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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얼른 베란다로 나가 오늘의 날씨부터 확인했다. 오늘은 1년에 한번 

있는 울산센터의 큰잔치, 야유회가 있는 날이다.

해마다 야유회를 하지만 올해엔 더욱 기대되었다. 올해 야유회는 조금은 특별하다. 간단한 산행 후 

저녁식사를 했던 그 전의 야유회와는 다르다. 운영지원팀과 각부서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솔선수범하

여 함께 야유회 프로그램을 짜고 세심하게 준비해 올해는 보다 즐거울 것이라 예상됐다.

오전 9시, 전 직원이 울산 문수 양궁장으로 집합했다. 오전타임은 각 팀별 미션게임이 있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 조별로 모여, 팀명과 팀 구호를 정하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팀원들끼리 단합을 도모

하였다.

4개의 미션을 가장 짧은 시간에 단합된 모습으로 통과하는 팀이 우승을 하는 게임이었다. 진행요원

으로 참여하는 나는 각 팀들의 미션수행을 지켜볼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론 설레고 다른 한편으론 직원

들이 즐거워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다.

우리는 하나다!
- 울산센터 야유회를 다녀와서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 권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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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미션은 20명 정도의 팀원 전체가 주어진 시간 내 점프한 사진을 찍고, 미션 진행요원의 핸드

폰으로 전송하는 것이다.“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며 모든 팀원들의 다리가 공중에 떠있는 사진을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다. 몇 번을 반복한 끝에 겨우 완성!

두 번째 미션은 가을이란 주제로 팀별 멋진 사진 찍기였다. 가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되 가장 독특

하고 개성 있으며 가을과 어울리는 사진을 찍은 팀이 우승을 하는 미션이다. 각 팀별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멋진 사진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다.

세 번째 미션은‘몸으로 말해요’. 준비한 속담을 오직 몸으로 표현하여 맞추는 게임이었다. 팀원들이 

돌아가면 문제를 출제하였다. 속담 한 문장을 몸으로 표현하는 미션을 어찌나 잘하던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재밌는 게임이라 다음에

도 꼭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미션, 제기차기. 팀별 10명의 선수들을 선발하여 제기차기 한 후 숫자를 합하여 우승팀을 가

리는 게임이었다. 이 게임은 시작 전 남자 직원들이 자신감을 보였던 게임이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그 자신감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미션이 다 끝난 후 각 미션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우승은 내가 속해있던 C조. 다 같이 우승팀에게 

축하를 해주며 격려와 칭찬을 더해주었다. 

오전 미션게임시간을 마치고 준비한 도시락을 맛있게 먹은 후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전문 MC의 진행

으로 즐거운 게임 시간을 가졌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비가 올 것 같이 어두워져 걱정이 많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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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다행이 비가 오지 않아 오후시간도 잘 마무리 되었다.

오래간만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다들 즐거운 게임을 하며 하하 호호~~

재미있는 게임시간을 가진 후 바비큐 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팀별로 맛있는 바비큐 파티 시간을 가지

며 타부서 직원들과도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비큐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이벤트 시간도 마련이 

되었다.

이벤트는 여러분이 찬조해주신 금일봉으로 마련된 경품추천시간. 야유회 전부터 이 경품시간을 엄청

나게 기다린 터라 열기가 정말 대단했다. 확률은 50%. 다들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 경품 추첨

을 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한숨과 환호성. 정말 즐겁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이번 야유회는 정말 특별했다. 즐거운 야유회를 위해 뒤에서 힘써 준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준비한 노

력이 헛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감동했다. 울산센터의 힘이 바로 직

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모두 다 하나 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잊지 못 할 2015년 11월 6일의 야유회.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다. 

벌써 2016년의 야유회가 기대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터여 영원하라! 울산센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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