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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성구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서울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
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
의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새 문화창조에 이바
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것을 목적으
로한다.

서울YMCA 목적문청년 통권 52권 1호(1월호) 

2016년 1월 5일 발행(1971년 우편물 나급인가) 등록 

발행처 서울기독교 청년회 서울특별시 종로69 서울YMCA 03164 

발행인 조기흥 | 편집인 안창원 | (대표)02-732-8291~6, 730-9392~4   

편집 및 인쇄 커뮤니케이션즈 창 02-544-5320 

「청년」 은 서울YMCA 홈페이지(www.ymca.or.kr)와 

블로그 (youngymca.tistory.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새해맞이 요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대를 이은 한국사랑 아펜젤러 부자

신년사

친애하는 서울YMCA 회원 여러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해 국내적으로는 메르스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아픔을 가져

왔고, 국제적으로는 IS의 무분별한 국제 테러와 그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로 어수선하고 혼란했던 시

기였지만 서울YMCA 운동에 헌신해 준 여러분들의 숨은 공적이 있었기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서울YMCA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힘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한다는 표방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회적 현상에 휩싸이지는 않았는

지 되돌아보고 YMCA 운동의 목적과 이념을 다시금 아로새기고 주님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2016년 원숭이의 해, 병신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YMCA 회원 여러분! 

 서울YMCA는 회원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회원 운동체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서울YMCA를 이 시대가 원하는 선구자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으

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청지기로서 서울YMCA 운동에 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

해 세우신 서울YMCA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서울YMCA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이

웃에게 널리 전달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끝으로 회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

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길 바라며 신

년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YMCA 회원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 기 흥

(서울YMC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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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삼동에 부는 아름답고 따뜻한 바람

체육  제41회 YMCA 전국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이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국제   한국을 배우러 왔어요

The 1st Model United Nations of Seoul YMCA(모의유엔토론대회)

우리가 바라는 2016년

서울YMCA 청소년 ‘소원우체통’ 21차 선정결과

서울YMCA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토착 미술 작품Ⅰ

- 청전 이상범의 ‘천산설야 위의 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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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청소년

The 1st Model United Nations 

of Seoul YMCA(모의 유엔토론대회)
글 - 김민재 학생

(청소년활동부)

안녕하세요? 저는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11학년에 재학 중

인 김민재입니다. 

이번 청소년 모의 유엔토론대회(이하.MUNY)에서 사무총

장을 맡았습니다.  

올해만 8개의 모의 유엔에 참가하였지만 MUNY는 저에

게 가장 특별한 대회였습니다. 9월, 그냥 지나가던 이야

기로 시작한 모의 유엔토론대회가 실제로 열리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고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한 번

도 모의 유엔을 개최한 적 없는 서울YMCA에서 처음으

로 열리는 대회라 더욱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

론 대회를 기획하면서 월별 일정표도 작성했고 제반계획

을 세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3일

간의 대회를 기획하며 회의실, 숙박 장소, 식사 등등 참가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회의를 선사하기 위해 조율하고 다

툼도 많았지만, 대회가 끝난 뒤 돌아보니 매우 뿌듯한 감

정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비과정 동안 더욱 치밀하

게 준비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긴 준비과

정을 뒤로하고 3일간의 토론대회를 개회선언으로 시작하

니 가슴이 더욱 뛰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78명

의 선두에서 대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흥분과 책임

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첫째 날은 회의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늦게 도착하는 대사들을 반기며 바쁘

게 지나갔습니다. 대사단의 안전을 위하여 호텔, 킨텍스 

이동 간 통제, 야간 통제 등, 밤에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셋째 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대사단의 분실물, 

쉬는 시간 대사단 관리, 수상자 선정 등 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실수가 생기기도 했고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지

만 일을 처리하면서 확실히 배우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참가청소년

인 대사단들도 첫날과 마지막 날이 확실한 차이

를 보여서 더욱 뿌듯했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

(ECOSOC)는 마지막 날 결의안작성에 있어 형, 

동생하며 더욱 친해짐과 동시에 점심시간을 줄

여가며 회의를 진행하는 열정과 인권위는 첫날

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 결의안

을 직접 작성하여 통과시키는 발전을 보여주었

고 군축위원회는 생일을 맞은 대사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애정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MUNY를 통하여 무언가를 배

워가는 것을 보며 다음 대회에 대한 열망과 동시

에 지난 준비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은 느낌이었

습니다. 대회를 끝내며 감사할 분이 너무 많았습

니다. 분실물, 안전사고 하나 없이 대회를 끝나게 

해준 스태프, 참가 청소년(대사단)이 좋은 대회였

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준 의장단, 스태프를 현장

에서 진두지휘한 이태현 상황실장님 그리고 대

회를 열리게 큰 노력을 하신 서울YMCA 청소년

활동부 실무자 선생님,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

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대회에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

며 2회 때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자유토론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회의를 준비중인 청소년 참가자들

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한준식(청심중),전유빈(화성고),김범분(KIS 제주))

모의유엔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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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큐 공감 ‘엄마와 클라리넷’ 대상 수상!

시청자운동 30주년 기념
제6회 YMCA 선정 좋은방송대상 시상식

7

글 - 한석현 간사

(시민사회운동부)

Y story | 이달의 Y운동  | 시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YMCA 시청자운동은 1985년 YMCA 

TV 모니터 교육과 함께 시작되었다. YMCA 선정 좋은방

송대상은 지난 2010년 YMCA 시청자운동 25주년을 기념

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비추고, 탁월한 영상과 내

용으로 시청자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국내방송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더욱 널리 알리고, 우리 방송발전

을 위해 힘쓰는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YMCA 선정 좋

은방송대상’을 제정해 매년 좋은방송 프로그램들을 선정

해 시상하고 있다. 제6회 좋은방송대상은 YMCA 시청자운

동 30주년을 기념해 더욱 많은 방송프로그램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시상규모를 기존 7편에서 총 10편으로 확대해 

공모와 시상을 진행했다.

제6회 'YMCA 선정 좋은방송대상'에는 2014년 11월 1일 ~ 

2015년 11월 10일 사이에 국내에서 제작되고 일반방송 매

체(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DMB 등)를 통해 방송된 영

상프로그램 중 예능, 오락, 드라마를 제외한 시사보도, 교

양, 다큐멘터리, 문화예술, 청소년·어린이 프로그램 총 

81편이 응모하였으며, 심사위원회(위원장 성민섭)는 1, 2차

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에 KBS 다큐 공감 <엄마

와 클라리넷>, 최우수상 TBC 광복 70주년 특집 <우리 엄마>,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2편, 우수상에 SBS 그것이 알

고 싶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EBS 두다다쿵 <버블

의 탐험노트 外 >, 청주MBC 창사 44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지하공간, 보이지 않는 신세계> 3편, 장려상에 KBS 대기

획 <넥스트 휴먼>, KBS제주 연중 기획 <제주 온난화>, EBS 

다큐프라임 생사탐구기획 <데스(Death)>, 아르떼TV 거장

의 탄생 <2015 차이콥스키 콩쿠르, 그 위대한 여정> 등 총 

10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2015년 12월 16일 오후 5시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서울YMCA 김상덕 부회장은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방송문화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방송

인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YMCA는 앞으로도 

시청자 주권 확립과 더 좋은 방송문화 및 방송환경을 만

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30년보다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이 

심사위원단을 대신해 심사평을 전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KBS 다큐 공감 <엄마와 클라리넷>은 자폐 장애를 이기고 

전문 연주자로 성장해나가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의 도

전과 성취를 헌신적으로 이끌어간 엄마들의 이야기를 감

동적으로 전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

며,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EBS 다큐 프라임 <가족쇼크>는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 등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조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족 문제를 다룬 점

을, 또 다른 최우수 작품 TBC의 광복 70주년 특집 <우리 

엄마>는 지역방송의 어려운 제작 여건에서도 해외 취재

를 통해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위안부 피해자와 그 

자식들의 모습을 담아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

수상 EBS의 <두다다쿵>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이

해하고 생각과 감성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작품이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대의 법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신랄한 문제의식을 보여 주었고, 청주 MBC의 <지하

공간, 보이지 않는 신세계>는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소홀한 지하공간의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장려상에 선정된 EBS 다큐

프라임 생사탐구 대기획 <데스>는 그동안 관심 두기를 불

편해했지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정면

으로 다룬 점이, KBS 대기획 <넥스트 휴먼>은 현재 인류

의 진화와 미래 인류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추적하여 프

로그램화 한 점이, KBS 제주 총국의 연중 기획 <제주 온

난화>는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서 지속적

으로 이슈화 한 점이, 아르떼TV 거장의 탄생 ‘2015 차이

콥스키 콩쿠르, 그 위대한 여정’은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의 흐름과 트렌드를 짚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시청자에게 제공해준 점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

을 설명하고, 다수의 작품이 수상권에 들어도 손색이 없

는 후보들로 경합한 가운데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평가와 

토론을 거쳐 어렵게 수상작들을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시상에 앞서 수상작 하이라이트 상영을 통해 대상, 최우

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각기 다른 10개의 작품을 참석자

들이 짧게나마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시상

식이 진행되었다. 시상은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들은 “좋은방송대상은 시청

자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받고 싶은 상이었다. 

또 YMCA라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느

끼게 된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제6회 YMCA 선정 좋은방송대

상 시상식의 대미는 대상을 수상한 KBS 다큐 공감 <엄

마와 클라리넷>의 실제 출연자인 은성호 군이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K545 1악장’,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등을 

즉석연주 하면서 그 어느 해 보다 따뜻하고 뜻깊게 마무

리되었다.

시청자운동 30주년 기념
제6회 'YMCA 선정 좋은방송대상‘ 수상작

선정부문 작 품 명 방송사

대상(1편) 다큐 공감 <엄마와 클라리넷> KBS

최우수상

(2편)

광복 70주년 특집 <우리 엄마> TBC

다큐프라임 <가족쇼크> EBS

우 수 상

(3편)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SBS

두다다쿵 <버블의 탐험노트 外> EBS

창사 44주년 특집 

<지하공간, 보이지 않는 신세계>

청주

MBC

장 려 상

(4편)

대기획 <넥스트 휴먼> KBS

연중 기획 <제주 온난화> KBS제주

다큐프라임 생사탐구대기획

 <데스(Death>
EBS

거장의 탄생 <2015 차이콥스키 

콩쿠르, 그 위대한 여정>

아르떼

TV



12월 18일(금) 따뜻한 바람을 타고 사랑과 행복의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이끌려 간 곳은 삼동소년촌이었습니다. 12월

이면 많은 단체에서 찾지만, 정기적으로 서울YMCA 직원들과 삼동소년촌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고 식

사를 나누는 성탄 잔치는 한 번에 그치는 연례행사가 아니고 사랑의 행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있을 아이들과의 작은 만남을 위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여 사랑의 잔치를 준비하였고 아이들이 학

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 유아에서 고등학생들까지 삼동소년촌 아이들이 식

당을 가득 메우고 우리들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YMCA에서는 매년 삼동소년촌 아이들과 서울YMCA 직원

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과 따뜻한 식사를 같이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에게 서로에게 큰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같이 모여 재미있는 게임도 즐기고 장기자랑도 하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서운 날씨로 움츠려지는 이 계절.  항상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삼동소년촌 아이들과 서울

YMCA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 가득한 서울YMCA와 함께하는 삼동 성탄·송년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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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부에서는 강태철 삼동소년촌 이사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와 서울YMCA의 직원의 작은 정성이 조그마한 손

과 가슴에 전달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삼동 친구들은 환한 미소로 받아 주었고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 같이 식사하는 시간에는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의 가장 행복한 성탄행사였기를 기도합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시고 내 이웃과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YMCA 직원들과 삼동 친구들의 성탄잔치

서울YMCA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다 함께 나누는 식사시간

함께 즐기는 성탄 레크리에이션

Y story | 이달의 Y운동  | 복지

삼동에 부는 아름답고 따뜻한 바람

편집/정리-기획정책실



첫 공연이 있었던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커피빈과 함께 

운영하는 ‘에너지팜’무대였다. 아이들 모두 낯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곧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긴장을 풀었다.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어머니도 있었고, 흐뭇하게 쳐다보는 아

저씨들도 많았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바라봐주는 시민들이 있

어서 감사했다.   

서울YMCA 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봄에는 KBS 초록동요제 서

울·경기 예선 및 본선 특별무대에서, 가을에는 서울YMCA의 대

내외 행사에 특별출연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3학년부터 중학

생까지 총 30여 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며, 동요를 부르며 어린이

들의 정서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친구

와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며 건강한 노래문화를 만들

고 있다. 2016년도 소년소녀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어린이는 청소년활동부(02-723-6730)로 문의하면 된다. 

Y story | 이달의 Y운동  |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이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저녁, 서울YMCA 소년소녀합창

단의 ‘성탄 거리공연’이 있었다. 산타 모자와 목도리를 두

른 30명의 합창단 어린이들이 신나는 캐롤 음악으로 크

리스마스 분위기를 맘껏 전달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팜과 서울YMCA 본관 앞에서 두 차례 진행된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서울YMCA 회원은 물

론, 일반 시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고자 하였다.  

 매년 12월 말에 진행되는 본 공연은 소년소녀합창단을 홍

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합창단의 1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본 공연을 위하여 리

허설을 실시하고, 준비한 8곡의 캐럴 음악을 들려주는 임

무가 끝나면, 어린이들은 1년 활동을 마치는 종강파티에 

참여한다. 올해 마지막 활동인 만큼, 부모님을 초대하여 1

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어린이들을 칭찬하고, 맛있는 음

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글 - 최진영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10 

촛불을 손에든 서울YMCA 소년소녀합창단

서울YMCA에 을려퍼지는 캐롤소리

거리공연에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시민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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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급수가 없는 대회라 

전국에서 실력이 우수한 선수들만 나온다. 그래서 이미 

서로의 얼굴과 이름도 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비

록 자신들과 서로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매년 본 대회를 

통하여 서로의 얼굴을 익힌 동호인들이 많아 다들 오랜만

에 얼굴 보고 인사하는 친구처럼 친근해 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몇몇 동호인들은 각 지역이 멀다 

보니 서로 모이기 힘들어 “이 대회가 모임과 같은 장소이

다. 꼭 나와야 하는 대회다.” 라고까지 하며 대화하는 것

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 서로를 잘 알기에 게임 

중에도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양보하며 페어플레이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품권을 통하여 동호인들

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호인들

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여자 동호인 선수들 참가

율이 낮아 여자경기를 많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

다. 모든 대회가 그렇지만 남자동호인 선수들보다 많이 

부족하고 참가율 또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차년대회에

서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6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을 첫 경기로 제41

회 YMCA 전국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계남 다목적체육

관에서 시작되었다.

제41회 YMCA 전국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서울YMCA가 

주최하고 서울YMCA 사회체육부가 주관, 전국배드민턴

연합회, 솔병원 후원, (주)민턴스포츠상사가 협찬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배드민턴 동호인 복식 69팀, 단식 67

팀 총 205명이 출전했다. 

대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각종 현수막과 진행석, 본부석 

세팅 등 대회준비로 분주하였고 이른 시간부터 대회장에 

도착하여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몸 풀고 있는 동호인 

선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8시 30분 첫 경기를 

시작으로 대회는 진행되었다. 이어 10시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었고, 전년과 같이 다양한 현수

막이 설치되어 대회 분위기를 한층 더 높였다. 이에 힘입

어 동호인 선수들도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며 박진감 넘

치는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며, 모든 동호인 선수

들이 땀을 흘리며 코트 위를 점프하고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는 계속되었다. 그중에서도 올해는 자강조 선수들의 

단식경기가 아니었나 싶다. 국가대표수준의 화려하고 멋

진 경기와 그들의 쇼맨십까지 더해져 보는 이들이 감탄

사를 연발하게 하였다. 관전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박

수 소리와 함성이 들려왔다.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남자단식경기

남자 단식 자강조의 화려한 경기

개회식에 참석한 배드민턴대회 참가선수들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한 남녀혼합복식 경기

글 - 이정헌 지도자 (사회체육부) 

제41회 YMCA 전국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홍콩중화YMCA 인솔자 2명과 18명의 대학생 및 고등학

생으로 구성된 서울 친환경 스터디투어 팀이 한국의 선

진화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및 음식물 분리수거 정책

을 배우기 위하여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일

까지 4박 5일간 서울을 방문했다. 

홍콩은 한국과는 달리 쓰레기 재활용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가정폐기물을 종류별

로 분류하지 않고 매립지에 묻어버리고 있다고 한다. 홍

콩 정부도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8년에는 쓰레기 매립지

가 포화될 거라는 전망에 홍콩정부 및 여러 시민단체에

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중화YMCA에서도 각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분

리수거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대

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친환경 스터디투어팀을 한

국을 포함한 해외에 파견하여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진화된 쓰레기 감소 및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경험

하도록 하여 홍콩으로 돌아간 뒤 각 가정에서 폐기물 재

활용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계

기로 삼도록 하고 있다. 

홍콩중화YMCA 친환경 스터디투어팀은 4박 5일간 본

2015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2명의 인솔자

와 13명의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홍콩중화YMCA 창조예

술 및 청소년교류 투어 팀이 서울을 방문했다.

사회부적응 청소년들로 구성된 홍콩중화YMCA 창조예

술 및 청소년교류팀은 홍콩에서 K-pop 댄스, 페인팅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

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의 연장 선상에서 본회를 방문하여 본회 청

소년들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한국전통문화체험 및 삼성

이노베이션뮤지엄 견학,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어

르신 도시락 배달봉사와 장애인 대상 레크리에이션봉사, 

본회 벽화그리기 봉사 등 다양한 한류체험 및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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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배우러 왔어요 

홍콩중화YMCA 친환경 스터디투어
Live Greenly, Seoul Eco-Friendly Study 
Tour from Chinese YMCA of Hong Kong.

홍콩중화YMCA 창조예술 및 청소년교류 투어
Creative Art Youth Exchange Tour

회 대학생회원들과의 교류와 한국전통문화탐방을 시작

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마포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 시

스템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배우고 홍콩으로 

돌아가 각 가정에서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서울의 친환경 시설을 배우기 위한 그린 스터디투어에 참

가하고 있는 홍콩 학생들입니다. 홍콩중화YMCA를 대신

하여 저희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의 전체일정, 숙박, 음

식, 교통편을 마련해 주신 서울YMCA의 협조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서울YMCA의 자원지도자와 대학생회원

들은 언어장벽에도 불구하고 강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저

희의 일정 진행을 돕고 저희와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습니다. 저희는 한국문화와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 대

하여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의 4일간 동대문, 명동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뿐

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같은 재활용처리시

설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환경보호에 인식이 매

우 높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는 서울시의 뛰어난 재활용 

시스템과 지속적인 교육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

은 서울시민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이는 다

른 어떤 나라에 견주어도 훌륭한 성취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는 쓰레기감소와 조절을 통하여 한국의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당량의 자원과 선진기술을 이용하

고 있습니다. 유용한 자원으로 변환되는 폐기물량의 거

대함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폐기물처리시설

을 방문하면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견학

을 통하여 특히 홍콩정부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과 

전략을 향상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욱 중요한 것은 저희 모두가 환경보호를 인식하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YMCA의 직원들과 자원지도자들에게 감

사드립니다. 그들의 노력과 배려가 없었다면 저희의 여

정이 이처럼 의미롭지 못하고 또한 기억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학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홍콩중화YMCA 초록생활, 서울 친환경 스터디투어 홍콩 학생들

친환경스터디투어-서울드림센터 견학 친환경스터디투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견학

Hi everyone. We are the Hong Kong students who participate in a green study tour 
aiming to learn the eco-friendly facilities in Seoul during this Christmas holiday. On 
behalf of the Chinese YMCA of Hong Kong,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Seoul YMCA for their excellent arrangements of accommodation, 
meals, transportation and itinerary during our study tour. The volunteers and 
university students here were passionate and responsible as they put their best 
efforts into assisting and communicating with us, despite having language barriers. 
We are ver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exchange ideas with them, allowing us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details about this beautiful city.  
 
During these four days in Seoul, we have been a lot of famous attractions like 
Dongdaemun, Myeongdong and some recycling plants like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We realized that citizens here have a high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mostly due to the well developed recycling system in the 
city as well as the continuous education about waste reduction at the source. 
Recycling has become part of the lives here, which is a great achievement for any 
country. 
 
The government has utilized a huge amount of resources and advanced technology 
to improve the country’s environment through better waste reduction and 
management. The amount of dedication of transforming waste into useful resources 
could be reflected during our visits to the landfills and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 
learnt that there are a lot of possibilities for governments, especially Hong Kong, to 
improve their waste treatment procedures and strategies and minimizes the impacts 
brought to the surroundings. More importantly, we should be conscious about our 
environment and try our best to reduce/recycle waste. 
 
Again, we really appreciate the contribution of the Seoul YMCA staffs’ Mr. Kim and 
Ms. Gil; together with the volunteers Sanghee and Junsoo. Without their hard work 
and thoughtful guidance, our journey would be less meaningful and memorable.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a smooth and well-planned learning experience. 
 
Chinese YMCA of Hong Kong 
Live Greenly, Seoul Eco-friendly Study Tour 
Hong Kong Students 
31/12/2015 



창조예술 및 청소년교류 투어-거리공연 창조예술 및 청소년교류 투어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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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특히, 그간 홍콩에서 문화예술활동으로 배웠

던 K-pop 댄스를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 있는 Playbus

에서 거리공연(버스킹)을 하면서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

무리하였다. 

“저희는 창조문화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문

화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에 머무는 동안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서

울YMCA의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

게 되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장애인 친구들과의 교류하는 시

간을 가졌으며, 아직 서툰 우리들에게 방화11종합사회복

지관 직원들은 친절히 알려 주었고, 비록 외모는 다르지

만,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은 굉장히 뜻깊은 시

간이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플레이 버스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한국음

악 댄스를 선보였고 반응이 좋아 우리 스스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경복궁, 인사동 등을 방

문하면서 알지 못하였던 한국 역사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K-pop 댄스 학원에서 k-pop댄스를 체

험하며 잊을 수 없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산타워 가는 

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눈이 쌓여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서울YMCA 별관 앞 벽화에 우리의 작은 우주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스키캠프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재

미있고 의미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서울YMCA

를 방문하여 많지 않은 재료들로 창조성을 이용하여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벽화를 그리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로 도전적인 일정은 웰리

힐리 스키장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노우보드를 배웠습니다. 우선 저에게는 매우 어려

웠습니다. 매번 넘어져서 무릎과 무릎 뒤 오금이 아팠습

니다.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쉬고 싶다가도 끝까지 노력

하여 보드와 스키를 조금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

키팀 코치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의사소통이 완

벽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키팀 코치들은 끊임없

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이번 여행

은 매우 흥미진진하였으며 다음에도 이런 캠프에 참가하

고 싶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조 찬(Zoe Chan)

2015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홍콩중화YMCA 인솔자 

1명과 4가족, 총 15명이 본회 레저사업부에서 진행하는 

스키캠프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했다.

본회와 홍콩중화YMCA의 직원교류프로그램으로 본회에

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생활하였던 캐런(Karen)이 

본회에서의 국제스키캠프 경험을 토대로 이번 캠프를 

준비했다는 것에 홍콩중화YMCA와 본회의 협력 사업으

로써 더욱 의미가 깊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홍콩중화

YMCA의 가족회원들이 본회 회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스키캠프가 되길 기대한다.

홍콩중화YMCA 한국 크리스마스 스키캠프
Christmas Ski Camp in Korea

홍콩중화Y 스키캠프 홍콩중화Y 스키캠프

홍콩중화Y 스키캠프-편지작성자(Zoe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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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감 마흔 두 번째 이야기 / 서울YMCA 대학생 기자단이 ‘청년공감’을 통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합니다.

글 - 김도희 /  박상원 / 박소현 / 임창근 / 조연주 / 최혜원

(서울YMCA 대학생기자단)

    청년공감Y eye |

우리가 바라는 2016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뒤로하고, 새로 맞이한 2016년 병신년(丙申年). 이번 호에서는 6명의 대학생 

기자들이 느꼈던 2015년의 아쉬움을 바탕으로, 2016년에 바라는 모습들을 준비했다. 기본적인 매너, 

치킨값, 오지랖과 같이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소재를 다룬 기사부터 농민, SNS, 표현의 자유 등 묵직

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기사들까지. 기자들의 올해 소망이 담긴 기사들을 살펴보며 올해 나만의 소망

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Manners Maketh Korea - 조연주 (대학생기자단6기)

영화 킹스맨의 대사 “Manners Maketh Man.“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뜻으로 영화의 메시지이자 

올해 초를 강타한 유행어이다. 매너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의 매너(manner)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일상생활에서의 예의와 절차다. 따라서 매너는 개인이 말과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것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매너들이 있다. 혼잡한 대중교통의 큰 백팩을 앞으로 매는 

것. 김밥, 햄버거 등과 같이 냄새가 심한 음식물 섭취 금지와 다리를 넓게 벌리는 자세와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 그 밖에도 도서관, 독서실 등 조용한 공간 안에 이어폰 밖으로 나오는 소리, 영화

관 안에서의 핸드폰 불빛과 속삭임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도 일반적으로 매너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므로 매너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반자석에는 자리가 없지만 일어

나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아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

난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거세졌다. 이는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초기 임산부

들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녀노소 구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약자석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하철 한 칸당 두 좌석 배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이를 과도한 배려라 생각하는 사

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매너의 기준은 개인의 판단으로 나오는 것이다. 매너는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도 없으며 사람들 간에 지

켜지는 암묵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나 법적 잣대를 대며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인

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면 내일의 나는 또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타인과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여 작은 배려와 양보가 모인다면 더욱 성숙한 시민사회

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치킨. U - 최혜원 (대학생기자단6기)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닭고기를 섭취하고 

1인당 연간 15마리의 닭을 먹는다고 한다. 대부분 한국인은 닭고기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한국인

이 좋아하는 야식 1위, 배달 음식 1위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음식. 바로 치킨. 치킨은 우리의 삶에 녹

아있다. 치킨을 먹기 위해 산다는 사람도 있다. 치맥, 1인 1닭, 치느님, 치렐루야, 치멘, 얼리어닭터 

등 치킨과 관련된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치킨은 ‘국민 간식’이다. 

그러나 치킨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고 있다. 치킨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다. 멀어지는 것은 치

킨 값 때문이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치킨점이 2만 원에 가까운 신제품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가격 자체에 대한 반

감보다 본사의 횡포 때문에 거리감을 느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영업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치킨 업체 8개 중 6곳이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 대

부분의 회사가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네네치킨은 32.2% BHC는 16.9%이다. 제조업의 4.5%, 미스터 피자의 1%와 

비교하면 치킨 업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가맹점과 양계농가에는 돌아가지 

않는다. 치킨 가격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비용,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가격 등으로 결정된다. 이 중 프랜차이즈 브랜

드 비용이 치킨값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치킨 가격이 2만 원일 경우 7천  원이 브랜드 비용으로 나가고 가맹점주는 

치킨 한 마리당 약 2천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실제로 치킨값은 올랐지만 많은 가맹점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심지

어 파산한다. 본사와 양계농가, 가맹점, 소비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돈이 모두 본사에 몰리는 것이다. 

본사는 “원자재값이 싸다고 최종 생산품의 값도 쌀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한 생각이다” “치킨값에는 인건비와 가

맹점 운영비, 광고 선전비 치킨 양념비 등의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것”이라며 지금의 치킨값이 적당하다고 말한다.

생닭 가격은 폭락하는 반면 치킨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각자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양계농가는 양계농가대로, 본

사는 본사대로,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하지만 누가 이익을 보는지는 분명하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국

내 치킨 매장 수를 보유할 정도로 우리는 치킨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치킨 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사랑하는 치킨

과 헤어져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오지라퍼들, 이제 그만합시다. - 박상원 (대학생기자단6기)

‘너 오늘 얼굴 상태가 왜 그래?’, ‘저 사람은 피부가 엉망이네.’ 등과 같은 일상적인 외모 지적과 ‘저 

사람 혼자 밥 먹나 봐. 친구도 없나 보네’, ‘혼자 영화 보러 왔나 보네. 불쌍하다.’ 등 혼자임을 비웃

는 냉소 어린 말과 생각들. 나아가 ‘어느 대학교 갔니?’, ‘취업은 했어?’, ‘이제 결혼할 나이네.’, ‘결혼

했으면 얼른 애 낳아야지. 애 없으면 안 돼.’ 등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만한 사건에 대해 너무나 쉽

게 던지는 말들. 한국인들, 2015년에도 열심히 오지랖 부리셨습니다.

‘오지랖’의 사전적 의미는 웃옷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이다. 즉,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옷의 앞자락이 넓다는 뜻으

로 웃옷의 앞자락이 안에 있는 다른 옷을 감싸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간섭하고 참견하고 

다니는 것을 비유한 관용어이다. 이러한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정도가 

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 유리한 대가족 공동체 문화가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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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쌀은 자식이자 삶입니다.   - 김도희 (대학생기자단6기)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시위에는 농민들 또한 참가해 쌀값 폭락에 대

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다쳐 사경을 헤맸지만, 그로부터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던 날, 쌀시장 전면개방이 국회에 통과됐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

가 이를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 어째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일까.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쌀 한 가마니(80kg)를 17만 원에서 21만 원

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쌀값은 14만 4,800원(2015년 12

월 기준)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8% 넘게 줄

어든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을 꼽을 수 있다. TP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

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다. 즉 참여국끼리 관세를 철폐해 투

자와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은 새로운 위기 국

면에 접어들었다. 밥쌀용 쌀조차 전면 개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

들은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 할 것을 요구했고, 특

히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만큼은 중단할 것을 요구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타협, 소통이 아닌 세찬 물대포 뿐이였다.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지 못한 정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의 

시위에는 이유가 있다. 농민들에게 쌀은 생계를 넘어 삶이다. 정성 들

여 키운 내 자식이 홀대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마찬

가지다. 그들에게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농사

이다. 온 정성을 다해야만 자라는 게 쌀이다. 그런 쌀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풍년이라 

기뻐할 수도 없고 재고미를 차마 버리지도 못해 창고조차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태까지 왔기에 사실상 농민들

은 쌀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 쌀값은 개 사료보다 내려

갔고 점점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위뿐 이였을 것이다. 더는 나라가 국민의 

말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권리, 표현의 자유 - 임창근 (대학생기자단6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보장되는 여러 권리 중 특이한 성질이 유난히 두드러진다. 표현

의 자유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크게 거론되지 않는다. 누군가 논란이 될 만한 언행을 하면 특

히 불거진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는 애초부터 ‘튀는 짓’을 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

긴 셈이다. ‘쟨 뭐 저런 말을 해. 과격하고 논란이 될 테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는 태도는 표현의 자유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린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불편한 언행을 지켜봐야 하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

국정교과서와 민중 총궐기를 생각해본다. 여러 의견과 논리가 치열하게 부딪힌다. 표현의 자유는 집단을 더욱 단단

히 하는 무기가 된다. 누군가는 자신의 표현할 권리를 맘껏 이용했고, 이를 두고 다른 이는 과격한 언행이라며 다시 

과격하게 맞받아쳤다. 둘 다 틀린 게 없고 맞는 것도 없다. 어차피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눈에 들어온

다. 색안경을 쓴 것처럼 자신의 논리를 확인할 증거만 눈에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이런 논란과 싸움을 더 부추긴다.

 우리는 내년에도 올해만큼 시끄럽고 말 많은 대한민국에서 살 것이다. 듣기에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될 말만 하는 이

들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눈엣가시처럼 나타날 거다. 각자의 색안경이 짙어질수록 답이 없는 소모전으로 빠질 수

도 있다. 하지만 치열한 의견 대립만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이끈다. 막연한 희망을 바라는 건 아

니다. 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당신도 그 권리를 누린다. 그렇다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표현할 자유

를 지키면서, 색안경을 한 번만 벗어보자. 내년에도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를 더욱 시끄럽게 만들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전진하는 민주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SNS, 누군가에게는 즐거움, 누군가에게는 괴로움. - 박소현 (대학생기자단6기)

Social network service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 SNS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하다. 특

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채널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많아졌고 사람들은 자유로운 공간에 하나둘 의

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허나 올라가는 게시물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거짓 삶은 늘어난다. 

우리는 블로그를 하고,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고,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지만,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부

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문화는 현재까지 이어져 긍정적으로는 정(情) 문화로, 부정적으로는 오지랖 문화가 되어 나타나

고 있다. 인간 간에 정을 나누며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정 문화와 달리 오지랖 문화는 문제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

점은 당사자가 불쾌하다는 점에 있다. 적절한 충고나 조언이 도움되는 경우는 많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

하는 것을 ‘패배’로 여기며 타인에 삶에 간섭하는 심한 오지랖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맘대로 삿대

질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생에서 정석의 길을 정해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필자는 자신의 삶과 가족, 사회생

활을 먼저 돌아보는 것을 권한다. 우리는 모두 남의 삶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남에게 평가받으

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호주에 사는 에쎄나 오닐이라는 소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SNS의 폐해를 토로한 일이 있었다. 이 영상을 

올리고 그녀는 2000개가 넘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지우고 유튜브 계정을 비활성화시켰다. 당시 그녀의 인스타그램

의 팔로워는 58만 명이었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했다. 그녀는 이렇게 외친다. ‘화면 속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평가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녀의 외침 속에서도 SNS의 부작용을 엿볼 수 있다. 

2015년에도 여전히 SNS의 활발함이 유지되었다. 한 자료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터넷 이용자의 약 72%가 이용

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28%), 트위터(23%)가 순서를 잇는다. SNS는 모든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지

만 많은 폐해도 있다. 과도한 인정욕구가 표출되는 것이다. 자신의 목적보다 댓글 하나, 반응 하나를 더 받기 위해 자

아를 잃어간다. 결국 껍데기만 남는 삶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허상적인 과시를 한다. 허나 실제의 

모습과 화면 속 모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이 간극은 사람들을 죽음까지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오닐의 

폭탄 발언은 우리의 2015년 SNS로 인한 결과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진실을 보여줘야 하고 가짜 모습

과 진짜 모습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남이 인정해주는 삶보다 내가 행복하고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했다. 

과연 손가락 끝에 오는 진동을 진짜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행복의 정의는 단순한 

인정으로부터가 아닌, 나로서 오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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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청소년 ‘소원우체통’ 21차 선정 결과

뮤지컬 배우가 꿈인 청소년에게 
음악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타 지원 결정!

“제 꿈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악기를 배울 돈도 없고 악기
를 살 돈도 없는 형편입니다. 기타를 사서 독학으로라도 열심히 하여 꿈에 한 발자
국 다가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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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YMCA ‘소원우체통’ 선정위원회는 12월 16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사연 중 21번째 수혜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글 - 이항아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박지민(가명, 17세, 대구 구산동) 양의 가정 형편은 넉넉

하지 않다. 지민 양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즈음에 아버지

가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러다 집도 넘어가 친척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이어가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민 양은 부모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학원

을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있다. 어머

니의 수입은 생활비로 충당하기에 바쁘고 일용직을 하

며 뛰어다니시는 아버지를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현

재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분야를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꿈을 버리

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집을 보면 이런 저의 꿈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뮤지컬을 보면 볼수록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악기부터 시

작해보고 싶어요.” 

소원우체통 선정위원들은 가정형편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에 다가가지도 못하는 지민 양의 사연을 보고 안타까

워하였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스스로 노력하여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지민 

양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번 지원으로 지민 양이 

현실을 극복하고 작은 희망을 시작으로 꿈에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청소년 신문고에서는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집단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은 또래 관계문제였다. 그런 청소

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자기 이해 및 대인

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2016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YMCA 청소년 '소원우체통'

대              상 :  평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진 청소년들

제  출  서  류 :  자신의 소원 이야기, 지원신청서, 계획서

문의 및 등록 :  서울YMCA 청소년 상담실 '신문고', 

 강남YMCA, 송파YMCA, 서초YMCA, 

 양천YMCA, 양재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청소년 일시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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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ca4242@hanmail.net

선              정 :  선정위원회에서 매월 한 명 선정함.

홈  페  이  지 :  http://www.ymca1020or.kr 

 (공지사항 참조)

  소원우체통Y e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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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G. 아펜젤러의 성장과 교육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펜실베니아 수더튼(Souderton)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다. 미국 이민 5세대가 되는 

아펜젤러는 독일개혁교회의 전통을 계승한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으며 15세 되던 해 세례를 받고 독일개혁교회의 입

교인이 되었다. 아펜젤러는 1876년 10월 1일 장로교회의 부흥회에 참

석했다가 복음 전도자 풀턴(Fulton)의 설교를 듣던 중 깊은 감동 속에

서 회심을 체험하고, 1882년 가을, 감리교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뉴저

지주 메디슨에 위치한 드류신학교(Drew Theological Seminary)에 입

학하였다. 아펜젤러는 드류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영적 훈련에 매진

했다. 그 시기 평신도 설교자 무디의 설교에 감동받은 대학생들 사이

에서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 1880년 4월 ‘해외선교를 위한 신학교연

맹(The Inter-Seminary Alliance for Foreign Missions)’이 결성되었다. 

아펜젤러는 신학교 2학년인 1883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네티

컷주 하트포드에서 개최된 제4회 해외선교를 위한 신학교연맹 모임

에 참석했다. 처음에 아펜젤러는 일본 선교를 지망했다가 둘도 없는 

친구 워즈워드의 대타로 선교지를 한국으로 정하게 되어 1884년 12월 

20일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아펜젤러와 엘라 닷지가 결혼식

을 올린 지 3일 후였다.

배재학당 설립과 선교사업의 개척

아펜젤러가 서울 정동에 안착한 것은 1885년 7월 29일이었다. 1885년 8월 3일 이겸라(李謙羅), 고영필(高永弼) 두 학

생에게 자신의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으로 학교 문을 연 것은 1886년 6월 8일이었다. 학교가 안

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1887년 2월 고종이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란 의미를 가진 ‘배재학당’(培材學堂)을 

교명으로 하사하였다. 이 교명을 받아들고 아펜젤러는 “이것으로 우리는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한국인 앞에 떳떳이 

설 자리를 마련한 셈”이라고 기뻐하였다.

아펜젤러는 정동에 안착하여 교육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서울과 함께 전국에 선교기지를 개척하려는 전망하고 있

었다. 서양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경계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을 처음 여행한다는 것은 신변의 위

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적인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는 선교 개척기에 5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아보

며 선교거점 개설을 위해 초석을 놓았다. 아펜젤러는 위로는 의주, 아래로는 부산까지 그리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지

나며 “땅을 정탐하는” 자세로 선교지 개척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신실한 ‘선교탐험가’였다. 1887년 2월 27일 주일, 30

명 넘는 한국인들(배재, 이화, 제중원 의학반 학생들)이 연합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 후 아펜젤러는 1887년 7월 24

일 마침내 한국인에게 첫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은 한국감리교회의 첫 세례교인이 되었다. 결

국 이러한 배재학당의 설립과 선교지 개척은 1093년 한국 땅에 YMCA의 초석을 놓는 계기 된다.

  

대를 이어 한국 선교사가 된 아펜젤러의 아들 
헨리 D. 아펜젤러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디딘 후 17년 동안 

이 땅에 교회의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으로 교회가 확

장되는 열매를 거두었다. 배재학당을 설립하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였

으며, 출판문화사업을 통해 한국학을 최초로 소개하는가 하면, 한글

성서번역 사업에도 매진하였다.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자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아펜젤러가 선박충돌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1902년 

6월 11일이었다. 당시 아펜젤러의 외아들 헨리 닷지 아펜젤러의 나이

는 13세였다. 닷지 아펜젤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고 가난과 싸

우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청년기에 접어든 내내 닷지의 생각을 사로

잡은 것은 선한 삶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태어나서 자란 곳이긴 하

지만,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안겨준 한국으로 돌아가

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 와중에 닷지의 인생 설계가 완전

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의 친구 워즈워드 목사 부부(Dr. & 

Mrs. J.S.Wadsworth)의 초대였다. 

워드워즈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닷지는 워즈워드 목사의 설교가 모두 자신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느

껴졌고 왠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홀로 공원을 산

책하면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신이 위선 덩어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백색순교를 결단하는 회개로 이어

졌다. 그날 밤, 대학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대화하는 중에 워즈워드 목사로부터 “긍정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

을 때 감동의 물결이 닷지를 압도했고, 그 경험이 닷지를 한국으로 이끌었다. 결국, 닷지는 1917년 6월 한국으로 돌아

왔고, 1918년 4월 아버지가 세운 정동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으며,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1918년부터 제물포 근해의 섬들을 순회하며 2년간 선교 사업을 벌이던 닷지는 배재학당의 교장에 취임하였다. 교장 

임명의 잦은 취소와 번복, 일제의 기만적인 교육정책과 학원 사찰 등 온갖 압제 가운데서도 닷지 교장은 꿋꿋이 버티

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신앙교육 위에서 민족자존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노력하였다. 특별히 여러 가지 운동

을 보급하면서 한국 젊은이들의 협동정신 함양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1905년대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

국 복음화에 힘쓰던 닷지는 1953년 가을 과로로 건강을 잃고 12월 1일 세상을 떠났다. 

닷지 아펜젤러의 유골은 “나의 뼈를 나의 고국이요 사랑인 한국 땅에 묻어 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젠센 선교사의 

품에 안겨 한국으로 돌아왔다. 1954년 11월 20일 오후 2시 정동제일교회에서 배재학교와 기독교세계봉사회 공동 주

최로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는 닷지 아펜젤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모든 업무를 중지하였

다.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신익희 선생도 참여한 국가적인 의례로써 아펜젤러의 한국 사랑과 희생에 경의

를 표하였다. 

대를 이은 한국사랑 아펜젤러 부자

YMCA인물사 강좌(I) :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

YMCA 인물사 강좌Y joy |

글 - 조선혜(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정리 : 주건일 지도자(시민사회운동부)



그리스도, 성령강림
글 - 박희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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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기행Y joy |

<성령 강림>-1306~1312년경, 패널의 유채,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하늘의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전통적으로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묘사된다. 비둘기는 둘러싸고 있는 빛은 하나

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빛이 성모와 사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성령 강림의 순간을 나타낸다. 

엘 그레코의 이 작품에서 사도들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자세는 기적을 보고 놀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

들은 그리스도의 신도들을 의미한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작품이 조토의 <성령 강림>이다.

집안에 12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두 손을 벌리고 있고 방 밖에는 세 사람이 서 있다. 

이 작품에서 열두 명의 제자인 것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그들의 지도자로 떠오른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할 제자

로 마티아를 뽑았기 때문이다. 

집 안 중앙,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베드로로 그의 머리 위에는 비둘기가 빛을 뿜고 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

징하며 베드로가 중앙에 있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초석을 놓는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다. 

조토의 이 작품에서 집 밖에 있는 세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의미하며 집 쪽으로 얼굴이 향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왼쪽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기적으로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이 작품이 조토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패널 그림으로 여섯 개 장면 중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만 그리스도가 등

장하지 않는다.

<성령 강림>-1604~1614년, 캔버스에 유채,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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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

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의 의무인 복음을 전

파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50일째가 되는 날, 승천

하신 지 열흘 뒤, 시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루살렘의 올리브 동

사 근처에 있는 큰 방에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차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들이 앉아 있는 방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

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

었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

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는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가지가 태어난 지방의 말

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이 가운데는 파르티아 사람, 메

대 사람, 엘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

아, 폰투스,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프리기아, 밤빌리아, 이집

트,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크

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러데 저 사람들이 지

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마

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시작

한 것은 그리스도가 성경 강림 이후에 일며 그때부터 교회가 시

작되었다. 

복음서에 따라 성령 강림의 순간을 표현한 작품이 엘 그레코의 <성령 강림>이다.

하늘에는 비둘기가 날개를 펼치고 있고 사도들에게 둘러싸인 성모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사도들

은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성모가 화면 중앙에 있는 것은 성모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가 성령 강림하실 때 성모가 사

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요가의 시작은 기원전 30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전해지는 수행법으로 이를 통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

고 기쁨의 상태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요가라 하면 육체적, 생리적 요가인 하-타 요가(Ha-

tha-yoga)를 알고 있다. 그 방법들에 따라 아쉬탕가 요가, 비니 요가, 시바난다 요가, 힐링 요가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수련되고 있다. 

병신년 새해의 시작에서 태양에 경외심을 갖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여 그 힘을 받고자 하는 요가 전통의 수

련법인 태양 경배자세(Surya Namaskra)를 소개하려 한다. 태양 경배자세는 깊은 밤의 휴식에서 깨어나 온몸에 

창조적인 힘을 받기 위한 12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적, 반복적으로 수련하는 것이다. 수련 과정에서 호

흡을 바라보고 움직임을 바라보며 외부로 향해 있던 모든 감각기능을 회기 시켜 자신을 향한 명상이 되도록 하

는 정신적인 예배의식이기도 하다.

12 동작의 반복 실행을 통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져 신체는 활력과 심신의 조화를 얻게 될 뿐 아니라 근골격

계 적으로도 탄력과 유연성을 향상 시켜 준다. 1~12 동작이 1세트로 초보자는 3세트 정도 수련하고 점진적으로 

그 횟수를 증가시킨다. 

두발을 모으고 두 손을 합장하

여 가슴에 모은다.

체중을 온몸에 고르게 실은 

후, 숨을 천천히 내쉰다.

숨을 멈추고 앞으로 굽힌 다리

를 뒤로 빼내어 전신에 힘으

로 지탱한다. 시선은 양손 사

이 바닥을 바라본다. 

숨을 마쉬면서 왼쪽 다리를 뒤

로 빼고 무릎은 바닥에 댄다. 

시선은 최대한 위로 향한다.

숨을 마시면서 팔을 위로 펴 

올리고 허리를 뒤로 젖힌 다음 

엉덩이를 앞으로 밀고 다리는 

곧게 편다. 목은 이완시킨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 가슴, 이

마를 차례로 바닥에 내린다. 

엉덩이는 위로 올리고 발가락

은 안쪽으로 하여 세운다.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굽혀 

가슴을 무릎에 댄다. 손바닥은 

바닥에 댄다.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앞으로 

숙여 가슴을 무릎에 대고 손바

닥을 바닥에 댄다.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밀면서 

뒤로 신전한다. 두 다리를 붙

이고 목을 젖혀 시선은 뒤로 

향한다

숨을 마쉬면서 팔을 위로 펴 

올리고 허리를 뒤로 젖힌 다음 

엉덩이를 앞으로 밀고 다리는 

곧게 편다. 목은 이완시킨다.

숨을 마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뒤고 빼고 무릎을 바닥에 댄

다. 왼쪽 다리를 앞으로 굽혀 

양손 사이에 놓는다.

시선은 최대한 위로 향한다. 

숨을 내쉬면서 두 발을 모으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역 V형 자

세를 만든다. 

숨을 내쉬면서 처음 자세로 돌

아와 두 팔을 내린다.

1동작

5동작

9동작
2동작

6동작

10동작
3동작

7동작

11동작
4동작

8동작

12동작

새해맞이 요가
글·사진 - 정유경 협회장

현) 한국과학요가협회장
현) 엠케어요가 대표 
현) 명지대학교 요가치유과 교수 
현) (사)국제통합대체의학협회 상임이사, 
현) (사)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교육이사

YMCA와 함께하는 건강스트레칭Y j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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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하며,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주장하고, 

종교적 단합을 호소하면서 독자들에게 시공을 초월하는 진실

을 이야기하는 철학적 에세이다. 현대의 성서라고 불리며 세

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한다. 

애니메이션<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재탄생된 영화다. 생텍쥐

페리의 <어린왕자>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작

품인 것처럼 총연출자인 로저 알러스는 이 영화가 온 가족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며 할리우드에서 만

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인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

운 질감의 감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함께 많은 이야기

를 나눠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 냈다.

영화는 알미트라가 무스타파를 만나 변해가는 과정을 바탕으

로 중간중간 각각의 독립된 영상으로 제작된 <예언자>의 메시

지들을 전해주는데 실제로 무스타파는 신의 예언자이며 알미

트라는 오르팰리스 사람들 중 가장 먼저 그를 찾아와 그를 받

아들인 여자예언자의 이름이라고 한다.

알미트라의 아픔을 알아보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

는 법을 알려 준 ‘자유’부터 시작된 이 8편의 메시지는 니나 페

일리, 빌 플림턴, 톰 무어, 조앤 C. 그라츠 등 각각의 다른 아

티스트가 각자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로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작품의 총감독을 

맡은 로저 알러스 역시 <라이온킹> <부그와 엘리엇>등으로 많

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으로 이러한 연출가들이 

모여 만든 작품인 만큼 아트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아트애

니메이션’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그 메시지와 감동을 분명하

게 전달해 준다.

 ‘결혼’이나 ‘죽음’ 등 아직은 어린이들에게는 잘 이해하기 어

려운 메시지들이다. 하지만 각각의 영상이 그 메시지를 충분

히 쉽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제에 대해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보고, 또 한 무스타파

로 인해 알미트라가 마음을 열어가게 되는 과정이나  다시 교

도소에 갇혀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해진 무스타파에게 힘

과 용기를 주는 알미트라의 모습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 에 

대해 생각해 보고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진실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Kahlil Gibran's The Prophet, 2014) 

본정보   애니메이션 | 85분| 개봉 2015.09.15 |미국

감    독   로저 알러스, 개턴 브리찌, 조앤 C. 그라츠 |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Y j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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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감상 포인트: 내용도 어렵고 서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느긋하게 즐기면서 많
은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보는 영화가 
아닌 두 번 세 번 봐도 여전히 볼 것 생각할 것이 많은 영
화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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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스포츠단&키즈아카데미  스키캠프
강남YMCA 아기스포츠단&키즈아카데미 단원은 2015년 12월 

8일(화)~9일(수) 1박 2일간 웰리힐리파크로 스키캠프를 다

녀왔습니다.

강남YMCA 레저사업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아기스포츠단&키즈아카데미 산타잔치(크리스마스 행사) 
강남YMCA 아기스포츠단&키즈아카데미 단원은 2015년 12월 

23일(수) 우남홀에서 인형극 관람 및  산타행사를 실시 하였

습니다.

활동 스케치

서울YMCA 스키캠프
레저사업부에서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에서 

아기스포츠단 및 홍콩중화YMCA 회원을 대상으로 스키캠프

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 자원봉사자 후원자 만남의 날
2015년 12월 8일(화)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자원봉사자, 후원

자들을 격려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식 및 강원도 춘천 

외부나들이 등의 활동으로 자원봉사자 후원자 만남의 날 행

사를 진행하였습니다.

Y news | 활동스케치

아기스포츠단 스키캠프
서부YMCA 아기스포츠단은 2015년 12월 10일(목)부터 11일(금)

까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웰리힐리파크로 스키캠프를 다녀

왔습니다. 

서부YMCA

스피닝 회원 작품 발표회
서부YMCA에서는 2015년 12월 23일(수) 스피닝 회원 작품발

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2015년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발표회
2015년 12월 12일(토) 청소년문화센터 2층 열린마당에서 동

아리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발표의 장을 가

졌습니다.

청소년정책참여 [Y-열린행정] 결과발표회
2015년 12월 18일(금) 청소년정책참여 [Y-열린행정] 사업 결과

발표와 청소년정책제언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열심히 참여한 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

수, 군의회의장, 교육지원청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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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YMCA 청소년 라켓볼대회
2015년서초YMCA에서는 12월 13일(일) 라켓볼장에서 제1회 

YMCA청소년 라켓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기스포츠단 학예발표회
2015년 12월 24일(목) 성탄절을 맞아 송파YMCA 아기스포츠단 

단원의 학예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제15회 서울YMCA 청소년 문학상
2015년 12월 12일(토)에 서울YMCA 강당에서 ‘제15회 서울

YMCA 청소년 문학상’이 개최되었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어

느행성의 기찻길’이란 제목의 설월여고 박예슬 학생이 수상하

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청(구청장:김영종)과 함께하는 사랑의 라면 전달식
12월 18일(금) 오전 11시에 종로구청에서 서울YMCA와 종로구가 함께하는 사랑의 라면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서울YMCA 직원들의 

잔전으로 전달된 종로구와 연계한 사랑의 라면 전달식은 종로구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우 등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될 예

정입니다.

청소년활동부

송파YMCA

서울YMCA-재일본한국YMCA 이사간담회
12월 1일(화)~4일(금) 3박 4일간 재일본한국YMCA에서 이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서초YMCA

아기스포츠단 스키캠프
2015년 서초YMCA 아기스포츠단 단원 53명은 12월 10일(목) 

~ 11(금)일까지 강원도에 횡성에 있는 윌리힐리파크로 스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Y issue | 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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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 4일 / 서울YMCA·재일본한국YMCA 이사간담회

12월 18일 /  종로구청 사랑의 라면 전달

              삼동사랑의 성탄송년행사

12월 15일 / 청소년수련원위원회 김서영 위원 

 법무부(사) 한국사법교육원 경기북부지원 시민로스쿨 총동문회 회장취임 

12월 29일 / 레저스포츠위원회 박옥식 위원장

 제4회 다문화 사랑나눔콘서트 개최 

12월 1일 ~ 4일 / 서울YMCA·재일본한국YMCA 이사간담회 12월 22일 / 서울YMCA 이사회

12월 22일 / 서울YMCA 이사회

서울YMCA 회장 동정

위원동정

서울YMCA 이사장 동정

안창원 회장

조기흥 이사장(평택대학교 총장)

Y동정

퇴      직

인사발령(승진)

인사발령(보직변경)

직원동정

12월 5일 / 서부YMCA 류미나 예능지도자결혼 12월 31일 / 송파YMCA 이은정 지도자

유시범 기획정책실 실장 겸 시민사회운동본부 본부장

조규태 운영본부장 겸 총무부장 겸 재단협력본부장

김용재 서초YMCA 관장

주재형 송파YMCA 관장

최윤식 서부YMCA 관장 겸 고양청소년문화센터협력부장

조규대 회원활동부 부장

김영훈 강남YMCA 부관장

이성구 망우청소년수련관 부장대행

김상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관장대행

김봉기 영흥해양센터 소장

정경민 시설운영부 부장대행 겸 재단협력부장

여봉구 레저사업본부장대행 겸 레저사업부 부장

신종원 위탁사업본부장대행 겸 망우청소년수련관 관장

류지한 사회체육부 간사

한준정 망우청소년수련관 사무원

홍진원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겸 총무부 간사

김유진 강남YMCA 지도과장

조동찬 사회체육부 간사

이정훈 시민사회운동부 간사보

오행춘 서초YMCA 관리과장

이우룡 서초YMCA 과장

성기현 송파YMCA지도과장대행

유찬모 청소년활동부 간사보

전호영 서부YMCA 지도과장대행

임승태 레저사업부 지도과장대행

서영경 시민사회운동부 지도과장대행

백흥식 다락원캠프장 지도과장대행

송호섭 강남YMCA 과장대행

이상훈 서초YMCA 지도주임대행

김정철 서부YMCA 지도주임대행

김진태 시설운영부 기관주임대행

임충기 송파YMCA 기관기사

윤완여 서초YMCA 전기기사 겸 회원관리원

이기석 다락원캠프장 주임

최수미 재정부 주임대행

박순희 송파YMCA 주임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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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구성원 추천 이사ㆍ감사ㆍ차년도 공천위원 후보 심의요청 공고

「서울YMCA 헌장」제17조(선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회원은 서울YMCA 이사, 

감사, 차년도 공천위원 후보 공천심의요청서를 공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천기준 (공천규정 제5조)

   ① 공천위원회는 매년 후보공천절차 개시 전 별도의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천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총회구성원의 자격을 갖출 것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경력 3년, 회원경력 5년 이상일 것
         3. 3회 연속 낙선된 자가 아닐 것

● 관 련 근 거 

   1. 서울YMCA 헌장 제17조 제2항은 “이사ㆍ감사ㆍ차년도 공천위원은 공천위원이 정한 후보와 총회구성원 3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여 공천위원회가 당해년도 선출정원의 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2. 공천규정 제6조[공천후보] 제2항은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공천후보가 아니라도 총회구성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총회구성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천위원회에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공천후보에 함께 공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서의 제출 시한은 공천심사를 개시하는 회의 전까지”로 한다.

   3. 헌장 제16조(감사) 본회는 감사 2인을 둔다.

● 등록기간 :  2016년 1월 4일 ∼ 1월 11일까지

● 제 출 처 : 회원활동부(Tel. 734-1644)에 마련된 공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추천서를 첨부한 후 공천위원회에 심의 요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회원활동부로 연락 바라오며 공천심의요청서,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www.ymca.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Y M C A

공  천  위  원  회

위원장  한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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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총회 회원 자격 신청안내

서울YMCA 이사장

근거규정

오는 2016년 2월 25일(목)은 서울YMCA 제113차 정기총회입니다. 지난 한해의 사업을 결산하고 

새로운 해의 사업을 계획하는 총회에 총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서울YMC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총회원의 요건을 갖추어 새롭게 총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회원은 세례확인서를 

첨부하여 총회원 자격구비 신청을 해 주시면 헌장 및 회원규정 절차에 따라 인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헌장 제12조(총회 구성 등)

1)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서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 구성원 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만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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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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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732-2067

                E-Mail : hoewon@ymca.or.kr

■ 제출기한 : 2016년 1월 29일(금)까지

우리은행  종로YMCA지점  02)734-2661 (내선 510.511,512)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이윤우 글 ·그림

한국 안데르센 대상 수상 작가 이윤우가
세상 모든 아이에게 전하는 사랑과 격려!

"달님, 나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조금 느리고 
네가 조금 더뎌도

걱정하지마."

"넌 할 수 있단다."

2015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BOLOGNA 
CHILDREN'S BOOK 

FAIR 2015
2015 SELECTED ILLUSTR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