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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로 노트에는 ‘좋아하는 것 찾기’, ‘나의 가능성 발견하기’ 등 여러분이 꿈을 찾아 나서는 데 

도움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각기 실행하거나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에 나열된 차례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인상적인 글귀 적기

진로를 생각하는 데 참조할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적어 보세요. <뭘 해도 괜찮아>를 읽고 내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직접 적어 보세요. 

자신이 왜 그 구절을 인상 깊게 느꼈는지, 그 구절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써보세요. 책을 다시 펼쳐 노트에 옮겨 적다 보면 의미를 되새기게 되며, 처음 읽었

을 때 놓친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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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 찾기

좋아하거나 앞으로 좋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현재 좋아한다고 생각하

는 것이 혹시 다른 할일이 없어서, 남들이 다 좋아해서 그럴 수 있으니 정말 좋아하는지 

돌아보세요.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요? 소설 속의 태섭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

하다가 어릴 적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지요. 예전에 즐겨 했으나, 지금은 잊어

버린 것이 없는지 찾아보세요. 의외로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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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 찾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그 중에서 자기도 즐기고 싶은 것을 적어도 좋

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와 즐기는 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적으면 더욱 좋습

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을 끄는 것이 있으면 적어 보

세요.



나의 가능성  발견하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못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듬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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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지금은 못하거나 능력이 없

더라도 즐기다 보면 원하는 능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잘하고 싶은 

것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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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게’ 도전하기

고민하는 데 너무 시간을 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다양한 활동을 해 보세요. 이미 정한 꿈이 있다면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다양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

떤 일을 해보면 좋을지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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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게’ 도전하기

여러 활동에 도전했다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얻는 것이 적은 경우도 있겠지요. 실망

하기보다는 교훈을 찾아보세요. 실패가 즐겁지는 않겠지만 다음 성공을 위해 아주 유익

한 경험이 되니까요.  

미래는 더욱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 활동은 그 

자체로 좋은 자산이 될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역할 모델 찾아 따라 하기

꿈을 찾기 위해 또는 이루기 위해 내가 따라 하고 싶은 역할 모델은 누구인

가요? 그 사람의 특징을 이곳에 적어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 가슴을 움직이는 역할 

모델을 따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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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큰 업적을 쌓은 인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내 친구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도 좋습니다.

역할 모델을 따라할 때 그 사람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짜증 내지 

마세요. 결과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니 실행 자체에 최선을 다하

세요.



이남석 

2012년 10월 

이남석 저자의 응원 메세지

사람들은 여러분의 꿈을 먼저 본답니다. 

그냥 밀려서 현재에 이른 사람과 

자신이 선택한 꿈으로 현재에 이른 사람은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사람들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도전해 보세요. 

뭘 해도 괜찮습니다. 

꿈을 갖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