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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구회

우리 민족의 전통 선도수련 모임인 한연구회에서는 당행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회원 및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특별 수련을 하였다. 이번
특별수련은 직원들의 체력강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호흡
및 운기조식, 브레인 명상, 뼈 정화 수련의 세 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호
흡 및 운기조식 수련은 자연스럽게 내쉬는 숨을 통해 우리 몸 안의 탁기를 내보
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게 해주며 나아가 단전호흡을
통해 아랫배(下丹田)에 에너지(氣)가 쌓이도록 함으로써(蓄氣)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브레인 명상 수련은 뇌 체조, 뇌 명상프로
그램을 통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뼈 정화 수련은 우리 몸
의 뼛속에 있는 탁기를 제거해 주는 수련으로, 수련을 마치고 나면 온몸의 뼈가
맑고 밝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수련은 테마별 전문트
레이너의 기초강의 후 참가자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수련 위주로 진행
되었다. 참가직원들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자세나 동작보다 조금 더 힘을 써서
자신의 한계를 점차 높여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이를 통해 처음은 힘들고 어

노인복지시설‘성심의 집’
에서 급식봉사(5.21.) | 광주전남본부

렵기만 한 동작들을 어느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성순현 결제운영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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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축구부는 6월 11일 당행 창립 61주년 기념 축구대회를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
하였다. 이날은 축구부원뿐만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당행 직원과 가족, 연인이
함께한 축제 한마당이었다. 햇빛이 강렬하여 축구를 하기엔 다소 더운 날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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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여느 때보다 진지했다. 대회는 11행번팀, 공보실팀,
대구경북 및 경남본부팀, 연합팀 이렇게 4팀이 참가하여 풀리그 전으로 총 6경기
가 진행되었다. 첫 경기는 11행번팀과 공보실팀 간 대결로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
의 다크호스인 11행번팀은 몸이 채 풀리지 않은 공보실팀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가장 주목받았던 경기는 두 강팀이 맞붙은 대구경북 및 경남본부팀과 연
합팀 간 경기였다. 대구경북 및 경남본부팀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의 열세
에도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쉽
게도 0:1로 연합팀에 패했다. 이렇게 진행된 경기는 오후가 돼서야 마무리되었

사회복지법인‘디차힐’
에서 환경정리(5.28.) | 인천본부

다. 이날은 단순히 축구경기만을 즐기는 것이 아닌 한은의 직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물가통계팀 임현강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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