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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출발발합합니니다!다!
отправляется!отправляется!

심벌마크는 광산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광산구의 심벌마크는 문화,예술,산업이 조화된 ‘희망의 땅,

광산구’를 표현한 것이다. 광산구 이미지 형성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자치단체와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심볼마크는 광산구의 대내외적인 모든 커뮤네케이션 매체에

쓰이게 되며 활용원칙을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디자인 의도]

녹색은 어등산을 중심으로 자연(Green)과 평화로운

농촌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청색은 힘찬 황룡강의 흐름과

‘희망의 땅, 광산구’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주황색의 둥근원은 떠오르는 태양이며 전체적으로는

민과 관이 하나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으로 광산구민의

단결력을 나타낸다.

광산구의 CI



Gardes illustrées Gardes illustrées

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

열차에 타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와이파이가 뜹니다.열차에 타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와이파이가 뜹니다.

Этот поезд - эмоциональный поезд, обеспечит Вам Этот поезд - эмоциональный поезд, обеспечит Вам 

безопа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безопа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Когда вы садитесь в поезд, эмоциональный Wi-Fi показывает, Когда вы садитесь в поезд, эмоциональный Wi-Fi показывает, 

как вы себя чувствуете.как вы себя чувствуе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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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보건위생교육, 성인지 교육을 주제로 한 책에 이어 이 책을 편찬하였다.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보건위생교육, 성인지 교육을 주제로 한 책에 이어 이 책을 편찬하였다.

Having been written after books about personal sanitation and health education and gender awareness education, Having been written after books about personal sanitation and health education and gender awareness education, 
this book intends to comfort people who are weary and tired in a modern day life. It is a collaborative work done by this book intends to comfort people who are weary and tired in a modern day life. It is a collaborative work done by 
the Education Policy Team of the Education Support Division, Gwangsan-gu Office and ODA Gada club comprised of the Education Policy Team of the Education Support Division, Gwangsan-gu Office and ODA Gada club comprised of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그림그림  조아름조아름    llustrator Cho AReumllustrator Cho AReum

서울여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일러스트 교육기관 ‘꼭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으며, 서울여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일러스트 교육기관 ‘꼭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으며, 

한때 취재기자로 일했다. 작아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책을 짓고 있다. 한때 취재기자로 일했다. 작아도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세상을 꿈꾸며 그림책을 짓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아기 거북이 클로버》, 그린 책으로는 지은 책으로는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아기 거북이 클로버》, 그린 책으로는 

『사랑해, 꼭꼭꼭』 등이 있다.『사랑해, 꼭꼭꼭』 등이 있다.

She majore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Women's University, studied picture books at Kokdu, She majore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Women's University, studied picture books at Kokdu, 
and once worked as a reporter. She writes picture books dreaming of a world that can protect precious things and once worked as a reporter. She writes picture books dreaming of a world that can protect precious things 
no matter how small they are. Her books include 《Will You Be My Mom and Dad?》, 《Baby Turtle Clover》 no matter how small they are. Her books include 《Will You Be My Mom and Dad?》, 《Baby Turtle Clover》 
and illustrated books such as 《I Love You》.and illustrated books such as 《I Love You》.

출발합니다!출발합니다!
Ⓒ Ⓒ 광산구, ODA Gada, 조아름, 2021광산구, ODA Gada, 조아름, 2021

초판초판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기획 및 글기획 및 글    광산구 광산구 . .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그림그림    조아름  조아름  

편집 및 디자인편집 및 디자인    책숲놀이터  책숲놀이터  

영문 번역 및 감수영문 번역 및 감수    한국번역통역재단 한국번역통역재단 

펴낸이펴낸이    광산구광산구

주소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대표전화대표전화    062-960-8536(교육지원과 박진) 062-960-8536(교육지원과 박진) 

심벌마크는 광산구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광산구의 심벌마크는 문화,예술,산업이 조화된 ‘희망의 땅,

광산구’를 표현한 것이다. 광산구 이미지 형성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자치단체와 확실히

구별되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심볼마크는 광산구의 대내외적인 모든 커뮤네케이션 매체에

쓰이게 되며 활용원칙을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디자인 의도]

녹색은 어등산을 중심으로 자연(Green)과 평화로운

농촌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청색은 힘찬 황룡강의 흐름과

‘희망의 땅, 광산구’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주황색의 둥근원은 떠오르는 태양이며 전체적으로는

민과 관이 하나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으로 광산구민의

단결력을 나타낸다.

광산구의 CI



“승객 여러분은 탑승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승객 여러분은 탑승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пассажиры, пожалуйста, «Уважаемые пассажиры, пожалуйста, 

подготовьтесь к посадке».подготовьтесь к посадке».



‘음~, 이게 좋겠다.’‘음~, 이게 좋겠다.’

유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길이다. 유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길이다. 

‘오늘도 엉망진창이야. 휴… 그래도 이 사진을 올리면 ‘오늘도 엉망진창이야. 휴… 그래도 이 사진을 올리면 

내가 꽤 괜찮아 보이겠지?’내가 꽤 괜찮아 보이겠지?’

«м, это пожалуй неплохо».«м, это пожалуй неплохо».

Юри ехала домой после ужина с друзьями.Юри ехала домой после ужина с друзьями.

«Сегодня беспорядок. Уф ... если я выложу эту «Сегодня беспорядок. Уф ... если я выложу эту 

фотографию, я буду неплохо выглядеть, да?».фотографию, я буду неплохо выглядеть, да?».



꽃을 들고 있는 승객들이 보였다.꽃을 들고 있는 승객들이 보였다.

‘모두 행복해 보여. 나도 꽃 한 다발 살 걸 그랬나 봐.’‘모두 행복해 보여. 나도 꽃 한 다발 살 걸 그랬나 봐.’

Показались пассажиры с цветами в руках.Показались пассажиры с цветами в руках.

«Все выглядят счастливыми. Думаю, мне тоже «Все выглядят счастливыми. Думаю, мне тоже 

стоило купить букет цветов».стоило купить букет цветов».



열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열차에 올라탔다.  열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열차에 올라탔다.  

발갛게 얼굴이 상기된 그녀는 유리의 옆자리에 앉았다.발갛게 얼굴이 상기된 그녀는 유리의 옆자리에 앉았다.

Как только дверь поезда начала закрываться, женщина Как только дверь поезда начала закрываться, женщина 

едва вбежала в поезд.едва вбежала в поезд.

Покраснев, она села рядом с окном.Покраснев, она села рядом с окном.



“얘, 나 오늘 드디어 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 “얘, 나 오늘 드디어 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 

너무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너무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 .. . . .”.”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다.  

통화가 끝나자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통화가 끝나자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꽃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꽃이 정말 예쁘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아, 네….”“아, 네….”

성의 없는 대답을 던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성의 없는 대답을 던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А, мне сегодня признались в любви! Я чувствую, «А, мне сегодня признались в любви! Я чувствую, 

что у меня в гол ове пусто».что у меня в гол ове пусто».

Она села и говорила с кем-то по телефону.Она села и говорила с кем-то по телефону.

  

Когда звонок закончился, Юри заговорила с ней Когда звонок закончился, Юри заговорила с ней 

сама того не ожидая.сама того не ожидая.

«Цве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расивые. У вас, должно «Цве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расивые. У вас, должно 

быть, сегодня был хороший день».быть, сегодня был хороший день».

«О да...».«О да...».

Бросив холодный ответ, она повернула голову.Бросив холодный ответ, она повернула голову.



머쓱해진 유리는 앞을 바라보았다. 머쓱해진 유리는 앞을 바라보았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Юри смущенно посмотрела вперед.Юри смущенно посмотрела вперед.

Затем ее взгляд встретился с Затем ее взгляд встретился с 

мужчиной, сидящим на переднем мужчиной, сидящим на переднем 

сиденье.сиденье.

“아저씨도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아저씨도 꽃다발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저씨는 유리를 보며 아저씨는 유리를 보며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Я вижу, у вас тоже в руках букет «Я вижу, у вас тоже в руках букет 

цветов, должно быть, сегодня цветов, должно быть, сегодня 

было  что-то хорошее». Мужчина было  что-то хорошее». Мужчина 

посмотрел на Юри и улыбнулся.посмотрел на Юри и улыбнулся.



“난 얼마 전에 하늘로 떠난 뭉이를 추모하러 가는 길이에요. “난 얼마 전에 하늘로 떠난 뭉이를 추모하러 가는 길이에요. 

강아지 뭉이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강아지 뭉이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죠.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네요. 잘해 주지 못해서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네요. 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리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리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어쩌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어쩌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Я еду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недавно покинувшего меня «Я еду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недавно покинувшего меня 

Монги. Собака Монги была моим старым другом и Монги. Собака Монги была моим старым другом и 

членом семьи. Я скучаю по ней особенно сегодня. членом семьи. Я скучаю по ней особенно сегодня. 

Мне очень жаль, что я не смог помочь».Мне очень жаль, что я не смог помочь».

Юри смутило внезапное признание дяди.Юри смутило внезапное признание дяди.

  

«Как же быть? Что мне ответить?».«Как же быть? Что мне ответить?».



“아,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아,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말을 건넸다.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말을 건넸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지낸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던 만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지낸 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던 만큼 

슬픔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다고요. 뭉이도 아마 아저씨와의 시간을 슬픔의 크기도 커지는 것 같다고요. 뭉이도 아마 아저씨와의 시간을 

행복하게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행복하게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여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여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뭉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견뎌야겠어요.”  “그렇군요. 뭉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견뎌야겠어요.”  

«Ах, мой друг недавно пережил нечто подобное».«Ах, мой друг недавно пережил нечто подобное».

Женщина, сидящаяа рядом со мной, заговорила со мной.Женщина, сидящаяа рядом со мной, заговорила со мной.

«Этот друг говорил мне, что насколько время, которое «Этот друг говорил мне, что насколько время, которое 

мы провели вместе, было счастливым и драгоценным, мы провели вместе, было счастливым и драгоценным, 

настолько сложнее и грустнее нам потом. Монги, настолько сложнее и грустнее нам потом. Монги, 

наверное, тоже был счастлив проводить с вами время».наверное, тоже был счастлив проводить с вами время».

Услышав задушевную историю женщины, мужчина кивнул Услышав задушевную историю женщины, мужчина кивнул 

головой.головой.

«Я понимаю. Я должен терпеть это, думая о времени, «Я понимаю. Я должен терпеть это, думая о времени, 

которое я провел с Монги».которое я провел с Монги».



아저씨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바라보았다.아저씨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꽃향기가 좋네요.” “꽃향기가 좋네요.” 

“퇴근하는 길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퇴근하는 길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마침 남아 있던 꽃다발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더라고요.”마침 남아 있던 꽃다발이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더라고요.”

Мужчина посмотрел на Мужчина посмотрел на 

букет фрезий.букет фрезий.

«Мне нравится запах «Мне нравится запах 

цветов».цветов».

«По дороге с работы «По дороге с работы 

я встретил бабушку, я встретил бабушку, 

торгующую цветами. торгующую цветами. 

Оставшийся букет был Оставшийся букет был 

любимым цветком моей любимым цветком моей 

мамы».мамы».

유리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생각에 옆자리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다.유리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다는 생각에 옆자리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다.

“아저씨도 꽃을 많이 사셨네요.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좋아하겠어요!“아저씨도 꽃을 많이 사셨네요.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좋아하겠어요!

Юри хотела быть частью разговора людей, поэтому она Юри хотела быть частью разговора людей, поэтому она 

заговорила с мужчиной, сидящим рядом с ней.заговорила с мужчиной, сидящим рядом с ней.

«Вы тоже купили много цветов. Получателю это понравится!».«Вы тоже купили много цветов. Получателю это понравится!».



하지만 유리의 생각과 달리 아저씨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하지만 유리의 생각과 달리 아저씨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꽃을 팔아요. 이 꽃을 다 팔았어야 했는데… 허탕 쳤죠. “저는 꽃을 팔아요. 이 꽃을 다 팔았어야 했는데… 허탕 쳤죠. 

오늘따라 더 힘이 드네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늘따라 더 힘이 드네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한지….”왜 이렇게 무능력한지….”

Однако, вопреки ожиданиям Юри, мужчина ответил Однако, вопреки ожиданиям Юри, мужчина ответил 

мрачным голосом.мрачным голосом.

«Я продаю цветы. Я должен был продать все эти «Я продаю цветы. Я должен был продать все эти 

цветы ... но я не смог. Сегодня было особенно цветы ... но я не смог. Сегодня было особенно 

тяжело. Я много работаю для своей семьи, но почему тяжело. Я много работаю для своей семьи, но почему 

же я такой некомпетентный… ».же я такой некомпетентный… ».



유리는 아저씨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유리는 아저씨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저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저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Юри не знала, как утешить мужчину.Юри не знала, как утешить мужчину.

Все, что она могла сделать, это просто смотреть Все, что она могла сделать, это просто смотреть 

на него.на него.



아저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청년이 말을 건넸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청년이 말을 건넸다. 

“아저씨, 전 오늘 면접을 봤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아저씨, 전 오늘 면접을 봤어요.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꽃 브로치도 달았는데, 휴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꽃 브로치도 달았는데, 휴…….”.”

Заговорил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тихо слушал мужчину.Заговорил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тихо слушал мужчину.

«Дядя, у меня сегодня было интервью. Думаю, я не пройду. «Дядя, у меня сегодня было интервью. Думаю, я не пройду. 

Я стара юсь мыслить позитивно, но тревога не проходит. Я Я стара юсь мыслить позитивно, но тревога не проходит. Я 

даже надел цветочную брошь, чтобы она хорошо смотрелась даже надел цветочную брошь, чтобы она хорошо смотрелась 

на собеседовании. Эх ...».на собеседовании. Эх ...».

아저씨가 살며시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아저씨가 살며시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아저씨의 핸드폰 알림음이 띠링띠링 울렸다.그때, 아저씨의 핸드폰 알림음이 띠링띠링 울렸다.

Мужчина нежно похлопал молодого Мужчина нежно похлопал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по плечу.человека по плечу.

В это время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мужчина В это время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мужчина 

зазвонил, это был звук уведомления о зазвонил, это был звук уведомления о 

текстовом сообщении.текстовом сообщении.



아저씨는 청년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 주었다. 아저씨는 청년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 주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 상장을 들고 있었다.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 상장을 들고 있었다.

Мужчина показал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свой Мужчина показал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свой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На экране ярко улыбающийся сын держал награду.На экране ярко улыбающийся сын держал награду.

한참 동안 핸드폰을 보던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한참 동안 핸드폰을 보던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Слезы навернулись на глаза мужчины, который Слезы навернулись на глаза мужчины, который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мотрел в свой телефон.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мотрел в свой телефон.

«Дядя, что такое? Что случилось?».«Дядя, что такое? Что случилось?».



아저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꽃 몇 개를 청년에게 건네주었다.아저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꽃 몇 개를 청년에게 건네주었다.

“아들의 문자를 받기 전에는 팔지 못한 꽃들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아들의 문자를 받기 전에는 팔지 못한 꽃들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가볍네요.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슬픈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가볍네요.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슬픈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이 꽃을 받고 힘내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당신도 이 꽃을 받고 힘내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청년은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청년은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Мужчина протянул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несколько Мужчина протянул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несколько 

цветов, которые он держал в руке.цветов, которые он держал в руке.

«До того, как я получил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от сына, «До того, как я получил текстовое сообщение от сына, 

цветы, которые я не мог продать, казались тяжелыми, цветы, которые я не мог продать, казались тяжелыми, 

но теперь они легкие. Моя семья не хотела бы, чтобы я но теперь они легкие. Моя семья не хотела бы, чтобы я 

так грустил. Вы тоже получите этот цветок и сделаете так грустил. Вы тоже получите этот цветок и сделаете 

все, что в ваших силах. Может, случится что-нибувсе, что в ваших силах. Может, случится что-нибу

дь хорошее».дь хорошее».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благодарил дядю.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облагодарил дядю.



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꽃을 들고 있어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 ‘꽃을 들고 있어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슬픈 사람들도 있었네.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슬픈 사람들도 있었네. 

난 왜 저 사람들처럼 솔직한 마음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 난 왜 저 사람들처럼 솔직한 마음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 

왜 애써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 거지?’왜 애써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한 거지?’

유리는 꽃집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유리는 꽃집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

‘어? 아저씨의 감정 와이파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어? 아저씨의 감정 와이파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

Юри задумалась на мгновение.Юри задумалась на мгновение.

«Я думала, все были счастливы, потому что держали «Я думала, все были счастливы, потому что держали 

цветы в руках. Но были люди и печальнее меня. Почему я цветы в руках. Но были люди и печальнее меня. Почему я 

не видела честное сердце, как у этих людей? Почему я так не видела честное сердце, как у этих людей? Почему я так 

старалась видеть только счастливые лица?».старалась видеть только счастливые лица?».

  

Юри посмотрела на мужчину флориста и удивилась.Юри посмотрела на мужчину флориста и удивилась.

«Эм-м-м? Цвет е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Wi-Fi полностью «Эм-м-м? Цвет его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Wi-Fi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ился!».изменился!».



열차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열차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유리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유리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유리야, 넌 어때? 솔직하고 싶지 않아? ‘유리야, 넌 어때? 솔직하고 싶지 않아? … … 

아니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지도 몰라. 아니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지도 몰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야. 난 참을 수 있어.’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야. 난 참을 수 있어.’

Поезд шел по темному туннелю.Поезд шел по темному туннелю.

Юри посмотрела на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окне.Юри посмотрела на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окне.

«Юри, что ты думаешь? Разве ты не хочешь быть «Юри, что ты думаешь? Разве ты не хочешь быть 

честной? ... нет. Люди могут быть разочарованы, честной? ... нет. Люди могут быть разочарованы, 

когда увидят меня. Тебе лучше просто помолчать. когда увидят меня. Тебе лучше просто помолчать. 

Я выдержу это».Я выдержу это».



그때 청년이 유리에게 꽃 한 송이를 쓱 내밀었다. 그때 청년이 유리에게 꽃 한 송이를 쓱 내밀었다. 

“난 아직 면접에 합격한 게 아니라서 여전히 불안해요. “난 아직 면접에 합격한 게 아니라서 여전히 불안해요. 

하지만 응원의 꽃다발을 받으니, 이 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응원의 꽃다발을 받으니, 이 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네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그러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꽃을 나누어 주었다. 청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꽃을 나누어 주었다. 

유리는 문득 청년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유리는 문득 청년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렇게 솔직해지고 싶어. 이 답답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어.’‘나도 저렇게 솔직해지고 싶어. 이 답답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어.’

В это время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ротянул Юри цветок.В это время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ротянул Юри цветок.

«Я все еще нервничаю, потому что еще не прошел «Я все еще нервничаю, потому что еще не прошел 

собеседование. Но получив букет поддержки, хочу с кем-собеседование. Но получив букет поддержки, хочу с кем-

нибудь поделиться этим цветком. Тогда, думаю, я стану нибудь поделиться этим цветком. Тогда, думаю, я стану 

немного счастливее ».немного счастливее ».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также поделился полученными цветами с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также поделился полученными цветами с 

другими.другими.

Юри вдруг по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завидует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Юри вдруг по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завидует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Я хочу быть такой честной. Я хочу снять эту душную маску».«Я хочу быть такой честной. Я хочу снять эту душную маску».



유리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했다. 유리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청년이 준 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 청년이 준 꽃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유리의 머릿속에 꽃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유리의 머릿속에 꽃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Юри схватила сумку и приготовилась Юри схватила сумку и приготовилась 

выйти. И она держала в руках цветок, выйти. И она держала в руках цветок, 

который подарил е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одарил е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Лица людей, держащих цветы в голове Лица людей, держащих цветы в голове 

Юри, проходили одно за другим.Юри, проходили одно за другим.



유리는 생각했다.유리는 생각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Юри продолжала думать. Этот внешний Юри продолжала думать. Этот внешний 

вид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вид не имеет значения.

Мне нужно быть честной со своими Мне нужно быть честной со своими 

чувствами, чтобы сочувствовать другим.чувствами, чтобы сочувствовать другим.



Gardes illustrées

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이 열차는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감정열차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정열차를 함께 타 보실래요?여러분도 이 감정열차를 함께 타 보실래요?

Этот поезд - эмоциональный поезд, он обеспечит вам Этот поезд - эмоциональный поезд, он обеспечит вам 

безопа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безопа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Хотели бы вы вместе прокатиться на этом эмоциональном Хотели бы вы вместе прокатиться на этом эмоциональном 

поезде?поезде?





[ 기획의도 ][ 기획의도 ]

 
<출발합니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세계 시민 교육 프

로젝트’의 네 번째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같은 색을 보고도 각기 다른 것을 연상합니다. 빨간색을 보고 맛있는 떡볶이가 떠오르는 사

람도 있고, 열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을 보며 누

군가는 ‘우울’의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낭만’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같은 색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듯,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같아 보인다 해도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요. 

 

『ODA가다』 청년들은 ‘감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좋고 

나쁨을 특정 짓지 않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타인의 다양한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보듬어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다양한 감정 속 솔직한 나를 찾기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감정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 하나임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면서 치유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감정도 소중히 아껴줘야 하고, 시간을 들여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주인공 ‘유리’는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싶

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법도 서툽니다. 현재를 사는 청년들이 주인공 ‘유리’를 통해 열차 내 ‘꽃’을 들고 있는 여러 승객들 

속에서 감정에 ‘직면’하고 ‘공감’을 연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 와이파이를 통해 감정을 되돌아보며 표현해 보고, 열차 안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 보세요. 공

감과 위로의 한마디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와이파이 색을 바꾸게 할지도 모릅니다.

[ 감수자의 한마디 ][ 감수자의 한마디 ]

SNS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느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속이는 감정을 나타

내기도 합니다. 감정열차에 탄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는 

주인공처럼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감정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창엽((사)한국민주평화교육원 교육팀장)

공동 저자인 대학생들이 이 책을 만들면서 오갔던 감정들이 궁금해집니다. 저 역시 그림책을 보며 

오늘 하루 내 감정은 어떤 색이었나 살피고 보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렵고도 오묘한 감정

을 잘 쓰고 표현해 주셨네요. 김일도(비폭력평화교육센터 활동가)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셨네요. 임상 현장의 내담자들도 주인공 유리처럼 SNS에서는 행복하지

만, 현실의 삶에서는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꽃이라는 매체를 주고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공

감하면서 감정 와이파이가 변해가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기본이 된다는 주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박은혜(혜윰심리상담 연구소장)

열 길 깊은 물 속보다 더 알기 어렵고, 스스로 감지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의 ‘감정’을 그림책이

라는 아름다운 매체와 일상 속 에피소드라는 그물을 던져 잘 포착해 낸 작품입니다. 따뜻한 그림과 함

께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었네요. 김천응(광산구 야호센터 교육위원)

흑백 느낌의 그림 속에서 색을 보이는 감정과 꽃들, 이 책 안에서 솔직한 것은 감정과 꽃뿐이다. 우

리는 솔직할 때 자기만의 색을 내보일 수 있는 것 같다. 책을 읽고 있는 나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일

까? 내 감정 와이파이는 어떤 색일까? 강한솔(협동조합 놀자 대표)

인생이라는 열차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여러 감정을 함께 싣고 달려요. 그 열차 속에서 우리

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감정의 열차를 타고 출발! 당신의 옆자리에는 

누가 앉을까요? 고개 돌려 바라보세요. 차예지(예지책방 대표)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

통할 수 있는 기술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지 못해, 이전보다 더 고독하게 자기 안에 갇혀 사는 많은 이들에게 “솔직해도 돼”라며 

푸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낸 따뜻한 책입니다. 박주경(호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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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와이파이 안내문 ][ 감정 와이파이 안내문 ]

투명색투명색

••감정 : 감정 : 직면하지 못함.직면하지 못함.

••느낌 : 느낌 : 내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한 느낌내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막연한 느낌

  빨간색빨간색
••감정 :감정 : 사랑, 행복 사랑, 행복

••느낌 :느낌 :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주황색주황색

••감정감정  :: 화남 화남

••느낌 :느낌 :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머리가 서는 느낌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머리가 서는 느낌

  노란색노란색

••감정 :감정 : 설레임 설레임

••느낌 :느낌 :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느낌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느낌

  초록색초록색

••감정 :감정 : 평안, 평온 평안, 평온

••느낌 :느낌 : 울창한 나무가 품어 주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울창한 나무가 품어 주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파란색파란색

••감정 :감정 : 슬픔 슬픔

••느낌 : 느낌 : 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슬픈 마음이나 느낌

        남색남색
••감정 :감정 : 우울 우울

••느낌 : 느낌 : 마음의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마음의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

  보라색보라색

••감정 :감정 : 걱정, 불안 걱정, 불안

••느낌 : 느낌 :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느낌마음이 편하지 않고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느낌

+  이 책의 공동저작권은 광산구, 호남대학교 장윤경 교수 외 학생 18명, 조아름, 책숲놀이터에 
있습니다.
+  The copright of this book is co-owned by Gwangsan-gu, Professor Jang Younkyoung 
and 18 students of Honam University, Cho AReum and Bookforest.

‘빨주노초파남보’. 우리의 복잡한 감정이 7가지 무지개 색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저마다 다른 색 정의가 내려지겠지요?  

<출발합니다>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을 감정 와이파이로 표현하기 위해 7가지 무지개 색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감정 색깔은 여러분만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유리는 생각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Юри схватила сумку и приготовилась выйти. Юри схватила сумку и приготовилась выйти. 

И она держала в руках цветок, который И она держала в руках цветок, который 

подарил е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Лица людей, подарил е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Лица людей, 

держащих цветы в голове Юри, проходили держащих цветы в голове Юри, проходили 

одно за другим.одно за други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