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스포츠한마당 힙합대회 영상을 봤다. 예전에 배운 방송댄스

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방송댄스와 비슷한 점도 있지

만 힙합만의 느낌이 있어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끝

까지 다 보았다. 나보다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춤을 추는데 정말 멋있

었고 같이 따라 춰 보고 싶을 정도였다. 옷도 모두 ‘깔맞춤’으로 조

화를 이룬 것이 너무 멋있었고 무엇보다 퍼포먼스가 대단하다고 느꼈

다. 내가 했던 방송댄스는 아이돌이나 가수가 그 노래에 맞춰서 추는 

춤을 따라 한 것이지만 힙합댄스는 노래에 맞게 춤과 퍼포먼스가 적절

히 들어가 있어서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나도 즐기면서 대회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영상을 보고 내가 느낀 힙합댄스는 정말 멋있고 체력을 

단련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힙합 춤을 추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힙합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힙합댄스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국학

기공’이라는 것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우고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느끼기로는 힙합댄스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 먼저 국학기공은 

우리 민족의 ‘한’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심신 단련법이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한민족의 고유 전통 수련법

이다. 그래서 체력도 단련하고 심신도 안정시켜 줄 수 있다. 내가 배우

면서 체험한 국학기공은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숨쉬기운동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 온전히 집중하는 느낌이 있고 국학기공 동작을 할 때 몸 움직

임과 호흡이 함께 이어진다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국학기공을 

배우면서 터득한 방법은 우리 몸의 아랫배 아래에 있는 고관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에 맞춰 추는 춤처럼 국학기공 역시 배

경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면 된다. 선생님 말씀대로 동작에만 신경 쓰

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도 느끼고, 무엇보다도 움직이

고 있는 나의 몸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학기공을 하는 동

안에는 집중이 엄청 잘된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든지 필요한 것이

겠지만 국학기공 역시 노력과 꾸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을 통해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뛰어놀지도 못하

고 답답해하고 있을 나와 같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약해진 체력을 회



복하기 위해 체력단련 운동을 시작했으면 한다. 그동안 헬스나 댄스를 

배웠다거나 각종 체력단련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가지 못하

거나 배우지 못하고 있을 때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홈트가 있다. 홈

트란 홈트레이닝의 줄임말로 코로나 상황으로 밖에서 운동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체력단련이 가능한 좋은 운동이

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도 없는 분이라도 쉽게 할 수 있

는 운동이다. 예를 들면 플랭크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

도 있고, 집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아이돌댄스나 힙합댄스를 하시는 분

도 있다. 나는 꾸준히 플랭크를 하는 중이다. 동작은 단순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련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중에 ‘체력up! 자신감up!’이라는 

자율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신청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신청해서 활동해 보니까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나는 운동을 진짜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플랭크 등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해서 ‘내가 괜히 신청했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줌 

화상수업을 통해 친구들,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체력단련을 하거나 국

학기공 연습, 국학기공의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서 이어 나갔다.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이었지만 대면수업 못지않게 즐겁게 수업했다. 그리고 

체력단련 인증샷이나 소감의 글을 매일 동아리 단톡방에 올릴 때 느껴

지는 성취감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었다. 1차 미션은 동아리 친구들

과 체력단련 약속 인증을 21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었고, 2차 미션

은 21일 동안 체력단련도 하고, 국학기공 운동하고 난 후 나의 기분 

또는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3차 미션은 21일 동안 일천세 단련과 

‘홍익마음 실천하기’가 추가되었으며, 4차 미션에서는 홍익마음 실

천을 한 가지만 정해서 꾸준히 하면서 자신이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

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이 미션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동아리 

친구들도 매일 올리고 나만 올리지 않기가 조금 그래서 매일 하다 보

니 습관이 되어서 매일 올리게 되었다. 

매일 하는 체력단련을 목표를 정해서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



가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친한 친구나 가족과 같이 이렇게 체력단련을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게 되며 건강해져서 면역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남은 2020년을 

잘 보내고 새로운 2021년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