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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존재 이유
아동·청소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잠재력 배양 
심신 함양을   YMCA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아를 발견하고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지 깨닫는  
위해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수백만 명에 다다르는 아동 및 청소

년 회원들은 YMCA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 심신의 건강,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끄는 올바른 가치관, 능력 및 인간관계를 함양해 나갑니다. 

건강한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 개선 
삶을 위해  뉴욕시 5개 보로의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YMCA는 건강과 웰빙 증진에 앞장섭니다. 

Y는 모든 가족들의 화합, 건강 증진, 그리고 피트니스, 스포츠, 즐거운 활동,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친목 도모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어른, 
가족들이 심신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길잡이 및 도움 자원을 
누리게 됩니다.

사회적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지원 제공  
책임을 위해  지난 160년 동안 우리 YMCA는 뉴욕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목소리

에 귀기울이고 응답해 왔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특정 능력이나 감정적 웰빙을 
함양하든,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다양성을 지닌 주민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든, 정책 수립자들과 협력하여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든, 우리 Y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누려야 할 보살핌과  
존중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선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난 2008년 초부터 뉴욕시 YMCA가 내세워 온 이 구호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잠재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며, 사회에 환원하고 이웃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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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Y 정보
직원 명단

Jen Silvers – Executive Director 
 jsilvers@ymcanyc.org

Josh Stabenfeldt 
Sr. Director, Membership & Healthy Lifestyles 
jstabenfeldt@ymcanyc.org

Sabrina Snyder– Sr. Director, Youth & Family 
718-551-9375, ssnyder@ymcanyc.org

Lois Rothstein– Early Childhood Director 
718-551-9356, lrothstein@ymcanyc.org 

Debbie Weick– Business Manager 
718-551-9354, dweick@ymcanyc.org

Loretta Glubiak- Office Manager 
718-551-9371, lglubiak@ymcanyc.org

Ed Plesnitzer - Property Director 
718-551-9360, eplesnitzer@ymcanyc.org

James Douglass - Healthy Lifestyles 
718-551-9357, jdouglass@ymcanyc.org

Michelle Lam - NAWC Director 
718-551-9352, mlam@ymcanyc.org

Carolyn Tynan - Aquatics Director 
718-551-9359, ctynan@ymcanyc.org

Jeanelle Bumb  - Aquatics Coordinator 
718-551-9359, jbumb@ymcanyc.org

Kristen Cure- Communications Specialist 
718-551-9355, kcure@ymcanyc.org

Jessenia Urgiles- Interim Membership Coordinator 
718-551-9367, jurgiles@ymcanyc.org

운영 시간

성인
월요일 ~ 금요일: 5:30 AM - 10:00 PM
토요일:  7:00 AM - 8:00 PM
일요일:  8:00 AM - 8:00 PM

공휴일 운영 시간

노동절 
9월 5일(월요일) 7:00 AM - 8:00 PM

추수감사절 
11월 24일(목요일) 7:00 AM - 3:00 PM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토요일) 7:00 AM - 3:00 PM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일요일) 휴관

설날 전날 
12월 31일(토요일) 7:00 AM - 3:00 PM

설날 
1월 1일(일요일) 8:00 AM - 8:00 PM

참고: 수강료가 있는 강습은 공휴일 또는 기타 
휴관일을 반영하여 수강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2016년 가을 세션 
및 등록일

가을 1차 세션 등록 개시일
회원:  2016년 8월 13일
비회원: 2016년 8월 20일

세션 기간:
2016년 9월 6일 ~ 2016년 10월 30일

가을 2차 세션 등록 개시일
회원:  2016년 10월 15일
비회원: 2016년 10월 22일

세션 기간:
2016년 10월 31일 ~ 2016년 12월 23일

연락처   
전화: 718-551-9350  |  이메일: flushing@ymcanyc.org  |  홈페이지: ymcanyc.org/flushing

  @flushingy |    facebook.com/flushingy  |    @flushin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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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  최첨단 심폐운동 피트니스 센터
•  근력운동 및 무료 웨이트 트레이닝실
•  수영장
•  한증막 및 사우나실 
•  무료 타월 서비스
• Y피트 스타트: 12주간 무료로 진행하는 개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처음 참여했거나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

•  무료 아이 돌봄 서비스
•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에 우선 등록
•  무료 WIFI 제공
•  가족당 1년에 총 6개의 방문자용 무료 이용권 증정

뉴욕시 회원 자격으로 가입할 경우,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 및 수영장을 보유한 5개 보로 지역의 모든  
YMCA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운동을 하는 동안 자녀(만 2~7세)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돌봐 드리겠습니다! YMCA 아이 돌봄 
프로그램으로 자녀를 데려 오세요(1일 최대 2시간). 책임감 
있는 YMCA 소속 직원이 돌보는 가운데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인 놀이를 즐깁니다. 이 서비스는 
성인 및 가족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회 
Y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소속 지역사회에 유익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세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이사회 위원, 연간 캠페인 기금 모금자로 
활동하면서 Y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
ymcanyc.org/careers를 방문하셔서 우리 YMCA 또는 
5개 보로 전역에 있는 100여 개 장소 및 뉴욕 업스테이트 
YMCA 캠프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Y에 가입하셔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세요
Y에 가입하셔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세요. 건강 관리, 몸매 유지, 사람들 만나기, 긴장 이완과  
재충전 중 무엇을 목표로 하든 Y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수강료
회원 유형 플러싱 YMCA 가입비 보로 회원 자격 뉴욕시 회원 자격 가입비

아동(만 11세까지)* $185/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청소년(만 12 ~ 17세) $254/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학생** $48/월 $100 $54/월 $79 $125

성인(만 18 ~ 64세) $61/월 $100 $67/월 $98 $125

어르신(만 65세 이상) $48/월 $100 $54/월 $79 $125

가족(유형 I)*** $77/월 $100 $93/월 $116 $125

가족(유형 II) **** $99/월 $100 $120/월 $174 $125

*만 12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성인 동반 요구됨

**연령 관계없음, 12학점 이상 수강하는 정규 학생이어야 하며 성적표 사본 제시 요구됨

*** 성인 1명 및 같은 집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들

****성인 2명 및 같은 집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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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건강을 가꿉시다 
그룹 운동 프로그램
YMCA 회원에게는 대부분의 그룹 운동 강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비회원의 경우 1일 이용권을 구입하여 강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룹 운동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은 홈페이지 스케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심폐운동

Spin(스핀) 
도로용 바이크를 시뮬레이션한 실내 바이크를 타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에 맞춰 빠르고 강하게 진행하는 
심폐운동입니다.

Insanity® (인새니티)
최대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으로 진행하는 고강도 
심폐운동으로, 선수용 훈련 동작과 점프 동작에 근력, 힘, 
저항력 및 코어를 강화하는 동작을 결합한 운동입니다. 
별도의 기구나 웨이트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tep Class(스탭 클래스)
안무에 맞춰 발판을 이용한 높낮이 차로 운동 효과를 
얻으며, 심장 박동과 근육 활동을 지속하는 심폐운동입니다.

Zumba® (줌바)
라틴 음악과 인터내셔널 음악이 어우러진 가운데 
다이내믹하고 흥겨우며 효과적인 댄스 동작으로 구성된 
피트니스 프로그램입니다. 멋진 몸매로 가꿔 주는 다양한 
속도의 리듬에 맞춰 댄스 동작을 따라하는 유산소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입니다.

Boot Camp(부트 캠프)
다양한 종목을 순환하며 전신을 움직이는 효율적인 
운동으로, 팔굽혀펴기, 점핑잭, 윗몸일으키기 등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 체조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Punk Rope(펑크 로우프)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즐거운 피트니스 강습으로, 
줄넘기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컨디셔닝 훈련을 접목한 
운동입니다.

Bollywood(발리우드)
인도풍 리듬과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추는 강습입니다.

컨디셔닝 운동

Core Training(코어 강화 운동) 
복부, 등, 중심부 근육이 안정되도록 다져서 전신의 기능성 
근력을 개선해 주는 강습입니다. 

TRX® 
근력, 균형, 유연성, 코어 안정성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서스펜션 훈련 운동입니다. TRX 서스펜션 트레이너는 
중력을 활용하는 퍼포먼스 도구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다양한 운동을 합니다.

Barre Class(발레 바 강습)
발레, 요가, 필라테스 동작을 결합한 운동입니다. 발레 바를 
지지대로 삼아 균형을 잡고, 등척성 근력 훈련에 관절을 
작게 가동하는 반복 동작을 접목하여 운동을 합니다.

Kettlebell(케틀벨)
스윙, 스내치, 클린, 저크 등의 동작으로 구성된 전신 
운동입니다. 케틀벨을 사용하면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Total Body Conditioning(토탈 바디 컨디셔닝)
아령을 사용하여 상체와 하체를 강화하고 몸매를 다듬어 
주는 전신 운동입니다. 

Silver Sneakers(실버 스니커즈)  
근력, 관절 가동 범위,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위한 활동을 늘리도록 고안된 다양한 운동입니다. 
의자를 지지대로 삼은 상태에서 저항력 운동을 위해 
아령, 손잡이 달린 신축 튜브, 공을 사용합니다.

마음, 그리고 몸

Gentle Yoga(젠틀 요가) 
유연성, 근력, 균형을 향상하고 심신을 이완시켜 주는 기본 
요가 동작을 가르쳐 드립니다.

Tai Chi(타이치)
고대로부터 긴장 해소, 건강, 호신을 목적으로 명상 훈련과 
같은 목적 지향적 동작을 서서히 함으로써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댄스

Belly Dance(벨리댄스)
근육 분리를 강조하며 코어 근육 강화에 집중하는 댄스 
동작 강습니다. 중동 음악에 맞춰 전통 동작과 여러 동작이 
결합된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Adult Ballet(성인 발레)
신체 부위의 정렬 및 위치가 제대로 되도록 집중하며 발레 
기술을 익히는 강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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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를
만끽하세요
성인 웰니스 프로그램
웰니스란 무엇일까요? 회원님의 목표가 무엇이든 Y에서는 건강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
침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서비스 데스크 및 온라인에서 스케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  
Y에 처음 가입하셨나요? 심폐운동 및 근력운동 기구 
사용법을 소개하는 피트니스 오리엔테이션을 Y 직원이 모든 
신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매월 제공되는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에 관해 James Douglass(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전화 718-551-9357로 문의하세요.

혈압 측정  
1 pm ~ 2 pm
수요일마다 건강생활부에서 회원들의 혈압을 측정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시설
25 야드 대형 수영장 
20 야드 소형 수영장
심폐운동 센터 및 근력운동 센터
심폐운동 기구에 인터넷 가상 코스 탑재
스트레칭 공간
농구장
라켓볼장
탁구장
제1스튜디오 - 실내 자전거실/그룹 운동
제2스튜디오 - 요가/필라테스
TRX 스튜디오 및 개인 트레이닝실
사우나
한증막
5개의 라커룸 - 가족용, 여아용, 남아용, 여성용, 남성용
회원 전용 WIFI 라운지

프로그램용 공간 운영 시간
*프로그램용 공간은 전체 시설이 문을 닫는 시간 15분 전에  
닫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5:30 AM ~ 9:45 PM
토요일 7:00 AM ~ 7:45 PM

일요일 8:00 AM ~ 7:45 PM  

개인 트레이닝  
새로운 도전에 목말라 있거나 또 다른 동기 부여가 
필요하시다고요? 플러싱 YMCA에 소속된 전미 공인 개인 
트레이너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한 다음,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드립니다. 모든 개인 트레이닝 세션 길이는 각각  
1시간입니다. 개인 트레이닝 세션 상품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2명 이상 수강하는 세션을 구성하면 
수강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James Douglass 
(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전화 718-551-9357로 문의하세요.

개인 트레이닝 수강료 회원 비회원
브론즈 패키지(세션 1회)  $   55 $       75
실버 패키지(세션 6회)   $300 $    420
골드 패키지(세션 12회)  $540 $    780
플래티넘 패키지(세션 24회) $960 $1,440

*개인 트레이닝 세션 취소 및 정책  
벌금 없이 수강을 취소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트레이너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최소 24시간 전에 수강 취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세션은 구입 
후 1년까지 유효합니다. 오직 YMCA 트레이너만 Y 시설 안에서 
개인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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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즐깁시다 
가족/유아 프로그램
플러싱 Y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족 회원으로  
등록하면 아동 프로그램 및 활동을 보다 저렴하게 즐기고 특별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가족 활동 시간! 

종일반 무료 유니버설 프리스쿨(만 4세 대상) 2012년에 
출생한 뉴욕시 거주 아동(2016 ~ 2017학년도) 중 
선착순으로 무료 입학 가능합니다. 유니버설 프리스쿨은  
1주일에 5일간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Y의 회원 및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이룹니다.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사 및 담당자의 교육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납니다. 교과 과정은 일반 학습과 특별 주제 
학습을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실험, 탐구, 관심분야 추구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교실마다 듣기 훈련, 블록 놀이, 수학/
과학 공부, 도서관, 컴퓨터, 연극, 미술, 모래·물놀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유니버설 프리스쿨은 뉴욕시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에서 
공인한 프로그램입니다. 유니버설 프리스쿨 운영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8:30 AM ~ 2:50 PM입니다. 아침식사, 
점심식사, 오후 간식이 무상 제공됩니다.

부모/자녀 강습  등록

수강료 강습 1개

회원 $85

비회원 $140

*동일한 강습을 1주일에 2회 수강하는 경우에 한해 수강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강습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결합하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Little Chefs(꼬마 요리사, 만 4세)  
아이들이 매주 건강하고 맛좋은 레시피를 익혀 즐겁게 
요리합니다. 재료 계량, 개수 세기, 나눠 먹기 등을 배우는 
가운데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요리합니다. 세션이 끝나면 
모든 레시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나눠 드립니다. 

Music & Movement(음악과 몸운동, 만 4세) 
아동의 신체 협응력, 듣기 능력, 균형, 음악 해석, 창의적 
동작, 운동신경 발달을 자극하도록 고안된 체계적인 
수업입니다. 또한 건반악기를 처음 연주함으로써 음악성도 
키워 줍니다.

Little Artists(꼬마 화가, 만 4세) 
다양한 아티스트를 접하고 기본적인 그림 그리기 능력을 
배우는 가운데 물감과 다채로운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신나는 시간입니다. 각종 재료와 기법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듭니다.

Ready, Set, Read(읽기 입문반, 만 4세) 
알파벳 소리와 낱말을 눈으로 익히고 실제로 낱말을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초급 읽기 수업으로, 이를 통해 읽기 
능력의 기초를 다집니다.

Ready, Set & Science(과학 입문반, 만 4세) 
이 프로그램에서는 수학과 과학 수업을 일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진행합니다. 수학의 경우, 교구, 수학 게임,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숫자와 개념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과학의 
경우, 주제별 과학 탐구를 통해 직접 실험을 하고 세상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Tiny Toes Ballet(꼬마 발레, 만 4세) 
신체 동작과 창의성을 깨우쳐 발레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연습과 무용에 참여하여 신체 협응력을 키울 뿐 아니라 
근력을 발달시키는 단계별 동작을 익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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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하게
성장합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플러싱 Y에서는 만 3세 ~ 18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평일,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동가족부에서는 즐겁게 배우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심신을 건강하게 가꿔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위치 

(Y 이외 장소): 등록

주당 운영일 수 5 4 3

월 수업료 $240 $200 $165

*수업료 보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최선희 
사이트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세요.

Y 방과 후 프로그램 PS 209
16-10 Utopia Parkway, Whitestone NY 11357
플러싱 YMCA에서는 퀸즈 화이트스톤에 소재한 PS 209에서 
유치원생 ~ 5학년생에게 매주 월요일 ~ 금요일 2:15 pm ~ 
6:00 pm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과제물 도와 주기, 창의 미술, 직접 제작 프로젝트에 기반한 
학습, 건강 및 피트니스 활동과 기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PS 209 학생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타 학교에서 PS 209로 통학해야 하는 경우, 교통편은 학부 
모가 제공하셔야 합니다.

SunHee Choi(최선희), 사이트 코디네이터 
전화: 917-675-2059, 이메일: shchoi@ymcanyc.org

PS 209 휴교 캠프 
특정 휴교일에 진행되는 휴교 캠프는 8:00 am ~ 6:00 pm에 
운영됩니다. 캠프 참가생들은 스포츠, 게임, 과학 활동, 미술 
프로젝트, 댄스/음악, 동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 동물원, 정원 또는 공원, YMCA 수영장 
등에서 현장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수영은 강습 형태로 
이루어지며, 카운셀러들이 물 속에 함께 들어가 학생들을 
돌보고 전문 훈련을 받은 YMCA 구명 요원들이 안전을 
감독합니다.

2016년도 등록비:
방과 후 프로그램 참가생: $40/일
방과 후 프로그램 비참가생: $55/일

BEACON 189 등록

144-80 Barclay Ave, Rm. 127 A • Flushing, NY 11355 
전화: 718-961-6014 • 팩스 718-961-6030

Y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휴교 캠프는 2016년 6월까지 
무료입니다. 5 ~ 8학년 대상 월요일 ~ 금요일 2:30 pm ~ 
6:00 pm. 

5 ~ 9학년 대상 여름 캠프 프로그램은 2016년 7월과 8월에 
무료입니다. 만 6 ~ 17세 학생을 위한 평일 및 토요일 무료 
프로그램으로는 무술, Zumba(줌바), SAT 대비반, Princeton 
Review™(프린스턴 리뷰) SHSAT 대비반, 농구 클리닉, 댄싱, 
걸스 토크, 청년 멘토링, 리더스 클럽/주니어 리더스 클럽,  
틴즈 테이크 더 시티, 청소년과 정부, 청소년 위원회, 게임룸  
및 플러싱 국제고 Y 스칼라 등이 있습니다.

Joseph Vereen(조셉 베린), Beacon 디렉터 
이메일: jvereen@ymcanyc.org

BEACON 194
154-60 17 Ave, Rm. B7  • Whitestone, NY 11357 
전화: 718-747-3644   팩스 718-747-3647

Y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휴교 캠프는 2016년 6월까지 무료입니다. 
5 ~ 8학년 대상 월요일 ~ 금요일 2:30 pm ~ 6:00 pm.

5 ~ 8학년 대상 여름 캠프 프로그램은 2016년 7월과 8월에 
무료입니다. 만 6 ~ 17세 학생을 위한 평일 및 토요일 무료 
프로그램으로는 무술, 청소년 농구, 리더스 클럽/주니어 리더스 
클럽, 틴즈 테이크 더 시티, 청소년과 정부, 스포츠 드릴 및 스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호신술, Zumba(줌바), 요가, 배구, 농구 등 성인 강습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Rodrick Norman(로드릭 노먼), Deputy Director 
이메일: rnorman@ymcany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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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능력을 키워 줍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플러싱 YMCA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도움을 청하며, 자존감을  
키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진학에 대비하며, 성공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
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키우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심어 줍니다. 아동
가족부 산하 청소년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발달 자산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웰니스
(만 12 ~ 17세)
청소년 회원은 평일 및 주말에 동반 성인 없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회원이 
피트니스 센터 내 기구를 사용하려면 우선 피트니스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회원 서비스 
데스크에서 언제든지 오리엔테이션 참가 등록을 
받습니다.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평일 및 주말에 
농구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농구공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 사물은 라커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Y MVP 
(만 12 ~ 17세)  
8주간 진행하는 Y-MVP 피트니스 챌린지에 참가하면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하고 운동 기술을 익혀 운동을 
생활화하는 유익한 습관을 키우게 됩니다. Y-MVP는 총 
8주간 매주 한 번씩 방과 후에 기본으로 60분간 강습을 
진행하며, 강습일 사이마다 추가로 60분간 ‘피트니스 
미션’ 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건강생활 
코디네이터 James Douglass(제임스 더글라스)에게 
문의하세요. 
전화: 718-551-9357, 이메일: jdouglass@ymcanyc.org

토요일  3:00 ~ 4:30 pm
제1스튜디오

모든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학생  
ID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James Douglass(제임스 더글라스)
건강생활 코디네이터
전화: 718-551-9357,  
이메일: jdouglass@ymcanyc.org 

저널리즘 - Beacon 189
 ‘Y-Teen Magazine(Y틴 매거진)’ 은 청소년들이 잡지 제작을 
위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집필하며 편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이 직접 기사 거리를 
고른 다음 지도강사와의 공동 작업으로 취재를 준비하여 
정보원을 확보하고 취재 인터뷰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부가되는 디자인과 사진을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이처럼 기사 집필 과정을 마치면 
작업물을 취합하여 잡지를 발간합니다. 이렇게 하여 청소년 
독자, 성인 독자 할 것 없이 모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내용의 잡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Joseph Vereen(조셉 베린), Beacon 디렉터 
이메일: jvereen@ymcany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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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경기를
즐기세요 
스포츠 프로그램
Y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 가족의 참여, 과도한 경쟁의식이 아닌 건강한 경쟁, 승리에 대한 집
착이 아닌 참여에 의의를 두는 가치관, 팀웍 형성 및 개인 능력의 개발,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 페어
플레이 정신 및 타인 존중을 중시함으로써 자녀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
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회원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Capoeira Kids(카포에라 키즈)
브라질 무술 카포에라를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강습으로, 아크로바틱, 무술, 음악을 함께 
배웁니다. 만 5 ~ 12세 남녀 아동.

Zumba Kids(줌바 키즈) 
어린이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강습. 폭발적인 에너지와 
피트니스로 가득한 분위기에서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안무를 따라 흥겹게 운동합니다. 여기에 힙합, 팝, 
레게톤, 쿰비아와 같은 젊은 세대가 사랑하는 음악까지 
곁들여지면 파티가 따로 없습니다. 만 5 ~ 12세 남녀 아동. 

아동 및 청소년 스포츠 
농구 스포츠 트레이닝
8주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합니다. 컨디셔닝, 근력, 
스피드, 게임 플레이 등 각각의 부문을 모두 다룹니다.

수강료 8주

회원 수강료 $125

프로그램 회원 $185

Youth Break Dance(아동·청소년 브레이크 댄스)
8주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초급 발동작과 업락 
동작부터 시작하여 보다 스타일 넘치는 파워 동작인 
물구나무서기와 정지 동작까지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 줍니다.

수강료 8주

회원 수강료 $25

프로그램 회원 $45

Pre-Ballet(예비 발레)
발레는 모든 무용의 기본이 되는 종목입니다. 발레의 기초 
및 그 외 부분을 자상하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지도합니다. 만 3 ~ 5세 남녀 아동. 

Ballet(발레)
발레는 모든 무용의 기본이 되는 종목입니다. 발레의 기초 
및 그 외 부분을 자상하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지도합니다. 만 6 ~ 12세 남녀 아동. 

Basketball(농구)
패스, 드리블, 슈팅의 기초를 습득하고 마스터하는 
강습입니다. 또한 연습 시합을 통해 공격 및 수비 기술을 
연습합니다. 만 5 ~ 12세 남녀 아동. 

Soccer(축구)
신나는 워밍업, 각종 활동 및 경기를 통해 공을 차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 5 ~ 12세 남녀 아동. 

Karate(가라데)
기본 펀치, 스트라이크, 블로킹, 킥 동작을 배우면서 집중력, 
근력, 신체 협응력을 키웁니다. Y의 가라데 강습은 대결 
또는 호신술이 아니라 팀웍, 타인 존중, 인내력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만 4 ~ 15세 남녀 아동. 지도강사를 통해 
유니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 $50 ~ $75 범위입니다.

상기 프로그램별 수강료

회원 수강료 $ 90

프로그램 회원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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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를
만끽하세요 
성인 웰니스 프로그램
웰니스란 무엇일까요? 회원님의 목표가 무엇이든 Y에서는 건강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서비스 데스크 및 온라인에서 스케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  
Y에 처음 가입하셨나요? 심폐운동 및 근력운동 기구 
사용법을 소개하는 피트니스 오리엔테이션을 Y 직원이 모든 
신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매월 제공되는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에 관해 James Douglass(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전화 718-551-9357로 문의하세요.

혈압 측정  
1 pm ~ 2 pm
수요일마다 건강생활부에서 회원들의 혈압을 측정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시설
25 야드 대형 수영장 
20 야드 소형 수영장
심폐운동 센터 및 근력운동 센터
심폐운동 기구에 인터넷 가상 코스 탑재
스트레칭 공간
농구장
라켓볼장
탁구장
제1스튜디오 - 실내 자전거실/그룹 운동
제2스튜디오 - 요가/필라테스
TRX 스튜디오 및 개인 트레이닝실
사우나
한증막
5개의 라커룸 - 가족용, 여아용, 남아용, 여성용, 남성용
회원 전용 WIFI 라운지

프로그램용 공간 운영 시간
*프로그램용 공간은 전체 시설이 문을 닫는 시간 15분 전에  
닫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5:30 AM ~ 9:45 PM
토요일   7:00 AM ~ 7:45 PM

일요일 8:00 AM ~ 7:45 PM 

개인 트레이닝  
새로운 도전에 목말라 있거나 또 다른 동기 부여가 
필요하시다고요? 플러싱 YMCA에 소속된 전미 공인 개인 
트레이너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한 다음,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드립니다. 모든 개인 트레이닝 세션 길이는 각각  
1시간입니다. 개인 트레이닝 세션 상품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2명 이상 수강하는 세션을 구성하면 
이용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James Douglass 
(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전화 718-551-9357로 문의하세요.

개인 트레이닝 수강료 회원 비회원
브론즈 패키지(세션 1회)  $   55 $       75
실버 패키지(세션 6회)   $300 $    420
골드 패키지(세션 12회)  $540 $    780
플래티넘 패키지(세션 24회) $960 $1,440

*개인 트레이닝 세션 취소 및 정책  
벌금 없이 수강을 취소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트레이너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최소 24시간 전에 수강 취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세션은 구입 
후 1년까지 유효합니다. 오직 YMCA 트레이너만 Y 시설 안에서 

개인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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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물장구 치며
더위를 쫓으세요 
아동·청소년 수영 프로그램
뉴욕시 YMCA는 지난 150여 년 동안 주민들에게 수영법을 지도해 왔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누구나 수영을 접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은 심신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동·청소년 수영  등록

(모든 강습은 만 6 ~12세를 대상으로 함)

아동·청소년 수영 수강료

회원 $115

비회원 $195

Polliwog(폴리워그) 
수영장 환경, 그리고 엎드려 뜨기 및 바로 누워 뜨기 자세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하는 강습입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팔 
동작으로 앞, 뒤, 옆으로 이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7

Guppy(거피) 
기본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키면서 더 이상 부유 도구 없이도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앞으로 자유형, 배영, 
횡영, 평영에 사용할 기초 팔 동작을 처음으로 배웁니다. 
*필수 선수과목: Polliwog(폴리워그)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8

Minnow(미노우) 
초중급 수영 능력을 익힙니다. 더 나아가 일반 수영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많이 익힌 상태이므로 기초 팔 동작을 심화 학습합니다. 
*필수 선수과목: Guppy(거피)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0

Fish(피쉬) 
이 단계에서는 자유형, 기본 배영, 그리고 왕복 평영을 
연습합니다. 또한 접영을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필수 선수과목: Minnow(미노우)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0

Flying Fish(플라잉 피쉬) 
고급에 해당하는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익힌 영법을 
심화하고 지구력을 키웁니다.
*필수 선수과목: Fish(피쉬)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0

Shark(샤크) 
이 단계에서는 출발 및 방향 전환에 필요한 영법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평영, 자유형, 횡영을 각각 변형시킨 고급 
동작(inverted breaststroke, crawl, overarm sidestroke)을 처음 
배웁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웻볼, 스킨 다이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필수 선수과목: Flying Fish(플라잉 피쉬)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0

Porpoise(포퍼스) 
이 최고 단계에서는 강습과 클럽 활동을 통해 광범위한 수영을 
경험합니다. 강습 시간에는 새 영법 및 인명구조 기술를 
학습함과 동시에 봉사심과 리더십을 배양합니다. 클럽 활동을 
통해서는 다양한 수중 스포츠 및 게임을 즐기고 소그룹을 
결성하여 각기 다른 수영 분야를 경험해 봅니다.   
*필수 선수과목: Shark(샤크)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0

*강습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수의 참가자가 있어야 
강습이 제공됩니다. 강습별로 차이 있음

개인강습 요금 1명 5명 10명

회원 $45 $200 $340

비회원 $80

* 개인강습은 30분간 진행됩니다.

수영 개인강습
개인강습에서는 Y 수영강사 1명이 수강생을 1:1로 지도합니다. 
강사는 수강생의 능력을 높이도록 강습 내용을 구성하여 
수강생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모든 개인강습은 
구입 후 1년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30분 단위 강습으로 구성된 
패키지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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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배우는 수영  등록

프리스쿨 수영 수강료

회원 $  80

비회원 $150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일찍 키워 주는 강습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수영 능력을 키워 주고 물속과 물 주변에서 
자녀의 안전을 지켜 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녀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감을 키워 주는 수영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누립니다. 이 강습을 통해 부모 자녀 모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물속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수영 강습 및 프리스쿨 수영 강습 
프로그램에서는다음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수영을 
지도합니다.
•  개인 안전: 부모와 자녀 모두의 안전의식을 키워 주는 

활동(예: 보트 탑승 시 안전수칙)
•  심신의 성장: 자녀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심신, 특히 

인성을 성장시키는 활동
•  수영법 학습: 수영법을 학습하여 물속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수중 스포츠 및 게임: 연령대에 맞는 게임과 노래를 통해 

평생 즐길 수 있는 수중 스포츠를 익히는 활동
•  인명구조: 수중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활동

자녀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수영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2 
부모와 아기가 함께 처음으로 물놀이를 익히는 강습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물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발달을 
거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기초 안전수칙를 배우는 동시에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Shrimp(쉬림프) 
(만 6 ~ 8개월)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 처음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물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발달을 거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기초 안전수칙를 배우는 동시에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Kipper(키퍼) 
(만 9 ~ 12개월)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아기에게 즐거운 물놀이 경험을 계속 선사합니다. 
아기는 물속에서 필요한 기초 능력을 익히고 장난감과 
부유 도구를 이용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는 
기초 안전수칙을 복습하고 안전수칙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배웁니다. 

Inia(이니아) 
(만 13 ~ 18개월) 이 단계에서도 아기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좀 더 독립적으로 물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부모는 
다시 한 번 기초 안전수칙을 복습하고 추가적인 안전수칙을 
배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부모 자녀와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Perch(퍼치) 
(만 19 ~ 36개월) 이제는 아기가 부모의 지도에 따라 보다 
더 독립적으로 물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부모는 수중 
및 보트 탑승 시 안전수칙을 보다 자세히 배우고, 자녀 
또한 이러한 수칙에 대해 배웁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으로 
자녀가 강사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프리스쿨 수영  등록

(모든 강습은 만 3 ~5세를 대상으로 함)

프리스쿨 수영 수강료

회원 $77

비회원 $131

Pike(파이크)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6
이제부터는 부모 없이 자녀만 강습에 참여합니다. 
수영장에서의 안전한 행동을 익히고, 물에 적응하며, 
물속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강습니다.

Eel(일)  
초급 심화 단계입니다. 물에 잘 적응하여 물속에서 편안한 
아이들을 위한 강습니다. 발차기, 떠 있기, 팔 돌리기 동작을 
배웁니다. 이 단계를 수료할 무렵이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 선수과목: Pike(파이크)

Ray(레이)  
이 단계에서는 일반 자세와 배영 자세로 수영하고 물을 
거슬러 가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이전 과정을 복습하고, 팔 
동작을 향상시키며, 지구력을 키웁니다. 이 단계를 수려할 
무렵이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일반 수영과 
배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 선수과목: Eel(일)

Starfish(스타피쉬)   
이 단계에서는 이전 과정을 복습하고, 자유형과 배영 및 
물에 떠 있는 능력을 심화하며, 잠수, 발차기, 올바른 팔 
동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도움 없이 배영으로 25야드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 선수과목: Ray(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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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배웁시다 
청소년 및 성인 수영 프로그램
YMCA에서는 성인들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운동인 수영을 배우면서 책임감과 안전 수칙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 자기계발, 수영법 숙달, 수중 게임, 인명구조라는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청소년 수영 강습  등록

(만 12 ~ 17세)  

청소년 수영 수강료

회원 $115

비회원 $195

초급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0
물이 익숙하지 않거나 수영 강습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강습입니다. 수영을 못 하는 
청소년에게 기초 수영법과 수중 안전수칙을 가르쳐 드립니다.

중급  
물에 익숙해져서 이제 본격적인 수영 동작을 익히고 
지구력을 키우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한 강습입니다.  
초급 실력에서 벗어나 수영 실력을 향상시키세요.

성인 수영 강습  등록

(만 18세 이상)  

성인 수영 수강료

회원 $115

비회원 $195

초급 강사 대 수강생 비율 1:10
물에 익숙하지 않거나 수영 강습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성인에게 알맞은 강습입니다. 수영을 못 하는 성인에게 기초 
수영법과 수중 안전수칙을 가르쳐 드립니다.

중급
물에 익숙해진 단계에서 이제는 수영법과 팔 동작을 익히고 
지구력을 키웁니다.

고급
3대 기본 영법인 자유형, 배영, 평영을 숙달한 다음,  
먼 거리 수영 연습을 시작합니다.

수영 - 특별 프로그램

수영법 클리닉
아동·청소년, 성인 및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힘과 지구력을 배양하고 대회용 
4대 영법인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물 밖에 있는 강사의 코치에 따라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강습생 각각의 능력과 속도에 따라 
수영장 레인을 달리 설정해 드립니다. 수영법 클리닉은  
 ‘수영 자체를 배우는’프로그램이 아니라 수강생의 레벨에 
관계없이 특정 테크닉에 대한 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영법 클리닉(8주간 진행)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그 이상의 고급 단계에  
속하는 강습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Fish(피쉬) 단계 이상)  
강습당 최대 10명 

세션당 50분간 진행

회원 $160

비회원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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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건강한 인간
으로 거듭납니다

암 생존자를 위한 건강 및 웰빙

Y와 LIVESTRONG(리브스트롱)이 손잡고 LIVESTRONG AT THE YMCA 
(YMCA 리브스트롱)을 탄생시켰습니다. 암 생존자 분들이 운동과 웰빙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 전체를 건강하게 다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에 
기초하여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암 생존자 분들이 심신 건강 강화에 
중점을 두는 신체적 활동과 친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암 지지 케어 훈련을 받은 Y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근육량 증대 및 근력 강화, 유연성 및 지구력 증대,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LIVESTRONG (리브스트롱)은 치료 
중이거나 그 이후 과정에 있는 암 환우들이 서로 교류하며 친목을 쌓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제공하여 앞서 설명한 신체적 차원의 장점뿐 
아니라 암 생존자 및 가족의 감정적 웰빙까지 보살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Caitlin Moonesar(케이틀린 무네사)에게 전화 12-630-9705 또는 이메일 
cdee@ymcanyc.org로 문의하세요.

생일 파티 및 
특별 이벤트
특별 이벤트나 생일 파티를 치러야 
하나요? 이곳 플러싱 YMCA을 멋진 
행사장으로 활용하세요.

이곳에서 함께 
축하하세요

파티/회의 
자세한 정보는
건강생활 코디네이터 James Douglass(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전화 718-551-9357 또는 이메일  
jdouglass@ymcanyc.org로 문의하세요.

(리브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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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lping the Y, you build 
a community where 
people help one 
another. And with every 

person’s life you change, you 

encourage them to touch other 

people’s lives as well.”

Cindy Chu, Queens

When you help, you change lives.

Everything you give to the Annual Campaign of 
New York City’s YMCA will give a child or a family 
the chance to thrive. No one is ever turned away. 

Your kindness can give the chance of a lifetime to 
the people who need it most in New York City.

ymcanyc.org/give
GIVE TODAY.

You can help someone 
reach their potential. 

ynyc15_AC_progbkad_final.indd   2 11/19/15   9:39 AM

Y에 기부하면 이웃 간에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씩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때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CINDY CHU(신디 추), 퀸즈 거주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뉴욕시 YMCA의 연례 모금 캠페인에 기부하시면 불우한 가족과  
아동에게 행복을 찾아 주시게 됩니다. 누구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뉴욕시의 불우 이웃에게 인생의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오늘 나눔을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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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mcanewamericans.org

YMCA 이민자 환영 센터 
Y의 다국어 구사자 및 안내 센터는 이민 가족 및 개인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 취업, 레크리에이션, 가족 
지원, 사회 측면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ESL(제2언어로서의 영어)
•  문화 오리엔테이션

•  시민권 취득 준비

•  취업 준비

•  컴퓨터 사용 교육

•  성인 읽기 교육

•  고등학교 검정고시(구 GED) 준비 

등록, 수강 전 테스트, 강습 스케줄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YOGA PANTS

BASEBALL BURNOUT TEE
BURNOUT TEE

WOMEN’S AMENITY KIT

TALKING UP THE Y
CAN GET YOU SOME COOL Y GEAR!

We will thank you with 
A FREE GIFT of your choice 

when a new member tells us 
they joined because of the 

great things you mentioned 
about the Y. 

ZIP-UP HOODIE

SPORTS BRA

SLING PACK

Visit the member service desk or go to ymcanyc.org for more information.

Y를 지인에게 소개하세요
선물로 멋진 Y 의류, 가방, 소품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소개로  
지인이 신규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원하시는  

무료 선물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회원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하거나 YMCANYC.ORG를 참조하세요.

슬링팩

스포츠 브라

지퍼 후드 점퍼 번아웃 티

요가 바지

여성용 세면용품 키트

야구 번아웃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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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돕는 것입니다.

Y 피트 
스타트

1:1 초급 피트니스
코칭 프로그램

회원은 Y 피트 스타트 프로그램 무료 이용!

회원 서비스 데스크 담당자에게 일정  
예약을 문의하세요.

왜 가입해야 할까요?
•  운동 진도와 효과를 추적하는 첨단 앱
•  피트니스, 근력,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학습
•  건강하고 멋진 몸매. 새 친구.

오늘 가입하세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또는 이메일 ymvp@ymcanyc.org를  
통해 가입신청서 양식을 받으세요. Y-MV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ymcanyc.org/ymvp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Y-MVP 피트니스 챌린지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나요?



GET YOUR FITNESS ON앱으로 피트니스 효과를 높이세요

Y-MVP 앱은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중간 ~ 격렬한 정도의 신체)  
활동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즐거운 운동 여건을 만들어 주는 무료 피트니스 
챌린지 종합 앱입니다.

•  150여 종류의 심폐 운동, 근력 운동, x-트레이닝, 유연성 운동 중에서  
자유롭게 골라 나만의 운동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목표를 세우고 운동 소요 시간을 파악하고 운동 플레이 리스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운동 활동은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강도와 지구력 레벨을 

•  그때 그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Y 피트니스 코치가 구성한 플레이 리스트를 따라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  열심히 운동하고 디지털 배지를 획득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ymcanyc.org/ymvp에서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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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
배려할 사항

1.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세요. 운동 기구 사용법이나 
운동 방법이 궁금하세요? 모든 회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무료로 실시해 드립니다!

2. 주저말고 질문하세요. 저희가 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  운동 기구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을 지키세요. 운동에 적합한 옷과 신발을 
착용합니다.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몸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옷이나 일반 외출 시 입는 옷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할 때에는 
직원의 조언을 요청합니다. 운동 전에는 워밍업을, 운동 
후에는 쿨다운을 실시합니다. 운동 전에 식사나 음료 
섭취를 충분히 하여 어지러움 또는 현기증을 방지합니다. 
어지러움, 통증, 평소와는 다른 불편감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직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5. Y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운동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소독 티슈로 닦습니다. 모든 운동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역기를 사용한 후에는 사용한 플레이트를 
빼 놓습니다. 음식, 뚜껑이 없는 보관통 또는 커피 컵을 
피트니스 센터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6. 순서. 운동 기구는 모든 회원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심폐운동 기구는 사용 대기명단에 이름을 기입하여 
차례대로 사용하고 대기자가 있을 경우 30분만  
사용해야 합니다.

7. 개인 소지품을 잘 보관하세요. 1일 라커는 Y 시설 
내에 있는 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료 
라커에는 밤새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월 요금으로 
이용하는 유료 라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회원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8.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하고 서명을 완료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면 청소년 회원 (만 12 ~17세)의 가입이 완료됩니다.

9. 개인 지도를 받으세요. 개인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Y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10.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세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피트니스 시설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세하세요.

뉴욕 광역지구 YMCA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주민 모두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는 지역 서비스 단체입니다.

운동할 때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마세요. 

항상 Y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Y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보살핌, 정직, 존중, 책임감이라는 가치를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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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에서 안전한 환경과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구성원들의 단결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Y 직원, 회원, 방문자 모두가 Y의 핵심 가치인 보살핌, 정직, 존중, 책임감에  
토대를 둔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 회원, 방문자가 서로 협력할 때
에만 모두가 환영받는 YMCA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을  
위반할 경우 YMCA 회원 자격 또는 
YMCA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뉴욕 광역지구 YMCA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주민 모두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는 지역 서비스 단체입니다.

1.  예의바른 어조로 이야기하고, 저속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삼가하며, 적절한 옷을 
착용합니다.

2.  예의바르고 정직하며 온화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절대로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자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3.  공개 장소에서 애정을 표시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성적인 성격의 접촉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4.  타인의 재물을 존중해야 하며 절대로 도난 또는 
파괴 행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5.  안전하고 사려 깊게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총기류 또는 불법 장비를 절대로 소지하지 
않습니다.

6.  건강한 심신을 가꿔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불법 약물 또는 마약류의 사용, 판매, 배급, 
소지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YMCA 
구내에서는 허가받지 못한 알콜 섭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YMCA 행동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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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수영을 즐기세요

1.  일반 신발을 착용하고 수영장 데크 위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2.  수영장 안에서는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3.  만 8세 미만 아동이 수영장 안에 있을 때에는 
팔이 닿는 거리 안에 부모나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4.  만 9 ~ 11세 아동의 경우에는 수영장 데크 또는 
관람석에서 부모나 성인 보호자가 항상 지켜 
보고 있어야 합니다.

5.  수영이 서툰 사람은 수영장 바닥에 발이 닿는 
위치에서만 수영해야 합니다.

6.  부유 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아동은 수영장 
바닥에 발이 닿는 위치에서만 수영해야 합니다. 
수영이 서툰 분들에게는 백팩/버블, 구명조끼를 
부유 도구로 제공합니다.

7.  배변 훈련을 완벽하게 마치지 못한 유아 및 
아동은 수영용 기저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8.  수중 활동 시 숨을 참으면 자칫 의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숨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9.  물놀이용 튜브, 비치볼, 누들 또는 기타 대형 
물놀이 장난감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10.  학습 지도용 보조 도구(킥보드/바벨/풀부이/
누들)는 강습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수영 관련 정책/절차에 관한 모든 질문은 수영 
담당 디렉터에게 문의하세요.

특히 아동을 비롯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수영장 이용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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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회원
관련 정보
사명
뉴욕 광역지구 YMCA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주민 모두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는 지역 서비스 단체입니다.

차별금지 정책
인종,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국적, 신체 
장애, 또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YMCA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YMCA는 연령, 소득 수준, 신체 상태와 
관계없이 책임감 및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회원 자격 취소
회원 자격을 취소하려면 월 이용료 납부일로부터 최소 십오
(15)일 전에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회원 자격 양도
회원 자격 및 프로그램 이용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 자격 보장  
YMCA에서는 회원 자격을 완전히 보장해 드립니다. YMCA 
회원 자격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회원은 미사용 
기간만큼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카드
회원 카드 YMCA 시설에 출입하려면 해당 분원의 회원 카드를 
반드시 제시하여 스캔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카드 프로그램 회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YMCA 출입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YMCA 시설에 
출입하고/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해당 분원의  
회원 카드를 반드시 제시하여 스캔받아야 합니다.

카드 분실 카드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한 경우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입니다.

회원 자격 일시 중지
회원 자격은 1년에 1 ~ 3개월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을 취소하려면 월 이용료 납부일로부터 최소 
십오(15)일 전에 서면으로 일시 중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일시 중지 수수료가 매월 청구됩니다. 그리고 
일시 중지 기간 동안에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일시 
중지됩니다.

결제 방법 및 관련 정보
•  Y 시설을 이용하려면 가입비를 완납한 상태여야 합니다.
•  가입비는 현금, 개인 수표, MasterCard, Visa, American Ex-

press, Discover 카드로 완납해야 합니다. 
•  월 이용료는 신용카드 또는 은행 자동이체로만 결제 가능합

니다. 월 이용료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  자동 납부 거래가 거부되는 경우 회당 $15.00의 서비스 수

수료가 결제 금액에 추가됩니다.

방문자 및 1일 이용권
분원 회원은 뉴욕시에 위치한 다른 YMCA 분원을 1년에 총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Y를 
소개하려면 YMCA 홈페이지에서 무료 이용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일 이용권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정부가 
발급한 유효 ID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정책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보안을 위해 상임이사의 허가 없이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라커룸
•  라커는 하루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라커에 개인 소지품를 

사용하려면 개인 자물쇠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  동반 부모와 성별이 다르며 만 5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탈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라커룸이 편리합니다. 

YMCA‘AWAY’정책
Always Welcome at the YMCA(YMCA에서는 언제나 환영)
의 앞글자를 딴 ‘AWAY’ 는 Y 회원이라면 전국 및 해외 
어느 곳의 YMCA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WAY 
특전을 누리려면 유효한 YMCA ID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분원에 미리 연락하여 관련 정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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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분원
Chinatown YMCA
273 Bowery
New York, NY 10002
212.912.2460

Harlem YMCA
180 West 135th Street
New York, NY 10030
212.912.2100

McBurney YMCA
125 West 14th Street
New York, NY 10011
212.912.2300

Vanderbilt YMCA
224 East 47th Street
New York, NY 10017
212.912.2500

West Side YMCA
5 West 63rd Street
New York, NY 10023
212.875.4100

브롱크스 분원
Bronx YMCA
2 Castle Hill Avenue
Bronx, NY 10473
718.792.9736

브루클린 분원
Bedford-Stuyvesant YMCA
1121 Bedford Avenue
Brooklyn, NY 11216
718.789.1497

Coney Island YMCA
2980 West 29th Street
Brooklyn, NY 11224
718-215-6900

Dodge YMCA
225 Atlantic Avenue
Brooklyn, NY 11201
718.625.3136

Flatbush YMCA
1401 Flatbush Avenue
Brooklyn, NY 11201
718.469.8100

Greenpoint YMCA
99 Meserole Avenue
New York, NY 11222
718.389.3700

North Brooklyn YMCA
570 Jamaica Avenue
Brooklyn, NY 11208
718.277.1600

Prospect Park YMCA
357 Ninth Street
New York, NY 11215
718.768.7100

Park Slope Armory YMCA
361 15th Street
Brooklyn, NY 11215
212.912.2580

퀸즈 분원
Cross Island YMCA
238-10 Hillside Avenue
Bellerose, NY 11426
718.479.0505

Flushing YMCA
138-4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961.6880

Jamaica YMCA
89-25 Parsons Blvd.
New York, NY 11423
718.739.6600

Long Island City YMCA
32-23 Queens Blvd.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392.7932

Ridgewood YMCA
69-02 64th Street
Ridgewood, NY 11385
212.912.2180

Rockaway YMCA at  
Arverne by the Sea
207 Beach 73rd Street 
Arverne, NY 11692 
718.215.6950

스테튼 아일랜드 분원
Broadway YMCA
651 Broadway
Staten Island, NY 10310
718.981.4933

South Shore YMCA
3939 Richmond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718.227.3200

YMCA Counseling Service/
South Shore Center
3911 Richmond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718.948.3232

YMCA Counseling Service/
North Shore Center
285 Vanderbilt Avenue
Staten Island, NY 10304
718.981.4382

HUGUENOT, NY
New York YMCA Camp
Big Pond Road
Huguenot, NY 12746
845.858.2200

협회 사무실
5 West 63rd Street
New York, NY 10023
212.630.9600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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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551-9350
ymcanyc.org/flushing

  @flushingy

  facebook.com/flushingy

  @flushin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