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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트램펄린센터를 만들다
인기를 끌면서 1년 만에 지점을 6~7개까지 늘리게 되었다.

“외국에서는 트램펄린이 스키나 스노보드 마니아들의 지상
훈련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요. 탄성이 좋은 선수용 트램
펄린이 있는 곳은 선수나 코치 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죠. 스키
선수이자 꿈나무 국가대표 코치로서 일반인을 위한 트램펄린
센터가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성인을 위한 제대로 된 트램펄린센터를 만들어보자고 결심한
글라우드 대표 신희선(34)

신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뚝심 있게 시작했지만 내심

• 전남대 산업공학과 졸업

• 네오위즈 입사

• 트램펄린 사업 시작

• 2013, 글라우드 오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그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국내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잘 될
것’이라 스스로 다짐했다. 결국 2013년 8월 일반인을 위한 국내

스키와 공학, 그리고 트램펄린. 신희선 대표(34)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프로 스키선수이자 스키꿈나무 국가대표

첫 트램펄린센터 ‘글라우드’를 오픈한 신 대표는 3년 만인
2016년에는 센터를 확장 이전까지 했다.

코치, 국내 최초 퍼블릭 트램펄린센터 ‘글라우드(GLOUD)’를
운영하는 그는 전남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공학도로서 쌓은
지식을 좋아하는 스키와 결합해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어냈다.

신 대표는 좋아하는 일을 사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자신이 공학도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수급 스키 실력을 갖추고 있던 신 대표는 취업이 생각처럼

“트램펄린 관련 종사자라면 흔히 체육전공자라고 생각하는데,

잘 되지 않자 ‘이왕 이렇게 된 것 6개월 정도 놀아보자.’ 마음

단순 교육이 아닌 사업화를 위해서는 공학적인 마인드가 필요

먹고 전국 스키장투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스키 동호회에서

합니다.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난 지인의 권유로 게임회사 네오위즈에 입사하게 되었고,

많아 용접이든 뭐든 문제가 없었지요.”

4년 7개월간 게임기획자로 일하며 ‘컴퓨터 덕후’였던 어릴 적
꿈을 원 없이 펼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스키나 스노보드에 소질이 있지만 해외대회에
출전할 여유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도 시작했다.

“회사 내 조직 개편으로 첫 직장을 나오게 됐어요. 그때도
위축되기보다 또 ‘6개월 정도 쉬면서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현재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신 대표는 아직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독려했죠. 경력이 있으니 어디든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좋아하는
백수가 된 신 대표에게 때마침 사업을 시작하는 지인이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삶이라 매우 행복합니다.”

도움을 요청했다. 150평 규모의 시설에서 어린이 트램펄린(일명
‘방방’)을 운영하는 일이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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