processwork에 기반을 둡니다. 조직 컨설턴트, 그룹 촉성자, 리더십
코우치로서의 저의 활동과 제가 알고 있는 월드워크가 이 사이트에 기여
됐읍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작업과 활동에 관심있는 분은 저와 저의 파트너
엘른Ellen의 공동 사이트인 www.eminee.net을 찾아 주십시오. 이 사이트의 초점은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개인과 부부 중심의 프로세스워크에입니다.
저는 1999 년에 Maxfxx Inc.를 창립했습니다.
전 세계 20 개국 이상에 거주하는 촉성자(facilitator) 및 전문 컨설턴트들도 구성된
온라인 인터넷상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팀이 형성됩니다.
저의 작업은 Worldwork 패러다임에 기반을 둡니다.
Worldwork는 모든 각양 각색의 조직과 공동체 생활안에서 생각하고 작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된 연구 결과의 참신한 해석과 의식 연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Worldwork 의 핵심입니다.
아래의 소개글 에서 귀하가 접할 수 있는 개념들인 근원적 민주주의Deep
Democracy,첨단, 한계Edge,조직의 드리밍(organizational dreaming)등은 조직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새로운 서광을 비쳐줍니다. Worldwork는 글로벌
프로세스에서 로컬 이벤트까지, 공공장소나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 분석과 조직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규모의 변화 촉성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여의 견해를 얻게합니다.
민델Mindell 박사부부께서 제가 속해 있는 Worldwork 커뮤니티 안에서 집합적
배움을 통해 Worldwork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조직과 조직안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 경이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읍니다. Worldwork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실뿐 아니라 이 패러다임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흥분, 이 패러다임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진 저의 경험들,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본
페이지들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orldwork는 세계를

흔듭니다!!
저희 사이트 서핑을 즐기십시오. 계속해서 이 패러다임의 간략한 개요를
원하시면,아래
링크들을 확인하시고, 더 원하시면 이후에 다시 찾아주십시오.
조직,커뮤니티,비즈니스 및 공용 공간의 변형 -[Worldwork ]의 관점,방법론 및
태도에 관한 12 페이지 기사
많은 예제들 중 마구잡이로 선택한 세가지 미니-예증
미국/유럽 회사의 카리브해로 확장- 글로벌 500 회사인 한 기업의 팀워크 및 근원적
다양성.
도시 공공장소의 공유:비즈니스 커뮤니티,시 정부,경찰,펑크 및 다른 소외
집단들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개최하는 공개 포럼에서 만나다.
범인은 누구인가?: 교도소의 조직개발: 피수용자, 교도원 및 교도소 행정에 관한
집단작업.
Worldwork 모델은 공동 노력과 그룹 대화를 통해 연구되고, 실전되고 있으며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본
페이지들은 Worldwork 에 대한 나 개인적 이해 및 실습을 대표해 줍니다. 이
패러다임의 가능성 및 좀 더 완벽한
모습에 관해서는, 저의 이 왭사이트에 언급된 간행물 및 링크들을 참조하십시오.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및 위에서 언급된 네 건의 문서들은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었으나 그 밖에 많은
언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빠진 언어중에 귀하의 모국어가 들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막스 슙밬Max Schupb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