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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0일(화) 11시 30분 서천군에 위치한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지(한산면 종지리 263)에서 월남 이상재선생 좌상 

이전 제막식이 개최되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

최되어 그 뜻과 의미를 더하였다.     

이 날 행사는 양총재 목사(서울YMCA 이사장)의 기도를 시

작으로 월남이상재선생기념사업회측의 경과보고, 김인복 이

사장(재.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의 비문낭독에 이어 서

천군, 월남이상재선생기념사업회, 서울YMCA, 한산이씨 종

중, 월남선생 후손 등 주요내빈이 제막의 서막을 열었고, 이어

진 박우종 부군수(서천군청)와 이봉구 이사장(한산이씨 대종

회)의 축사, 이상복 대표회장(월남선생기념사업회)의 인사말

씀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월남 月南 이상재 李商在 선생 좌상 이전 제막식 개최
이날, 이전 제막된 월남 이상재 선생의 좌상은, 1984년 6월경 시간을 거

슬러 그 제막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월남 선생의 숭고한 뜻과 유

업을 기리고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남선생 전신상(現 종묘공원에 위치)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당시 윤보선 전대통령(동상건립추진 명예위원장)과 

김상협 전국무총리(동상건립추진위원장)를 필두로, 대대적인 홍보와 모금

운동으로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월남선생 좌상제작이 병행 추진되었고, 그 

모든 과정에 서울YMCA가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편, 1986년 10월 28일, 서울YMCA는 창립 83주년을 맞아 강남지회 

회관(강남구 논현동 225-6번지)준공식을 가졌는데, 이때에 월남 선생 좌

상 제막이 함께 이루어졌다. 월남 선생 좌상은 당시 명성있는 조각가 김경

승씨에 의해 제작되었고, 

0.7M 높이의 좌대 위에, 

높이 1.5M의 한복 두루

마기 차림의 좌상이 강남

YMCA회관 입구에 세워

졌던 것이다. 

우리 민족사와 독립운동사의 거목과 같았던 월남 이상재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펼쳐온 서울YMCA

는, 그간 서천군 주도의 월남선생 생가복원 및 전시관 건립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협력했음을 물론, 월남이상재선생기념사업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연대·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

어오면서, 그 일련과정가운데 이번에 서천군, 월남이상재선생기

념사업회와 함께 뜻 깊은 좌상 이전 제막을 일구었다.  

겨레의 등불과 같았던 월남선생의 업적과 혼이 담긴 생가지 중심

으로 이전 제막된 월남선생 좌상에 이어, 향후 전개되는 다양한 

월남선생 정신선양 사업과 활동을 토대로 월남선생 정신이 후세

에 귀감과 사표로 더욱 귀히 기려지기를 내심깊이 기대해본다.        

편집/정리 : 기획정책실

양총재 목사(서울YMCA 이사장)의 기도

김인복 이사장(재.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의 비문낭독

월남 이상재 선생 전시관으로 이전한 월남 이상재선생 좌상

월남 이상재선생 좌상 이전 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

이상복 대표회장(월남선생기념사업회) 인사말씀

이석하 회장(서울YMCA)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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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15주년을 맞이한 서울YMCA는 청소년이 미래의 일꾼

으로 거듭나기 위해 ‘Peace Maker(평화의 일꾼)’을 신조로 청소

년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으며, 이의 목적으로 ‘YMCA 청소년 문

학상’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에게 글쓰기를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

을 향상하고 미래의 꿈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왔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청소년문학상은 

전국의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들이 운문 또는 산문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로운 주제로 예선작품을 제출하였다. 총 200여 편

의 작품 중 예선심사를 거쳐 100명을 선발하였고, 본선(백일장)

을 진행하여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본선’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백일장 형식으로 자신의 문학 감

수성을 온전히 뽐내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시

각이 잘 묻어난 창의적이고 순수한 작품들이 많았다. 사는 지역, 

환경, 연령, 성별 등 모든 것이 다른 친구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

한 내용의 작품이 제출되어 더 의미 있는 문학축제였다.

1월 25일(목), 서울YMCA 친교실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

된 수상자와 그의 가족 및 내빈을 초대하여 시상식과 문학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금상은 포항 지진 참사에서 소중한 친구를 잃

은 청소년의 진솔한 이야기를 작성한 신봉고등학교 최예헌 학생

의<별을 보내주기 위한 교복> 작품이 수상하였다. 

백인덕 심사위원장(한양대 교수, 시인)은 심사평에서 “4년 동안 

심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매년 참가자들의 글솜씨가 느는 것이 

보인다. 특히 올해는 어휘사용과 표현방법 등 전반적으로 좋은 

제16회 YMCA 청소년문학상

청소년,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요! 
- 포항 지진 참사 내용을 글로 녹여낸 청소년이 금상 수상

Y story│이달의 Y운동│청소년 Y story│이달의 Y운동│청소년

글 -강장미 간사

(청소년활동부)

부  문 구  분 이  름 소  속 작품명

금  상 산문 최예헌 신봉 고등학교 별을 보내주기 위한 교복

은  상

운문 권용은 영등포 여자 고등학교 일용직 교복

산문 최서진 덕산 중학교 거울

동  상

운문 김효민 철원 여자 고등학교 복례씨네 겨울나무

운문 오주영 언남 고등학교 나(무)에게

산문 정철균 문산 제일 고등학교 어항 속 나

가  작

운문 김유진 수원 동성 중학교 교복

운문 박지희 - 무지개를 달리는 구름들

산문 이림 인천중앙 여자 고등학교 거울

산문 황지연 - 회색빛, 감촉, 무의미

                                                                           (문의 : 청소년활동부 723-6730, youthymca@naver.com)

수상자 명단

작품이 많이 나와서 기쁘다.”고 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멀티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독서 외

에 다양한 자극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청소년들이 글 

쓰는 장(場)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YMCA 청소년문

학상이 오랫동안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서울YMCA는 청소년 문학상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

고, 문학 감수성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청소년 순수문학의 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다.

1월 20일(토), 제16회 YMCA 청소년문학상 본선 1월 25일(목), 제16회 YMCA청소년 문학상 시상식 1월 25일(목), 제16회 YMCA청소년 문학상 금상 수상자 ‘최예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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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양천YMCA에 오게 될 봉사활동

참여자로 스위스 친구, Isciane Favre가 

지명되었다. 회원들이 외국인 봉사활동참여

자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였고, 곧바로 입구 안

쪽에 큼지막한 현수막이 비치되었다. 그 안

에는 알프스 소녀, Isciane Favre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1년간 양천YMCA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회원들과 국제문화교류 및 자원

봉사활동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안내로 인해 회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

면서, 외국인 친구인 Isciane Favre에 대한 친숙함과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 

관심에 힘입어 회원들의 참여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무료영어수업이라는 활동으로 가닥

을 잡게 되었다.

무료영어수업이 개설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개설단계에서 몇 가지의 난관에 봉착했었는데, 첫째로 스위스 친구인 

Isciane은 영어회화 실력은 우수하지만 실제로 영어수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어 수업 진행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둘째로 참여자들의 영어수준

편차가 있어 강의의 난이도 및 교재를 선정하는 과정이 고심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2개월간 직원들을 

상대로 모의영어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개월의 시간 동안 Isciane는 강의 경험을 쌓아 능숙한 교육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회원

들 모두의 접점에 맞는 교안을 직접 제작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만반의 준비 끝에 시작된 첫 수업은 Isciane의 오리엔테

이션 및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속에는 영어에 대한 이유 있는 학구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회

원 한 분이 서글서글한 미소와 함께 전해주었던 사연이 가장 진하게 기억에 남는다. 

‘미국에 이민 간 자식들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영어를 못 해 손주와 얘기는 못 하고 웃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요. 영어를 배워서 꼭 손주와 영어

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두 달간의 수업이 끝날 때 즈음에 짧게나마 손주와 교감을 나누는 할머니의 모습이 기대됨과 동시에 그리움을 영어로 전하고 싶은 할머니의 애

틋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2018년 1월 첫 주에 정식으로 시작된 수업은 모집 하루 만에 전원 마감의 성과를 이루며 순조롭게 출발하였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

행되는 수업은 Isciane가 만든 교안을 중심으로 파트너와의 프리토킹, Q&A 방식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철저한 예습 및 복습을 독려

시켜 회원들의 실제적인 영어 실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천YMCA 무료 영어 회화수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복지운동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ICYE 외국인 참여자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각 지역 YMCA에서 자원봉사활동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참여자 모두가 한국에서 좋은 추

억을 갖길 바란다. 또한, 양천ICYE 봉사자 Isciane 역시 YMCA에서 좋은 경험과 의미 있는 추억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하며 

영어회화수업 Class president의 수업 소감문과 Isciane의 Article으로 마무리한다.

양천YMCA 회원들과 ICYE 봉사자와의 

국제 문화교류 및 재능기부를 위한 

무료영어회화수업

서울YMCA는 국제 청년 문화교류 사업을 위한 ICYE 한국위원회를 두고 있다. ICYE는 매년 34개 회원국에서 선출된 

자원봉사자 약 600명이 협약을 맺은 여러 국가에서 1년간 자원봉사 및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천YMCA

는 현재 스위스 참가자 이시안 파브레(Isciane Favre)가 2017년 9월부터 1년간의 일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양천YMCA는 최근 1월, Isciane Favere를 필두로 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무

료영어회화수업을 개설하였다. 수업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20명의 양천YMCA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Class president의 소감문

글 - 문필주 지도자

(양천YMCA)

Hello! My name is eun kyung kim. I have been working out about a year in YMCA. My favorate quoto is ‘If it doesn’t 

challenge you. it won’t change you’ I want to change me.so, I will challenge anything. One year ago, I couldn’t breathe in 

water, I wanted to swim well. so, I tried and tried. and now I think I’m love with swimming. Now I want to challenge my ‘fear 

of speaking English’ fortunately I met Isciane in YMCA. I feel grateful for Isciane’s free service She gives us Activity paper 

and shows how to use it. We usually work in pairs and we must speak only in English. We speak to each other without 

caring about gramma and pronunciation. I was surprised that we got it. I’m willing to try harder with Isciane in YMCA. So, 

I’ll get over ‘fear of speaking English’ Thanks for helping us. We owe you one Isciane and YMCA.

Isciane Favre의 Article

English classes

I am Isciane Favre, a Swiss ICYE volunteer working in Yangcheon YMCA and the teacher of these free English conver-

sation lessons. Me and my coworkers have been preparing all the classes together, adapting the tasks to the level of 

our students and giving them interesting topics to talk about. We have also been finding ways to make the instructions 

understandable without ever using Korean to be more efficient in our teaching.

I had a positive surprise concerning the motivation and the enthusiasm of our members. They all get involved in the class 

and take every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speaking skills. It makes the overall atmosphere enjoyable for both the students 

and the teacher which gives me the feeling we’re all having a good time together.

So far, it looks like the members are satisfied with the conversation subjects and the tasks we give them, and I hope they 

will go on liking the classes.

The goals for this class is to give our students the skills to talk about various subjects in English, give them more confidence 

when it comes to talk with an English-speaking person and improve their fluidity.

In conclusion, this class is a pleasant moment for the English language lovers to be ga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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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1일(일)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본 지도자는 서둘러 

종로 본회로 향했다. 서울YMCA 체육지도자회 독거어르

신 나눔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체육지도자회에 가

입한 지 올해로 15년째가 되어 정기집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번 모임은 특히 봉사활

동의 기회여서 종로본회로 가는 발걸음은 더욱 가벼웠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종로5가, 

6가 그리고 충신동 일대에 거주하시는 독거어르신들에게 

YMCA의 운동이념을 전해드리는 한편 추운겨울 조금이

라도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장갑, 넥워머, 양말, 내복, 반

찬 5개, 치킨 2마리와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특별히 올해는 독거 어르신분들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도 체육지도회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본 모임의 의미가 더욱 뜻 깊었고 보람되었다. 

2시 30분 모임의 자리가 시작되었고 25대 서울YMCA 

체육지도자회 김묘왕 회장의 봉사 의미전달과 주의사항, 

조희창 관장의 인사말을 전해 듣고 위태욱 체육지도자회 

부회장의 기도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체육지도자회 회원들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구성

되어 총 50가구에 우리가 준비한 나눔을 실현하고자 하

였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서

울YMCA 흰 조끼를 입은 나

눔의 천사들은 나눔장소로 출

발하였다. 

작년보다 기온이 크게 낮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좁은 골

목골목을 각자의 모바일을 이

용하여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외출 중인 분들께 

직접 전화하여 다시 방문하는 

수고가 있었지만 회원들의 얼

굴에는 힘든 기색은 커녕 밝

은 미소만이 가득하였다.

서울YMCA 체육지도자회 3차 정기집회

“독거 어르신 나눔활동”

본 지도자 역시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온정

을 나눠 드리러 방문하였다. 길찾기 앱을 사용하여 목표장

소로 향했지만 자동차길 안내를 선택하여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는 실수도 했었고, 양손 가득 무거운 종이가방에는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정성들로 인해 팔이 아프고 저렸지

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는 생각에 가

슴 벅찬 즐거움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얇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양쪽으로 걸어 다니

기도 비좁은 복도 틈에 좁디좁은 작은 방 안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뵙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먹먹한 마음이 들었

다. ‘그분들에 비교하면 난 정말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

구나...’,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신 분들

이 많이 계시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약 내년

에도 이와 같은 봉사를 진행한다면 어르신들 또는 불후한 

환경의 분들에게 더욱 온정이 담긴 선물을 드려야겠다 라

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본 지도자 혼자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본 행사에 참여한 체육지도자회 회

원 모두와 사랑과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YMCA 모

든 직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오후 5시쯤 모든 지정된 50가구에 우리의 정성을 전해드

리는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2시간에 걸친 봉사활동의 마

무리는 충신동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

으로 정리됐다. 식사 장소에서는 저 마다 전달과정의 무용

담(?)이 오고 갔으며 어떤 모임 자리에서 보다 즐거운 분

위기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모임의 취지를 모

든 참가자가 이해했고 그날의 보람을 한껏 느끼고 마음에 

담아두었기에 더욱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우

리들의 작은 노력과 봉사활동은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3차 모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 반찬준비에 휴일임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급식업체 해피맘푸드 사장님, 종로구 복지지원과, 발 토

시를 협찬해주신 (주)씨앤씨, 장갑과 목워머를 협찬해주신 

(주)씽크트리, 내복을 협찬해주신 (주)제네스, 더-드림 자

원봉사캠프 배영근 집사님과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체

육지도자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글

을 마치고자 한다.
기도로 준비하는 나눔 YMCA 사랑을 갖고 출발

어른신과 안부를 여쭙고...

나눔을 실천하는 체육지도자회

기쁨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해피맘푸드 사장님

글 - 최진호 지도자

(서초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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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는 시민 모두의 힘으로” - 1990년대의 시민중계실 -

시민생활의 현장에서 부딪치며 문제를 해결해온 시민중계실은 90년

대를 맞아, 시민입법의 부재가 빚어내는 다양한 시민피해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국제화, 정보화, 녹색소비 의제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

해 나갔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

법’ 제정으로, 의료사고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법 제정운동으로, 

YJ학사고시 등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대응으

로,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로 대

응했다. 또 노트북과 휴대폰 소비자 테스트 등 정보통신 소비자 운

동, 자원절감과 재활용을 위한 녹색소비 운동 등의 과제들을 새로운 

일감으로 엮어내기도 하였다. 이 모든 활동은 새로운 사회가 움트는 

시기에 시민을 연결하고, 결집한 힘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연대·지

속하기 위해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민중계(中繼) 운동’의 본연을 구현

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의 시민중계실 활동>

90.1 전세금 폭등이 심화되어 17명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었

다. 전세금 폭등 실태를 조사하고 임대차분쟁 신고센터를 개설, 부당 

전세금 인상 사례를 접수 처리하였다. 

90.6 ‘알뜰시장, 헌종이 모으기’ 등 녹색소비운동을 시작하여 상설화

한다. 이후 97년 최초의 실내 재활용 재사용 상설 매장인 녹색가게

(96년 알뜰매장)로 이어졌다. 

90.9 노태우정부의 100만 호 주택 공급정책으로 부실주택이 양산되

면서, 부실주택 실태조사 및 대책을 촉구하였다. 

91.3 지역의료보험 문제 개선을 위한 신문고와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를 계기로 수돗물 안전 신문고를 개최하였다. 91.5 주택 청약 명의도

용 및 부동산 투기 집단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180명 권리를 찾았다. 

91.8 피라미드 판매 실태조사 및 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후 92년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불법 다단

계판매 추방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91.11 전국YMCA 시민중계실 자원봉사자 대회(강문규 총무)를 개

최하였다.

92.4 선거시기 물가조사활동으로 기초 생필품 및 서비스 40개 품목 

추적조사를 하였고, ‘뇌사, 장기이식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의료 소비

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2.4 업무방해죄로 1심 유죄 선고받은 크린랩 사건의 고영수 교수(

한양대) 소송구조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이건호, 조경근, 박인제, 

신기남, 박종복, 김영선 변호사) 94.10 고영수 교수 크린랩 사건 대

법원 무죄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위험의 개연성이 있을 때 학

문적, 공익적 목적으로 그 위험을 사회에 알리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는 의미 있는 판례를 남겼다. 

92.6 환경주간에 ‘쓰레기 없는 날’ 캠페인 전개, 쓰레기 없는 가정, 

직장, 학교 사례를 선정하고 당시 쓰레기 매립장이던 난지도 등을 찾

아가는 ‘자원재활용 여행’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여름 행락

지를 찾아가는 ‘녹색휴가 캠페인’ 등 녹색소비운동이 본격화되었다. 

92.11 바른 교통문화확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94년

의 버스 택시 지하철 등 3대 대중교통 실태조사, 96.8 시내버스 적정

배차 실태 조사 및 시민감사청구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

니터 조직, 캠페인이 본격화되었다. 

93.9 여가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와 여가산업 관련 소비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94.7 국내관광 여행 부조리 실태조사, 95.2 동남

아 여행 가짜 한약재 구입피해 실태조사와 검찰 수사의뢰, 95.8 해외

여행 소비자 피해실태조사, 97.8 국내관광 여가 횡포 실태조사 등 여

가 소비 자운동으로 이어졌다. 

<2018 시민중계실 40주년 Ⅱ > 93.9 시민중계실 상담 접수 처리 100,000건, 93.12 법률구조 200

회가 이루어졌다. 

93.12 국내시판 12개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성능시험검사를 했다. 

이후 정보통신 소비자운동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95.12 

정보 소비자운동 토론회, 96.9 14개 휴대폰 소비자만족도 실태조사, 

97.3 멀티미디어형 노트북 컴퓨터 9개 성능검사, 97.7 PC통신 접속

불량 실태조사, 98.12 국내 시판중인 모든 회사 휴대폰에 대해 착발신 

성공률 등 소비자 관점의 최초의 휴대폰 품질테스트를 시행, 통신소비

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99.2 통신서비스 요금 정확도 실태조

사 실시, 99.12 이동전화 과금 실태조사, 마이크로 소프트 사 독점문

제 세미나 등 본격적인 통신 소비자 운동이 전개되었다. 

94.9 시험에 의한 학사 취득 제도가 생겨, 학사고시 교재 판매가 성행

하였다. YJ학사고사 허위광고 판매에 대해 77,000명 중 385명을 소

송구조하여 95.4월 배상금을 수령하였다. 

94.5 실리콘 유방삽입 시술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3천여 건의 사

례를 접수하였고, 이 중  1,483명에 대해 법률구조에 들어갔다. 이 사

건은 미국의 다우코닝사가 내어놓은 제조물책임 배상금에 의해 시행된 

전 세계 PL사건이었다.

95.3 몇 차례 이어져 온 소액심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법서비스 

개혁을 위한 시민법률서비스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시민소비자 관점

의 사법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 

95.5 제1기 청소년소비자모니터를 조직, 청소년소비자의식과 소비생

활실태를 조사했다.  

95.7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부실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

식이 커졌고, ‘YMCA시민안전 감사단(전문가 등72인)을 조직하였다. 

고발센터를 통해 383건의 부실건축물 사례를 접수하였고 ‘건축물 안전 

자가 진단표’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95.9 ‘한강 수중 수변 쓰레기 분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쓰레기

의 종류에 따라 발생원을 추적하여 저감대책 등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96.1 투신사의 ‘확정수익률 보장 각서 발행에 따른 주식형 수익증권 가

입 피해자 1,440명의 대한 법률구조에 착수하였다. 

96.1 대입전형료 과다 인상 및 부당 책정에 대해 조사, 집행 내용에 대

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였다. 대입수험생 247명의 입시비용을 조사하

여 발표하였다. 이후 97.2 사립대 20개 학교의 등록금과 입학금 실태 

조사 등이 이어졌다.  

96.2 최초의 시민감사청구 ‘시내보도블럭 부실시공 및 부실 감독에 대

해 시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제기하였고 이후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전

국화하였다. 

96.7 제1기 광고 모니터를 모집 교육하였고, 96.11 여성월간지의 

‘19개 기사형 의료광고 모니터를 시행,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하였다. 

96.11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설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을 하

였고, 96.1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소비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시행

하였다. 이어 당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임금, 산재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7.6 ‘외국인 노동자 중계실

을 개설’하고 상담과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96.12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광고 등)를 요구하는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97.3 ‘천리안 온라인 시민중계실’을 개설하여 상담 접수 처리 및 정보

제공을 시작하였고, 운전면허 비용 실태조사, 전자주민카드 문제 신문

고 등을 시행하였다. 

97.6 소비자고발 법률상담 접수 처리 150,000건이 되었다. 

97.8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실태조사, 분리징수를 요구하

는 신문고를 개최하였다. 

97.11 수입자동차 가격 및 서비스 실태조사, 미국 자동차문제 토론

회를 개최하였다.

97.12 IMF 이후, 나라경제 살리기 시민제안 창구를 열고 144건의 

제안을 접수하였다. 

97.12 서울지방법원 및 5개 지원의 소액심판 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98.3 주택할부금융 고정금리 대출 후 일방적 금리 인상에 대한 공정

위 제소 및 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98.8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공청

회를 개최하였다. 

99.3 모의환자 방식으로 의원 및 약국의 투약 및 주사처방 실태를 조

사, 99.6 병원 신용카드 가맹 실태조사, 99.7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의료서비스 개선 간담회, 99.8 비아그라 시판과 소비자안전 신

문고 등 의료소비자 운동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99.7 자동차 급발진 고발이 급증하여 ‘급발진 추정 사고 차량 공개실험’

을 파주 신도시 예정도로에서 개최하였고 이후 법률구조에 착수하여 손

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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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사는가? (마6:25~33)

Y joy│이달의 성경 Y joy│이달의 성경

글 - 조남국 목사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

간 자신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

는 물음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에 대한 결단을 찾는 첫걸

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행방목적과 이상에 대하여 궁

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나의 삶에서 무슨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나의 생의 좌표를 어떻게 

정하고 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

가? 이런 물음은 생각하는 인간 이성적인 인간에 대해서 항상 제기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간은 인간 주변에 대한 관심은 크

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은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기에 옛 

속담에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 속담의 

내용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실존에 대하여 깊은 관심

을 두고 사람다운 사람노릇을 해야 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인물이며 누구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삶의 의미를 찾

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자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칼 

마르크스는 “인간의 기본욕구는 빵을 얻으려는데 있다“고 보았습니

다. 그 이유는 인간은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빵을 요구하

기 때문입니다. 

시그몬드 프로이드가 이룬 정신분석 학파에서는 “인간이 기본 욕

구를 쾌락을 지향하는 의지(will to meaning)”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애욕적인 욕망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프로이드를 계승한 심층심리학의 창시자인 아들러는 

인간의 의지적인 무의식적인 정신면의 지향을 권력을 지향하는 의

지(will to power)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소극적으

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보다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싶

지 않다 남에게 언제나 인정을 받고 살겠다는 우위성에 대한 욕망

을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서 다른 300만의 유대인과 함께 일생을 보낸 정신의학자 픽터 프

랭클 박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는 의미를 지향하는 의지라고 단

정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 학자의 견해 중에서 마지막 말씀드린 프랭클 박

사의 견해에 동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충족

감 사명감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지향하는 의지는 어떻게 살것이

냐의 방법론보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한 대답이 문

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

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답을 기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를 위해 사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기본자세를 의식주의 확보에다 두는 생활 철

학입니다. 도스트 예프스키의 “대 검찰관”에 나오는 대화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빵을 넉넉히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나를 써먹으시오” 이 말은 빵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누구나 사람다

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중에서도 육신을 쓰고 사는 한 최

소한도의 의식주의 자유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러기에 미

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생활과 안정이 없이는 자유 하는 백성

이 될 수 없다. 진실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의 안정과 독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빈민은 자유인이 아니다. 고로 굶주리고 직업이 없는 사

람들은 독재자를 만들어 내는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인류는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경제 제일주의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70여 년 동안 생활의 자유를 위하여 빈곤

과 굶주림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의식주의 

생활자유에 이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

야합니다. 사치하라, 과소비하라, 분수에 넘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적 자세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 못 합니다. 그러나 의식주가 넉넉해

질 때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향락입니다. 생을 enjoy 하

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한계를 벗어나면 인간은 누구나 향락의 입장

에 서는 실존이 됩니다. 그때는 인생의 모든 쾌락을 향락하려는 욕망

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단 꿀은 찾

아서 날아 다니듯이 또 향락주의자 돈 화안이 천삼 명의 여성을 유혹

한 거와 같이 끝없는 향락의 길을 달리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 섹스관광을 한다.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섹스 

관광을 한다는 뉴스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경제가 넉넉해지면 육

체적인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 속에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립니

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부해도 동물과 다름없는 본능적인 인

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둘째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를 생활의 기본자세로 삼는 인간입

니다.     

이것은 이웃이, 국가 민족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본능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

활 즉 당위를 위한 생활입니다. 책임을 수행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것은 본능적인 생활보다 한 차원 높은 책임을 이행하는 인간이 되라

는 뜻 입이다. 이것은 착한 시민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기 직책을 다하

는 생활입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국가에 교회에 직장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는 생

활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써 가족이 이웃이 국가가 교회가 직장이 나

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을 가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는 윤

리적 인간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고 깊은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

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에 대한 대답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는 책임의 한계를 느낍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사는 인간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바울의 말

과 같이 네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됩

니다. 인간은 엄격한 역사의 명령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무력과 부

족으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력하고 자기를 의지

하던 교만한 생각을 내 던져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을 더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

력을 버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

입니다.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수도 파이프가 아무리 좋아도 수원지에 연결되지 않으면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

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음과 같이 만

사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 이상의 일

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러한 신앙의 세계가 열리

면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높은 신앙의 세계에 도달하

면 생활의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조용한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

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식주와 향락만을 위하여 사시렵니

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시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귀중한 생애를 어디에다 바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인격. 재능. 물질. 지식을 무엇에다 바치렵니

까? 우리의 방향감각이 흐려지면 엉뚱한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

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값진 생애는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

히고 맙니다. 인생은 순간입니다. 값진 삶을 살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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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이상재의 기독교 사회운동과 사상」, 「창천교회 

100년사」(공저), 「서울장신 50년사」, 「소죽 강신명 목

사」, 「해위 윤보선-생애와 사상」, 「서울YMCA운동사 

100~110」,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공저) 등 

십여 편에 이른다. 2013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The 

University of Edinburgh)은 그의 영어 논문 Nationalism, 

Religion and Democracy를 책으로 출간.

YMCA 설립될 때, 선교사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언더

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아펜젤러 (Henry 

Gerhart Appenzeller), 무어(J. F. Moore), 헐버트

(H. B. Hulbert), 벙커(D. A. Bunker) 등은 설립을 간

절히 염원했다. 미국공사 알렌(H. N. Allen)도 적극 지지

했다. 상류 계급이 교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의 자녀들을 기독교 기관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믿었

던 것이다.  

묘했던 것은 YMCA 전문가였던 게일은 비판적이거나 소극

적이었다는 것이다. YMCA가 교회를 약화할 것이고 분명

히 정치적 색깔을 띠게 될 것을 염려했고, 그렇게 되면 대

한제국 정부의 경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이

유에서 YMCA가 결코 정치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상재 등을 

YMCA로 입회시켰던 이유였다.

그렇지만 게일은 1903년 10월 28일 한국 YMCA 창립총

회 때 헌장 기초위원을 대표해서 열정적으로 헌장 초안을 

설명했고 1905년부터는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회장이 되었

다. 이후, 그는 1927년에 한국을 떠날 때까지 줄곧 한국 

YMCA를 옹호했고, 이론가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러일전쟁 이전, 헐버트나 언더우드 등 대부분의 한국거주 선

교사들은 “러시아의 통치를 받느니 차라리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서는 것이 훨씬 덜 굴욕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반감

과 일본에 대한 신뢰를 함께 드러낸 바 있었다. 그것은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가 보인 행태에 반감 때문이었지만 러시

아가 한국을 장악하면 개신교 선교가 일순에 위축될 것이라

는 불안감도 있었다. 게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을사늑약 이후, 대부분의 한국거주 선교사들은 일

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관료들의 오만한 태도에 냉소

하며 일본 상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았

다. 일본의 승리 이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의 일본에 대한 호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

인했다. 게일도 이러한 의견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아

니었다면 “20세기의 강압자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집어삼켜, 

“황제”와 모든 한국민의 생존을 파멸시켰을 것이라 비관했다. 

한국의 상황과 자신의 한계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1910년 일본에 강제병합이 되었을 때, 게일은 다음과 같이 탄

식하고 있다. 

‘아, 너 한국은 망했구나! 먼 옛날 중국인들마저 군자의 나라라

고 우러러보던 너 한국은 이제 사라졌구나! 선비의 나라, 서적

과 문필의 나라, 아름다운 노래와 문장의 나라, 맑은 거울의 나

라, 시와 그림의 나라, 효자 충신과 열녀의 나라, 은사와 신선

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적 천재의 나라, 너 한

국은 이제 사라졌구나!’

그런데 게일은 헐버트와 달리,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했던 시대 

상황, 곧 식민지 확장에 혈안 되고 있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의 존재를 드러내려 했다. 한국문명과 문화를 높이고 세계에 알

리는 방법으로 일본과 서구 제국들에 항거했다.

19세기, 국가가 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받으려면, 국제사회

를 주도하는 국가들(family of nations)에 의해 문명국(civ-

ilized state)의 지위 갖추어야 했다. 또한 국가의지(state 

will)의 존재, 곧 적대적인 세계에 대해 스스로 자위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문명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본은 비문명국가인 대한제국을 보호한다

는 명분으로 침탈했고, 일본의 한국 점령은 당연한 것으로 인

정 되었다

게일은 한국 최초의 한영대사전(Korean English Diction-

ary)을 저술했고 한국풍속지(韓國風俗誌), 구운몽(九雲夢), 

춘향전(春香傳), 심청전(深靑傳), 흥부전(興夫傳) 등 한국 고전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렸다. 동시에 존 번연의 우화

소설 Pilgrims Progress를 천로역정(天路歷程)이란 이름으

로 번역했고 한국 초대 선교사들에 관한 실화소설 ‘Vangard’

란 소설을 썼다. 국한문 혼용 성서를 개인번역으로 출간했고 

한국교회의 찬송가도 한국고유의 가락에 맞추어 만들려 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와 문명이 우수하다는 반론이었다. 또한, 

고대로부터 문명국인 한국을 비문명 국가로 여겨 일본의 강점

을 허용했던 서구 세계에 대한 강한 질타였다. 

1919년 3월 22일, 서울의 조선호텔에서 장로교회 장로이며 

YMCA 명예이사였던 대법원 판사 와타나베 노보루(渡邊暢)

와 가타야마(Katayama)가 선교사들을 초청해 3·1운동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게일은 한국은 미 문명화된 저급한 

나라라는 이들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이 

고대로부터 문명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리고 한국

을 통치하려면 한국의 문명과 한국을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8년 동안(1889~1897) “한반도를 서로 다른 길로 서로 다

른 계절에 12번 횡단”했고 1915년에도 조랑말로 25번 횡단하

며 연구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어떤 이론도 있을 수 없었다. 

게일의 한국사랑은 YMCA 활동의 

근거가 되었다. YMCA 출신

들이 한국 문명에 대해 자

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복음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구원이라

는 명제를 가슴 깊이 

새겼던 것도 게일부

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Y joy│서울YMCA와 인물 Y joy│서울YMCA와 인물

게일의 한국사랑은 YMCA 활동의 

근거가 되었다. YMCA 출신

들이 한국 문명에 대해 자

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복음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구원이라



1918

University of Illinois 대학원 (M.Ed.)

The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Th.M.&Ph.D.)

한국실존치료연구소 대표  

한국영성과 심리치료학회 학회장

전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상담대학원장,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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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다윗의 믿음>

기독교 신앙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

이라고 생각된다. 그것도 그 첫 구절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장 1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Psalms 23:1)

그 이상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으랴.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광활한 평원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시적 감성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

다. 그 구절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체험한 <영성>(spiritual-

ity)의 본디 모습 그 자체이다. “감성의 터널을 지나면 마침내 영성

에 도달한다.” 나는 가끔 강의실에서 그렇게 강조하곤 한다. 목동 

다윗의 순수한 감성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영성시인으로 그를 자리 

매김하게 만들었다.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시편 23편을 기억하

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눈을 감으면, 그 싯구는 영혼 저 끝자

락에서부터, 작은 물결처럼 또는 고요한 바람처럼 우리들의 가슴

을 울려오는 하늘의 손길이 아닌가.  

벌써 옛날이야기다. 막냇동생이 5살쯤 유치원생이었을 때, 성탄

절 행사를 준비하던 교회학교에서 동생에게 성경암송을 주문하였

다. 어린 동생은 열심히 시편 23편을 외웠다. 발표를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암송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을 따라 하라고 첫 구절을 외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니.> 그런데 동생은 선생님이 외운 그 구절을 따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암

송하였다. 곁에서 둘러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와!>하고 탄성을 질

렀던 모습이 지금도 새롭다.  

최근에 나는 <이승만 학당>에 등록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

승만 박사의 인물과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자유대한

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으셨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지극한 

대한민국 사랑을 배우는 기쁨이 크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죠지 와싱턴 장군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대

한민국 사람들은 당연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건국이념이나 

<독립정신> 그리고 자유민주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

각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의 사상은 외면한 채, 핵

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겁

박하는 북한이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자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생각과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

어 가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건국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 자유 민주주의 사상을 배

우고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은 다윗 왕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대

한민국의 건국 기초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삼고, 건설하려고 노

력한 분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조선을 

건국하던 이성계가 정도전과 더불어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고려 불

교의 정신세계를 버리고 유교의 철학 위에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듯이, 이승만 박사는 조선조 말 썩을 대로 썩어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한 유교 정신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

기는 나라로 건설해 가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한 혜안을 소유

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정치학 박사답

게 인류 역사 속에서, 전 세계가 움직여가는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하나님 신앙 위에 설정하였다. 바로 그 점

에서 그분은 이 나라의 다윗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 나라 전체가 들썩거린다. 정치색을 배제한 올림픽 정신을 구현

하여야 한다는 사람들, 또는 남북평화통일의 전기를 잡아야 한다

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인지, 평범한 서민들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국민

들은 불안하다. 가장 큰 불안은 말할 것도 없이 안보 불안이다. 게

다가 정치, 경제, 사회질서도 어지럽다.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

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한미동맹은 제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작년의 탄핵 사건 이후, 적폐청산 운운하며 이뤄지

는 제반 정치 사회적 사건들과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싸움은 갈수

록 심화하고 있다.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진정 어디를 향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오늘도 미세 먼지로 캄캄한 차가운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다.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위대한 시인, 다윗이 가

졌던 신앙적 통찰, 그리고 그러한 통찰 위에서 그가 가졌던 삶의 

자세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

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18) >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다윗은 노래하

였다. 그는 높고 푸르른 하늘을 우러르면서, 주님의 기이한 손길

(Wonderful things)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

려 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

였다. 자신과 더불어 일생을 동행하셨던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

님에게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찾으려 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장 1절)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Psalms 23:1)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삼상17:47>

<For the battle is the Lord’s.>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삼상 17:45>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철저한 신앙인이었

다. 그러므로 적군 불레셋도 두렵지 않았다. 거인 장수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다. 그 어떠한 전쟁도 핵무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

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역사

의 손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젊

은이를 찾고 계신다. 전쟁도, 핵무기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

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

을 부르신다. 지금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확신에 찬 젊은이들

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Y joy│성경 속 청년 Y joy│성경 속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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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수채화가가 되다

 - 찰스 매킨토시

글 - 이소영 작가

미술 칼럼니스트,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해설, 작가

뮤지엄 에듀케이터, 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ART 대표

신나는 미술관 대표, 창의력 전문 과정 지도자

오늘은 건축가로 활동하다 말년을 수채화가로 보낸 찰스 레니 매킨토시의 작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찰스 레니 매킨토

시(Charles Rennie Mackintosh /1868-1928)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태어나 글래스고의 미술학교에 다니며 미술

을 공부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온 후 1893년 이후 아르누보 풍의 디자인과 금공(金工)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

서 식물을 모티브로 한 곡선 양식을 건축에 가미시켜 인기를 끕니다. 특히 매킨토시는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두각

을 나타내는데요. 1896년 글래스고 미술학교의 건축 설계에 당선된 후 그의 작품이 당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 <더 스튜

디오>에 소개되며 스타 건축가가 됩니다. 그가 건축에 시도한 식물무늬 디자인은 오히려 영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인기

를 끌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클림트가 이끌었던 분리파 운동에 큰 영감을 주어 분리파 제1회 전시에 초대받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할리우드 배우인 브레

드 피트가 가구 디자인에 도전하

면서 미국의 한 가구 잡지와의 인

터뷰를 했는데 브레드 피트는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크게 영

감을 받은 디자이너가 바로 ‘찰스 

레니 매킨토시’라고 이야기하기

도 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 28살에 글래스고 미술학교 건축 공모에 당선된 매킨토시는 건물의 외관부터 내부 디자인, 작은 소품

들까지 일관된 자신의 미적 개념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디자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의 디자인은 무척 신선했고 현

대적이었죠. 그는 같은 학교에 다녔던 맥도널드 자매 중 언니인 마거리트와 1900년에 결혼하고, 맥도널드 자매와 맥네어

와 함께 4인조 예술가 그룹인 ‘the four’을  결성해 활

동합니다. 1900년 매킨토시는 결혼과 함께 부인과 함

께 살 집을 디자인합니다. 바로 ‘매킨토시 하우스’라고 

불리는 이 집은 지금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 집 안에 등받이가 높은 의자나 여

성의 공간, 남성의 공간 등 다양한 콘셉트의 인테리어

를 시도합니다.

매킨토시가 1902년에 진행한 또 다른 건축 디자인입니다. 언덕 위의 있는 집이

라  ‘힐하우스’라고 불리는데요. 힐 하우스의 주인은 출판업자 월터 블래키(Wal-

ter Blackie)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매킨토시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

한 이유는 건축의 외관과 내부, 다양한 가구와 소품까지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는 

매킨토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킨토시는 블래키의 기대에 부응하며 하

나의 집안에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침실은 벽지와 모든 가

구를 백색으로 디자인하고, 딱 한 가지 바로 이 의자만 까만색의 흑단으로 디자

인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자의 등받이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대의 ‘예술 의자’ 중 하나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의자로 디자인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집의 포인트가 되기 위한 조형적인 

의자를 디자인한 것이죠. 이 의자가 백 년 전에 디자인되었다고 생각하면 상

당히 세련되고 파격적인 디자인인데요. 대중을 위한 의자는 아니었고  ‘힐 하

우스(Hill House)’라는 주택의 인테리어에 맞도록 디자인된 의자입니다.(현

재는 이탈리아 가구회사 카시나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는 글래스고 미술 학교에서 건축학 과장으로 지내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기

도 했으나 1913년부터는 건축계에서 물러나 1923년 프랑스로 이주하고 수

채화에 전념하며 지내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찰스 매킨토시의 디자인들도 좋지만 저는 그가 말년에 그린 수채화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수채화 특유의 투명한 색채를 지니고 있

어서 이기도 하고, 말년 작품들이라 그런지 찰스 매킨토시 역시 차분한 마음으로 그린 것 같아 그 기분이 제게 전해져서이기도 합

니다. 오늘은 찰스 매킨토시의 수채화 작품들을 보면서 차분히 하루를 시작하기로 해요.

Y joy│명화는 명화를 남긴다 Y joy│명화는 명화를 남긴다

찰스 매킨토시 사진 Stained glass window 

the hill house glasgow

좌측부터 the four의 멤버인 매킨토시의 부인인 마가렛 맥도날드,

자매인 프린시스 맥도날드, 동료였던 허버트 맥네어

찰스 매킨토시가 디자인한 글래스고

 미술학교 도서관 내부

힐하우스 드로잉과 힐하우스 모습

힐하우스의 침실과, 

사다리 등받이 의자의 모습

White Tulips still-life-of-anemones pinks

Hill House Ladder Back Chair 1902



2322

작품이다. 영화 <미녀와 야수>는 셀룰로이드지의 그림을 영화 필

름에 그대로 옮겨 배우들의 연기를 덧입힌 느낌이랄까? 기본 스토

리와 뮤지컬 형식은 물론, 인물들, 대사. 노래, 장면, 주요 이미

지, 하다못해 소품들까지도 너무 똑같아,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건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는 내내 다음 장면에서 나올 대사와 노래, 장면들을 나도 

모르게 맞추게 되는 신기한 영화였다. 재미도 있었지만, 재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작품에 약 574억의 제작비를 들였다니 놀랍

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그러고 보니’ 영상미만큼은 디즈

니의 전매특허를 제대로 발휘해 한 장면 한 장면이 환상적이고 예

술적이었다. 한마디로 작심하고 자신들의 영상기술을 과시하는 듯 

가히 영상 미학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느낌마

저 받았다. 매 장면이 감탄스럽지만, 벨과 야수가 춤출 때나, 성에

서 첫날밤을 보내야 하는 벨을 위해 만찬을 준비할 때의 카메라 워

크하며 소품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CG, 성안이나 마을에서 

노래와 춤으로 전개되는 장면들은 실제 무대에서 뮤지컬공연을 감

상하는 듯한 현장감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황홀했다. 특히 벨이 춤

출 때 입은 노란 드레스에 금빛 깃털들이 내려앉으며 아름다운 자

수들이 수놓아지는 장면, 야수의 몸에 난 털 한 올 한 올까지 붙였

을 정성이 오롯이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은, 영상작업에서나 수작

업에서도 디즈니만의 섬세하고 디테일함은 최고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고 리얼했다. 매번 느끼고 감탄하는 부분이

지만, 영상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임을 새록새록 느끼며 감복하

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몇몇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의외

의 상황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다면성이나 내면의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룬 장면들은 신선했다. 이를테면 개스톤의 친구 르푸는 애니메

이션과 달리, 개스톤에게 동성애적 감정을 품고 있고 개스톤의 악

행을 따르기는 하지만 양심에 걸려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 

주인공 벨 역시 글을 익혀 책을 읽고 세탁기를 발명해 세탁을 하며 

마을의 소녀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현재의 여성을 투영시켜 신선

했고, 무엇보다 개스톤의 구혼에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지적인 여성으로 거듭나며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상을 구현해

내 흥미롭고 공감하기 편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벨과 야수의 과거 속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그들의 심리와 감정변화를 좀 더 밀도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 어른

들을 위한 스토리에도 신경 쓴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

법으로 걸려 먼지떨이로, 그리고 시계, 촛대, 주전자와 찻잔 모자, 

화장대, 의자로 변한 신하들의 모습과 행동은 마법이 풀려 본래 모

습을 되찾은 순간에도 이상하리만치 겹쳐져 보이는 장면은 자신의 

본성과 자아는 마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려는 센

스만점의 연출이었고, 웃음을 선사한 명장이었다.         

최근에 과거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리메이

크 한 <말라피센트>나 <신데렐라>는 기대한 만큼의 흥행은 안 됐

지만, 그래도 재해석과 변주를 시도해 고전 비틀기를 통해 재미와 

시대적인 가치를 담아내려 했다. 전작에서의 이 같은 변화들이 영

화<미녀와 야수>에는 좀 더 세련되고 날카로움으로 발전해 구현되

지 않으냐는 기대감만큼이나, 그 많은 돈을 들여 ‘왜 이렇게 똑같

이 만들었을까’란 재연수준의 영화를 보고 실망감도 컸다. 어찌 됐

던 이번에도 영화<미녀와 이수>를 통해 디즈니는 전 세계를 상대

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고 디즈니의 건재함과 더

불어, 전 세계 팬들의 굳건한 사랑을 재 확인받았겠지만, 개인적으

로는 팥소는 가득한데 단맛과 짠맛이 없는 싱거운 찐빵 같아서 다

시 한번 보고 싶고 또 생각나는 영화는 아니었다.  

현재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만들어진 <미녀와 

야수>는 그리스신화의 한 에피소드를 바탕으

로 1850년 이탈리아의 지오 반 스트라파랄로

라는 작가가 쓴 동화를 18세기 프랑스 작가들

이 여러 버전으로 각색해 대중화시킨 작품 중 

하나라고 한다. 디즈니의 거의 모든 작품은 이

처럼 몇백 년 전의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한 고

전에 기조를 둔 작품들이어서, 배경과 스토리, 

캐릭터들이 현대의 사회상과 정서, 가치관과

는 거리감이 있고 공감하기 어렵거나 시대착오

적인 인식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콘텐츠로 리

메이크될 때마다 기대작으로 손꼽히며 흥행보

증수표로 매번 디즈니의 시그니쳐 작품을 바꿔

놓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이 힘은 대체 무엇일

까? 매번 생각해 보게 되는 넌센스다. 분명한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 2017 제작)

기본정보 - 판타지 | 미국 | 129분 | 

감독 - 빌 콘돈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Y joy│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 Y joy│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

것은 원작의 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의 입맛에 맞

게 각색하는 힘(지금은 디즈니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꿈과 사랑

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스토리)일까? 아니면 이야기를 돋보이

게 하는 연출력 또는 영상기술력의 힘일까? 결론은 자본력이다. 

디즈니의 자본력은 현존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 최고임은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월에서 얻은 노하우들 즉 시대

에 맞춰 조금씩 변화를 덧대는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설정, 무엇

보다 섬세함과 디테일의 끝판을 보여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을 힘은 바로 자본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화<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을 실사화 한 디즈니의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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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송사회복지재단 겨울방학독서캠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월 11일(목)~1월 25일(목)까지 매주 목

요일 초등학생 2~4학년 대상 겨울방학 독서환경캠프 ‘지구야, 내가 도와

줄게!’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직접 실천해나가는 

활동을 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지구를 아

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명덕여고 GLP와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캠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월 9일(화)~1월 11일(목) 초등학생1~4학년

을 대상으로 명덕여고 GLP 어린이 영어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명덕여고 영어

캠프는 GLP 봉사자들이 아이들과 짝을 지어 진행했는데, 영어 자기소개와 단

어 스피드 게임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영어와 친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

어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봉사자 언니, 누나와 또래 친구들과 관계하고 소통

한 경험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삼동소년촌 2018년 시무식

삼동소년촌은 1월 3일(수) 시무식을 갖고 2018년 새로운 다짐을 하였습니

다. 삼동소년촌에서는 2018년 2월 8명의 아동이 퇴소예정에 있으며 4명은 

정규직으로 취업, 3명은 대학 입학, 1명은 현재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삼동소년촌

Y joy│재능나눔 Y news│활동스케치

체육자원지도자 클럽 JLC 동계수련회

사회체육부 체육자원지도자클럽(Junior Leaders Club) 동계수련회를 

2018년 1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촌 엘리시안으

로 다녀왔다. 겨울스포츠의 꽃인 스키강습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며 친

목을 도모하고 평가회를 통해 2017년 반성과 2018년 계획을 잡을 수 있

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회체육부



27

서부YMCA 겨울방학프로그램

서부YMCA는 1월 2일(화)부터 1월 26일(금)까지 겨울방학프로그램으로 소

그룹수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상안전교육을 통해 위급 시 대처방법에 대해 

배우고 영법을 교육하여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앨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부YMCA 겨울방학 부엉이캠프

서부YMCA는 1월 5일(금)~6일(토) 1박 2일간 관내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하

여 추운 겨울,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부엉이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기본

야영교육, 요리활동, 수영올림픽 등을 통해 친구들과 실내에서 안전하게 배

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특별프로그램 스키학교

서초YMCA에서는 스키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월 9일(화)~11(목)까지 

3일간 강촌엘리시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초YMCA아기스포츠단 야외활동

서초아기스포츠단은 1월 26일(금) 일산에 있는 원마운트스노우파크로 야외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자연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서부YMCA

서부YMCA

서초YMCA

서초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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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스포츠단 야외활동

아기스포츠단 단원들은 1월 23일(화) 광주시에 있는 중부CC 눈썰매장을 

찾아 신나는 눈썰매와 마술쇼를 보고 왔습니다.

양천YMCA 주부배구교실 개강

양천YMCA는 1월 2일(화)부터 목5동 주민들을 주축으로 양천구 주민들의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부배구교실을 개강하였습니다.

두뇌트레이닝! 그림지도퍼즐미션- 런닝맨!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1월 10일(수), 1월 26일(금) 이틀간 총 40명의 어

린이들과 함께 <두뇌트레이닝! 그림지도퍼즐미션–런닝맨>을 진행하였습니

다. 박물관 견학, 공동 체게임 및 창의력 활동 등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창의

력을 기르고 주어진 팀별 미션 활동을 함께하며 배려심과 성취감을 배우는 즐

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자원지도자 정기총회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는 2018년 1월 20일(토), 오후 3시 ‘청소년 자원지

도자 총회’를 별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2017년 활동보고 및 수

료증 수여, 2018년도 신규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작년 한 해의 활동을 재평

가하는 시간과 2018년 활동 계획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YMCA

양천YMCA

청소년활동부

청소년활동부



한국수력원자력-서울YMCA 사회공헌협약 및 

청소년문화육성 후원금 전달식
2018 한국YMCA 간사회(AOS)겨울연수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삼동소년촌에 물품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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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27일(목)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이관섭)과 서울YMCA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한국수력원

자력(주)에서 서울YMCA에 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한 후원금 30,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YMCA 간사 6명이 1월 18일(목)~19일(금) 1박 2일간 2018 한국YMCA 간사회(AOS) 겨울연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8일(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박옥식 이사장)에서 삼동소년촌에 방문하여 겨울철 유아들이 사용할 유아로션 

5박스를 기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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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 서울YMCA 시무식

1월 8일 / 서울YMCA 직원기도회

1월 18일 / 서울YMCA 정기이사회

1월 29일 / 서울YMCA 재단이사회

1월 30일 / 월남 이상재선생 좌상 이전 제막식

1월 2일 / 서울YMCA 시무식

1월 18일 / 서울YMCA 정기이사회

1월 29일 / 서울YMCA 재단이사회

1월 30일 / 월남 이상재선생 좌상 이전 제막식

양총재 서울YMCA 이사장
(現 (사)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회장)

김인복 서울YMCA 재단법인이사장
(現 ㈜동일곡산 대표이사)

1월 2일 / 서울YMCA 시무식

1월 8일 / 서울YMCA 직원기도회

1월 8일 /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삼동소년촌 물품기증식

1월 18일 / 서울YMCA 정기이사회

1월 29일 / 서울YMCA 재단이사회

1월 30일 / 월남 이상재선생 좌상 이전 제막식

1월 29일 / 서초YMCA 이우룡 과장 부친 소천

이석하 서울YMCA 회장(現 삼동소년촌 이사장)

직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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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총회 회원 자격 신청안내
 오는 2018년 2월 22일(목)은 서울YMCA 제115차 정기총회입니다. 지난 한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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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헌장」 개정안 공시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헌장 제25조에 의거 헌장개정 특별위원회가 초안한 「서울기독교청년회

(서울YMCA) 헌장」 개정안을 이사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8년 1월 22일~2018년 2월 22일까지 공시합니다. 

공시 자료는 서울YMCA 홈페이지(www.ymca.or.kr) 및 본 회관내 1층과 2층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근거규정

헌장 제12조(총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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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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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만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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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처 : 서울YMCA 회원활동부 (문의:734-1644)

                  FAX : 732-2067

                  E-Mail : hoewon@ymca.or.kr

서울YMC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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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변경후

소속 직책

1 김  대  동 송파YMCA 간  사  보

2 김  정  철 서부YMCA 간  사  보

3 이  봉  구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간  사  보

4 심  규  화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간  사  보

5 염  재  홍 서초YMCA 간  사  보

6 이  은  대 청소년활동부 간  사  보

7 주  건  일 시민사화운동부 간  사  보

번호 성명
변경후

소속 직책

1 권  순  용 양천YMCA 간      사

2 권  순  범 종로보육교사교육원 과      장

3 전  승  진 다락원캠프장 주      임

4 박       석 서초YMCA 지  도  자

5 이  은  성 송파YMCA 지  도  자

6 허  종  식 양천YMCA 기관주임대행

7 김  선  영 청소년활동부 주임대행

8 류  흥  걸 서초YMCA 기       사

9 임  승  순 서초YMCA 지  도  자

10 이  종  현 양천YMCA 지  도  자

11 김  영  갑 시설운영부 전기기사

12 이  은  혜 서부YMCA 사  무  원

13 차  미  란 재정부 사  무  원

14 공  필  주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기       사

15 최  복  자 사회체육부 회원 및 시설관리원

16 유  찬  모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간  사  보

17 연  지  은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사  무  원

18 임  현  진 레저사업부 사  무  원

19 조  희  창 종로본회 -

20 김  용  갑 종로본회 -

21 하  태  호 망우청소년수련관 지  도  자

22 이  소  연 망우청소년수련관 지  도  자

인사발령(승진 및 보직변경)

인사발령(보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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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웹 ERP를 체험해 보세요
영림원 ERP체험 "http://WhyERP.kr"

모바일 ERP를 체험해 보세요
QR코드 스캔 또는 "영림원"앱 검색

영림원 ERP로 ‘시스템 경영’을 이룬 기업들의
성장은 남다릅니다.

일동후디스주식회사
재무회계부문장 신원섭

일동후디스, 
매년 평균 6%씩 성장은 

영림원 ERP의 도움이 컸습니다. 
(2007년 영림원 ERP도입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매출성장률)

대표문의 전화 : 1688-1155

‘시스템 경영’을 이룰 수 있는 안목과 탁월한 
역량을 지닌 분들이 영림원 ERP를 선택합니다.

영림원 ERP를 도입한 배경과 과정은?
일동후디스는 아기를 위한 프리미엄 유아식부터 유제품, 건강식품, 음료 등 다양한 

품목을 온라인, 홈쇼핑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 HACCP, 

GMP 등 엄격한 외부 제도에 대한 대응과 유통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유연한 경영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영림원 ERP 도입 효과는?
2007년 영림원 ERP를 처음 도입하였고, 2015년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영림원 ERP 구축 시, 기준정보 표준화와 관리항목 재정의를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분석이 훨씬 쉬워졌고, 일동후디스의 복잡한 유통채널의 특성을 반영한

품목별, 유통별, 부서별 수익성 분석이 정확해졌습니다.  대리점 발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발주가 간소화되어

고객주문부터 생산/납품/결산까지의 회사 전반적인 프로세스 처리 시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이성과  타시스템과의 연동성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영림원소프트랩에 대한 평가는?
영림원소프트랩은 ERP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답게 식음료제조/유통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객기업이 경영을 더 잘하게 최상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감동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영림원소프트랩과 10년 넘게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시스템 경영’을 도와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인당매출액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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