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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ssue

홍콩중화Y Uni-Y 한국 스터디투어

홍콩 내 6개 대학 Uni-Y 회원들로 구성된 16명의 대학생이 6월 19일

(목) ~ 24일(화)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서울YMCA를 방문했습니

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예술·문화 산업관련 시설견학과 우리나

라 문화재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비교하는 교육의 장

이 되었습니다.

방화11종합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6월 20일(금) 장애우들과 함께해 온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YMCA 안창원 회

장을 비롯해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성태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등 내외귀빈들과 지역주민 200여 분

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념식에는 축하공연과 

감사패 전달, 20주년 기념 핸드프린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YMCA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장 수상

서울YMCA는 5월 31일(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로부터 흡연예

방 및 금연정책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 공

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서울YMCA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종로일대에서 금연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등 No 3S 캠페인(No 

Sugar, No Salt, No Smoking)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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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mbarked on our trip by paying a visit to the Sindang 

Art Space. Upon hearing its name, we initially thought that 

we would be visiting a modern art center exhibiting the 

best artworks in the country. However, as we arrived, to 

our surprise, the art space was located under a local mar-

ket place, and was comprised of many individual art studi-

os which artists can freely create their artworks in a private 

space. Different kinds of artworks attracted our sight, and 

especially, there was an artist who was designing 3-d robot 

figures. Much interested, we entered her studio and asked 

her about the studio and her life. As we interacted with her, 

we truly felt her passion in art and knew more about the 

daily life of an artist.

Subsequently, we visited a palace of Korea and had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Korea. We also 

designed our own lamp with our own cutting of papers, 

and this was rewarding as well.

In the morning, we visited the Bukchon Hanok Village to 

learn more about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Korean 

family culture. We were deeply impressed by the rich mean-

ings of Korean architectural symbols.  The fact that those 

traditional symbols are still widely adopted in modern hous-

es shows that Koreans nowadays still treasure traditional 

culture. 

After a satisfying lunch, we participated in a natural dye-

ing workshop. It was a fresh experience for us to make our 

own handkerchief with Indigo paint. Such a workshop is a 

great example of creativ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Korean 

handicraft. 

Afterwards, we headed to Hongdae Free Market, which is 

the highlight of the day. The market is more versatile than 

those in Hong Kong. It comprised of handicraft stands, 

street music performances and street art whereas Hong 

Kong markets focus on handicraft only. We hope to see 

more of those interactive and creative art forms in the fu-

ture.      

We went to Jankura Art Studio and participated in a char-

coal drawing class. During the 3 hours, we have tried to 

draw different objects using different style. At first, we tried 

to draw simple shapes using darker color to lighter colour. 

Then we drew objects using lighter color to darker colour, 

trying to show the several layers of that object. Lastly, we 

learnt to draw on black paper. By drawing the lighted parts 

of the object, the shape can be formed. This drawing class 

indeed is an interesting experience as we have never joined 

such kind of activities. Even in Korea, there are not other 

places like this studio. From this we can see that it is really 

hard for artists to earn a living by opening classes and mak-

ing artwork. At night we enjoyed a graffiti show. It was so 

amazed that the performers were so professional. They per-

formed graffiti drawing on stage with music and dancing. 

And we also had some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s and 

performers by playing the "magic" game. They have drawn 

Beethoven, Michael Jackson, Lee Siu Lung, Chinese painting 

of White tiger, 3 famous Chinese generals and the mermaid 

of Walt Disney. They have also combined a big puzzles of 

Rubik's cubes to be a Superman logo. And when the puz-

zled were turned back, a face of superman was showed on 

the puzzle. The whole show was performed in high quali-

ty. They danced well and could finish the drawing in short 

time. They are deserved to receive our great applause and 

we are so amazed in their great effort, talents and passion 

in performance arts.

In the afternoon session, two local volunteers of Seoul 

YMCA studying universities joined us. We visited the gwang-

hwamun art festival at first. A large variety of art pieces are 

displayed, reflecting the diversity of arts in Korea. We also 

went to the city hall and saw how art is even incorporated in 

top level governmental building. That is impressive. 

 Here comes the last station of our trip: Myeong-dong. One 

night in Myeong-dong is far from enough, but it marked a 

perfect ending for our journe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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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리 - 길민선 (기획정책실)

홍콩중화Y UNI-Y 
한국 예술과 문화산업 스터디 투어



우리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산업 발전에 대해 알고자 한국

에 방문하였으며, 우선 직접 예술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스터디 투어 첫째 날 신당 아트창작 아케이드를 방문하였

다. 멋진 현대 예술 전시관이라고 상상했던 거와는 달리 창

작 아케이드는 서울 중앙시장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많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개별 예술 스튜

디오로 구성되어 있어 굉장히 놀라웠다. 다른 예술 작품들

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3D 로봇 설계를 디

자인하던 예술가의 스튜디오에 들어가 그녀의 삶의 얘기

를 듣기도 하였고 예술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 대해 알게 되

었다. 오후에는 운현궁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도 알게 되었고, 또한 직접 한지를 잘라 조명을 만드는 체

험을 하기도 하였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전통 가옥과 가족 문화에 좀 

더 알고자 북촌 한옥 마을을 방문하였다. 한국 전통가옥에

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으며, 전통적

인 상징이 오늘날의 건물에도 적용되고 됨으로써, 한국인

의 전통문화를 간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천연 염색 체험을 하였다. 하늘빛 색깔로 손수건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천연 염색 체험 또한 한국 

전통 공예를 보존하는 창의적인 방법이었다. 

일정 중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홍대 프리마켓에 가게 되었

다. 수공예 위주로 구성된 홍콩의 시장보다 홍대 프리마켓

에는 수공예뿐만 아니라, 거리 음악 공연, 거리 예술 등으

로 볼거리가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창의적인 예술에 대

해 기대가 생겼다.

넷째 날, 우리는 잔쿠라 아트 스튜디오에 가서 파스텔을 이

용한 미술 수업에 참가하였다. 3시간 동안, 각각 다른 사물

을 다른 스타일로 그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어두운 색깔에

서 밝은 색깔로 간단한 모양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런 다

. 5

▲ 북촌한옥마을에서 체험한 천연염색

▲ 한지공예 체험

▲ 이태원에서 잔쿠라 체험

▲ 시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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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마을

편집·정리 - 길민선 (기획정책실)

음 검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

하였다. 조명을 어둡게 한 후 사물을 빛을 비추어 밝

은 부분만 검은 종이에 그려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미술 수업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

지 해 보지 못한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한국

에는 잔쿠라와 같은 스튜디오가 많지 않아 예술가들

이 작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알

게 되었다.

저녁에는 서울극장에서 하는 놀랍고 멋진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을 보았다. 그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

며 무대 위에 그림을 그리며 관객과 하나가 되는 공

연을 하였다. 베토벤, 마이클 잭슨, 이소룡, 중국의 유

명한 3명의 장군과 월트 디즈니를 그렸고 큰 큐브의 

퍼즐을 합쳐 슈퍼맨의 로고와 슈퍼맨의 얼굴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페인터즈 히어로’ 쇼는 정말 높은 퀼

리티를 가진 공연이었다. 그들의 멋진 춤과 짧은 시간

에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들의 노력과 재능, 예

술에 대한 열정은 우리의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

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환상적인 거리 공연을 

기대하고 마로니에 공원을 향해 갔지만, 폭우로 인하

여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이화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벽마다 각각의 예술 그림과 작품들이 있었다. 이화마

을은 홍콩에서 자신의 예술 문화를 홍보하고자 노력

하는 예술가들에게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했다. 오

후 일정에는 서울YMCA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합

류하여 광화문 예술 페스티벌에 방문했다. 한국 예술

에 반영되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우리는 예술작품이 반영된 시청 건물도 가 보았

다. 마지막 일정은 명동이었다. 명동에서의 보내는 시

간은 충분하진 않았지만, 서울 여행의 완벽한 결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 서울YMCA 방문후 회장님과 중국요리로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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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화 앞(축구하는 아이언맨)

▼ 벽화 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있는 ‘서울YMCA 청소년 벽화동아리’

는 평화의 일꾼을 만들어가는 ‘Peace Maker’ 운동 취지에 따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해 예술성을 함양하고 평화의 감수성

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야외 축구장 탈의실 벽화 ‘축구하

는 아이언맨’은 서울YMCA 벽화동아리의 6번째 작품이다. 

지난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야외 축구장 외곽에 설치된 탈의

실은 어둡고 삭막하여 푸른 잔디 축구장과 조화롭지 못한 공간

이었다. 이 공간에 젊음과 예술성이 담긴 생기를 넣어 달라고 서

대문구청이 서울YMCA청소년 벽화동아리에 벽화제작을 의뢰

하였다. 

서울YMCA벽화동아리 청소년들은 지난해 말 추운 겨울부터 시

작하여 금년 여름까지 8개월간의 여정 끝에, 벽화 ‘축구하는 아이

언맨’을 완성하였다. 벽화동아리 청소년들은 어둡고 삭막하여 미

관상 좋지 않았던 탈의실 벽면에, 벽화가 축구장을 이용하는 어

린이 및 성인들에게 활력과 동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

을 담아 벽화를 그렸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신나연 양(수리고)은 “매주 활동에 참여하

며 조금씩 변해가는 벽화를 보며 흥미로웠고, 축구장을 이용하

며 이 벽화를 볼 많은 사람도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말

하며, 벽화를 그리는 과정에서의 느낀 기쁨을 탈의실을 이용하

며 벽화를 보게 될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문혜화 양(해성국제컨벤션고)은 “더운 날씨에 그

늘도 없는 곳에서 벽화를 그리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축

구를 하던 어린아이가 쉬는 시간에 벽화 그리는 저희 모습을 신

기한 듯 지켜보며 멋지다고 했을 때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았어

요.”라고 말했다.  

‘YMCA청소년 벽화동아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능기부와 벽

화 그림을 통하여 평화의 감수성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청소년

들의 다양한 생각, 꿈, 바람들을 벽화로 표현하여 평화로운 사회

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고자 한다. 

향후 서울YMCA 벽화동아리는 7번째 벽화를 그리기에 앞서 서

울시내의 벽화 마을을 탐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많은 

사람에게 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벽화를 둘러볼 예정이다. 

서울YMCA청소년 벽화동아리의 활동 이야기와 7번째 작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벽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다!!
- 서울YMCA 청소년 벽화동아리

서울YMCA 청소년 벽화동아리, 6번째 작품 완성

어둡고 삭막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8개월간의 여정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야외축구장 탈의실 벽화 ‘축구하는 아이언맨’ 완성

글 - 임수정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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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종화 
(대학생기자단1기)

제20회 6개 YMCAs 
실무자 협의회를 마치고

Aloha! 일주일 내내 흐릴 거라던 주간일기예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행가 가사처럼 쨍~한 햇살로 일행을 맞아준 하와이. 한국에서도 "덥다. 덥다." 

했지만 하와이의 날씨는 사뭇 이질적으로 느껴지리만큼 정말 쨍~하게 피부에 와 닿았다. 길쭉하게 뻗은 야자수들과 따가운 햇볕까지, 이국적인 풍경

에 잠시 어안이 벙벙해졌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호놀룰루YMCA 관계자분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시자 비로소, 영화 ‘친구’의 장동건이 목 놓아 읊조렸

던 "하와~이"에 도착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드디어 공식일정 첫날 아침. 대학생 기자단으로서의 취재와 함께 의전 및 회의 통역을 동시에 맡았던지라 막중한 책임감에 긴장한 까닭이었을까, 일

찍부터 잠이 깬 덕분에 다소 이른 시간임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 조깅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첫날 일정은 하

와이 박물관 특별 견학 및 환영 만찬이었다. 각국 대표단과 함께 하와이의 전통과 현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Bishop 박물관을 특별 견학할 수 있었

던 것도 좋았지만, 박물관 한쪽에 하와이 전통 음식들로 마련된 환영 만찬

은 특히나 인상 깊었다. 올해로 벌써 20회째를 맞이하는 6개 YMCA 실무

자회의는 회원국인 서울YMCA, 호놀룰루YMCA, 홍콩중화YMCA, 싱가

포르 메트로폴리탄YMCA, 오사카YMCA, 타이베이YMCA가 매년 한 번

씩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의 각 YMCA의 활동에 대한 경

험과 노하우 공유는 물론, 6개 도시 YMCA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무적 협의가 동시에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작년도에는 서울YMCA가 110주년을 맞아 6

개 YMCA 회의를 주최하였었는데, 회의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호

놀룰루YMCA를 비롯한 대표단들의 한국 일정 전반에 관한 통역을 도왔었

는데, 각국 대표단께서 기억해주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신 덕분에 매우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둘째 날, 만찬으로 시작된 첫날과는 달리 공식 회의가 열리는 날인만큼, 아

침 8시 반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다. 하와이 전통 노래로 아침 경건회를 마

친 후 각 YMCA 간의 선물교환식, 그리고 바로 홍콩중화YMCA의 Karl 

Lau 사무총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홍콩YMCA의 활발한 국제교류와 더불

어 특히, 환경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을 특화한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

도 한때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추진력 

부족 탓인지, 사회적 인식의 부족 탓인지, 환경운동이 사회 전 분야에 확산

되는 자발적 추진력을 갖는 데에 미치지 못해, 오늘날에는 거의 들리지 않

게 된 것이 문득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어서 오사카YMCA의 연례보고가 이뤄졌는데, 아무래도 한국보다 먼

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일본이니만큼, 사회적인 복지문제, 특히 본격적

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답게 그 인식과 처방 역시 한 단계 앞서가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노년층을 일방적인 복지 수혜대상으로 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노년층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과 자기 계발, 국

제적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YMCA의 차례. 서울YMCA의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 호놀룰루YMCA전경

▲ 제20회 6개 YMCAs 실무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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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와이키키 해변에서

진행해오던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도, 세월호 사건이나 남양유업 사건으로 이슈가 된 갑을 구

조개선 등, 최근 시사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

쟁에 휩싸여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시민사회의 선구

자 격이라 할 수 있는 서울YMCA가 앞장서서 해양사고대처 및 인명 구조 프로그램을 각급 

해양경찰 및 기관에 선보인 점 등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도 요술램프처럼 청소

년의 말 못한 고민과 소원을 들어주는 ‘신문고’나, ‘놓지마 알바권리’, 다단계피해 대학생들을 

구제하는 ‘민생서포터즈’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각국 대표단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3개 도시 YMCA의 보고가 모두 끝나고, 점심식사와 동시에 하와이 대학 정치학과 교

수이자 하와이 미래연구 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제임스 데이터 박사의 ‘사회, 건강 및 청소년 

개발현황 및 향후 이슈’에 관한 강연을 끝으로 오전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호놀룰루YMCA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주

어졌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해

주는 ‘Farm to Table'이나, 청소년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여 적절

한 운동과 음식 처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N.E.W Keiki' 프로그램 등은 청소년 건강문제와 관

련된 호놀룰루YMCA의 진지한 고민의 깊이가 엿보이는 프로그램들이었다.

드디어 공식일정 마지막 날, 먼저 메트로폴리탄 싱가포르YMCA의 ‘성찬을 받는 자세로 업

무에 임하라,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주제의 경건회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는 바로 싱가포르YMCA의 연례보고가 이어졌다. 싱가포르YMCA는 비교적 젊은 세계적 대

도시의 YMCA답게,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종교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비영리 시민단체로서의 지역사회의 공헌함으로써 시민단체로서의 사회

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인정받음으로써 역으로 그 종교적 배경이 존중받는 싱가포르Y의 모

습에서 향후의 YMCA 운동에 대한 중요한 지향을 제공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타이베이YMCA의 발표가 이어졌다. 타이베이YMCA 역시 다른 YMCA들과 마찬가

지로 도시의 급격한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저

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에서부터 젠더 평등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는 모습에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로서의 Y의 모습이 엿보여 인상 깊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인 호놀룰루YMCA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날 직접 체험한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YMCA보다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해 보였다. 특

히 다른 미국의 YMCA들과는 다르게, 하와이 고유의 전통과 현대의 서구문화 간의 조화라

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 선도해나가려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자칫 문화

적 반발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하와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을,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문화교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호놀룰루Y의 활동

들은 가히 뜨거운 박수를 보낼만한 것이었다. 이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미국YMCA 연맹의 간사인 세스 골드만의 ‘미국 YMCA 연맹의 현황 및 주요프로그램’에 대

한 강연을 끝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어제 이어 하와이 플랜테이션 정착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투어와 함께 호놀룰루

YMCA의 취약계층 아동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이 

이어졌다. 하나하나 무척이나 뜻깊고 소중한 일정들이었지만, 짧은 기간에 워낙에 많은 일

정을 소화해내려다 보니 심신이 매우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와이키키 

해변과 맞닿은 환송 만찬 장소에 이르러 속이 훤히 드려다 보이는 하와이의 푸른 바다에 발

을 담그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피로는 모두 쓸려나가고 아쉬움과 뿌듯한 보람만이 

한가득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와이키키의 환상적인 풍경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끝으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선뜻 믿고 맡겨주신 서울YMCA 관계자

분들과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호놀룰루YMCA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 일정동안 무

사히 지으신 세계를 만끽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Mahalo!

▲ 호놀룰루YMCA 아동 조기교육 프로그램 체험

▲ YMCA별 선물 교환식

▲ YMCA별 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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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28일.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이하 방화11복지관)은 강서구청으로 부

터 서울YMCA가 위탁운영을 받아 개관하였습니다. 서울YMCA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 실현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인 복지 사업을 펼쳐온 지난 20년.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과 함께 걸어온 

한 발 한 발을 되새기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공유하고자 개관 20주년 행사<20일

간의 여행>를 준비, 진행하였습니다.

6월 11일(수) 대형 현수막 ‘함께 걸어온 사람들’ 게시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매일 

크고 작은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만나고 추억하며 나누고 즐겼습니다. 

방화11복지관의 아주 특별한 20일간의 여행 그리고 기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나기에서는 그동안 복지관에서의 만남을 탈피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주민 만남을 시

도 하였습니다. 서울 도시 철도공사 개화산역과 연계하여 일일안마체험 ‘두드림 열린

마당’과 미술동아리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주민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복지관에 바라는 점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칭찬릴레이 ‘내 이웃을 칭찬합니다’를 통해 남몰래 이웃을 

도왔던 숨은 주민을 발견하고 감사드렸습니다. 또 복지관 내 8곳의 장소에서 20번째 

방문자를 축하하며 깜짝 이벤트로 주민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글 - 나애서 사회복지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온 20년,
 함께 걸어갈 우리”

만나기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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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미나 ‘커뮤니티사업-함께 모여 길을 찾다’를 개최, 현장의 사회복지사를 초

대하여 우수 사례 기관 2곳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위해 주민, 주민 조직과 어떻게 소통

하고 대안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한 사례를 나누고 전문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작은 바자 ‘달밤의 야시장’은 저녁 시간대 개화산역에서 후원품 판매를 진행하였

으며 이를 통해 복지관 홍보는 물론 주민에게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복

지기금조성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인근 미용실의 능력 나눔으로 오늘은 머리하

는 날을 열어 많은 지역주민이 꽃단장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함께 걸어온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동역자들과 추억을 되새기고자 개관 20주년 사진전과 대형 현수막 ‘함

께 걸어온 사람들’을 20일 동안 전시하였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문화의 밤

을 개최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격려 및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직원들과 개관 2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방화11복지관을 방화동에 세우

시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렸습니다.

즐기기에서는 주민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습니다. 꿈자람 영화관에서는 팝콘

과 콜라를 나눠 먹으며 영화 ‘업(UP)’을 관람하였고 개관 20주년 포토존 ‘잘생겼다’와 

생일 축하메시지 작성은 행사기간 내내 상시로 진행되어 많은 주민들이 메시지 작성

과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교육 피아노 연주회를 통해 본 복지관 피아노교실 

이용 아동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주민에게 뽐내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은 초여

름 밤의 낭만적인 피아노 소리에 풍덩 빠지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저렴한 먹거리 장터, 주민이 직접 판매자로 나선 돗자리 장

터로 무장한 두근두근우리마을축제는 지역의 새로운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즐기기의 화룡점정은 단연 개관 20주년 기념식 & 제3회 장애인 가요제 였습니다. 1

부인 개관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여러 내빈과 많은 주민의 축하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복지관을 이용해주신 어르신 두 분과 20년 근

속직원이 핸드프린팅을 하는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

회복지발전을 위해 방화11복지관을 수탁 운영해온 서울YMCA에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시각장애인 자조모임 ‘마실’은 시각장애인 복

지발전에 이바지한 방화11복지관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인 제3회 강서구 장애인 가요제는 활짝 웃는 

장애인연합회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가요제로 평소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자신

의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300여 명의 관람객의 응원 속에서 예선을 거친 10명의 본선 참여자들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온 지역주민, 봉사자, 후원자가 흘린 땀방울을 알기에 방화11복지관의 개관 20주년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0

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20일간 지역주민과 만나고 추억하며 나

누고 즐겼던 매 순간순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방화11복지관은 여러분과 함께할 앞으로의 희망찬 나날에 가슴이 뜁니다. 저희와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에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나누기

 추억하기

즐기기



콜로라도 
공연을 다녀와서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던 5월 29일(목) 

강남YMCA 여성합창단 지휘자 김인성 선생님, 반주자 신기순 

선생님 그리고 단원 30여 명은 콜로라도주의 ‘쥬발리앙상블합

창단’(지휘: 김나령, 반주: 임혜학)이 초청하고 한인언론매체인 

주간포커스, 콜로라도주 한인회, 덴버 한인 광역회가 후원하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 콘서트공연

을 위하여 11시 50분 발 유나이티드항공으로 인천공항을 출

발하였다.

몰지각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한창 꽃으로 피어나는 귀한 생명

들을 무참히도 앗아간 그 비극적인 참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기회를 갖게 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은”이라는 노랫말 가사로 익숙해진 콜

로라도를 향하여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린 후 덴버

공항에 오후 12시 30분 도착하였다. 10시간 50분의 긴 비행시

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의 피로함은 보이지 않았다. 

마중 나온 쥬빌리앙상블 어린이합창단 회장님과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신 이종희 총무님과 그의 가족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간단한 다과로써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콜로라도- 미국의 중서부 북위 39도, 우리나라 남북을 합쳐도 

두 배 반의 면적에 서쪽은 로키 산맥으로 높은 산과 분지를 이

루며 덴버가 주도인 인구 530만 명의 한라산높이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우리 교민 2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다. 매일 아침 임정일 장로님의 성경 말

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아래 매일 평안케 하심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엊그제까지 

좋지 않던 날씨가 여행 첫날부터 새파란 하늘 위에 솜사탕 같은 

구름과 멀리 하얀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설경은 영화의 한 장면

을 보는 듯한 착각이다.

Pikes Peak 열차로 1시간 10분 동안 로키 산맥의 정상을 향하

여 달리는 동안,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절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드디어 로키 산맥의 정상에 올랐을 때 사람 키의 몇 배에 달하

는 겹겹이 쌓인 만년설과 태고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이 대자

연의 장엄함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반면 하나님의 위대한 작

품 앞에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 몇 길의 거대한 눈덩이가 녹아내려 미국의 각 주의 모든 용

수를 공급한다고 하니 얼마나 거대한 설산의 규모인가! 우리는 

방한복으로 무장했어도 해발 4,401m의 고지대의 진눈깨비와 

세찬 바람에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

6월 1일(일) 덴버 횃불선교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특별찬

양순서로 “그 사랑 널리 전하리”의 합창으로 주님을 경배하였

다. 재미 한인교포들의 말에 의하면 콜로라도주에 우리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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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명자 회장 (강남YMCA 여성합창단)

정도 규모의 방문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민들은 감격에 겨워 고향의 향수를 그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바쁜 일정 여행의 피로함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저녁마다 

6월 7일에 있을 합창공연연습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특별히 세월호 참사에 깊은 관심을 두고 아픔을 함께하

시는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이신 Mike Coffman님께서 필히 참

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겠다는 특별한 격려의 말씀에 감사

하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 합창공연연습에 열중

하였다.

드디어 공연하는 날, ‘신 아리랑’을 첫 곡으로 가곡, 성가곡, 미

국 민요 모음곡 등을 완벽하게 노래하였고 심금을 울리는 김형

배 님의 톱 연주와 성윤숙 님의 감동적인 독창, 쥬빌리앙상블 

어린이합창단의 ‘거위의 꿈’의 합창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에

델바이스’ , ‘반달’ , ‘아리랑’을 함께 노래할 때는 모든 관중은 기

립박수로 열광하며 향수에 그리움을 뿜어내듯 그들의 눈엔 이

슬이 맺힌다.

우리들의 작은 봉사로 교민들과 또한 세월호의 아픔에도 조금

이나마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과 이날의 공연을 위해 열심

히 노력하여 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낸 결과로 우리들은 더없

이 보람을 느꼈다.

다음날 덴버중부장로교회 예배에 참석, 특별찬양으로 ‘그는 여

호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을 합창함으로써 아쉬운 콜로

라도의 마지막 행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여정

을 무사히 마치신 회원분들,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반주자 선생

님, 여행 중에 톱 연주를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김형배 님, 아침

마다 한정식을 제공해주신 총무님 그리고 자녀분들의 헌신적

인 봉사 등, 협력하여 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며 11박 12일의 긴 여정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잔잔한 여운으

로 남기며 덴버공항을 출발하였다.

▼ 강남YMCA 여성합창단

▲ 김형배 님의 톱 연주 ▲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추모공연 모습 ▲ 콜로라도주 Mike Coffman 하원의원과 함께

▼ 강남YMCA 여성합창단 콘서트 안내자료▼ 지역신문에 실린 공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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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Y view / 소원우체통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신문고’는 어린이 · 청소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마련

한 ‘소원우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소원우체통’은 너무도 빠르게 다가온 무

더위 속에서 지쳐있을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8차 수혜자를 선정하

였고 7월 초순 9차 선정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으로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는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서울YMCA ‘소원우체통’ 8차 선정결과 -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어머니에게 부탁드리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언니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기 힘든 상황이라 일부라도 꼭 보태줄 거예요.”

이지혜(가명, 18세, 서울 강북구) 양은 둘째 언니와 태어날 때부

터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인공 와우’ 수술을 이지혜 양이 5살 

때, 언니는 7살 때 함께 받았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초등학교 이

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금까지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친구들과 수화를 쓰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지혜 양은 장

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움츠러들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행사참여, 

운동 등을 하며 명랑하고 유쾌하게 지내고 있으며 모든 순간에 충

실하며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지혜 양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실패 후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

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려 무리한 경제활동을 하신 어머니는 최

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다. 평일에는 어린 집 교사를, 주말에는 

알바를 하시며 일해 왔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스스로 공

부를 하고,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제 꿈은 쇼핑몰 CEO가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

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

고 학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학도 가고 싶어요. 둘째 언니가 

다니는 나사렛대학교에 있는 수화통역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봉

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할 거예요.”

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에서 제약이 많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

황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지혜 양을 

대견스럽게 여겼고, 두 명의 장애우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느라 

고생했을 어머니의 환경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였다. 이번 소원성

취를 통해 지혜 양이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

던 열정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8차 선정을 마치고 서울YMCA 청소년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

는 간절함과 시급함이 느껴지는 사연이 늘어나고 있어 회를 거

듭할수록 사연을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모든 사

연을 선정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현재 모금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원확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글 - 이항아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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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청소년 '소원우체통'

대상 : 평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진 청소년들

제출서류 : 자신의 소원 이야기, 지원신청서, 계획서

문의 및 등록 :  서울YMCA 청소년 상담실 '신문고', 

강남YMCA, 송파YMCA, 서초YMCA, 양천YMCA, 

양재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청소년일시

쉼터

(02)739-4242, 739-7361~2

ymca4242@hanmail.net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매월 한명 선정함.

홈페이지 : http://www.ymca1020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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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16 . Y view / 청년공감

글  - 권순기 / 민보미 / 박수진 /  박우희 / 신민경 / 유채호 / 이희주 / 전소민 / 정수연 / 조유라

(대학생기자단 5기)

영화배우 하정우는 연애 노하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금 당장 손에서 스마트 폰을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굳이 그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요즈음 우리의 눈은 누가 뭐래도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마트 폰이다.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익숙한 풍경은 

스마트 폰 위에 두 엄지를 포갠 우리의 모습이다. 스마트 폰과 가까운 우리의 생활은 사실 어쩔 수 없

는 현상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 된 각 종 어플리

케이션은 일상에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재미있고 다양한 컨텐츠도 무한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

율성을 무력화시킬 만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 폰 중독이다. ‘설마 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에 ‘스마트 폰을 만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결코 먼 이야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신체기관 일부처럼 장착된 스마트 

폰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보려 한다.



. 17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각 개인의 스마트 폰 중독 수준

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진단을 함으로써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 스마트 폰

에 중독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상

태를 알아야 이에 따른 예방 방안과 치료법을 정확히 계

획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중독상담센터(www.iapc.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독진단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 설문문항

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항목은 청소년용

과 성인용 버전 2가지로 나뉜다. 조사 항목에 대한 답변

을 점수화해서 결과에 따라 고위험, 잠재적 위험, 일반 사

용자 군으로 나뉜다.

<스마트 폰 자가진단 청소년용 항목출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실제로 스마트 폰 중독 자가진단법을 적용해 취업포털 

히든 챔피언이 직장인 6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4명이 스마트 폰 중독 위험군 이상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스마트 폰 사용에 관한 자

신의 생활 습관을 눈여겨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수정

해야 하는 사용자에 속한다. 하지만 직장인에게 나타나

는 이러한 증상보다 우리가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점

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중독 증상이다. 서울시 교육청

에서 조사한 바로는 중고생 100명 중 7~8명 정도가 일

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 폰에 중독되었다고 한

다.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학생

들도 중고생과 같이 스마트 폰 중독현상은 예외가 아니

다. 한국항공대학교에 재학 중인 노건영(23세, 남)씨는 

“핸드폰을 잃어버려 2주 동안 스마트 폰이 없는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손에 핸드폰이 없으니 나중에는 불안

해져 주머니 지갑에서조차 진동을 느꼈었다.”라고 경험

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위 인터뷰처럼 노건영씨뿐만 아니라 현대인 누구나 스마

트 폰 중독 증상을 갖고 있다. 지금 기사를 읽고 있는 여

러분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좀 

더 자세히 스마트 폰 중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18 . Y view / 청년공감

스마트 폰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손

목터널증후군이 있다. 스마트 폰의 키패

드를 자주 누르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이다. 유사한 증상으로, 스마트 폰의 작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아 어깨와 목의 근육

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

북목 증후군이 있다. 더불어, 스마트 폰 

이용 자세는 목과 척추가 구부정하게 변

하는 체형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한다. 방

아쇠 수지 증후군 또한 스마트 폰 사용의 

직접적 부작용 중 하나다. 손가락을 구부

려 스마트 폰의 화면을 두드리고, 한 손가

락만을 집중적으로 쓰면서 해당 손가락

의 통증과 운동 이상을 동반한다. 이 외

에도 허리디스크, 복부비만, 근시 악화, 

안구 건조증 등이 스마트 폰의 부작용으

로 꼽힌다. 

나아가, 각종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교

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스

마트 폰 사용시 사고 위험이 최근 4년간 

76%가 증가하였으며, 10명 중 3명꼴로 

보행 중 스마트 폰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들은 보행 중에 스마트 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 전방 시야가 좁아지고 집중력이 분

산되어 인지능력이 감소하고, 이에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하였다. 

스마트 폰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

리의 정신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이어 

‘스마트 폰 중독’이라는 신종 단어까지 등

장했다.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을 스

마트 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가 지

속해서 유지되는 상태이며, 스마트 폰을 

지속해서 들여다보거나, 한 가지에 집중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스마트 폰을 찾

을 때에 의심해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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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

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보다 7%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는 스마트 폰 중독을 개인의 문

제로 치부할 수 없다.

스마트 폰 중독은 단순히 스마트 폰에 의존하는 것 외에

도 게임/SNS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 온라인 따돌림, 학

습능력 저하, 부모-자녀 관계 문제, 학교 거부, 우울증 등

의 부가적 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스

마트 폰 중독 집단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확인하거나 이

를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

움을 나타냈다.

이 외에, 스마트 폰 사용에 인한 일상생활장애 및 내성

의 증가는 대인관계 자신감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

으며,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가상세계 

지향성은 사회성 및 사교성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스마트 폰에 장기간 의존하게 되면 ‘기억 저장소’인 해마

가 퇴화하여 ‘디지털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도 있었다.

위와 같은 중독 증상들에 인해 최근 스마트 폰 중독에 대

한 문제점이 크게 상기되고 있으며, 해소를 위한 여러 상

담기관들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상담기

관들은 상담을 통해 스마트 폰 중독에 대한 진단을 내리

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코칭해 준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서적 문제 해소는 물론 관할지역 스마트 폰 중독

자들의 치료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스마트 폰의 여러 유용한 어플들은 스마트 폰이 생긴 이

래로 현대 유저(User)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우리 주변에서 건강상의 회복을 위해 제공되는 약물이 

적정 수치면 득이 되고 필요 이상이 되면 중독이 되듯이,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폰이지만 현대인들의 사

용이 필요 이상으로 넘어서면서 신체적•정신적 중독현

상을 겪고 있는 실태다.

       

진정 ‘Smart Phone’을 ‘Smart’ 하게 쓸 방법은 적정사용

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정사용을 위해 5-YES 기

자단이 세 가지 방안을 추천한다. 첫 번째, 자신이 스마

트 폰에 중독되었다는 자기 인식하기. 두 번째, 불필요

한 어플리케어션의 다운로드를 자제하기. 세 번째, 스마

트 폰이 불필요한 상황에는 스마트 폰을 손에서 멀리하

기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만큼 어느샌가 현대인들에

게 중독으로 물들어 버린 스마트 폰은 중독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을 크게 상기하고 개선하려는 유저들의 자

세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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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 

누가 만들어 가는가? 

서울YMCA 대학생 기자단은 세월호 사고 겪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YMCA 운동에 동참하고자 2회에 걸쳐 우리사회 안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1탄 /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글 - 전소민, 박수진 기자
(서울YMCA 대학생 기자단)

2대의 엘리베이터를 운용하는 건물 7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각각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 순간 한쪽 엘리베이터에

서 들리는 삐∼하는 경고음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냥 지나쳤을 터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작은 경고음에도 

긴장하고 주위를 살핀다. 필자는 이런 행동패턴이 어색하게 느

껴진다. 왜일까? 오히려 경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 것이 아닐까? 

기자단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가 차원의 시민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와 

소방방재청(http://www.nema.go.kr) 사이트 내의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으나 일부러 찾고

자 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2013년 민방위 훈련 

지침 참고자료를 보면 1972년 1월 15일 최초 실시된 민방위 훈

련은 1989년 연 12회 실시에서 9회로 축소, 2000년 전국단위 

시범훈련을 7회에서 3회로 축소, 2007년에는 연 1회로 축소 등 

지속적으로 빈도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직장민방위

대, 학교, 취약지역 특별 훈련은 기관별 자율적 실시로 명시되어 

실제 현장에서 자율적 실시가 요구 수준만큼 얼마나 이루어졌는

지는 알 수 없다. 학교현장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초·중·고 커리

큘럼에서 안전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찾고자 하

였으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

교에서 해마다 44시간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만 ‘학교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이 현장 여건에 맞춰 학생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 중심이 아닌 형식적이다.’ 라

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차원의 교육 매뉴얼

과 재난대처 시스템을 살펴본 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의 훈련 

과정은 전무하고 공교육체계 안에서의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은 

미흡하고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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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교육시설 안전과 관

련 하여는 2014년 4월 30일부터 유치원·학교·기숙사 등 교육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교육과 관

련해서는 교육부 내 안전점검 추진단(단장 : 차관)을 구성·운

영 중에 있으며, 안전·재난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교육 

정책자문단'을 꾸려 안전교육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논의 중(5.8, 1차 회의)에 있다. 안전점검결과 및 안전교

육과 관련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 

안전관련 교육과정 내실화, 안전교육 훈련방안 개선,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현장체험활동 매뉴얼 개선 등

을 포함하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방안'을 6월 중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5월 15일 교육부 보도)

지난해 우리는 태안 해병대 캠프참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고를 겪었다. 1:29:300 하

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

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동일한 원인으

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는 300건 정도가 이

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기업·국민 모두는 지난해 동일한 

원인으로 일어난 재난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기에 세

월호와 같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재난상황을 예측하고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개인주의 

사고와 위험 상황이 존재함에도 이익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 

주의에서 비롯된 이기주의가 예방 가능한 재난 사고들을 막지 

못했는지 모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신고)

에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

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밖에 관계 행

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

회는 법치주의 사회다. 법질서에 따라 사회 안전과 정의가 실

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

자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특히, 안전

과 관련한 법적 의무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법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위험·위기 상

황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위기 극복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정부·기업·학교의 노력만으로 부족

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YMCA 응급처치운동본부와 같

은 민간단체처럼 자발적 운동기구를 조직하고 전 국민을 대상

으로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안전의식 개선을 위

한 지속적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서울YMCA 대학생 기자단은 안

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MCA 운동에 동참하여 재난으

로부터 사회 안전이 담보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안전의식 개

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귓가에 들려오는 경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



소비자는 블루핸즈를 현대차 관련 신뢰로 이용하지만 실상은 달라!

간단한 점검 원했던 소비자, 타이어 교체까지 백수십만원 바가지

현대차, 바가지 씌우는 블루핸즈 제재·시정조치 제대로 못한다!

글 - 성수현 지도자
(시민사회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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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협력정비업체 브랜드인 ‘블루핸즈’의 과잉정비·바가지 행위가 적발되었다. 

정비사업자가 현대자동차와 일정한 계약을 맺으면 ‘블루핸즈’ 간판을 달고 현대자동차의 협력정비업체로써 현대자동차에 대한 일반·

보증수리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현대자동차 관련 신뢰로 ‘블루핸즈’에 정비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자동차를 신뢰해 ‘블루핸즈’를 이용했다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받거나, 내역이 불투명한 공임을 청구

받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후 현대자동차에 문제제기를 해도 사기에 가까운 소비자 기망행위를 한 계약업체에 

대한 처리나 소비자 보상 등에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소비자가 두 번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블루핸즈’ 브랜드만을 믿고 정비를 맡긴 뒤 정비내역이나 대금청구명세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현대 ‘블루핸즈’와 관련 된 다수의 동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 피

해 경보를 발령했다.

블루핸즈 이용 소비자 

과잉정비·바가지 심각하다!



<피해 사례>

○ 강남구에 거주하는 A 씨는 계획 중인 장거리 여행을 대비

해, 평소 운행에 별문제는 없었지만, 자동차를 간단히 점검받

을 생각이었다. 또 엔진오일을 교체한 지 오래됐으므로 필요

하다면 엔진오일도 교체하려고 마음먹었다. 곧 A 씨는 강남

구 소재의 한 블루핸즈 협력정비업체에 자동차 점검을 의뢰

했다. 그런데 업체는 자동차의 여러 부위에 청소와 교체가 필

요하다고 안내했다(흡기 클리닝, 엔진 클리닝·보호제, 연료필

터 교환,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A 씨는 문제없이 운행

하던 자동차에 그렇게 많은 작업이 필요할지 예상하지 못했

고, ‘타이어까지 갈아야 하나’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블루핸

즈’브랜드를 신뢰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줄 것을 요

청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다. 애초에 견적서에 명시적으로 인쇄

되어 있던 것과 달리 VAT를 별도로 청구하는가 하면, 명세서

에 모든 공임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A 씨는 내역을 자세히 따져보았고, 이중 “연료필터 교

환” 비용 11만 원은 소요부품의 단가가 45,600원이며, 나머

지 차액은 모두 공임이라고 했다. 

A 씨는 더이상 직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서, 수리내역이 

상세히 들어간 명세서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직원

이 다시 교부한 정비명세서에는 총액에서 수리에 들어간 소

요부품의 개별 단가를 제외한 차액이 모두 공임으로 기재되

어 있었고, 이중 “엔진 오일, 필터, 에어크리너” 작업의 공임은 

“15,080원” 이었다. 총계 금액도 A 씨가 최초에 신용카드·멤

버십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이 누락된 채 계산되어 있어, 억지

로 금액을 끼워 맞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업체에 강하게 항의했고, 업체가 ‘수수료를 환불해 주

겠다’며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거절했다.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현대자동차 본사에 해당 ‘블루

핸즈’ 협력정비업체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전달하고 대책

을 요구했다. 본사는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건을 고의가 아닌 

협력정비업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행위로 결론지

었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해당 ‘블루핸즈’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계도장 발부)를 하는 데 그쳤다.

상기 사례와 같이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 전문지식·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정비를 강요

하고, 책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는 바가지 공임을 청구하는 것

이다. 소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대자

동차의 ‘블루핸즈’ 브랜드를 믿었다가 피해를 당하고 결과적으

로 ‘블루핸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자동차는 ‘블루핸즈’ 협력정비업체 관리

에 소홀하다. 업체의 고의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단순한 ‘업

무상 과실’로 판단하는가 하면, 협력정비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적발되어도 최초 1회는 계도조치에 그치고 연간 5회

가 누적되어야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계약

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블루핸즈’의 간판을 단 협력정비업체들이 고의

적 과잉정비의 유혹을 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대자동차 

또한 협력업체들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공임책정이나 부품가

격 청구를 일정한 기준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단속 등을 핑계 대면

서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무

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블루핸즈’ 협력정

비업체가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엄격

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 ‘블루핸즈’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발

생했을 때, 현대자동차의 이름에 걸맞게 소비자 보상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중계실의 문제 제기로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여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영업점 계

약 해지 검토, 전 ‘블루핸즈’ 영업점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 과

잉정비 상시 모니터링 등의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리

고 해당 피해소비자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점에 고의적 과잉정

비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중계실은 현대자동차의 개선안의 내용이 합당하고 소비

자 눈높이에 맞는지 주시하고, 협력정비업체 문제 외 자동차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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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및 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 관련 법률안 처리 촉구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과 국민 건강 위해, 1년 넘게 계류 중인 금연관련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연에 효과적인 수준의 ‘가격인상’과 ‘금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조속 처리 촉구!

 24 . Y view/ 세상을 보는 눈

글 - 유상진 지도자
(시민사회운동부)

지난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

(World No Tobacco Day)’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

보건기구(WHO)의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비준하여, 협약 조항

을 바탕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142개국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면서 담배규제 협약 이행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하

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의장국(의

장: 문창진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금연정책은 

국제적 수준에 미달하는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담배가격과 화려한 담배포장지’이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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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이후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담뱃값을 인상한 적이 없다. 그 결과 한국의 담배가격은 2,500원

으로 OECD 34개국 중 가장 싸다. 

또한, 담배포장지는 갈수록 세련되고 화려해져 왔

고, 전국의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 소매점들은 입

구부터 요란한 담배광고로 가득하다.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담배포장지에 경고그림을 

넣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고그림

은커녕 패션 아이템 못지않을 정도의 디

자인으로 담배를 포장하고 있다. 작년 6

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실시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소

매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

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 소매점에서

조차 버젓이 화려하게 담배를 진열, 

광고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할 적절

한 규제조차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 결과, 한국은 남성흡연율이 40%

가 넘어 OECD 전체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작년 3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가격 2,000원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사진 표기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도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이 지난 2012년에 대표발의한 담배가격을 물가에 연동하는 법

안도 마찬가지로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금연관련 가격·

비가격 정책들이 국회 내에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묻혀 있는 것

이 현 실정이다.

금연정책의 정부책임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담뱃값은 6,199원이 적절하며 임기 내 담뱃값 인상

에 대한 필요성을 표명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담배가격인상과 경고그림 및 담배

광고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않

는 것과 동시에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직

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통계조사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와, 국민들의 건강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흡연에 의

한 건강보험 재정손실만 해도 연간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더 

이상 적극적인 금연 입법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담뱃값 인상과 담배포장에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이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세계보

건기구와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작년 언론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비율

이 60%를 넘게 나온 바도 있어,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 또한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담배가격을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정도로 인상되

어야 하며, 인상 명분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전액 국민건

강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담배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금연에 도움이 될 정도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31일 다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였다. 정부

와 여야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건강을 도모할 수 있

는 입법안의 처리와 관련 금연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6 . Y life / 육아이야기

글 - 이화숙 원장
(인왕어린이집 원장)

아이를 밥상으로 유혹하려면
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밥상머리 교육 6탄

아이들은 모순투성이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허겁지겁 밥상을 차려
주지만, 막상 식탁에 앉히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딴짓에 몰두한다. 밥

상머리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TV나 게임기에서 눈을 못 떼는 
아이들과 매일 승강이를 벌이는 집도 많다.

그런데 한 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아이들이 앉기 그토록 거부하는 그 식탁에 누
가 함께하고 있는가? 아이만 앉혀두고 다른 집안일을 하느라 동분서주인 엄마, 그
릇에 수저까지 다 차려지기 전에는 부엌 근처에 얼씬도 않거나 아직 귀가 전인 아
빠, 식탁엔 아이 홀로 앉아 있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할 자리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지는 않는가?

한 잡지사가 어린이 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생활 중 가장 좋아하는 순
간을 ‘온 가족이 모여앉아 밥을 먹을 때’라고 꼽았다고 한다. 엄마, 아빠는 존재 자
체만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식욕 증진제이다. 단 그 식욕 증진제가 제 기능을 발
휘하려면 부모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밥상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오감을 만족시켜라

시키고 싶은 것을 부모가 먼저 해라 ♧ 가족이 식탁에 앉아있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게 된다. - 미국 미네소타 연구진

아이를 식사준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식탁으로 유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저 놓기, 식탁 닦기 등 간단한 역할을 맡기면 아

이에게 가족식사에 자신이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줄 것이다. 유난히 음식을 가리는 아이라면 조리과정에도 참여시켜보자. 세 돌 이전

이라면, 음식재료를 만지고 놀게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후에는 간단한 반죽이나, 콩나물 다듬기, 콩 골라내기, 계

란 풀기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켜보자. 더불어 재료에 대해 “표면이 우툴두툴하네. 냄새는 어때?” 등 오감을 

자극하는 대화를 곁들인다면 아이의 호기심과 언어표현이 두드러지게 늘어날 것이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식기나 수저, 

포크 등을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이 식탁을 즐거운 장소로 여기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호기심과 재미에 따라 움직

이는 존재다. TV나 장난감보다 식탁을 더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자.

연구결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가족 식탁에 오르는 음식 자체가 영양학적으로 좋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좋은 음식은 먼저 아

이에게 주는 부모가 끼니때 영양을 고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아이들의 편식습관도 쉽게 알아챌 수 있어, 가족구성원

들이 함께 나서서 아이의 식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굳이 편식습관을 바꾸려 들지 않아도 가족식사를 하는 자체만으로 아

이는 바른 식습관을 가질 확률이 높다. 아이들이 부모를 모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식습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식사에 임하는 전반적인 부모의 태도 역시 아이는 그대로 닮고 싶어 한다. 가족 밥상에서 대화하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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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밥상 대신 ‘권위 있는’ 밥상을 만들어라
2007년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약 65%가 ‘가족과 식사할 때 즐겁다’고 답

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10대 65%는 가족식사를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친구들과의 활동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

다. 아이들에게 가족식사 자리는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족과 상호작용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5%의 아이들은 왜 가족과의 식사를 ‘그저 그렇다.’ 혹은 ‘피하고 싶다.’ 라고 답한 것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시끄럽게 음식을 먹는 아이에게)

1. 엄마가 (혹은 아빠가)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라고 했지!

2. 밥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을까?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1. 채소도 다 네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는 거야. 먹기 싫어도 다 먹어!

2.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 여러 가지 채소 중에 하나씩 맛을 봐. 엄마, 아빠는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너는 어떠니? 

OO 이도 참 잘 먹는구나.

(식사 중 아이가 컵을 깨뜨린다면)

1. 무조건 야단을 친다.

2. 이야기할 수 있는 실수임으로 야단을 치지 않고,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조심해서 치우게 한다. 

아이에게 1처럼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권위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기준에 맞추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고, 토론을 용납하

지 않는 권위적인 부모는 아주 쉽게 아이들에게 식탁에 둘러앉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들은 부모를 어려워해서 밥상

머리 교육의 필수조건인 상호작용이나 대화는 불가능하다. 밥상머리에 앉는 자체가 고역일 뿐이다. 반대로 전혀 권위가 없는 부모는 

아이들을 밥상으로 불러들일 수가 없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을 위해 부

모는 ‘권위적’이 아닌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가족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확실히 알려주고, 왜 지켜야 하는지, 충분한 의사

소통을 통해 따듯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권위라는 것은 강압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

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야기를 꺼내야 한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는 ‘식사는 즐거운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내재화하였다가 어느 순간

부터 그 모습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 즐겁고 기분 좋은 주제를 두고 부모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 역시 그 대

화에 동참하고 싶어 스스로 변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식사 시간에 부모가 서로 다투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재화하여 가족식사에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아이에게 부모는 살아있는 교과서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밥상 대화를 위해 식습관을 들이는 요령*

1. 식사 시간이 지나면 식탁을 정리한다. 2. 식탁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주지 않는다.

3. 아이의 먹는 성향을 파악하라

부모가 밥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어떻

게든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아이가 식사 시간에 대한 개념

을 잃게 된다. 전문가들은 식사 대화가 좋은 분

위기에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꼭 지켜야 할 규

칙 앞에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만일 아이가 식사가 끝난 후에 밥을 달라고 하

면 한 끼 정도 굶게 하여 가족식사에 임하는 자

세를 알려줘야 한다. 

따라다니면서 식사를 챙기는 것

은 좋지 않다. 그것을 들고 따라

다니며 밥을 먹게 하면 제대로 된 

대화는 커녕 부모도 지쳐 아이와

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밥

을 먹든 이야기를 나누든 음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안의 일들은 

모두 식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인다’는 생각은 금물

이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의 마

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이가 그 가정의 

식사 문화에 맞춰 음식의 선호도도 부모를 닮아가지만, 타고

난 기질도 작용한다. 부모가 준비한 음식에 잘 적응하는 아

이가 있는 반면,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아이도 있고 특정 

음식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아이도 있다. 다른 집 아이

와 다르다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아이의 식성을 파악해서 식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밥상머리의 기적,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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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은 가장 원초적인 운동이다. 또한, 비만 

방지에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자 전신 운

동이다.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러닝복

과 러닝화를 착용하고 언제든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달

리기만 하면 된다. 이 같은 편리성 때문에 최근 몇 년 동

안 마라톤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마라톤 마니아들이 크

게 늘면서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 대회만도 500개

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달리기의 매력에 푹 빠진 나머지 몸이 망가지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마라톤에 중독된 사람일 수

록 그렇다. 달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이다. 

최근 30대 후반의 회사원인 차 모 씨가 통증 때문에 병원 

문을 두드렸다. 차 씨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회사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한 뒤 달리기를 시작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은

데다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다. 

차 씨는 마라톤이 가져다주는 성취감과 묘한 희열에 점점 빠져

들었다. 처음엔 5㎞를 시작으로 10㎞, 그리고 하프코스에 이어 

풀코스도 8번 완주했다. 운동하는 동안 가벼운 통증이 있었지

만 “곧 나아지겠지. 이 정도 고통쯤이야”라며 무시한 채 달리기

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

와 발을 내딛기가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정밀 검사 결과 차 씨는 족저근막염과 정강이뼈 피로골절이었

다. 달리기할 때 발을 디디면서 아치에 힘이 가해지기에 아치가 

무너지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발가락의 힘줄에도 영향을 미쳐 발가락 힘줄염도 생

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정강이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 정강

이 뼈 위아래에 붙는 근육들에 긴장이 발생하면서 정강이뼈를 

휘게 만드는 경향이 생겨 정강이뼈에 피로 골절이 생기는 것이

나영무 원장 
솔병원 원장, 재활·스포츠의학 전문의

조영재 센터장 
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센터장 , 체육학 박사

Y life / 건강이야기

운동중독이 무서운 
마라톤과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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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뛰면서 정강이가 아프고 그 부분을 눌러서 통증을 느끼

면 피로골절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 초기에는 엑스레이에

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달리기를 자주 많이 하는 사

람은 골주사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차 씨를 진료하는 동안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로 불리

는 강한 중독성을 엿볼 수 있었다. 러너스 하이는 마라톤에

서 가장 힘든 구간인 35㎞ 지점에 이를 때 뇌에서 베타 엔

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와 고통을 잊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

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가 통증을 참고 달리는 이유였던 것

이다. 달리기는 다리뿐 아니라 무릎 통증 또한 꽤 많이 발생

한다. 달릴 때의 체중이 무릎에도 가해지면서 관절의 연골

이 닳는 수가 있다. 연골에 손상이 오면서 관절염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달릴 때의 무릎 통증은 무릎의 앞쪽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무릎의 힘줄 즉 슬개건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슬개건염(힘줄염)도 발생할 수 있다. 힘줄염은 뛰기 전에 아

프다가 뛸 때에는 아프지 않고, 뛰고 난 후에 다시 통증이 오

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뛰어야 낫는 줄 알고 병이 진행되

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쉬지 않고 달리기보다는 휴식

시간을 갖고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에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그림2-3). 또한, 달리기할 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

은 반월연골판이다. 반달 모양의 또 다른 연골이 닳거나(퇴

행성) 찢어짐이 올 수 있는데 그리 흔치는 않다. 무릎의 바

깥쪽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장경인대라고 하는 힘줄이

다. 장경인대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바깥쪽에서 무릎의 바깥

쪽까지 붙는 힘줄인데 이 구조가 뼈와 부딪히면서 통증 생

긴다. (그림2-2)

이것 역시 엉덩이 근육이 뻣뻣할 때, 달리면서 기능성 평발

이 생겨 정강이가 안쪽으로 돌아가 장경인대가 타이트해지

면서 뼈와 부딪혀 발생한다. 여기에 달릴 때 아킬레스건에도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달리는 과정에서 환경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으

면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추운 날은 신체가 느끼는 스트

레스 지수가 더 높아진다. 반면 여름철에 습도까지 높으면 

땀 배출이 안 돼 고체온증이 발생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다가 

정신을 잃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마라톤은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달기 때문에 심장에 무

리를 줄 수 있다.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가끔 가슴의 통증이

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는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

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심장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받고 마

라톤을 해야 한다. 해마다 마라톤 대회 도중 심장의 기능 약

화로 사망하는 경우가 꼭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

의해야 한다.

<그림 2-2> 장경인대 옆면(우) :  장경인대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바깥쪽에서 무릎의 바깥쪽까지 붙은 힘줄이다. 이 구조가 뼈와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긴다.

<그림 2-3> 뒤꿈치로 반대쪽 정강이 앞쪽의 근육을 위아래로 문
질러준다. 20회가량 실시해준다.



누구나 살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 번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사람마다 위

기를 맞이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 순간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본인이 원하는 삶에서 추락하

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해 성공하기 보다는 잘 극복하지 못해 자신이 원했던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럴 때 대부분 사

람은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신을 원망한다. 고통의 나락에 빠질수록 자신보다는 신에게 원망을 돌리는 게 심적으로 편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신은 결코 믿음이 충만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사자 굴의 다니엘>-1614~1616년경, 캔버스에 유채,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 소장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으신다.  
글 - 박희수 작가

않는 법이다. 

복음서에 따르면 다니엘은 위기의 순

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 버리

지 않아 목숨을 구한다. 페르시아 왕

이 다니엘을 왕국을 관리하는 고위관

료로 임명하자 그를 시기하고 있던 관

리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기 위해 왕

에게 앞으로 30일간 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는 사자 굴

에 집어넣어 지게 된다는 종교적 법령

에 서명하게 한다. 

페르시아 왕이 법령을 선포하지만, 다

니엘은 여느 때처럼 하루에 세 번 하

나님에게 기도를 드린다. 다니엘을 시

기하고 있던 관리들은 그의 행동을 보

고 왕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죄로 

다니엘을 고소한다. 

페르시아 왕은 관리들 요청에 의해 다

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넣으면서 ‘네

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신이 너를 구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사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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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천사가 하박국을 인도하여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다>

-1618년, 캔버스에 유채, 피사의 대성당 소장

리의 문을 막은 다음 돌로 봉인하고 아무도 꺼내 주지 못

하게 했다. 

다음날 왕은 다니엘이 있는 사자 우리에 달려가 그의 상

태를 확인하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다니엘을 발견한

다. 왕은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

자들에게서 살려내 주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다니엘

이 ‘소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

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에 크게 기

뻐하면서 그를 시시하고 모함했던 관리들을 사자 굴에 집

어넣는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을 그린 작품

이 루벤스의 <사자 굴의 다니엘>이다.

젊은 다니엘은 평평한 바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쥐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의 주변에는 사자들이 모여 

있으며 바닥에는 해골과 뼈들이 흩어져 있다. 

다니엘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자가 모여 있는 것은 그곳

이 사자 우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바닥에 놓여 있는 해골과 뼈는 사자에게 물려 죽은 희생자

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빨을 드러내 놓고 있는 사자

는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이 작품에서 사자가 다니엘에게 접

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사자 

굴 입구에 문은 열려 있는 것은 곧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풀어 줄 것을 암시한다. 

사자 굴에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빌리베르트의 <한 천사가 하

박국을 인도하여 사자굴속의 다니엘에게 먹을 것을 가져

오다>다.

동굴 속 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선지자 내민 바구니는 받고 있다. 선지

자의 머리를 천사가 잡고 있다. 

천사가 선지자의 머리를 잡고 있는 것은 외경에 의하면 천

사가 선지자를 동굴로 이끌었다고 하며 선지자 하박국은 

다니엘에게 먹을 것과 물을 바구니에 가져다주었다고 한

다. 

조반니 빌리베르트의 이 작품에서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

로 바구니를 잡고 있는 다니엘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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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은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15개 섬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자

치령이다. 길이는 48km, 폭은 6~14km로 남북이 길쭉하게 늘어

진 모양을 하고 있다. 총면적은 546㎢로 우리나라 거제도와 비

슷한 크기다. 

이 섬이 휴양지로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하면 양손으로도 모자라지만 첫 번째는 투명한 바다에 

있다. 섬을 에워싼 바다는 깨끗하다기보다 투명하다는 설명이 어

울린다. 덕분에 괌에서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

다. 해변에서의 휴식, 수영, 스쿠버다이빙, 스노컬링, 낚시 등 가

짓수가 많다.

곧 피서의 계절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

나라’고 했던 TV광고 카피처럼 힘든 수고의 

대가로 많은 이가 여행을 꿈꾼다. 피로한 도

시민에게는 심신의 힐링이 우선, 발걸음은 

휴양지로 향한다. 투명한 바다와 그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 맛난 음식과 열정의 

축제가 있는 곳. 이 모든 단어를 조합하면 괌

이라는 목적지가 나온다.

유리알보다 투명한 바다

“청정자연 속에서 화려한 휴가를 즐기자”

GUAM, 휴식과 
체험 가득한 유토피아

감성사진사의 사진으로 담아낸 세상

글·사진 - 이두용 작가

월간 아웃도어 편집장, 책·음반·여행사진을 찍으며 사진
을 시작했다. 2009년 중동 요르단 6개 지역에서 사진전
과 함께하는 거리 축제를 열었다. 영국 공군이 주최하는 
사진전과 심장병 어린이 기금마련 국제행사에 초청 전시
했다. 저서로는 <오늘부터 행복하다>(부즈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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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바다지만 괌의 경제는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어업은 활성화돼 있지 않다. 덕분에 바다에는 다양한 어종과 

개체가 풍성하다. 개별적으로 낚시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체험을 

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필자는 돌고래를 관람한다는 돌핀 

크루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사실 낚시보다 체험에 욕심이 났다.

아갓항에서 배에 승선한 뒤 10여 분쯤 달렸을까. 정말 여기저기

서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호주에서도 

돌고래 투어를 여러 번 했었지만 이렇게 많은 돌고래가 한꺼번

에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

이 신기하다.

돌고래 관람이 끝나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 멈춘다. 여기서 승객들

은 낚시와 스노컬링, 휴식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한다. 필

자는 스노컬링과 낚시 둘을 골랐다. 구명조끼를 입고 장비를 착용

하고 물로 들어갔다. 맑은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바닷속을 들여다

보는 기분은 인어라도 된 듯 신비롭다. 생각처럼 물고기가 사람 주

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다음은 낚시. 괌에서는 보통 루어를 이용해서 한다. 여기 프로그

램에서는 햄을 미끼로 낚시했다. 보통은 한두 명씩 큰 물고기를 잡

는 사람이 있다는 데 우리 배에 오른 사람은 모두 실패. 배에서 제

공한 연어회에 맥주를 마시며 아쉬움을 달랬다.

관광이 섬나라 괌의 주 수입원임을 대변하듯 바다가 아니어도 물

에서 하는 놀이가 정말 많다. 돌핀 크루즈는 첫 단추 격, 물과 육

지를 오가는 특별한 오리배 정도는 타줘야 큰소리칠 수 있다. 라

이드 더 덕(Ride the Duck)은 최근 생긴 프로그램으로 이미 시애

틀에서 성공을 거둔 수륙양용차량을 괌 관광에 도입한 것이다. 도

심에서 독특하게 생긴 노란 차량에 오른 관광객들은 나눠준 오

리 주둥이 모양의 장난감을 입에 물고 진행자의 요구에 맞춰 꽥

꽥 소리를 내며 바다로 향한다. 그리고 바다에 도착하면 차량 그

대로 물속으로 뛰어든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풍덩’ 소리를 내

며 바다에 오르면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 이것 역시 

신나는 경험이다.

스노컬링이 시시한 사람에게는 씨트렉(Sea Trek)이 제격이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래도 바다를 걷는 체험이다. 스킨스쿠버 복장을 

하고 특별하게 만든 헬멧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헬멧은 산소

가 제공되는 호스와 연결돼 체험자가 물속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호흡을 유지시켜준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바다가 아닌 ‘언더 워

터 월드’라는 수족관에서 진행한다. 아무리 꾸며진 바닷속이라고 

해도 눈앞에 수많은 물고기와 상어, 가오리 등을 만나면 별세계가 

따로 없다. 진행자의 안내에 맞춰 물속을 걸으면서 ‘우와~!’를 연

발하다 보면 금세 프로그램이 끝난다.

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온몸의 털이 하얗게 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릴라의 모

험 이야기 <화이트 고릴라>는 실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동

물원에 있었던 알비노증 흰색 고릴라에서 모티브를 얻었

다고 한다. 

1966년 돌연변이에 인해 흰색 털을 갖고 태어난 고릴라 코

피토 데 니에베’(스페인어로 눈송이라는 뜻)는 세상에서 유

일한 흰색 고릴라인 만큼 바르셀로나 동물원에서 가장 뜨겁

게 사랑받은 마스코트이며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고릴라로 기록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제2의 화이트 고

릴라를 바랐지만 더 이상의 화이트고릴라는 태어나지 않았

고 2003년 11월 25일 사망하게 되면서 스페인의 안드레

스 G. 슈에 감독에 의해 고릴라에 대한 사랑과 추모의 뜻에

서 애니메이션 <화이트 고릴라>가 제작되었다.

하얀 털을 가진 고릴라 ‘스노우’는 어미를 잃고 더 이상 정

글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동물원으로 오게 된다. 마음의 안정

을 찾기 위해 당분간 인간인 폴리의 집에서 지내면서 사랑

을 듬뿍 받지만, 고릴라는 고릴라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으로 스노우는 동물원으로 보내져 다른 고릴라 가족과 함

께 지내게 된다.

그러나 하얀 털을 가진 고릴라는 인간들에게는 많은 사랑

을 받지만 다른 고릴라들은 그를 괴물이라 부르며 함께 지

내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위 말 하는 왕따 문제를 생각

해 보게 된다. 고릴라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의 주위

에서 겉돌고 있는 주인공 스노우에게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끼고, 자신들과 모습이 다르다고 배척을 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는 스노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빠 

고릴라에 의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데 그 모습에서 억지스

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배웠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화이트 고릴라>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

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함께 보면

서 어렵지 않게 생각과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 주

는데 따돌림을 당하는 스노우가 자신의 털 색깔을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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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고릴라 
(Snowflake, the White Gorilla, 2011)

애니메이션, 모험/2013.10.31./86분/스페인/전체 관람가 

감독   안드레스 G. 슈에

출연   전진아, 박지윤, 위훈, 유해무 외.



과 똑같이 검은 색으로 바꾸려고 마녀를 찾아간다는 것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여자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녀를 찾아가기 위해 낯설고 위험한 인간의 세계로 무작정 들어간다. 자신의 영혼이 천둥 때문에. 흑표범 몸에 못 들어가

고 레드판다의 몸에 들어갔다고 믿고 있는 판다와 함께…….

동물원에 온 많은 관람객의 충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 또 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동물이 되길 원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털의 색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감상한다면 

자기 가치와 자존감을 키워 줄 수 있는 훌륭한 영상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레드팬더는 자기가 흑표범인 줄 알아 ”

“레오는 보통남자아이들과 다르게 축구를 싫어해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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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스노우는 달라. 당연히 다르지.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

처럼."

스노우뿐 아니라 영화 속 모든 캐릭터가 자신만의 서로 다른 개

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다름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또 한 아이들 스스로 용기를 갖고 모든 일을 해결하는 모습은 우

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성우들에 의한 밝고 분명한 발음의 더빙은 아이들이 쉽게 내

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간간이 삽입된 개그프로그

램의 유행어들은 도리어 억지로 끼워 넣은 듯 어울리지 않아 아

이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세련되고 교육적이면서 재미있는 문장

의 표현을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스노우뿐 아니라 영화 속 모든 캐릭터가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나름대로 이유 있는 모험을 함께 해나가는 탄탄한 스토리와 함

께 고릴라와 인간을 자연스럽게 한 화면 안에 넣어 교감할 수 있

게 한 실사 합성 애니메이션은 영화를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 주

며,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가득한 이국적

인 스페인 도시, 다양한 동물들이 가득한 바르셀로나 동물원 등

의 풍부한 볼거리뿐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까지 더해진 웰 메이

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지극히 교훈적인 내용을 모험과 유머를 섞어 재미있고 따뜻한 영

화로 만든 <화이트 스노우>가 아이들의 가슴속에 오래 기억되어

서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감싸 주는 따뜻한 아이로 커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감상 포인트: 8세 이전에 형성된 자존감이 아이의 미

래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

는 마음입니다.  나만의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고 얘기해 보세요

글 - 김혜경 (서울YMCA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36 . Y life / 재능나눔



활동스케치 / Y news . 37

아기스포츠단 및 키즈아카데미 아빠랑 캠프 강남 

YMCA 아기스포츠단 단원과 키즈아카데미 원아들이 함께 6월 14(토) 

~ 15일(일) 1박 2일간 서울YMCA 영흥연수수련원으로 아빠랑 함께하

는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빠랑 아이만이 처음 떠나는 여행. 엄마의 힘

없이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간의 캠프가 시작될 때부터 조금

은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아빠들이 슈퍼맨처럼 아이와 하나가 되어 즐거

운 캠프를 보냈습니다. 아빠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아이와의 단둘의 시

간을 오직 아이를 위해 힘썼고 아이와 즐거운 캠프 일정을 보냈습니다. 

캠프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해변올림픽을 시작으로 

커플티만들기, 풍등만들기,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마지막날은 아빠와 아이가 커플티를 입고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

늘 높이 올려보내면서 아빠와 손 꼭 잡고 소원도 빌었답니다.

두근두근 우리마을 축제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6월 

14일(토) 주민모임 '풀꽃향기', 꿈자람 책 놀이터 '소드래 동아리', 레

인보우패밀리와 함께 두근두근우리마을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

을 벼룩시장 '뜨락', 사랑의 책 바자회, 바람개비 만들기, 커피 방향제 

만들기, 내 얼굴 만들기, 과일 꼬치 만들기, 카나페 만들기, 나만의 화

분 만들기, 건강 체험, 맛있고 다양한 먹거리 등 다양한 부스를 설치하

여 신나는 토요일에 주민들과 함께 두근두근우리마을축제를 진행하

였습니다.̂  ̂함께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풀꽃향기, 소드래동아리, 레

인보우패밀리,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근두근우리

마을축제에 놀러 오신 주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문화의 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

서는 6월 26일(목) 개관 20주년을 맞아, 20년 동안 자원봉사로, 후원

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을 초청하여 멋진 공연, 댄스드라마 “新! 춤추는 

토끼전”을 관람하였습니다. 이날 관람한 공연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

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으로 공연팀 홍댄스컴퍼니에서 함께 해주셨

습니다. 20년 동안 복지관을 있게 해준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 이 

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기쁜 자리였습니다.

활동스케치

강남YMCA

서초YMCA 등반클럽 정기산행 서초YMCA 등산클럽회

원 45명은 이학수 지도자와 함께 6월 12일(목) 강원도 인재에 위치한 

점봉산 곰배령을 다녀왔습니다. 야생화의 천국으로 알려져 유명한 곳

이지요. 하지만 하루 등산객이 300명 제한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라 

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회장님과 대장님의 노력으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등산로 옆으로 계곡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상쾌한 기분으로 등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넓은 

시야와 야생화, 시원한 바람과 구름으로 더욱 시원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유쾌한 산행이었습니다.

서초YMCA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참여 6월 9일(월) ~ 11일(수)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

련원에서 청소년지도사 3명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특강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 및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의 연계를 통한 화재탈출 및 완강기 사용법에 대

하여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도자로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청소년들에게도 안전사고대비 교육을 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사동아리 ‘봄봄’ 봉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봉사

동아리 ‘봄봄’이 6월 14일(토)과 21일(토)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 생가

에서 문화해설사와 동행하여 이상재 선생에 관한 일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주변 잡초 제거와 거미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지

역행사인 제25회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여하여 거리 쓰레기 줍기와 모

시 공예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38 .  Y news / 활동스케치  

아기스포츠단 소방교육 6월 27일(금)에 서초 소방서의 협

조를 받아 양재YMCA 아기스포츠단 교실에서 소방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교육용 소화기로 직접 소화기를 분사해보고 화재 시 비상

구를 따라 안전지대까지 대피하는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는 모의훈련을 한 소

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재YMCA

서천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전문체험활동 
“꿈해랑 봉사단” 6월 21일(토) 꿈해랑 봉사단 청소년들이 주말

을 맞이하여 서천군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손마

사지 봉사와 시설 청소 및 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하였으며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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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위원(호원대학교교수)

6월 14일 / 서울시 어린이집교원 직무교육

6월 16일 / 서울시 어린이집교원2급 승급교육

6월 23일 / 서울시 어린이집교원 직무교육

 Y동정 / Y news

사회교육위원회

6월  9일 / 서울시 어린이집 교원2급 승급교육

6월 27일 / 서울시어린이집교원 직무교육

6월 27일 ~ 28일 / 가족상담과정 세미나 참석
                    (가족 상담협회)

김경숙 위원장(한성대학교 교수)

6월  19일 / 서울YMCA 이사회 참석

6월  25일 / 6 · 25전쟁 제64주년 기념행사 참석

6월 10일 / 제27주년 6 ·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6월 20일 / 홍콩중화 Y-Uni Y 스터디투어 접견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참석

6월 22일 ~ 28일 / 호놀룰루YMCA 주최 6개도시 YMCAs 실무자 협의회 참석

6월 19일 / 회원활동부 직원격려 오찬

 서울YMCA 이사회 참석

기획위원회

서울YMCA 이사장 동정

서울YMCA 회장 동정

조기흥 이사장(평택대학교 총장)

안창원 회장

6월 2일 / 일간스포츠 "홍명보호, 찜통더위 속 에어컨 전원 내린 
 이유는?" 기사 게재

            NEW1 "확인되는 월드컵 상대 전력, 길은 결국 스스로" 기사 게재

6월 3일 / 중앙일보 "브라질 월드컵, 우리도 뛴다 해설 드림팀" 위촉

나영무 위원(솔병원 대표원장)

6월 20일 / 양천YMCA 박세용 과장 정년퇴임

6월 1일 / 김상덕 지역사회운동본부장 모친 소천

6월 30일 / 청소년활동부 임수정 지도자

정년퇴임

직원 동정

퇴사

서울YMCA 부이사장 동정

이기열 부이사장(늘함께교회 목사)



 40 . Y news / Y게시판 / 서울YMCA 여름방학프로그램 안내

[2014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수영 프로그램-]

◉ 아침을 여는 수영

◉ 일반 수영교실

◉ 소그룹 수영(1인 기준)

◉ 청소년들을 위한 수영교실

강남YMCA 아침수영교실
1기: 7월 28일(월) ~ 8월 8일(금)
2기: 8월  9일(토) ~ 8월 22일(금)

월 ~ 토  08:00 ~ 09:00 60,000원

송파YMCA 아침건강수영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08:00 ~ 08:50 52,000원

양재YMCA
굿모닝 수영교실

1기  7월 28일(월) ~ 8월 8일(금)
월 ~ 금 08:00 ~ 09:00 67,000원

2기 8월 11일(월) ~ 8월 25일(월)

강남YMCA 초등수영교실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2:00 ~ 13:00 60,000원

양재YMCA 꿈나무수영교실 7월 29일(화) ~ 8월 23일(토) 화 · 목 · 토 09:00 ~ 10:00 70,000원

양재YMCA 무지개수영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6:00 ~ 17:00 70,000원

사회체육부 단기 수영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6:00 ~ 16:50 64,000원

사회체육부 
방학 수영교실

A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7:00 ~ 17:50 64,000원

B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7:00 ~ 17:50 54,000원

C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금 17:00 ~ 17:50 98,000원

서초YMCA 어린이 초보 특강수영교실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8:00 ∼ 18:50 45,000원

서초YMCA 튼튼 유아 수영 교실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5:00 ∼ 15:50 50,000원

강남YMCA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 토 12:00 ~ 13:00 200,000원

송파YMCA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09:00 ~ 09:50

145,000원
화 · 목 10:00 ~ 10:50

화 · 목 14:00 ~ 15:00

화 · 목 15:00 ~ 16:00

양천YMCA

A반 7월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09:00 ~ 09:50

150,000원
B반 7월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0:00 ~ 10:50

C반 7월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1:00 ~ 11:50

D반 7월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2:00 ~ 12:50

E반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09:00 ~ 09:50

120,000원
F반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0:00 ~ 10:50

G반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1:00 ~ 11:50

H반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2:00 ~ 12:50

양재YMCA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개인과 수영장 스케줄에맞추어 8회:140,000원  12회:190,000원

사회체육부

1:1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상담 후 결정

10회강습
(1회 1시간)

300,000원

1:2 200,000원

1:3 150,000원

강남YMCA 아침수영교실
1기: 7월 28일(월) ~ 8월 8일(금)
2기: 8월  9일(토) ~ 8월 22일(금)

월 ~ 토 08:00 ~ 09:00 60,000원

강남YMCA 청소년 수영교실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8:00 ~ 19:00 70,000원

양천YMCA
청소년얄개 수영교실

A반 7월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9:00 ~19:50 영   향 23,800원
비영향 40,000원B반 7월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20:00 ~ 20:50

사회체육부 단기 수영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6:00 ~ 16:50 64,000원

사회체육부 
방학 수영교실

A반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7:00 ~ 17:50 64,000원

B반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7:00 ~ 17:50 54,000원

C반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금 17:00 ~ 17:50 98,000원

서초YMCA 방학 수영교실 7월 22일(화) ~ 8월 14일(목) 화 · 목 18:00 ~ 18:50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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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

◉ 어린이 농구교실

◉ 어린이 축구교실

◉ 어린이 배드민턴교실

◉ 어린이 퍼스트 골프교실

◉ 어린이 인라인교실

◉ 어린이 탁구교실

◉ 어린이 라켓볼교실

강남YMCA 농구교실
A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 토12:00 ~ 13:00 65,000원

B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12:00 ~ 13:00 65,000원

송파YMCA 어린이 농구교실 7월 25일(월) ~ 8월 22일(금) 월 · 금 14:00 ~ 14:50 55,000원

사회체육부 키 성장 농구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6:00 ~ 16:50 64,000원

강남YMCA 실내축구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5:00 ~ 16:00 45,000원

송파YMCA 실내 축구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6:00 ~ 16:50 55,000원

송파YMCA 인라인스케이트교실 7월 25일(수) ~ 8월 22일(금) 수 · 금 17:00 ~ 17:50 55,000원

양재YMCA 인라인스케이트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09:00 ~ 10:00 60,000원

사회체육부 다이어트 배드민턴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4:00 ~ 14:50 64,000원

서초YMCA 어린이 배드민턴 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6:00∼16:50 40,000원

송파YMCA 퍼스트 골프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5:00 ~ 15:50 100,000원

서초YMCA
스매싱 탁구교실

A 7월 29일(화)∼8월 21일(목) 화 · 목 13:00 ∼ 13:50
40,000원

B 7월 29일(화)∼8월 21일(목) 화 · 목 14:00 ∼ 14:50

서초YMCA
라켓볼 교실

A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수 · 금 13:00 ~ 13:50
52,000원

B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수 · 금 14:00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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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체육교실

강남YMCA 농구교실
A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 토 12:00 ~ 13:00 중 · 고등학생 65,000원

B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2:00 ~ 13:00 중 · 고등학생 65,000원

송파YMCA 청소년 농구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1:00 ~ 11:50 중 · 고등학생 55,000원

사회체육부 키 성장 농구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6:00 ~ 16:50 중 · 고등학생 64,000원

서초YMCA 키 성장 농구교실 7월 22일(화) ~ 8월 14일(목) 화 · 목 16:00 ~ 16:50 중 · 고등학생 40,000원

사회체육부 방학특별 기계체조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3:00 ~ 13:50 중 · 고등학생 70,000원

사회체육부 다이어트 배드민턴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4:00 ~ 14:50 중 · 고등학생 64,000원

서초YMCA 배드민턴교실 7월 22일(화) ~ 8월 14일(목) 화 · 목 16:00 ~ 16:50 중 · 고등학생 40,000원

서초YMCA 스매싱 탁구교실 7월 22일(화) ~ 8월 14일(목) 화 · 목 15:00 ~ 15:50 중 · 고등학생 40,000원

서초YMCA 라켓볼 교실 7월 22일(화) ~ 8월 14일(목) 화 · 목 13:00 ~ 14:20 중 · 고등학생 52,000원

신나는 뮤직줄넘기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5:00 ~ 15:50 중 · 고등학생 64,000원

송파YMCA 인라인 교실 7월 25일(수) ~ 8월 22일(금) 수 · 금 17:00 ~ 17:50 유아 7세 ~ 성 인 55,000원

송파YMCA 청소년 P · T 7월 28일(월)~ 8월 20일(수)
월 · 수 · 금

A반-14:00~14:50
B반-17:00~17:50

중 · 고등학생 156,000원

양재YMCA
소그룹 다이어트 교실(수영+P · T)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2:00-13:00 수영
13:00-14:00 P · T

초등6 ~ 고등학생
(3명)

400,000원

◉ 어린이 체능교실

◉ 어린이 줄넘기교실

사회체육부 신나는 뮤직줄넘기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5:00 ~ 15:50 64,000원

양재YMCA 씽씽 음악줄넘기 교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08:00 ~ 09:00 70,000원

양재YMCA 콩콩 음악줄넘기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5:00 ~ 16:00 55,000원

강남YMCA
키크는 교실

A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 토 09:00 ~ 11:00
(9시: 체육 / 10시: 수영)

85,000원

B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6:00 ~ 18:00
(16시: 체육 / 17시: 수영)

85,000원

강남YMCA 특기적성교실
(줄넘기+수영)

 7월 28일(월) ~ 8월 22일(금)
월 · 수 · 금 16:00 ~ 18:00
(16시: 줄넘기 / 17시: 수영)

90,000원

양재YMCA
날씬이  체능교실A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헬스 · 체육 13:00 ~ 14:00
수영 14:00 ~ 15:00

60,000원

양재YMCA
날씬이 체능교실B

7월 29일(화) ~ 8월 23일(토)
화 · 목 · 토

헬스 · 체육 09:00 ~ 10:00
수영 10:00 ~ 11:00

60,000원

사회체육부
방학특별 기계체조교실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3:00 ~ 13:50 70,000원

사회체육부 어린이 방송댄스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 수 · 금 14:00 ~ 15:00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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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2014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2014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일일체험 프로그램]

강남YMCA  Y스쿨여름방학특강 
(Combination Program)

7월 28일(월) ~ 8월 26일(화) 월 ~ 금 10:00 ~ 13:00 초등1-3년 280,000원

강남YMCA  도자기공예 7월 28일(월) ~ 8월 25일(월) 월 14:00 ~ 14:50 초  등 45,000원

강남YMCA  퍼니잉글리시(story reading) 7월 28일(월) ~ 8월 20일(수) 월 ·  수  15:00 ~ 15:50 유아 5세 85,000원

강남YMCA  찰흙놀이 8월 1일(금) ~ 8월 22일(금) 금 15:00 ~ 16:50 유아 5-7세 40,000원

강남YMCA  과학탐구교실, 기초로봇교실 7월 31일(목) ~ 8월 21일(목) 목  14:00 ~ 14:50 초  등 50,000원

송파YMCA  마술 7월 29일(화) ~ 8월 19일(화) 화 15:00 ~ 15:50 유아 7세~초등학생 30,000원

송파YMCA  바둑 7월 25일(금) ~ 8월 22일(금) 월 · 금 15:00 ~ 15:50 유아 6세~초등학생 80,000원

서초YMCA  종이접기&클레이 7월 28일(월) ~ 8월 18일(월) 월 15:00 ~ 15:50 유아 6~7세
31,000원

재료비10,000원

서초YMCA
보드게임

A 7월 28일(월) ~ 8월 18일(월) 월 10:00 ~ 11:40 유아 6~7세

50,000원B 7월 29일(화) ~ 8월 19(화) 화 10:00 ~ 11:40 초등생

C 7월 30일(수) ~ 8월 20일(수) 수 10:00 ~ 11:40 초등생

서초YMCA
주산수리샘

A 7월 29일(화) ~ 8월 21일(목) 화 · 목 13:00 ~ 13:50 6~7세 70,000원
교재비 5,000원
주판 10,000원B 7월 29(화) ~ 8월 21일(목) 화 · 목 13:00 ~ 13:50 1~2학년

서초YMCA
마술교실

A 7월 31일(목) ~ 8월 21일(목) 목 10:00 ~ 10:50 6~7세 30,000원
재료비 30,000원B 7월 31일(목) ~ 8월 21일(목) 목 11:00 ~ 11:50 1~2학년

서초YMCA
창의 과학

A 7월 25일(금) ~ 8월 22일(금) 금 16:00 ~ 16:50 6~7세 34,000원
재료비 10,000원B 7월 25일(금) ~ 8월 22일(금) 금 13:00 ~ 13:50 1~4학년 

양재YMCA   창의 IT 수업  7월 29일(화) ~ 8월 19일(화)
매주 화요일 10:00 (1 ~ 3학년)

11:00 (4 ~ 6학년)
초등생 50,000원

청소년 활동부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직학교
8월 12일(화) ~ 8월 15일(금) 

(4일간)
10:00 ~ 16:00

초등 4학년~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주가 가능한)

180,000원

청소년 활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8월 5일(화), 7일(목), 12일(화), 14일(목)
(4일간) 10:00 ~ 12:00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0명
10,000원

▶ 나의 장, 단점 발견하기 (통합적 자기이해)
▶ 자기이해 및 타인 이해(진단 심리검사)
▶ 타인과 소통하기

YMCA별관 
신문고 집단

상담실

청소년 활동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8월 12일(화) ~ 8월 14일(목) (3일간) 
13:00 ~ 17:00

중•고등학생
40명

10,000원
▶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 심폐소생술(CPCR)교육
▶ 지역사회기관봉사활동 및 캠페인

YMCA 별관,
지역사회기관

청소년 활동부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직학교

8월 12일(화) ~ 8월 15일(금)(4일간) 
10:00 ~ 16:00

초등 4학년~고등 2학년
40명

오케스트라 합주가 
가능한자

180,000원

▶ 마음열기, 레크리에이션, 공동체활동 
▶ 청소년오케스트라 파트연습, 합주
▶ 서울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발표회
* 파트지도는 각 악기별 전문강사가 지도합니다.

YMCA 2층 강당,
친교실

송파YMCA, 
양재YMCA

신나는 
농촌테마여행

7월 26일(토) 7세~초등학생 48,000원

▶ 옥수수 따서 삶아 먹기
▶ 맨손 송어 잡기
▶ 황토 머드팩 마사지
▶ 뗏목타고 신나는 게임
▶ 볏짚 공예 체험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청소년활동부
신나는 우주여행!

항공우주
탐험단

7월 29일(화)
9:40-17:30

초등학생
30명

55,000원

▶ 우주에 대한 궁금중 해결!- 500여점의 우주과학전시물 관람
▶ 우주인체험기구탑승-우주인다축훈련 체험, 
     무중력체험, 중력가속도체험, 우주유영장치 등
▶ 나만의 마법고리 만들기        
▶ 신나는 잔디썰매와 공룡의 숲, 로봇공원관람 및 미션활동  
▶ 우주항공 워크북 풀기 및 미션확인

옥토끼 우주센터

청소년활동부
두뇌트레이닝!
그림지도 퍼즐

미션!

8월 19일(화)
10:00-17:00

초등학생 
40명

40,000원

▶ 사이언스공작-무게중심을 찾아라!
▶ 신나는 가상체험 히말라마존
▶ 박물관에서 펼치는 런닝맨 미션  - 지령을 받고 미션을 수행하라!
▶ 나는 고고학자! 신비의 지구탐험
▶ 태양계행성과 지구상에 사는 생물
▶ 워크북 풀기 및 미션확인

YMCA, 친교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44 . Y news / Y게시판 / 서울YMCA 여름방학프로그램 안내

청소년활동부   http://www.youthymca.or.kr    프로그램문의: 02-723-6730

강남YMCA  http://www.knymca.or.kr     프로그램문의: 02-549-5878

사회체육부  http://www.peymca.or.kr    프로그램문의: 02-735-4612

서초YMCA  http://www.seochoymca.com     프로그램문의: 02-591-6060

송파YMCA  http://www.spymca.or.kr     프로그램문의: 02-424-7511

양재YMCA  http://www.yjymca.or.kr    프로그램문의: 02-2055-1331

양천YMCA  http://www.ycymca.or.kr     프로그램문의: 02-2652-8083

[2014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 캠프 프로그램]

송파YMCA
기차마을 캠프

2박3일
(일정문의)

초등학생 
~중학생 30명

213,000원
▶ 천문대  
▶ 레일바이크, 
▶ 증기기관차체험

전남 곡성 
기차마을

강남YMCA 
축구캠프

 8월 13일(수)
~ 8월 15일(금)

(2박 3일)

초등
3~6학년

160,000원

▶  축구 기초기술배우기, 축구 기술 활용
▶  축구대회
▶  잔디물썰매, 수영, 환영의 밤
▶  응급처치교육

일산YMCA 
및

다락원캠프장

강남YMCA 
요트/해양캠프

7월 29일(화)~
31(목) (2박 3일)

초등
3~6학년

150,000원

▶  요트 배우기 
▶  에너지 파크 견학. 갯벌체험
▶  물 놀이, 바다 래프팅, 윈드서핑 보드
▶  응급처치교육

영흥연수
수련원

청소년활동부
다문화 친구와
추억 만들기!
다문화 캠프

7월29일(화)
~7월31일(목),

(2박3일)

초등학생 
~ 중학생 

30명
110,000원

▶ [만남] 마음열기, 청소년 안전교육, 환영의 밤
▶ [다문화체험]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평화교육,  다문화의상체험, 한여름밤의 무비타임! 
▶ [봉사] 오카리나 연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 캠프도 즐거운데, 봉사활동 시간까지 1석2조!  
▶ [추억] 다문화친구와 즐거운 캠핑으로 추억쌓기, 춘장대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
▶ [힐링 여행] 신성리갈대밭, 국립생태원, 이상재 생가 방문 등 서천의 여름을 만나보는 기회!

충남 서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활동부
지구별! 

어린이 캠프

7월 31일(목)
~ 8월 2일(토)

(2박 3일)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2학년, 

35명
170,000원

▶ 서울YMCA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교육
▶ 지구별 음식문화 체험!(캠핑요리 대전! 각 나라별 캠핑요리 만들기!)
▶ 지구별 문화체험 1! “넌 어느 별에서 왔니?”(각나라 소개하기, 문화이해)
▶ 지구별 생태탐험!(평화의 댐, DMZ 생태탐방)
▶ 여름을 부탁해! 지구별 이색 스포츠 체험!(카약, 수상자전거 등)
▶ 왁자지껄 신나는 바비큐 파티!
▶ 지구별 문화체험 2! “나, 너, 그리고 우리” (레크리에이션, 함께하는지구를 위한 생각나누기)
▶ 소설가 이외수와 함께하는 지구별 감성 문학기행!(감성테마문학관 탐방)
*각 나라별 외국인 캐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강원도 화천
청소년
수련장

청소년활동부
서울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직캠프

8월 6일(수) ~ 
8월 9일(토), 
(3박 4일)

서울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50명

260,000원

▶ 마음열기, 레크리에이션, 공동체활동 
▶ 청소년오케스트라 파트연습, 합주
▶ 서울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발표회
*파트지도는 각 악기별 전문강사가 지도합니다.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

청소년활동부
동강의 숨은 

보물을 찾아라!
소년탐험대 시즌2

(영월편)

월 7일(목) ~
8월 9일(토)
(2박 3일)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 

30명
220,000원

▶ 청소년 안전교육 - 생활 속 안전상식!
▶ 응답하라, 1960! 과거로 떠나는 여행(탄광문화촌)
▶ 뗏목 타고 전국 일주?! 선암마을 한반도지형탐사
▶ 누가누가 잘하나! 조별 요리대전!

강원도
영월

수련원

청소년활동부
한여름밤의 콘서트!

가족동요캠프

8월 15일(금)
~ 16일(토)
(1박 2일)

동요를 사랑하는 
14가족

YMCA회
원가입비
한가족

8만원(4인)

▶ 동요를 개사하여 멋진 가족 노래 만들기
▶ 신나는 동요메들리, 화려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가족동요콘서트!
▶ 일심동체! 가족사랑 티셔츠 만들기
▶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갯벌체험&물놀이

YMCA 
연수수련원
(영흥해양센터)

▶ 지구가 만든 4억년 조각품 고씨동굴!
▶ 방랑시인 김삿갓의 발자취를 따라서.. 외씨버선길 트레킹
▶ 신나는 캠프파이어와 레크리에이션 게임!
▶ 어린이 런닝맨! 동강의 숨은 보물을 찾아라!

▶ 영흥도 전경을 한눈에! 국사봉 산책
▶ 행복한 우리집! 오르골 뻐꾸기 시계만들기
▶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가족 레크리에이션
* 위 프로그램은 삼성전자가 지원합니다.

▶ 곤충박물관
▶ 환영의밤, 축제의밤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661-0670)

서울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개관 이래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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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후원 현황

던킨도넛(방화역점), 센트리아월드그룹 김도호·장정옥, 강서푸드뱅크, 먹거리 나누기운동협의회, 은혜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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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동소년촌 (☎ 372-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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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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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녹색장터

물품과 후원금을 기부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하신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서울YMCA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청소년 녹색장터(7월)

일시 : 2014. 7. 19. (토) 11:00~15:00 / 4시간

장소 : 서울YMCA 본관 1층 청소년문화공간 ‘야호’광장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2014. 6월 32,000원 모금 

박혜진  이민우  이수연  이언  이준석  이준우  조수민

누적금액(2013.1월부터 현재) 857,710원

. 45회원가입/후원 / Y news



 46 . Y news / 목요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