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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향상을 위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오늘 이 게임을 함께 즐기지는 못했지만,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잘 알고 있는 많은 가족, 

동료,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 100명이 모여서 당신을 위한 투표를 한다면, 

질문카드 25개 중에서 현재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카드로 무엇을 뽑았을까요? 질문

카드 25개 중에서 그들이 뽑아줄 만한 3개의 카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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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지인이 뽑아줄 것 같은 카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나를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_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예시) 

‘좋은 아이디어를 가장 잘 내는 사람은?’ 카드

예시) 

회사에서는 아직 직급도 낮고, 경험이 부족해서 

아이디어를 잘 못 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아이디어 왕으로 통했었다.



질문카드 25개 중에서 앞으로 당신은 어떤 카드의 주인공이 되고 싶나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나 당신이 바라는 당신의 미래 모습을 선택하면 됩니다. 3개의 카드

를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또, 그 카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당신의 계획도 써 보

세요. 

앞으로 당신이 주인공의

되고 싶은 카드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

그렇게 되기 위한 

당신의 계획

나를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_내가 바라는 ‘나’

예시) 

‘좋은 아이디어를 가장 잘 내는 

사람은?’ 카드

예시) 

작은 스트레스에도 소화가 

안 되고, 밤잠을 설치는데, 

좀 더 무뎌지고 싶다. 

내게는 스트레스가 주는 긍정적 

면보다는 힘든 면이 더 많다.

예시)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을 친한 

친구에게 더 세세하게 털어놓으

려고 한다. 털어놓고, 얘기를 들

어보면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다.

3



오늘 게임을 할 때 당신 왼편에 앉았던 3명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질문카드 25장 중에

서 그 3명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카드를 각각 2장씩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작성

이 끝나면, 당신이 적은 내용을 왼편으로 돌려서 상대방이 읽어 보게 해 주세요.

성명

(당신 왼편의 3명)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문 카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타인을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_내가 생각하는 ‘타인’Ⅰ

예시) 

김민지

예시)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해봤을 

사람은? / ‘일 처리를 가장 빨리 

하는 사람은?

예시)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다양한 데 

관심이 많아서 학창 시절에 아르바

이트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다. / 

코웍할 때 보면, 다른 그 어떤 동료

보다 피드백이 빠르다. 일정을 어기

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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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임을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3명을 골라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회사 동료들과 

게임을 했다면, 당신 가족, 친구들 중에서 3명을 골라 보세요. 오늘 같은 부서 동료들하고만 게

임을 했다면, 타 부서 동료들 중에서 3명을 골라도 좋습니다. 질문카드 25장 중에서 그 3명에

게 가장 잘 어울리는 카드를 1장씩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당

신이 오늘 선택한 카드에 관한 칭찬을 슬쩍 해 보세요.

성명

(당신이 선택한 3명)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문 카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타인을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_내가 생각하는 ‘타인’Ⅱ

예시) 

양다은

예시)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은?’

예시) 

나와 부서는 다르지만, 내 이야

기를 회사 내에서 가장 잘 들어

준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동료들과도 소통을 잘한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말 옮기기를 

하지 않아서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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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임을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3명을 골라 보세요. 단, 그 3명은 당신이 생각하기

에 정말 배울 점이 없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들과 함께 게

임을 했다면,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악의 3명을 고르면 됩니다. 질문카드 25장 중

에서 그 3명에게 그나마 잘 어울리는 카드를 1장씩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다음에 그 사

람을 만나면, 당신이 오늘 선택한 카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명

(당신이 선택한 3명)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문 카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타인을 더 이해하기 위한 질문_내가 생각하는 ‘타인’’Ⅲ

예시) 

양다은

예시)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은?’

예시) 

회사에서 함께 어울리는 동료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취미는 매

우 많은 사람이다.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잘 즐길 것 같다.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