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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카누연맹, 

자카르타-팔렘방을 

정복하라!

01 03

02

카누 스프린트(CSP)

종목 소개 잔잔한 물에서 실시하는 경기로 각자 코스에서 속도를 겨룬다. 1인승, 2인승, 4인승 경기가 있다.

장소 팔렘방 세부종목 남 K-1(200m), K-2(1000m), K-4(500m), C-1(1000m), C-2(200m), C-2(1000m)

    여 K-1(200m), K-1(500m), K-2(500m), K-4(500m), C-1(200m), C-2(500m)

관전 포인트 02
-

2016 올림픽 참가자 

남자 간판 

조광희 선수와 

최민규 선수의 활약 

관전 포인트 01
-

여자 간판 이순자 

선수의 활약

카누 용선(TBR)

종목 소개 용처럼 생겼다고 하여 ‘용선(龍船)’이라 불리는 드래곤보트는 배 위에서 12명의 선수가 벌이는 

단체 레이싱 스포츠다. 10명은 노를 저어 스피드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나머지 2명은 북을 쳐 흥을 돋우고, 

키를 잡아 방향을 조정한다.

장소 팔렘방 세부종목 남 TBR-12(200m), TBR-12(500m), TBR-12(1000m)

    여 TBR-12(200m), TBR-12(500m)

관전 포인트
-

남북 단일팀의 

팀워크

카누 슬라럼(CSL)

종목 소개 유속 2m/sec 이상의 급류 또는 역류에서 바위, 제방 등 자연 또는 인공 장애물이 있는 250m ~ 

400m 이내의 코스에 18~25개의 기문을 만들어 통과하는 경기다.

장소 자카르타 세부종목 남 K-1. C-1

    여 K-1,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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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여

자 카약 선수팀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자 카약 선수들은 강인한 정신과 근성을 바탕으로 고된 훈련을 버티

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기 경쟁력은 분명 변

수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고 무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따라준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

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감독 출사표
제18회 아시안게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여줄 모

든 경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대표팀

은 21세~25세의 선수들로 구성된 가장 젊고 유망한 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제

18회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목표로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

국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권위 있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체육관, 

그리고 최고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설은 유럽 시설

에 뒤쳐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며,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훈련하기 위

한 최고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최신형 보트들을 보유

했습니다. 특히 저는 훈련 과정에서 준비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전문성

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카누연맹 그리고 김용

빈 회장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18회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결과를 

보일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I promise to take an active part in conducting the 18th Asian 

Games. And to do everything possible that the Korean team will 

show the best result. The Korean team in canoe is the youngest 

and most promising team of the athletes age from twenty-one to 

twenty-five. Not looking at age, the athletes of the Korean Nation-

al Team are showing good results and will fight for the very high-

est awards at the 18th Asian Games. Korea’s national team has 

all the best equipment for the gyms and gym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Korea athletes to responsible competitions 

such as the Asian Games and the Olympic Games. The national 

team has the best bases for the training of top class athletes not 

inferior to the European training centers. Also there are boats of 

the latest models that play a crucial role for achieving the highest 

results not only at the World Games Olympics and also The Asian 

Games are held once every four years. Particularly important role 

and professionalism in the preparation and planning of the train-

ing and restriction process I want to mention the National Feder-

ation of Korea KCF headed by President YONG BIN KIM. I promise 

to do everything possible that the national team of Korea will show 

the highest result at the 18th Asian Games.

남자 카누 감독

알렉산더(Alexander)

여자 카약 감독

정종환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 출전하는 선수만큼 긴장되고 무거운 책임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독일 것이다. 선수들의 훈련과 컨디션을 관리하고 

대표팀의 두뇌 역할을 맡은 감독들은 비장한 각오와 함께 출사표를 던진다. 

남자 카약 국가대표팀은 메달 2개 획득을 목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합

니다. 우리는 K-1(200m) 종목과 크루 보트 K-4(500m)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 획득을 위해 싸울 것이고 미래를 꿈꾸는 젊은 선수들과 카

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Man kayak national team will go to the Asian Games with the 

target of getting two medals, fight to get the first position in K1 

(200m) and to get a medal in crew boat K4(500m) for the first 

time in very long time to give back the hope of future goals for all 

the young athletes and all the people who loves the canoe sport. 

And to put the first step looking for Tokyo Olympic Games 2020.

남·녀 카약 감독

엔리께(Enrike)

1983년 제가 고1의 나이로 카누를 처음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카

누계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은 바로 카누 사상 최초로 제18회 인

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카누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입니다. 많

은 분들이 남북 단일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적극 도와주시고 있는 것

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외치는 선수들의 구호 “코리아 TBR 아시아를 넘어라”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용선 감독

박규

안녕하십니까! 카누 용선 남북(TBR) 단일팀 여자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강근영입니다. 우리 카누 용선(TBR)팀은 국가대표팀을 모집한 후 진천 

선수촌 스포츠과학 지원센터에서 전문, 기초 체력측정과 경기력 측정

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힘들게 선발된 선수들과 1차~3차 

훈련을 통해 한 계단 한 계단 조금은 더디지만 힘들게 올라가며 우리의 

실력을 조금씩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남짓 입

니다. 든든한 대한카누연맹의 관심과 지원 속에 순풍을 타고 남은 기간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혼연일체 하여 아무 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 좋

은 결과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누 용선(TBR) 단일팀 모두 함께 서로 두 손 맞잡고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오르는 그 순간을 꿈꾸며 오늘도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빛 물살을 가르자! 우리는 KOREA TBR TEAM. 

여자 용선 감독

강근영

카누 슬라럼 대표팀은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국제 대회에 나간 

경험이 없어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

시아 경기대회에 임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 슬

라럼 대표팀에게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강원도 삼척에 훈련장을 건설했

던 것, 그리고 지난 5월 대표 선발전 때 송민형 선수를 선발한 것입니다.

선수들의 목표의식도 뚜렷하여 아시아 경기대회 전 마지막 국외 전지

훈련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선수들 모두 개개인의 예상보다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부담감이 선수들 개개인에게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는 한국 카누 슬라럼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경기대회 입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카누 슬라럼은 시작된 이래 국제 대회 메달을 따낸 경력이 있긴 하

지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하여 이번에는 무슨 색깔

의 메달이든 따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 카누 슬라럼은 세대 별로 점차 나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처럼 단계별로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시아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슬라럼 감독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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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Lee sun ja)

종별포지션 K-1, K-4

소속 경남체육회

생년월일 1978.05.23

-

최대한 메달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카누를 하면서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만큼 좋은 성

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

지 않은 시간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

습니다. 모두가 솔선수범하면서 서로 격

려하고 한 타임 한 타임 마지막이라고 생

각하며 하루를 보내면 기필코 원하는 성

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화합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목표와 기준치

에 도달하도록 노력 또 노력하겠습니다. 

결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에 후회하

고 싶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김국주(Kim guk joo)

종별포지션 K-1, K-4

소속 경남체육회

생년월일 1989.07.29

-

목표는 K-1 금메달, K-4 은메달.

이번 아시안게임은 저에게 마지막 아시안

게임입니다. 하루하루 마지막이라는 생각

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안게임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매일 다짐하고 생각합니다. 

최민지(Choi min ji)

종별포지션 K-4 

소속 전북체육회

생년월일 1991.09.26

-

목표는 K-4 메달 획득(2위)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이 첫 목표였는데 

2018아시안게임을 위해 4년을 준비했습

니다. 준비해왔던 기간이 헛되지 않게 최

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하린(Lee ha lin)

종별포지션 K-4

소속 대전체육회

생년월일 1994.07.13

-

목표는 K-4(500m) 2위, 인천아시안게임 

때 K-4(500m)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때

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2014년 못

지않게 열정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부상 

없이 집중해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고 싶습니다.

김여진(Kim yeo jin)

종별포지션 C-1

소속 한국체육대학교

생년월일 1999.06.04

-

다가오는 2018아시안게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처음인 만큼 부

상에 신경 쓰겠습니다. 매일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흘린 땀만큼 결과를 보여드리

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누 스프린트(CSP)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들을 

소개합니다

2018아시안게임에 임하는 대표팀의 공통된 마음은 

메달을 향한 간절함일 것이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매일 땀을 흘리며 훈련에 묵묵히 임하는 

대표선수의 소개와 비장한 각오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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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Kim ji won)

종별포지션 K-4

소속 부산강서구청

생년월일 1995.01.13

-

저는 남자 카약 K-4(500m), K-2(1000m)

에 출전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국민

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 만큼 제 실

력을 다 발휘하여 반드시 우승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환(Kim ji hwan)

종별포지션 K-2

소속 한밭고등학교

생년월일 2001.09.07

-

5위에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순위권에 들

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목표를 위

해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로서 후회 없

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박승진(Park seung jin)

종별포지션 C-2

소속 대전체육회

생년월일 1994.06.03

-

아시아권 선수들의 기량이 좋지만, 지금

처럼 훈련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

겠습니다.

조정현(Cho jeong hyun)

종별포지션 K-4

소속 부산강서구청

생년월일 1994.06.16

-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죽기 살기로 훈련해왔고 남은 기

간도 더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해서 꼭 금

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울리도록 하

겠습니다.

최지성(Choi ji sung)

종별포지션 C-2

소속 전남도청

생년월일 1997.03.20

-

2015년 아시아 선수권 경기 때 C-1(1000m) 

동메달을 땄었습니다. 그 경기 장소가 바

로 자카르타-팔렘방이었습니다. 그곳의

날씨와 경기장도 경험이 있어 자신감이 

생깁니다. 카누-카나디안 종목에서 16년 

동안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아

시안게임에서는 2015년 아시아 선수권 때

보다 더 노력해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 금

메달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고 노력할 

것입니다.

박주현(Park ju hyeon)

종별포지션 K-2

소속 국민체육진흥공단

생년월일 1995.07.29

-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저의 목표는 5위 내에 들어가는 것입

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남

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한 스

포츠맨 정신으로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규명(Kim gyu myeong)

종별포지션 C-1

소속 국민체육진흥공단

생년월일 1998.04.04

-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

든 훈련을 잘 이겨내고 최상의 컨디션으

로 경기하겠습니다.

조광희(Cho gwang hee)

종별포지션 K-1, K-4

소속 울산시청

생년월일 1995.04.12

-

남자 카약 K-1, K-4 종목에 출전하는 조

광희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팔렘방에 가서 애국가를 울리고 오

겠습니다.

최민규(Choi min kyu)

종별포지션 K-4

소속 부산강서구청

생년월일 1992.08.31

-

남자 카약 K-4(500m)에 출전하기까지 너

무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실력이 향상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

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

이기 위해 금메달을 꼭 따오겠습니다. 

송경호(Song kuong ho)

종별포지션 K-4

소속 부산강서구청

생년월일 1992.07.14

-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금메달을 목표로 달리고 있을 것

입니다. 저 또한 금메달을 목표로 죽기 

살기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쌓은 실력을 실전에서 다 보여드리

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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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Shin dong jin)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서산시청

생년월일 1982.11.12

-

3번째 아시안게임에 도전한 끝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누구보다 금메

달이 간절합니다. 부상과 수술 그리고 재

활을 하면서 몸 관리와 컨디션 조절을 배

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배들과 함께 부

상 없이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동행

을 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서로 협동하

고 화합해 같은 목표로 훈련에 집중한다

면 분명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예상 성적은 물론 운동선수

는 언제나 금메달 또 아시아에서 제일 높

은 곳을 생각합니다. 단일팀이라는 특별

한 상황에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부

족한 건 사실입니다. 12명이 화합하고 단

결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종목이 

TBR입니다. 남북 단일팀 훈련 기간은 어

느 나라보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화합과 

협동심은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최고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

메달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현진(An hyun jin)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서산시청

생년월일 1989.08.23

-

카누 TBR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은 안현

진입니다. 최근 훈련을 하며 우리 국가대

표팀 단합과 팀워크, 각자 선수 기량으로 

보아 남북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꼈습

니다. 나아가 세계 정상에도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의 아시안게임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18회 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TBR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

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선생님들의 리드 아래 기술적인 면

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

고, 남북 단일팀 12명의 호흡을 맞춰 TBR 

종목에 걸려있는 3개의 금메달을 모두 석

권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하지만, 우리 대표 팀 

선수들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구호가 있

습니다. “우아한! TBR! WINNING DAY!! 

짝! 짝! 짝! 파이팅!”입니다.

우아한의 뜻은 우(우리는) 아(아름다운) 

한(한민족) 문장을 줄여 우아한 TBR이라

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우아한 TBR 

팀은 승리의 날을 기원하며 오늘도 내일

도 모레도 열심히 노를 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Kim yong gil)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충북도청

생년월일 1995.11.08

-

예상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

심히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

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

수들과 단합해 마음을 맞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우(Shin seong woo)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충북도청

생년월일 1995.02.10

-

금메달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열심히 훈

련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

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TBR 종목이고 

이번 남북 단일팀으로 남북이 한 팀이 되

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호흡을 맞춰 함

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아시아경기대회에 한

반도를 알리겠습니다. 

카누 용선(TBR)카누 슬라럼(CSL)

김범수(Kim beom soo)

종별포지션 MC-1

소속 서울시카누연맹

생년월일 1995.05.15

-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

서 입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떨어

졌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카누 

슬라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입상

을 노려보겠습니다. 

이동헌(Lee dong heon)

종별포지션 MK-1

소속 중원대학교

생년월일 1997.12.16

-

이번 8월 21일에 있을 아시안게임에 대비

해 슬로바키아에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전지훈련인 만큼 슬로바키아에 가서 열

심히 훈련하고 잘 적응해 자카르타 팔렘

방 아시안게임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

치겠습니다.

박재형(Park jae hyeong)

종별포지션 MC-1

소속 동국대학교

생년월일 1997.08.18

-

운동선수로서 후회 없이 아시안게임을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예상 목표는 10위 이내로 진입하는 것입

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성적을 

일궈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 슬라럼 파이팅!

송민형(Song min hyeong)

종별포지션 MK-1

소속 가톨릭관동대학교

생년월일 1994.11.21

-

목표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동을 하며 많은 고난과 역경이

라는 높은 산을 넘어왔고,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기간 포기하지 않

고 노력해서 아시아경기대회라는 높은 

산을 정복해 보일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보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힘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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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Kim hyeon hee)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부여군청

생년월일 1992.12.09

-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경기 대회 목표

는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하루하루 많은 

땀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메달 사냥을 떠나겠습니다.

조민지(Jo min ji)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전남도청

생년월일 1997.11.13

-

처음에는 남북 선수가 하나 되어 통일에 

더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하다 보니 값진 

기회를 금메달로 보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좋은 결과

를 얻고 싶습니다.

이예린(Lee ye lin)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한국체육대학교

생년월일 1999.08.05

-

우리 TBR 선수들이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북한 여자 카누 선수들이 기량이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노력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아시안게

임에서 최고의 레이스를 보여드겠습니다.

장현정(Jang hyun jung)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한국체육대학교

생년월일 1998.05.19

-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해 훈련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꼭 값진 메달을 딸 것이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하

며 하늘의 뜻을 기다릴 것입니다. 

강초희(Kang cho hee)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속초시청

생년월일 1999.02.23

-

TBR 단일팀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한 팀이 되어 한민족 한마음

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강국인 중국을 이

겨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제패하고 싶

습니다.

이현주(Lee hyeon joo)

 종별포지션 드러머

소속 대구수성고등학교

생년월일 2002.02.26

-

제일 나이가 적은 막내지만 언니, 오빠들

을 잘 따르며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

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량을 최대한 발휘

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권 진입이 목표입

니다. 북한 선수들과 합을 잘 맞춰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민(Park cheol min)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동국대학교

생년월일 1999.05.13

-

단일팀이 된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할 것

이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는 1000m, 500m, 200m 전 종목에서 금

메달을 목표로 합니다.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단일

팀으로 꼭 좋은 성적을 내보고 싶습니다.

현재찬(Hyun jae chan) 

종별포지션 스틸러

소속 울산광역시청

생년월일 1984.04.20

-

저의 목표는 항상 금메달입니다. 또한 매 

순간 후회 없는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번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들과 같이 단일

팀으로 뛰게 되어 기쁘고 북한 선수들과 함

께 단합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염희태(Yeom hee tae)

종별포지션 스틸러

소속 대구 동구청

생년월일 1991.07.11

-

예상 목표는 북한 선수들과 함께 시상대

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너무 설레고 저희 카누(TBR) 종목은 남과 

북이 한 팀이 되어서 출전하는 만큼 남다

른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정훈석(Jung hoon seock)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충북도청

생년월일 1995.04.12

-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이 하나 된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위 선양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남북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다는 것

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은정(Byun eun jeong)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구리시청

생년월일 1998.04.18

-

운동선수로서 7년 동안 ‘대표팀’이라는 타

이틀을 얻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TBR 대

표팀으로 선발되어 영광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단일팀으로서 아시아 강국

인 팀을 꺽어 남북 단일팀, 한민족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유슬(Choi yu seul) 

종별포지션 패들러

소속 구리시청

생년월일 1999.04.29

-

제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 엉덩이가 다 벗겨

질 정도로, 패들을 열심히 저어 손바닥

이 다 벗겨질 각오로 팀원들과 힘을 합쳐 

아시안게임에서 목표를 이루고 한반도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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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평화의 물결을 이을 카누 남북단일팀으로! 

당시 북한에서는 김여정, 김영철, 현송월 등 고위 인사들을 파견했고 문

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물론 일부 비난이 

있었으나 잘 극복했으며 비난은 교훈으로 새겼다. 우리 국민은 선수 선발

이 공정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리고 정치를 이유로 선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한 강했다.

우리 연맹은 11대 김용빈 회장 체재 출범 이후로 ‘카누의 저변 확대를 통

한 대중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 시작은 바로 카누 이미지를 홍보하

는 일이었다. 커피 브랜드 ‘KANU’보다도 인지도에서 밀리던 카누란 스

포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깊은 감명을 받은 김용빈 회장은 “우리 카

누연맹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국내뿐 아니

라 전 세계에 대한카누연맹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변을 확대하자”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며 반신

반의 했지만 젊은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이끌려 어느 순간 같은 방향

을 보고 있었다.

김용빈 회장은 카누 용선(TBR)에 집중했다.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에 엔트리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선수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카누 용선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사라졌으나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서 다시 정식종목이 됐다. 당연히 남과 북 모두 공식 국가대표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 광저우대회 때 다른 종목 선수들이 1달간 훈련하고 출전해 

동메달을 딴 경험이 있어 기대를 걸었다. 

먼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국제카누연맹 페루레나 회장, 아시아연맹 

나리타 쇼켄 회장에게 단일팀 계획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 적극 지지 의

사를 얻어냈다. 또한, 남북 단일팀의 실무 진행을 위한 남북 단일팀 특별

위원회(위원장 조현식)를 설립하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카누용선 

남북 단일팀 

“세계의 용으로 

거듭나라!”

지난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우리 국민의 관심과 격려, 조

직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그리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

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여곡절 끝에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올림픽 사상 최초 남

북 단일팀이 출전해 평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낸 평화의 

마중물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글. 명기영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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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감독과 선수 선발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먼저 감독 선발위원회를 통해 남

자 팀에 박규 감독, 여자 팀에 강근영 감독을 선임했다. 그리고 서류전

형을 통해 2배수의 후보 선수를 가려냈고 32명의 선수로 남한 대표팀 최

종 선발전을 열었다. 

대표 선발전은 5일간 합숙 훈련하며 기량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순위를 

매겼다. 결국 남자팀 8명, 여자팀 8명이 선발됐다. 선수는 패들러 12명, 

북잡이 2명, 키잡이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패들러는 왼쪽, 오른쪽 

골고루 안배했다. 선수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카누, 미디어의 주목을 받다

미디어 플레이 또한 빛났다. 홍보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등을 지속해서 배

포한 결과 평소 카누에 관심이 없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MBN, JTBC, TV조선, 채널A, YTN 등 종편들도 취재진 대열에 

합류했다. 단일팀이 가시화되자 스포츠 전문지, 중앙일간지 등이 합류했

다. 단일팀이 미디어에 주는 파급효과를 실감하게 했다.

호텔을 빌려 공식 기자회견도 열었다. 국제 카누연맹 토마스 코니에츠코 

부회장, 아시아 카누연맹 나리타 쇼켄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코니에츠코 부회장은 막 북한을 방문해 북한 카누관계자들과 만난 뒤였

다. 그는 기자들에게 “북한 카누의 역사가 깊고, 선수들의 실력도 좋다”

라고 설명하며 북한이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어

필했다. 코니에츠고 부회장의 이야기는 “정말 단일팀 하는 것 맞나?”라

며 의구심을 가졌던 일부 기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선수가 오는지, 또 언제 입국할지 몰랐다. 

이따금 단일팀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려왔다. 남북, 북

미 관련 소식에 마음을 졸였다. 훈련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남한 

선수만으로 훈련하려니 인원이 부족해서 남녀 혼성으로 훈련을 이어나

갔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부담스럽게도 언론들

의 관심은 점점 높아져만 갔다.

스포츠 통일을 향한 간절함, 북으로부터 온 반가운 소식

통일부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다. 여자 농구, 조정을 포함한 34명의 북

한 선수가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더욱 

분주해졌다. 앞으로 남북 합동훈련 일정을 준비하고, 손님맞이를 위한 

세심한 부분을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선수 간의 호흡과 선수 배정 등

을 논의했다.

드디어 북한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 관계자와 연맹 관계자

들이 이들을 맞이했다. 훈련 장소는 충주에 있는 탄금호다. 우리 선수들

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소다. 주요 언론들도 이를 기사로 다뤘다.

이번 아시안게임 카누 용선 부분에는 여자 200m, 500m, 남자 200m, 

500m, 1000m 등 총 5개의 메달이 달려있다. 남북 단일팀은 5개의 종목에 

모두 출전해 1개 이상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메달을 따게 되면 아시

안게임 사상 최초로 한반도기가 시상식에 게양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 

아리랑이 시상식장에 울려 퍼지게 된다.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전 MBC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불렀던 노래 ‘말하는 대로’가 떠올랐

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단일팀을 이뤄냈고 생각과 꿈이 현실로 바뀌어 

지금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뒀다.

메달을 따면 정말 좋겠지만 나는 우리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온 겨레의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달려라! 그리고 순위에 상관없이 남

북 선수들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자”라고 말이다. 그 눈물이 우리 한민

족의 가슴에 깊게 서려 평화와 화합의 길로 인도할 것이란 희망과 기대

를 품었기 때문이다.

남·북이 한 배를 탔다! 이제 세계로 뻗어가자!

한강의 기적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

며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대한민국. 이제 한반도기를 가슴에 새긴 남북 젊

은이들이 ‘화합’이라는 용선을 타고 ‘통일’의 노를 저어 세계의 용으로 거

듭날 차례다.

남북 단일팀이 5개의 종목에 

모두 출전해 

메달을 따게 되면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로 

한반도기가 시상식에 게양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 

아리랑이 시상식장에 

울려 퍼지게 된다

북측에서 온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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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보는 

아시안게임 개최지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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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따만미니 민속촌

흔히 ‘따만미니’라고 불리는 이곳 민속촌의 정확

한 명칭은 ‘Taman Mini Indonesia Indah’이다. 

번역하면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원이

라는 의미다. 

이 공원은 1970년대 초 수하르토 대통령의 부인

인 이부 틴 수하르토(Ibu Tien Seoharto)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이 시작됐고, 특별한 관광 명소가 

없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각광받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관광객 필수 코스로 여겨지

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한 

번은 꼭 오게 되는 견학 코스로 유명하다.

‘여기에 오면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

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100ha를 넘는 

넓은 공간 내에 인도네시아 27개주 각 지방의 문

화 및 주거 및 의상을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공원 중앙에는 큰 인공호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인도네시아의 지도 모양을 한 인공 섬들

이 지도처럼 꾸며져 있다.

01. 모나스 타워(Monas Tower)

자카르타의 랜드마크인 모나스 타워는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 선언을 기념하며 세

운 탑이다. 높이가 137m로 시내 관광의 지표가 

되는 곳이며, 자카르타 방문 시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널찍한 탑의 기단부

로부터 길게 뻗은 탑신은 남녀의 성기를 뜻하는 

링가와 요니를 결합한 형태로 음양의 조화를 고

려해 설계한 것이다. 탑 꼭대기에는 도금한 불꽃 

조형물을 장식했다. 기념탑 아래층에 있는 박물

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간략히 보여주

는 미니어처 세트가 꾸며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15m의 전망대에 오르면 자카르타 시

내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맑은 날에는 

탑 주변에 자리한 대통령 관저나 국립 이슬람 사

원뿐 아니라 북쪽 해변,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세

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03. 이스띠끄랄 모스크(Mesjid Istiqlal)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자 인도

네시아 이슬람의 중심(세계 3번째 규모)이다. 수

카르노 대통령 시절인 1961년에 착공해서 17년 

만인 1978년에 완성한 대규모 건축물로 10만 명 

을 수용할 수 있다. 내부 견학은 제한되어 있으

나 주변은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예배당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서 아이들

이 신발주머니용 비닐봉지를 팔고 있다. 매주 

금요일 11시에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 ‘Istiqlal’은 독립을 의미하

며, 대성당과 마주한 곳에 지어 타 종교에 대한 

포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도네시아의 의

지를 표현했다.

04. 따만 사파리(Taman safari Indonesia)

우리 없이 개방된 넓은 우림에 야생 동물들을 풀

어놓은 사파리 공원. 270여 종 2,500마리가 서식

하고 있다. 사파리 버스나 개인이 타고 온 차량

으로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다.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낙타, 얼룩말, 기린 등 초식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미리 

당근이나 바나나를 구입해 가는 것이 좋다. 단, 

맹수관은 위험하기 때문에 먹이를 줄 수 없다. 

사파리 관람이 끝난 후 아기 동물원에 내려 새

끼 백호, 표범, 오랑우탄 같은 동물과 사진을 찍

을 수 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인도네시아 최대 도시이다. 옛 이름은 바타비아

(Batavia)이며 자와 섬 북서 기슭에 위치해 있다. 해안에서 가까운 상업 시가지와 파

쿠부우노(Pakubuwono), 폰독 인다(Pondok Indah) 등의 아파트가 밀집한 신시가지

로 나뉜다. 상업도시로서도 중요하고, 섬유·공업·조선업 등도 발달해있다. 인구는 

1,019만 명이다. 한국의 서울과 약 5,290km 떨어져 있으며 자카르타 시민의 약 8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관광명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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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페라 대교(Ampera Bridge)

암페라 대교는 팔렘방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

크다. 수마트라에서 가장 긴 강인 무시강을 가

로지르고 있으며 1,177m에 달하는 이 다리는 

1957년에 건축되기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개방 

연도는 1965년이다. 건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수년간 이곳을 원했던 팔렘방 사람들의 길고 오

래된 투쟁을 상징하기도 한다. 암페라 대교 주

변에는 수상시장에서 북적거리는 배와 오래된 

중국 상점들이 있으며, 특히 일몰과 야경은 빼

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중 하나이다.

02. 술탄 마하무드 바다루딘 2세 박물관

(Sultan Mahmud BadaruddinⅡ museum)

팔렘방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이 박물관을 추천

한다. 이 박물관은 건물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유산이며 고고학, 민족지학, 생물학, 예술, 화폐 

등에 관한 전반적인 팔렘방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장소이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와 일본의 

점령기부터 인도네시아의 독립 초기에 이르기

까지 368개의 컬렉션에 모두 소개된다.

03. 펨펙(Pempek)

‘음뻬음뻬(Empek-empek)’라고도 불린다. 팔렘

방의 대표적인 지역 전통 음식인 펨펙은 생선과 

타피오카를 섞은 반죽으로 갈아 만든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묵과 닮았다. 펨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제일 인기 있는 조합은 삶은 달걀을 반

죽에 넣어 튀긴 후 쿠코(Cuko) 소스(야자 설탕, 

칠리 페퍼, 마늘, 식초 및 소금 등)와 함께 먹는 

것이라 한다.

04. 미에셀로(Miecelor)

코코넛밀크와 새우로 국물의 육수를 우려내 콩

나물과 삶은 달걀을 곁들여 먹는 팔렘방 지방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 메밀국수와 두께가 비슷한 

노란 밀 국수가 들어가 있으며 기호에 따라 셀러

리, 양파, 튀긴 샬롯을 뿌려 먹는다. 

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와 수마트라 남부의 

수도인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팔렘방은 근대적 건물과 함께 전통적인 

수상 주거 가옥이 뒤섞여 있어 ‘동양의 베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높은 지대와 오지에서 흘러내리는 강의 합류지점과도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

아 고대부터 수마트라의 요지로 번창했다. 특히 7~11세기에는 스리비자야 왕국의 수

도였으며 근세에는 술탄 왕국의 기지였다. 

팔렘방의 스포츠 단지인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Jakabaring Sport City)’는 팔렘방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10여개 종목(농구, 조정, 카누, 사

격, 암벽 등반, 여자 축구, 세팍타크로, 배구, 테니스, 철인 경기, 비치발리볼 등) 경기

가 이곳에서 열린다.

떠오르는 

스포츠 관광도시 

팔렘방

관광명소 소개 & 
지역음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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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연맹 소식

➊ 대한카누연맹은 2018년도 지도자 및 심판 강습회를 2018년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청북도 진천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실

시했다. 김용빈 회장, 김태봉 부회장, 김은석 사무처장, 김영대 

이사는 30일 충북도청 관계자와 2023년 카누세계선수권대회 

관련 협약을 맺었다.

➋ 30일(금) 새로운 종목인 SUP를 위해 일본 Matsumoto 위원

을 초대해 강의를 했다. 아울러 대한카누연맹에서 2018년 부산

에서 SUP대회 개최를 예정했다.

➌ 31일(토) SUP 종목을 일본 Matsumoto 위원이 직접 초평

저수지에서 시범을 보이고 우리 연맹 지도자들도 함께 체험

을 했다.

01

대한카누연맹 지도자 및 심판 강습회

3.30 ~ 3.31

2018년도 카누 스프린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남자 카약 대

표팀에 조광희(울산광역시청), 최민규, 조정현, 송경호, 김지원

(이상 부산 강서구청)이 선발됐다. 카누팀에는 김규명(국민체육

진흥공단), 최지성(전남도청), 박승진(대전광역시체육회)이 뽑혔

다. 여자 카약팀에는 김국주(경상남도체육회), 이순자(경상남도

체육회), 최민지(전라북도체육회), 이하린(대전광역시체육회)이 

선발됐다.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올해의 첫 대회 ‘제35회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는 92개 팀, 351명

의 선수가 참가했다.

일본 교탄고시 시장 대표단, 교토카누협회 이사진, 주한 프랑

스 대사관의 문화 참사관 등 많은 귀빈이 미사리 카누경기장

을 찾았다.

나흘간 열렸던 전국카누경기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전

국의 카누 지도자와 선수, 팀 관계자, 심판진, 임원들 덕분에 무

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울산광역시청이 종합우승, 국민체육진흥공

단이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경상남도체

육회가 종합우승, 전남도청이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심판상은 부여군청 김광철 심판, 최우수지도자상은 한

국체육대학교 김기성 지도자가 받았다. 최우수선수는 대전 한

밭고등학교 김지환이다.

02

카누스프린트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제 25회 회장배 전국 카누 경기대회 / 4.20 ~ 4.23

5월 3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구

성 특별위원회가 인선 발표됐다.

03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특별위원회 인선 발표 / 5.3

대한카누연맹과 프랑스 카누연맹의 MOU 체결식이 거행되었

다. 프랑스 카누연맹으로부터 슬라럼 경기가 한창인 포(Pau)에 

대한카누연맹을 대표하여 조현식 부회장과 김은석 사무처장이 

2024 파리올림픽의 개최국 프랑스에 초청을 받아 방문하였다.

프랑스 측에서는 장 종그라나(Jean Zoungrana) 프랑스 카누

연맹 회장, 안드레 아리베스(Andre Arribes) 포(Pau) 카누연

맹 회장, 장 미셸 프로노(Jean Michel Prono) 국제카누연맹 

슬라럼 위원장, 루도비크 로에(Ludovic Roye) 프랑스 카누연

맹 사무처장이 체결식에 자리했다.

04

대한카누연맹-프랑스카누연맹 MOU 체결

5.3

봄부터 여름까지 있었던 대한카누연맹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맹 소식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훈련 모습, 대회 소

식, 지도자 시험, 남북 단일팀 준비 과정 등 다양한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충북도청과 2023년 카누세계선수권대회, 프랑스카누연맹과 

2024년 파리올림픽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데상트 코리아, 

볼레코리아, KB로부터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회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카누경기대회, 전국소년체전,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카누 스프린트, 카누 슬라럼, 카누 용선 국가

대표를 선발해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준비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카누 용선 지도자를 

선발하고 선수를 모집했습니다. 카누인 모두 한마음 한뜻으

로 아시안게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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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카누연맹 

동정 및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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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연맹 동정 및 소식

본 대회에는 3일간 총 57개 팀, 220명의 선수가 참여했으며 울산광

역시청 이승민 감독, 양평중학교 김흥섭 선수는 각각 최우수지도

자상 및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05

제12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 / 5.10 ~ 5.12

삼척시와 대한카누연맹이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리 오십천 지역

에 카누 슬라럼 경기장을 조성하여 5월 18일 대회를 겸한 국가대

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남·여 K-1, C-1 종목에 80여 명이 참가

해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학부 구분 없이 통합 경기 방식으

로 진행했으며 시상은 부별 분리 수여했다. 슬라럼 국가대표로 

송민형, 이동헌, 김범수, 박재형 선수가 선발됐다.

09

제35회 회장배 카누 슬라럼 대회 및 슬라럼 

국가대표 선발전 / 5.18

스프린트 국가대표팀이 헝가리로 국외 전지훈련을 떠났다. 5

월 18일부터는 ICF 스프린트 월드컵에 출전했다.

07

카누 스프린트 국가대표팀 헝가리 국외 전지훈련

5.10 ~ 5.22

대한카누연맹(회장 김용빈)이 프랑스 프리미엄 스포츠 선글라

스 브랜드인 볼레코리아(Bollekorea)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

결했다. 대한카누연맹이 볼레코리아와 맺은 후원 스폰서십은 

카누대표 선수의 훈련과 경기를 위한 스포츠 선글라스 등 물

품 후원이다.

11

볼레코리아, 대한카누연맹 공식 후원 협약 체결

5.25

남북 단일팀 구성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 지도자와 선수 선발 방식이 논의됐다. 본 회의를 통하

여 추후 면접을 통한 지도자 선발 이후 선수 선발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 결정됐다.

06

남북 단일팀 구성 특별위원회 1차 회의

5.10

남북 카누 용선 단일팀 지도자 면접이 진행되었다. 총 6명의 지

원자 가운데 남북 단일팀 구성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통

해 강근영 지도자와 박규 지도자가 최종 선발됐다. 

10

지도자 면접 및 남북 단일팀 구성 특별위원회 

2차 회의 / 5.19

대한카누연맹(회장 김용빈)은 정통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 코리아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카누연맹이 

데상트 코리아와 체결한 후원 스폰서십은 카누대표팀 유니폼 

등 물품 후원으로 기간은 2018년부터 총 5년간이다. 

08

데상트 코리아, 대한카누연맹 

공식 후원 협약 체결 / 5.16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카누경기가 5월 26일, 27일 양일간 충

북 진천 초평 카누경기장에서 개최됐다. 허익준(울산스포츠 과

학중), 윤예봄(대전만년중)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12

제47회 전국소년체전

5.26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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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카누연맹에서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카누 용선(TBR) 국가대표 선수를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모집했다. 선발 인원은 남녀 각 8명(패들러 6명, 스틸러 1명, 드

러머 1명)이다.

13

카누 용선(TBR) 국가대표 모집

5.27 ~ 5.31

대한카누연맹은 2018년 8월 25일~27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열리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용선(TBR) 종

목 남북 단일팀 출전 의사 강력하게 표명했다. ICF 페루레나 로

페즈 회장과 KOC 이기흥 회장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세계 스포

츠 조직의 지지를 요청했다. 

17

대한카누연맹, 남북 단일팀 기자회견

6.19

연맹은 카누 용선 단일팀에 지원한 선수들 중 서류 전형을 통과

한 32명의 예비명단을 발표했다. 또한 합숙 선발전을 통해 최종 

16명의 선수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

카누 용선(TBR) 국가대표 선수 선발 결과 발표

6.12

19

KB금융그룹, 남녀 카누 국가대표팀 

후원 협약 체결 / 6.29

카누 용선(TBR) 국가대표 선수 선발 훈련이 경상남도 김해시

에서 진행됐다. 총 32명의 선수가 참여해 최종 16명(남자 8명, 

여자 8명)의 남북 대표팀 선수를 선발했다. 

14

카누 용선(TBR) 국가대표 선수 선발 훈련

6.5 ~ 6.10

제17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화천군 화천호 카누경기

장에서 진행됐다. 총 79개 팀에서 323명의 선수가 참가한 본 대

회에서 최우수선수상에는 박수현(용현 여자중학교) 선수, 최우

수지도자상에는 이수명(대전광역시 체육회) 선수, 최우수심판

상에는 정영옥(대전 대화중학교) 선수가 입상했다.

18

제17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6.20 ~ 6.22

총 16명의 카누 용선(TBR)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세 차례에 걸

쳐 강원도 화천군에서 단체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은 추후 북

한 선수단과의 훈련을 통해 호흡을 다지고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이다.

16

카누 용선(TBR) 국가대표팀 단체 훈련

6.15 ~ 6.18 / 6.22 ~ 6.29 / 7.3 ~ 7.10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이 진

행됐다. 이날 생활 스포츠 지도자,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노

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 등의 부문에서 실기 평가 및 구술 평가

가 이루어졌다.

20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7.3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대

한카누연맹(회장 김용빈)과 2년간의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카누연맹은 KB금융그룹과의 후원 협약을 통해 국가대표

팀의 경기력 향상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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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2018년 6월 2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시아카누연맹과 대

한카누연맹 관계자들이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

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페루에나 국제카누연맹 회장을 대

신해 곧 열릴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 결성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많

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루

에나 회장과 협의해 남북 단일팀 결성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 이후 2주 만에 평양

을 방문해 북한올림픽위원회와 북한카누연맹의 고위급 관

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평양 공항에서 북한 사람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북한

도 남북 단일팀 구성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북한카누연맹은 대화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그들의 열정과 스포츠에 대한 비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

니다.

북한 관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남과 북의 스포츠를 통한 

움직임이 평화를 불러일으키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습니다.

After a joint press conference held in Seoul on Thursday June 22th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Asian Canoe Confederation as well as the Korean 

Canoe Federation ICF Vice President Thomas Konietzko expressed on be-

half of the International Canoe Federation and ICF President Perurena his 

strong believe to make a start from a joint Dragon Boat Team during the 

18th Asian Games in Indonesia possible. 

But of the end of the meeting it was clear that still a lot of things are to do 

and further talks are necessary. That`s why ICF Vice President decided af-

ter consultations with ICF President Perurena to travel to DPRK to discuss 

with the Canoe Federation  the next steps in the preparation. Only 2 weeks 

after the press conference in Seoul Konietzko traveled to Pyongyang and 

met the leadership of the DPRK Canoe Federation as well as representa-

tives from the DPRK NOC. 

After a very warm welcome at the Pyongyang Airport soon it became obvi-

ous that also the DPRK Canoe Federation is very interested to participate in 

a  joint Korean Dragon Boat team in Indonesia.

“My discussion with members of the DPRK Canoe Federation was very pos-

itive and I left impressed by their enthusiasm and their vision for the future 

of our sport” said Mr.Konietzko.

Both parties agreed in their conversation that sport and common actions 

ICF VICe PresIdent 
conFidenT oF 
FuTuRe FoR joinT 
koRean 
dRagon BoaT Team

Thomas 
Konietzko

토마스 코니에츠코

국제카누연맹의 부회장

국제카누연맹의 부회장,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에 대한 

강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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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끝난 뒤 북한카누연맹 관계자들과 북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실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저는 북

한카누연맹이 경험이 많은 코치들로 구성된 훌륭한 연맹임

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카누연맹은 국가적 제한을 받고 있

었고 카누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아이에게 필요한 보트

와 패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스포츠인의 

미래를 위해 스포츠 장비들을 북측에 지원하도록 하고 선

수들을 위한 물품은 제재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이야

기했습니다.

북한카누연맹은 마지막 회의에서 최대 16명의 선수를 남북 

단일팀에 합류시켜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보내

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남한 선수들과의 

합동 훈련을 위해 남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탄금호에서 대한카누연맹

의 주관 아래 남북 단일팀 합동 훈련이 진행됩니다.

북한과의 회의에서 오는 9월 미국 가네스빌에서 열릴 예정

인 카누 용선 세계선수권대회 단일팀 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북한 선수단의 미

국 입국 비자 취득과 함께 금전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

해서도 약속했습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하겠지만 남북 단

일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카누 그리고 스포츠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을 보

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선수

들이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대한카누연맹과 김용

빈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제카누연맹은 

대한카누연맹의 도움을 받게 돼 기쁩니다. 저를 포함한 전 

세계 카누인들은 이러한 발전에 카누가 이바지하게 돼 기

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뿐만 아니라 양 팀 스프린트 대

표팀의 선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아시아에서 높

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두 팀 모두 팔렘방에서 메달을 획득

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회입니다. 저는 모든 팀, 특히 남한과 북한이 인도

네시아에서 강한 힘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of both countries can promote peace through sport and helps to continue a 

dialogue for a peaceful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Mr.Konietzko visited together with representatives of the DPRK 

Canoe Federation some local clubs and was impressed about the commit-

ment of the athletes and coaches to develop our sport. He had to recognize 

that the DPRK Canoe Federation is a well organized Federation with a lot 

of experienced coaches. Unfortunately the Clubs suffering from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the country and have not enough boats and paddles to in-

volve all the kids which want to join the local Canoe Clubs. Mr Konietzko said 

during his club visit “It`s a task for the near future for the entire sport family 

to help to allow to export sports equipment into North Korea and to exclude in 

the interest of athletes such goods from the sanction list”. 

In a final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DPRK Canoe Federation 

and the NOC an agreement was reached that the DPRK Canoe Federation 

will send up to 16 athletes to join the common Korean team in Palembang. 

Previously to the Asian Games the DPRK athletes will travel to South Ko-

rea to prepare in a training camp together with the teammates from the 

Korean Canoe Federation the Dragon Boat team for the Asian Games. This 

camp will take place from August13th until 20th at the Tan Geum River in  

Chungcheongbuk-do and will be organized and covered  by the Republic of 

Korean Canoe Federation.

Further discussions raced a possible participation of a joint Dragon Boat 

team at the ICF Dragon Boat World Championship held in Gainesville/USA 

in September. Mr.Konietzko promised to help to obtain funding support for 

the DPRK athletes as well as to help to obtain USA visa. Mr. Konietzko said 

that the timing will be very significant but there is a chance a joint Korean 

team will compete at the ICF World Championship.

Finally he said “Once again, canoeing and sport is showing its power to 

unite people. Even if this is only a small step it`s an important sign for a 

more peaceful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Thanks to the Korean Ca-

noe Federation and his President Yong Bin Kim that a dream for all the 

athletes from both Korean countries comes true and the ICF is very grateful 

for the help of the Korean Canoe Federation”

The entire Canoe family worldwide is happy to contribute to this development.

Konietzko expect a strong joint Dragon Boat team but also strong Sprint 

teams from both Korean countries during the Asian Games. Both countries 

are strong Sprint countries in Asia and it would be not entirely surprising if 

both teams can win medals in Palembang. 

The Asian Games are for all Asian countries the most important competition of 

the season and therefore I crossed my fingers for all the teams but especially for 

the Korean Teams to show their power in Indonesia so Mr.Konietzko in a quote.    

T h o m a s  K o n i e t z k o

북한 올림픽위원회 관계자와 코니에츠코 ICF 부회장

북한 평양 대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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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루에 섭취할 칼로리를 5∼6회 나누어 먹는다.

3.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구성한다.

4. 하루에 1.8ℓ의 물을 마신다.

5. 90분 활동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한다.

선수들의 정해진 훈련 스케줄 외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적용

하는 기본적인 전략이다. 

둘째. 정신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는 집중과 현실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

게 하며 정신적인 준비, 긍정적인 자기암시, 창의성을 갖게 한

다. 정신적 에너지가 약할 경우 관심 영역이 협소해지고 비관

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한다.

정신적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

1. 상황에 따라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2.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혼잣말을 한다.

3. 운동 외에 건전한 취미를 가진다.

4. 생산적 사고를 가지며 규칙적인 생활로 피로감을 줄인다.

정신적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훈련은 『심상』을 통한 정신적 

훈련이다.

셋째. 감정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는 최상의 성과를 위하여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

정이 필요하며 충만한 자신감, 자기조절, 사회성, 공감능력, 인

내심, 타인에 대한 개방성, 신뢰, 즐거운 마음이 필요하다.

감정적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

1.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2. 다가오는 대회에 도전의식을 가진다.

3. 지도자의 규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지킨다.

4. 주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한다.

감정적 에너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며 느끼는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에너지이다.

넷째.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운동선수로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미치는 영향

의 원천이며, 행동을 이끌어 내는 힘, 동기를 부여하고 인내심

을 갖게 함, 용기와 확신, 열정과 헌신을 의미한다.

영적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 

1.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2. 팀워크를 중요시 여긴다.

3. 건전한 종교 활동을 한다.

4. 매사에 정직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영적 에너지는 타인에 대한 의지, 일에 대한 확신, 무언가 하고

자 하는 바람, 스스로의 다짐 등을 의미하는 에너지이다.

인간의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은 한 가지 차원이 아닌 4차원의 

에너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에

서 중요한 유능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고르며 거울

을 보고 자신의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과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세리머니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신체적 유능감’이라

고 한다. 타인에게 내 말이 옳다고 설득하는 것과 지식을 전달

하는 것은 ‘정신적 유능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기초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스포츠에 규칙적으로 적용시키면 

완전한 몰입을 통한 최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편에는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각성」을 주

제로 찾아뵙겠습니다.

Han Hee Soo 
한희수
-

건국대학교 체육학 교수

대한카누연맹 이사

tkdhan@hotmail.com

에너지란, 인간 활동에 근원이 되는 힘. 

선수의 운동수행에 필요한 모든 힘을 의미한다.

에너지 관리란, 선수들이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에너지의 

양과 질, 초점, 힘을 관리하는 것이다.

첫째. 신체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는 인간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다. 음식, 수면의 양과 질, 피로의 회복 정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에너지이다.

신체적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

1.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다.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 스콧 핏 제랄드 -

스포츠(Sports)란 승·패를 위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선수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이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

수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곳에 닿

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체적인 수행능력과 정신까지 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계획하며 끊임없는 실천을 한다.

카누 경기는 물 위에서 수평을 잡고 체중을 이용하여 고정되지 

않은 패들을 빠르게 저으며 일정한 코스 안에서 순위를 겨루는 

개방 종목이다. 경기에서 선수들의 집중력과 순발력이 발휘되

는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러한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필자는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움직임에 근원과 더 나

아가 스포츠 종목의 신체적 활동으로써 이루어지는 수행 능

력과 정신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인내, 끈기에 대하여 다루고

자 한다. 

신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에너지의 종류

인간의 움직임에 

근원인 

에너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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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 높은 빌딩이 가득한 복잡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

고 물 맑은 곳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계 스포츠, 카누를 즐기

러 떠나보자.

카누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고 스릴과 여유를 모

두 겸비한 하계 스포츠 종목이다. 카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이번 주말 카누를 타러 떠나 보는 것

도 활기찬 주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카누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이다. 배의 무게는 14kg 정도로 가벼

워 미꾸라지가 진흙 속을 기어 나가듯 시트에 앉자마자 미끄러지

는 듯이 강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스릴과 여유롭게 노를 저어 

나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선인 강물 위에서 새로운 풍경과 시

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계 스포츠로 

활기찬 

여름을 보내자!

비록 처음에는 허리둘레를 감싸 안은 타이트한 좌석 때문에 공

간이 좁아서 조금은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응이 되면 금방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즐기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물을 가르고 바람을 가르며 한 동작 한 동작 노를 저어 앞으

로 나아가면 여유로운 감정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물 위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매료되어 복잡하고 더

운 여름 도시는 까맣게 잊게 될 것이다.

복잡한 도시 속 일상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당혹감과 짜증을 유발한다. 가족과 함께 카누를 즐기면서 만

나는 변수에는 어쩐지 짜증보다는 너그럽고 흥미로운 마음으

로 상황을 즐기게 된다. 심지어는 묘한 기대감과 설렘이 느껴

지기도 한다.

카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가 자신이 도착

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에 도달했을 때 큰 성취감을 준다. 이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성취감과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덥고 긴 여름의 주말엔 가까운 근교로 가족들과 함께 스릴과 여

유를 느끼러 카누를 타고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분명 멋진 하

루가 만들어져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columN 02

Sin young gu 
신용구 
-

대한카누연맹 부회장

㈜한국테크놀로지 부사장

카누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14kg의 가벼운 배에 앉

았을 때 미끄러지듯이 강물로 빨려들어가는 스릴이다. 두 번째는 여

유롭게 노를 저어나가면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시원한 물소리를 들

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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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을 타고 섬 투어를

요즘 전문 동호인들은 투어링 카약을 타고 굴업도나 덕적군도

의 아름다운 섬들을 장거리 패들링으로 다녀오기도 하며, 캠핑 

장비를 갖춰 싣고 1박 이상의 섬 투어 카야킹을 즐기기도 한다. 

물론 경험자와 안전 장비를 갖추고 코스 기획과 기상 상황을 사

전에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초심자들도 인근 호수나 우리 바다에 숨어있는 비경을 감상하

고 즐길 수 있는 투어코스가 얼마든지 많다. 봄철 벚꽃이 만개

하는 청풍호나 금강의 물길에서 다운 리버를 즐기는 것도 더 이

상 이색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카약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요즘 인근 바다에 나가면 심심찮게 이

카약은 ◯◯다

카약을 오랫동안 즐기면서 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것은 ‘자유’라고 말하겠다. 우리가 발 딛고 생활하는 공간을 떠

나 호수나 바다 위를 카약을 타고 떠다닐 때면 진정 자유로움

을 느끼기 때문이다. 

카약을 타고 수면 위에 앉아 있으면 물의 움직임과 바람의 기

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자연과 하나 된 순간 수면이라는 세

상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카약은

자유다

런 피싱 카약커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약과 낚시 두 가지 장

르가 결합한 스포츠로 최근 동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낚시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피싱 카약을 사용하며 시트 온 형태

의 다용도 카약을 활용하는데 그 종류도 아주 많고 다양하다. 

카약 피싱은 미국과 남미, 호주, 유럽 등에서 이미 보편화한 스

포츠인데 국내에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피싱 카약의 특징은 투어링 카약의 선형보다 폭이 넓고 적

재량이 많으며 좀 더 안정적이다. 반면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

만 다양한 수납성과 편의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카약을 타고 포인트를 찾아가 대물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낚시

를 하기도 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포인트를 발굴하기도 한다. 카

약을 타고 대물 농어와 광어를 잡는 순간의 기분이야말로 뭐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수중 소나와 어군탐지기, GPS 

등 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보다 진보된 카약 피싱을 하기도 한

다. 카약의 장르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섣부르게 판단하고 입

문하는 경우 중복투자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카약은 이미 생활 스포츠 

카누, 카약도 컬링 종목처럼 급작스러운 유명세를 타지 말란 

법은 없지만 급속한 확산이나 반짝 인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

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상 스포츠이기에 안전에 관

한 철저한 인식과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

가기를 기대한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아시안게임 드래곤 보

트 종목에서 단일팀이 꾸려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 패들 스포츠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생활 스포츠

로의 관심도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카약을 타고 서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 대동강 물길을 타면 평

양이다. 대동강변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먹고 올 수 있는 그날

을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kang Su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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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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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체력이란 무엇일까? 체력은 몸. 즉, 신체에 해당하는 

체(體)와 힘을 뜻하는 력(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에는 

개개인의 체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을 멀리 던지거나 무거

운 물건을 들 수 있는 자에게 체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또한, 

체격이 우수하면 체력이 우수하다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편적으로 체중과 힘 발휘

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기에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

람이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보다 절대적인 중량에서의 힘 발

휘에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종목의 특성상, 체중이 많이 나가는 

씨름 선수와 적은 체중을 유지하는 모델의 체격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모호함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가 체력에 관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요약·

정리하면 체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신체적 능

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영완 등, 2006). 생존의 기반이란 개

오늘날 경제 성장과 의·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서 건강하고 즐거운 수명 연장의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건강과 함께 체력(physical fitness)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이 경쟁력

이다.”, “체력이 곧 성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급변하는 시대

에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하여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하고 즐거운 

100세 시대 

기초체력의 중요성

인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대기 및 수질오염 등), 질

병에 대한 면역력(세균, 기생충 등), 생리적인 스트레스에 견디

는 능력(불면, 갈증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긴

장, 불안 등)을 말한다(고기환, 2003). 생활의 기반이란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동 또는 작업 능력으로 흔히 기초

체력이라 칭한다(고영완 등, 2006). 구체적으로 순발력, 민첩

성, 협응력, 평형성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필요적인 요소들

과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과 같이 건강과 관련성이 높

은 요소들로 분류하고 있다(송홍선 등, 2012). 특히 기초체력은 

기능적인 요소의 향상과 함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윤성진 등, 2012; 최연주 등 2012). 이와 관련하여 다

수의 역학조사 및 실험연구에서는 근력, 심폐지구력 등과 심혈

관계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기초체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

다. 평소 규칙적인 신체활동 또는 운동 참여는 기초체력 향상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경렬, 이진석, 2016; 

Blair et al., 1989; Harber et al., 2017; Lavie et al., 2018; Lee 

et al., 2015). 일반적으로 기초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건

강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

러, 신체 활동 또는 운동을 하면 기초체력이 개선되어 건강도 

증진되며, 체력이 우수하면 대체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하고 즐거운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

다.”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평소대로 운동에 참여하거

나 혹은 지금부터라도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

부터 서서히 운동량을 증가한다면 충분히 기초체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초체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넘어

서 모두가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여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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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라이벌은 

‘성장의 자극판’ 이다

#상대를 인정해야 내가 성장한다.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평생의 라이벌이다. 동갑내기인 둘은 

10년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열하게 경쟁했다. 언젠가 김연

아는 “참 징한 인연이다. 아마 아사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

라고 말했다. 실력의 균형추는 주니어 시절 아사다에서 2008

시즌부터 김연아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도 둘은 여전히 라이

벌이었다. 김연아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늘 ‘아사다‘라는 존재

를 의식했고, 아사다 팬들은 언제나 김연아가 거슬렸다. 맞수

가 붙는 경기에 관중이 몰린다. 독주만큼 밋밋한 게임도 없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은 10년 라이벌이 이별을 고하는 무대

였다. ‘피겨의 전설’ 김연아는 소치를 마지막으로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편파 판정 의혹으로 국민들은 흥분했지만, 

오히려 그는 “금메달, 더 간절한 사람에게 갔나 봐”라며 초연했

다. 그는 무대에서 아름답고, 내려오는 모습도 우아했다. 그러

니 진짜 여왕이다. 김연아는 소치 인터뷰에서 “피겨 역사상 우

리 둘만큼 꾸준히 경쟁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아사다가 눈물

을 흘릴 때는 나도 울컥했다”라고 했다. 아사다도 “서로의 존재

가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김연아 선수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했다. 10년 숙적이 ‘서로라는 

존재’ 의미를 인정한 것이다. ‘너는 나에게 부담이지만, 네가 있

어 내가 성장했다’는 진솔한 고백이다. 그게 바로 라이벌이다. 

#라이벌은 ‘제2의 코치’다

동갑내기급만이 라이벌은 아니다. 조훈현과 이창호는 한국 바

둑계의 두 거목이다. 조훈현은 자신을 키운 8할은 스승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일본에서 바둑 공부를 했고, 스승도 일본인이

다. 그는 스승이 자신을 키웠듯, 자신은 이창호를 키웠다. 그에

게 22살 아래인 이창호는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다. 둘은 한집에

서 먹고 잤고, 스승의 타이틀을 하나둘 제자가 빼앗아 갔다. 전

관왕에서 마지막 타이틀마저 제자에게 빼앗긴 날, 조훈현은 “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래도 제자에게 넘겨주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그래도 하나쯤은 양보할 줄 알았는데….” 그

는 웃으며 무관(無冠)으로 내려왔다. 한국 바둑은 조훈현과 이

창호라는 라이벌이 있었기에 뿌리가 깊고 단단해졌다. 

라이벌은 관중의 흥미를 자극한다. 하지만 선수에게 라이벌은 

항상 껄끄러운 존재다. 1등에겐 2등이 부담이고, 2등에겐 1등

이 걸림돌이다. 겉으로 친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간다. 

그게 라이벌이다. 이를 간다는 건 스스로 주는 자극이다. 그러

니 라이벌은 ‘제2의 코치’다. 그런 점에서 삼성은 애플의 코치, 

애플은 삼성의 코치다. 애플이 없다면 삼성은 홀가분할지 모른

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껑충 뛸 것이다. 하지만 품질은 어

떨까. 십중팔구 저하될 게 분명하다. 기업은 라이벌이 있어야 

혁신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다. 벤치마킹은 라이벌의 노하우

로 닫혀가는 자신의 성장판을 다시 여는 전략이다. 

집이 컴컴하면 기분이 상쾌했다. 한데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

오면 맥이 탁 풀렸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 분한 마음에 이불 뒤

집어쓰고 잔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다. 아무

튼, 그 친구가 내 성적을 끌어올린 건 분명하다. 아마 친구도 나 

때문에 더 ‘열공’ 했을 거다.

라이벌은 명 코치다. 존재만으로 서로를 단련시킨다. 라이벌은 

각성제다. 끊임없이 상대의 동기를 자극한다. 라이벌은 파괴자

다. ‘적당히’라는 안식처를 부숴버린다. 라이벌은 격려자다. 세

상은 단판 승부가 아님을 깨우쳐준다. 라이벌은 흥행사다. 언

제나 응원군을 몰고 다닌다. 삶에 긍정의 자극을 주는 라이벌

이 있다는 건 행운이다. 산봉우리는 두어 개가 마주 봐야 운치

가 있다. 자웅을 겨루는 듯도 하고, 살갑게 마주 보는 듯도 하

고…. 등산객도 그런 산을 찾는다. 라이벌을 불편해하지 마라. 

오히려 곁에 둬라. 없다면 찾아봐라. 홀로 달리면 외롭고, 기록

도 좋지 않다. 그게 세상 이치다. 

라이벌은 대개 곁에 있다. 나도 그랬다. 동네 옆집 친구가 중학

교 내내 라이벌이었다. 3년 동안 반은 달랐지만 그는 늘 나의 

의식 안에 있었다. 친구 집은 나름 부자였다. 70년대 구석진 시

골에서 자전거에 공기총까지 있었으니. 집안은 밀려도 공부만

큼은 뒤지기 싫었다.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시험 기간엔 새벽 

일찍 일어났다. 잠이 덜 깨 몽롱해도 친구가 궁금했다. ‘자고 있

을까 공부하고 있을까….’ 그래서 동태(?)도 살피고 세수로 잠

도 깨울 겸 그 어두운 새벽에 친구 집을 거쳐 냇가로 갔다. 친구 

라이벌은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다. 없으면 만들어라. 

라이벌은 자신에게 있어 

부담이지만 그와 동시에 라이벌이 있어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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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기업가든, 운동선수든, 창작자든 그들

은 하나같이 도전을 극복했다. 몸값은 자신을 극복한 노력에 주

는 찬사다. 땀의 가치, 인내의 가치, 더불어 사는 가치다.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와 같다.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상대

를 죽여야 내가 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상대를 살려야 내가 

더 강해진다.”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은 라이벌 기업들이 존

재해야 비즈니스 생태계가 더 단단해지는 이유를 극명하게 설

명한다. 중국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교학상장(

敎學相長)이란 말이 나온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침으로써 성장

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뜻이다. 라이벌은 ‘교학상

장’의 존재다. 서로를 단련시키고, 서로를 긴장시킨다. 배움에 

뜻만 세우면 모두가 스승이다.  

#삶에 자극을 주는 상대를 만나라

정글의 법칙은 단순하다. 하나는 약육강식이다. 약한 자는 강

한 자의 먹이가 된다. 또 하나는 적이 있어야 명석해진다. 생존

만큼 두뇌를 자극하는 건 없다. ‘도시의 법칙’도 크게 다르지 않

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눈치를 본다. 맞수는 언제나 자극을 준

다. 라이벌이 없으면 자만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타자와 투수도 라이벌이다. 투수가 강하면 타자도 강해진다. 

안 그러면 늘 삼진아웃이다. 축구의 공격수와 골키퍼도 마찬

가지다. 종이신문은 스마트폰이 라이벌이다. 안타깝게도 전철 

안에서 신문 읽는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됐다. 난 개인적으로 종

이신문을 꼭 읽으라고 권한다. 세상에서 가장 값싸면서도 가장 

값진 게 ‘종이신문’이다. 

당신의 라이벌은 누구인가. 회사 동료인가, 다른 팀인가, 아니

면 팀의 그 누구인가. 그것도 아니면 당신 삶의 울타리 밖에 있

는 누구인가. 혹시 없다면 만들어라. 회피했다면 당당히 마주 

봐라. 당신의 일상 공간에 라이벌이 없다면 ‘마음의 곁’에라도 

둬라. 닮고 싶은 사람을 라이벌로 삼아라. 서로에게 거울이 되

는 상대를 라이벌로 삼아라. 경쟁하며 상생하는 상대를 라이벌

#뜻만 세우면 모두가 스승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정의했다. 문명의 성장과 발전은 ‘끊임없는 도전에 끊

임없이 응전한 결과’라는 것이다. 토인비가 “문명은 척박한 땅에

서 더 꽃을 피웠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맥이 통한다. 도전과 

응원의 원리는 국가나 조직,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도전과 응전의 법칙’은 ‘라이벌의 법칙’과도 선이 닿아있다. 첫

째, 상대가 강할수록 나도 강해진다. 상대가 강하면 나를 더 단

련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지 않는다. 라이벌을 폄하하는 건 스

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다. 상대의 강함을 인정하고 내

가 더 강해지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다. 둘째, 도전을 회피하

면 생존이 위협받는다. 논밭의 오곡은 한여름 뙤약볕을 견디고, 

초가을 태풍을 견뎌냈기에 영근 열매를 맺었다. 매화 향기가 담

장을 훌쩍 넘는 것은 한겨울 추위를 견뎌 향이 짙어지기 때문이

다. 셋째, 도전을 극복하면 몸값이 치솟는다. 세상에 몸값 높은 

로 삼아라. 질투보다 인정해주는 상대를 라이벌로 삼아라. 승

부욕을 자극하는 상대를 라이벌로 삼아라. 지금은 겨루기 벅차

도 10년쯤 갈고닦으면 맞수가 될 만한 상대를 골라라. 지식이

든, 업무 노하우든, 운동이든 당신의 스승이 될 만한 상대를 찾

아라. 당신의 삶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상대를 만나라.

#선의의 라이벌은 삶의 선물이다

현자(賢者)는 어리석은 자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반

면, 우자(愚者)는 현자의 성공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현자가 어

리석은 자보다 남에게서 더 많은 걸 배우는 이치다. 삶에 경

쟁은 불가피하다. 경쟁은 도전이다. 도전이 없다면 인류의 진

화 속도는 ‘게걸음’에 그쳤을지 모른다. 선의의 라이벌은 삶이 

주는 선물이다. 라이벌을 동기를 자극하는 친구로, 성장판을 

열어주는 격려자로 생각하라. 정정당당히 실력을 키워 라이벌

전에서 우위를 점하라. 그리고 또 다른 라이벌전에 대비해라.

실력을 키운다는 건 험한 세상을 헤쳐 갈 ‘칼자루’를 쥐는 것이

다. 영화 <사도>에서 영조(송강호 분)가 세자(유아인 분)에게 한 

말이 겹쳐온다. “사람들은 왕이 칼자루를 쥐고, 신하는 칼끝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력이 모자라면 왕도 언제든 칼

끝을 쥔다.” 허황된 자존심을 경계하라. 라이벌을 곁에 둬라. 지

기 싫으면 능력을 키워라. 도전엔 당당히 응전하라.

상대방의 강함을 인정해야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도전을 극복한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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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다른 것들을 포기한 채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자신의 회

사를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그들의 꿈

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

로 나타난 단어일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요즘 피곤하신가요?”라고 질문했을 때, “아닙니

다. 저는 활력이 넘치게 잘 살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작업환경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

종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일터에

서 일한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한다.

직장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여러 질환

1. 거북목 증후군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며 업무를 하는 사무직의 

경우 예외 없이 목덜미나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 심하면 

만성적인 두통과 눈의 통증까지도 호소한다.

통증의 정도가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심

해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 “본래 그런 것이려니…”, “그러다 말

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진료를 받고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거북목’이나 ‘일자목’

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소위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생기는 이유를 보면 컴퓨터

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세가 구부정한 채로 오래 유지하

다 보면 머리의 무게로 인해 목과 등,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된다.

예를 들면 목을 1cm 앞으로 빼, 숙일 때마다 목뼈에 약 2~3kg

의 하중이 더 가해지며 고개를 60도 정도 숙이면 정상적 머리의 

무게에 최대 27kg 정도의 무게부담이 더해진다.

이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더 아픈 이치와 같다. 장시간 목의 긴장 상태는 목덜미나 등 근

육에 무리를 준다. 이때문에 목덜미가 뻐근하고 무거워져 목

덜미에서 어깨 혹은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 발생해 쉽게 피로

감을 느낀다.

이처럼 잘못된 생활습관과 장시간 동안 구부정한 작업환경 등

이 병을 만든다. 이는 올바른 자세 유지 및 목에 부담을 주지 않

는 업무 환경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증상 초기에 예방만 잘해

도 통증 및 척추의 변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 손목터널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은 흔히 중년 여성들이 가사 노동 등으로 인해 

생기는 병쯤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말이 맞고 중년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판을 많이 두드리는 직

장인 중에도 일하다 보면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끝이 불편하며 

저렸던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손 저림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터널 증후군’

이다. 대부분 손에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가사일 혹은 장시간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자세, 무리한 손목 사용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한다.

해부학적으로 손목에는 수근관이라 불리는 터널 형태의 길이 

있다. 이 공간에 정중신경이 지나며 위에 언급한 원인으로 터

널을 구성하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터널이 좁아져 신경이 눌

린다.

전형적인 증상은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자세로 오래 있으면 

통증이 유발되며 5번째 손가락을 제외한 1~4번째 손가락에 저

린 증상과 감각 저하가 생긴다. 질환이 오래되면 정중신경이 담

당하는 근육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 쪽의 손바닥

요즘 일상에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나 소확행(소소

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

도 회자되고 있다.

이 말들은 뜻을 보면 참 좋은 말이지만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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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캐치프레이즈의 영향으로 만들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만성피로라 해도 간 기능이 정상인 경우가 대부

분이며 간과 피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되는 과로, 스트레

스이고 그다음으로는 정신적인 질환인 우울증, 불안증 등이 다. 

피로는 증상이 지속하는 기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1개월 

이상 지속하는 피로를 ‘지속성 피로’라고 하고 원인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한다.

만성피로의 대부분의 원인은 생활습관이다. 보통 30대 초반까

지는 젊음 때문에 회복력이 빨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 하

지만 잦은 음주, 흡연, 불규칙한 수면 등 나쁜 습관들이 지속한

다면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쌓여 결국 만성피로가 나

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역시 피로의 주된 원인이다. 육체적인 과도한 업무

량 외에 해결되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한 피로를 일으

키기도 한다. 

텁하다 ⑥목이 새 하다 등으로 증상을 표현한다.

위 증상은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되며 특히 과식이나 음주 후에 

심해진다면 더욱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밖에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면 ①이유 없이 지속하는 목 불편

함 ②반복적으로 목이 쉬는 증상 ③만성 기침 ④치아 미란 ⑤

기관지 천식의 잦은 악화 등도 위식도 역류질환의 비전형적인 

증상이다. 일반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한 번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병의 악화 요인은 하부 식도 조임근의 기능 이상이나 복압 

상승다. 하부 식도 조임근 압력이 낮아지는 카페인 섭취, 고지

방 식이, 음주, 흡연 등은 피하며 복압 상승이나 과식, 비만 등

에 의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4. 만성피로

피로라는 말 자체는 주관적인 증상이다. 많은 사람이 만성피로

의 원인으로 간 기능 약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선입

견은 몇 년 전 유행했던 광고인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라

의 두툼한 근육이 위축되어 힘이 떨어지기도 한다. 잠을 자는 

도중에 타는 듯 혹은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 

손을 주무르면 증상이 완화된다. (야간 통곡)

이 질환도 주로 생활습관에 의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습관이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가사노

동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손목을 구부리거나 펴는 자세는 피해

야 하며 장시간의 컴퓨터 업무 등을 해야만 한다면 스트레칭 등

을 자주 하여 손목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료방법은 증세가 가벼울 땐 보조기를 이용한 부목 고정, 소

염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국소 주사치료 등이 있다. 수술은 두

꺼워진 수근관 인대를 풀어주어 신경 압박의 원인을 제거하

는 방법이다.

3. 위식도 역류 질환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늦게까지 먹는 술자리가 잦다. 

불규칙한 식사, 야식을 즐겨먹는 생활습관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증가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위

에서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위로 뭔가가 역류하면서 가슴 중앙이 타는 듯

한 통증이며 그 외는 ①신물이 올라온다 ②속이 쓰리다 ③가슴

이 화끈 거린다 ④속이 답답하고 신트림이 난다 ⑤입이 쓰고 텁

kim jin Ho 
김진호
-

충청북도 카누 연맹회장

의사(신경외과 전문의) 

청담이엘의원 원장

순천향대학병원 외래 교수

zynoda@hanmail.net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성피로의 원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회식 횟수를 제한

하며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도록 노력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의 기능은 ①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②작은 실천으로 

얻은 성취감이 자신감을 주고 생활을 활기차게 해준다. 

운동 방법: 시간을 정해 집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등 본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충분하다. 시간은 

5~10분 정도에서 시작해서 적응을 하면 천천히 30분까지 늘

려나간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세뇌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가끔은 주변도 돌

아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느끼

며 자신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힘내시고 건

강하시길 바랍니다. 

신체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무시한 채 

직장인들은 여러 질병을 안고 

오늘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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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과 한강에서 합동훈련을 지속해서 갖고 싶은 염원에서 

이같이 이름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카누를 비롯해 조정 등 이번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물 종목’은 

팀워크와 끈기로 선수들의 호흡을 잘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

다. 선수들이 양쪽 날개가 있는 패들로 좌우 교대로 잘 젓고, 배

의 맨 앞에 선수가 발로 조정을 잘해야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선수들은 지난달 29일부터 한국에 

도착, 충주 탄금대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본격적인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카누 드래곤보트로 불리

는 용선은 10명의 패들러와 키잡이, 드러머(북 치는 선수) 등 12

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 경쟁하는 종목으로, 남·여부 각각 6

명씩 총 24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남북 단일팀은 이번 아시안

게임 용선 종목에서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용선 종목 최강국인 

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남북 단일팀 종목으로 출전하는 카누, 조정 등에서 메달

을 따면 한국과 북한의 선수단 메달과는 별도로 남북 단일팀 메

달로 분류, 별도로 집계한다는 게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

의 방침이다. OCA는 남북 단일팀에서 딴 메달을 남·북한 메

달로 각각 집계할 경우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

단 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한강호와 대동호가 아시안게임에서 얼마나 선전할지는 잘 모

르겠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 단일팀 

운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남북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비록 이번 배 

이름은 남측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활성화되면 북한에서도 배 이름을 짓고 수시로 한강과 대동

강에서 공동 훈련과 개별 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한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하는 충주 탄금대 조정경기장

에서 흐르는 남한강은 양평 두물머리(양수리 兩水里)에 이르러 

북한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만나 한강으로 내려가 서해

로 이어진다. 카누, 조정 등에서의 남북 단일팀이 통일의 물꼬

를 트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평가받았던 북한은 ‘은둔의 왕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대

동강을 남과 북으로 나눠 평양에 아파트와 고층 건물로 현대

화된 도심을 만들고 ‘지상의 낙원’이라며 대내외에 과시했다. 

여담이지만 1991년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남

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평양 경기 취재차 방북을 했을 때 본 

대동강의 첫 기억은 아직도 또렷하다. 한강보다는 강폭이 작

지만 능라도, 양각도 등이 마치 고구마 모양으로 강가에 있었

고, 강 절벽 위로 을밀대와 모란봉이 우뚝 솟아 있는 아름다

운 모습이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의 남녀 카누 

드래곤보트(용선)의 이름을 ‘대동호’와 ‘한강호’로 각각 명명했

다는 소식을 듣고 남북 교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가는 현

재 상황에 잘 맞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배의 이름

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의 대표적인 강으로 상징적 의미가 깊

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카누 남북 단일팀은 먼 훗날 

카누 

‘한강호’와 ‘대동호’ 

kim Hak Soo 
김학수
-

한국체육대학교 초빙교수

kimbu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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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의 대표적인 명물은 한강과 대동강이다. 한강은 동쪽

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며 서울을 강북과 강남으로 가른다. 대동강

도 평양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둘러싸며 강북과 강남으로 나눈다. 

한강과 대동강은 남북 분단 이후 험난한 현대사의 격류를 헤치며 

살아온 남·북민들의 땀과 눈물을 지켜봤다.

‘한강의 기적’. 한국이 6·25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눈부신 

경제발전상을 이룬 것을 외국에서는 독일 ‘라인강의 기적’에 빗

대어 이렇게 불렀다. 1960년대 한때 사회주의 국가의 모델로 

한강호와 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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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카누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두드러진 모습

을 보여준 가운데 가장 활약이 돋보이는 선수는 다

누타 코자크(Danuta Kozak) 선수이다. 1987년생의 

여성 선수인 코자크 선수는 지난 2011~2014년 4년 

연속으로 헝가리 올해의 여성 카누 선수상을 받았

다. 또한, 지난 두 차례의 직전 올림픽에서 각각 2관

왕,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헝가리에서 카누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가 

펼쳐지는 장소는 세게드에 위치한 경기장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국제 대회 시설 외에 두드러진 부분

은 생활 속에 존재하는 수상 스포츠 시설이다. 여행

지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있는 평화로운 동굴 카누 마

을 타폴차를 비롯해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

수의 공간이 존재하며 이처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수상 스포츠 시설의 존재를 통해 카누를 비롯한 수

상 스포츠 종목에서 헝가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를 엿볼 수 있다.

카누 강국에 가다
- 헝가리 편 -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이슈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본 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대한민국 카누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카누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헝가리의 카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Hungar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동구권 국가와 마찬

가지로 공산권 방식의 스포츠 육성정책 하에 헝

가리는 하계 올림픽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

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카누 그리고 수

구와 같은 수중 종목에서 특히나 두드러진 모

습을 보였다. 그러나 동구권 붕괴 이후 타 공산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육성 정책이 붕괴하

면서 1996애틀랜타올림픽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08베이징올림픽에서는 금메달 3개 

획득에 그치며 종합순위가 21위까지 추락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2012런던올림픽에서는 카누

를 비롯한 다수의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에 성공

하며 종합순위 9위를 기록해 다시 10위권에 복

귀하였고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종

합 12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지속해서 국제 대회에서 강세를 보인 가

운데 카누의 경우 이전 두 차례의 올림픽과 세

계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

다. 런던올림픽에서는 여자 K-1 500m 금메달을 

포함해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다음 올림픽

인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남자 K-2 500m 

금메달을 포함한 총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지난 2015년, 2017년에 개최된 세계 선수권 대회

에서도 각각 총 9개,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그중 금메달의 수는 8개에 달하는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국제대회에서의 

활약

수상 스포츠 

시설의 발달

주요 선수

헝가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카누가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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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후기

신상훈 홍보위원회부위원장 

隔世之感을 실감케 하는 요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지난해 이맘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새삼 과거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내가 지나온 경력 학습과정에 ‘카누’라는 단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회장님과 맺은 인연으로 

카누와 사랑에 빠진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있습니다.

 “한강과 대동강에서 평화와 화합의 노를 저어보자”라고 

제안한 아이템이 어느덧 아시안게임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이라는 전대미문의 쾌거로 다가왔습니다. 분주한 

일상중에 경험하는 ‘소소한 행복’은 진심으로 살아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부디 단일팀의 선전이 세계대회로 이어지길 갈망하면서 

계간지 2호의 편집 후기를 갈음합니다. 

김은석 사무처장 

희로애락의 시간들은 때론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지기도, 때론 비싼 

수업료를 낸 혹독한 경험으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카누연맹 계간지가 과거와 현재의 

순간들을 잘 접목시키고, 각자 가진 도전과 성공, 좌절과 

고난의 경험들을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는 좋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명기영 홍보위원 

세계인과 미디어의 이목이 집중된 

아시안게임 단일팀의 홍보와 이번 

여름호 아시안게임 특집 계간지를 

동시에 준비하며 많은 보람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계간지를 준비하는 동안 선수들과 만나고 함께 삶을 

나누며 선수들의 땀방울 속에 녹아있는 열정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또한, 비 체육인으로서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선수들이 

느낀 희열,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 느꼈을 

두려움은 모든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누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카누연맹 파이팅!

손성훈 대리

무더운 여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우리 연맹은 힘찬 발걸음으로 

더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호를 통해 우리 카누의 여러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자카르타-팔렘방 AG를 통해 좋은 성과,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신채린 홍보위원

요즘 뉴스에서 카누 남북 단일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한 배를 타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운명을 같이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배에 탄 남북 단일팀 선수들처럼 여름호 계간지 발간을 

위해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연맹 식구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위해 

고생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가을에 발간되는 

가을호에서는 선수들의 좋은 소식을 담길 기대해봅니다. 

성다형 편찬위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특집 

계간지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유난히 덥게 느껴지는 올해 여름, 카누 

이야기를 다루면서 노를 저으며 튀는 물 이미지 덕에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이번 계간지를 통해 

앞으로 열릴 2018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단일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누 파이팅! 

임소연 사원

창간호에 이어 여름호가 나오게 

되어 보람차면서도 많은 분의 

노고가 담겨있을 이번 계간지에 

감사드립니다. 지도자, 선수 및 관리자분들의 노력이 있어 

계간지의 내용도 한결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폭염이 극심하지만, 계간지를 읽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화 사원 

무더운 폭염 속, 그보다 높은 열정과 

열기로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뛰어난 

경기를 펼쳐준 카누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카누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여름호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음 호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아라 사원 

이번 여름호는 다가오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는 우리 카누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단에 뜨거운 응원과 여름호를 출간하며 

계간지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여름, 아시안게임 카누 종목의 

금빛 물살과 함께 시원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호 

대한카누연맹 계간지 제작 업무의 

일부분을 맡았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한카누연맹 관련 동향, 아시안게임 

대비 감독 출사표 및 선수단 프로필 편집을 맡게 되면서 

대한카누연맹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카누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카누라는 스포츠를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너무나 의미 있는 업무였습니다.

이현수 

이번 계간지 관련 업무를 통해 

카누라는 스포츠의 이해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아울러 관계자분들의 

카누에 대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헌신에 놀랐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더 많은 카누인들이 서로의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축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발행될 계간지가 카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행사와 

업무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문서현 

카누 종목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카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계간지 편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내며, 카누 연맹에서 일하기 전에는 생소하고 

멀게 느껴졌던 이 종목이 이제는 마치 평소에 즐겨오던 

스포츠처럼 느껴집니다. 특정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은 저 자신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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