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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제철 식재료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과 간장,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복통 치료에 도움이 된다.

톡 쏘는 매운맛과 향이 특징인 달래는 '알리신' 성분을 지니고 있어 원기 회복과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꼭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마치 반작용과 같습니다. 일이라는 거센 작용으
로 단련되어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_ 본문 215P

아카데미 소식은 SNS(@ssmadangacademy)에서 확인 ㅣ 수강신청은 PC/Mobile(sangsangmadang.com/lec)에서 가능 ㅣ Tel. 02.330.6227 ㅣ KT&G 상상마당 홍대 6,7F 

3/4(월)
19:30  빈칸으로 시작하기 9기 

3/8(금)
19:30  Hiphop Beatmaking X Producing 9기 

3/11(월)
19:30  달밤의 여행 드로잉 6기 

3/15(금)
19:30  티 테이스팅 노트 6기 

3/16(토)
10:00  다시 쓰는 펜글씨 : 빠르게 필기체 4기 
10:30  나를 사랑하는 하루, 셀프코칭 워크숍 21기 
15:00  은유 작가의 '써야쓴다' 2기

15:00  Draw My Book 8기

3/28(목)
19:30  보고서 새로고침 : Business Writing 2기 

3/29(금)
19:30  와인 테이스팅 노트_품종별 12기 

I draw :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전시기간 : 2019.02.14 - 09.01

전시장소 : 디뮤지엄
*<공간기록, Animated life> 김영준 강사 전시 참여

Q.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예, 안녕하세요. ‘홍성향’입니다. 저는 2013년 여름부터 <Creative Coaching(부

제: 낯선 자신에게 말 걸기)>이란 강의를 시작으로 KT&G 상상마당 홍대 아카데

미와 인연을 이어 왔습니다.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 하루, 셀프코칭 워크숍>이란 

이름으로 하루 6시간 밀도 있게 경험하는 1 Day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하루, 셀프코칭 워크숍>이라는 수업을 꾸준

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셀프코칭’이란 무엇인가요?

A. 셀프코칭은 우리말로 쉽게 풀어,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 말 

걸기’ 작업이지요.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혹시 현재 자신에게 ‘셀프코칭’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

법이 있을까요?

A. 특별히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셀프코칭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살

아가는데 필요한 마음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적재적소

에 꼭 맞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이에 대한 내면의 답을 도출해 현실에 반영하

면 곧 나의 행동으로 옮겨 간답니다. 이 자체가 나의 삶을 가장 ‘나답게’ 살게 하

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나의 삶을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A.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 시대와 맞물려 사회가 원하는 일률적인 인간상

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하

나 없습니다. 나와 닮은 사람은 있을지라도 목소리, 성격, 눈동자 등 나와 완벽히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옳고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르고 귀한 존재

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괜찮

은 존재임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나답다’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그런 꽤 괜찮은 존재인 자신에게 그

저 물어보면 됩니다. ‘너는 뭐 할 때 좋아?’, ‘네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너는 누

굴 만나고 싶어?’ 그러면 그 괜찮은 여러분 자신이 답할 겁니다. 그 답을 매일 조

금씩 실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어느새 ‘나답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장면과 마

주하게 될 거예요. 

Q.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A. ‘하루 10초 숨을 쉬며 심장 느끼기’를 추천해요. 우리의 시선은 늘 외부로 향하

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생명성)을 잊으면, 우리는 자신을 물건처럼 막 다루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당신이 숨 쉬고 있음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그저 가

만히 느껴보세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

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Q.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미 당신은 있는 그대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

정은 옳습니다. 다만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길. 자신만이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 당신이시길 멀리서 응

원하겠습니다.

인터뷰 ㅣ 기획자 박은비 ebpark@ssmadang.co.kr

오늘 하루 나다운 삶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하루, 셀프코칭 워크숍> 강사 홍성향 인터뷰

요지후리 분페이 저

안그라픽스 ㅣ 2018. 05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아카데미 개강

아카데미 소식

ⓒ홍성향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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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