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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지난여름, 8월 4일(토)~6일(월) 2박 3일동안 

송파에 있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회 YMCA 청소

년 모의 유엔(UN) 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총 118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United Nations Se-

curity Council(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국제연합인권이사회), Economic & 

Social Council(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군축안보

위원회(DISEC) 총 4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밤낮 없는 열

띤 토론을 펼쳤다.

청소년 의장단과 사무국은 이번 대회를 위해 3개월 전부

터 월 2회씩 온/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최근 지구촌 사

회의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각 위

원회의 주제를 정하였다. 더하여 이에 대한 사전교육과 

MUNY For All!
제4회 YMCA 청소년 모의 유엔 토론대회

(Model United Nations of Seoul YMCA)

파워 청소년 파워 청소년

글 - 권세희 지도자

(청소년활동부)

Chair Report(의장단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성공적인 대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이 YMCA 청소년 모의 유엔 토론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페이스북 페

이지 및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대회 관련 소

식 및 참가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모두가 설레며 기다렸던 대회 당일, 서울YMCA 대강당에

서 열린 개회식과 주한 EU 대표부 미하엘 리히터러 대사

의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3일간의 YMCA 청소년 모의 유엔 

토론대회(MUNY)의 서막이 올랐다.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대회에 참가한 대사단 뿐만 아니라 의장단까지도 사뭇 

긴장감이 어린 표정이었다.

올림픽파크텔에 도착하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각 위원회 

별로 회의실에 모였고 대사단이 사전에 준비해 온 기조연

설문을 발표하며 이윽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모의 유엔 토

론대회는 국제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 방식을 모방하

여 진행되는 만큼 청소년들이 숙지해야 할 의사 진행규칙

(ROP)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처음에는 대사단들이 발

언을 꺼리고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회가 점차 진

행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의장단이나 스탭에게 물어가

며 차츰 국제회의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2박 3일간의 모

의유엔 토론대회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국

제적인 감각과 토론능력을 향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

제 기구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의 기회가 되었

으며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 대회의 주제와 회의 결과는 www.youthymca.

or.kr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본 대회가 끝나고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오민주(HRC, 사우

디아라비아), 권형준(UNSC, 미국), 이종천(ECOSOC, 

벨기에) 학생이 이번 제4회 모의유엔 토론대회 대상을 수

상하였으며, 대상에게는 서울YMCA 회장상 및 국회 외

교통일위원회상, 그리고 UN본부 해외탐방의 기회가 주

어진다. 최우수상으로는 정하은(HRC, 스웨덴), 이소민

(HRC, 독일), 김선(UNSC, 일본), 전미류(ECOSOC, 

멕시코), 황승미(DISEC, 노르웨이), 전소현(DISEC, 베

트남) 학생이 수상하였고, 이 밖에 최우수의장상에 이승훈 

학생, 공로상에 조윤이 사무총장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앞

으로도 수상자 정기 모임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평화캠페인 진행 (1)

평화캠페인 진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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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문}

조윤이(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During the three days of the conference, the organizers and I occasionally confronted problems too. Most 

of the delegates this year were first MUNers; as a result, a lot of them struggled under the complicated, 

unfamiliar rules of procedure and hectic schedule. Under our guide, however, delegates were able to 

develop conspicuously over the three days of the conference. Delegates who never said a word for the 

first two days screwed up their courage and came up to the podium on the third day. Delegates who sat 

confus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sessions started to approach the chairs and secretariats whenever 

they had questions. Above all things, delegates showed remarkable cooperation both during unmoderated 

caucuses and midnight sessions and came with creative, well-rounded resolutions.”

배수혜 (HRC1 Head Chair)

MUNY the fourth was an unforgettable conference. Just as much as I was shocked when I heard that it 

was the first conference for 18/20 delegates, I was stunned by the visible growth of delegates throughout 

the conference. Most importantly,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taffs, secretariats, and especially chairs 

for helping me improve as a better chair, giving me lasting opportunities and memories.

서채영 (HRC1 Deputy Chair)

“MUNY는 저에게 값진 경험이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늘 도

와주시고 감싸준 MUNY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의안 작성부터 체어링까지, 인간에서 의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4개월

이었던 것 같습니다! ”

신지유 (HRC2 Head Chair)

“The 4th MUNY was a great opportunity for delegates of all experience levels to grow in their debating skills and 

to form new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노정열 (HRC2 Deputy Chair)

“주니어 커미티 의장으로서, 어린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과 치열한 의견 공유과정을 보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뿐 아니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로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갖춘 아이들의 생생한 모의 유엔을 다시 한번 지도하고 이끌

어보고 싶습니다.”

김수인 (ECOSOC Head Chair)

“In serving as a chair at MUNY for a second year in a row, I rediscovered just how exhausting this conference 

can be. While some may see this as negative, I believe that the demanding nature of MUNY is one of its greatest 

qualities–evidence of the amazing passion delegates bring to the conference.”

조유진 (ECOSOC Deputy Chair)

“MUNY 4th was an absolutely memorable experience for me to not only grow as a chair for this conference but 

also as a person. The dedication and passion each person, whether a delegate, chair, secretariat, or a staff, 

devoted into this conference was truly amazing to see.”

이승훈 (UNSC Head Chair)

“MUNY는 대사단/델리겟으로 참가하는 것보다 운영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훨씬 뜻깊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해 뜨는 걸 보고 잠자리

에 들고, 또 UNSC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세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았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인우 (UNSC Deputy Chair)

“MUNY the 4th (Forth) 후기:  MUNY technically was my first official conference as a UNSC chair/delegate; how-

ever, though I faced multiple obstacles and hardships before and there on the conference with the help of my 

headchair and secretary general, we managed to close the conference with success. ”

김은재 (군축위 의장) 

“MUNY에서 첫 의장을 맡으면서 전에는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장의 직책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고 MUNY를 통해 정말 좋은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정서연 (군축위 의장)

무엇보다도 2박 3일 동안 너무 많은 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한국어위원회가 한개의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좀 걱정했었는데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회 의장분들까지 신경써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2박 3일동안 MUNY에서 좋은 경험 할 수 있

어서 좋았어요!

회의중인 청소년들

수상자 기념사진 촬영

결의안 표결 중인 청소년

폐회식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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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뜨거웠던 아홉 번째 키즈월드컵 하지만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보다

는 약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키즈월드컵. 행사 전부터 무더운 날

을 예고하며 39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날 속에 국내 아이들의 참여가 조금 저

조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대회와 캠프는 최대한 아이들이 덥지 않도록 신

경을 많이 썼다. 

국외팀(도쿄YMCA, 홍콩중화YMCA, 타이페이YMCA) 어린이 39명, 국

내 서울YMCA 23명 부천YMCA 23명, 총 85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가운데 

캠프가 진행되었다. 비록 날이 갑자기 더워져 취소하는 인원이 많아 작년보

다 팀수와 인원은 적었지만 여러 프로그램과 고려대학교 송추 운동장의 천연

잔디 축구장에서 경기를 펼치며 내실 있는 대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더 좋

은 경험을 안겨주었다.

 캠프 첫날 국외팀이 오기 전까지 국내팀은 다락원캠프장 숙소에서 짐을 풀

고 다락원 잔디에서 축구를 하며 몸을 풀었다. 그리고 더위를 씻겨줄 물놀이

를 즐겼다. 첫날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저녁식사 후 가벼운 OT 후 다음날 

대회를 준비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국내팀은 숲체험을 통해 자연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해외

팀들은 전날 못했던 다락원 캠프장 물놀이를 즐겼다. 미끄럼틀과 에어바운스

에서 즐겁게 놀며 더위를 식혔다. 그렇게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본격

적인 축구대회에 들어갔다. A그룹 저학년은 팀 수가 적어서 첫날은 친선경기

를 B그룹 고학년은 첫날 바로 본 대회 조별리그전을 가졌다.

더운 날씨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과 아이들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천막도 

많이 설치하고 팀별로 아이스박스를 지급해 얼음도 많이 채워 주었다. 그래서

인지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힘든 기색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축구연습

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날 대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아이들은 물

놀이를 한 뒤 환영 만찬을 했다. 

환영 만찬은 다락원 캠프장 식당에서 여봉구 부회장의 만찬사와 도쿄YMCA

팀의 짐보상의 답사로 만찬을 시작했다. 그리고 각 팀의 대표선수가 나와 케

익을 자르고 기념 촬영을 한 뒤에 맛있는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식사를 마치

고 김정철 간사의 사회로 우정의 밤(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다. 팀별로 장

기자랑을 하고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풍선도 불고 터트려 정말 끊임없이 웃

으며 즐거운 밤을 보냈다. 마지막에는 팀별로 각 나라의 선물을 교환하며 인

사를 나누었다. 

뜨거운 열정과 우정이 가득했던 

제9회 키즈월드컵 

셋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A그룹과 B그룹의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보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보였

다. 그래서인지 저학년 고학년 어린이들이 개인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게 더 

재미를 주었다. 연습도 많이 해서인지 팀웍도 좋아 보였다. 경기결과도 A그

룹 B그룹 모두 팽팽한 긴장감을 주었다. A그룹 3위는 서울 A팀, 2위 부천 A

팀 1위는 작년에 이어 홍콩중화 A팀이 또 우승하게 되었다. B그룹은 3위 도

쿄팀 2위는 홍콩중화팀, 1위는 부천B팀이 차지했다. 시상식을 마치고 국내 

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해외팀들은 남은 캠프 일정을 소화했다. 저

녁은 자유시간으로 나라별 팀을 만들어 소프트 플라잉 디스크로 피구게임을 

했다. 통역하는 선생님들 Staff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자리라 모두가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날은 더운 날씨로 작년과 다르게 원마운트를 가게 되었다. 비록 이날 오

전에는 조금씩 비도 왔지만, 실내와 외부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놀 수 있었다. 물놀이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

들은 더 놀고 싶어 했다. 다음 일정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들과 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이마트로 향했다. 아이들은 한국 과자들과 김과 다양한 것들

은 양손 가득 사서 이마트를 나왔다. 숙소로 돌아와 강당에서 간식을 먹고 전

날 했던 소프트 플라잉 디스크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다섯째 날 아침 식사 후 모두가 공항으로 향했다. 타이페이팀은 비행기 시간

이 많이 남아 인천공항에서 점심 식사 후에 CGV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

터호텔3를 봤다. 그렇게 마지막 팀까지 모든 캠프 일정을 마쳤다.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키즈월드컵 캠프가 잘 마무리되었다. 

매년 캠프가 끝나고 사진을 보며 아이들이 캠프 기간 동안 즐겁게 축구하고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우리 부

서에서도 10명의 아이가 캠프에 참여해 끝나고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을 가졌다. 아이들이 잘 먹고 즐거웠다며 내년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친구들

이 많았다. 비록 직접 축구를 지도하고 아이들 한 명씩 이야기하며 캠프 기간 

동안 직접 챙겨주지는 못했지만, 캠프 담당자로서 기분이 좋았다.

매년 키즈월드컵은 이것저것 준비하고 정신없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아쉬운 부분이 꼭 한두 개씩 남는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

해는 우리 부서 아이들 10명까지 신경 쓰며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 작년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과 늘 사회체육부를 위

해 봉사해주는 JLC친구들, 통역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은 일을 도와주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번 캠프로 더 배우고 얻는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캠프는 조금 더 보람되고 뿌듯했다.

글 - 이선복 지도자

(사회체육부)

축구로 하나되는 YMCA 친구들

강력한 슛팅으로 골인

한일전의 코너킥

최선을 다한 키즈월드컵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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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목)~19일(일), 3박 4일간 서울YMCA와 나고야

YMCA 간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서울YMCA가 초

청국이 되어 문화교류를 했다. 본 교류의 목적은 양국 청소년 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양국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 하며 

상호우의를 다져 나가고자 함이다. 이번 한일 청소년 유스 세미

나에는 나고야 YMCA의 하쿠야 사토시 단장 외 7명의 일본 청

소년들과 6명의 한국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청소년! 사랑의 힘’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 

첫째 날은 서울YMCA 친교실에서 나고야 YMCA를 위한 환

영식이 이루어졌다. 환영식은 개회, 기도, 환영사, 인사말, 축

사, 참가자소개, 선물증정, 일정소개, 주기도문 순으로 진행되

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일본 청소년

들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였다. 환영식을 마친 후, 저녁 식

사는 불고기정식이었다. 처음으로 같이 먹는 식사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 청소년도, 일본 청소년도 서로 배려하고 챙겨줌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한국 청소년 중 일본

어가 가능한 청소년 덕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 함께 인사동을 산책하였다. 쌈지길까지 관광

한 후, 일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설빙을 방문해서 다양한 빙수

를 맛보았다. 빙수를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관

심을 가진 덕분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경복궁 관람을 했다. 한국의 전통고궁을 거닐

며 다 함께 사진도 많이 찍었다, 점심 식사로 쌈밥 정식으로 먹

은 후, 의정부에 위치한 다락원 캠핑장으로 이동했다. 캠핑장을 

가기 전 저녁에 있을 요리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 들

러 다 같이 장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핑장에 도착 후 한국청소

2018 한일 청소년 유스 세미나 

“청소년! 사랑의 힘”

년들과 일본 청

소년들이 서로

를 위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

다. 한국 청소

년들은 바베큐

와 부대찌개를 

준비했고, 일

본 청소년들은 

일본식 스프와 

마끼, 크레페를 

준비했다. 맛있

는 저녁 식사 후 

친교시간을 가

졌다. 친교시간

에는 일본 청소년들이 준비한 일본에서 판매하는 창의적이고 재

미있는 아이디어상품퀴즈 했다. 사용법을 맞춘 한국 청소년이 

아이디어상품선물을 받았다. 한국 청소년들은 투호, 제기차기, 

팽이 등을 준비해서 함께 한국 전통놀이를 배웠다. 이후 “청소

년! 사랑의 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청소년들

은 SNS 형식의 판넬을 만들어서 SNS를 통한 세계의 장벽 없는 

사랑에 대해 발표를 했다. 발표 이후에 한국과 일본 과자를 나눠

먹었다. 그리고 한국, 일본의 유명한 노래에 맞춰 다 함께 춤을 

추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셋째 날은 다락원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파주 문산에 위치

한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방문하여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해 배

울 기회를 가졌다. 또한 강 하나를 건너 있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꿈꿀 기회였다. 점심식사로 명동의 명동교

자에서 칼국수를 먹은 후, 팀을 나눠 명동을 투어 하였다. 유명

한국 화장품, 간식들을 쇼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으로 치즈

닭갈비를 먹은 후, 남산으로 이동했다. 남산을 다 함께 걸어 올

라 가면서 또 새로운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N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으로 셋째 날을 마무리했다.

넷째 날은 아침을 먹은 후 서울 시립미술관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덕수궁을 산책했다. 이후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폐회

식은 폐회, 기도, 폐회사, 인사말, 선물교환, 주기도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인 날인만큼 서로에게 작별인사를 했는데, 

4일간 정이 많이 들어 모두가 다 아쉬워하고 슬퍼했다. 선물증

정은 한국 청소년들이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져 있는 노트, 여권 케이스, 펜과 함께 한국어로 이

름이 적혀있는 네임 스티커를 선물하였다. 이후 인사동에서 간

단하게 냉면을 먹고 한복체험을 진행했다. 일본 청소년들 각자 

예쁜 한복을 고르고 입은 후 사진도 찍고 인사동을 걸었다. 짐

정리를 한 후 공항으로 떠났다. 한국 청소년들도 함께 인천 공항

으로 가서 환송했다.

3박 4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양국의 청소년들은 값진 경험과 추

억을 얻었다. 한일 청소년 유스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교

류하고 이해하면서 언어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를 얻게 되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특

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글 - 김민지  자원지도자

(청소년활동부 자원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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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YMCA는, 주민편익시설로서의 역할과 서울YMCA

의 사업과 이념이 실현되도록 “건강하게·아름답게·서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며, 새로운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사

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6월 1일(금) 제1회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제1회 작

은 음악회 때는 양천YMCA에서 우쿠렐레와 오카리나를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지인 동료분과 수강생 분들을 초

빙하여 멋진 음악을 선사해주셨다. 6월 8일(금)~9일(토) 

양일간 한국오카리나 앙상블 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 국

제 오카리나 페스티발 한·중·일 대표 중 한국대표로 출

전하여 멋진 콘서트를 펼쳐주신 선생님께서 콘서트 전에 

재능기부로 양천YMCA에도 멋진 공연을 펼쳐주시고 싶

어하셨기에 가능한 공연이었다. 이어 7월 27일(금) 제2회 

작은 음악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오전에 수영을 배우며 양천YMCA를 이용하고 계시는 김

헌주 회원님께서 재능기부를 해 주셨다. 1명의 성악가와 

14명의 연주자가 참여했고, 첫 연주곡은 ‘언제나 몇 번이

라도(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中)’로 작은 음악회의 막을 

열었다. 애니메이션을 보며 들어본 익숙한 멜로디로 우리

의 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공연 전에는 관객석에 있는 

양천YMCA 지역 주민을 위한 

제2회 작은 음악회를 마치며
글 - 윤필구 지도자

(양천YMCA)

사람들의 소곤대던 목소리도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선율에 모

두 숨죽이고 경청해주었다. 음악회를 처음 접해보는 어린 아

이들마저도 클라리넷을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바라보며 조용

히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여워 보였다. 두 번째 곡은 샹

젤리제. 밝고 익숙한 멜로디에 관객들도 흥얼거리며 박수치

며 리듬을 타시고 기분 좋게 감상하셨다. 

 김헌주 회원님께서 곡이 끝나고 시작할 때마다 관전 포인트

를 콕 집어 설명도 해주시고, 같은 클라리넷이라도 음의 높낮

이가 다른 여러 클라리넷의 소리도 따로 하나하나 들려주셨으

며, 짧은 문답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그로 인하여 관객들도 연주회를 이해하기 쉬웠고, 자칫 음악

회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관객들까지도 끝까지 몰

입하여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다.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세 번째 Music of night(-

From “The phantom of the opera”) 곡, 네 번째 put-

tin’ on the Ritz(From “the Motion Picture 中”) 곡

에 이어 5번째 ‘Hymm’ 곡이 시작되었다. 이 곡은 선화예고

의 류성민 학생의 바순 독주곡이었다. 바순이란 악기가 대중

에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고, 연주하는 사람

이 많지 않아서 관객들도 바순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게 느껴졌다. 클라리넷보다 악기의 크기도 크고 소리

도 물론 크지만 듣기에 너무나도 중저음의 편안한 바순의 소

리는 연주하는 내내 바순의 큰 울림이 귀로 듣는 연주가 아

닌 마음으로 듣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6번째 곡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마법의 성’으로 테너 박종

현 씨가 클라리넷의 선율에 맞춰 열창해주셨다. 서울대 졸업 

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박종현 씨는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잠깐 귀국하여 짧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양천 작은 음악

회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주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했다. 마음

을 울리는 ‘마법의 성’ 독창은 관객들이 앵콜 쇄도를 불러일으

키기에 충분하였다.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에 흔

쾌히 앵콜에 응해주셨다. 공연도 공연이지만 처음부터 끝까

지 잃지 않는 미소와 노래 가사를 느끼는 표정 변화를 보며 ‘역

시 프로구나’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Pizzicato polka’

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연이 모두 끝났다. 

 규모가 크고 웅장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는 좋

은 시간이었으며, 이후 8월 31일(금) 제3회 작은 음악회에는 

양천YMCA에서 열심히 통기타 수업을 해주고 계시는 고종

원 선생님께서 공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다. 무더위가 지나

가고 가을이 오면 멋진 가을 콘서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

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양천YMCA 회원들과 양

천지역 주민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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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wimming Festival in Taipei’ 다녀와서

● 첫째 날 키워드는 ‘만족’과 뿌듯함

지난 8월 3일(금)~7일(화)까지 4박 5일간 Taipei YMCA에서 열리는 ‘2018 

Swimming Festival in Taipei’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 YMCA의 대표로 대

만으로 떠났다. 

공항의 열기와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풍경으로 내가 진짜 대만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을 실감하고는 긴장이 되었지만, 도착하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느낌이 들

어서 그나마 긴장이 풀렸고, Taipei YMCA에서 저녁으로 제공한 한식 비빔밥과 

김치찌개 대만의 야경과 함께 거리의 분위기에 물들어 점차 적응되었다. 다행히도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적응시켜 주기 위하여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의 장소로 일정

을 짜 주신 것 같아 감사했다. 대만에서 처음 본 박물관과 거리의 분위기, 잠시 쉬

는 동안 먹은 밀크티도 참가한 선수들 모두 만족스러웠고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정

리하면서 아직은 어색한 친구들과 오빠 동생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점점 친해졌다. 

첫날은 여행을 갔다는 기분에 너무나 시끄러워 항의도 받기도 하였지만, 가족들

을 떠나 처음으로 떠난 해외여행. 그 첫 번째 날의 기분은 만족과 뿌듯함이었다.

● 둘째 날  키워드는 ‘관광’과 ‘연습’

첫 번째 키워드인 ‘관광’을 위하여 우리는 동물원에 갔다. 동물원의 이름은 ‘Taipei 

zoo’ 였다. 동물원의 규모는 엄청났다. 파충류부터 펭귄까지, 역시 대만인지라 판

다도 볼 수 있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귀한 동물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 신기하

기도 했고,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내가 직접 액션캠으로 친구들의 행동과 표정을 

담고, 동물들의 모습을 담으니, 더욱더 즐거웠다. 동물원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버

스를 타며 이동했는데, 버스의 무늬가 얼룩말 무늬, 기린 무늬 등 이여서 그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여행하는 느낌이 물씬 풍겼다. 버스를 타면서 잠시 다리도 쉬게 하

고, 목도 축이고. 마치 배낭여행 중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았다. 기념품 상

점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선물도 사고, 그 옆의 햄버거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곧 다

가올 연습을 위하여 우리 일행은 충분히 쉬어두고, 대회가 치러지는 곳으로 떠났다. 

우리가 도착한  Taipei YMCA 新五泰 스포츠센터는 정말 컸다. 아예 스포츠센터 

하나크기와 똑같은 것 같았다. 아니, 더 큰 것 같았다. 총 6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

었는데 그 안에는 당구장, 헬스장,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 등이 있었는데 체육관은 

학교 운동장 크기만 했고, 수영장은 레인이 7개에다가 유아풀이 2개나 있었다. 우

리는 맨 마지막 레인인 7레인에서 연습을 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 우리 수영장보

다 물이 낮고 스타트대가 없어서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내일 이곳에서 

수영대회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가라앉아 있던 걱정이 이제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

다. 2층에 있는 관람석과 심판들이 앉을 테이블, 그리고 터치패드 하나하나가 나에

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못 하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다. 그 두려움과 궁금증은 나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더욱 불안하게 만

들었고, 그 고민은 숙소에서까지 이어져 나갔다. 하지만 계속 웃고 또 날 웃게 만들

어주는 친구들 덕분에 그 고민은 풀어졌다. 역시 대회에서 나의 멘탈을 계속 유지시

켜 주는 것은 친구들과 선생님이겠지? 하지만 이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나를 잘 

관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내가 챙겨야지!’ 하고 말이다. 둘째 날은  첫

째 날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고, 내일 시작될 대회를 준비하는 날이였던 것 같다. 두 

번째 날의 기분은 기쁨과 기대감이었다.

● 셋째 날 키워드는 ‘후련함’과 ‘성취감’

드디어 대회 날 아침!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를 마친 뒤에 6시에 버

스를 타서 대회장으로 출발했다. 대회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빠르게 느껴졌고 내 기

준으로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만 같았다. 협찬으로 받은 수영복과 수영모자가 

나에게 큰 책임으로 느껴졌다. 마치 메달과 상을 꼭 따야 한다는 압박감의 근원인 것

처럼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 대회는 그 어느 때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했다. 해외

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 낼 기회였기 때문이다. 쉽지

만은 않았던, 도리어 내가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을 노력의 결실로 나

타내고 싶었다. 만약 내가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

게,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증명해내고 싶었

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도

록 내가 나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이번 수영대회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의미가 되

었으면 좋겠다. 내가 경기에서 뛰지 않을 때, 2층의 관람석에서 수영 영상을 기록하

며 생각했다. 이 경기에 나온 사람 중 단 한 명도 대충 또는 그냥이라는 말로 기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였고 메달을 딴 사람도, 따지 못

한 사람도 모두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을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 서울 YMCA는 릴

레이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땄고, 11명의 선수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8

개 동메달 8개 참가한 팀 중에 종합 5등을 하게 되었다! 

나는 개인종목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단체전에서 은메달 2개를 따

서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했다. 이제는 메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3시간 동안 대만 YMCA 안에만 있어서 아침, 점심을 모

두 대충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특별히 숙소에서 치킨을 먹고 과자와 음료수도 먹

었다. 다 함께하니, 더욱 즐거웠다. 이제 대회도 끝나서 더 걱정할 것도, 생각해야 

할 것도 없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저녁에 치킨을 다 먹은 뒤에 모두 한 방에 모여서 

놀았다. 매일 즐겁게 보냈지만, 오늘은 더 마음이 편했고 즐겁게 놀 수 있었다. 세 

번째 날의 기분은 후련함과 성취감이었다.

● 넷째 날 키워드는 ‘아쉬움’과 ‘행복’

넷째 날 아침, 우리는 8시까지 버스에 타서 아침을 먹었다. 어제 대회 때문에 힘들

었던 우리를 위하여 워터파크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워터파크와 놀

이공원은 붙어있어서 편하게 오고 다닐 수 있었다. 먼저 워터파크를 갔는데, 그곳에

는 대부분 튜브를 타고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많았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워터파크 

중앙탑이 있는데 각층 마다 1~2개씩 놀이기구가 있었다. 나와 친구인 혜림인 용기

를 내서 가장 위에 있는 놀이기구를 탔다. 그 놀이기구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재미

있는데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가속도로 인하여 큰 판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이다. 그러니, 무거우면 가속도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또, 놀이터에는 놀이기구 미니버전이 있어서 아이들도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놀이공원에 가서 롯데월드의 후룸라이드 놀이기구를 탔는데, 더 높고 재미

있었다. 그런데! 그 놀이공원에는 아시아에서 1~2등을 다툴 정도로 무서운 놀이기

구가 있었다. 나는 겁이 나서 타지 못했지만, 같이 간 언니는 손을 놓고 탔다고 자

랑했다. 내가 무서운 것을 못 타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

도 모두가 행복한 하루였다.

● 다섯째 날 키워드는 ‘좋은 추억’과 ‘가족’ 그리고 ‘다짐’

다섯째 날, 나는 이제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에 놀랐다. 4박 5일이 아닌 1박 2일 같

았기 때문이다. 항상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는 볼 수 없다니 많이 

아쉬웠다. 대만에서 숨 쉬듯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으로 가면 사라진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집으로 간다는 것이 마냥 좋기도 했다. 온갖 생각

이 나를 지배했다. 11시까지는 자유시간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호텔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선물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샀다. 공항

으로 가는 길. 4일 전에 대만에 간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나를 떠올렸다. 한국

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었다. 아무리 즐거웠어도 집에서 가족

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기지는 못한 것 같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쉬운 일도 행복한 일도. 모두 대만에서의 추억이니 마음속

에 고이 간직해야겠다. 11월 달에 열리는 서울 YMCA 한마음 대회까지, 같이 여

행을 했던 친구들과 오빠 언니들 그리고 동생들을 기억하며 나도 나의 수영을 조금 

더 열심히 키워나가야겠다.

글 - 윤예서 회원

(송파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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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YMCA 

국제 수영페스티벌 수영대회를 마치고...

긴장 탓에 새벽 4시 40분쯤 기상해서  굳은 몸을 풀고 일어나 씻

고 준비했다. 6시에 로비에 모인 우리는 긴장한 상태로 대회장으

로 출발했다.

대회장은 어제 우리가 연습했던 Taipei YMCA 체육센터, 도착 

후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Warm-up을 했다. 물 온도가 한

국보다 높은 32도라 연습하는 중에 금방 숨이 차올랐다. 간단한 

Warm-up을 마친 우리는 3층에 있는 선수 대기실로 갔다.

수영 시합은  1층 선수 대기실은 3층 체육관이었다. 대기실에서 선

수 모집을 한 후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경기를 진행한다고 경기에 대

한 설명이 이어졌다.

대기실에서 아침으로 샌드위치와 주스, 각종 사이드(계란, 치킨 너

겟, 소시지 등) 메뉴를 먹은 우리는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경기에 참여하였다. 경기 시간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쪽에 편성된 

나는 먼저 하는 친구들을 목이 터지라 응원하고 시합에 참가한 친구

들 동생들의 동영상을 찍어 주며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날 찍은 동영상을 보니 나 자신의 문제점

이나 잘한 점을 찾을 수 있었고, 참가한 친구들의 경기 영상을 평

가가 있어서 좋았다. 대회 초반에 참가한 종목에서 입상한 친구들

이 나왔다. 서울YMCA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어서 너무나 기뻤다. 

320명이 넘는 대만 YMCA 친구들과 오사카YMCA, 홍콩YMCA 

시합을 하는데 우리 팀에서 메달을 따게 되어서 우리는 너무 기뻤

다.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점심시간 전까지 우리는 은메달을 딴 팀원들이 

여러 명 나왔다. 이제 슬슬 1등도 기대가 된다며, 옆에서 응원해 주

시고 챙겨주시던 성기현 간사님과 최진호 선생님이 오늘 금메달 하나

라도 나오면 1인 1닭을 쏘신다고 하셨다. 우리들은 환호성과 함께 더

욱더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난 뒤 바로 다음 경기인 남녀 

혼성 자유형 200M 릴레이에서 드디어 첫 번째 금메달은 땄다. 모든 

친구들이 기뻐했고, 자신감도 더 생겼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선수 모집 장소에서 관계자분이 알려주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모든 선수가 경기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내 앞

의 일곱 개 조의 경기를 기다렸는데 경기가 진행될 때 너무나 떨렸다.

점점 순서가 다가오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고 마지막으로 레인 

확인을 해주는데 “이제 내 차례구나...”를 실감 나게 해주었다. 

스타트에 서서 ”READY“ 출발 총성과 함께 출발했다. 어떻게 시

합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을 했는지 난 어느 순간 터치패드

를 찍었다. 너무나 아쉬웠지만, 다음 경기는 아쉬움이 남지 않

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가 참가할 종목을 끝나

면 휴식을 했다. 총 5개의 종목에 참가한 나는 다행히도 메달 하

나를 획득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릴레이 종목이어서 더

욱 뜻 깊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을 했다. 시상식 방법은 등수에 오른 

모두를 불러 상을 주는 게 아닌 대표적인 경기에 등수에 오른 팀이

나, 개인에게 주었다. 우리 팀은 자유형 400m (단체전)에서 메달

을 딸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4등이었다. 

그렇게 마지막 시상식까지 마치고 대회가 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만까지 와서 수영대회를 하고 그 속에서의 긴장감, 

서울YMCA를 대표로 해서 열심히 함께해 준 친구들 동생들 더운 

날씨에 주장을 잘 따라주어 고맙고, 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

님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 박지훈 회원

(서초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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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의 시대적 사명 (요9:1~3, 마5:37)

Y joy│이달의 성경 Y joy│이달의 성경

글 - 조남국 목사

오늘의 한국교회는 유교, 불교, 천도교 등 재래종교와 공존하

는 다원 종교사회에서 국민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종

교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옛날과 같이 

불평이나 불만 투쟁만을 하는 객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일어나

는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인의 입장에서 두 가

지 사명이 있다. 하나는 온 민족에 대한 목회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책임감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과 긍정을 균형 있게 선언

할 책임이 있다. 

첫째로 온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

님께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준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소경을 눈을 떠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

은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나 조상의 죄입니까?” 하고 물

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 같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서 

온 것이냐의 의문의 표현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 이란 말이 있습

니다. 이 말은 일이 술술 풀려서 마음 먹은 대로 잘되면 내가 잘

한 덕분이고 일이 잘 안되면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심

사를 빗 된 속담이다. 

오늘 이 나라 발전의 저해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전가의 

심리’, ‘탓의 심리’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인가 어떤 일

이 터지면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전가함으로써 위안을 구하는 

버릇이 생겼다. 가령 내 자식이 대학입시에 낙방하면 자신의 노

력 부족이나 실력의 모자람은 반성하지 않고 입시제도의 잘못

을 탓하고 교육 자율화에 책임을 돌리고 유해한 교육 환경 때문

이라고 한다.  

가령 내가 남과 같이 잘 살지 못하고 이날 이때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정책 잘못이라

고 그 잘못을 타에 전가한다. 내가 군대나 관공서나 회사에서 제

때에 승진을 못 한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씹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자라는 점은 접어둔 채 언제나 남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떤 일이 커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책임을 남에

게 떠넘기느냐 하는 순발력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착

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땅한 속죄양이 없을 때도 ‘법적 뒷받

침’이나 ‘제도 미비’에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다수 종교의 위치에 있는 기독교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것을 정부나 여야 정치인이나 기업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탓으로 수용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

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과는 그 방향이 전혀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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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

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맹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함이다”고 하셨

습니다. 

제자들은 불행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 불행의 원인을 폭로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소경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깊

은 고난에 처해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람을 놓고 그것이 ‘누구의 

죄냐’, ‘앞으로 어떻게’ 등을 따지는 것은 문제 해결의 도움이 되

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행의 원인을 캐내거나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불행을 고치느냐에 관심을 쏟는 것

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책임이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가하게 따지고 들추고 정죄하고 타에 책임

을 전가 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선  눈먼 자가 있으면 그를 어

둠에서 건져내어 빛을 보게 해주고 불행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고 있지 심판만을 바라지 않

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런 역사적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

서 원한과 불화는 풀리지 않고 더 꼬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마저도 모두 교육자의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

고 남의 탓으로 전가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문제를 자기의 탓으

로 교회의 탓으로 돌리고 문제 해결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어 십자

가를 지려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각자가 과거와 오늘의 현장을 어떻게 비

판하고 해석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선객이

라는 점에서 오늘의 위기를 벗어나고 내일의 항해를 더 보람 있

게 하려는 희망에서 건설적인 일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

든 일에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나 사회나 국

가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기

독교인의 바람직한 역할은 사회 통합에 있다고 봅니다. 날로 증

가하는 사회 안의 갈등과 이익 충돌을 종교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조정하고 화해시키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일의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정신적 도덕적 방향을 제

시해야 하며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지적하고 

불안한 점을 바로잡아주는 파수꾼의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정치나 기업이나 모든 분야가 방향감

각을 잃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잃고, 도덕적으로 정신

적으로 방황할 때 기독교인의 역할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예 할 것은 예’ 하는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

각합니다. 명랑하고 바른 사회는 백성의 입에서 ‘예와 아니요’가 

균형 있게 바로 표현되는 곳에서만 성립됩니다.  ‘예와 아니요’를 

보류하는 사람은 그 사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

다. 어느 시대든 종교는 그 민족의 ‘혼’이라고 했는데 그 ‘혼’이 잠

들어 버리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기독교인이 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비판의식이 흐려져서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주저할 때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의 비극

적인 결과는 막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아니요’만 선언하면 이 시대에 대한 사

명을 다하는 줄 아는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니요’만 선

언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라고 가르치셨

다. 현실에 대해서 때로는 세례요한처럼 냉철하게 부정의 선포

가 필요한 동시에 빈터 위에 새집을 짓기 위한 긍정의 선언도 필

요합니다. 

병든 곳에 사정없이 칼을 들어 수술해야 하지만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싸매주는 일은 더욱 소중합니다. 수술은 건강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은 아니고 정의가 사랑의 수단이듯이 ‘아

니요’는 ‘예’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은 아닙니다.   

고로 부정을 위한 부정은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일 뿐 아

니라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혼란한 사회에서

는 방황하는 백성에게 빛과 용기와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의 사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칼을 뽑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냐고 대드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처럼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눈을 뜨게 하는 지도자는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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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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년 7월 12일, 일본의 한국강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

고 있을 때, 남감리회 개성선교부 소속의 선교사 갬블(F. K. 

Gamble), 리드(W. T. Reid), 스톡스(M. B.Stokes)가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했다. 이들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

꼈다. ‘백만인구령운동’이 발흥되기 시작한 것이다. 

백만인구령운동을 위해 채프만(J. Wilbur Chapman), 

알렉산더(Charles McCallon Alexander) 등의 세계적 

부흥사들,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브라운(Arthur 

Judson Brown), 뉴욕 대학의 맥크랙킨(Henry Mc-

Cracken), 남감리교의 호스(E. E. Hoss) 감독, 세계 선

교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어선(Arthur Pierson), 한

국 감리교 선교의 공헌자인 가우처(John F. Goucher) 

박사, 호주 평신도 선교사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패톤(F. 

Patton)과 길랜더(W. Gillanders)도 입국했다. 이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다. 어느 선교국도 누리지 

못했던 관심과 혜택이었다. 

빌링스는 평양에서 열린 백만인구령대회의 한 복판에 있었

다. 그는 집회에 참석한 수 백명의 사람들이 결신하는 현장

을 목격하고 감격에 겨워했다. 미국 부흥운동을 통해 회심

을 체험했고, 1907년의 평양대각성운동의 소문을 듣고 한

국까지 건너왔던 그였다. 성령 임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

었을 때, 그는 교육선교보다는 직접 복음전파를 위해 뛰어들

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격물학당(格物學堂, 

지금의 광성중고등학교) 학당장을 거쳐, YMCA 내에 설립

되었던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

선교사로 그 이름을 각인시켰다.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었

던, 자신의 바람과 괴리가 되는 일이었다. 

선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근원적 자세는 복음을 이어나가고 

확장시키는 것은 선교사 자신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라는 

생각을 신념으로 갖는 것이다. 그런데 선교는 전달층의 논

리와 사고를 일방적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 힘

으로도 퍼지지 않는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수용층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전달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층이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웃 관계가 맺어지지 않듯이, 수용층이 이를 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권이 쇠약해졌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다. 선

교사들은 복음과 지역, 복음과 문화, 복음과 교육, 복음과 

의료, 복음과 정치의 관계가 풀지 못할 만큼 얽혀 있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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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한국인들의 최고 명제는 

‘독립’이었다. 개인구령을 지향하는 한국교회나 모든 기독교

인들도 예외 없이 한국을 구원하는 것을 최대 명제로 삼았다.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임금을 다시 복위시키는 것이 아니었

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주독립이었다.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유학생 600여 명이 도쿄의 기독

교청년회관(현 재일본한국YMCA)에 모였다. 이들을 대표해

서 백관수는 이광수가 기초한 독립 선언문과 결의문을 낭독하

고, 최팔용이 ‘조선청년독립단’발족을 선언했다. 유학생들은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한일합병 조약의 폐기, 한국

의 독립선언, 민족대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

기까지 혈전도 불사할 것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일본 경찰이 

들어 닥쳤고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사회자 최팔용 등 

60명이 검거되었고, 8명의 기독학생들이 기소되었다. 일본

의 검거를 피한 유학생 일부는 일본 황궁 옆 히비야 공원(日比

谷公園)에 가서 ‘독립만세’을 외쳤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으로 연결되었고 상해임시정부를 세

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2.8독립선언에는 대한제국 복구나 존왕(尊王) 의식은 

없었다. 유학생들은 “정의”,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

다. 이것은 부국강병을 외치던 개화론자들이 사용했던 어휘

가 아니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친 것들이었다. 

한국은 미션스쿨을 통해 “교육받은” 사회 세력 집단을 형성했

고, 곳곳에 조직망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영

향력 있는 민족적 사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근대지

식사회는 교회와 YMCA 등을 통해서도 자유 평등 사상이 전

해졌고 의식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광수는, 독립선

언서를 기초하기 전부터,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일본도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추 세력이었고, 그런 이유로 

선봉에 섰다고 판단했다. 대표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

독교 지도자였고, 미션스쿨 학생들은 선도에서 시위를 이끌

어가고 있었다. 시위대의 중심에는 어느 곳이든 기독교인들

이 있었다. 

빌링스 자신은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역사의 주관

자는 그를 기독교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의식화된 인물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기독교 복음이 한국의 근대 이데올로

기가 되게 하셨고, 영미의 기독교적 전통이 자주독립의 방향

이 되게 하셨다. 빌링스를 그렇게 쓰신 것이다.

1922년까지 빌링스는 연희전문에 있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25년 남녀 협성신학교가 하나로 통합하고, 1931년 12월 

4일부터 전문학교령에 의해 4년제 남녀공학을 시작했을 때, 

교장이 되었다. 1939년까지 봉직하다가 1940년 일본이 재

한선교사들을 추방할 때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선교적 열정

을 감추지 않았고, 필리핀서 선교활동을 했다. 일본이 필리핀

을 점령하면서 체포되었고 3년의 옥고를 치렀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빌링스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

다. ‘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의 대표자

가 되어 한국을 위해 헌신했고, 6.25가 발발했을 때 구호사

업에 혼신을 다했다. 1953년에 정년으로 은퇴하면서 미국으

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다가 1969년 이 세상을 떠났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는 인간이 바뀐다

고 증언한다. 성령의 역사가 인간을 변화시키고, 오랜 시간

에 걸쳐 체계화시킨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렇지만 성

령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곳

은 교육의 영역일 뿐이다. 변화의 성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

이 걸리고, 그 힘도 기대에 이르지 못하며 제한적이다. 그럼

에도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빌링스는 그것을 증

명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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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者>사상과 이사야 
<저 구름 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뇨? (60:8)>

얼마 전 지인이 날씨도 더운데 읽어보라고 글 하나를 카톡

으로 보내왔다. 미국에서 책 하나가 출판되자 2주일 만에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책 제목은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30일 내에 당신의 아내를 바

꾸는 방법”이었다. 얼마 후에, 그 책의 저자는 책명에 오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오자를 고쳐서 다시 출판하였

다.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 “30일 

내에 당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 그 후 그 책은 한 달 내내 

겨우 3권이 팔렸다고 한다.  

나도 그 글이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가까운 이들에게 전

했더니, 한 분이 금방 활짝 웃는 그림을 보내왔다. 그러

더니 또 다른 분은 <Wife is more stronger rather 

than Life.> “아내는 생명보다 더 강하다.”라는 글을 보

내왔다. 역시 공감력이 강했다. 이어서 이런 글도 보내왔

다. <the knowledge which fears wife is the only 

real awareness. ggg. > “아내를 두려워 할줄 아는 것

이 유일한 참 깨달음이다.”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

이라 그런지, 나름대로 큰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 같았

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소위 그 <깨달음>이라는 낱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8월 내내 뜨거운 폭염 속에서 

그렇듯 헤매었나 보다. 날씨 때문에 만 일까?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시간에서 유학생 교회를 목회

한 적이 있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교회표어를 정하

였다. 이사야서 60장 8절이 마음에 들었다. <저 구름같

이,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푸른 꿈을 안고 

미국까지 유학 온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말씀을 찾다가 

고심 끝에 그렇게 정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 교회표어를 

붙였지만 그중 몇 사람이나 그 표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

는가는 나도 잘 모른다. 그저 나 혼자, 가끔 조국의 푸르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쁨을 즐기곤 하였다. 스스로는 그것

도 하나의 큰 <깨달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젊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슴 속이 텅 빈 것 같은 클클

함에 괴로워한 적이 있었다. 소위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고 골백번도 더 다짐하고 시작한 신학 공부가 나의 그 작

은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출발한 신학공

부더냐.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도 받지 못한 채, 

그리하여 천신만고 끝에, 교단도 다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해, 입학 첫날 일기장에 <오직 하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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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제목의 시(詩)도 쓰지 않았더냐? 물론, 지금은 교

수직도 은퇴하고 <실존치료>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나마 

가슴을 달래고 있지만, 젊었을 당시는 그 텅 빈 가슴을 채

울 수 있는 무언 가가 언제나 부족하다고만 느끼고 있었다.  

그런 데, 그때, 그 텅 빈 가슴을 채워 줄 기회가 주어졌다.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가 설파한 <남은 자> (Remnant) 사

상을 만난 것이다. 북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무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남국 유다도 곧 이스라

엘과 같은 위기에 처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절박한 사회

적, 국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이사야는 타락해가는 정치적 

현실과 마주하여 싸웠다. 그는 어느 예언자들보다도 현실적

이었으며, 그 외침은 절실하였다. 세속 정치가들은 하나님 

없는 역사를 논한다. 그러나 이사야는 역사 깊숙이 개입하

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인류 구속의 목적

을 그는 명확히 읽고 있었다.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의 역사철학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살

아남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하

여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일견 유토피아적 공상

이라고 비난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

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것

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깊숙이 활동

하고 계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

사야의 예언은 강력하였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훼멸이 작정 되었

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 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10: 20-23)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꽤나 불편하

다. 앗시리아의 침공이 우려되었던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

엘의 상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현실

을 대처하는 소위 정치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저들이 정

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까지 든

다. 그 언제, 5000년 조선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정치현

실이 그리 아름다운 적이 있었겠느냐만, 소위 하나님을 믿

는다는 무리들의 모습이나, 부처님을 믿는다는 승려들의 모

습도 부끄럽기는 매한가지다. 한국의 미래가 그리 밝지 만

은 않은 것 같다.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 다시 새롭다. 역사를 이끌어 가

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립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

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11:9)을 기도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

의 구원이심이라.”(12: 2) 노래도 한다. “보라, 내가 새 일

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

겠느 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을 내리니.” (43: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

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60:1) 예언자 이사야의 말

씀이 가슴 속 깊이 들어 와 꿈틀대기 시작한다.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남은 

자>들이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솟구쳐 오르기를 손 모아 본

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그 교

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목 놓아 소리쳐 본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Y joy│성경 속 청년 Y joy│성경 속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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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그림 찾기/노먼 록웰

글 - 이소영 작가

미술 칼럼니스트,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해설, 작가

뮤지엄 에듀케이터, 소통하는 그림연구소-빅피쉬ART 대표

신나는 미술관 대표, 창의력 전문 과정 지도자

흰 머리가 줄무늬처럼 돋보

이는 그림 속 화가는 미국 최

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인

정받는 노먼 록웰(Nor-

man Perceval Rock-

well/1894~1978)입니다. 

19세의 나이부터 잡지 표지

를 그렸던 노먼 록웰은 47년

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가

장 독자가 많았던 잡지 <새터 

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표지

를 300점 넘게 그린 전설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먼 록

웰은 잡지 표지를 그릴 때 구독자들이 원하는 장면이 잡지

의 주제와 맞는다면 그리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평범하

고 행복한 미국의 일상을 담는 데 애정을 쏟았습니다. 온 가

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풍요를 누리는 모습이라던가, 인종이 

다른 이웃끼리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장면 등 비교적 당시 미

국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그렸기에 당시 대중들에게 큰 인

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열심히 뿌옇게 흐려진 안경을 쓰고, 파이프를 입

에 물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신의 나라의 상징인 독

수리가 장식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그

리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이 미국을 대표하는 일러스트레이

터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안경을 낀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자화상 속 화가는 눈동자가 또렷한 젊

은 사내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의 얼굴 위로 장

군들이 쓰는 투구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화가 자신이 저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려있

기도 한, 이 그림은 그림 속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볼까요?

화가들의 자화상을 

찾아보세요. 제일 먼

저 보이는 화가는 누

구인가요?

맞습니다. 가장 위에 

걸린 엽서가 바로 빈

센트 반 고흐(Vin-

cent van Gogh/

1853-1890)의 자

화상이에요. 고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린이들에게도 이 자화상을 보여

주면 대부분 고흐요! 라고 맞출 거예요.

고흐는 이 자화상을 1887년 12월에서 1888년 2월 사이인 

겨울에 그렸습니다. 같은 해 가을 동생 테오에게 고흐는 이

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동안 힘든 일을 많이 겪은 탓에 빨리 

늙어버린 것 같다. 주름살, 거친 턱수염, 몇 개의 의치 등을 

Y joy│명화는 명화를 남긴다 Y joy│명화는 명화를 남긴다

노먼 록웰 삼중 자화상(1960)

빈센트 반 고흐화가의 자화상

(1888)반 고흐 뮤지엄

렘브란트 자화상 (1652)
 캔버스에유채 112.1 cm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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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노인이 되어버렸지. 그러나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내 직업이란 게 더럽고 힘든, 그림 그리는 일 아니냐. 스스로 원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지. 그러나 즐겁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비록 내 젊음은 놓쳐버렸지만 언젠가는 젊음과 

신선함을 담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불확실하나마 미

래를 상상하며 지낸다.…예술가가 되려는 생각은 나쁘지 않다.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억누를 

수는 없지. 소망하는 것을 터트리기 보다는 태워버리는 게 낫

지 않겠니.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다. 그림을 그리

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을 테니까.”

-1887년 여름~가을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중 ⑴

이미 너무 늙고 지쳐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리는 고흐의 마

음은 어떠했을까요? 조금이라도 가늠해봅니다. 좋아서 하는 일

을 행해가며 늙어가는 일은 예술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지만, 그로 인한 상처와 가난, 고통에는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좋아서하는 일에는 그 어떤 힘듦이 따라도 

타인에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 가끔은 서글퍼지는 날이 누구

에게나 있으니까요.

빛의 대가 렘브란트의 자화상도 있네요!

갈색톤의 배경에 우리를 바라보고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바로크시대의 대가 렘브란트 반 레인(REM-

BRANDT VAN RIJN/1606-1669)입니다. 렘브란트는 빛

과 어둠을 극적으로 조화롭게 구성하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사용해 많은 걸작을 그렸고 당대에 명성을 얻었지만, 젊은 나

이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단체 초상화인 <야경/1642>

을 그린 후 같은 돈을 지불했으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단체 

초상화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자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고 점차 그림 주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렘브란트는 모델 대신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100여 점이 넘습니다. 평생 렘브란트를 

떠나지 않았던 모델은 바로 화가 자신이었던 거죠. 

노먼 록웰의 그림 속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몇 살의 렘브란트

를 그린 것일까요? 마흔여섯의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나에 대해 나도 잘 모

를 때 저는 렘브란트

의 자화상들을 봅니

다. 그럼 묘하게 조

금 빛이 보여요. 그

의 그림에서 나온 빛

이 제게 말하는 듯해

요. 살아가다가 바뀌

는 순간순간의 모든 

너도 그저 너 자신이

라고요.

아직 두 점의 그림이 더 남았는데, 글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나머지 두 점의 그림은 한번 누구의 작품일지 추측

해보시고,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 노먼 록웰은 1977년 ‘가장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미국의 

인물’로 선정되어 ‘대통령의 자유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상했고, 그 이듬해인 1978년 84세를 일

기로 스톡브리지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현대미술 시장에서도 그의 작품의 인기는 높으며, 우리

에게 ‘E.T’로 잘 알려진 스티븐 스필버그와 ‘스타워즈’ 시리즈의 

감독 조지 루커스 역시 노먼 록웰 작품을 컬렉팅하는 컬렉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조지 루커스 감독은 <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게재된 노먼 록웰의 그림을 보고 자

란 세대이기에 두 사람은 돈이 모일 때마다 노먼 록웰의 작품을 

수집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작품을 구매할 때도 서

로 경쟁하지 않고 의논해서 양보한다고 하니 하늘에서 노먼 록

웰이 이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해하겠지요?

작품 출처:www.wikipedia.org 

⑴ 반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고흐 지음 .신성림 옮기고 엮음/ 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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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양용자동차, 행글라이더, 잠수복, 모나

리자, 인체해부도…….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과 그의 업적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라

면  많은 이야깃거리와 함께 아이들의 호기심

을 자극하고 탐구심을 길러 주기에 좋은 작품

이 될 것이란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이렇게 기발하고 재미있는 그의 발명

품들과 함께하면서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를 등장시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을 

뿐 아니라  바다에 침몰한 보물이 가득한 해

적선을 찾아 몽테크리스토 섬으로 떠나 무시

무시한 해적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스펙터클

한 모험은 용기와 모험심도 길러 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 Da Vinci: Mission Mona Lisa, 2018 제작)

기본정보 - 애니메이션 | 이탈리아 | 82분 | 

감독 - 세르지오 맨피오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사실 영화의 스토리는 단순하다. 커다란 반전이나 감동이 있는 것

도 아니고 눈에 드러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진 않지만, 모

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친구와의 우정,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노

력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친구 로렌조의 우정이 특히 아름답다. 아직은 미완성이고 실험적인 

레오의 발명품들을 위험하지만, 함께 시험해 보고 격려를 잊지 않

고,  여자 친구 리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레오에게  

그녀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끝까지 함께 하며 

믿어주는 로렌조의 우정을 아이들이 꼭 보길 바란다. 감독 역시 로

렌조는 극 중 레오가 정신적으로 성숙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인

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과학교사협회 추천작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과학 꿈나무 어

린이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영화인만큼 인류 최초로 만든 잠수복

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월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낙하산이 어

떻게 펴질 수 있는지, 해적 선장의 명령으로 통나무로 잠수복을 

만들지만, 자꾸 물에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고래들의 노랫소

리로 상자를 열게 함으로써 초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돌고래를 

표현하는 등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들을 영화 곳곳에 배치하고 있어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하지

만 아마도 아이들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 간단한 설명

을 곁들이면 좋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꼬마 니콜로가 일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빈치 사후 지동설이 나오는 역

사적 사실을 안다면 작은 과학적인 사건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쓰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인류 최초로 만든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을 들어가 보물선

을 찾아내기도 하고, 보물지도와 맞바꾸려 했던 리사의 초상화

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모나리자이다. 마지막에 니꼴로에게 

선물했던 팔이 네 개라 웃긴다던 그림은 그 유명한 인체해부도였

는데 이렇게 그의 훌륭한 발명품들과 작품들이 영화 곳곳에서 어

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를 더해 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나리자나 인체 해부도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라면 영화 

속에서 장난스럽게 그려진 것을 보고 원작에 대한 감동을 알기도 

전에 좋지 않은 선입견을 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아이들에

게 원작을 한 번 보여 주는 것도 훌륭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했던 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시

대의  배경을 철저히  연구해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한 만큼,  지중해를 배경으로 한 피렌체 시장, 도시

의 붉은 지붕들, 베키오다리 등 실감 나고 충실하게 묘사한 중세 

이탈리아의 모습을 즐기면서 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의복 연구

부터 철저하게 고증하였다 하니 영화 속  주인공들의 현실감 넘

치면서도 섬세한 의상도  눈여겨 감상하길 바란다.

또한, 50인의 오케스트라가 활기차고 화려하게 또는 로맨틱하

고 달콤하게 각 장면에 맞는 음악으로 긴장감을 느끼게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 점도 이 영화의 즐

거움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왕성한 호기심과 실험정신을 자

극한 것은 물의 움직임과 식물의 성장주기, 갖가지 짐승의 움직

임, 그리고 무엇보다 새가 나는 모습 등 자연의 모습이었고  끊임

없는 관찰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또 한 화가, 조각가, 음

악가, 토목기사일 뿐 아니라, 모든 예술과 과학에 정통했다. 심

지어 멀리뛰기와 높이뛰기 선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일

들을 훌륭히 해낼 수 있었는지 지금도 그와 관련된 수많은 수수

께끼들 중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영화는 다빈치의 호기심이나 

발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물선을 찾기 위한 해적들과의 대

결을 그리다 보니 다빈치의 발명가적인 모습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영화 한 편에 모든 

이야기를 다 넣을 수 없는 만큼 소년 레오의 모험을 보고 난 후에

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이며 과학자·기술

자·사상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새롭게 만나게 되길 바란다.

글-김혜경(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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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실시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에서는 여름방학 청소년자원봉사활

동 “청소년 공공행정 알리기 캠페인–유스네비” 프로그램을 8월 7일(화)~ 

10일(금),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중랑구 거주 중·고등학생 30명이 참

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청소년근로권익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

으며, 전문가(노무사)에게 교육받은 ‘청소년근로권익(아르바이트 권리)’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거리 캠페인을 준비·실행하였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가족캠프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 꿈밭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

께 8월 3일(금)~4일(토)까지 ‘通하는 여름이야기 옹기종기 가족캠프’를 진

행했습니다. YMCA영흥수련원에서 갯벌체험 및 수상안전체험과 윈드서

핑을 즐기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소통할 수 있

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지영하 감독 본회 방문

레저사업부에서는 지난 6월 대한스키협회에 방문 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왔으며 8월 22일(수)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지영하감독이 

본회에 방문하여 스키 저변 확대를 위한 모색을 했습니다. 

상담사업팀 헬로마이드림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상담사업팀에서 헬로마이드림 집단프로그램을 혜

원여자중학교에서 8월 21일(화)부터 총 4회기 동안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들은 헬로마이드림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진로탐색 검사를 통해 자신

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감정을 알고 배려하는 방법을 알게 되

었고, 본인의 진로 적성을 발견해 자신의 미래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

질 수 있었습니다.  

망우청소년수련관

레저사업부

Y joy│재능나눔 Y news│활동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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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부엉이캠프 

서부YMCA는 8월 17일(금)~18일(토) 1박 2일간 관내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무더위를 잊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부엉이캠프

를 실시했습니다. 기본야영교육, 요리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친구

들과 실내에서 안전하게 배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서부YMCA

2018 하계 단기사회사업(사회복지현장실습)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준비를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대학생 12명과 함께 7/2(월)~8/17(금)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했습

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경험하고, 사회복지의 근본과 가치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더하여 방화11

종합사회복지관의 미션에 맞추어 일합니다.

두드림안마봉사대와 수영동아리가 함께한 단합대회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8월 22일(수) 시각장애인 자조모임 마실 수

영동아리와 두드림 안마봉사대가 함께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계곡으로 단

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

누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수박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일상

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서로 어울리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드림안마봉사대와 

수영동아리 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꿈해랑’ 소식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7월 31일(화)~8월 10일(금)까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꿈해랑에서는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꿈해랑, 길

을 찾다’를 실시하였습니다. 1학기 동안 배운 오카리나악기를 가지고 서

천어메니티복지마을의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서천군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오카리나 공연을 하였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며, 어르신과 함께 하

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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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이상재와 청소년의 THE 한마음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7월 30일(월)~8월 9일(목)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와 함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월남 이상재와 청소년의 

THE 한마음’을 통해, 미래와 과거를 알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

니다.

2018 충청남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와 서천군청소년수련관 공동주관으로 2018 충청남

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를 8월 9일(목)~11일(토)까지 2박 3일간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격을 생각해보고 청

소년운영위원회 간의 교류를 갖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36회 서부교육장배 수영대회

서부YMCA 어린이수영단·마스터즈반은 8월 3일(금) 잠실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 제36회 서부교육장배 수영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수영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았습니다. 이번 수영대회를 통해 실기능력 향상과 자

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부YMCA

창의적인 10대가 되기 위한 첫걸음 

틴-메이커 Creative Academy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특화사업팀에서 틴-메이커 Creative Academy 프

로그램을 8월 2일(목)~10일(금)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 5학년~중등 

3학년 청소년 17명이 참가했으며 아두이노, IOT 보드, 블루투스, 3D프린

터에 대한 기본 이론교육을 토대로 팀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팀 프로젝트

를 진행했습니다. 

망우청소년수련관



(주)다람쥐장터 정희정 대표 에어컨 기증

송파YMCA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8

월 3일(금) 유기농 바른먹거리 우수법인 농업회사법인(주)다람쥐장터 정

희정 대표가 송파YMCA에 10,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기증

해 주셨습니다.

송파YMCA 2018 방배성당 캠프

송파YMCA에서 8월 9(목)~10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다락원 캠프장에

서 방배성당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자연과 함께 

뛰어놀며 더위를 잊고, 윈드서핑을 배우며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가 무

색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신부님과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은 함께 참석

한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BBQ 

파티를 즐기며 1박 2일의 캠프의 정점을 찍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파YMCA

지구별 청소년 평화캠프
청소년활동부에서는 7월 27일(금)~29(일) 파주 DMZ에서 중도입국(다문화), 일반 청소년 
및 서천청소년문화센터 소속 청소년 60명이 함께 모여 세계 평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우
정을 나누는 지구별청소년평화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시원한 물놀이와 
그리브스티어링, DMZ1129 등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했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도 어울리
며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은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 진행된 지구별 
청소년 평화캠프는 서울YMCA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YMCA와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놀이친구(PLAYMATE)” 사업 추진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
국 적응을 돕고 건전한 여가 생활과 또래 친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부

제27회 서초구청장배 꿈나무수영대회

서초YMCA에서는 8월 26일(일) 서초YMCA 수영장에서 서초구청장배 꿈

나무수영대회가 서초YMCA 수영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각 그룹 183명의 

선수가 각자의 그룹에서 서로간의 기량을 마음껏 겨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

다. 서초YMCA 어린이 수영단 및 마스터반 35명은 그동안 훈련한 실력을 

맘껏 뽐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서초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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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청소년심포니오케스트라 여름뮤직캠프

서울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직캠프가 8월 8일(수)~11(토) 3박 4일동안 

서울YMCA 영흥연수수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

직캠프는 단원 및 파트강사 50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의 정기연주회를 대비

하여 합주와 파트연습을 통한 집중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십리포해수욕

장에서 물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함께 하는 공동체활동을 통해 화합과 친교의 시

간을 가졌으며, 마지막날에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한여름의 열린 음악회

를 진행하여 클래식의 잔잔한 감동을 전하였습니다.

 Book촌에서 함께하는 일삼세대 모꼬지
- 북촌생활체험 한마당 

청소년활동부에서는 태풍이 물러가고 선선해진 8월 25일(토), 서울시교육청 정독도

서관 시청각실과 로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북촌을 중심으로 한 종로 지역의 옛날 물건들을 체험해 보고 함께 교류하

며 문화 공연도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YMCA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의 추

억의 동요 메들리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중창단 나이아가라의 아름다운 하모

니로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과 청소년들 모두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YMCA와 정독도

서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북촌생활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종로를 중심으

로 마을 어르신들과 청소년 간의 세대 공존과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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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종로YMCA 지점 개점 70주년 기념식

8월 2일(목) 본회 1층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YMCA 지점(지점장 박주철)이 개점 70주년을 맞아 오후 6시에 개점 7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

다. 이날 차종엽 부지점장의 사회로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행장님의 엽서낭독, 서울YMCA 이석하 회장의 축하말씀, 영업본부장 인사말 등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페어손그룹YMCA 국제캠프자원지도자 프로그램은 영국 남부에 위치한 YMCA의 네트워크

인 페어손그룹YMCA가 주관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서 매년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뉴질랜

드, 호주, 가나, 멕시코 등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동안 영국YMCA 

스탭들과 함께 카약, 등산, 양궁, 줄타기, 자연학습, 부시크래프트(Bush Craft) 등 다양한 야외프

로그램 및 캠프활동을 진행하면서 국제감각 및 글로벌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활 동 기 간  : 2019년 1월 14일(또는 3월 11일) ∼ 2019년 11월 1일

      ■ 장      소 : 영국YMCA 페어손 장원(Fairthorne Manor)캠프장

      ■ 참 가 자 격

1) 만 18세 이상 (남자는 24세 이하 군미필인 경우도 지원 가능)

2) 본회 회원(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필수) 및 직원, 자원지도자

3) 해외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활동적이며 사교적이고 어린이 및 직원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5) 지역사회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자

6) 다양한 스포츠에 소질 및 관심 있는 자

7)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자하는 자

      ■ 숙식 및 수당 : 무료제공 / 주 70파운드(주 5일 근무) 

      ■ 모 집 기 간  :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

      ■ 선 발 면 접  : 2018년 10월 5일(금)

      ■ 선 발 인 원  : 3명(1차 선발) 

      ■ 참  가  비  : 무료(항공료 및 보험료, 비자발급비용 별도부담)

      ■ 제 출 서 류  : 참가신청서 및 추천서(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 제  출  처  : 서울YMCA 기획정책실 김정훈 간사

         (Tel. 735-4610 / Email. ymcaint@ymca.or.kr / Fax. 732-2066)

정세균 전 국회의장 본회 방문

정세균 전 국회의장(제20대 대한민국 국회 전반기 의장)이 8월 2일(목) 본회를 방문하여 지역구 현안과 서울YMCA 사업 

및 2·8 독립선언 100주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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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 정세균 전 국회의장(제20대 대한민국 국회 전반기 의장) 본회 방문 간담회 

             우리은행 종로YMCA 지점 70주년 기념식 참석

8월 22일 /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지영하 감독 접견

8월 29일 / 김화순 여사 제36주기 추모식

8월 27일 최인광 감사 한국교회신학연합 워크샵 기조강의설교

8월 31일(금) 여봉구 부회장

이석하 서울YMCA 회장

이사·감사 동정

정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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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system.co.kr
www.systemever.co.kr

ERP비즈니스 동반자   ㈜비엔아이 : www.bnicorp.co.kr   ㈜시스웨어 : www.sysware.co.kr    ㈜아이티커머스코리아 : www.itcommerce.co.kr   엔지아이테크㈜ : www.ngitech.co.kr

㈜이노소프트기술 : www.inno-soft.co.kr   이든비즈텍㈜ : www,edenbiz.co.kr   ㈜이룩디앤시 : www.elookdnc.co.kr   ㈜지투아이넷 : www.g2i.co.kr   ㈜케이엔아이씨 : www.kninc.co.kr

웹ERP 체험
http://WhyERP. kr

모바일ERP 체험
QR코드 또는 앱에서 “영림원”으로 검색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경영
http://SystemManagement.co.kr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경영 ERP-영림원 ERP'

 “영림원 ERP 도입은

동성식품의 연평균 14% 

성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04년 영림원 ERP 도입부터 2017년까지의 영업이익 CAGR)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 구축 후, 건수가 많은 법인카드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급여 이체부터 거래처 결제 및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까지 모든 자금집행이

클릭 몇 번으로 자동전표처리부터 결제까지 진행되니까

업무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표문의 전화 : 1688-1155

영림원 ERP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된 컨설턴트 98명, 총경력 

1041년의 ERP 컨설팅 노하우로 

시스템경영을 실현해드립니다.

재무팀 김선영 과장

"잘 돌아갑니다."
쉬운 인터페이스와 사용법으로 초보자도 익히기 쉬우며, 

매출부터 구매 관련 업무까지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과 높은 호환성으로 

더욱 정확한 원가 자료 및 매출 자료를 더욱 쉽게 

산출할 수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관리팀 박안나 과장

(주)동성식품 CEO 이용택

"잘 돌아갑니다."
부서 간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업무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통계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쉬워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유통영업팀 권기영 팀장

인당생산성 영업이익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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