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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역 사
• 1989-91년 일일 소아당뇨교실 진행(원내)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역 사
• 1992년 7월 제 1회 푸른삶 소아당뇨캠프 개최

( 92.7.23-25 경기도 불암산 유스호스텔 )

• 1993년 1월 제 1회 푸른삶 겨울캠프 개최

• 여름캠프(3박 4일, 환아 대상), 겨울캠프(1박 2일, 가족
캠프): 매년 2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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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역 사
• 1994, 1995년 소아당뇨 후원음악회 개최

(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

• 푸른삶 소아당뇨캠프 10주년 기념 워크샵
: 2001.5.26 세브란스병원 청파회의실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역 사

• 2008 푸른삶 청년캠프

• 일시: 2008년 7월 12-13일(토-일) 
• 장소: 하이닉스 인재개발원(경기도 용인시)
• 참가인원: 캠퍼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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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 소아당뇨가 발병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     )
① 1 ~ 5년 ② 5 ~ 10년 ③ 10 ~ 15년 ④ 15 ~ 20년이상

1(5%)             2(10%)             9(45%)              8(40%)

3. 이번 캠프의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많이 된다 ② 많이 된다 ③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④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6(30%)                  11(55%)          3(15%)                               0

4. 캠프의 의료 관련 교육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① 평이했다 ② 보통이었다 ③ 다소 어려웠다 ④ 전혀 생소한 내용이었다

10(50%)           9(45%)              1(5%)                     0

5. 외부 연자 특강(취업관련)은 자신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아는 내용이어서 큰 도움 안됐다:0       ② 나와 동떨어진 내용이라 관심이 떨어졌다:2(10%)     

③ 실제 취업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 같다: 13(65%)    

④ 기타 : 4(20%)(실제 당뇨와 취업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당뇨인 취업사례발표 있었으면,

실제 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 좀더 구체적인 방향이 아쉽다 )    

6. 다음 청년캠프가 열린다면 중점이 되었으면 싶은 강의 내용은?
① 당뇨 기본 교육: 0      ② 합병증 관리: 7(35%)     ③ 취업 관련: 5(25%)      
④ 결혼, 출산: 8(40%)

⑤ 기타 원하는 내용:3명 ( 우울증 심리 상담, 당뇨에 관한 새로운 정보, 신약 )

8. 캠프 외 소아당뇨인의 정기모임이 생긴다면 참여하고 싶으세요? (     )
① 참여하고 싶다 ②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②의 경우 간략히 이유를 기재 바랍니다)

19(95%) 1명 ( 정모가 아닌 등산모임이나 건강모임이었으면 좋겠다 )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역 사
• 2011년 제20회 푸른삶 캠프

일정 : 2011년 7월 20~23일 (수-토) 
장소 : 경기도 마석 스타힐리조트
참가: 캠퍼 54명, 스탭 39명

• 겨울가족캠프 중단

• 푸른삶 어머니회 간담회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푸른삶 겨울가족캠프

• 일정: 매년 1월 둘째주 (1박 2일 진행)
• 대상: 당뇨 환아와 가족 포함

(연령 제한 없음)
• 참가인원: 환아 50-60여명

가족 포함 100 여명
• 프로그램: 환아, 보호자 대상 강의, 레크레이션 프

로그램, 보호자와 간담회 등
• 참여 스탭: 의료, 간호분과 7-8명
• 주최: 푸른삶 소아당뇨어머니회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1형 당뇨병 교육 세미나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시간 교육 분과 제목 연자
1:00 ~ 1:30 의료분과 1형 당뇨병의 최신지견 김호성
1:30 ~ 2:00

심리 도형심리로 보는 자기 이해와 자녀 감성 코칭 이향자2:00 ~ 2:30
2:30 ~ 3:00
3:00 ~ 3:30 휴식 및 간식 타임
3:30 ~ 4:00 한치협 1형 당뇨병 부모님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채준안

시간 교육 분과 제목 연자
1:00 ~ 1:30 사사분과 의사소통하기 박소라
1:30 ~ 2:00 운동치료 1형 당뇨병 환우를 위한 운동 유호열
2:00 ~ 2:30 영양분과 당뇨병의 식사요법 김혜진
2:30 ~ 3:00 휴식 및 간식 타임
3:00 ~ 3:30

마술 이연홍
3:30 ~ 4:00
4:00 ~ 4:30 의료분과 적극적 인슐린 치료와 합병증 관리 채현욱
4:30 ~ 5:00 간호분과 인슐린 주사와 응급상황 대처 이은정

• 2012년부터 매년 11월 토요일 오후 1-5시
: 환우, 보호자 대상 교육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현황 - 푸른삶 여름캠프

• 대상: 당뇨 환아 본인
• 대상 연령: 초4 – 대학생
• 일정: 7월 셋째주 3박4일 진행
• 참가인원:  환아 50-60여명

스탭 40여명 총 100 여명 참가

• 주최: 푸른삶 소아당뇨캠프 위원회
• 후원: 외부 기업(사회사업팀), 광고 및 부스

• 분과 구성
: 의료, 간호, 영양, 사회사업, 치료레크레이션, OB(폐지) 
: 분과별 교육, 관리, 프로그램 진행



푸른삶캠프 주제가



2014년 캠프 주제(슬로건)



시 간 7/21(월) 7/22(화) 7/23(수) 7/24(목)

- 기상 및 체조: 피정동 앞
7:30 - 8:00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 대강당

8:00 -9:00 아 침 식 사

9:00 – 10:30

집합 및 출발
(외부 점심)

MBTI
(간호,사사)

사사
(초)

영양
(중)

사사
(고,대)

공동작품 만들기
(대강당)

10:30-12:00
이영표 선수와 함께

(강의,축구교실)

사인지 나눔
(대강당)

폐영식, 시상식
혈당검사, 주사

12:00-12:30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 대강당 점심식사

12:30 - 1:30 점 심 식 사 출발(1시)
1:30 - 2:30

개영식 및 O.T
영양 평가(대강당)

배만들기
의료
(초)

사사
(중)

사사
(고,대)

2:00 신촌
응급실 앞 도착2:30 - 3:00

3:00 - 3:30

만남의 시간

오후간식 선택 여가 활동

3:30 - 4:30
수영/게임

오후 간식 및 휴식

4:30 - 5:30 축제준비

5:30 - 6:00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

6:00 - 7:30 저녁식사 저녁식사(6:00-7:00) 저녁식사 및 축제준비

7:30 – 8:00
집단 미션

스텝과의 대화
힙-랩-바
(7:00- )

2014
푸른삶 축제
(8:00-10:00)

8:00~9:00

9:00 - 9:30
9:30 - 10:00 혈당검사, 저녁간식, 점호, 취침준비: 대강당

10:00- 11:00 스탭 회의: 2층 중강당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과별 진행- 의료분과

• 당화혈색소 측정

• ‘도전! 소아당뇨 골든벨!’: 퀴즈 형식으로 흥미와
지식 전달: 각 문제별 풀이와 프로그램 종료 후
정리 강의를 통해 내용 정리(중,고등부)

• 당뇨 교육 및 강의
• 합병증 검사 시행: 자율신경병증검사, 당뇨족부검

사, IMT 측정

• 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 중점 지도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과별 진행- 간호분과

• 1일 4회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 교육 및 보조
• 야간 rounding

• 혈당검사 결과 도표화하여 전시, 캠프 이후 개별
배부

• 초등교육: 서바이벌 게임 방식을 통한 혈당 검사
및 인슐린 주사, 고혈당, 저혈당 관리 등 당뇨에
대한 지식 습득, 게임을 통한 친목 도모

• 중,고등교육: O,X 게임을 통한 당뇨 합병증 관리
등 교육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1. MBTI
- 연세대 코칭 센터 : 류병숙 선생님

- 초등/ 중,고,대 연령에 맞는 tool 사용
(검사지,결과지 준비 완료)

- 초등에게 1:1 or 1:2 스텝 필요
- 평가/ 분석/ 유형별 활동
- 수료증

2. 신환교육
- 시험지 (객관적인 평가)

- 첫째 날 저녁 식사 후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아이들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보낸 3박 4일은
보람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푸른 삶 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큰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늘 새로운 아침이 올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를 선물 받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2015년 캠프에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과별 진행- 사회사업분과

•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고 미래의 나를 계획
한다
: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
: 미래 ‘나’의 인생 과업에 대하여 고민, 체
험해 봄
: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바람직한 성
장을 하도록 도모
: 뜨거운 의자, 꿈의 인터뷰(가상인터뷰)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 영웅

☞ Hope(희망)

Efficacy(효능감, 자신감)

Resiliency(회복력)

Optimism(낙관성)

S-Hero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 주제: 콜라주 표현하기(나의 꿈과 미래) 

• 목표

1. 콜라주 제작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한다. 

2. 자신의 꿈과 미래를 구성원 앞에서 선언한다.

3. 스스로 꿈을 이루는 롤모델(Hero)을 찾아본다.

• 세부사항

� 진행시간: 약 80분

� 참여인원: 12명

01  초등학생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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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등학생 프로그램 세부내용

시간 세부내용(나를 소개하기) 준비물

15분

1. 자신을 소개 할 수 있는 꿈, 취미, 장래희망 등을 생

각한다(2분)

2. 진행자의 구호에 맞춰 참여자 모두 만나는 사람과

자신을 소개(꿈, 취미, 장래희망 등)하고 인사를 나

눈 뒤 가위바위보를 한다. 

3. 가위바위보 후에 이긴 사람에게 진 사람이 스티커를

붙여준다.

4. 일정시간이 지난 후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은 사람

에게 자기소개 및 꿈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5. 전체가 발표하도록 한다.

밝은 음악,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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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등학생 프로그램 세부내용
시간 세부내용(콜라주 제작.발표하기) 준비물

60분

1. 꿈이 비슷한 구성원 2~3명을 한 조로 구성한다(5분)

2. 콜라주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 작품을 제시한다.(5분)

3. 꿈과 관련된 몸을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꿈을 표현

하고(콜라주, 그림, 말풍선 등),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노력도 작성해보도록 한다.(약 35분)

4. 작품에 대한 제목을 작성하도록 한다.

5. 조별로 자신의 작품 제목과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다.(15분)

조용한 음악, 

사인펜, 색연

필, 잡지, 전

지, 풀

매직,

콜라주 샘플

시간 세부내용(마무리) 준비물

10분 1. 콜라주를 하면서 느낀 점 등을 나누고 정리를 한다.



Severance

Children’s Hospital01  콜라주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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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진행- 영양분과

• 급식 및 간식 관리
• 영양교육: 초등, 중-고등
• 설문지 /식품군 교육, 식품구성탑 게임

• 실습 :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
ex) 젤리만들기

• 포스터 게시: 간식 섭취와 운동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 중학생 대상 :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아요!

• 교육 방법

가. 당뇨병 식사요법에 대한 내용을 PPT를 이용하여 교육

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스피드퀴즈를 통해
앞서 배운 식사요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확인한다.

다. 퀴즈를 많이 맞춘 팀이 토핑 재료를 획득한다.

라. 자기조만의 아이스크림을 PR하기 위한 자료 제작

마. 각 조별 발표, 평가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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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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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진행-치료레크레이션협회

•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 수중 올림픽 -수중 두더지, 보물찾기 등
: 놀이 박람회 -민속놀이, 놀이부스 및 쿠
폰 운영
: 오싹 등반(야간팀웍훈련)-야간추적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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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50    출발

10:50~11:20   공동미션 2,3번 수행

11:20~12:20   개별미션 수행

12:20~12:50   점심

12:50~13:50   어둔동 도착

13:50~14:10   캠프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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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서울 중심 종로를 기준으로 가볼만한 명소를 찾아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집합 (신촌세브란스병원) → 1. 창신동 완구시장 2. 동묘 벼룩시장
3. 인사동 서점 (알라딘) 4. 경복궁

미션 1. 똑같은 사진 찾아서 인증샷
미션2.  포스트맨을 이겨라 (딱지치기, 홀짝) 성공-30점,실패

1회실패 5점, 2회실패 10점-3회 20점) 
미션3. 민속놀이

(제기-5회미만 0점, 6~10회 10점, 10~15회 20점, 16~20회 30점
주사위놀이(3회실시)- 1승 20점, 2연승 40점, 3연승 70점)

미션4. 점심식사 :조별 주문한 음식 개개인 인증샷→ 영양분과 검증 (자신에
게 가장적합하게 섭취한 팀원과 팀원에 점수부여)
미션5. 이동간 퀴즈 쇼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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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삶캠프 준비 및 활동

1. 장소 선정 및 답사: 이전 캠프 직후

2. 올해 캠프 주제 선정 및 각 분과별 계획서 제출
3. 분과장 회의 및 전체 회의: 4-5회

4. 진료시 나타났던 환자의 문제를 캠프기간 통해
서 해결 모색

5. 캠프 예비소집일 전스탭 캠프교육
6. 캠프 기간 매일 활동 평가 및 토의

7. 총 캠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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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푸른삶캠프의 특징(I)

1. 단일 병원 캠프, 어머니회 구성
2. 준비 과정에서 스탭들의 유기적 호흡
3.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4.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 발전 추구
5. 캠퍼들의 높은 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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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푸른삶캠프의 특징(II)

1.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의 어려움
2. 참가 경험 많은 캠퍼 vs 새로운 캠퍼에

대한 무게 중심
3. 실제 생활 속 조절에 대한 고민
4. 대학생 이상 성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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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