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

들과 함께 합니다. 10년 후에도 기

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만들고 싶다

면 자기 발견이라는 위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와우팀을 제대로 찾

아오신 겁니다.

삶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열망을 가

지셨다면 저와 와우팀에 대하여 알

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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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자신의 인생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크고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공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WOW
STORY
LAB



STRENGTH

3가지 강점선언문

“자신만의 STORY를 발견하라”

이 5가지 수업은 자기발견의 훌륭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TOPIC

내가 좋아하는 10가지 단어

“자신만의 STORY를 발견하라”

이 5가지 수업은 자기발견의 훌륭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ORIGINAL

4가지 자기경영 선언문

“자신만의 STORY를 발견하라”

이 5가지 수업은 자기발견의 훌륭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RELATIONSHIP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

“자신만의 STORY를 발견하라”

이 5가지 수업은 자기발견의 훌륭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YEARNING

내 인생의 10대 풍광

“자신만의 STORY를 발견하라”

이 5가지 수업은 자기발견의 훌륭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1. 자신을 발견해가며 자기 인생의 주인공 되기

2. 효과적인 자기경영으로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3. 서로가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팀원끼리 친밀함 누리기

WOW’s VISION 



와우수업안내

와우팀은 3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독서와 연구, 토론으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모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초지력을 갖추고 학습의 기반을 닦기 위해 독서리뷰를 쓰고,

자기 발견을 위하여 월 1회 8~10시간 짜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2년차에는 자기 관심분야를 찾아 일년 동안 칼럼을 쓰게 됩니다.



와우팀원은 매월 2권의 책을 읽고 축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1년 동안 이렇게 훈련하면 지적성

장을 이루는 독서습관을 갖게 되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의 훈련은 앞으로의 삶을 행복으로 만

들 것입니다.



와우
수업



와우팀원은 매월 1번의 오프라인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

니다. 이 때 제가 강연을 하기도 하고 팀원의 과제 발표가 있기

도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강력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평

소에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수 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

켜보니 팀원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하여 얻

어진 생각과 피드백을 팀원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저는 팀원들의 자기 발견을 돕기 위해 독서 축제를 피드백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읽습니다. 팀

원은 수업에서의 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을 알아

가는 과정을 만끽하게 됩니다. 

자기발견!

이것이 일반적인 모임과 와우팀의 수업이 다른 점입니다.



좋은 독서습관을 기르고,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친밀함. 온

전한 만남에 대한 목마름을 와우 안에서 배울 수 있답니다.

<4기, 김미경>

생활 속에서 매일 모험하는 듯한 실험. 이 놀이와 실험은 자신을 만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와우는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 준 선물 중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며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5기, 왕지상>

와우팀에서 얻은 큰 변화는 일상에서의 승리가 많아진 것입니다. 와우

수업과 독서를 통해 깨닫게 된 나 자신에 대한 앎이 일상에 적용되어 제

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준 것입니다.

<6기 강윤희>

지식경영 외에 와우팀의 강력한 힘은 자기발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나의 강점. 내가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 나의 강

력한 재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와우라는 비와 바람과 햇살을 만

난 것이 정말 행운입니다.
<6기 강윤희>

좋은 독서습관을 기르고,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친밀함. 온
전한 만남에 대한 목마름을 와우 안에서 배울 수 있답니다.

<4기, 김미경>



염구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만,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능력이 부족한 자는 도중에 가서 그만두게 되

는 것인데, 너는 지금부터 미리 선을 긋도 물

러나 있구나.”

개인의 영광은

담대한 시작이 만듭니다



와우팀 운영요강

와우팀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운영기간

   1년,  2013년 2월~ 2014년 1월

정기모임

   월 1회 오프라인 수업 (매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

와우축제

   월 2회 ; 온라인 와우 카페에 독서축제 제출

   월 1회 ; 수업 진행을 위한 수업축제 준비

와우TMT

   매년 4월, 와우 전체 기수가 함께 떠나는 MT

와우팀장

   한 해 동안 팀원들의 성실한 관찰자가 됨

1년 수업료

   수업료 300만원 (선발 후, 일시불 납입)

   MT, 수업 식사비 등 제반 운영비 별도



지원 2013년 1월 31일까지

자기소개서 제출 (ceo@younicon.co.kr)

자기소개서 제출 안내문 참조할 것

평가
2월 6일 / 13일 / 20일까지

3권의 책을 읽고 독서리뷰 제출

발표
2월 22일 : 와우팀원 8~10명 발표

2월 23일 오후 2시 첫 수업

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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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지원요건

• 와우팀과 함께 성장하며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를 창조해 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자

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 매월 2권의 책을 성실히 읽어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할 사람

• 1년간 가족, 신앙, 일 다음으로 와우팀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사람 (학력, 연령, 성

별 등 제한없음. 모든 것은 자기소개서 및 과제로 성실을 평가함)

지원절차

• 자기소개서를 메일로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송부 (ceo@younicon.co.kr)

• 2월 한 달 간, 3권의 도서를 읽고 리뷰 제출 

• 2월 22일, 와우팀원 최종발표 (개별연락)

자기소개서 작성안내 (A4 15장 이상, 폰트 11/줄간격 160)

• 자신과 자기 인생에 대한 소개 (2p), 와우팀 지원 동기와 기대사항 (1p), 현재의 직업에 

대한 설명과 만족도/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분야 (1p), 삶을 바라보는 철학과 태도

(가치관)/일에 대한 철학(직업관) (1p),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 3가지 (1p)

가장 가슴 아팠던 일 1가지와 큰 성취 3가지 (사건묘사+선정이유, 2p), 지금까지의 삶에 

도움을 준 사람 3명에 대한 소개 (1p),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 (1p), 감명 깊게 읽은 책 3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1p), 성실/용기/신뢰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것 (1p), 자기 인생의 역할 모델이었던 사람이나 앞으로 추구하

고픈 인물 (1p)

와우팀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하려는 목적으로 진솔함을 발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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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와우리더, 이희석

www.yesmydream.net

ceo@uni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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