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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ssue

제20회 서울YMCA 종로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식

8월 18일(월) 오전 11시 서울YMCA 대강당에서 제20회 서울YMCA 종

로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지난 1년간 소정의 교육과정

을 무사히 마친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제 교사로서 보

육현장으로 나아감에 있어 보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

하여 훌륭한 교사가 되길 당부하며 내·외빈의 축하와 함께 수료식

을 마쳤다. 

2014 서울YMCA청소년신문고 전문가 정책간담회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신문고’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8월 27일(

수) 오후 4시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교육복지가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틀 안에

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기회 차별

받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습기회에 차

별받는 청소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헐버트박사 65주기 추모식

8월 12일(화) 11시 헐버트 박사 65주기 추모식이 양화진 외국인 묘지내 

백주년선교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김동진)의 주관으로 열린 이 날 추모

식에는 안창원 회장 및 각 시민사회단체장과 학생, 시민 등 4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사, 인사말, 아리랑 감상,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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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파워어린이

‘공’으로 하나되는 우리는 ‘슛돌이’ 
제5회 YMCA 키즈 월드컵 현장을 다녀와서

“ 삑 ~~~ ”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어린 친구들의 축구공
을 향한 열정 

2014년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등 4개국 8개 팀 약 100여 명의 어린

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어린이 월드컵( Kid's Worldcup in 

Korea) 대회가 일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4박 5

일의 일정의 한국 체류 기간 중 본 대회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예년과 달리, 이번 월드컵에서는 더욱 공정

하고 신뢰 있는 경기 진행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소속 축구심판자

격을 갖춘 심판 세명분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씩씩하고 우렁찬 기합소리가 인상적이었던 마루치 시범단의 멋

진 태권도 시범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었고 서

울YMCA 김상덕 본부장의 대회선언 및 참가한 어린이들을 격려

하기 위한 서울YMCA 안창원 회장의 대회사와 선수대표 선서

가 있었으며 선수들을 이끌고 참석한 각국 단장들의 시축을 시

작으로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대

회에 참석한 선수와 코치,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과 팀별 기념사

진을 촬영한 후 심판의 명쾌한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드디어 한

국과 타이베이 팀의 경기를 시작으로 제5회 키즈 월드컵이 시작

되었다. 선수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열정적

인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며 서로에게 ‘패스’와 ‘볼’을 외

쳤다. 전 후반 20분씩에 10분 휴식, 총 50분 동안 진행된 경기

에 임하는 선수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멋있어 보였다. 첫날 예선 리그를 마치고 둘째 

날에는 상위 3개 팀을 결정하는 결승전과 3~4위전이 진행되었

다. 3~4위전은 서울YMCA B팀과 도쿄YMCA가 명승부를 펼쳤

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치열한 접전을 벌여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 연장전까지 이어진 경기는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가서야 서

울YMCA B팀의 승리로 3위를 확정 지었다. 승부차기에서 큰 활

약을 보여준 서울YMCA의 골키퍼, 김승민 군은 지금 소감이 어

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담한 척 “무척 긴장되었지만, 기분이 아

주 좋다”며 “더 잘해 다음번 대회에서는 1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답해주었다. 이번 월드컵의 하이라이트 베이징YMCA와 타이베

이YMCA B팀의 결승전이 곧바로 진행되었다. 결승전답게 두 팀 

모두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일찌감치 우승후보였던 베이

징YMCA가 2:1의 점수를 기록하며 우승을 장식하였다. 경기 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베이징의 Dai Wei 코치는 이번 월드컵에

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나이가 조금씩 더 많았던 

글 - 권순기, 박우희 기자
(대학생기자단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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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며 화이팅!

중국 선수들이 우승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다며, 오

히려 결승전을 함께 뛰었던 타이페이Y팀의 열정을 칭찬하였다. 

또, 그는 이번 월드컵이 선수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질문하자, 

중국 선수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경험이 될 것

이라 그것이 가장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선수들에게 

주어지길 원한다며 대회를 주최한 서울YMCA에 감사의 뜻을 표

했다. 이어서 베이징Y팀의 주장 Shu Yu Jie와 팀 내 에이스 Zhou 

Sheng Da 선수와 함께 한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인터뷰 내내 승

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연신 싱글벙글 기자와 인터뷰한 선

수들은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엄지를 척 들어올리며 

지금의 기분을 대신했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자신

들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다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어른스런 대답을 하기도 했다. 

계속 진행된 인터뷰에서 두 선수는 모두 이번 경기에서 훈련할 

때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말은 통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 친

구들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너무 즐거웠다고 대답했

는데, 이 대답은 여러 선수들에게 경기 중 가장 즐거웠던 점을 묻

는 질문에 모두들 대답했던 답변이었다. 친구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언어는 달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공을 차며 글로벌 시

대의 ‘한마음’을 배운 듯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로의 다른 문

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수들

의 모습에서 월드컵을 통한 페어플레이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배운 친구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기분 좋은 현장이었다. 

어린이 월드컵 (Kid's worldcup in Korea)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여 서울YMCA와 동
경YMCA간 어린이 축구단 교류가 시작되었고 2010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맞이하는 해 서울
YMCA가 중심이 되어 싱가폴메트로폴리탄, 홍콩, 일
본, 북경YMCA 등 해외 YMCA 참가국을 넓혀 축구
를 통한 타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교
류를 목적으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 승부차기까지 갔던 3-4위전 ▲ 제5회 키즈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베이징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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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아파트 발코니 
하자·결로 피해 집중고발창구 개설

LH, 발코니 결로 곰팡이 피해, 책임적 조치 이행 거부!

아파트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며, 하자보수책임 부인!

발코니 결로 하자담보책임 인정한 판례 있음에도 무책임·무대책!

피해사례 모아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추진

2014년 3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발코니 결로 피해 상담이 접수되었다. 민원인은 LH공사가 임대한 아파

트에 거주하던 중 발코니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고 발코니 공간에 적재한 물건이 상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었다. 

민원인은 발코니에 결로 등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LH공사가 발코니 

결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중계실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피해 사례>

○ 전북 완주군의 LH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입주한 2011년 당해 겨울부터 현재까지 발코니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A 씨는 입주 당시 입주할 호실이 꼭대기 층이면서 외벽에 접해있어 결로현상 등을 우려했지만, 공사측이 단열

처리를 확실하게 했고 동향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믿고 입주를 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바로 발코니에 곰

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결로현상과는 별개로 발코니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측이 옥상 방

수공사와 베란다 천장 누수 보수공사를 했지만, 누수 현상이 지속되어 집안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2013년에는 곰팡이가 핀 발코니의 벽면을 긁어내고 페인트를 칠하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공사를 하고, 발코니

뿐만 아니라 안방의 벽면과 천장에도 곰팡이가 생겨 단열처리와 도배 등 보수공사를 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

다. A 씨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로현상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임에도 아침부터 저녁까

지 발코니 창문을 열어놓는 등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발코니의 습기와 곰팡이는 여전

하고, 발코니에 적재한 물건들에도 곰팡이가 피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A 씨가 지속해서 항의하자 LH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A 씨가 알아보니 발코니 벽

면과 천장에 단열처리를 하는 입주민이 있었고, 만약 공사측이 이와 같은 수준의 하자보수를 성의 있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Y act / 이달의 Y운동 /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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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파트 포함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즉, 전 인구의 60%에 가까운 사람들

이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 아파트의 발코니란 사실

상 주거공간의 내부로 인식되며, 임대와 분양을 막론

하고 입주자들은 발코니를 시공사가 제공하는 내부시

설로 이해한다. 하지만 시공사 및 임대사업자는 발코니

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외기공간으로 보고 결로·

곰팡이와 같은 하자 발생 시 최소한의 책임조치도 이행

하지 않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 이 사례를 접수하여 LH 

공사에 전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LH공사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단열설

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로현상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국

토교통부 또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근거로 발

코니가 비 단열공간으로 설계되어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코니 벽체에 발생한 결로를 시공상 하자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서울 고등

법원 2013.01.23선고 2012나35059 판결). 서울 고

등법원 재판부는 ①통상적으로 발코니에 외부 샤시

를 설치함에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단열방

안 및 환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②입주민들의 지

속적 환기 등은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결

로 발생을 염두에 두고 단열재 설치 등의 기본적인 조

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상기

한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발생한 결

로 등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 및 임대사업자 등의 책임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도 일치한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민원요구에 따른 시민

중계실의 중재에도 LH공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

고, 전국 주거 형태의 60%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발코

니 관련 유사 피해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 부득

이하게 피해고발창구를 개설했다. 

이 창구를 통해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내

용에 따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

청 및 손해배상 청구 단체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코니 결로 피해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결로 피해 고발 상담 접수창구>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



 8 . Y act / 이달의 Y운동 / 체육

굵은 땀방울 속에 담긴

그들의 노력
글 - 황영식 지도자

(사회체육부)

▼ 제44회 Mr.YMCA 개회식 ▼ 많은 관심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여자부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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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땀방울 속에 담긴

그들의 노력

보디빌딩 인구 확산과 보디빌딩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실

시해온 Mr. YMCA 보디빌딩 대회가 올해 44회를 맞이하여 8

월 24일 일요일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의 첨단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한 산업 경제의 핵심 도시인 「사람

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에서 약 200명의 선수가 참가하

는 가운데 체급별, 연령별로 학생부 6체급, 남자 일반부 9체급, 

여자 일반부 3체급, 마스터즈 2체급, 보디휘트니스 3체급, 클래

식 6체급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시상에는 남자 일반부 체급별 

우승자들이 다시 한 번 겨뤄 광주광역시 체육회소속의 -90kg급

의 최민석 선수가 영예의 Mr. YMCA를 차지하였다. 

오전 9시로 예정 되어있던 계체가 순조롭게 끝나고 오전 10시

부터 고등부 경기를 시작으로 예선 경기를 통해 보디빌딩 협회 

심판부에서는 6명의 본선 참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수들의 미세한 작은 근육의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

고 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후 1시까지 진행된 모든 예선 경기가 끝나고 체급별 본선 진

출자 6명이 가려졌다. 오후 2시 김상덕 지역사회운동본부 본부

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선수 선서 및 각계 인사의 환영사 및 

인사말을 마치고 개회식은 끝이 났으며 드디어 본선 진출자 6명

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체급별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경기가 진행되었다.

 본선 경기는 규정포즈와 자유포즈를 취해서 심사를 하고 1차 

심사를 통해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선

수는 지명하여 다시 비교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치열한 본선 경기를 모두 마치고 체급별 우승자를 가려내고 난 

후 드디어 남자 일반부 각 체급별 우승자끼리 다시 한 번 영예의 

Mr. YMCA를 가려내기 위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그 순간 체육관에 있던 모든 관중과 심판들은 무대 위에 선수들

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며 체급별 우승자들은 저마다 심판

들에게 자신의 아름답고 강한 근육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도 열정적이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드디어 Mr. YMCA는 결정되었고 장내 사

회자가 이름을 불렀다. Mr. YMCA의 영예를 안은 그 순간 선수 

스스로도 놀란 듯한 표정으로 기쁨을 표시하였다.

2014년 Mr. YMCA로 선발 된 최민석 선수에게는 선수 개인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44회의 역사를 이어온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Mr. YMCA 보

디빌딩대회,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약하며 또한 모든 선수

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생각한다.

▲ 2014 Mr.YMCA의 우승 포즈 ▲ 2014년 Mr.YMCA 최민석 선수



처음 나고야 & 서울 YMCA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일본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도 

있었고,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지 나 자신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또 한국과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한 일본에 대해 알고 싶었다. 

첫째 날, 일본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이 친구들과 짧은 시간 

안에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다. 일본어도 못하고 일본의 문화도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중엔 이미 한국인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친

구들이 있었다. 그 친구들은 정말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했다. 그 모

습을 보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일본이 좋아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은 몇 명이

나 될까 하는 반성을 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한국과 한국어를 

글 - 정부금 청소년자원지도자
(청소년활동부)

 10 . Y act / 이달의 Y운동 / 청소년

내 손안에 있는 평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과 호기심으로 한국이라는 나

라에 다가온다는 점에서 존경스러웠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친구들에게 한국어

를 가르쳐주고 그 친구들은 나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면서 

더욱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일본어

를 하는 모습, 그 친구들이 한국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재

밌어했다. 언어가 서로 통해야만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

이 통하지 않아 힘이 들었지만 짧은 일본어 한마디, 한국어 한

마디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준비하고 기

획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문화교류 활동 프

로그램도 그러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노력

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었다. 하지만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른 대학생 자원봉사 언니, 오빠

들, 실무자 선생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같은 목표

를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면서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미약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노력과 땀이 

한일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의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행복한 전율이 몸 전체에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우물 안

의 개구리처럼 우물 속의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나에게 이

번 프로그램은 우물 밖으로 뛰어 나오는 것과 같았다. 이제는 

좀 더 넓은 하늘과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물

을 바라볼 수 있을 거 같다.

일본 친구들과 4박 5일의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되지 

않는 일본어,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보디랭귀지를 모두 섞어 

써가며 함께 얘기하고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나에겐 큰 울림

과도 같이 다가왔다. 일본인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장막을 걷

어내고 나니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

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장막 바로 뒤에는 이렇게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일본 친

구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셋째 

날 ‘평화 세미나’에서 평화란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

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다.’ 라는 생각을 배웠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나는 평화

는 거창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만 평화에 일

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 친구들과 친

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한국을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교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의 

작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이 작은 평화들이 모

여 더 큰 평화를 위한 발돋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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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나고야YMCA 환영모임

▲ 청소년유스세미나-다락원캠프장

▲ 다락원캠프장에서 청소년 교류활동



 12 . Y act / 이달의 Y운동 / ICYE

Hello,

It's been 6 months already since I came to South Korea, crossing half of the world from Paris to experience 1 year 

of volunteering in a different country. I arrived with few expectations, a bit of fears and a lot of curiosity. 

These 6 months have gone so fast that I am very surprised at myself for not feeling homesick or longing to go back 

to France. I worried more about the future ahead. What I am most afraid of now is that the 6 others months are 

going to fly too. Will I be able to improve my Korean? To see all I want to see? To enjoy to the best the time I have 

left in Korea? I have lots of fears and worries.

But looking in the past, I feel a lot have happened. When I first came to my workplace at Songpa YMCA, when 

I first met my kids, the squirrel class, when I first took the subway or asked in Korean about a place or a product. 

It feels very far away, as I now feel so much at ease with all of this. Even so I wish I could "speak" more fluently, I 

know the basics of Korean and I can travel around Seoul without a map. My days at Songpa YMCA are really nice 

and I enjoy being with my kids a lot (5 years old, Korean age). I can see them grow and myself too as I can now 

speak with them, asked them questions, answered. The staff is really nice - perhaps too much! I wish I would treat-

ed less like a guest sometimes - and take really good care of us. Buying us medicine, trying to communicate and 

making us a part of YMCA by taking us to the camp with the children. Of course, it's not a fairy tale. The hardest 

part is the language barrier, not being able to say, to understand. It's so frustrating! It makes you feel lonely some-

times. But I knew it would happen when I left Paris, not knowing Korean. So I feel very happy and lucky to be here. 

The most difficult part was the first months, trying to adapt and feeling a little bit disappointed not being able to 

have a host family. Now we are 4 roommates and I feel very lucky, not regretting that much not to be in a host 

family, as we are like a family between each other. Perhaps more than a family. 

I just finished my middle camp and can feel the time gone by. I spent two days with all the volunteers (who came 

in Korea, and the Korean ones who are going to leave soon), hanging around Han river, playing water sports, all 

reunited around a barbecue. It was really nice. We talked about our first fears and expectations written in the first 

camp. And also about the problems we encountered so I hope it's going to help improving the organisation and 

the new volunteers coming. 

If I overlooked my fears, I still didn't meet all my expectations, so I am going to make sure I'll reach them in these 

next 6 months! 

See you there!

- Claire LEFEBVRE

한국에서 6개월 간의 소중한 경험
- ICYE 활동 체험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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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동안 타국에서 봉사활동 경험을 쌓기 위해, 세계의 절반을 가로질러 파리에서부터 한국으로 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

습니다. 조금의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6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나 향수병을 느끼지 않았던 나 자신에 대해 놀라기

도 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더 걱정됩니다. 지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은 6개월 또한 빨리 지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까?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까? 한국에서 지내는 기간 동

안,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저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들여다볼 때, 저는 많은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일하게 될 송파 YMCA에 처음 도착했을 

때, 다람쥐 교실에서 제가 돌볼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혹은 어떤 장소나 물건에 관해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지금의 저에게 이 모든 일은 훨씬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일들은 아주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들처럼 느껴집

니다.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고, 지도 없이 서울을 누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더욱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 YMCA에서의 제 생활은 정말 좋고, 저는 5살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

겁습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말하고, 또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변도 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매우 친절하시죠! 정말 저희를 잘 돌봐주시지만, 가끔은 저를 덜 손님처럼 대해주

시기를 바라요. 저희에게 약을 사다 주시고, 저희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저희를 캠프에 데려

가시면서, 저희를 YMCA의 한 부분으로 대해주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없고, 이해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언어 장벽은 가장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감을 느끼게 하죠! 가끔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어를 모른 채 파리를 떠나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기쁘고 

여기에 온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처음 몇 달이었습니다. 적응하는데 노력해야 했고, 호스트패밀리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약간 실망했어요. 지금은 네 명의 룸메이트가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패밀리와 같이 지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보다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이제 막 중간점검캠프를 마쳤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입국한 봉사자들과 곧 출국할 한국 봉사자들과 

함께 이틀을 보냈습니다. 한강 주변을 산책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바비큐를 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즐

거웠어요. 처음 캠프에서 적어놓았던 우리의 첫 두려움과 바라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

주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서도 얘기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ICYE한국위원회가 더욱 성장하는데, 그리고 새로 

오는 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두려움을 넘어섰다고 해도, 저는 아직 제가 바랐던 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에는 그 목적을 

꼭꼭 달성할 것입니다.

안녕!

글 - Claire Lefebvre (클레르 레페브르)
(ICYE2014-2015)



일본 전국 YMCA 유소년 농구대회가 올해로 40회를 맞이하여 제1회 동

아시아 YMCA 유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서울YMCA 어린이 

농구팀이 초청을 받아 출전하게 되었다.

출국 몇 주 전 아이들 및 학부모님들과 첫 면담을 하며 대회일정과 경기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다. 참석한 아이들은 서초YMCA, 종

로YMCA 등 각 지역YMCA에서 농구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

고 농구를 배운 경험이 없는 아이도 있었다. 실전 경기에 있어 첫 번째로 

기본기술이 되어야 시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회까

지의 남은 시간은 2주, 짧은 시간이었다. 몇 번의 연습을 통해 기본기술

은 어느 정도 향상할 수 있었지만, 단시간에 팀워크를 맞추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 하였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첫 경기에 대해 기대감이 넘쳐있

었고, 연습도 더 하고 싶다며 의욕적으로 땀을 흘리며 즐기는 모습을 지

켜볼 수 있었다. 

드디어 출국 날, 8월 19일 화요일 서울에는 남부지방 장마의 여파로 가

는 빗줄기가 내렸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 공항에 집결하였다. 비록 

서울YMCA에서 농구 실력으로 뽑히지는 않았지만, YMCA 대표로 출

제1회 동아시아 YMCA 
유소년 농구대회를 다녀와서. . .

 14 . Y act / 이달의 Y운동 / 국제

글 - 위태욱 지도자 (양재YMCA), 
 김대동 지도자 (송파YMCA)

▲ 승리를 향한 점프볼

▲ 동아시아 YMCA 유소년 페스티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폼에 새겨진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

게 잘 싸우고 오겠다는 마음을 되새기며 부모님과의 작별인사

를 마치며 4박 5일간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사카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화창한 날씨에 대회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일본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으로 아이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공항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은 후 오사카에서 2시간 떨

어진 이가시 우에노 성과 닌자 쇼을 관람하였으며, 일본 이곳저

곳 관광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오후에 대회가 열리는 유메돔 경기장으로 출발하여 개

회식에 참석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선 첫 경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 만난 팀은 오사카YMCA의 타카츠키YMCA4 팀을 만나게 

되었다. 작은 체구지만 드리블과 슛이 정확하였다. 결국, 아직 

몸도 풀리지 않고, 긴장을 많이 한 우리는 19-22로 아쉽게 지고 

말았다. 경기가 끝난 뒤 승패를 떠나 서울YMCA 아이들과 타카

츠키YMCA 아이들은 여러 게임을 통해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

만, 영어나 다양한 몸짓으로 얘기하고, 간식도 나누어 먹으며 친

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경기 둘째 날 3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힘든 일정이지만 어제

의 경기를 본보기로 개인기보다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미나니

YMCA팀, 타카츠키YMCA4팀, 산노미야YMCA팀을 차례대로 

이기며 우리의 목표인 1승을 넘어 3승을 하며 결승까지 올라오

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꼭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니며 페어플레이 정신을 더욱더 깨달으며 매 경기에 임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음날 결승에 만난 팀은 처음에 아쉽게 졌던 팀으로 경기 전까

지 장난도 치며 친하게 지냈던 타카츠키YMCA5팀이었다. 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대편을 배려

하면서 경기에 임하며 더불어 서로가 좋은 경기결과를 얻기 위

해 의욕적으로 경기에 집중하였다. 여러 경기를 소화하여 팀워

크가 나아진 우리 아이들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생각지도 

못했던 우승을 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마치며 폐회식에서는 앞으로 일본YMCA만이 아닌 

동아시아YMCA(서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나라를 초청하

여 스포츠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며 함께 땀

을 흘리면서 좋은 교류와 관계성을 기초로 평화로운 세계를 구

축해 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경기하는 내내 오

사카YMCA 스텝과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우리를 매우 친절하

게 대해 주었고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농구를 통해 한마음이 되

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뿌듯했다. 대회를 마

무리하며 타카츠키YMCA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아쉬운 

마음으로 경기장을 떠나 오사카YMCA 와이와이 무라 캠프장

으로 이동하여 일본의 전통 가옥 체험을 하며 일본에서의 마지

막 밤을 보냈다. 

4박 5일 일정동안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을 하며 농구 경기

의 승패를 떠나 경기를 즐기고 아이들이 직접 경기진행 보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언어는 

틀리지만, 스포츠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고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오게 되었다. 내년에 개최

될 동아시아 농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농구를 가르

쳐야겠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한

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많은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

모하고 서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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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가 우승했어요.



 16 . Y view / 소원우체통

지적장애의 벽을 넘어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소년, 자신의 꿈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한 
연주를 하고 싶어 소원 신청한 ‘전자키보드’ 지원!

- 서울YMCA ‘소원우체통’ 10차 선정결과 -

“복지관에서 무료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연습해야하

는데 집에는 놓을 공간도 없고 구입할 돈도 없어요. 작은 전자키보드로 열심히 연습해 가족

을 위한 연주회도 하고 또 저의 꿈을 키워가고 싶어 전자키보드를 갖는 게 소원이에요 ”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신문고’는 어린이 · 청소년들의 소원

을 이루어주기 위해 마련한 ‘소원우체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 

서울YMCA ‘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는 8월 11일, 여러 가지 사

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사연 중 10번째 

수혜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신미연(가명, 19세, 서울 서대문구) 양은 지적장애가 있다. 가족

구성원 5명 중 미연 양을 비롯해 엄마와 오빠도 지적장애를 가

지고 있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미연 양은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

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워왔으며, 좌절하지 않고 꿈을 실현하기 위

해 가까운 복지관의 도움으로 매주 무료 피아노 교습을 받는 등 

노력해 왔다. 미래에 피아니스트가 되어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어 본다.  

그렇지만 매일 연습해야 하는 피아노가 집에 없다. 큰 피아노는 

살 돈도 없지만 생겨도 집이 좁아 놓을 자리도 없다. 그래서 전자

키보드라도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다. 집에 전자키보드

가 있으면 선생님이 방문해 가르쳐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키운 실력으로 우리 가족을 위

한 작은 연주회도 하고 싶다. 

“제가 배우고 있는 곡들을 열심히 연주하고 연습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남동생이 좋아하는 곡들이 

있는데, 그 곡들을 연습해서 가족을 위한 연주회를 열고 싶어요.”

소원우체통 선정위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미연 양의 의지를 

대견히 여겼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연주회를 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였다. 

꿈을 키워가기 위해, 또 가족을 위한 연주회를 열고 싶어 전자키

보드를 갖는 소원을 말한 미연 양에게, 이번 전자키보드 지원이 

꿈을 실현하는 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

하였다. 

서울YMCA 청소년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에는 1년간 소원우체

통에 접수된 사연들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꿈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의 사연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교육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의 고

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신문고’ 간담회는 8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종로2가 YMCA 회관에서 진행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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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Y view / 청년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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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기자단 5기)

최저임금으로 본 빅맥지수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햄버거. 전 세계에 32,737개 매장을 두어 햄버거 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점

을 둔 ‘맥도날드’사(社)는 모두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맥도날드’사는 ‘빅맥’이라는 인기 햄버거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전 

세계에 공통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다. 이에 영국의 경제잡지 <Economist>는 여러 나라에 품질·크기·재료가 표준화되어 빅맥

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로부터 각 국

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구매력평가지수의 일종인 ‘빅맥지수(각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파는 빅맥 햄버거값을 달러로 환산해 미국 

빅맥 가격과 비교한 지수)’를 고안하고 최근 그 지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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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로는 2014년 7월 기준, 미국의 빅맥 가격이 $4.8인 

것에 비해 한국의 빅맥지수는 4로 세계 57개국 가운데 28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빅맥지수가 가장 높

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우리나라의 1.9배에 달하는 7.76

을 기록하였고, 우크라이나가 1.63으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과연 노르웨이의 빅맥이 한국보다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한 가격의 비교를 떠나 양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빅맥 가격을 비교해보았다. 

2014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최저임금

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빅맥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선 

약 40분 동안 일해야 한다.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 국가 차

원의 법적인 최저임금제도는 없지만, 시간당 약 23,000원 

정도의 임금이 사회 통념상 최저수준의 임금으로 받아들

여진다. 따라서 노르웨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

트생이 빅맥 하나를 먹기 위해 일하는 시간은 약 20분 정

도이다. 즉, 같은 1시간을 일하여도 노르웨이의 아르바이

트생은 3개의 빅맥을 살 수 있지만 한국의 아르바이트생

은 단 1개의 빅맥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높은 물가, 낮은 임금이

란 현실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

르고 있지만, 우리와 물가가 비슷한 일본이나 독일의 최저

임금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우리나

라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을 1,000원 이상 올려 외

국 수준에 준하는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

구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주변의 대학생들에게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아르바이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터뷰에 임했던 대학생 서보마(23) 양에게서 들은 첫 마

디였다. “대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은 

패스트푸드 가맹점이나 카페 등인데, 항상 사람을 필요로 

하기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 그러

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수당으

로는 교통비, 통신비나 겨우 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

어진 임금이 적다고 생각만 할 뿐 어쩔 수 있는 방도가 없

다. 또, 임금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임금을 줄 때 이상한 

이유로 얼마를 제하고 준다든지, 임금을 주기로 한 정확

한 날짜가 며칠씩 뒤로 밀리는 일이 많아지면 정말 속상하

다”며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더불어 아르바

이트생의 복지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

이트 계약 조건상에는 식사 시간, 쉬는 시간이 주어져 있

지만 편히 밥을 먹거나 쉴 수 없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밥을 급하게 먹어 속이 불편하거나 쉬는 둥 마는 둥 의자

에 잠깐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실상이다.

이처럼 최저임금과 빅맥지수의 관계는 우리나라 아르바

이트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 눈에 보여준다. 경제 선진

국이라는 OECD 반열에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높

은 물가에 따라 높은 임금을 주는 타 OECD 국가들에 비

해 우리나라는 아직 최저임금이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복리

후생이 잘 조성되어 있다. 법적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까지 지원한다. 또

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정책을 펼쳐 최저

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법적 최저임금조차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수두룩

하고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

한 미미하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의 대우는 해주어야 한다. 한

국의 아르바이트생들이 

1시간을 꼬박 일한 

대가가 햄버거 하

나는 아니지 않

은가.   

빅맥지수란?

각 국가의 물가 수
준을 비교하는 구
매력평가지수의 일
종으로 각 국 맥도
날드 매장에서 판매
되는 빅맥 햄버거값
을 달러로 환산해 미
국 빅맥 가격과 비교
한 지수



경미사고 자비처리 늘어, 보험사고 줄어도 실제사고 줄지 않아!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무사고자 중 상당수는 자비 처리한 소비자,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사고 관련 비용은 증가할 수도!

보험기능 왜곡 막기 위해, 일정액 이하 경미사고 무할증 면책범위 두어야!!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개편안, 

사고건수 감소는 통계일 뿐 
소비자부담 증가해! 

글 - 성수현 지도자
(시민사회운동부)

 20 . Y view/ 세상을 보는 눈



금융감독원이 8월 20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기존 ‘점

수제’에서 ‘건수제’로 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할인할

증 기준 변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래, 자동차보험 할

인할증제도를 건수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현행 ‘사고 점수제’는 사고에 경중을 두어 사고내용에 따라 할

증하는 제도이며, ‘건수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고의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

고 자동차 사고 건수를 줄이고 예방하며, 사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보

험사의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감원의 주장과 달리, 이번 자동차보

험 할인할증제도 개편 방안은 보험원리와 소비자 후생 어느 

쪽으로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한 경미사고 보

험지출을 줄이기 위한 외눈박이 개편으로, 절대 이대로 시행

되어서는 안된다. 

1) 이번 개편안은 자동차보험의 기본 기능과 원리에 위반된

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기능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위

험의 분산 즉,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장, 운전자의 사회경제

적 위험의 분산이다.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는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자동차보험의 기본 목적은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지 ‘무사고자 우대와 사고자 징벌’이 아니다. 위험률에 따른 할

인 할증은 필요하지만, 사고결과에 대한 징벌로 여겨질 개편

이어서는 안 된다. 

2) 이번 개편안은 자동차사고 건수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

과는 무관하다. 통계에 잡히는 사고 건수는 분명히 감소할 것

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왜곡일 뿐 실제 사고감소와 무관

하다.

주차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나 가벼운 접촉사고에 해당할 50

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까지 할증대상이 되고, 또 건수 누적

에 따라 할증 폭이 커지기 때문에 100만 원~200만 원 정도

의 사고조차 소비자의 자비처리가 매우 증가할 것은 명약관

화이다. 교통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으

로, 이 개편으로 자동차사고 건수 감소 운운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3) 이번 개편안으로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험료 경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보험료 경감으로 80%의 가입자가 이

익을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경미한 사고

를 자비처리’ 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외견상 보험료 부담은 줄

거나 늘지 않는 소비자들의 경우도 실제 자동차 사고 관련 비

용은 크게 늘 수 있다. 

4) 이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편안은 결과적으로 정착

되어가는 자동차 보험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

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웬만한 교통사고는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자비로 처

리하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사고는 매우 줄어들 것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감원의 

주장대로 보험지출 감소분을 보험료 할인으로 연결한다면 일

견 전체 시장 측면에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 않

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 자비처

리 사고’ 비용이 은폐된 착시현상이다. 

5) 따라서, 자동차보험 원리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소비

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할인할증제도의 개편의 하나의 방

안은 ‘현행 제도상의 물적 사고 할증기준금액(면책 기준,  

50·100·150·200만 원 중 소비자가 선택)을 일부 유지하는 

것이다.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등 특정한 할인할증 면제구

간을 유지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들의 ‘할증을 피하기 위한 자비처리’행렬을 어느 정도 막아줄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재정의 측면에 경도된 보험업계의 주장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가진 사회적 후생의 관점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할인할증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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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Y life / 육아이야기

글 - 이화숙 원장
(인왕어린이집 원장)

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밥상머리 교육 8탄

밥상머리 교육에서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은 독이 된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 
가족이 한 데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 가족식사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가족식사 시간은 문제 많던 아이를 180도 바꾸는 기회를 제공한

다. 그것이 바로 밥상머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한국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어린 시절에 끝이 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비해, 최근 외국에서는 
사춘기 아이들에게까지 미치는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만 된다면 밥상머리 교육은 아이를 위한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교실을 마련해준다. 특

케이스 소개 
5세 경수와 4세 인수의 집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므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외할머니가 함께 산다. 아빠는 직장이 멀어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 도로정체를 고려해서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한다(오전 5시 반 ~ 오후 10시). 엄마는 오전 9시 ~ 오후 6시 반 근무인 직장

이라 아이들과 마주칠 시간이 한정되어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집.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아이들과 얼굴 맞댈 시간이 좀체 없는 아버지, 아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보

이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야단 한 번 제대로 치지 못하는 엄마,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남자아이 둘을 건사하느라 한시도 숨 돌릴 틈

이 없는 외할머니까지 온 집안이 아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두 아이이다.

히 부모 처지에서 보면 밥상머리 교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활동인 식사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다.

그러나 ‘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식의 맹목적인 사랑은 밥상머리 교육에는 독이다. 하루를 
일 년처럼 바쁘게 사는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위해 아침잠을 쪼개고 주말을 반납해가며 만든 가족 밥상일수록 아이들이 영양
소를 충분히 섭취하느냐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가족식사는 온 가족이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며,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밥상만이 있을 뿐이다.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밥상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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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스로 식탁을 지키게 하라
부모가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옆에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다 보니 함께 식사하는 것도 요원했다. 개선을 위

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제 손으로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려면 아이가 식

탁을 떠나 배회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유도해야 한다.

과제 1- 일정한 자리를 고수하라

TV 앞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을 따라 엄마가 2인용 작은 반상에 

밥을 차려 방으로, 거실로 옮겨 다녔던 경수 인수네 집. 가장 먼

저 가족 모두가 넉넉히 둘러앉을 수 있는 밥상을 마련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은 그렇게 

시작된다. 일정한 자리를 고수하고자 가족 밥상을 마련한 것, 그

것은 자연스럽게 TV를 끄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제 2- 가족의 서열을 분명히 밝혀라

가족 모두가 막내 인수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였다. 가족식사

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의 서열이 확립될 필요가 있

다. 부모들이 규칙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도 규칙을 따르

지 않는다. 색색으로 구분된 방석을 마련하여 두 아이에게 웃어

른 순으로 차례차례 놓도록 훈련하고, 집안의 어른이 있음을 인

식하도록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식사 중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

는 이중 효과도 있다.

과제 3- 어떤 이유가 있어도 다투지 마라.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한 이상, 시급한 것은 긍정적인 가족식사 

분위기부터 만드는 일이다.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견을 조율할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면 우선 화제를 돌리

기로 했다. 대신 식사 시간에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엔 “아 그래”하

는 식으로 맞장구를 치는 것도 기억해야 할 사항이었다.

2) 자기조절을 강화하라
식탁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자기 조절 능력이다. 그러

나 밥상머리 교육의 본질은 식사 중 오가는 대화에 있기 때문에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제 1- 차례를 지켜 말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가족 누군가가 말을 꺼냈을 때 자기 차례

가 오기까지 순서를 기다리고,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서 말하고, 남이 말할 때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식사 때 어떤 문제로 대화가 시작하면 할머니부터 이야기

를 시작하여 마지막 인수까지 차례대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아이

들을 독려했다. 또한, 아이가 다른 가족의 말에 끼어들 때는 부드

럽게 제지해 경청을 유도했다.

과제 2- 표현은 도와주고 잘못된 말투는 바로 잡아라

인수의 징징대는 말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되어온 습관 중 하

나다. 떼를 쓰고 울면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탓에 아무리 애를 써도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다. 

하지만 말로 타일러 행동을 고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밥상머

리에서의 대화는 훈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규칙도 있었기 

때문에 인수가 칭얼대는 말투로 이야기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고쳐 말하도록 부드럽게 독려했다.

과제 3-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표현하게 하라

가족식사에서 가장 오르기 쉬운 화제는 하루 동안 겪은 일이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특별한 일을 찾기란 어렵다. 하지

만 아이에게는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벌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훈련이 된다. 특히 인수는 설명이 필요한 

사건을 되짚어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하루 일을 떠올리면

서 그것을 순서대로 말하는 훈련이 절실한 상황. 엄마 아빠는 인

수에게 “오늘 OO 한 건 어땠어?” 하고 화두를 던지고 나서, 인수

가 그에 대해 짧게라도 답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어?”하

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참고 서적;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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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직일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다. 필자도 가끔 어깨를 

돌릴 때, 허리를 돌릴 때 소리가 난다. 늙어가는 것일까?

우리 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뭔가가 부딪히기 때문이다. 뭐가 부딪힐까? 딱딱

한 것이 부딪힌다. 뭐가 딱딱할까? 굳은살이 딱딱하다. 뭐가 굳을까? 뭉친 근육

이 오래되면 굳는다. 힘줄도 오랜 염증으로 유착되면 굳는다. 인대를 다친 후에 흉

이 지면서 굳는다. 이렇게 굳은 조직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여

러 개의 조직이 있어 마찰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굳는다. 또한, 근육

이나 힘줄이 뼈에 가서 붙는 부위가 잡아당겨 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유착되어 굳

는다(그림1-3). 

소리가 잘 나는 부위는 뒷목(고개를 돌릴 때 소리가 난다)과 어깨를 돌릴 때다. 다

리를 올리거나 돌릴 때 골반에서 소리가 난다. 무릎을 굽히거나 펼 때 소리가 난

다. 발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난다. 손목을 돌릴 때에도 소리가 난다. 몸통을 돌릴 때 

등에서 ‘두둑’ 소리가 난다(그림1-4).

나영무 원장 
솔병원 원장, 재활·스포츠의학 전문의

조영재 센터장 
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센터장 , 체육학 박사

Y life / 건강이야기

<그림 1-3> 오른쪽의 정상 어깨에 비해 왼쪽은 여러 개의 조직이 유착되어 딱딱
해지고 굳은 어깨로, 움직일 때 마다 조직이 부딪혀 소리가 난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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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소리가 잘 나는 부위들

<그림 1-5> 어깨 스트레칭의 한 가지 예

결국, 소리가 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심하면 통증도 같이 유발할 수 있다. 통증이 같이 있으면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소리가 나는 부위는 결국 좋은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스트레칭을 하다가 굳은 

부분이 찢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손가락을 이용한 마사지를 통해 다소 풀어주는 것이 좋다(그림1-6). 물론 다 풀어지지는 않지만, 반복

적으로 누르면서 강하게 마사지를 하고 이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그림1-5). 

Exercise 001 손가락으로 반대쪽 어깨 상
승모근을 누르면서 앞으로 당긴다.

Exercise 002 네 손가락으로 반대편 어깨 
뒤쪽을 마사지 한다.

Exercise 003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어깨 
밑 뒷부분의 근육을 잡아 눌러준다.

<그림 1-6>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를 원한다. 또한,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희망한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정서적으로나 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부 사

람들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는 물론 교류조차 꺼린다.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손해 입을

까 하는 노파심에서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과의 친분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인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누가 복음서에 따르면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부자

가 살고 있었다. 그의 집 현관 앞에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거지 라자로가 부스러기라고 주워 먹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아무

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모두 죽어 하늘나라로 갔는데 천사들이 라자로는 정의로운 자들을 위한 평

화의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부자는 지옥의 불에 떨어졌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는 라자로를 보게 된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저를 가

엾이 여겨 라자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으로 제 혀를 축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라자로는 일생 고통을 겪었다가 이

제 위로를 받고 있으며 하늘과 지옥 사이에 있는 심연은 건널 수 없다고 대답한다. 호의호식하고 있는 부자를 그린 작품이 요제프 단

하우저의 <라자로와 악한 부자>다.

방안 한가운데 뚱뚱한 남자가 식탁 가운데 앉아 유리잔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왼쪽에 있는 어두운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한 손으

로는 뚱뚱한 남자의 가슴에 손을 앉고 지팡이에 기댄 채 모자를 내밀고 있는 거지를 바라보고있다. 화면 오른쪽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 온정
글 - 박희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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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로와 악한 부자>-1840년경, 캔버스에 유채, 빈 벨베데레 미술관 소장 



여인이 몸을 틀고서 앉아 있고 그녀 앞에 앉아 있는 리라를 들고 있는 남자는 얼굴을 숙이고 있다. 하단 의자 밑에 들어가 있는 개 한 마

리가 거지를 바라보고 있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식탁은 가운데 앉아 있는 뚱뚱한 남자가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여러 개의 그림

이 걸려 있는 벽은 부자의 호화로운 취향을 의미한다. 

누더기는 라자로가 거지라는 것을 나타내며 한 손으로 모자를 내밀고 있는 자세는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두운색 옷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라자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거지를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녀가 부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은 라자로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다. 어두운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과 달리 노란색 옷을 입은 여인과 류트를 들고 있

는 남자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병든 라자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제프 단우저의 이 작품에서 하단의 개는 충절을 상징하는 동물로 개가 라자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인인 부자의 행동이 잘못되었

다는 것을 나타낸다. 호화로운 잔치가 끝난 부자를 그린 작품이 야코포 바사노의 <라자로와 부자>다.

왼쪽 하단에 라자로가 반쯤 몸을 일으키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부자는 빈 접시가 놓여 있는 식탁에 앞에 앉아 있다. 부자 옆에 있는 여

인은 상반신을 돌려 부자를 바라보고 있고 식탁 앞에 어린이는 서서 개를 바라보고 있다. 리라를 들고 있는 남자는 등을 돌려 부자를 바

라보고 있다. 식탁 위의 빈 접시는 호화로운 연회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한다. 식탁의 음식은 없지만, 남자가 들고 있는 류트는 호화로

웠던 연회를 의미한다. 야코포 바사노의 이 작품에서 부자와 라자로가 구석에 배치된 것은 부자는 라자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

타내며 두 사람이 대칭되는 곳에 있지만, 시선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의 아픔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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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로와 부자>-1554년, 패널에 유채,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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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자연을 만끽하며 빨간 열차를 타고 프랑스 샤모니까지 

달릴 수 있는 곳, 마티니를 찾았다. 이곳은 알프스의 오롯한 풍경

은 물론 프랑스 접경 마을의 문화까지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몽

블랑 엑스프레스 열차의 출발지다. 

마티니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하지만 문화적 마을 중심에 서 있

는 미노타우로스 석상을 시작으로 문화재와 보물에 버금가는 역

사유물과 예술작품이 마을 전역에 산재해 있다. 미노타우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로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

올해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말복과 입추를 한 날

에 만났다. 자연은 참말로 묘하다. 며칠 비가 내

리는가 싶더니 아침저녁 부는 바람에 가을이 묻

어왔다. 고작 8월의 중순에. 그렇게 9월의 문턱

을 넘으면 진짜배기 가을이 목전에 다다른다. 

이번 달은 이국적인 풍광에 다양한 문화, 역사

가 흐르는 스위스 마을로 떠나본다.

작은 도시, 혹은 큰 박물관

보면 볼수록 빛나는 스위스의 보석

아담한 마을에 
담긴 큰 가치

감성사진사의 사진으로 담아낸 세상

글·사진 - 이두용 작가

월간 아웃도어 편집장, 책·음반·여행사진을 찍으며 사진
을 시작했다. 2009년 중동 요르단 6개 지역에서 사진전과 
함께하는 거리 축제를 열었다. 영국 공군이 주최하는 사진
전과 심장병 어린이 기금마련 국제행사에 초청 전시했다. 
저서로는 <오늘부터 행복하다>(부즈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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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존재다. 이 석상은 현재 마티니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마을을 

수호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미 유럽 전역에서는 마티니가 고대의 역사적 유물과 근대 예술

작품이 공존하는 예술도시로 소문나있다. 이곳은 실제로도 기원

전 로마 시대에 무역을 위한 요충지였다고 전해진다. 덕분에 수 

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로마 시대 유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로마 원형 극장이다. 이 유적은 

고대 로마 시대의 상징적인 기념물로 5000명의 인원이 둘러앉아 

검투사와 투우 소가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곳

은 현재도 다양한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로마 시대

의 건물터가 보존된 피에르 지아나다 유적과 르 도무스 뒤 지니 유

적, 르 테메노스 유적 등 다양한 유적이 로마 시대에 마티니가 중

요한 도시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역사적 유물만으로 마티니의 예술적 가치를 평

가하기는 이르다. 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조각상과 조형물들은 근

대와 현대 미술의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마티니 시내에는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과 헨리 무어의 작품을 포

함해 40여 개의 조각상과 조형물이 전시돼 있다. 

거리를 걷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이 어떻게 스위스 시골 마을에 전시되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의 

해답은 고대 유적지 피에르 지아나다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해답

을 찾을 수 있었다. 유적지 옆에 말끔하게 지어진 이 박물관이 마

티니를 현재 예술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했다. 엔지니어였던 레너

드 지아나다는 1976년 자신의 소유지였던 이곳에서 갈로로만 사

원의 유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당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동

생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박물관을 짓고 세기의 예술작품을 

사모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전시하기 시작했다. 1978년부터는 

이 박물관에서 세계의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전을 유치했다. 전시

회가 성공을 거두면서 매년 전시 규모를 키워갔다. 현재는 해마다 

5~6개월간 대형 전시를 진행한다. 현재 이 전시는 박물관만의 행

사가 아니라 마티니 전체의 축제로 거듭났다. 매년 이곳에서 열리

는 전시회를 보기 위해 전 유럽에서 4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마티

니를 찾는다고 하니 실로 대단하다.

유럽이 인정한 예술의 고장



“여름이면 매미와 귀뚜라미들의 노래로 전해지는 옛 전설이 있거

늘 막강한 불개미 군단과 맞서 싸운 어느 어린 무당벌레의 이야

기이다.”라는 자막으로 시작되는 <슈퍼미니>는 그동안 지구 곳

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또 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드래곤 헌터>, <미운 오리 새끼

와 랫소의 모험> 등을 제작한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Futurikon와 함께 만든 프랑스 애니메이션이다. 

그런 만큼, 알프스 자락에 위치한 프랑스의 메르칸투르 국립공원

과 에크랑 국립공원 두 곳의 실제 모습을 실사 그대로 표현한 매

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3D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곤충들 역시 

실사가 아닐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리얼리티를 더하며 자연스

럽게 완벽한 영상미를 감상할 수 있다.

어느 날 출산을 앞 둔 예비 엄마 아빠가 산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가 출산의 기미를 느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게 된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까?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과자, 

과일 등이 남겨졌고 이제 그곳은 먹이를 찾아 모여든 온갖 곤충

들의 세상이 된다. 

처음 등장하는 두 남녀의 말 없음이 의미하듯 영화는 대화가 없

다. 그러나 곤충들의 나팔소리나 휘파람 같은 독특한 울음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곤충의 날갯짓 소리 등 정말 다양한 소

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오히려 영화 속 여러 자연의 소리

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가 상황에 맞춰 강약을 조

절하고 분위기를 담아내면서 내용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영화의 주인공은 작은 아기 무당벌레. 갓 태어난 아기 무당벌레

는 가족들과 함께 비행을 하다 파리의 꼬임에 빠져 가족들과 헤

어지게 된다. 

한편, 개미 한마리가 설탕통에 들어가 설탕의 맛을 본 후 12마리

의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의 본거지인 개미굴로 옮기기로 하는데, 

가족들과 헤어진 후 이곳저곳을 헤매다 설탕통에 있게 된 아기 무

당벌레가 도마뱀으로부터 개미들을 구해준 것을 계기로 동행하

기로 하면서 그들의 개미굴까지의 여정이 시작된다.

곤충들이 사람과 같이 설탕을 먹고 깡통을 이용해 물살을 헤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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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토마스 자보, 헬레네 지라드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가고 성냥과 불꽃놀이 화약을 이용하는 것들을 보며 아이들은 곤

충들과의 친근감을 느끼면서 무엇보다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곤충들이 의사를 전달하는 소리

는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사람의 

말로도 곤충이나 동물들에게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면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우리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곤충

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또한, 개미들이 더듬이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나, 애벌

레의 기어가는 모습, 개미굴 등 곤충들의 생태를 어느 정도 과장

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비교적 제대로 표현하고 

있어 보는 내내 훌륭한 학습효과도 가져다줄 것이다.

한편, 설탕을 개미굴로 옮기면서 겪게 되는 여러 모험은 어느 판

타지 영화 못지않게 흥미진진하며 그 속에서 용기와 우정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까지 녹여 내고 있다. 

불개미와의 추격전, 거대 물고기와 사투, 도마뱀의 습격 등을 이

겨내고 개미굴로 무사히 도착한 아기 무당벌레와 전령 개미들. 

하지만 설탕을 먹은 여왕개미의 번식력을 본 불개미 전령이 불개

미 여왕개미에게 설탕의 위력을 얘기하게 되고 설탕을 두고 흑개

미와 불개미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나름 스펙터클한 전쟁장면도 볼거리이지만, 전쟁 도중 성냥이 필

요해진 흑개미들을 위해 성냥을 찾으러 가던 중 파리에게 당하고 

있는 다른 무당벌레를 발견하고 도와주는 일을 마다치 않는 아기

무당벌레의 용기와 의리, 성냥과 화약을 이용해 불개미들을 무찌

르고 난 후 불이 붙은 개미굴 주변에 소방 비행기가 날아와 불을 

끄는 장면을 잊지 않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마저 엿볼 수 

있으며, 한편으론 그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무기로 사용하는 스프

레이 성냥 면봉 폭죽 이쑤시개 등은 우리가 함부로 버린 일회용

품들이기에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슈퍼미니는 영상과 음악으로만 이루어진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으며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심지어 다음 장

면이 무엇일까 기대가 될뿐더러 무당벌레가 무사히 설탕을 지켜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그런 만큼 아이는 아이들대

로 어른은 어른대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영화를 즐길 수 있

을 것이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대화 한마디 없다는 것을 전혀 느

끼지 못했다는 것에 잠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88분의 짧은 상영시간, 무대사, 무자극적인 유머코드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맞춰 있는듯 하지만 누구나 재미있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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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 포인트 : 아기 무당벌레와 개미의 긴 여정은 서로 

서로 도와가며 극복해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마찬

가지죠. 누구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

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추천 - 서울YMCA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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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YMCA

안전지킴이단 여름체험학습 강남YMCA에서는 안전교육

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12

일(화) 강남YMCA,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일일체험학습으로 “안전지

킴이단”을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강남YMCA에서 서울YMCA 응급

처치본부로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초

기대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지킴이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골농촌체험학교 2014년 7월 26일(토) 송파YMCA 어린이

회원 25명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농촌 테마체험마을로 데이캠프

를 다녀왔습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옥수수 따서 쪄먹기, 볏짚

으로 줄넘기 만들기, 황토머드팩마사지, 맨손 송어잡기, 뗏목 타기 등

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 어린이들 모두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산골메아리체험 여름체험학습 강남YMCA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22일(금) 가평 산내들 체

험마을에 여름체험학습으로  “산골 메아리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산

골 메아리 체험을 통해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었습니다. 

활동스케치
강남YMCA

서부YMCA 개관 첫 방학프로그램 개강 서부YMCA

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소그룹수영, 키쑥배쏙교실, 키성

장교실 등 다양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

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 시키고 수상안전교육을 통하여 위급시 대

처요령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부YMCA



아기스포츠단 예절교육 아기스포츠단은 민족의 명절 추석

을 앞두고 8월 22일(금) 예절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옥의 구조와 장점을 알아보고 한복입기, 큰절 및 평절 배우기, 

생활예절 및 다도,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우리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재활운동실 회원들을 위한 스트레칭 강좌 방화11종

합사회복지관에서는 8월 21일(목) 15:00~16:00에 재활운동실을 이

용하시는 회원님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스트레칭 강좌를 열었답니다. 아마추어 복싱 선수인 신윤설 자원활동

가의 알찬 강좌로 스트레칭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목운동, 상체 스트

레칭, 하체 스트레칭 등 운동 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

레칭 동작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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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즈 및 수영단 서초구청장배 꿈나무 수영대
회 참가 8월 17일(일) 서초YMCA에서 개최된 서초구청장배 꿈

나무 수영대회에 마스터즈반, 수영단 단원 25명이 참가하여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스터즈반, 

수영단 1학기 종강은 8월 22일이며 9월 1일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

다. 2학기에도 우리단원들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양재YMCA

줌마댄스 무료 공개강습회 다양한 체육활동 보급을 통하

여 지역사회에 역할을 담당하고자 줌바댄스 무료 공개강습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줌바댄스는 에어로빅 보다 신나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으며 1시간 동안 1,000Kcal가 소모될 정도로 큰 운동량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1석 2조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줌바 특유의 신

나는 댄스와 휘트니스가 결합하어 강습회에 참가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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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 제65주기 헐버트박사 추모식  참석

8월 18일 / 제20회 종로보육교사교육원수료식

                  2·8독립선언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황인자국회의원 접견

8월 19일 / 제5회 서울YMCA 키즈월드컵

8월 24일 / 제44회 Mr. YMCA선발대회

8월 25일 / 서울YMCA·나고야YMCA 청소년문화교류 환영회

8월 29일 / 김화순여사 32주기 추모회

8월 29일 / 김화순여사 32주기 추모회 참석

서울YMCA 회장 동정

안창원 회장

8월 7일 / 서초YMCA   백명희 주임 

8월 16일 ~ 23일 / 위태욱   양재YMCA 지도자, 
 김대동   송파YMCA 지도자 

                  동경YMCA 농구페스티발 참가

8월 19일 / 양재YMCA   오승준 지도자 득녀

8월 27일 / 송파YMCA   조동찬 간사 부친 소천

류지한   레저사업부 부장대행

최윤식   서부YMCA 관장대행

김선영   강남YMCA 사무원

성미숙   회원활동부 사무원

조경원     양재YMCA 사무원 

8월 29일 / 송파YMCA   한승민 지도자

8월 30일 / 시민사회운동부   유상진 지도자 

정년퇴임

인사
직원 동정

퇴사

서울YMCA 부이사장 동정

이기열 부이사장(늘함께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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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회원가입 안내

■ 회비의 종류

• 소년회비 : 10,000원    • 대학생회비 : 20,000원    • 보통회비 : 30,000원

• 유지회비 : 50,000원    • 찬조회비 : 70,000원      • 특별회비 : 200,000원

• 단체회비 : 300,000원이상     • 평생회비 : 1,500,000원이상

■ 온라인 접수

• 우리은행 : 010-073722-01-106       • 국민은행 : 006-01-0772-669

• 외환은행 : 073-22-00447-2            • 제일은행 : 126-20-276402

※ 예금주 :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서울YMCA 회원이되시면 

• 서울에 있는 YMCA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YMCA에 있는 각종 다양한 클럽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연령별 커뮤니티 다양하게 조성)

• 서울YMCA 회원이 해외 여행시 전세계 120여개국 YMCA 시설과 호텔을 이용하실 경우 각국 
 YMCA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회원증을 희망 회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 YMCA회원증 발급, 서울YMCA 뺏지를 드립니다.

• 월간 청년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 회원모집 집중기간 : 2014년 10월 7일(화) ~ 31일(금)

■ 연락처 : 서울YMCA 회원활동부 ☎ 02) 734-1644

■ CMS 자동이체(매월 3,000원 이상)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YMCA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자는 남녀의 구분이나 연령, 종교나 신조, 
정당에 구애됨 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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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한국 문명화의 선구자/독립운동가 

호머 할버트(Homer Bezaleel Hulbert)박사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한국명은 割甫또는 訖法. 1863 ~ 1949)는 한국

의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 한글학자, 역사학자, 언론인, 선교사, 황제의 밀사 그리고 사회

운동가로서 전 생애를 한국을 위해 바친 분으로 그를 흔히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

트 박사’라고 이른다. 

그가 처음 한국 땅에 밟은 것은 1886년(고종 23년) 고종황제가 영어와 서양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왕립학교인 육영공원(育英

公院, Royal English School)의 외국어교사로 초청받고 취임하고자 인천 제물포항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는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 아

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그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긴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사민필지(士民必知)』(1891

년)를 저술, 한글전용을 주장했다. 주시경 선생과 함께 ‘띄어쓰기’와 ‘점찍기’를 도입하시며 한글 보급운동에 앞장섰고, 한성사범학교, 

관립중학교(경기고 전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 나라 근대교육에 초석을 놓았다. 

그는 이 땅에 YMCA가 창설되기 전부터 창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며 창설 준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The Advisory Committee

의 위원장으로 국내에 있는 각국 외교관, 선교사, 실업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에 YMCA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큰 구

실을 했으며 회관을 짓기 위한 모금활동을 했다. 1903년 10월 28일 “황성기독교청년회”(현 서울YMCA)의 창립총회가 열렸을 때는 

사회를 맡았으며 창립이사 12명 중의 한사람으로 활약했다.

또 헐버트 박사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한국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그는 고종의 밀서

를 휴대하고 워싱턴으로 가 일본 침략 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했지만 실패하자 본인이 편집책임을 맡았던 『The 

Korea Review』에 한국 독립과 관련한 논문을 다수 게재하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렸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

린 제2차 세계평화회의에서 이준 등 밀사 3인의 활동을 막후에서 돕고, 독립신문 창간도 지원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 그는 일제로

부터 미국으로 강제추방 당하였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40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으나 내한 일주일 만에 여독으로 8월 5일 별세하신다. 8월 11일 서울 

시청 옆 부민관에서 외국인 최초 사회장을 치렀고 그는 평소 “나는 웨스트민스트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했는데 그의 소망

대로 이 땅 양화진 언덕에 영면한다. 정부는 1950년 그에게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했으며 2013년 7월 외국인으

로는 최초로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한국인 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 그는 진정 한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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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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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푸드뱅크, 먹거리 나누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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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일시 : 2014. 9. 20. (토) 11:00~15:00 / 4시간

장소 : 서울YMCA 본관 1층 청소년문화공간 ‘야호’광장

※ 청소년녹색장터는 매월 3번째 토요일에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2014. 8월 121,400원 모금

김서연  신지우  안재욱  안재훈  유시연  유재민  이수열  이정민  임선민  정승호  조예진  차  현  최유림  표다윤  하세건

누적금액(2013.1월부터 현재) 1,025,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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