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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세요.

더 많은 정보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 issue

삼산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전달

지난 2013년 11월 21일 8년간 동거동락하던 보금자리가 한줌 재가 되

어 보금자리를 잃게된 충남 삼산지역아동센터에 2014년 1월 17일(금) 

서울YMCA직원들의 사랑의 잔전모으기를 통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

니다. 이날 삼산지역아동센터 이병무 목사님과 아이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어 주길 바라며 희망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새로운 꿈터

를 다시 세우고 희망의 날개를 펼치길, 삼산지역아동센터 화이팅!!!

서울YMCA 국제교류센터 입주예배

2014년 1월 24일(금) 서울YMCA 국제교류센터 입주 예배가 있었습

니다. 서울YMCA 국제교류센터는 “조화로운 운동을 향한 부흥YMCA 

프로젝트”인 『리듬 프로젝트』 그리고 2020년을 향한 중장기발전계획

인 『희망등대 2020』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글

로벌시대를 맞아 서울YMCA에서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

기 위해 외국에서 파견온 YMCA직원들에게 편안한 숙식을 제공하므

로써 더 좋은 환경에서 서울YMCA를 배우고 훈련하고, YMCA운동이 

널리 해외로 확장하고 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해 개설하게 되었습

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총 4개호로 구성되어있으며 해외 입국 지도자

와 ICYE등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서울YMCA 시무식

2014년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YMCA 2014년 시무식이 1월 2일(화) 서

울YMCA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갑오년을 맞아 서울YMCA 직원들

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덕담도 나누고 새해 인사도하며 2014년 

서울YMCA가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2014년에

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미래와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하나 

되는 서울YMCA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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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펼쳐진 
타이페이 스키캠프

Power International

이번 겨울 1월 21일 ~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동안 타이페이YMCA와 함께 한국스키캠프

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기대가 되었다.

스키캠프 첫째날, 우리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캠프기간 동안 머물 강원도 웰

리힐리리조트로 이동하여 스키캠프동안 착용할 스키용품을 렌탈 후 착용 해보고 첫째날

을 마무리하였다. 

둘째날은 나에게는 가장 기대가 되었던 날이었다. 드디어 스키강습을 받기 때문이다, 스

키강습을 위해 어제 렌탈한 헬멧과 스키장비을 착용하고 강습에 참여하였다. 우리의 스

키 강습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2회 실시되었고, 넷째날 아침까지 총 5회 강습으로 이

루어졌다. 

스키강습은 우리를 위해 서울YMCA 레저사업부 박우이 선생님이 모든 일정 동안 영어로 

진행해주었다. 선생님은 우선 낮은 곳에서 스키의 기초기술인 넘어지기, 넘어졌다 일어서

기, 스키 A자 만들어 벌리기, 계단등행, A자로 멈추기(플루그 파렌), A자로 회전(플루그 

보겐)을 가르쳐주셨다. 

셋째날 오전에는 선생님과 리프트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 스키를 타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쉽게도 속도가 너무 빨

라 카메라에 담지 못했지만 정말 다시 한 번 내려온다면 이 광경을 사진으로 꼭 남기고 싶

었다. 마지막 스키 강습에는 스키장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다. 리프트에서 슬로프

를 내려오기 시작과 동시에 속도는 매우 빨라졌고 매우 가파른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스

키가 제어되지 않았다. 상급 슬로프에서 내려올때 어제 여기서 넘어졌던 기억들이 살아나 

나는 굉장히 두려웠다. 마지막날 아침 선생님은 나를 또 다시 제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

다. 이번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호흡을 하면서 슬로프를 내려왔다. 그후 스키 타

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올라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기를 반복하였다. 이렇

게 스키강습을 모두 마쳤다.

다섯째 날 아침에는 한국의 조선왕궁 '경복궁'을 방문하였다. 경복궁에는 각각 용도가 다

른 근정전, 사정전, 천추전, 강녕전, 연생전, 교태전등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대만으로 떠났다. 

글 - 郭庭妤 Kathy Kuo
(스키캠프 참가학생)

▲ 강습해준 레저사업부 선생님들과 함께

▲ 웰리힐리 정상에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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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個寒假,1月21日到1月25日，共有5天的行程，我和台北萬華YMCA一同去韓國參加滑雪營,我

既開心又興奮。

到韓國的第一天，我們從首爾仁川機場出發，前往我們所要居住的渡假村，到了渡假村，

他們帶我們去試穿滑雪鞋、雪板、雪杖和帽子。第2天是令我最期待的一天，因為我終於可

以穿上滑雪鞋、雪板、雪杖和帽子出去滑雪了，這次的滑雪課有5次，上午一次，下午一

次，第4天的早上再ㄧ次。老師是韓國人，名叫WOOEY，因語言不通，所以老師全程用英文

教，老師先教們練習防摔、跌倒站立、原地A字型剎車、平面走滑、爬坡及滑行A字剎車。

第三天的上午老師帶領著我們乘坐纜車上到最高頂，當我們滑下去時，路上一片雪白的風

景真是美不勝收啊！可惜因為滑雪速度太快無法拍照，不然我真想把這些風景照下來。最

後一次上課，來到滑雪場最高處，開始滑雪時，速度很快，煞車煞也煞不住，尤其是轉彎

處，坡度非常大，想到昨天第一次從這滑下去時，我很害怕，還跌倒過一次，今天早上老

師又帶我們坐纜車到最高處，這一次我並不害怕，一口氣就從山頂滑下來，我不但沒有跌

倒，反而還玩了三次，這次去滑雪，真是值回票價。

第五天的早上，我們到韓國首爾的李氏朝鮮王宮「景福宮」參觀，在宮中有看見勤政殿、

思政殿、千秋殿、康寧殿、延生殿、交泰殿…等，每個殿都有著名不同用途，下午則去逛

街，到了5點半，就搭機回到台灣。

- 郭庭妤 Kathy Kuo

▲ 하얀 설원을 다 같이 내려오며 ▲ 자세한 설명과 시범으로 멋있는 자세를 만들어요 ▲ 서울에 와서 경복궁투어



‘청소년 아르바이트권리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 알바 구직 상황 영상, 퀴즈, 근로계약서 작성실습  

교사와 청소년 지도자용 학습지도서로 교육기회 확대 기회   

고등학교와 청소년시설·기관 등 및 온라인 배포로 연소자 노동인권보호

 글 - 서영경
(시민사회운동부 지도주임)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방학에 근로 청소년이 노동 권리를 제대로 알고 

피해에 대처 할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권리 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이 나왔다. 

 6 . Yact / 이달의Y운동 / 시민  



본회는 10대들과 많이 생활하는 학교 교사와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학습지도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권리 교육프로그램 매뉴

얼”을 발간해 지난 11.12월에 서울소재 고등학교와 청소년시설·

기관, 국공립도서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학교 현장교육 경

험을 반영해 민생침해예방 자원활동가인 청년·대학생 민생서포

터즈 2기가 기획·교안을 만들고 공인노무사(이수정 청소년노동

인권네트워크)의 감수를 거쳐 만들었다. 

민생서포터즈 2기가 아르바이트 구직 에피소드 대본을 쓰고 직

접 연기 한 동영상을 담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토론 학습이 가능

하도록 했다(그림2 노래방, 그림3 주유소 알바 영상). 

또 OX퀴즈, 임금계산(그림4,5,6) 등 다양한 퀴즈로 학습자가 재

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

업장에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

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소년도 잘 모르고 있기 때

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실습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

한 분쟁과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에 되도록 구성했다.

교육 매뉴얼은 PPT교안(알바 구직 영상 3종 포함), 근로계약서 

서식 등이 있는 CD를 포함하고 있어 교사와 지도자가 쉽게 교

육할 수 있다.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홈페이지(http://www.ymcasimin.

or.kr)에서 매뉴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YouTube에는 영상화한 

교안을 업로드 해 청소년 등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 (그림2)노래방 알바영상 청소년출입금지

▲ (그림3) 주유소알바영상 시급

▲ (그림4) ox퀴즈

▲ (그림5) 임금계산문제

▲ (그림3) 동기부여 변기 돈 사자성어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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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Yact / 이달의Y운동 / 청소년  

제25회 대한민국 
동요대상 시상식!

한국 동요 90년!

◼ 작곡부문 수상자 -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종이접기’와, 
 카시오페아, 별똥별 등 어린이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동요를 작곡한 김봉학(교사)

◼ 노랫말부문 수상자 – 교가 없는 학교 교가 지어주기를 주도하고, 
 ‘풀꽃의 속삭임’등 70여편의 노랫말을 창작한 노원호(아동문학가) 

◼ 지도보급부문 수상자 – 도서벽지의 초·중 통합학교 아이들 위해 어린이 중창단을 
 창단, 지도하고 지역사회 동요 보급 위해 힘써온 박영근(교사) 

글 - 서희정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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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와 삼성전자가 주최한 ‘제25회 대한민국동

요대상 시상식’이 1월 24일(금)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서울YMCA는 동요를 사랑하고 동요운동을 이끌어 가시

는 분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1988년부터 ‘대한민국 동요

대상’을 개최해왔다. 대한민국 동요대상은 학교와 지역사

회에서 동요문화를 지키고 전파해온 분들의 노고를 기리

고, 앞으로 더욱 동요가 발전하고자 만든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제25회 대한민국 동요대상에서는 김공선 심사위원

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작곡부문에는 김봉학(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노랫말 부

문에는 노원호(아동문학가), 지도ㆍ보급 부문에는 박영근 

(서울 아중중학교 교사)선생님께서 각각 수상하였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 및 동요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 및 수상팀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공연

으로는 서울YMCA 소년소녀합창단과  초록동요제 우수

상팀인 예쁜그림중창단이 함께 하였다.

동요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인 대한민국 동요대상을 통해, 

특히 올해 한국동요 90주년을 맞이하여, 동요가 앞으로 

더욱 새롭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 어린이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하면서, 2014년 동요가 더욱 많

이 불리어지고 더욱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 제25회 대한민국 동요대상 수상자들

▲ 작곡부문 수상자인 김봉학선생님과 포도나무 중창단 ▲ 아롱다롱 중창단의 축하공연

▲ 예쁜그림 중창단의 축하공연



 10 . Yact / 이달의Y운동 / 국제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미국인 봉사자 Lauren Carmin입니다. 저는 1년 동안 ICYE를 통해 은평구에 있는 Angel's 

Haven 천사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천사원에서 아이들과 매주 영어수업을 했고,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했습니

다. 그리고 Nuya House와 정겨우리센터에서 장애우 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일 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

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일 년간 한

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 년 동안 ICYE를 통해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캠프, 중간캠프, 파이널캠프 등 여러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캠프는 다른 봉사자들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고, 새로운 삶의 시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간캠프는 아주 재미있었고, 다른 봉사자들과 친목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파이널캠프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동안 느낀 우리의 감정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캠프에서 느꼈

던 기대와 걱정들을 되돌아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토론했습니다. 제가 일 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기대와 걱정들을 되돌아보는 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

은 것들을 얻은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night of friendship' 시간동안 정말 많이 즐거웠고, 무엇

보다도 눈썰매는 최고였습니다.

이별은 너무 힘들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최고로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MCA! 고맙습니다 ICYE!

ICYE 
중간평가캠프

글 - Lauren Ca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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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정 후 휴식시간

▲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 일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에서 다같이

▲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시간



“형편이 넉넉지 않은 큰 아버지 댁에 살고 있으면서 값비싼 고등학교 교복 

대금과 학용품 구입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큰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어요”

- 서울YMCA ‘소원우체통’ 3차 선정결과 -

 12 . Y view / 소원우체통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신문고’가 여러 가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마련한 ‘소원우체통’에 많은 청소년들이 

각자의 간절한 상황과 소원 내용을 적어 사연을 보내

왔다. ‘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사연과 이월된 사연을 취합하여 매월 초 소원

우체통 선정 대상자 1명을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소원우체통 3차 선정도 많은 지원자 중 사연의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

정하였다. 

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축구를 좋아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한 

후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인 K군(17세)은 여느 청소년 

또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K군에게는 남모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저는 현재 친누나와 함께 큰 아버지 댁에 살고 있습니

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가출하였고 아버지와 누나

랑 함께 살다가 한 순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커서 

친척 어른들을 통해 전해 듣기로는 아버지께서는 형편

이 어려워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큰어머니께 듣기로는 어린 

시절에 한동안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누나와 저는 큰 아버지 댁에 지내며 큰

아버지, 큰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먼

저 가신 아버지와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K군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지역 방과 후 아카데미 담당

자에 의하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관

심과 사랑을 많이 주어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에 마음

이 많이 아팠다고 전하였다. 

그런데 최근 K군은 금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

이 생겼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것

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큰 

아버지 댁에 살고 있으면서 값비싼 고등학교 교복 대

금과 학용품 구입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K군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자신과 누나를 보살펴 주

시는 큰아버지께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며, 자

신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져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어

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에서는 K군의 사연을 선정하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것에 대

해 안타깝게 여겼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설렘이 

앞서기 보다는 교복 대금과 학용품구입 비용을 걱정하

는 모습에 가슴 아파 하였다. 더불어 K군이 소원우체통 

수혜자로 선정되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청소년으로 성

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 - 임수정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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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카드사업자 수사로 전환해야! 

초대형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약 2600

만명, NH카드 약 2500만명의 개인 신상정보와 금융·신용 정보가 너무도 쉽게 유출 당한 

것이다. 기업, 금융사의 수백만·수천만명 규모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번이 처

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옥션, GS칼텍스, 신세계몰, SK커뮤니케이션즈, 

NC소프트, 넥슨, 현대캐피탈, EBS, SONY엔터테인먼트, KT, 코웨이, 씨티은행, 스탠다

드차타드은행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업의 영업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실한 보안 관리로 유출되고, 유출된 개인

정보가 불법 광고,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엄청난 규모

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배경에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리책임자

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다.

2012년 3월 30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소중

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9

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

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

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

실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유출·도난당한 사업자도 과실 있으면 엄중한 처벌 가능

이번 사태는 유출 범죄를 야기한 ‘카드사업자의 개인정보 부실관리’ 때문 

개인정보 보안 게을리 한 기업 책임 엄격히 물어, 

되풀이 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 막아야! 

 14 . Y view/ 세상을 보는 눈

글 - 성수현 지도자
(시민사회운동부)



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난 법률 개

정의 취지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2년 KT 870만 개인정보 유출사

건 당시, ‘정보처리 및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개인정보 보

호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

구’하고,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결과가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개

인정보 관리 책임과 수준을 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성명

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가 이번 사태로 귀결되었음을 안타

깝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2일 정부는 고객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공유 차

단,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를 감안할 때 징벌적 과징금, 형사 처분 강

화 등의 이행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태 이후 카드 3사의 피해고객에 대한 대응 태도 역시 매

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충분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보상보다

는 검찰 발표를 인용해 “외부에 유통되지 않았다”, “2차 피해의 

우려가 없다” 운운하며 이번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해당 기업들이 대량의 개인·신용정

보를 관리하는 데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보

안을 위한 투자 등 적절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카드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 수사는 이제 ‘유출당한 카

드사업자’에 대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

보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해당법령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엄중 처

벌해야 한다. 금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정보를 빼내어 악용하고자 

했던 몇몇 범죄자들의 범죄행위’가 아니며,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

상적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

하고 이용하는 기업들이 보안 관리를 허술히 하고 있는 죄’를 물

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번 사태 수습과정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기

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 이 같은 사태와 이용자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

은 이제 수사의 초점을 카드사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로 돌려, 

보안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수사 결

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바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법률과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

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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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7,569 18,206 23,333 25,965
39,811 35,167

54,832

122,215

166,801
177,736개인정보 침해 신고 추이(단위: 건)개인정보 침해 신고 추이(단위: 건)



최근 신문과 뉴스 등의 문화파트에서 다뤄지는 가장 큰 화두는 '

라이엇게임즈'이다. 한국의 문화를 다루는 분야에서 '게임회사', 

그것도 '외국계 게임회사'를 언급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온 그간의 노력과 

그 결실을 담은 선물에 대해 듣는다면, 이 회사가 언론계에서 0

순위로 다뤄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올해 초 외국 게임 기업인 라이엇게임즈가 해외로 반출된 우리

나라 문화재 반환에 앞장서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번에 반환된 

문화재는 미국 버지니아 주 노포크에 위치한 허미티지 박물관 

소장 유물인 조선시대 불화인 '석가 삼존도'. 이는 비교적 규모

가 크고 도상의 배치가 희소해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

려졌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한 사례는 

라이엇 게임즈가 처음이라고 한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기 위해 공헌을 한 우리나라 기업, 자국민은 있었던가? 있

었다면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

직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은 무엇일까?

청년공감 스물 한 번째 이야기 / 서울YMCA 대학생기자단이 ‘청년공감’을 통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백범일지 <나의 소원> 중에서.

우리 문화활동의 소산인 '문화재'를 돌아보며 나아갈 방향을 중장기 기사를 통해 제시해볼 것입니다.

1탄 문화재 보존 '우리가 품고 있는 문화재' 

2탄 문화재 반환 '해외에 떠돌고 있는 문화재'

3탄 문화재 인식 '문화재에 대한 자국민의 생각과 외국인의 인식'

한국의 문화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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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태화 / 김현수/ 김혜미 / 최문정 / 정연주 / 배지현 / 백지수 / 박신영 / 한재원 / 강민식 / 어유선 / 전소연 

(대학생기자단 4기)



국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과 실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해외 수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들

이 나가 있다. 이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각계각층

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통해 다

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보다 폭넓게 우리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조속히 환수해

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표로는 현재 세

계 20여 개국에 약 150,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

고 그 가운데 약 20%가 확인된 상황이다.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

본부’에서 공개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장국 현 소장 수량(점) 주요 소장처

일본 66,295 동경국립박물관

미국 42,293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영국 4,600 영국박물관

독일 10,792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러시아 4,172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프랑스 2,956 국립기메박물관

중국 8,225 북경고궁박물원

덴마크 1,278 국립박물관

캐나다 2,187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네덜란드 42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스웨덴 51 동아시아박물관

오스트리아 1,511 비엔나민속박물관

바티칸 298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민족학박물관

벨기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이탈리아 17 국립동양도자박물관

카타흐스탄 1,024 국립도서관

대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헝가리 288 웨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 출처 :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http://www.gbcs.or.kr/)

이렇게 많은 우리 문화재가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다. 또한 개인 

소장 문화재 등의 확인되지 않는 문화재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해외와 협상 중인 문화재, 해외로부터 구매한 문

화재, 해외로 기증한 문화재 등이 있다. 그 수치는 다음과 같다.

대상국 수량
정부 민간

계 협상 구입 기증 계 협상 구입 기증

일본 6,314 5,829 2,933 9 2,887 485 242 243

미국 1,298 1,138 2 149 987 160 1 159

스페인 892 892 892

독일 678 657 657 21 21

뉴질
랜드

186 184 2

이탈
리아

59 59 59

캐나다 20 20 20

프랑스 300 300 297 3

호주 1 1 1

노르
웨이

1 1 1

합계 9,749 9,083 3,232 401 5,450 666 21 243 402

- 출처 :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http://www.gbcs.or.kr/)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으로 현재 범국민적으로 알려진 대표적 국외 문화재를 파악해보

려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다.

<몽유도원도>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화가 안견이 그린 산수화로, 현재 일본의 

텐리 대학 중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 다른 문화재로는 직지심경을 말할 수 있다. 고려 말기인 1377

년에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만든 불경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본이다. 환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환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직지심경과 더불어 프랑스에 있는 문화재는 외규장각 도서이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에 의해 궁전과 외규장각 도

서들이 불에 타 없어졌고 프랑스 군대는 은궤, 어새 등과 외규장

각 도서 중 의궤류와 고문서를 약탈해 갔다. 현재 직지심경과 함

께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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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심체요절> 

<외규장각 도서>

-출처 : http://portal.nricp.go.kr/ 문화유산연구 지식포털

이처럼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의 노력과 더불어, 많은 단체와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서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외 문화재팀’을 만들어 국외 문화재를 

조사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

난 2012년의 외규장각도서 대여 반환,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

조도서 반환 등 문화재 환수 성과를 이루었고, 국외 문화재 환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체계적으

로 실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단체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 운동본부에서는 ‘우리 

문화재 불법 반출경위 증언론’ 발간을 위해 문화재 불법 반출 목

격담이나 기록물 등 증언 자료를 모으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

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에 문화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직접 

자비로 문화재를 구매한 간송 전형필 선생과 외규장각 도서 반

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병선 박사 등 개인의 노력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정보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도 해외에서 떠도는 수

많은 우리 유산이 존재한다.

최근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대표 혜문스님은 애국가 작사가의 친

필본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접했고 <애국가 제자리 찾기 100

인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1월 17일 금요일에 열렸고 

그들은 미국으로가 그 친필본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애국가 제

자리 찾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그들은 미국 애틀랜타의 에모

리대학에 좌옹 윤치호 선생의 애국가 작사 친필본이 소장되어 있

음을 확인했고, 최근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

미궁에 빠져있던 애국가 작사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서울 YMCA 기자단은 문화재 환수 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혜문스님을 직접 인터뷰했다.  

  

Q.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기증, 기부를 통한 것도 

있지만, 불법ㆍ약탈 문화재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왜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지, 또한 환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으로 이슈화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불법적으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문제입니다. 유네스코의 불법문화재 반환촉진을 

위한 조약 등이 있지만, 1970년대 이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

재에만 한정될 뿐, 2차 대전 이전의 문화재에는 소급 적용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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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강대국들

이 문화재 반환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의 반환운동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혹 

국민 여론이 하나로 모이고 불법 약탈의 사실을 완전히 규명하게 

되면 문화재 반환이 성공하기도 하는데, 전형적인 예가 2006년 

도쿄대의 조선왕조실록 47책, 2011년 조선 왕실의궤 등 1,205

책의 반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보

니 성공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Q. 문화재 하나를 돌려받기 위해 몇 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 측에서는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채 

상황에 맞추어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

입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체계, 큰 틀 같은 것이 잡혀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

을까요?

A. 문화재반환은 시스템이 완비되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 되었

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중들의 호응과 캠페

인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는 

주체의 신념과 치밀한 환수운동 계획, 그리고 사실관계의 파악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 문화

재 반환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한 점도 환수하지 못한 것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

과 운동주체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문화재 환수를 위해 ‘문화재제자리찾기’ 등과 같은 민간단체

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환

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성과 위주의 노력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문화

재청이 환수했다고 말했던 문화재들은 모두 기증이나 구매를 통

해서 들어온 것이지 반환운동을 통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신이 반환운동을 통해 승리한 문화재를 외면하고 기증을 통해 손

쉽게 얻은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문화재반환을 이야기한다면 앞

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

지만,  사실관계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 국

외 문화재재단이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무슨 문화재를 찾아올지 선정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조사와 추상적인 명분론을 넘어서 구체

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Q. 어떠한 계기로 문화재 환수 운동에 앞장서게 되셨나요?

A. 2004년 교토에서 일본어 공부를 할 당시 조선왕조실록이 일

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입니다. 실록과 같은 민족 정

체성과 관련된 문화재를 일제강점기 때 빼앗기고도 찾아오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좀 분노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나 할까

요. ̂  ̂모두 당시 불가능하다 달걀로 바위 치기라고 했지만, 진실

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고 혼이 담긴 달걀은 바위

를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

고 실록은 반환운동 개시 후 97일 만에 우리 민족의 품으로 반환

되었습니다. 진실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Q. 기업이 나서서 환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이 문화재 환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

다. 그러나 기업이 참가할 때 단순히 문화재 구매 문제에만 관심

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문화재반환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기업은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 그리고 문

화재 반환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문화재 환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문화재 반환의 성패는 진실과 양심의 힘을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양심에 입각해 있고, 

상대편에게 당당하게 문화재반환을 요구해 나간다면 지금은 아

니지만 언젠가는 문화재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

니다.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경로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일본과의 문화재 반환협정 등), 외국 정부의 기증

(1993년 한·불 정상회담) 민간인들의 기증 그리고 외국 경매시장

에서의 구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 통계

에 의하면 일본.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4개국으로부터 3천514

점이 환수되었다. 

이 중 1996년 초, 민·관 합동으로 환수운동을 벌인 결과 우리나

라에 돌아오게 된, 데라우치문고 1천5백여 점 중 135점은 매우 

뜻 깊은 문화재에 속한다. 세계적으로도 강대국이 약소국의 문화

재를 약탈한 후 되돌려 준 예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민·관을 불

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만이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보존

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20 .

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의 밥상 머리 가정교육이나, 하버드 대학의 연수진 들이 밝

힌 밥상 머리 교육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밥상에서의 교육이 비단 

인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발달을 이루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모와 함께한 식사자리에서의 대화가 아이의 언어능력은 물론 

종합적인 사고력과 집중력 등을 키운다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러므로 요즘 학교에서도 밥상머리 교육 및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녀의 인생

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밥상머리 교육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

니다. 

<인생 최고의 교실 밥상머리> 

아이가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되는 것은 아이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다. 남의 손을 빌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

양분조차 얻지 못하던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같은 음

식을 먹고, 밥상에서 가족일원으로 대등하게 인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생애 최초로 접하는 사회, 가족, 그 가족이 밥상

에 둘러앉는 순간 아이는 인생최초의 교실로 들어선다. 

부모의 격려 속에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서툰 젓가락질을 시작하

는 순간, 아이가 씹어 삼키는 것은 육체를 키우는 영양분만이 아니

다.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부모의 대화, 자신에게 눈길을 맞춘 가족

Y life / 육아이야기

글 - 이화숙 원장
(인왕어린이집 원장)



의 관심을 음식과 함께 소화하는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은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로 진학할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조기 교

육이자 선행학습이다.

<하루 20분 가족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들은 각 가정마다 어떤 식사 분위기를 형성하고 계신가요?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다 같이 모여 이야기도 하고 서로 간에 조언

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나요?

사실 요즘은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맞벌이다 

학교 공부다 해서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

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하거나 혹은 부모

님이 늦으셔서 자녀들끼리만 식사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는 있지만 각

자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 등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형태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가족들 사

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구성원이 생겨나는 거죠. 이 밥상머리교

육이란 것은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바른 언어 사용실천으로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20분>

가족식사 자리에서는 아이와 어른이 대화하기가 비교적 쉽다. 3세 

유아가 혼자 식탁을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아이가 의도

하든 의도하지 않던 적어도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가정마다 식탁에서의 대화 시간은 

2~45분까지 꽤 큰 차이가 있었지만, 분석 결과 평균적인 식사시간

은 20분 정도였다. 그런데 이 20분은 바로 3세 유아가 한 가지 대

상(혹은 사건)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 다시 설

명하자면 아이는 흥미를 끌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무서운 집

중력을 발휘하는데, 3세 유아는 식사 중 대화에 흥미를 느끼면 20

분간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

이는 부모가 책(아이가 제일 흥미 있어 하는)을 읽어주는 시간과도 

비슷했다. 하지만 같은 집중력을 보이더라도 책읽기가 부모의 일

방적인 어휘에 노출되는 것에 비해, 가족식사에서는 아이가 자발

적으로 부모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더 많았다. 책을 읽어줄 때는 아

이의 관심도가 떨어질 때에도 부모다 일방통행적인 읽기를 하는 

반면, 밥상머리에서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대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의 관심을 잡아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이는 대화를 통해 집중력을 계속 발

현하고, 20분간 집중하는데 익숙해진 아이는 그 뒤 최대 집중 시

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갔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그 어떤 교재 교

구, 혹은 책보다도 가족식사 시간이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명약

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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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교육 실천 지침>

-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다

 

-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한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린 질문을 던진다.

 - 일주일의 세 번 이상 “가족식사의 날” 을 가진다. 

-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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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존재이다. 우리가 말하는 

무릎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이다. 한번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무릎도 두꺼워지고 휘기도 하고, 뛰는 것은 물론 걷기도 힘들어

질 수 있다. 장애를 입은 것 같이 일상생활에 큰 장애물이다. 하

지만, 과연 관절염이란 두려운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관절의 

통증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관리에 들어가면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다.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증상도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계단을 걸을 때 아프다, 시큰거린다, 

무릎이 붓는다, 뻐근하다, 무릎이 휜 느낌이다 등 다양하다. 특

히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시작된다. 관절염이란 연골이 닳기 시

작하여 나중에는 뼈까지 망가지는 병이다. (그림 1-60)

무릎에는 두 가지 연골이 있다.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과 뼈

와 뼈 사이에 반달 모양의 반월연골이 있다. 관절염은 이 관절 연

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관절염은 대략 1기, 2기, 3기로 나

눌 수 있다. 1기면 완치가 가능하다. 2기도 관리만 잘 하면 생활

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살 수 있다. 3기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

를 해도 통증이 있는 상태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 

이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 연골주사도 맞고, 충격파 치

나영무 원장 
솔병원 원장, 재활·스포츠의학 전문의

조영재 센터장 
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센터장 , 체육학 박사

<그림 1-60> 무릎에는 두가지 연골이 있는데, 뼈를 감싸고 있는 관

절연골과 뼈와 뼈 사이에 반달 모양의 반월연골이 그것이다. 관절염

은 이 관절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관절염은 연골이 닳기 시작

하여 나중에는 뼈까지 망가지는 병이다.

Y life / 건강이야기

무릎관절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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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두꺼운 수건이나 베게를 깔고 무릎을 펴면

서 5초 정도 눌러준다. 10번씩 3회 정도 해준다.

<그림 1-62> 공을 허리와 벽 사이에 놓고 발은 약간 앞으로 위치한 후 무릎을 

30~40도 가량만 구부렸다가 펴기를 반복한다.

1

2

1 2

료도 하고, 운동 치료도 한다. 잘 낫질 않아서 치료의 방법도 무척이나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운동 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퇴행성관절염에 있어 필요한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의 근력을 키우는 것과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다.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에 가는 충격

을 근육이 흡수해 주어 관절의 자연 치유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 신체는 자연치유력이 있어 잘 보호만 하면 나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초

기에는 100% 가능하다. 

특히 관절염이 발생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져 관절의 보호기능을 더 떨어뜨린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 약해진 근육은 잘 뭉치고 짧아진다. 특히 무릎 뒤의 근육들이 아프고 당기며 관절이 굽어간다. 따라서 무릎 관절 뒤의 근육들

을 충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이용해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력 강화 운동은 비교적 쉽다. 무릎을 쭉 편 뒤 무릎과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약 5초간 유지하고 10초간 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하루

에 약 100회 정도 하면 근력 운동으로 충분하다(그림 1-61). 또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과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에 힘을 주는 운

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그림 1-62). 이 운동은 설거지 하는 동안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누워서 해도 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어 좋은 운동이다. 

무릎이 바깥으로 휘어가는 경우에는 무릎을 안쪽으로 밀면서 힘을 주는 운동을 하면 다리가 더 휘는 것을 막고 무릎의 통증도 다소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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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건강이다. 평

생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나이 들수록 

하나씩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완쾌된다. 의학기술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

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학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완치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많이 있다. 

끊임없는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 완쾌하는 것이다. 그들은 질병의 고

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한다. 기적은 소망하는 자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중풍환자를 두 

번이나 고치셨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먼저 마르코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가파르나움의 한 집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중풍이 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

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중풍환자 친구 네 사람이 그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그 집에 지

붕 기와를 몇 개 벗겨내고 환자를 요에 눕힌 채 끈을 달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리스도는 요에 쌓여 내려오는 중풍환자를 보자 ‘네 죄를 용서받

았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무슨 권리로 죄인을 용서

한단 말인가?’ 라며 분노했다. 

이에 그리스도는 ‘중풍환자에게 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냐? 아니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으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

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풍환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다. 

<침상을 들고 있는 중풍환자>-1555년경, 나무에 유채, 워싱턴 국립미술관 소장

글 - 박희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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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 헤메센의 <침상을 들고 있는 중풍환자>다. 

남자는 커다란 이불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고 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있다. 남자가 어

깨에 메고 있는 커다란 이불 보따리는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은 나타내며 맨발은 그가 환자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자의 근육질의 

몸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낸다. 얀 반 헤메센의 이 작품에서 지붕 위의 남자들은 중풍환자를 그리스도가 설교하는 집에 들여보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또 한번의 중풍환자를 치유하신다.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베데스타 연못에 당도하자 그곳에 있던 많은 중풍환자

들이 초조하게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흔들어 놓는데 그 때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한다.  그 곳에서 36년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풍환자가 있었다. 그는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중풍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라고 말씀하시자 중풍환자는 걸었다.

베데스타의 기적을 그린 작품이 티에폴로의 <베데스타의 기적>다.

거대한 주량과 지붕이 있는 현관 중앙에서 그리스도가 손을 들고 있고 그의 앞에는 누워 있는 사람과 지팡이는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른쪽에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하늘에는 천사가 내려오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들은 베데스타를 찾아온 중풍환자를 나타내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천사는 연못의 기적을 상징한다.  그리

스도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중풍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반니 도메니코 티에폴로의 이 작

품에서 지붕이 있는 현관은 그리스도가 중풍환자를 치유한 두 개의 기적 중에서도 베데스타 연못의 기적을 나타낸다. 남루한 옷차림은 

그들이 오랫동안 중풍에 시달리고 있었던 환자라는 것을 암시한다. 

<베데스타의 기적>-년도 미상, 캔버스에 유채,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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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사진사의 사진으로 담아낸 세상

호주 태즈매니아 I I

비현실적인 
자연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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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쫓기던 필자에게 숙소에서의 하룻밤은 모처럼의 단잠이었

다.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 이 정도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있

을까. 고소한 냄새에 방을 나서니 주방에서 아침식사 준비에 바쁘

다. 이곳 시설의 취지처럼 이곳에서 먹는 메뉴는 모두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뿐이다.

로지 체험 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카약이다. 베이오

브파이어 해안의 안쪽, 엄마 품처럼 호수를 끌어안은 곳에 앤손베

이(Andsons bay)가 있다. 이곳에 위치한 앤손 강에서 카약을 즐

긴다.

둘째 날, 물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숲길을 걸어 앤손베이로 향했다. 

패들을 저으며 카약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볍다. 

1시간 쯤 걸었을까, 숲길이 끝나면서 넓은 호수가 눈앞에 나타났

다. 실제 이곳은 물길을 따르다 보면 호수가 아닌 바다와 이어지는 

강이다. 하지만 bay라고 부르듯 만(灣) 형태이기 때문에 평온한 호

수의 풍광을 닮았다.

카약과 보트를 실은 차량이 속속 도착했다. 연중 맑은 날이 대부분

이라는 호주에서 연일 구름 가득한 날씨가 이어지니 오히려 반갑

다. 공기가 워낙 맑아 그 어떤 날씨와 풍광도 본연의 색을 드러내 

더 없이 아름다웠다. 

카약이 준비되고 2인1조로 승선했다. 짧은 교육을 받고 저마다 패

들을 저으며 출발! 작은 카약을 타고 드넓은 호수 위에 떠있으니 대

자연의 위엄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사방으로 펼쳐진 평야와 숲이 

물위에 반영돼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했다.

와인(Wine) 하면 의례히 프랑스나 칠레, 스페인을 떠올린다. 하

지만 호주 역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 

와인 생산량이 세계 7위이고 수출량도 세계 4위인 와인 선진국이

다. 드넓은 평야를 발판삼아 곳곳에 멋진 와이너리가 비밀처럼 숨

어있다.

태즈매니아에도 호주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명 와이너리

가 여럿 있다. 일행은 이중 대표적 와이너리인 아포지(APOGEE)

와 조세프 크로미(JOSEF CHROMY)를 찾았다. 아포지는 호주의 

다른 와이너리와 비교해 작은 규모다. 주인장인 Dr Andrew Pirie

가 포도를 직접 재배하고 주 생산품인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을 

만든다. 이곳의 와인은 스파클링이 들어있어 우리 입맛에 익숙하

다. 더구나 소프트하면서 가볍지 않아 와인 애호가는 물론 와인을 

처음 맛보는 이도 즐길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세프 크로미는 호주에서도 대형 와이너리에 속한다. 

더욱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중적인 와인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규모가 큰 만큼 이곳은 와인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고급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한다. 레스토랑 주변에 펼쳐진 평야에

서 포도를 직접 심고 키워서 수확한다. 와인을 만들고 포장해서 국

내외로 배송하는 공장시설은 비행기 격납고를 연상시킨다. 실제 

국제적인 규모다. 

글·사진 - 이두용 작가

월간 DCM 편집장, 책·음반·여행사진을 찍으며 사진을 시

작했다. 2009년 중동 요르단 6개 지역에서 사진전과 함께

하는 거리 축제를 열었다. 영국 공군이 주최하는 사진전과 

심장병 어린이 기금마련 국제행사에 초청 전시했다. 저서

로는 <오늘부터 행복하다>(부즈펌)이 있다.

지난달에 이어 태즈매니아를 다룬다. 베이오브파이어로지에서 여정을 푼 필자는 꿈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TV 광고에서나 보았음직한 유리알 같은 호

수에서 카약을 즐기고 물위를 걷는 듯 하이킹을 한 후 대자연이 선물한 와인을 마셨다. 필자에게 하

나하나의 일정이 어느새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있었다.

그림 속으로 노를 저어 가다 자연이 사람에게 선물한 스페셜,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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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거북 토토의 바다대모험

Y life /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

개요 다큐멘터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81분 2012.10.18 개봉

감독 닉 스트링거

출연 정옥주(내레이션), 양재희(내레이션), 미란다 리처드슨(내레이션)

등급 [국내] 전체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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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도 <겨울 왕국>, <저스틴>, <하늘에서 음식이 내

린다면>…….등 자녀들과 함께 극장을 찾아 함께 했다면 가

끔은 굳이 극장을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미 개봉

되었었지만 놓친 좋은 영상물들을 찾아 가족과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특

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르들도 부담 없이 찾

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만

들어 줄  수 있다.

사실 아이들에게 다큐멘터리는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재미

없는 장르가 아닐까? 이것을 극장에서 볼 때에는 처음 시작

부터 끝날 때 까지 오롯이 아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몰

입도가 떨어지고 지루해서 앉아 있기조차 힘들어 하는 아이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감상할 때에는 지루해 하거나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 설명도 해주고 또 다시 한번 보게 해 

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 대화를 해나

가며 아이의 생각과 상상력을 끄집어 내 줄 

수도 있어 의외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기 거북 토토의 바다 대모험>은 아이에

게 느림보 거북이로만 인식되고 있는 거북

이가 깊은 바다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길고 

위대한 모험을 하는지 알려 주면서, 저 넓은 

바다 속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주며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토토의 여행 속 내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다큐

멘터리가 될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해변에서 태어난 아기 거북, 

토토.  6년여에 걸쳐 멕시코 만류를 따라 북

대서양과 유럽에 도착한 뒤 또다시 카나리아 해류를 통해 

남쪽 따뜻한 아프리카로 와서 20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25,6년 만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플로리다 해변을 돌아가는 

긴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 픽션이 아닌 실제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 최첨단 촬영 장비를 이용한 영상으로 토토와 함께 바

다 속 여행을 함께하는 듯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토토의 모험은 플로리다 해변에서 시작된다, 알에서 깨어나 

바다 속 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은 겨우 몇 분! 하지만 토토를 

비롯해 많은 어린 거북들은 포식자 게 와 새떼들에게 그대로 

노출 된 채 필사적으로 바다로 기어가는데 그 모습은 흥미를 

끌기 충분하며 주인공 토토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해 아이

들에게 깊은 바다 속 세상으로 빠져 들게 할 것이다. 

해초더미를 보금자리 삼아 해류를 따라 바다를 여행하면서 

여러 다른 물고기들과 그 쉼터를 공유하며 의지하고 살아가

는 장면에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넉넉함을, 무서운 포식

자들, 고깔해파리의 공격, 그리고 폭풍속 커다란 파도등 여

러 난관 속에서도 살아남는 토토의 모습에서는 용기와 희망

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붉은 바다거북은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등

급 위기종이다. 반짝이는 비닐을 먹이 인줄 알고 먹으려하

는 토토, 배에서 나온 기름을 뒤집어쓰고 헤엄치고 있는 토

토, 인간이 던진 오징어미끼의 낚시 바늘에 끌려 올라갈 뻔 

했던 토토를 모습을 보며 백악기엔 익룡이나 공룡이 그들

을 위협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내레이션

을 통해 환경에 대해 다신 한번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연

과 함께 살아나야가 함을 알려 주어

야 할 것이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거

북은 1만 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한

다.  25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무

사히 돌아온 토토는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은 깨

어나 다시 바다로 향하면서 토토의 

신비로운 일생 의 이야기는 끝을 맺

는다. 물론 우리가 장수하는 동물로 

잘 알려진 거북은 그 이후에도 50

여년을 더 카리브 해에 살며 2,3년

마다 한 번씩 알을 낳기 위해 플로리다 해변으로 온다.

토토의 모험 속 영상 속엔 개복치 청사리 상어 혹등고래 고깔 

해파리 산호... 등 볼거리가 무궁무진하지만 내레이션의 어

휘나 문장이 아이들에겐 조금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 많아 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감상 포인트 : 길고 고된 여정 후에 더 강해지고 튼튼해져 돌

아온 토토의 모습에서 모험과 시련을 이겨 낸 후의 자신의 모

습을 상상해 보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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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YMCA 스키캠프 2014년 1월 6일(월) ~ 8일(수)까지 

2박 3일간 강남YMCA에서 웰리 힐리 파크로 27명의 아이들이 스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가는 스키 캠프라 걱정

하는 아이들도 있고 즐거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모두 스키를 탄다

는 재미로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열심히 배웠습니다. 2박 

3일간 큰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으며 스키가 

재미있어 내년에도 다시 오겠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기스포츠단 야외활동 2014년 1월 14일(화) 강남YMCA 

아기스포츠단 단원들이 일산청소년수련원 으로 야외활동을 다녀왔

습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이라 아이들이 더욱 신나고 

즐거워하였으며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속도를 마음껏 즐기며 눈 위

에서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아무 사고 없이 야외 활동을 다

녀왔습니다.

스키캠프 서초YMCA 어린이수영단 및 마스터즈반 어린이 회원 

22명은 1월 13일(월) ~ 15일(수)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힐리 스

키장으로 2박 3일간의 스키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장시간 버스를 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슬로프위에서는 열심히 스키

를 배우며 스키실력을 한껏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저녁시간에는 장기

자랑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캠퍼들간에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

고, 아무런 사고없이 즐거운 캠프였습니다.

강남YMCA

서초YMCA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우주와 소통을 시작하다” 캠프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는 지난 1월 13일(월) ～ 15일(수)까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

터에서 청소년수련활동지원 프로그램인 우주비행사 과정-“우주와 

소통을 시작하다”라는 캠프에 지역 청소년 38명이 참여하여 우주

체험의 기초과정으로 천문우주를 탐구하고 항공우주를 체험하는 

캠프를 가졌습니다.

활동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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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YMCA 스키캠프 송파YMCA에서는 1월 2일(목) ~ 5일

(일)까지 3박 4일동안  웰리힐리리조트로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송파

YMCA 어린이들은 수준별 스키강습으로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학기

내 학업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겨울스포츠를 통한 힐링을 줌과 동시에 

단체활동으로 사회성을 함께 키워주며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

들어준  캠프였다. 

아기스포츠단 야외활동 1월 21일(화) 아기스포츠단 야외활

동이 일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으로 다녀왔다. 코끝이 시린 추운날

씨지만 모처럼 눈썰매도 타고 눈사람 만들기와 눈싸움까지 하며 꽁꽁 

얼어붙은 마음과 몸을 녹이고 단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파YMCA

아기스포츠단 야외활동 서초YMCA 아기스포츠단 단원 85

명은 1월 24일(금) 일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으로 야외활동을 다녀

왔습니다. 신나게 눈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하고 눈위에서 뒹글뒹글 정

말 신나게 즐기고 왔다. 5세단원들은 속도가 너무 빨라 무서워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기스포츠단 발표회 서초YMCA에서는 1월 18일(토) 심산

문화센터에서 아기스포츠단 재롱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

서 웃고 울고 하였지만 막상 무대에서는 그동안 노력해서 연습한 결과

의 빛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5세단원들의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들

과, 6,7세 단원들의 절도 있는 멋진 퍼포먼스들은 부모님들의 환호와 

함성으로 보답 받았고, 아기스포츠단 단원들의 씩씩하고 예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뜻 깊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초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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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동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체험학교 
지난 1월 16일(목), 서울YMCA에서 의뢰된 청소년 6명과 함께 자원

봉사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기본교육과 기관 안내를 

통해 본 복지관의 특성을 파악한 후, 저학년아동교실인 꿈틀교실 아동 

7명과 함께 1:1 매칭이 되어 인근의 개화산으로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야외활동이 부족한 요보호 아동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청소년 친

구들에게도 동생들을 챙기면서 보람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년인사 및 한방차서비스 양재YMCA에서는 2014년 새

해를 맞이하여, 회원들에게 한 해동안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따뜻한 

생강차로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신규회

원과 기존회원이 인사도 나누고, 실무자와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기스포츠단 야외활동 양재YMCA에서는 1월 10일(금) 일

산청소년 수련원으로 눈썰매 야외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지

만 썰매로 설원을 누비는 재미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재

밌는 야외활동이 되었습니다.

방학스키캠프 & 수영단 스키캠프 양재YMCA에서는 1

월 13일(월) ~ 15일(수) 2박 3일로 웰리할리파크로 방학스키캠프 & 

수영단 스키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추운날씨지만 40명의 어린이들이 

설원에서 구르고, 달리며, 질주하는 재미로 2박 3일이 짧게 느끼는 캠

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밌는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로 친구들과 친

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수영클럽 스키캠프 양재YMCA 직장인 저녁 6시반 

회원들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로 12월 20일(금) ~ 21

일(토) 1박 2간의 일정으로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며칠 전 눈이 와서 

최고의 설질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겼

으며, 6시반 담당인 위태욱선생의 강습으로  개인의 스키와 스노보드 

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고 회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도 다

질 수 있는 즐거운 캠프였다.

양천YMCA 아기스포츠단 산타잔치 양천YMCA에서

는 12월 24일(화), 아기스포츠단 단원 33명을 대상으로 체육실 에서 

산타잔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준비해 온 다양한 작품들을 발표하면

서 단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산타할아버지도 만

나보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양재YMCA

양재YMCA

양천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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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특강 기본적인 스피치 능력향상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법을 익히고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고자 1월 8일부터 4주동안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13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리더십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파워스피치, 

공감적 경청, 설득의 기술, 어린이 기자되어보기, 역사 속 리더의 일화 

역할극, 비전과 목표설정, 우선순위 정하기, 나의 꿈 스토리 보드 만들

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항공우주체험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1월 16일(목)에 34명의 어

린이들과 지도자 6명은 YMCA와 함께 떠나는 신비한 우주이야기라

는 주제아래 항공우주체험을 인천 강화군 옥토끼우주센터에서 가졌

다. 우주항공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500여점의 과학전시물을 눈

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중력가속도체험, 무중력체험, 꼬마우

주로켓, 우주인 다축훈련 체험, 우주유영장치, 우주엘리베이터, 미래

도시 꼬마기차 등 다양한 우주인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

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나는 잔디썰매와 눈썰매, 마법의 열쇠고

리 만들기, 3D 영화관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업으로 인하

여 지쳐있는 어린이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에너지·환경여행 어린이탐사대 에너지캠페인의 일환으

로, 1월 10일(토) ～ 11일(일), 1박 2일동안 신나는 에너지·환경 여행! 

어린이탐사대를 일산청소년수련원과 의정부다락원캠프장에서 32명

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체에너지와 환경에 대해 배우고 가

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풍력을 이

용한 에너지 공작 프로그램과 에너지와 환경 골든벨퀴즈를 통하여 쉽

고 흥미롭게 에너지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

게 에너지소비절약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신규 청소년 자원지도자 교육 및 워크숍 
청소년 활동부에서는 1월 22일(수) ～ 24일(금)까지 3일간 신규 청소

년 자원지도자 교육과 워크샵을 서울YMCA 강당과 다락원 캠프장에

서 진행하였다. 신규 자원지도자와 기존 자원지도자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YMCA운동이해와 청소년활동,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YMCA

와 자원봉사리더십 그리고 비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선배 자원

지도자들이 한해 동안 활동한 내용과 프로그램 활동 사례에 대한 나눔

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활동부

 34 .  Y news / 활동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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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12일 / Wild Flower color Therapy 수료

사회교육위원회

김경숙 위원장(한성대학교 교수)

원기복 위원(노원구의회의원)

1월  4일 / 새누리당 노원병(위원장 허준영) 시무식 참석

1월  9일 / 국민대학교 총동문회 신년 하례식 참석

1월 21일 / 노원구 동주민센터 연두방문

1월 2일 / 시무식

1월 6일 / 서울YMCA 신년예배

1월 7일 / 2014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참석

1월 9일 / 피어선총회 신년하례식 참석

1월 10일 /  평택상공회의소 신년하례식 참석

1월 13일 ~ 22일  /  미국 출장

(미국 Drew University, Chestnut Hill College방문 및 피어선박사 

묘지방문, 미주동문회) 

1월 23일 / 서울YMCA 이사회 참석

1월 18일 / 서초YMCA 아기스포츠단 발표회 참석

1월 24일 / 서울YMCA 국제교류센터 입주예배 참석

 제25회 대한민국 동요대상 시상식 참석

강남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서울YMCA이사장 동정

서울YMCA 회장 동정

조기흥 이사장(평택대학교 총장)

안창원 회장

1월 3일~5일 / 제68회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의료지원

나영무 위원(솔병원 대표원장)

홍보위원회

1월 23일~25일 / ‘EBS 요리비전’ 태백의 겨울 밥상 촬영

이두용 위원(월간DCM 편집장)

1월 11일 / 서초YMCA 이학수지도자 결혼 

1월 17일 / 강남YMCA 최진호 지도자 득남

1월 22일 / 강남YMCA 최복자 회원관리원 시모 소천

1월 13일/ 일산청소년수련원 홍인표 주임 정년퇴임

1월 26일/ 송파YMCA 김용관 부관장 정년퇴임

직원동정

정년퇴임

1월 24일 / 제25회 대한민국 동요대상 시상식 참석

오창일 위원장(예리학원장)



2014년도 총회회원 자격 신청안내

근거규정

서울YMCA 이사장

오는 2014년 2월 27일(목)은 서울YMCA 제 111차 정기총회입니다. 지난 한해의 사업을 결산하고 새로운 해의 

사업을 계획하는 총회에  총회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당부 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서울YMCA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회회원의 요건을 갖추어 새롭게 총회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회원은 세례확인서를 첨부하여 총회

회원 자격 신청을 해 주시면 헌장 및 회원규정 절차에 따라 인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헌장 제12조(총회 구성 등)

1)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서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 구성원 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만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

    나.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제 출 처 : 서울YMCA 회원활동부 (문의 : 734-1644)

   FAX : 732-2067 / E-Mail : hoewon@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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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운동을 위해 마포구 상암월드

컵경기장 인근(가양대로 124번지)에 3월 개관을 목표로 서부YMCA가 건축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

로는 어린이수영장, 헬스장, GX룸, 체육실 등의 체육시설과 아기스포츠단 교육실, 음악실, 평생교육 

프로그램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38년 전통의 아기스포츠단은 조기유아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통

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 바른 태도를 길러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모

집중에 있습니다.

서부YMCA 연락처 : 02-373-9979 

 FAX : 02-373-9978

 홈페이지 : www.seobu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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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661-0670)

서울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개관 이래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으로 거듭나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후원 현황

던킨도넛(방화역점), 안스베이커리(김포공항점), 김포암웨이 등 기타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셨습니다.

▶ 청소년쉼터(☎ 718-1318)

청소년쉼터는 가출해 갈 곳 없는 청소년 누구나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며 나아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 청소년쉼터 후원 현황(2013년 12월)

YMCA칸투스싱어즈(지휘자: 오창일) 100만원

▶ 삼동소년촌 (☎ 372-7534)

삼동소년촌은 1953년 설립한 이후, 전쟁고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시작해, 지금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외롭게 사는 소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70여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 청소년 녹색장터

물품과 후원금을 기부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원우체통(청소년 소원펀드)"에 전액기부되어 청소년들의 소원을 이루는데 기부됩니다.

2014.1월 53,000원 모금

구영모  구한주  김민재  김조은  유승환  이정인  이주연  이준우  임정우  임준우

누적금액(2013.1월부터 현재) 560,940원

청소년 녹색장터(1월)

일시 : 2014.1.18.(토) 11:00~15:00 / 4시간

장소 : 서울YMCA 본관 1층 청소년문화공간 ‘야호’광장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에 핸드백을 보러왔다.
갈때는 핸드백에 대한 열정을 들고나왔다.
요즘 눈앞에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건물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어딘가 적어도 하나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쇼핑을 했다면 그들의 손에 핸드백이 들려있을 것이고, 

뮤지엄의 전시를 보았다면 어떤 핸드백에 대한 기억과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것이며, 

핸드백 소재와 신진 디자이너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면 

미래에 자신이 만들지도 모르는 핸드백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패션의 마래를 짊어질 젊은이들, 

즉 핸드백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제품 개발 등의 일을 하고싶은 여러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몬느 박은관 회장 개관기념사중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