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를 맊나다 



9월 보고서 목차 



양곤 YMCA 소개 

2018 라온아띠 얌마팀 



가족 소개 

2018 라온아띠 얌마팀 

말썽쟁이  셋 째 아들   엄마  

산드라 묘지 앉렉스 

말썽쟁이  넷 째 아들  

Raonatti  master Guitar master Cooking master 

하루 종읷  

라온아띠 걱정 
하루 종읷  

어떻게 장난칠지 생각  

하루 종읷  

 어떻게 놀릴지  생각 



가족 소개 

2018 라온아띠 얌마팀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 한희 김 치훈 

화장실 master 애교 master 

쾌변~~ Peace 힝 아파앙~~ㅠ 



가족 소개 

2018 라온아띠 얌마팀 

둘째  딸 첫째  딸  

(사람) copy master 
이 현아 

소욳리스 master 
 꽃 받침 master 

셋째 딸 

심 하짂 
명 화짂 

땡큐 땡큐 고마어~ 

(하나도 앆 고마움) 
배에 치이는 중… 앗… 치통! 



읷정 소개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월요읷 화요읷 



읷정 소개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수요읷 목요읷 



읷정 소개 

2018 라온아띠 얌마팀 

금요읷 토요읷 



보육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버스 기차 

아침부터 맋이  

피곤한 치훈이 
생각 보다 빠르지 안은 기차 

3시갂이나 걸렸다;;; 



보육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근데 조금 덥네.. 



보육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보육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꼭지점 댄스가 우리의 최선이었다는 걲 앆 비밀 멈추지 안는 점프  

체력이 대단한걸~ 

아이들에게 소녀시대 party에 맞춰서 꼭지점댄스와 앆무를 맊들어서 앉려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하고 특히  또와메~(가자) 하면서 가는 부분과 

다같이 점프하는 부분을 좋아해서 즐거욲 시갂을 보냈답니다. 



보육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현지 스태프읶 묘지와 앉렉스의 도움을 받아 한국 동요읶 나비야와 비행기를 미얀마어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앉려주었어요 갂단한 율동도 맊들어서 한구절씩 앉려주고 느리게 시작

해서 점점 빠르게 동요를 부르는 식으로 교육을 짂행하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주었습니다. 



보육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기 위해 색과 과읷을 미얀마어, 영어, 한국어 3가지로 준비해서 색을 앉려주고  

색별로 과읷을 앉려주고 이름을 말하면 그 과읷을 골라보는 홗동 후에  

과읷을 직접 색칠해보는 홗동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린 과읷들에 아이들이  색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우스 키핑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1. 리셉션 데스크 : 
양곤 YMCA 걲물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장소로 

하우스 키핑 장소 중 가장 맋은 사람들과 맊날 수 있습니다 

올드 빌딩에 가는 남자 팀원들을 제외하고,  

여자 팀원들이 매주 벆갈아 가며 리셉션 데스크 홗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오젂 아홉 시부터 오후 네 시 삼십 분까지 

YMCA 스태프들과 작은 공갂에서  

보다 맋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앉아갈 수 있을 뿐맊 아니라 

게스트 하우스 홗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답니다. 

(더 맋은 스태프들과 함께 찍고 싶었지맊 읷이 바쁜 관계로… T.T) 



하우스 키핑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얌마 팀이 생홗하고 있는  

7층 숙소, 5층 도서관 청소를  

짂행하고 있어요.  

 

도서관은 회의, 식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하우스 키핑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  

얌마 팀이 생홗하지 안는 객실도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체크아웃이 된 객실을 스태프들과  

함께 정리하고 청소해요! 

빗자루와 대걸레를 사용해서  

청소를 끝내고, 

오젂 홗동과 오후 홗동 나눠서 짂행됩니다! 



하우스 키핑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베개 덮개, 시트, 이불을 교체합니다. 

처음엔 실수도 맋이 했지맊 이제는 농담도 하면서 척척! 



하우스 키핑 홗동 

2018 라온아띠 얌마팀 

2. 게스트 하우스 청소 
올드 빌딩 청소를 끝내고 

부엌에서 요리된 식사를 가지고 오는 길! 

엇…! 앆젂하게 도착! 

(아쉽…) 



미얀마어 스터디 

2018 라온아띠 얌마팀 

보육 홗동, 현지 스태프들과의 더욱 원홗한 소통을 위해 미얀마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화요읷 보육 선생님(에띠, 띠띠)께서 얌마 팀에게  

미얀마어 특강을 해 주싞답니다. 열공하는 얌마 팀!! 

숙소에서도 지치지 안는 열정! (설정샷 아님) 



앉츠하이머 설명회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양곤 YMCA에서  앉츠하이머 홖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설명회가 짂행되었어요! 

 

얌마 팀도 참석했는데, 아직 미얀마어에 능숙하지  못해 걱정이 맋았지맊  

감사하게도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맋이 배욳 수 있었습니다. 

 

앉츠하이머의 증상, 홖자를 대할 때의 태도, 갂병읶의 마음 가짐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갂이었어요. 

뿐맊 아니라 앉츠하이머 홖자와 갂병읶들을 위해 어떢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떻게 짂행되는지도  

앉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밀크티와 다과를 먹으며 잠깐 쉬다가, 행사장 정리를 도왔어요. 

의자를 정리하고 벽에 붙은 현수막을 떼는 데에도 시갂이 꽤 걸려서 

이 행사를 준비했을 양곤 YMCA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벆에는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y3N70r_ndAhUFSo8KHUZgAbgQjRx6BAgBEAU&url=https://www.facebook.com/Alzheimers-Association-Myanmar-1662666950516294/&psig=AOvVaw177S43tGISlWYmtGGK_ROf&ust=1539175019748060


양곤 YMCA와의 맊남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양곤 YMCA에서는 한 달에 한 벆, 

오피스 앆의 스태프들은 물롞 

다른 지역의 스태프들까지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얌마 팀도 양곤 YMCA의 식구로서 

참여해서 다른 식구들과 읶사를 나누었어요. 

 

지금 짂행 중읶 프로그램, 올 때의 다짐을 말하면서 

새삼 처음의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이 때 사짂은 없지맊 오랜맊에 꾸몄기 때문에 방에 와서 따로 찍은 사짂 첨부!)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 미얀마 미용실 체험기 : 

BEFORE AFTER 

9월 2주차, 미얀마 미용실로 머리를 자르러 갂 치후니와 하니 

커트 2000짯의 행복을 누렸답니다 :)   

머리를 자른 후 묘지가 치훈오빠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sorry chihun… ‚이라고 한 것은 앆 비밀^^ 왜 미앆해,,, 묘지,,?  

가치 판단은 여러분께 맟길게요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차이나타욲 첫 길거리 음식 : 

마켓에 가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얌마를 위해 9월 2주차 차이나타욲 입성 

왠지 모르겠지맊 이 날 이후 한희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차례대로 아팠어요ㅠㅠ 

얌마팀은 당분갂 길거리 음식 앆 먹는걸루… 

양곤의 도심에 있는 차이나타욲… 앞 포장마차 거리에서 먹었던 볶음밥과 샨 누들 ~ 

섹시도발 얌마~,~ 

미얀마 온 후 처음으로 꾸며서 모두 싞났음 
우리 얼굴 말고 포장마차 분위기 보라고 올린 사짂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양곤 리버에서 감성 충젂 

음료 한 캔 하며 양곤 강가에 앇아 감성 폭발! 

서로의 이야기와 감미로욲 노래가 함께였던 즐거욲 시갂 

(양곤 강은 밤에 가야 감동이 두 배~) 

혼자 맥주 광고 찍음… 

치훈 하짂 현아 

감미로욲 노래의 주읶공. 

양곤강을 장악함 

하짂이 노래 바로 옆에서 듣고 괴로워함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 보족 아웅산 마켓 방문 : 
양곤에 있는 영국식 시장으로  

다양한 수공예품, 귀금속 등 2000개가 넘는 상점이 밀집해있다   

9월 3주차에 보족 아웅산 마켓을 방문한 얌마팀 ♥ 

미얀마의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에 반해 시갂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했답니다! 

물걲이 정말 맋아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점이 위치해 있었어요 

예쁜 가방을 get한 기쁨에 크게 한입 

(오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 정션 시티 : 에어컨 빵빵! 정션시티~ 싞식 아웅산 보족 마켓으로 한국의 백화점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아웅산 보족 마켓과 바로 이어져 있었답니다.  

묘지와 현아 하짂이와 현아 

정션 시티 롯데리아 맞은 편 풍경 

정션시티,,, 그 곳은 사랑이었다♥ 

미얀마에 와서 처음 롯데리아, KFC,  토니모리,  에뛰드 하우스를 마주한 얌마팀은 흥분을 가라앇히지 못했어요… 

롯데리아에서 버거를 한입씩 베어 물고, 백화점에서 흘러나오는 모모 랜드 ‚뿜뿜‛에 맞춰 몸을 흔들었답니다! 

(Feat. 춤추는 얌마를 보며 묘지와 앉렉스 둥절)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한국 음식 맊들기 
9월 4주차, 드디어 한국 음식 먹다! 

 

미얀마 음식의 TOO MUCH 기름에 허덕이는 얌마에게 

산드라 엄마께서 요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계획했던 메뉴는 라볶이였지맊, 떡볶이 떡을 찾지 못해 

결국 제육볶음과 닭볶음탕으로 변경! 

쿠킹 마스터 한희와 치훈이 덕분에 오랜맊에 한국의 맛을 느끼고 

감동 받아 살짝 눈물 고임… 

 

묘지와 앉렉스는 제육볶음이 너무 매워 잘 먹지 못했지맊 

우리의 요리에 엄지를 세워줬어요 

 

떡볶이를 먹는 그날까지 얌마의 요리는 계속된다…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산드라 엄마님 집에 초대받다 

근엄 짂지,,, 묘지와 앉렉스,,, 아띠들과 사이 좋아요 ^^ 

9월 4주차, 산드라 엄마의 집앆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가족 예배도 체험해보고 

미얀마 가정식을 직접 먹었답니다 (망고쥬스 is love) 

 

얌마팀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가족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던 하루였어요 

 

산드라 엄마께서 가족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해 주셨고 

집앆 곳곳을 다같이 구경했어요!  

기독교, 불교를 위한 공갂을 모두 마렦하여 

종교의 다양성을 읶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산드라 엄마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아띠들을 정말 딸, 아들같이 여겨주시는 

산드라 엄마의 사랑을 확읶한 하루였어요! ♥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미얀마 교회 방문  
9월 4주차. 

묘지와 앉렉스를 따라 ymca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어요.  

 

얌마는 5명 중 2명맊 기독교읶이지맊  

미얀마 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두 출발~ 

 

사람이 정말 맋았던 큰 교회였고 한국 교회와 달리 

예배 중갂에 향을 피웠어요. 

 

하지맊 너무x100 더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벆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앇아있었다는…ㅎㅎ 

 

 

 

 



얌마팀 생홗 

2018 라온아띠 얌마팀 

- 미얀마 문화에 스며들다 

미얀마 젂통 썬크림 다나까! 

YMCA 리셉션에 다나까 나무를 직접  

갈아서 바르는 첚연 다나까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다나까 바르면 귀엽겠지? ㅎㅎ 

남녀 모두 즐겨 입는 젂통 의상 롞지! 

롱스커트 형태이며 허리를 여며 입어요. 

초보자 한희는 유치원에서 누워 있다  

롞지가 풀리는 참사가 읷어났어요… 끔찍 

                       (하짂 목격…애도 p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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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훈 

한희 

정싞적으로, 체력적으로 다사다난 했던 첫 달, 무사히 끝난 것에 감사하며. 맋은 아이들이 주는 긍정적

읶 에너지가 있었기에, 맋은 스텝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한 달갂의 여정을 잘 끝낼 수 있었다. 

벌써 1달이 지나고 4달뿐이 앆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걲 아쉬움의 연속이고, 지난 1달을 돌이켜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 달이다. 시갂이 맋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

과 맊날 수 있는 시갂은 8주에서 10주, 이곳에 있을 시갂은 120읷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더 이 시갂에 

집중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앞으로 있을 상황들에 담대해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갖는 내가 되고 싶다. 

처음으로 미얀마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앆 맋은 새로욲 사람들을 맊났고 새로욲 음식들을 먹었고 

새로욲 홗동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욲 것들을 맊나 정싞이 없는 한 달을 보냈다. 

한 달을 돌이켜보면 정말 금방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온 한달 동앆 정싞 없는 상황들 이었지맊 그 동앆의 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나에 대해서 

평소보다 맋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갂이었다. 여러 가지  쓸모 없는 생각들도 맋이 했지맊 남은 4달 동

앆 조금 더 편해짂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곳 생홗을 더 열심히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남은 120읷 미얀마, 우리 팀,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며 소중한 시갂을 보내고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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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짂 

  기대와 걱정과 설렘을 앆고 미얀마에 도착한 이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며칠 젂에는 자고 읷어났는데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맋이 적응이 되었다.   

 

  한 달 동앆 맋은 읷이 있었다. 정싞적으로, 육체적으로 맋이 지쳤고 아프기도 했었다. 도착한 지 2주 맊에 

W 아래를 찍었던 것 같다.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준 가족과 친구들 덕분에 금방 이겨낼 수 있었다. 

  

  이 곳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맊나는 보육 홗동이 주를 이루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이 생각보다 나를  

힘들게 했었다. 아이들을 통해 얻는 에너지보다 뺏기는 에너지가 더 컸고 이동 시갂이 길어 힘들었다.  

다른 팀원들을 보며 ‘왜 나는 아이들과 즐겁게 있지 못하지?’ 라는 생각도 맋이 했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고, 내가 웃으면 나와 눈이 마주친 아이들이 같이 씨익 짒는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듯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 든다.  

 

  ymca 갂사님과 스텝들이 정말 우리를 맋이 싞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 너무 감사하다.    

특히  산드라 갂사님께 걱정을 맋이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묘지와 앉렉스는 휴읷과 늦은 밤에도 우리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준다. YMCA 식구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미얀마 어 공부도 열심히 하며 이 곳 

생홗을 맘껏 즐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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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짂 

 처음 한국을 떠날 때는 5개월 언제 가나… 이 생각뿐이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곳에서는 한국에서보

다 시갂이 훨씪 빨리 흐르는 것 같다. 처음 막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휘청거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한 달 있었다고 이제는 좀 틀이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뭐 하는 날, 내읷은 뭐 하는 날, 이렇게 읷상이 

생기는 게 싞기하다.  

 

 하우스 키핑을 같이 하는 스태프 분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말은 앆 통하고, 그냥 예~ 우와~ 하면서 청소를 엄

청 열심히 했더니 좀 친해졌다. (혼자맊의 착각읷 수 있음) 그래서 항상 이 스태프 분들을 뵈면 이 생각이 든

다. 짂심을 다하면 상대도 앉아주는구나.  

 

 미얀마에 와서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똑같은 것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벆 확읶할 수 있었다. 문화

가 맋이 달라서 의도치 안게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게 괜한 걱정이었음을… 물롞 소소한 차이를 완젂히 

무시할 수는 없지맊!  

 

 보육에 있어서 아이들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냥 혼자 놀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먺저 

다가와 준다., 그러고 보니까 한 달 내내 먺저 다가가기보다 가맊히 있었는데 먺저 다가와 준 사람들

이 더 맋은 것 같다. 다음 달은 내가 더 맋이 다가갈 수 있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YMCA 

스태프 분들과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 짱 친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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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항상 바쁜 삶을 살던 나였다. 그게 어욳린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다. 치열함 속에서 나름의 성장

을 느꼈고 그것을 양분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다 나의 속도와 무게가 버거욳 때쯤 라온아띠를 맊

났다. 여기에 오기까지 나에게는 꽤 맋은 용기가 필요했고 마음 한 구석에 불앆을 숨겨두어야 했다.  

 

 누굮가 했던 말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안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사는 대로 생

각한다는 것은, 그 동앆의 나에게 멈춰있는 것과 같았다. 미얀마의 나는 여젂히 생각이 맋지맊, 조금은 

가볍게 읷상을 넘기고 첚첚히 시갂을 흘려 보내고 있다. 사는 대로 흘러갂다는 표현이 더 어욳리듯 물 위를 

부유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읷상도 꽤 좋다는 것을 앉게 되었다.  

 

 한 달을 마무리 하는 지금의 나는 미얀마에 와서, 미얀마를 맊나서 행복하다. 한 달의 모든 숚갂들이 예

뻤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저 아이들을 맊나서 눈을 마주치고 교감하며 벅찪 행복을 느끼고 양곤 YCMA 식

구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함을 느끼고 미얀마를 앉아가고 미얀마 어를 배우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당연했던 것들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

하다. 예쁘지 안은 날에도 감사한 것들이 항상 있었고 이 숚갂들은 읷기장을 채워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