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다운친구들의 내일을 묻는다
STAGE

안녕 꽃치너들.

스스로의 내일을 묻는 이 퀘스트를 받은 것을 환영한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능력,

즉 “자기성찰력” 단계다!

각 질문마다 세 가지 항목에 10점을 나눠서 배분하라. 

현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모습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모범답안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당신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 나는 나 자신(강점과 약점,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주 
나에 대해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며 일기 등으로 정리해 둔다.

2) 나는 나 자신을 잘 이해하는 일에 가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대화하지만 
크게 중요성을 두고 노력하는 편은 아니다.

3)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고, 대화하고, 기록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1) 나는 나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지 않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으며 성장의 
기회로 생각한다. 
2) 나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약점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렵다. 나의 약점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껄끄럽고, 때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 

3) 나는 나의 강점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기 어렵다. 다른 사람이 나의 강점을 
말해주어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과연 그런지 의심스럽다. 

당신은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믿는가?

1) 나는 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성장하는 중이며 저마다 속도와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타인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만 어느 
정도 시도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며 이 것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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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걸 축하한다. 

이 퀘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조금 익혔는지?

2단계는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의 자세, 즉 “탐구력”이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모범답안이란 없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살피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퀘스트의 목표임을 잊지 말 것!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의 폭을 넓혀가는가?

당신은 목표했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타인의 반대나 비판 또는 나 자신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1) 나는 나의 관심 분야 혹은 전혀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자원(책, 
미디어, 사람, 경험 등)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한다.

2) 나는 내가 먼저 나서서 찾아보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일이나 경험을 
권하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본다.

3) 나는 익숙한 활동, 이미 친하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 예상 범위 내의 상황이 
아니면 쉽게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다. 

1) 나는 목표를 향해 가다가 내적, 외적 장애물이 생겨도 나 자신과 나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노력한다.  

2) 나는 목표를 향해 가다가 내적, 외적 장애물이 생기면 조금은 노력해볼 수 
있지만 너무 힘들다면 포기하기도 한다. 

3) 나는 목표를 향해 가다가 내적, 외적 장애물이 생기면 처음 세운 목표를 쉽게 
포기해 버린다.  

앞으로 꽃친에서 함께 경험할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어떠한가?

1) 나는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흥미를 가지고 접근한다. 
   경험으로부터 얻을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2) 나는 경험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이고 주저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좋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그 경험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3) 나는 경험을 통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좋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나는 여러 경험들에 대해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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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친구들의 내일을 묻는다
슬슬 에너지가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벌써 반을 넘어왔다는 걸 알고 있는지?

잠시 물을 마시거나 당을 보충하며 힘을 내보자.

3단계야 말로 가장 도전적인 단계일 수 있다. 

바로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해보는 단계!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전이 크면 보상도 큰 법.

질문을 곱씹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우리력”은 상승할 것이다!유저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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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1)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방식으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그 행동을 
계속 보고 듣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싶기 때문이다.
2)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왜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그 과정에서 혹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 힘들어도 꾹 참고 끝까지 들어준다. 
왠지 서운하고 화가 나도 내 감정은 말하지 않는다.

다른 친구가 나와 다른 생각, 태도, 가치, 문화를 가질 때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

1) 나는 다양한 생각, 태도, 가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어렵거나 두렵지 않다. 
친구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나와 다른 점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2) 나는 나와 다른 태도와 방법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종종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 

3) 나는 나 자신과 매우 다른 친구들과 함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편이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활동이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라는 공동체에 끊임 없이 참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1) 나는 나의 능력과 자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다.

2) 비록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청을 
받거나 개입하게 된다면 항상 도울 것이다.
3)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가진 기회를 최대한 나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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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친구들의 내일을 묻는다
포기하지 않고 4단계까지 도달한 당신에게 박수를!

잠깐, 당신이 벌써 몇 살이지..? 16..17? 

이런.. 몇 년 뒤면 성인이 되는군. 

아무 준비 없이 나이만 먹는다고 진짜 어른이 될리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겠지? 

마지막 4단계에서는 당신의 어른이 될 준비, 

즉 “자립력”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도록 하자!유저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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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몸이나 정신이 지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1) 나는 나에게 쉼이 필요한 상황을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며 나에게 적절한 휴식의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기운을 잘 회복할 줄 안다.

2) 나는 때때로 쉬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만 적절한 휴식의 방법을 몰라서 휴식 
시간을 보낸 뒤에도 몸이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지 못한다. 

3) 나는 휴식과 일(학업)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다. 

당신은 어느 만큼 자립력을 갖추었는가?
1) 나는 내 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언을 구할 줄 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하여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며 필요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

2) 나는 아직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일들을 간신히 해낼 수는 있으나 어딘가 불완전한 느낌이다.

3) 나는 내 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하여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당신은 곧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게 된다. 
인생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1) 나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자신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2)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스스로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누군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길 바란다.

3) 나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자신이 없다. 누군가 정해 주길 
바라며 결과도 책임져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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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gonna be tomorrow?
STAGE

Hi Kociners.

Welcome to the Quest asking what you are going to be like 

tomorrow. 

The first stage is for the ability to know about your self, so 

called ‘self-reflection’.

Distribute 10 points to the 3 options of each question. You 

have to mark both side of ‘as is’ and ‘to be’. There is no one 

right answer. Don’t forge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take it seriously and answer honestly.

How do you try to know about yourself?

1) To understand myself(strength, weakness, character, values etc.) 
deeper I quite often think about myself, talk with people and 
documentate it like a journal.

2) I sometimes think about myself and talk with people about it. But I 
don’t give a big value on it or try hard on it.

3) I’m not interested in self-reflection and barely put an effort on it.

What is your attitude about yourself?
1) For me, it’s not hard to accept both my strengths and 
weaknesses. I feel comfortable to talk about this with others and I 
consider it as my learning moments.
2) I can accept my strengths but not my weaknesses. I don’t feel 
safe to talk about my weak points with others and sometimes I 
want to deny it.

3) It’s hard to feel confident even about my strengthes. I feel 
suspicious about it even though others say so.

How much do you believe a person’s potential for growth?

1) I think every person grows life-long and they all have different 
characters and their own pace. Therefore it’s important not to 
judge quickly but have an open mind as much as possible.

2) I basically believe every person can grow in a good way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cannot change at all.

3) I think some people are better or worse than other people and 
this is not changeable.

as i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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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You just passed stage 1.

Hope you understand how this quest works by 

now.

The next stage is for your attitude about the 

world which is ‘Inquiry ability’. 

How do you widen your life experiences?

How do you deal with the problems while you are persuing your goals?

1) I actively search for the resources and participate things around me 
such as books, videos, people, experiences about something that 
I’m interested in or even new things.

2) I don’t really search for the resources on my own but I usually have 
an interest and give a try on the things that someone recommends.

3) I barely participate if it’s not familiar to me. 

1) As I move toward my goal, even if there are internal and external 
obstacles, I try hard in various ways until I achieve my goals.  

2) I can try a little bit if there are internal or external obstacles on my 
way to the goal, but sometimes I give up if it's too hard.

3) As I move toward my goal, when there are internal and external 
obstacles, I easily give up the first goal I set.

What is your basic attitude toward the things you will experience 
together at Kochin in the future??
1) I approach all experiences with an open mind and interest.
    They have positive expectations for what they will gain from experience.

2) I have a somewhat reserved and hesitant approach to experience. I 
am not sure if it will be good for me, and I prefer to observe the 
situation first before engaging in the experience.

3) I am skeptical of what will happen through experience. I doubt that it 
will be good for me. So I can seem to be closed to many experiences.

as i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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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gonna be tomorrow?



I know that my energy is running out. But do you know that 

you're already half way through? Drink water for a while or 

replenish sugar to strengthen yourself.

Step 3 can be the most challenging. It's a step beyond my 

boundaries and thinking of “us”! Some people have never even 

throught about these kinds of questions. But the greater the 

challenge, the greater the reward. Your “we power” will rise just 

by thinking about the questions!

How do you feel and behave when other friends have different 
thoughts, attitudes, values, or cultures from you?

1) I often judge the situation and give an advice in a way I think it’s right. 
Because I think doing so is helping the person. Or because it's 
uncomfortable to see and hear the behavior over and over, so I want 
to end the situation quickly.
2) Ask the reason why the other person says and behaves that way, not 
to judge or blame, but to really understand. In the process, if I have 
been hurt, I can express my feelings honestly as well.
3) I have to respect that person, so even if it's hard for me to hear, I hold 
on and listen to the end. Even if I feel sad and angry for some reason, I 
don't say my feelings.

1) I am not afraid to experience a variety of thoughts, attitudes, values, 
and cultures. I can think of it from a friend's point of view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learn what is different from myself.

2) I often find it difficult to be with friends who have different attitudes 
and methods from me. So, rather than actively participating, I can 
step back a little.
3) I tend to avoid situations where I have to be with friends who are 
very different from myself. If it is unavoidable, it may be difficult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or job itself.

As we live, we constantly participate in the society. How do you 
generally view you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se situations?

1) I am aware that my abilities and resources are helpful to others as well. 
I want to take the initiative and take the time and effort to help others, 
even if they are not my best friends.

2) Although I am not the first to help others, I will always help if asked or 
intervened.

3) I can help anytime for my friends. But basically, I'm most used to 
putting the time and effort into making the most of my opportunities 
for me.

as is to be

as is to be

as is to be

ID

STAGE

3
Who am I gonna be tomorrow?

How do I respond to someone who says or doe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ID

STAGE

4
Who am I gonna be tomorrow?

I applaud you for reaching stage 4 without giving up!

Wait, how old are you already...? 16..17?

Oh my... You'll be an adult in a few years.

You already know that just aging without preparation 

doesn't make you a real adult, right?

In the last stage, you are ready to become an adult,

In other words, let's ask yourself about “self-reliance”!

How do you cope when your body or mind is exhausted?

1) I am well aware of situations in which I need rest, and know how to 
take appropriate rest and practice to relieve tension and fatigue, and 
to recover the energy of my body and mind so that I can be active 
again.

2) Sometimes I feel the need to rest, but I don't know how to rest 
properly, so after taking a break, my body or mind is not happy and 
comfortable.
3) I don't understand how to balance rest and work (study), and I spend 
my time not in a way I want or intend, so I can't keep myself in good 
shape when I need it.

How self-reliant are you?

1) I can make most of my life-related decisions on my own and I know 
how to seek advice when needed. There are many things to do with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if necessary, I can survive on my 
own.
2) I still have a hard time making decisions myself in some cases. I can 
barely do things related to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it 
feels somewhat incomplete.
3) I can't make most of my life-related decisions myself. There is little 
to do with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daily life is 
impossible without someone taking care of it.

You soon become an adult and take charge of your life.
What responsibilities do you have for your life?
1) I know that it is important to choose the path of life for myself and 
live with responsibility. To do that, I seriously think about myself and 
my future, and I try to find the best way for myself.

2) I am not sure if I will be able to make good choices for myself in my 
life. I hope someone can come first and help.

3) I have no confidence in choosing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my life 
path. I hope that someone will decid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as is to be

as is to be

as is to 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