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을 묻는다. Who am I gonna be Tomorrow?

(aka.삶력 키우기 프로젝트– Developing Abilities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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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친의 별명?

인생학교

or

삶을 위한 학교

School for life



기존의 학교
Conventional school

인생학교
School for life

학력
Ability to study

수학
과학

어학

역사학
윤리학

자기성찰력
탐구력

자립력

체력
공존능력

삶력
Ability to live



자기성찰력
Self-reflection

1. 나에게 관심 갖기

to be interested in myself

2.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to see myself objectively

3.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to accept myself the way I am

4. 내 가능성을 긍정하기

to affirm a person’s possibilities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

나를아는것 knowing myself

vs

나에게 계속관심을갖는것
Keep trying to know me

• 알아차리기 - recognizing

• 기록하기 - writing

• 새로운 경험을 하기 – various experience

• And more



https://youtu.be/xm3qNVvgIG0

https://youtu.be/xm3qNVvgIG0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Accepting myself the way I am

Carl Rogers / Psychologist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 Psychologically healthy person?

현실적 자아(real self)와 이상적 자아(ideal self)간의

괴리가 크지 않은 사람

Those who do not have a large gap between the real self and 

the ideal self.

















탐구력
호기심 Curiosity

열린 마음 Open mind

도전 정신 Challenge spirit

의지와 끈기 Perseverance

찾아내는 능력 Know where



공존능력
Ability to ??

같이 잘 사는 것

가족
family

친구
friend

배우자
spouse

자녀
child

직장 동료
colleague

이웃
neigh
bor

다른 모든 존재
All other 
beings



굳이 왜 ‘같이’ 잘 살아야 할까?



같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

공감 능력 Sympathy

갈등전환능력 Conflict Transformation

공동체 의식 Community spirit



https://youtu.be/V_IlsN5zQa8

https://youtu.be/V_IlsN5zQa8


“옳지 않은 생각과 말을 하는데 무조건 옳다고 해주는 게

과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일까요?”

공감은 무조건 참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노동이다.

공감은 ‘네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봐 주는 것이다.

“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그랬구나.”



“충.조.평.판.” 하지 않기



친구랑 잘 싸워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갈등전환능력
(Conflict Transformation)

1. 갈등은 인간관계에서나타나는자연스러운현상이다.

2. 갈등은변화의동력이다.

3. 모든 싸움은사랑이야기다.



퀘스트
QU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