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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격태격 미워했던
10대 시절과 달리,
대학에 가고 나서는
온 우주를 통틀어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우리는
인생의 조언자이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마음으로 듣고 느끼는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보라 심하게 다툰 적은 없어요. 항상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
곤 하죠.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자매도 마찬가지겠
지만, 방 정리 문제와 옷 몰래 입기. 화해는 항상 제가 먼저!
소라는 오래 삐쳐 있는데 저는 눈치 없이 싸운 것도 까먹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곤 해요.

둘이서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보라 저는 졸업하기 전에 함께 대학내일 표지를 촬영한 것이

서로를 음식에 비유한다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보라 소라는 순두부. 세상 모르는 순둥이 같아요.

소라 저는 꼭 언니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었는데 합격 발

소라 언니는 패스트푸드.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처리해요.

표 날 저보다 더 많이 기뻐하며 울던 언니 모습을 잊을 수가

서로의 장점을 찾아본다면?

없어요.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해요.

보라 소라는 보컬답게 노래를 잘해요. 파워풀한 모습만 치면

앞으로의 꿈은?

가수 빅마마 뺨쳐요. 술 먹고 부르면 더 잘하는 거 같아요.

보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

^^ 곡을 쓰고 가사를 만드는 것까지 열심이라 예뻐요. (단점

장통을 겪어야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쓰는 항목은 왜 없나요? 10줄 정도는 거뜬한데.)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볼 생각이에요. 모델 전공을 하고 모델

소라 언니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 경험해보고

활동을 했지만 다른 분야도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는 소라와

도전해요. 언니 덕분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라디오 출

함께 책을 만들고 싶은 야! 심! 찬! 계획도 저희의 버킷리스

연이나 대회에도 나갔었어요. (사실 이 때문에 가끔 피곤한

트 중 하나랍니다. 이루어지겠죠?

일도 많아요.)

소라 3학년 때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연습에만 몰두할 생각

가장 크게 다퉜을 때는? 화해는 누가 먼저, 어떻게

이에요. 자신감 있게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곡도 쓰고 연

청하는 편인가요?

주도 하는 멋진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요.

호주만큼 멋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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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가는 길
홍대 상상마당 건너편 박군네 떡볶
이 왼쪽 좁은 골목. 리뎀션빠를 마주
보고 있는 건물 2층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5-15 2층

영업 시간
월~일 오후 2시~오후 11시(금, 토
오전 4시까지 심야영업)

전화
02-336-0817

메뉴
식사류 1만원~1만 2000원, 음료
5000원~7000원, 디저트 4000원
~6000원

놓쳐도, 충분히 가능한 아침 식사

델 문도 Del Mundo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배고프지? 밥 먹자”라고 말한 뒤 자꾸만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단계에 빠졌나? 아니면 사
이비 종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따라 걸었다.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음침한 계단 앞에서 친구는 멈췄다.

녹슨 쇠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에 ‘델 문도’가 있었다. 오래된 나무 향이 나는 이곳은 개화기의 다방 혹은
일본의 오래된 식당을 떠올리게 한다. 골목에 숨어 있는데다 눈에 띄는 간판도 없어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편이다. 비밀 아지트가 되기에 충분한 곳.
식사는 ‘일본 전통 여관풍 아침밥 정식’ ‘일본풍 카레’ ‘오야꼬동’ 세 가지. 일본 음식 특유의 간소함과 정갈
함이 특징이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일본 전통 여관풍 아침밥 정식’을 추천한다. 일본 전통 여관에
묵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일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 정말 신기하게 일본 전통 여관의
아침밥 맛이 나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식후에는 다원에서 가져와 우린 홍차와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디
저트를 먹어 보는 것도 괜찮다. 생밤으로 만든 ‘밤 무스’는 재료 본연의 정직한 맛이 일품이다.
친구와는 그날 딱 한 번 함께 식사한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대신 나는 종종 혼자서 델 문도를 찾는다.
이곳에선 이불 속에서 꾸물대다 놓쳐버린 ‘아침밥’을 아무 때고 주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잠으로 날려버린
오전부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서먹해진 관계까지. 놓쳐버린 것이 아쉬워 속상하다면, 당신도 정갈하게 놓
인 찬을 꼭꼭 씹어 삼키며 조금은 괜찮아지기를. 이곳의 아침 식사는 놓쳐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김혜원 학생리포터 khw618@naver.com
Photo 임여옥 학생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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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1

히팅의 강력한 파워
에스쁘아 히팅 뷰러
컬링을 아무리 하면 뭐하나, 오후가 되면 기분보다 속눈썹이
먼저 추욱 처지는데. 고집 세고 뻣뻣한 속눈썹에는 ‘히팅’이

2

기본이 중요하지
시세이도 아이래쉬 컬러

필요하다. 열기운을 살짝만 전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분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좋은 뷰

히 컬링된다. 작은 사이즈라 휴대도 가능하다. 단, 데이지 않

러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 그만

게 조심할 것! 1만 2000원.

큼 장점이 확실하단 얘기다. 한 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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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도 눈에 띄는 컬링을 구현하지만
과하지 않아 속눈썹이 꺾이거나 하는 일
은 없다. 유명 브랜드의 고가 뷰러들과
비교해도 손색없겠다. 1만 8000원.

속눈썹은 마음의 커튼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속눈썹은 마음의 창틀이다. 제아무리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 해도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람. 바짝 올려진 속눈썹은 눈을 잘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눈매도 또렷하게 만든다. 뷰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전아론 기자 aron@naeil.com photo 배승빈 프리랜서

3

작아도 섬세하게
카이 부분 뷰러
뷰러가 눈꼬리 혹은 눈 앞머리 속눈썹에 잘 닿지 않아 답답했
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얄궂은 눈 모양 때문에 늘 그
런 고민을 달고 산다면 부분 뷰러가 정답이 되어줄 수 있겠
다. 다소 과격한 모양이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효과는
좋다. 1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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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복 펌프 퓨리 2013년형
펌프로 공기를 넣어 신발을 내 발에 맞춘다는 발상. 박력 있
는 디자인. 리복의 펌프 퓨리는 94년 처음 나왔을 때부터 22
세기적인 운동화였다. 처음 봤을 땐 우주 로봇 건담이 떠올랐
다. 매장에서 약간 수줍은 손길로 푸쉭 푸쉭 공기를 넣는데 어
찌나 재밌는지. 보다시피 모양이 워낙 특이해 패션에 과감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마니아층이 두터워 스파이더맨 퓨리니
샤넬 퓨리니 시시때때로 한정판도 나오고. 그런데 의외로 여
성들이 좋아하더라. 포털 연관검색어가 ‘소희퓨리(원더걸스 소
희)’ ‘료코퓨리(히료스에 료코)’ 이렇다. 신었을 때 느낌이 무척
재밌으니 안 살 거라도 매장에서 신어보시길.
가격은 21만 9000원. 조금 비싸지만 마음에 든다면야.

thin s

Signature Sneakers

운동화 브랜드마다 대표 모델이 있다. 그 브랜드하면 딱 떠오르는 운동화 말이다. 새로운, 더 새로운 디자인을 등
장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언젠부터인가 브랜드들이 그런 대표 모델을 복각해 출시하기 시작했
다. 이번 주엔 2013년 봄 신상품으로 출시된 리복과 오니츠카 타이거의 간판 모델을 소개한다.
이정섭 기자 munchi@naeil.com

2

오니츠카 타이거 코르세어

TIGER CORSAIR

운동화 마니아라면 디자인을 보고 나이키 코르테즈
(CORTEZ)를 떠올릴 텐데, 둘이 한 핏줄이다. 60년
대 말 오리건 대학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만은 오니
츠카 타이거에 미국 선수들을 위한 새 운동화를 요
청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코르세어’의 초기 버전
이다. 그 후 빌 바우만 등이 나이키를 론칭하며 ‘코
르테즈’란 이름으로, 오니츠카 타이거는 ‘코르세어’
란 제품명으로 출시했다. 오니츠카 타이거가 올해
몇 가지 색을 추가해 출시한 코르세어는 초기 운동
화답게 디자인이 담백하고, 디테일이 구석구석 빈
티지하다. 어디든 매치하기 편하겠다. 천연 가죽으
로 된 하얀색 오리지널 버전은 18만원, 합성 섬유
로 된 칼라 빈티지 버전은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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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처가
간지러울 때
안희진 기자 ana@naeil.com

마리나
지은이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펴낸곳 문학동네
가격 1만 3000원

weekly

new
book

책을 읽으며 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일은 책에 그
려진 세계에 들어가는(착각하는) 것이다. 오감을
지도 삼아 헤매다 보면, 딸랑, 소리를 내며 흔들리
는 기억을 만나기 때문이다.
스페인 작가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의 소설 『마리
나』를 읽는 일은 바르셀로나의 곳곳을 방황하는 일
과 같다. 자욱한 안개, 한파, 직물처럼 짜인 골목길,
거리의 정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리고 곳곳에
서 당신은 어른이 되어 가는 소년을 여러 번 마주

어른이 되는
방법

김명진 학생리포터 himj89@naver.com

칠 것이다. 작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꼽기도 한 『마리나』는 열다섯 살 소년이 겪은 기묘

지은이 유시민
펴낸곳 아포리아
가격 1만 5000원

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우연히 만난 ‘마리나’라는
소녀와 함께, 공원묘지에서 만난 검은 옷 입은 여
인의 자취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소년은 죽음

성장소설을 골라 읽었던 적이 있었다. 정서적으로

의 징후를 만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불안했던 나에게 있어 성장소설은 어른 세계로의

성장한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날이 그

진입 계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군 제대를 목

리워지고 평생 그리워하게 될 그 무언가’를 작가는

전에 둔 스물셋의 나이까지, 나는 거기에서 어른이

‘죽음’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해낸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국어사

그러니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이 이끄는 여행길에

전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의가 그 일련의 감정들을

서, 곁을 떠난 것들을 추모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

담아내지 못하듯, 어른을 꿈꾸며 성장소설을 탐독

럽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친구와의 작별, 사랑

하던 그때의 나도 어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

했던 강아지의 죽음, 아끼던 편지의 분실, 의도적

과의례를 넘지 못했다. 단지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

으로 살해해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나…. 방금 베

에 매몰돼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오류가 있었던 것

인 상처처럼 쓰라린 것을 가슴에 묻으며, 우리는

같다. 이제야 알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

모두 그렇게 어른이 됐다. 이 책은 우리의 상처를

자 삶에 있어 스스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을 해야

건드려, 아픔을 행복하게 추억하는 법을 알려준다.

한다는 것. 유시민은 ‘나’의 존재가 전제돼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게 된다고 말한다.
제목과 달리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시대
적·경제적 난국으로 자존감이 부족한 요새의 20
대들에게 ‘힐링’해주는 따뜻한 말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힐링은 그 자체로 일시적 위안이며, 근본
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다고 술회한다. 고난의 연속이던 정
치인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글쟁이로의 삶을 한 걸
음 내딛기 시작한 유시민의 담담한 인생론은 달콤
하기보다는 담백하다.
책장을 덮고 나자, 어두운 밤 책상 앞에 앉아 무언
지도 불분명한 어른 되기를 꿈꾸며 성장소설을 탐
독하던 내가 쑥스럽게 느껴졌다.

30

pick up

Movie
소설과 영화 사이

안나 카레니나 Anna Karenina
사랑은 행복이 아니다. 동시에 불행도 아니다. 사
랑은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될 수 없다.
영화를 보며 내내 이런 생각들이 무릎 위로 차곡
히 쌓여갔다. 동명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원작
으로 한 영화는, 한 여인의 일생을 보여주기 위해
2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했다. 영화적 박
진감은 없지만 사랑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누군가
의 일생을 지켜보는 건 마음을 바쁘게 하는 일이기
에 지루할 틈은 없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극적
요소를 스크린 안으로 끌어왔다는 것. 막이 오르내
리고, 소품을 옮기는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무로 만들어진 무대와 무대 사이의 이
동은 공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분명 품이 많이 들
었을 이 발상이 영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에 대해선 확답하기 힘들다. 하지만 원작의 힘은
영화의 아쉬운 부분들을 가리고도 남는다. 단, “치
명적인 아름다움, 파국을 불러온 비극적 사랑” 같
은 카피 문구를 경계할 것. 이 영화가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친 한 여자의 이야기로 보였다면, 원작을
읽으라 권하고 싶다. 3월 21일 개봉.
전아론 기자 aron@naeil.com

weekly PI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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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 독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여러분을 위해 고심해서 픽업한 이주의 문화 소식들!

Music
못난이 커플의 애절한 음악

정인 <그니>
가수 정인은 ‘리쌍의 보컬’로 통했다. 특이한 음색과 그루브로 자신의 음악적인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런 그녀가 지난 3월
12일, 2년여 만에 세 번째 미니 음반 <그니>를 발표했다. ‘그 여인’을 뜻하는 순우리말 ‘그니’라는 앨범 타이틀처럼 이번 앨
범에서는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극히 평범하지만 현실적인 사랑에 대한 5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정인은 이번 앨
범에서 프로듀서로 활약했으며, 그녀의 연인 조정치가 작곡에 참여했다. 조정치는 무한도전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요
즘 떠오르는 핫한 캐릭터다. 둘은 최근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캐스팅 되어 브라운관에서 맹활약(?) 중이다. 두 라이징
스타의 긴 만남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관심을 표했고, ‘못난이 커플’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보여
준 그들의 설레진 않지만 편안한 모습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무명 시절부터 만나 이제 유명인이 되어 서로 상부상
조하니, 정말 아름다운 못난이 커플이다.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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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이토록 귀여운 좀비

웜 바디스 Warm Bodies
좀비가 나오는 영화는 대부분 잔인하고 징그럽다. 그래서
마음 약한 여자들은 좀비 영화를 꺼리곤 한다. 데이트하는
날, 남자친구가 ‘우리 좀비 영화 볼래?’라고 말한다면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웜 바디스>는 여자들
을 위한 맞춤형 좀비 영화다. 장르 자체도 ‘로맨틱 좀비 액
션’이다. 감이 잡히는가? 음악을 즐겨 듣는 느낌 있는 좀비
R(니콜라스 홀트)은 잘생겼다. 하는 짓이 어찌나 귀여운지
줄리(테레사 팔머)를 향한 일편단심 사랑도 흐뭇하다. 으
르렁거리는 좀비 소리를 내며 줄리에게 사랑의 대화를 속
삭인다. 다 표현 못 한 그의 마음은 즐거운 내레이션으로
표현된다. 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매력
적이고 분위기 있다. 동명의 온라인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기발한 설정과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인다. 또한, <어바
웃 어 보이>와 <스킨스>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차세대 꽃
미남 주자 니콜라스 홀트의 좀비 연기는 탁월하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굳이 이 영화를 권하지는 않겠다. 상영 중.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Concert
당신의 어둠을 들려줘요

이이언 단독 콘서트 <realize>
2010년 크리스마스, 소속 그룹 MOT과 잠시 이별한 이이언은 솔로 프로젝트 음반을 발매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굳건히 찾아 나가고 있다. 음침하고 매력적인 그의 선율에 사람들이 마구 반해버리는 것은 당
연한 순서일 것이다. 이이언은 과거 한국대중음악상 2회 수상에 이어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일렉트로닉 부
분에서 상을 받았다. 작년 화제가 되었던 솔로 앨범 1집 <GUILT-FREE>와 올해 발매한 앨범 <REALIZE>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특히 <REALIZE>는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콘트라베이스, 드럼 편성으로 팝과 재
즈와 모던록을 넘나들며 정제된 어쿠스틱 사운드를 보여주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REALIZE> 앨범뿐 아
니라 <GUILT-FREE>의 수록곡, 그리고 못의 음악까지, 그의 음악 세계를 보여주는 모든 곡을 모아 어쿠스
틱 버전으로 재편곡하여 들려주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이언의 단독 콘서트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 아트홀에서 열린다. 재미있는 것은, R석보다 2만 2000원 더 비싼 S석만 전부 매진되었
다는 것. 왜일까. 그는 가까이서 봐야 제맛인 걸까.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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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무대 위의 소설

산울림 고전극장
<소설 연극으로 읽다>

Game
시간이 남아 썩어버릴 지경이라면

게임 <심시티 5>
타임슬립을 경험했다. 분명 금요일 오후였는데 순

대학생 독서량 연평균 10.8권. 충격적이다. 책 권하지 않

식간에 일요일 밤이 되어버렸다! 당황스러우면서

는 이 사회, 도탄에 빠진 이 시대를 구원하고자 부모의 마

도 신기하여 타임슬립 전후를 따져봤다. 분명히 집

음으로 잔소리 좀 하겠다. 스마트폰 꺼라! 만화 빌려오지
마라! 그리고 책을 가까이하자. 책은 죽어도 못 읽겠다고?
그럼 보는 건 어떨까.

에 왔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
잠시 게임이나 하자며 <심시티>를 켰어. 그리곤 3

서교동에 개관한 산울림 고전 극장에서 독서라면 치를 떠

일이… 범인은 컴퓨터 안에 있다!? 놀랄 것도 없이

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다. 3월 12일부터 현

시뮬레이션 게임 <심시티> 때문이다. <심시티>는

진건의 단편 작품 <새빨간 얼굴>을 최초로, 생떽쥐베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인데, 그 현실성이 대단하다.

<야간 비행>, 카프카의 <변신>, 아쿠타가와의 <라쇼몽> 등

수도, 도로, 전력, 일자리, 놀거리 등 챙길 게 끝도

쟁쟁한 작품들이 연극으로 선보인다. 올해 초 한 시즌이

없다.

성공적으로 상연되었고, 이번엔 ‘재’상연이다. 그만큼 훌륭
하단 반증되겠다. 전국 방방 곳곳의 독서기피증 환자들이
연일 전 석을 메울 거라는 소문이 들린다. 무엇보다 기쁜

시장이 겪을 만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도시에 일자
리가 부족하다면 당신은 공장을 지어 직업을 창출

사실, 학생 단돈 만원!

할지 모른다. 하지만 공장은 수질과 공기를 오염시

박준상 학생리포터 amuronae@naver.com

키고, 공장 주변은 인기 없는 주택 단지로 변해 집
값이 떨어지면서 슬럼화된다. 늘어나는 범죄에 지
친 경찰들은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시위에 나서고.
아! 모든 문제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오만 가지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는구나. 잠시 시장의 노고를
치하한 후 게임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번 <심시티
5>는 최대 16명까지 온라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해
친구의 도시와 협력하는 재미도 있다. 자기 스타일
에 따라 공업도시든 관광도시든 만들어보면 재밌
겠다. 나는 범죄도시를 만들 생각.
이정섭 기자 munch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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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의 귀재
MBC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에서 “주연아”를 연신 외칠 때만 해도, 그가 천의 얼굴임을 미처 알지 못했다. 개그맨이라면 유명 인사 한 명쯤과 비슷하게 생겨도 그럴만했으니까. 그가 임재
범으로 분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를 열창해도 그냥 웃고 넘겼던 건 그 때문이었다.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유명했으니, 목소리 때문에 잠깐 주목받는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tvN의 <SNL 코리아>에 출연하면서, 그의 변장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승철도, 한석규도, 아귀도, 박근혜 대통령도, 밥로스도, 박태환도... 그가 하면 모두 도플갱어가 됐다. 그는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다. 캐릭터의 말투, 손동작, 자세 등 디테일한 요소를 모두 다 잡아내는 능력을 지녔다. 저 특이한 외모가 여러 사람과 닮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그는 성대모
사를 넘어 안면모사의 甲이 되어가고 있다. 홍승우 기자 sseung@naeil.com

Q 아래의 사진 중, 정성호가 아닌 것은?
1. 임재범

2. 아귀

“저는 저번 주 방송 나가고 목이 다
쉬었어요. 다른 방송 다 캔슬 놨습
니다. 소리가 안 나서. 웃겨야죠.
힘들어…. 잊혀졌거든. ‘주연아’ 이
후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못 웃
기니까. 잊혀졌어.”

“이봐 MC, 그 큐카드 맨 위에 내
이름 있지? 밑장 빼기야? 가만 있
어봐. 큐 카드 맨 위에 내 이름있
다, 에 내 전 재산하고 손모가지 걸
어. 얌마 도완득? 햇반 가져와. 아
니 햇반이래. 해머 가져와. 해머.”

3. 박태환

4. 이승철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딴
것도 아쉽지만요, 금메달을 못 따
서 박은지 누나의 비키니를 못 본
게 더 아쉬워요. 히히. 하지만 포기
하지 않았어요.”

어서 와~ 이승철은 처음이지?

5. 밥 로스

6. 한석규

“안녕하세요. 밥 로스예요. 그래
요. 동네 밥이에요. 밥. 오늘은 그
림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배워볼 거
예요.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골
고루 싸대기를 때리듯이, 이렇게,
자, 다 됐어요. 어때요, 참 쉽죠?”

흐흐흐. 안녕하세요. 한석규예요.
흐흐흐. 아니 스타가 나왔는데 박
수도 안 치네.

7. 박근혜

8. 성룡

“음…. 제가… 4대 중증 질환을…
음, 그러니까,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대통령
이…. 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따자하오

✽정답 : 모두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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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COUPLE

엽사 전문 커플
황미나 학생리포터 ghkdalsk92@naver.com
photo 임여옥 학생리포터

페북 사진을 봤어. 엽사 많이 찍더라고.
너희에게 엽사란?
혜지 우리를 만나게 해준 끈?
처음에 둘이서 엽사 배틀을 했어.
경익 엽사를 너무 좋아해서
평범한 사진은 잘 찍지 않아.
엽사 배틀 이후로 서로 더 친해지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 하하.
엄청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것 같은데,
서로의 제일 좋은 점 하나만 꼽자면?
혜지 싸우면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좋아. 멋있어.
경익 여자친구 이쁘단 소리를 많이 듣지~.
성격도 털털해서 더 좋아.
연애하면서 주고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야?
혜지 남친이100일에 우리가 다녔던 곳 영수증
다 모아서 뭐했었는지 적어서 나한테 줬는데,
일기 같고 참 좋았어.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담겨있는
거잖아. 그때 정말 ‘잘 만났다,
잘 잡혔다~’ 생각했지.

우리 커플의 다정함, 놀라움,
사랑스러움, 특이함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담당기자의 메일
(moon@naeil.com)로 참여 신청을 해
주세요. 채택된 커플에게는
대학내일에 소개될 기회와 함께
필라의 신제품
커플 운동화를 드려요.

중앙대학교 간호학부 12
신혜지 (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2
박경익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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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셔 카레의 난
리짜드 빠르커!

01

04

싸고 큰 주스용 토마토 두 개, 양파 반
개, 카레가루로 카레 만들 준비. 소금,
후추, 밀가루, 지퍼백으로 난을 만들
준비.

토마토와 양파를 프리하게 썰어 기름
을 두른 팬에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익
혀주다 카레 가루를 투척! 물을 조금
씩 부어 가면서 간을 맞춰봐요. 짠맛
은 미워.

02

껍질이 거칠다고 까버리는 일 따위는 자취생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카레 가루와 양파

지퍼백의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부어
가며 주물러주면 난 반죽 완성! 적당
한 찰기가 됐을 때 평평해지도록 탕탕
탕 쳐줘요.

로 밥이나 식빵과 함께 먹을 만한 카레나 만들자.

03

좀 그럴듯하게 한 끼 먹으려면 간단한 난을 만들어 먹으면 된다. 반죽이 좀 남으면 멸치와

기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노릇노
릇 구워요.

이주의 사연: 희귀성이라는 이유로 익명 요구
경제난에 허덕이는 자취생에게 토마토로 주스를 만드는 건 사치다. 주스기로 즙만 짜거나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에 남은 양파 넣고 간장으로 간해 수제비 만들면 2끼 해결.

육진아 기자 yook@naeil.com
Photo 배승빈 프리랜서
장소제공 COOKIN BOX

직접 만들어 보니
지퍼백이 없어 비니루봉다리에 난 반죽을 했다가 죽 쒔어요. 꼭 지퍼백을 이용하도록 해요. 난을 두껍게
구우면 맛이 구려요. 대체 이 거대한 “아이, 셔~” 풍미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 거 못 먹
는 친구에게 먹였다간 욕먹어요.
*‘리짜드 빠르커’는 반전있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 등장하는 호랑이 이름의 인도식 발음
강추 구루병은 ‘아이셔 카레의 난’을 많이 먹고 햇빛을 보면 좋다
비추 구루병이 아니면

나만의 레시피를 보내줘
이딴 걸 밥이라고 만들어 먹고 있냐고 화가 난다면 주목! 자신만의 자취 요리 레시
피를 사연과 함께 yook@nae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금과 후추의 맛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서 먹)는 미맹 담당 기자가, 적나라하고 아름답게 맛을 서
술해드립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3만원 상당의 노벨티 미니냄비와 프라이팬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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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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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 이유는 없어
‘지원 동기를 5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라는 문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문
장으로 넘어왔으나 이내 멈추었다. 봉사활동, 동아리, 취미, 특기. 어느 항목 하나 쉽게 채울 수 없었
다. 셀 수 없이 많은 지원서를 써 내면서 나는 늘 같은 이유로 쩔쩔맨다. 거창한 동기가 없다는 것.
우연히 혹은 그냥 좋아서 시작한 일들의 집합이 지금 내 인생인데.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좋
아하는 것들에 그럴싸한 이유를 가져다 붙여야만 했다. ‘책이 좋아 독서를 취미로 가졌다’고 말하면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 분명하니까.

어설프게 포장된 문장들이 흩어진 노트북을 밀어놓고 테이블에 엎드렸다. 옆에
바싹 붙어 앉은 커플들의 대화가 귀에 꽂힌다. 여자는 남자에게 날 ‘왜’ 좋아하
느냐고 묻고, 남자는 ‘그냥’이라고 답한다. 그러자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 하
며 물고 늘어진다. 하다못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이유를 대야 한다니. 좋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인데. 내가 널 좋아하듯, 떡볶이를 좋아하듯, 그 책을
좋아하듯. 이유 같은 건 붙이지 않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그냥’ 이라는
말로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문득 야속하게 느껴진다.
새벽에 혼자 영화를 보다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 진짜 좋아. 한번 봐봐’라고 문자를 썼
는데 너에게 보내지 못했다. ‘왜 좋아?’라는 물음에 답할 자신이 없었다. 주눅 들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다. 좋아해. 이유는 없어.

김혜원 학생리포터 khw618@naver.com
Photo 임여옥 학생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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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UT CAMPUS CALENDAR

눈여겨볼 캠퍼스 소식
<실패한 사람들은 ‘언젠가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존 맥스웰의 행동 리더십에 있는 글이다. 해야할 일을 언젠가로 미루고 있다면 그
언젠가를 ‘지금 당장’으로 바꿔보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할 주요활동은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삼성SDS 공모전, 워크캠프챌린저다. 정리 전영미 에디터 calendar@naeil.com

3. 18~3.29

3.18~3.29

날뛰기 프로젝트 7기 모집

삼성SDS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www.nalja.net

sGenGlobal.com

극단 날으는 자동차에서 날뛰기 프로젝트 7기를 모집한다. 날

삼성SDS에서 우리 일상과 일터를 좀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

뛰기 프로젝트 7기가 되면 전문가들의 수업을 통해 직접 작품

들어 줄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개인 및 5명 이

을 창작하고 대학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내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창업을 꿈꾸는 사

총 4개월 동안 진행되며 매주 1회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연

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발되면

습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3.11~3.31
삼성 모바일러스 11기 모집
cafe.naver.com/samsungmobilers
삼성 모바일러스 11기가 되면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한 후 사
용성 평가와 마케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마케팅
과 PR에 아이디어가 많은 Caster, IT제품에 관심 많은 Explorer,
UCC와 사진,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Creator로 나눠 모집한다.
우수 활동팀에겐 해외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3.12~4.3

4.1~4.8

워크캠프챌린저 모집

아로나민 대학생 광고 공모전

www.1.or.kr

www.aronaminad.co.kr

워크캠프는 세계에서 모인 15명의 학생들이 2주간 함께 생활

일동제약에서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인 아로나민의 가치를 널

하며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워크캠프챌

리 알릴 수 있는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2년제 이상의

린저 모집인원은 4명이며 선발인원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나 3명 이내의 팀으로 지원

중남미 4개 대륙에 1명씩 파견된다. 워크캠프챌린저에겐 항공

할 수 있다. 신문광고 전면 사이즈로만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

료, 참가비용 등이 전액 지원된다.

자들에겐 상금이 수여된다.

3.11~4.15
글로벌 워크캠프 8기 모집
www.funkia.kr
글로벌 워크캠프 8기 모집은 글로벌 워크캠프 참가자와 한국
워크캠프 리더로 2가지 부문이다. 글로벌 워크캠프 참가자는
담당 캠프 지역을 발전시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한국 워크캠
프 리더는 국내 워크캠프에 참가하는 외국인들과 지역에 도움
이 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3.6~4.19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www.venture-visitkorea.com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관광분야
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공모한다. 예비창업자와 창
업 5년 이내의 기창업자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팀으
로 지원할 수 있다. 수상자들에겐 상금과 사업화 자금이 지원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대외활동 캘린더는 네이버 커뮤니티 스무살의 성장파트너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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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천 번 읽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그 전에 급제하길 바란다 .

백 번 읽으면 줄줄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을 기운을 얻는다고 전해진다 .

열 번 읽으면 자신감이 생겨 면접관을 독대해도 두려움이 없어 운이 트이고 ,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질 수 있으나 ,

황금빛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이들에게 전수받은 면접 비법을 간추려 묶는다 .

바야흐로 공직에 나갈 채비를 하는 이들을 위해서 ,

비책

편집 안희진 기자 ana@naeil.com
Illust by 박종남 프리랜서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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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平心內功
前

평심내공:
면접 전 내공을 기르는 방법
이정웅 학생리포터 deliversion@nate.com

二. 銘肌鏤骨 명기누골
살갗에 새기고 뼈에 새긴다는 뜻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도록 하는 수련법
진정한 무사는 명분이 있어야 검을 뽑는 법. 또한 명
분이 분명한 검만이 바람처럼 적을 벨 수 있소. 짧은

一. 運氣調息 운기조식

생각으로 검을 집어드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며,

호흡을 통해 기를 만들고, 그 흐름을 조절함

바위 치기에 진배없소.

사람의 몸은 곧 작은 우주요, 우주의 삼라만상이 보

마음의 부유물일랑 비우고, 부모님의 등을 차분하게

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화를 유지하듯, 인체에도 보

쳐다보기 바라오. 못난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

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법. 바로 그것이 ‘진기(眞

모님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져 보이는구려.

氣)’라고 할 수 있소. 고로 기를 다스려 몸의 모든 부

머리는 희었고, 주름도 늘었음을 발견하는 순간, 당

분을 일깨우는 것이 면접대전의 승리를 위한 초석

신의 콧등이 시큰해질 것이오. 그리고 부모님을 호

되겠소.

강시켜 드리고자 의욕에 불타게 될 것이오. 바로 이

기는 호흡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뇌로 숨을 쉬는 정

것이 명분이 되는 것이오. 이제 당신은 검으로 흐르

뇌호흡이 그 시작이오. 정뇌호흡을 통해 머리를 맑게

는 물도 두 동강 낼 수 있소. 혹 이것으로도 마음의

하면 자연히 눈빛이 총명해지며, 이 눈빛은 적의 마

동요가 일지 않는 냉혈한이 있다면, 먼저 취업대전

음을 움직여 ‘다음에 또 봅시다’의 항복을 받아 낼 수

을 뽀갠 동료들의 면서(面書, 서방어로 페이스북)를

있소. 여기에 천축국에서 건너온 기를 다스리는 몸

둘러보시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열등감과

짓, 요가를 더하면 그 파괴력은 더 커지게 되오. 나무

부러움이 한데 섞인 강력한 명분이 생겨날 것이오.

이렇게 집어든 검으로 적을 상대하는 건 계란으로

자세, 악어 자세 등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올곧
은 허리를 갖게 된다면, 면접대전 내내 면접관의 웃
는 낯과 선명한 여덟 개의 강냉이를 보게 될 것이오.

三. 心淸事達 심청사달
맑은 마음으로 긍정을 체득해 모든 일이 잘 이뤄지도록 함
초선을 뛰어넘는 절세미녀, 동방예의지국의 수지를 보고 있노라면 맑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오. 맑은 마음에서 비롯된 수지의 웃는 낯은 긍정기운을 뿜어 누구든 무장 해제시키고 그녀의 성공가도에
중심이 되고 있소. 면접대전에서 수지처럼 긍정 기운을 발산한다면 ‘귀하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의 파발을 받
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오. 면접대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 기운을 조금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
는 것도 도움이 될 터. 긍정 노홍철 선생께서는 일찍이 왜국에서 동료들과 긍정을 단련한 일이 있었소. 그 방법
을 본떠보면 좋겠소. 주변 사람을 이용해 각종 원초적인 위기에 자신을 빠뜨린 후, 무한 긍정해보시오. 긍정이
뼛속까지 새겨질 것이오. 그리고 긍정은 면접대전에서 은은하게 퍼져 적들을 무력화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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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知彼知己 지피지기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연구함
‘아프니까 권법이다’와 함께 권법·병법 도서 베스트
셀러를 차지한 ‘손자병법’ 모공 편에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구절이 있소. 뜻은 다 알 것이오.
이 말은 면접대전에서 면접관을 상대할 때 빛날 수
있는 구절이오. 상대가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
이라는 게 은연중에 드러나면 적조차 마음이 동할
것이기 때문이오. ‘지기’에만 몰두하는 하수들을 위
해 지금부터 간단히 적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소. 면접관으로 출전하는 장수들은 우리 주
정도 될 것이오. 그들과 같이 지내며 그들의 문화를

六. 兵不厭詐 병불염사

체화하면 된다오. 단지 이뿐이오. 그들이 자주 쓰는

승리를 위해 속임수를 가리지 않고 연마함

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들의 체취 등에 대한 깊

전면전을 펼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오. 내공으로

은 이해로 은연중에 그들과 같아지면 되는 것이오.

천하를 주름 잡았던 제갈공명도 속임수로써 전쟁을

단, 이 기간에는 이성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각오

승리로 이끌곤 했소. 한가하게 거문고나 뜯던 사마

하는 것이 좋소.

중달과의 서성 싸움과 허수아비 병사로 화살을 모은

변에 있는 사람들이오. 아버지뻘, 삼촌뻘, 큰 형님뻘

적벽대전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소. 이것은 면접대
전을 앞둔 당신에게 속임수가 훌륭한 비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바요. 이왕 속이는 거 양심일랑
버리고 홀랑 모든 걸 속이고 싶건만, 안타깝게도 법
적 제재라는 훼방꾼이 존재하오. 여러 제한을 피해

五. 金腸不壞 금장불괴

쓸 만한 속임수를 찾자면, 외모의 속임수가 가장 효

장이 쇠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수련함

고도 효과가 좋기 때문이오. 인기 있던 오락 프로그

예부터 결전을 앞두고 장(소화, 배설기관)에 문제가

램 <해면(서방어로 스펀지)>에 소개된 ‘5분 만에 몸

생겨 해결을 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적 앞에 무릎을

짱 만들기’ 편을 보면 적과 맞닥뜨리기 전 쉬운 맨손

꿇는 일이 잦았으니, 명의 화타 선생은 이 문제를 ‘과

체조를 통해 잠시 동안 신체를 건장하게 부풀릴 수

민성 대장증후군’이라 명명하였소. 강호 어딘가에 있

있음을 알 수 있소. 여성은 ‘랩’이라고 불리는 물 건

다는 전설의 ‘불설초(不泄草)’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너온 투명 비닐로 몸을 감싸고 있으면 잠시 동안 마

바, 이 증후군에 대한 온전한 해결은 현재 불가능한

르고 탄력 있어 보이는 몸매가 된다고 하니 알아서

상태라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의 구속에

응용하길 바라오.

서 벗어날 방법은 있다 하니, 너무 심려치 마시오.
먼저, 걷기는 대장운동을 활성화하니 웬만한 거리는
축지법을 쓰지 않고 평범하게 걸어 다니는 게 좋소.
다음으로 식이요법을 이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
소.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술은 피하고, 섬유질
이 많이 들어간 채소나 과일을 가까이하시오. 특히,
무와 배추같이 거친 것이 좋다 하니 남성미를 유감
없이 뽐내주길 바라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니 딴생각이나 하며 마음을
편히 놓아보길 바라는 바이오.

과적으로 보이오. 적의 눈을 잠깐 속이는 건 매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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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臨機應變
中

임기응변:
면접 중 곤란을 타파하는 방법

二. 泰然加方 태연가방

박주연 오진아 학생리포터 pazit@naver.com

태연히 뻥을 더하여 살 방도를 모색함
일찍이 제출한 기록서(자소서)에 반한 면접관이 자네
의 거짓 진술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정신이
붕괴되는 느낌이 들 거요. 이런 때에는 달리 방법이

一. 好性漁匹 호성어필

없소. 그저 떨지 말고 뻥을 치는 수밖에! 마치 자소서

좋은 성품을 어필해 맞수를 낚음

오. 그리고 이럴 때는 양념을 더욱 쳐야 하오. 소금을

슬프지만, 요즘은 ‘급제를 위해 어쭙잖게 서국에 다

소금소금, 후추를 후추후추 치듯, 뻥을 뻥뻥 쳐야 한

녀올 바에야 그 돈으로 얼굴을 바로잡는 것이 낫다’

단 말이오. 뻥에 뻥을 더하니 이것이 바로 ‘태연가뻥’

는 풍문이 떠돈다 하오.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작

되겠소.

금의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나, 만일 당신과 함께

혹여 자소서에 뭐라고 써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

들어온 면접자, 즉 당신의 경쟁자가 혀를 내두를 정

도 생길 수 있소. 100여 편에 육박하게 쓰다 보면 이

도로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면 어찌해야겠소. 누가 봐

기업에 뭐라고 했는지, 저 기업엔 뭐라고 했는지 충

도, 면접관이 봐도 심지어 당신이 봐도 명명백백 밀

분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오. 당연지사니, 이럴 때는

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소. 그

질문 받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경험을 이야

저 인간성을 어필하시오. 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학벌

기하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면 되겠소. 당신의 기지

이나 스펙 등 다른 모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소. 너

와 재치가 빛을 발하도록 평소에도 지우(知友)와 훈

무 완벽하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 옆에

련을 반복하시오. 우정에 금이 가는 부작용이 있을

서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

수도 있네만.

의 내용이 진실인 양 떨지 말고 자신 있게 내뱉으시

시오. 부족한 외모, 학벌, 스펙이 외려 빛날 수도 있
다는 것이오. 미소를 잃지 말고 똥줄 타는 모습은 최
대한 감추는 것이 포인트니, 평소에 잘난 친구 옆에
서 내공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오.

三. 須倨如我 수거여아
모름지기 그도 나와 같다는 거만한 생각을 함
가령, 평소에도 긴장하면 불시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른다거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오른다거나, 다
리를 방정맞게 덜덜 떤다면, 면접 자리에서도 (의지와 달리) 그럴 수 있소. 우황청심환이나 온갖 시답잖은 마인
드 컨트롤도 도움이 되지 않을 터. 이런 때는 ‘수거여아’, 즉 그도 나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떨지 않기 위
해 면접관을 당신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이오.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가다 만나는
옆집 아저씨라거나, 학교 선배라거나, 혹은 맞선(소개팅이라기엔 나이가...) 상대라 생각하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소. 이런 마음가짐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개팅을 많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 ‘소개팅’이야말로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며, 신뢰를 주는 말하기와 몸짓을 갈고닦으며 동시
에 남친, 여친까지 얻을 기회가 아니겠소! 실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이라 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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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自面省察 자면성찰
자신의 낯이나 살핌

六. 搖理補告 요리보고

우리는 본디 동방예의지국에서 나고 자랐기에 감히

시선을 흔들어 다스린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고함

건방지게 면접관느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

면접 도중 눈물을 흘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도성

고 인중이나 미간 같은 변방을 공략해 시선을 분산

안에 가득하오. 허나 꼭 압박면접에서만 눈물이 나

시키는 것이 예의라 배웠소. 그런데 면접관의 인중

는 것은 아니오. 면접에 오기까지의 지난한 세월과

에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뾰루지가 앙증맞

고생의 흔적이 불현듯 떠오르거나 가족 생각에 목이

게 솟아 있을 때, 면접관이 F1 노홍철을 능가할 만큼

메는 등 애아심(愛我心)이 넘쳐 자신도 모르게 눈앞

웃기게 생겼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은 뿌옇게 보이고 코는 시큰거리고 입꼬리는 처지며

면접관의 외모에 빵 터졌던, 터진, 터질 그대들은 모

목울대가 울렁댈지 모르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

두 경청하시오. 자면성찰, 즉 자신의 낯이나 살피시

지 않는 사람들이 있소? 여기 산증인이 있소. 내가

오. 면접관의 눈에 비칠 그대를 상상하시오. 마치 취

나의 증인이오. 지금도 왠지 잉크가 좀 번져 보이는

업 서당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배운 듯한 ‘김치’를 외

건 내 착각? 아무튼, 감성 넘치는 자들은 면접 중 자

치는 그대들의 입꼬리야말로 면접관을 배꼽 빠지게

신의 이야기에 심히 도취해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할 것이오. 부디 자면성찰하여 광명을 찾으시오. 면

있소. 아, 정말이란 말이오.

접에서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여기 그대 눈물 멎게 할 ‘요리보고’ 권법 좀 준비해보

않길 바라오. 면접 중 잘못 웃었다가 한동안 꽤 오래

았소. 눈 한 번 감으면 눈물 한 방울 떨어질 것 같은

울기만 해야 할지 모르오.

바로 그때, 시선을 바로 옆 면접관에게 향하게 하시
오.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어느새 그렁했던
눈물이 조금씩 메말라 갈 것이오. 또 주의할 것은 염
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오. 면접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목을 가다듬는 것은 괜찮소. 염소 목소
리로 ‘음메~’거리며 쭉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점수를 깎아 먹는 일이오.

五. 蹉破究利 차파구리
넘어지고 깨지기 전에 연구함이 이로움
질문 하나 해보겠소. 20대 여성의 흡연율, 어느 정도
일 것 같소? 20대 여성 4명 중 1명이 흡연자라고 하
오. 근래엔 학교 흡연구역이나 카페에서도 담배 피
우는 여성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이 여성흡
연자에게 관대하오. 허나 면접관이 흡연자인 여성에
게 흡연에 대해 묻는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
대, 평소 성격대로 쿨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것이오?
면접을 보는 회사의 문화를 충분한 조사할 것을 권
하오. 보수적인 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찌
해야겠소? 개인적 기호를 조금은 감추더라도 기업
의 문화에 맞춘 대답이 필요할 것이오. 자유분방하
고 진취적인 회사라면 어떠하오? 이건 그대와 주변
인의 판단에 맡기겠소. 아무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던 선조 말씀대로, 기업문화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뒷받침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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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解脫涅槃
後

해탈열반:
면접 후 상태를 치유하는 방법
박찬희 우연재 학생리포터 ufoxyg@naver.com

一. 元金回收 원금회수
면접에 들인 돈과 시간을 면접비로 일부 보상
받음
찝찝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서며 당신은 면접비를
받아들었을 것이오. 면접에 들인 돈과 시간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공돈이 생긴 기분이
오. 최대한 알차게 써 ‘그래도 뽕은 뺐다’는 생각이 들
어야만 하오. 녀성은 화려한 손톱손질을 받아보는 것
을 추천하오. 손톱의 각질 하나하나를 제거해주는 경
험을 한다면, 면접 중에 바닥을 친 자존감이 마치 공
주님이 된 것처럼 급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이오. 술을 마실 거면 어설프게 마시기보단 화끈하게
말이오. 면접 본 사실을 잊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좋

二. 復社血戰 복사혈전

은 거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기억하지

낙방한 기업에 원수를 갚기 위해 맹렬하게 싸움

않으면 되오. 대신 반복되면 술에 전 자네의 간이 면

만약 면접장을 나서면서 잠정적으로 탈락을 확신했

접 사실을 자네 대신 기억할지도 모를 일이오.

고, 그래도 혹시나 했던 합격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마시길 추천하오. 면접을 본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확인사살을 당할 것이오. 억울한 마음으로 복수를
꿈꿀 것이오. 여기 소심한 복수법이 몇 개 있으니 들
어보시오.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1인 불매
운동을 벌이는 방법이 첫째요. 다만 그 기업이 손전
화(핸드폰), 그림상자(텔레비전), 만물상자(컴퓨터) 등
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라면 불매운동 대신 당신은 무
인도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을 듯하오. 신세계연결망
(인터넷)으로 그 기업의 불만을 써놓은 글들만 골라
읽는 소심한 방법도 있소. 그러나 어디까지나 눈 가
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복수이니 자기 위안으로만 사
용하길 바라오. 방정맞게 엉뚱한 악성 댓글까지 달
았다간 취업은커녕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할 수도 있
을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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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就業鬪士 취업투사

五. 巧言譁追 교언화추

결과를 낙담한 이가 쇄신하기 위해, 독립투사
의 얼을 이어받아 취업에 뜻을 품음

교묘한 말로 쓸모없는 관심을 몰아냄

집에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연습해 간 질문을 날카

기 마련이오. 가뜩이나 순탄치 못했던 면접의 호불

로운 눈초리의 면접관 앞에서 또다시 버벅댔소? 아

호를 묻는 이들에겐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좋

니면 흥분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이 튀어

소. 우선, 이미 급제한 친구 아들의 이야기를 넌지시

나왔소? 당신은 주먹 쥐고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꺼내며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계신 어

를 외쳐야만 하오. 당신의 극적인 자기반성을 위해

머니껜 “소자는 이미 준비되었으나, 회사가 소자를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는 것을 추천하오. 일본 순사

품기에 너무 작아 꿈을 펼치기 궁색하였습니다”라

들의 핍박을 이겨내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소. 함께 공부한 서당의

열사들의 정기를 받아 매서운 면접관의 질문에 꿋꿋

선후배가 묻기 전에, 면책(페이스북)엔 “나는 넘어지

이 대답할 수 있는 기개와 배짱, 의지를 배워보는 것

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사

이 좋겠소. 독립기념관도 좋소. 독립을 맞아 기뻐하

람이오”라고 먼저 소식을 날리는 것도 중요하오. 그

는 선조들의 모습에 취업을 맞아 기뻐하는 본인과

것을 보고도 연락을 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연을 끊

부모님의 얼굴을 대입해보는 것이오. 본인도 모르게

는 것이 좋소.

그대 곁엔 결과를 그대만큼 학수고대하는 지인이 있

‘청년 취업 만세’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오. 태극기 대
신 합격 소식 받은 전화기를 들고 ‘청년 취업 만세’를
외치는 그날이 꼭 오리니.

六. 輪廻面接 윤회면접
끊임없이 보고 또 보며 반복함
이것은 이 비법서의 마지막 기록이오. 이 면접비책

四. 沈菜之甘 침채지감

의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모두 정독하고 실행했음

합격을 장담하여 김칫국을 마심

낙담하지 마시게나. 면접도 윤회와 같은 법. 돌고 돌

만에 하나 ‘오늘 면접은 무척이나 성공적이었으며,

고 돌다가 어느 순간엔 취업이라는 이름의 해탈의

장내엔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를 보는 그들의 눈빛

경지에 오를 것이오. 다만, 윤회만큼 오래 걸리지는

엔 확신이 보였다’는 생각이 든다면, 면접장을 나서

않기를 바라오. 이번 생에 바라는 바를 꼭 이루시오.

자마자 36개월 할부로 새 차를 뽑으시는 것이 좋겠
소. 이제부터 신입사원으로 탄탄대로를 달려나갈 그
대에게 허름한 자취방은 어울리지 않소. 풍수지리학
적으로 그대의 기를 충분히 살려줄 고대광실을 알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말 한 필과 집 한 채가 마련
됐다면, 이제 성현의 뜻을 받들어 반포지효를 시행
할 차례요. 백화점으로 달려가 그동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고생하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 하
나 사보는 것이 어떻겠소. 또한 항상 그대의 옆을 지
켜준 조강지처에게 근사한 저녁도 한 끼 대접해 보
시게나. 참으로 멋진 하루지 않소? 취업 결과와 다음
달 고지서가 조금 걱정은 되나 뭐 어떻소. 이번 면접
은 무척이나 성공적이었는데 말이오.

에도 다시금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필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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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
연애가

버겁다
대학에 처음 와서 놀러 다니다 보면 머릿속에 지역

경우, 자취를 포기하고 한 학기 2인실 월 37만 3000

별 공식을 장착하게 된다. 어디는 어디가 싸고, 어떻

원 꼴(입사 시 149만 2천원 전액 지불, 2012학년도

게 가야 하고, 이곳은 비싸니 작정하고 가야하고. 대

1학기 기준)의 민자 기숙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개 신촌, 건대, 강남은 비싸고 왕십리는 보다 싸며 신

경제적인 상황이다. 민자 기숙사의 가격이 비싸다는

림동, 인천은 싸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지역마다

세간의 논란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물가가 분명하게 다르다 보니 같은 대학생이지만 지

생활 물가도 마찬가지다. 같은 돈 비슷한 동선으로

역에 따라 생활의 동선도, 생활비의 높낮이도, 궁극

데이트를 할 때 인하대 주변에서는 배불리 먹고도

적으로는 생활의 질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남는데, 건국대 주변에서는 모자란다. 발품을 판다면

물가는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같은

야 아주 싼 곳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의 고수’들

시간, 같은 나라 심지어 같은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

이 된 고학년이 아니라 새내기 때라든지 처음 온 다

보다는 지대, 임대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

른 지역 대학생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주로 가는 코

국대, 신촌, 강남의 지대와 임대료는 신림동, 인천 인

스를 가기 마련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하대보다 높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가 차

당연한 말이지만,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소득이 다

이 그 자체는 정상적이다. 격차도 두드러진다.

른 것도 아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

생활비의 한 축을 차지하는 자취방 집값을 보면 적

이 지난 해 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용돈

나라하게 알 수 있다. 지난 해 12월 해당 지역에서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평균 44만8,000원으로 집계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공인중개사 3곳을 다니

됐다. 설문 응답자 중 40.5%가 지난 학기보다 용돈

며 원룸 월세 가격을 조사했다. 인하대 지역은 최저

지출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용돈 지출이 증가한 이유

가가 옵션(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기본적으로 제공

로 비싸진 물가(32.9%)를 1위로 꼽았다. 지역에 따

되는 생활필수품) 6개가 붙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라 비슷한 생활의 질을 유지하려면 용돈을 더 쓰거

22만원 반지하 원룸이며 최고가는 보증금 200만원,

나, 아르바이트를 더 뛰어야 한다.

월세 33만원인 풀 옵션 원룸이 나왔다.

대학가 물가 차에 따라 달라지는 대학생들의 속마음

반면 건국대 지역은 최저가 보증금 500만원, 월세

을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몇천원의 차이가 대

30만원의 옵션 4개 원룸이며 최고가는 보증금 1000

학생에게는 참 크다. ‘돈 없어서 연애 못 한다‘는 말

만원, 월세 60만원의 옵션 5개 원룸으로 나타났다.

이 엄살이 아니다.

비싼 물가로 더치페이로도 연애가 부담스러운 지경이다.
그런데 같은 대학생이라도 체감 물가 차가 크다. 두 대학
가를 지정해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봤다.
편집 정문정 기자 moon@naeil.com

오피스텔과 투룸 이상은 제외한 가격이다. 건국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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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커플 A. 교양수업 팀플에서 만나 200

찬까지 나와. 게다가 보쌈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리

일 넘게 연애 중이다. 둘 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식

필 된다는 사실. 그 외에도 웬만한 백반 집에 들어가

비가 데이트 비용의 90%이상을 차지한다. 과제와

면 둘이 합쳐서 10,000원 이하로 먹고 나올 수 있어.

시험으로 바쁜 학기 중에는 주로 학교 주변에서 데

우리 학교 주변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서울로 학교

이트를 하는 편.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공강 시간

를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학교 식당에

에 커피 마시는 것이 주된 데이트 코스. 데이트 비용

서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밥을 먹었을

은 거의 반반씩 부담한다. 거의 매일 만나기 때문에

때 기본으로 1만 5000원은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지갑 사정

메뉴를 고를 때마다 스트레스라고. 반대로 매번 메뉴

을 이해해 준다. 다행히 학교 주변에 저렴하고 괜찮

를 고를 때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우리 먹보 커

은 밥집, 술집이 많아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기에 무

플. “오늘은 뭔가 바삭하고 기름진 거 먹고 싶어.” 라

리는 없다.

는 남자친구의 말에 점심은 후문 ‘인하 돈가스’로 결
정했어. 이곳 돈가스는 엄마가 만들어준 것 같은 친
근한 맛이 일품. 밥도 손바닥 넓이만큼 잔뜩 퍼서 주

점심
돈가스 3,000원 + 치즈 돈가스 3,500원 =
6,500원

셔. 치즈 돈가스를 먹고 싶다면 500원만 추가하면 되
고. 웬만한 돈가스 집에서는 하나도 못 시켜 먹을 가
격으로 두 명이서 배불리 먹고 나올 수 있으니 좋아.
남친님아! 점심은 내가 쏠 테니 넌 커피를 사라!

우리 학교 주변에는 정말 저렴하고 맛있는 밥집들
이 많은 것 같아. 자주 찾는 밥집 중에 ‘정일품’이라
는 보쌈 정식집이 있는데 거긴 한 명당 4,500원 만
내면 보쌈, 김치찌개, 쫄면, 김치전 그리고 기타 밑반

커피
아메리카노 1,000원 + 바닐라라떼 1,800원 =
2,800원
커피는 ‘인하 돈가스’ 다음 골목에 있는 ‘노노레타’에
서 마시기로 했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제외하면 우
리 학교 주변의 개인 카페의 커피 값은 정말 저렴한
편이야. 거의 모든 카페에서 1만원이면 아메리카노
를 마실 수 있고 라떼류나 생과일 쥬스도 2000원 내
외로 가능해. 보통 이야기할 공간이 없어서, 공강 시
간을 때우려고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겨
우 한 두 시간 이야기 하려고 한 잔에 4,000원이 넘
는 커피를 먹는 건 부담스러워. 맛도 비싼 체인점 커
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분위기도 더 좋다구.
커피 두 잔을 시키고 구석에 자리 잡은 우리 커플.
셀카도 찍고 새해 계획도 세우면서 공강 시간을 알
차게 보낸 후 남친은 수업 들으러, 나는 도서관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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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크리스피 치킨 8,000원 + 맥주 500cc 2,500
원 + 맥주 500cc 2,500원 = 13,000 원

간식
트럭 떡볶이 2인분 = 5,000원
그냥 헤어지긴 좀 아쉽고 겸사겸사 매콤한 음식도

치맥을 사랑하는 우리 커플. 오늘도 공부하다 말고

땡겨서 후식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 2인분 시

도서관에서 나와 치킨을 먹으러 갔어. 우리 학교

켰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다 먹느라 배가 빵빵해졌

주변에는 한 마리에 1만 5000원부터 1만 8000원

어. 소화도 시킬 겸 집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는 멋

하는 비싼 프렌차이즈 치킨 말고도 특성화된 치킨

진 내 남자친구. 바쁜 와중에도 ‘자기 할 일 하면서’

집이 많아서 좋아.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을 때

하루 종일 이렇게 꼭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는 ‘착한’가격(프랜차이즈인데도 지역마다 가격이

좋아.

다르더라)에 맛까지 깨끗한 ‘썬더치킨’으로 가고 전
기구이 통닭이 먹고 싶을 때는 ‘닭살부부’로 가. 오
늘은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러 ‘썬더치킨’으로. 사랑
하는 애인과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며 마무리하는
하루. 작지만 확실한 행복임에 틀림없어.

점심 + 후식 + 저녁 + 간식

27,300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치맥 하고, 떡볶이까지 풀
코스로 먹은 데이트 비용은 총 26,800원. 점심부
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데이트했다는 것을 감
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잘 먹은 것 같아. 화려한
데이트 코스는 아니지만 학생 커플이 다들 그렇지
뭐. 다른 학교의 캠퍼스 커플에 비하면 우리 학교
는 주변 물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자금에
쪼들리지 않고 하루 3끼 먹으며 데이트할 수 있잖
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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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물가,

연애는
사치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의 한 캠퍼스 커플. 사귄 지는 한
달 남짓, 이제 알콩달콩 사랑을 꽃피워야 할 시점이
지만 돈이 발목을 잡는다. 그나마 값비싼 문화생활
보다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건 다행이랄까.
공대 커플이라서 과제와 수업에 치이다 보니 아직
학교 밖 멀리 데이트를 나간 적도 없다. 비싼 물가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1:1로 분담해
서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지만 코스는 굳어
져 있다.

점심
돈가스 정식 6,000원 x 2 = 12,000원, 1,000
원 할인해서 11,000원
오늘도 건국대 후문에 있는 돈가스 집 ‘짱돈가스’에
왔어. 맛도 좋고 가격 대비 양도 적절해 자주 찾는
곳이긴 한데,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여친이 조금 물
려 하는 거 같아.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닭볶음밥 전
문인 ‘샘터골’이나 라면사리 무한리필이 되는 부대
찌개 가게, 한식당 ‘우리식당’을 갈까 하다가 여길 왔
지. 내가 신입생 땐 쾌속 배달되는 일감호 제육볶음
과 자웅을 겨뤘는데. 메뉴가 여러 가지 있고 4,500원

건국대에선 YES?

돈가스부터 먹을 수 있지만 양도 적당하고 많이 나
오는 정식을 고르는 게 좋겠지? 못 먹었던 것도 먹
어봐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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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 후식 + 저...녁?

28,000원
과 동기들끼리 치맥을 먹으러 가려고 했지만, 포기
했다. 주말에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면 좀 조여야할 것 같아서다. 가장 싼 후
문에서 치맥을 먹어도 각출하면 1인당 5000원 정
도는 내야 하니까. 건대는 그래도 싼 코스와 비싼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원한다면 이것보다 더 싸게
놀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미 매번 그래 왔는걸.
다른 분위기 좋은 곳도 있는데 싼 곳만 가자고 하
기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다. 그렇다고 더 싼
곳으로 나가자니 너무 멀고 수업은 많고. 그래. 그
냥 일을 더 하자. 일!

후식
커피 1잔 5,500원 * 2 = 11,000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으려고 건대입구 ‘최가커피’

의 거리 쪽으로 가게 차려서 나가셨지. 거기가 제

를 갔다. 여긴 좀 좁지만 아기자기해서 연인들이

일 맛있었는데 다른데도 괜찮으니까 뭐. 다만 단점

자주 오는 곳. 사장님이 커피 원두를 직접 분류하

은 여긴 사람이 너무 많어. 둘이서 같이 먹고 싶긴

시고 좋은 커피를 내는 곳으로 유명해. 바로 앞 ‘커

한데 좀 부끄럽달까? 떡볶이 2인분을 시켜놓고 보

피마켓’이 넓어서 스터디나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니 나눠먹기에는 좀 부족하다 싶다. 우리 둘이 워

그쪽으로 가지만, 데이트 할 때는 ‘최가’가 좋지. 그

낙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여친도 오뎅을 더 먹

런데 내가 커피 산다고 호기를 부린 게 잘한 짓일

을까 튀김을 추가할까 고민하는 거 같다. 빨리 과

까? 메뉴판을 보니 좀 걱정되긴 하다. 밥 한 끼 가

외를 더 구해야겠다.

격보다 커피 한 잔이 더 비싸니 이 일을 어쩔까나.

김정현 김혜원 학생리포터 gsstrom@konkuk.ac.kr
Photo 배승빈 양태훈 학생리포터

하지만 이 주변에 널리고 널린 프랜차이즈들도 사
실 다 가격이 비슷비슷하다. 크흑. 고르기 힘들 때
고르는 오늘의 커피를 고르니 케냐AA 커피가 두잔
나온다. 값은 11000원. 이번 주는 1일 1식이다.

저…녁?
떡볶이 1인분 3,000원 * 2 = 6,000
교수님이 잘 가르치셔도 산학협동관에서 대형 강
의 교양수업을 듣는 강의실은 푹신한 의자 때문에
너무 졸리다. 낮에 먹은 게 벌써 소화가 다 됐는지
배가 고프다. 가까운 건대입구역 근처로 나가서 포
장마차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겠다. 건대입구역 앞
에는 정말 가게가 많다. 가격도 균일하다. 1인분
에 3000원. 한 집은 여기서 성공해서 얼마 전에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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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납부제’로 예산 없는 「연세춘추」 백지 호외 발행
료 의무 납부가 폐지되면서 올해 1학기 신촌캠퍼스
학생의 17.9%만이 구독료를 낸 것이 원인입니다. 연
세춘추는 “백지 호외는 예산 지원을 외면하는 학교
에 항의하는 뜻을 담았다. 연 8억원의 예산 중 5억원
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취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아니다. 모바일 신문 등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예산이 필요해야 가능한 일인데 학
지난 11일, 연세대 학보 연세춘추가 1면을 백지로

교에서는 이런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호외를 냈습니다. 연세춘추 측은 이날 ‘정론직필 기

했습니다. 이에 연세대 측은 “한 학기동안의 준비과

치 꺾는 연세대에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연세

정을 거쳤으며, 이미 지난 해 연세춘추에 통보했다”

춘추가 고사위기에 놓였다. 경영난에 부딪혀서다”라

며, “등록금 인하 등 사회적 분위기와 긴축재정 현

고 밝히며 “연세춘추비 선택납부제로 인해 학내 사

실을 고려하면 예산 전부를 지원하기 어렵다. 연세

회의 공공재로 기능하는 학보의 운영 예산이 대폭

춘추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교과부의 정책에 적

줄었기 때문”이라며 “학보사 자체의 존재가치를 무

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시하는 학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세

말했습니다. 정세윤 연세춘추 편집장은 인터뷰에서

춘추 지도 교수 2명은 11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학보의 존재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

이 사건은 올해부터 잡부금과 등록금을 분리해 받으

가 있다”고 말하며 학교와 계속 추후 계획을 논의중

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연세춘추 구독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주의 대학가 이슈 중 화제가 된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상반된 느낌의 큰 이슈가가 다 한 학교에서 일어났네요.
정문정 기자 moon@naeil.com 김명진 학생리포터

신생 ‘치킨 동아리’ 일주일만에 200여명 몰려
연세대에 병맛스런 치킨 동아리가 생겨 화제입니다. 신

습니다. 또 다른 창간 멤버 노현우(경영학 09)씨는 “왜

촌의 치킨집을 돌며 함께 치킨을 먹는 활동을 하는 ‘피

하필 치킨이었냐”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닉스’는 ‘친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프리하게 유럽식

치킨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_-; 치

으로 운영된다’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지난 4일부터 신

킨 동아리의 오리엔테이션은 가입자가 쇄도해 오프로

입회원을 모집했습니다. 1주일 만에 200여명의 회원이

하지 못하고 지난 13일 온라인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

몰리면서 저마다 치킨에 대한 무한 애정을 뽐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기동안 치킨이 먹고 싶을 때마다

동아리 창간 멤버 4인 중 한 명인 권순환 회원(경영학

번개를 하면서 맛을 평가하는 매거진을 낼 계획을 세우

09)은 “회장 등의 직책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 기존

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동아리의 수직적 문화를 지양한다”고 말하며 “지난해부

별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권순환씨는 동아리의 인기

터 친구들끼리 모여 치킨을 먹다가 사람들을 더 모아서

이유에 대해 “우리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모습에 호감을

치킨을 먹어보자”는 의도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말했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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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을 잊는 개강 파티!?
설렁설렁 개강 첫 주를 보내고 나니 책상엔 과제가 산더미로 쌓여만 간다. 한량처럼 즐겼던 방학생활이 눈 시리도록 그립지만 돌아갈 순 없다. 혹자는 그랬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
라. 선배님께선 이런 우리를 위해 ‘개강 파티’란 문화를 친히 만들어 놓으셨다. 파티 기분을 한껏 내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어느새 종강날이 훌쩍 다가와 있을 테다.
전아론 기자 aron@naeil.com Photo 배승빈 프리랜서

for

마음껏 고르고 마시고 드러눕고

빅스트릿 bigstreet

Girls
+
Boys

김재연 학생리포터 thumbsis2@naver.com

가는길 건대입구역 2호선 1번 출구 우측 연결 통로
연락처 02-469-7777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5시

남녀 가릴 것 없이 우르르 몰려가 전우애를 불태우며 한잔 쭉 들이키기 좋은 곳이 있다. 건대입구역 1번 출
구를 나서자마자 이리 오라 손짓하는 빅스트릿이다. 밖에서 꼬장 부리지 말고 안으로 들라는 빅스트릿의 내
부는 여러 테마로 꾸며져 있어 골라 앉는 재미가 있다. 그중 가장 눈을 사로잡는 것은 파출소다. 술과 파출
소, 상극인 것 같지만 묘하게 잘 어울린다. 어쩐지 안도감마저 든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복을 입은 직원들은
‘이미 유치장 안에 들어와 있으니 맘 편하게 마셔’하고 음흉한 미소를 띠운다. 건네는 메뉴판엔 퓨전 레스토
랑답게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있다. 주먹밥, 떡볶이와 같이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제철 꼬막으로 만든 신선한
꼬막 무침과 치즈를 얹은 순대, 부드러운 폭립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이 내외하지 않고 만났다. 화덕에서 구워
진 덕에 기름기가 쪽 빠진 고르곤 졸라 피자와 그에 발라 먹는 꿀은 달짝지근하게 입안을 달래주고 소이치
킨의 짭짤함은 숙주나물과 한데 어울려 입맛을 살려준다. 맵싸한 해물떡볶이 한입 베어 물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로 생각난다. 이렇듯 정감 있는 음식엔 적당한 술이 필수다. 이에 스페셜 리타, 라이스 리타, 소주 리

본 쿠폰을 지참하고
<빅 스트릿>에 방문하는 대학생들에게

하다 싶을 땐 빅스트릿 술고래 타임이 제격이다. 와인과 맥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어 나도 모르는 새에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애주가가 되는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빅스트릿에 들어온 순간 이미 취객으로 파출소 의자 위에 드러누

2013년 3월 31일까지

타, 리타 삼총사가 우릴 반긴다. 제법 달달해 목 넘김이 깔끔하다. 물론, 명색이 개강파티인데 리타로는 부족

운 셈이니 눈치 보지 말고 이 청춘 불사르자. 개강 파티 사진을 빅스트릿 페이스북에 올려 가장 많이 ‘좋아
요’를 받은 단체에게 MT 비용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체크하도록. 1등 상금이 무려 50만원이다.

63

남자, 캠핑을 떠나다.

아임캠퍼 I’M CAMPER
박준상 학생리포터 amuronae@naver.com

가는길 상수역 4번 출구로 나와서 합정방향으로 100m 직진.
연락처 02-334-0770
영업시간 오전 11시 ~ 새벽 2시. 연중무휴.

for

Boys

TV속 연예인들이 힐링한다며 캠핑을 떠나는데 나도 못
떠날 이유가 없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용기가 조
금 모자란다면 여기를 찾아가보자. 비록 우중충한 남자
들끼리의 모임이라도 마냥 즐겁다. 캠핑이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유형’
에 대해 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1위는 바로 ‘고기
잘 굽는 남자’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개가 끄덕여
진다. 원빈이나 현빈이라도 고기 잘 굽는 남자 앞에서
는 제비 새끼처럼 입을 앙앙 벌리고 고기 한 점을 기다
려야 할 것이다. 고기 잘 굽는 남자, 그들의 카리스마
는 독보적이다. 고기 잘 굽는 남자가 되기 위해선 어찌
해야 하나? 꾸준한 연습과 숙달이 필요하다. 고기 잘
굽게 해주는 학원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홍
대 근처 상수역에 위치한 아임캠퍼로 가면 된다. 바비
큐 도구를 비롯해 버너며 텐트며 당신을 진짜 인기 있
는 ‘상남자’로 만들어줄 도구들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
다. 아임캠퍼는 전국 20개 정도 되는 캠핑 컨셉 레스토
랑 중 최초로 만들어졌다. 캠핑 경력 15년의 베테랑 사
장님이 직접 이곳저곳에서 공수한 캠핑 아이템으로 가
게를 멋들어지게 꾸몄다. 훈연으로 구워져 기름기가 쫙
빠지고 한층 더 쫄깃해진 돼지목살 바비큐(3인set 3만
5000원)나 요즘 인기 폭발의 짜파구리(2인분 7000원)
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4월 중에는 테이크아웃이 가능
한 피크닉 세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봄나들이 가기
전에 꼭 들려야 할 IT플레이스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
상남자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는가? 생고기 앞에서 마
치 꽃게나 가재처럼 집게질을 잘하고 싶은가? 어여쁜
학교 후배들에게 타지 않은 고기를 마음껏 선사하고
인기를 얻고 싶은가? 그런 남자, 손에 손을 잡고 아임
캠퍼로 모여라! 캠핑의 대가들이 당신을 진짜 남자로
거듭나게 만들어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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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단장하고 내숭 떨며 차 한 잔

에이티폭스 a;t fox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가는길 홍대입구역 8번 출구로 나와 골목을 돌고 쭉 직진, 새마
을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또 직진, 커피프린스 거리를 올라가다
보이는 연두 빛 건물 1층
연락처 02-333-6512
영업시간 오전 12시~오후 11시

새내기 때는 화장술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다. 얼굴은 무조건 하얗게, 입술은 무조건 빨갛게 물들였던
10대 화장에서 벗어나 이제 진짜 마법을 부릴 때. 잡지나 뷰티 프로그램에서 본 화장을 따라해 보지만 비뚤한
아이라인은 어설프기만 하다.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이면 시간이 없어 대충 얼굴에 아무거나 펴 바르고 등교하
기도 한다. 이런 날,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고수들만이 가능한 스킬이고, 근처 스트
릿 숍에 들어가 화장을 고치자니 진상 손님으로 낙인찍힌다. 화장이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법.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안성맞춤 플레이스가 등장했으니, 바로 ‘a;t fox’, 화장품 가게와 커피숍이
합체한 여성스러움의 완전체이다.
영국에는 오후 2시~4시경에 에프터눈 티를 마시는 문화가 있다. a;t fox는 이러한 영국식 차 문화를 표방하며
홍차, 자소엽, 귤피로 만들어진 각종 티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오리지널 티와 쿠키, 수제 쨈을 함께 선보인
다. 씁쓸하고 맛없는 홍차가 아닌, 상큼한 에이드 같은 홍차, 아기자기한 컵케익과 보기만 해도 배부른 3단 플
레이트 디저트는 여심을 흔든다. 달콤함에 취해 눈을 돌리면 a;t fox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다. a;t
fox에서 선보이는 화장품은 유기농 농가와 계약하여 재배한 잎차(자소엽), 홍차(다즐링), 과일차(귤피)를 원료
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세 가지 라인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각 라인 별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클렌
징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요긴한 건 파우더룸이다. 카페 안에 여성 전용 파우더룸이 있다니!
심지어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파우더룸 이용이 가능하다. 여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www.atfo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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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

한 잔 하세요

이혜인 학생리포터 whhi614@naver.com
photo 이정호 학생리포터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오 고 한동안 인도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
했다. 인도 사람들의 해맑은 미소도 그립고, 인도 특유의 향신료 냄
새도 그립고, 무엇보다 계피 향 가득한 인도 전통차 짜이가 그리웠
다. 그렇게 인도앓이를 하다, 학교 한 켠에서 작은 인도를 발견했다. 이
화여대에도, 동국대에도 짜이집이 있으니 지나가는 길에 들러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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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자기

이화여대

작은 짜이집

인도로 봉사를 갔다 온 이화여대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
온 후 평소에도 인도 아이들을 생각할 방법이 없을까 고
민하다가 문을 연 짜이집. 짜이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동안만큼은 인도 아이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이혜인 학생리포터 whhi614@naver.com photo 이정호 학생리포터

다

른 짜이집과 차별화되는 이대 짜이집만의 특
성이 있다면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양파, 감자, 카레 등 각자 재료를 가져와서 카레 파티
를 열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병으로 만든 저금통을
드려서 예쁜 저금통 디자인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어
요. 나중에 그 저금통에 동전을 꽉꽉 채워서 기부해

행정학10 이.강.민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또 학교 축제 때에는 소
소하게 플리마켓을 열기도 해요. 옷, 신발, 화장품 등

광고홍보학11 이.목.혜

을 기부받아 판매하는데 반응이 좋아요. 가끔은 인도

사회학11 이.은.별

전통 발효 요구르트 라씨를 판매하기도 하고, 홍차

환경식품공학부12 김.민.지

향이 나는 짜이 쿠키를 만들기도 해요.(웃음)
품 하나하나가 더욱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저

이

희끼리 디자인 공모전을 하기도 하면서 계속

음 학기부터 도입할 계획이에요. 오렌지 나무 디

해서 짜이집을 더욱 예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자인의 카드에 오렌지 모양 도장을 찍어드려서 짜

있어요. 짜이집 식탁보도 동대문에서 직접 천을 떼

이 한 잔 서비스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생각이랍니

다가 만들었어요. 오렌지가 그려진 홍보 패널은 어

다.(웃음) 또 지금 제대로 된 동아리방이 없는데, 저

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회의를

희만의 공간이 생긴다면 상설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

해서 제작했어요. ‘500원이면, 인도 아이들에게 영

하고픈 꿈이 있어요. 인도에서 가져온 온갖 소품으

양식 오렌지 세 개’ 아기자기한 판넬로 저희의 활동

로 예쁘게 꾸며서, 공강 시간에 누구나 와서 편하게

메시지를 한눈에 전달해드렸더니, 더욱 많은 분들이

앉아서 짜이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

찾아주시더라고요.

고 싶어요.

대 짜이집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단

소

골손님들을 위해서 짜이 마일리지 제도를 다

행정학11 박.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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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동국대

작은 짜이집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짜이 드시고 가세
요” 외치는 동국대 짜이집. 8년째 동국대 학생식당 앞
에서 차를 나눠주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성금으로 인도의 불가촉천민 마을이나 필리핀,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이티에 있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고 있다고.
김혜원 학생리포터 khw618@naver.com photo 이정호 학생리포터

지

금 돕는 인도의 아이들을 직접 보러 갈 기회
도 있나요? 원래 방학마다 갔었어요. 여름에는

필리핀이나 몽골, 겨울에는 인도 이렇게. 그러다 작
년에 본부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 년 반 동안 못
가고 있어요. 내년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해외
봉사를 갈 때,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짜이집 포스
터를 붙이는 등 홍보를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과

기계공학 07 구.민.섭

함께 가요. 같이 다녀와서 그 계기로 짜이집 활동을

사회학 07 이.정.호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행정학 07 김.정.헌

가

마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것 자

않고 차만 드시고 가셔도 정말 기쁜데 어려워하시더

체로 짜이집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모

라고요. 이 지면을 보신다면 저희 있을 때 편하게 오

금 활동은 외부에서만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희

셔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해치지

는 ‘당신 삶의 쉼표’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 문화도 알

않아요.(웃음) 저희가 다 고학년이라서 저희가 졸업

리고 차 한 잔의 여유를 갖자는 거였는데, 모금함이

하면 계속 이어서 해주실 분이 아직까지 불투명해요.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편한

스펙이 되지 않는다고,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기부도 중요하지만 봉사에 대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학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한 거리낌을 없애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

한 달 전부터 모금함을 치웠어요. 모금함 없이 편하

겠어요. 낭만적인 대학생활. 같이 해요 우리.

격을 딱히 정하지 않은 기부에 의존하는 이유
가 있나요? 저희는 꼭 기부를 받지 않더라도

게 대화하고 차 마시니까 손님들과 더 가까워 진 것
같아요.

지막으로 짜이집 예비 회원분들 또는 짜이집
손님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기부를 하시지

영어영문학 07 임.천.묵
법학 09 조.정.한
법학 09 박.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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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CAREER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Photo 황유정 학생리포터

겪을 만큼 겪어본 멘토들이
귀띔해준 공모전 실전 ABC

공모전 기획
●초보를 위한
<우리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

●내게 맞는 공모전 찾기
●공모전 준비하기
실전 노하우
●마케팅/광고 공모전
수상작 분석법
헝그리 정신, 맨땅에 헤딩,

첫째도 팀, 둘째도 팀, 셋째도 팀워크

무식하게… 통한다!
멘토들이 공모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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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 없는 영광은 없다. “공모전 주제에 관한 전

꼽은 것은, 팀의 구성이었다. 특히 팀원들의 ‘열정의

문지식이나 마케팅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주제 관

강도’가 같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다음이 팀원

련 책과 PR 책을 근처 도서관에서 모조리 빌려 읽

간 역할 분배다. 한 명은 통계 수치를 잘 읽고, 다른

었습니다. 구글링으로 관련 논문도 찾아 다운 받고

한 명은 해당 산업에 대해 잘 알면 시너지 효과가 난

프린트해서 다 읽고 기획서를 썼습니다.”

다. 누군가 빼곡하게 적은 메모 수첩을 보고 아이디

윤희정 멘토의 경우, 공모전에 관한 조언을 구해오

어를 툭툭 던질 때, 다른 사람이 꼼꼼하게 정리하면

는 후배들에게 딱 한마디를 남긴다. “‘제출하고 보

환상적인 팀워크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듣는 상대방은 팁이나

“공모전을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리고 아이디어가 충

특별한 조언을 기대했었기에 이 대답에 실망을 하

돌하는 경우가 꼭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칫 잘못해

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되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냐하면 처음 도전할 땐 큰 열정과 포부로 시작합니

같아요. 하지만 이런 충돌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

다. 그러나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

웃풋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견 차이

다 보니 끝까지 그 열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를 건설적인 토론으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은 힘들지

종종 봤습니다.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열정을 포

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정재준 멘토)

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제출하면

차승은 멘토는 “툭 던진 아이디어가 팀원끼리 얘기

서 느끼는 성취감이 제가 해주는 말 몇 마디보다 크

하면서 멋지게 발전했던 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쳤다”며 팀 참가를 추천하기도 했다. 한편, 윤희정

공모전 세계에 입문한 여러분은 ‘하면 된다’로 시작

멘토는 2012년 헌혈 공모전 아이디어 기획서 부문

해 ‘되면 한다’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에 개인으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과정

✽윤희정 멘토가 말하는 <공모전, 개인 참가도 가능

1단계 팀 모으기―2단계 공모전 타깃 분석―3단

한 이유는?>

계 수상작 분석―4단계 주제 선정―5단계 자료조

1. 교수님, 선배님, 동기, 후배님, 가족, 친구 등의 소

사―6단계 롤 정하기―7단계 아이디어 회의―8

중한 피드백

단계 제안서 워드판 작성(후 피드백)―9단계 최종

2. 더 큰 훈련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당연히

PPT 제작―10단계 피드백―11단계 수정―완성

혼자서로 할 수 있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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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똥찬 아이디어? 치밀한 자료조사?
수상작 분석부터
“첫 공모전 도전이라 아무것도 모를 때 공모전에 대
한 감을 잡는 데 수상작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
다. 기획서 공모전을 처음 준비할 때 기획서 수상작
을 100개까지 모아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도 많
이 만나봐야 보는 눈이 생긴다는 말처럼 많이 보다
보니 보는 눈이 생기고, 그중에서 훌륭하다고 생각
되는 기획서는 필사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희정 멘토)

공모전 기획 인터뷰에 응해준 11명의 멘토들 모두
위의 과정을 거쳤다. 이들의 수상작 분석에 관한 공

INFO

공부! 자료! 아이디어!

어

디

서

?

?

?

통된 조언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OOK - 쉽게 읽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피와 뼈와 살이 되는

✽수상작 분석법
1. 대충 훑어보고 섣불리 평가하지 말 것: 작성자
의 입장에서 “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썼

『삽질정신』 박신영 지음, 다산북스 펴냄

지?” “왜 여기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를 질문

『보랏빛 소가 온다』 세스 고딘 지음, 재인 펴냄

하면서 철저히 2～3회 분석하고 난 뒤, 분석한 수상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박웅현 지음, 알마 펴냄

작을 자신의 작품인 듯 발표해볼 것.

『마케팅 불변의 법칙』 알 리스 지음, 비즈니스 맵 펴냄
『포지셔닝』 알 리스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

2. 수상작을 정답이라 여기며 카피하지 말 것: 분석
을 카피로 오해한 초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
수.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자신만의 출품작을 낼 수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정재윤 지음, 마젤란 펴냄
『로지컬 씽킹 : 맥킨지식 논리적 사고와 구성의 기술』 테루야 하나코 지음, 일빛 펴냄
『생각의 탄생』 미셸 루트번스타인 지음, 에코의 서재 펴냄
『트리플 미디어 전략』 요코야마 류지 지음, 제일기획 펴냄

있는 방법.
3.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수상작을 분석할
것: 역대 수상작을 ideafestival.cheil.co.kr에서 공개
하고 있다. 수상작들을 분석하다 보면 ‘기획서 공모
전 형식의 기본’을 가장 잘 쌓을 수 있다. 광고 매체
다양화를 반영해 기존 제일기획 광고대상에서 ‘아이
디어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 수상 부문도 통합. 참
가할 경우 실제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주제로 주어져
업계의 방향, 현재의 트렌드까지 배울 수 있다.

주니어 멘토/윤희정(한세대 광고홍보학, 2012년 헌혈 공모전 아이
디어 기획서 부문 대상, KOBACO 장학생 선발, 이제석광고연구소
재능기부센터 우수회원상), 정재준(숭실대 경영학, 제32회 제일기
획 광고대상 기획 부문 동상, 제13회 전국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제1회 창조캠퍼스 IDEA AWARDS 대상 등), 차승은(성균관대 경
영학, 제8회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상 팀장), 박건희
(중앙대 광고홍보학, 제33회 제일기획 광고대상 기획 부문 은상),
김강렬(수원대 경영학, 한화생명 콕콕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육진아 기자 yook@naeil.com 도움 신경혜 멘토

DATA - 못 찾겠다고 하지 말고, 머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통계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리서치 자료
제일기획 사보 등 업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기업 보고서
주제 관련 논문
해당 산업 트렌드 보고서
투자회사 보고서
권위자의 인터뷰
DMC리포트 www.dmcreport.co.kr

IDEA – 마술 부리지 말고, 수다부터 떠세요
1. 영화, 만화, 신문, 뉴스, 드라마, 예능, 기업 캠페인 사례 등 모든 소재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
고 공감을 만드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즐기
는 것, 그리고 항상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감동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이디어
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
2. 공모전을 할 때는 항상 그 브랜드만을 생각한다. 내가 학교를 다니는 중이면 수업의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인턴을 하는 중에도, 게임을 하다가도, 길거리를 지나다 뭔가를 보더라도
연관을 시켜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서로 살을 덧붙이면서 조금씩 다듬

캠퍼스 안팎의 모든 커리어 정보와 진리를 이곳에서! 최고의
주니어 멘토와 아웃캠퍼스 신대장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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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CAREER

6

TIP

공 모 전

1 1 단 계

꼼꼼 조언

1

팀 모으기
✽리더/카피라이터/디자이너/자
료 수집 등의 기본적인 롤에 맞는
팀원들을 찾는다면 더 좋은 팀을
구성할 수 있을 것.

✽주제 선정 후 동의하는 팀원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5

Start

2

공모전
타깃 분석
✽멘토 중, 공모전 목적/타깃의
라이프스타일 및 숨겨진 니즈/심
사위원/결과물 향후 사용 계획 등
공모전 분석을 가장 중요하다고

4

자료조사
✽단순히 해당 브랜드만 조사하
는 것이 아니라 산업군으로 폭을
넓히고 시장 트렌드, 연구 분석
결과, 인터뷰 등을 다양하게 조
사.(앞 페이지 박스 참고)

✽무조건적인 서치보다는 목표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주제가

주제
선정하기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 고민해보
고 그 방향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서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자료 서치를 하면서 자연스럽
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데, 이

✽단순히 마음에 드는, 하기 쉬운

때 주의할 것은 자료 검토는 모두

주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 팀원이 찾은

지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

자료를 발표 형태로 그냥 듣기만

치를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

하면 인사이트에 도달할 수 없다.

조언한 사람도 많았다.

한 윤곽을 대략적으로라도 잡아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문서는

✽공모전 공모 요강, 접수 시 받

보자. 그중에 괜찮은 것을 최종

웹 상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실시

았던 팁 등을 모아 ‘초심 프린트’

과제로 선정하여 뼈대를 다듬어

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를 만들어놓고 기획서 제작 중간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 PPT파일과 같은 자료도 폴더

중간 참고해야 ‘산으로 가는’ 경우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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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

✽공모전 고수일수록 참고자료
양이 많다.

수상작 분석
✽리더/카피라이터/디자이너/자료 수
집 등의 기본적인 롤에 맞는 팀원들을

✽정재준 주니어 멘토는 공모전
자료를 공유해주겠다며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jjunn22@naver.
com

찾는다면 더 좋은 팀을 구성할 수 있
을 것.

✽주제 선정 후 동의하는 팀원을 모으
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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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롤 정하기
✽주의, 롤을 처음부터 잡고
시작하게 되면 스스로 그 롤이
라는 틀에 의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만날 때마다 조금
씩 다른 역할을 하면서 팀플을
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7

8

아이디어 회의
✽계속 자리를 이동하면서 할 것. 한 장소에만 있
으면 아이디어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아이디어가 막히는 순간 가차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
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 초반에는 당연히 어설프

워드작성
✽PPT가 아닌 워드파일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논리 흐름을 한 장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 이때 피드백
을 한 번 받는 것이 중요하다. PPT 디
자인까지 작성한 후 피드백을 받으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수정이

각자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고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만 나오기 마련이다. 이

난감해질 수 있다.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롤이

럴 경우에 ‘말도 안 돼!’ ‘그런 건 안 돼!’라고 끊기

✽신경혜 멘토의 자신만의 논리적인

정해지는 것이 이상적.

보다는 과제의 방향성에 맞추어 어떻게 보완할 수

흐름 잡기 방법!

✽서로 작업할 일정을 계획을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1. 외부환경 분석→내부환경 분석→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 많은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타깃 설정→전략 제안→효과 분석

것을 한꺼번에 하는 대학생들

✽처음부터 힘 빼면 나중에 지쳐서 마무리를 못

2. 환경 분석→문제점 도출→원인 도

의 특성상 일정 조율 과정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화하고 떠들

출→해결책 제시→효과 파악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고, 아이데이션 하면서 팀원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3. 환경 분석→새로운 아이디어→아

할 수 있다.

것이 중요하다.

이디어 적용 방안(타깃 분석 포함)→

✽그럼에도 아이디어는 튀어야 한다.

효과 파악

10

✽자세한 내용은 앞 페이지 참고.

피드백

Finish

✽멘토 다수가 이 단계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완성

✽일단 작품을 완성하면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공모전을 많이 수상한 선
배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교수님,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의 실무자

최종
PPT 제작
✽공모전 PPT 디자인은 그 목적에 충

분에게까지 출품작을 보여주며
피드백을 구한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크리틱 받
는 것도 꽤 괜찮다. 오히려 주변
지인들이 더 객관적으로 보는 눈
이 있다.

실하고 유용한지가 중요. 단순히 ‘예쁘
다’에 목적을 두어선 안 된다.

✽브랜드의 상징 색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색 조합을 맞춰간다. 텍스트는
최대한 적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
는 이미지는 임팩트 있게 넣는다.

✽지나치게 새로운 구성보다는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성이 좋다. 사람
의 시선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것을 고려.

✽다른 출품작과의 차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PPT 디자인은 시각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
에 앞페이지와 뒷페이지 사이의 이질
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수정

✽아래 차승은 멘토의 경험을 참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 잡았던 방
향을 다시 뒤엎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
렇게 되면 초반에 했던 분석이 모두 쓸
모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굉장
히 힘들었습니다. 잘못됐다고 깨달았을
땐 너무 늦었거나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

✽중간 중간 ‘간지’가 필요. 앞뒤의 형

로 이를 외면하면 결코 공부도 되지 않

식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내세운다.

고 수상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P68 캠퍼스.indd 71

2013.3.15 3:57:15 PM

80

CAMPUS CAREER

CHAPTER21

경험주의자가
될 것을
고함

경험을 통한 성장의 효과를 측정할 것

신대장의

대학생활개론

경험을 통한 성장의 효과는 지극히 탁월하다. 직접
몸을 움직여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했던 경
험인데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이마에 핏줄이 설 만큼 화가 나기도 했
고, 때론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던 기억들이다. 세
월이 아무리 흐른들 어찌 지워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경험의 예방 주사를 하루라

벌써 3월 중순이다. 흔히 말하는 환절기가 됐다. 도서
관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소리가 들린다. 병원을 찾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 환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기 때
문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도 있다. 유행성 독감
에 걸리면 적어도 일주일은 온몸에 열이 나고 목이 부
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이런 고생을 하느니 귀찮
더라도 병원에 가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다.

도 일찍 맞는 것이다. 스물한두 살, 깨어지고 넘어져
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이다. 이
때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도전을 해보길 부탁드린다.
도전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고, 어떻
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온몸으로 배운다. 다양한 경
험을 통해서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지, 기
획을 좋아하는지, 감성적인지, 도전적인지 등등 내
속에 감춰진 특징과 기질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 경
험의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은 사회인이 되어서 겪
게 되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시련
에 대한 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작은 세파에도
금세 무릎 꿇고 만다.

예방 주사라는 것이 알고 보면 별것 아니다. 유행

만일, 여러분이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

하는 게 답이다. 손해 볼 게 없는데 왜 망설이나. 손

는 것이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균은 원래의 독감

을 번쩍 들고 ‘저요!’ 하고 외치기 바란다.

균보다 훨씬 힘이 약해서 웬만한 사람은 이 병을
거뜬히 이겨낸다. 그렇게 독감 균과 한번 싸워본
경험이 생긴 몸은 나중에 진짜 독감 균이 침입해
도 큰 무리 없이 이겨낼 수 있다. 몸이 해당 균을
이기는 법을 알고 대비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내성’이라고 한다. 몸은 배운 것을 잊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내성이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보자. 실제 외국에 나가서 사용할 ‘언어’를 배웠다
기보다는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학’을 배

몸 쓴 적 있으십니까?

웠다. 원어민도 잘 모르는 문법을 배우고, 그들이
실제 쓰지도 않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밤을 새웠

이것은 내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배움에도

다. 어디 그뿐인가? 우린 체육도 교과서로 배우고,

해당된다. 몸으로 배운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윤리도 교실에서 배웠다.

잊히지 않는다. 어릴 적에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

대학에 들어오니 시간도 많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

우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 사십 대가 되어도 한 시

어졌다.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보려 하지만 제대로

간 정도면 다시 곧잘 타게 된다고 한다. 수영도 마

할 줄 아는 것도, 해놓은 것도 없어 덜컥 겁이 나

찬가지다. 물에 뜨는 법,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를

는 것이 스무 살 넘은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까지

몸으로 익힌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쉽게

의 교육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배우는 머리로 암기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역시 몸이 그 원리

하는 ‘머리 교육’이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내가

를 깨우쳤기 때문이다.

직접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몸으로 부딪히며

우리는 그동안 ‘몸’으로 원리를 터득하면서 배우기

배우는 ‘온몸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즉, 경험을 통

보다는 ‘머리’로 배우고 익혔다. 영어 과목을 들어

한 내적 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P68 캠퍼스.indd 80

경험의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은
사회인이 되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시련에 대한 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작은 세파에도 금세
무릎 꿇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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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Australia
Africa
Europe
South America
North America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장애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도전을 꿈꾸는 청년!

당신의 열정을 폭발시켜라!
֙بೞחनীѱ୭Ҋ߈ਸоઉ
qগ֙٘ܿrীࢲࣁ҅ীৌਸߊदఆ֙ਸ
ݽפ
모집대상 적극적이고 유능한 만 18~30세 장애청년, 비장애청년
연수내용 6대륙 세계테마 종합연수(국내·국외 연수 포함)
연수주제 Changing the world together
신청기간 2013년 3월 13일(수) ~ 4월 17일(수) ※ 당일도착분 유효
접수방법 우편과 이메일로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우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드림팀 담당자
(137-849)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1, 2층
※ 방문접수 가능(협회 홈페이지 약도 참조)
<이메일> rikorea@rikorea.or.kr
신청서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freeget.net)
문
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드림팀 담당자 신정미
Tel. 02-3472-3556

주최

후원

구분

주제

대륙과 국가

팀구성

기획테마Ⅰ

Changing
the world together
-아시아청년활동가 초청-

한국

18명
(장애청년활동가10명,
한국장애·비장애 청년 8명)

기획테마Ⅱ

장애인 운동과 정치참여

6대륙

7명 (×1팀=총7명)
(팀장1, 장애청년3, 현장전문가3)

남미
아프리카

7명 (×1팀=총7명)
(팀장1, 장애청년3,비장애청년3)

6대륙

8명 (×2팀=총16명)
(팀장1, 장애청년4, 비장애청년3)

지정주제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협력
(1팀)
자유주제
(2팀)
공모
테마
(5팀) 도전주제
(1팀)
드림홀릭
OB
(1팀)

자유선정

남미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2명 (×1팀=총2명)
(장애청년1, 비장애청년1)
4명 (×1팀=총4명)
(장애청년2, 비장애청년2)

※ 팀 구성(본 구성안을 참조하되 독립적으로 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가능함) 단, 장애청년비율은 50%가 넘어야 합니다.
※ 기획테마Ⅰ,Ⅱ에 관심있는 청년은 팀이 아닌 개별 신청입니다.
※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비장애청년을 대신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모든 팀에는 행정요원, 언론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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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성장을 위해 아프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
한다면 앞으로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다. 견뎌내
면 잘 하고있는 것이다. 견디다보면 어느 순간
★극복★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극복하고
서야 당신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약간의 성장, 어느 정도의
성장 이후에는 본인이 다 큰 줄만 알고 더 이상
견디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부족한 부분
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
없이 찾아내라. 결핍은 필요를 만들고 필요는 고
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말하
는 아픔은 노력, 인내를 비롯한 자기 통제적 부
분을 말하는 것이니 본인을 물리적으로 학대하
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유 없는 무덤 없다. "그냥"이

차
알바 7년
생계형
정공법
병근의

라고 말하지 마라. 경력은 이력서에 쓰여 있는
한 줄 남짓 적힌 스펙에 ★의미 부여★를 함으로
써 생겨난다. 당신이 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을 고민하고 생각해봐라.

비법
3 화

알바는 많고
나는 하나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널리고 널린 아르바이트에 매달리
지 마라.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르
바이트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경력도 될
수 있다. 물론 스펙트럼처럼 분야도 다양하
고 시급도 천차만별인 아르바이트 중에서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고
르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는 인턴이 아니다. 아르바이트까지
굳이 전공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물

1.왜 했는데?: 시작할 때와 아르바이트 도중 심

론 전공 연계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지만 전공 이외

정을 떠올려라. 다이어리를 활용하면 좋다.

에 다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2.뭘 배웠지?: 능력의 성장을 생각해보자. 좋은

것을 권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적성과 흥

건 닮고, 나쁜 것은 닮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

미를 찾는 경우도 생기고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

3.뭐가 제일 힘들었지?: 업무, 고객 응대, 상사

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벤트 MC라는 특별한 알

및 동료관계의 실제 사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

바를 선택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민망하고

4.어떻게 극복했지?: 실질적인 노력 중심으로

뻘쭘하기도 하며 난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벤트

서비스적 마인드, 양보 등 구체적 방법.

MC가 나를 많은 사람 앞에 서게 했고, 가만히 서 있

5.앞으로의 아르바이트 계획은?: 아르바이트를

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게 했다. 또한 행사와 프로그

지속하고 있는지, 이미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진행하며 거의 모든 행사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지속하는 이유나, 그만둔 이

식순도 머릿속에 담을 수 있었다. 돈 주고도 못하는

유를 명확하게 생각해보자.

경험을 돈을 받으며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당신에
게 이벤트 MC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꼭 전공 지식이 아니라도 다른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깊게 성장
하기 힘들다면 넓게라도 성장하자. 분명히 장담하건
대 언젠가, 어딘가에서, 예기치 않게 쓸모 있는 일이
생긴다. 당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아르바이트는
인턴보다 더 빛날 수 있다.

그리고 참아. 처음엔 원래 다 그런 거다.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하다못해 키가 크는
동안에도 성장통이란 것을 느끼는데 당신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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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기술 WEEKLY KEYWORD

[

봄 소풍 안 가도 되는 알바 ▼

]

검색

바야흐로 꽃피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아르바이트 구직은 모름지기 시간 싸움이 생명! 얄미운 꽃샘추위가 약올리듯 괴
롭히는 이 시기야말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실외 알바를 구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알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소개한다.

놀이공원 알바

봄맞이 단기 알바

웨딩 알바

에버랜드, 롯데월드로 대표되는
축제의 현장 놀이공원이야말로 봄
과 딱 어울리는 맞춤 알바.

소풍 인솔 교사,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 스태프 알바

플로리스트, 신부 도우미, 연회 알
바, 축포/예도 알바, 안내 등 다양
한 직무

누구보다 재미있는 알

하루~일주일 내외에

대표적인 주말 알바,

바. 직원 할인, 외국

이르는 짧은 근무 기

은근 짭짤한 수입, 누

어/자격증 등 능력에

간. 소풍/축제 등 즐거

좋다

따른 수당 지급 기회

운 근무지의 여건

야외 근무. 최저임금

실무 현장에 지시자가

수준에 불과한 의외로

별로 없어 경험이 생

낮은 임금

기기 전까지는 멘붕에

싫다

TIP

좋다

싫다

빠질 수도 있음

한꺼번에 모집하고 배

회사의 급여 지급일

치하는 식. 원하는 일

방침이 당일 지급인지

만 하지 못할 수도 있

TIP

지정일인지 확인, 불

다. 에버랜드의 경우

필요한 마찰이나 오해

기숙사가 제공

를 줄일 수 있음.

군가의 행복한 시작을

좋다

축복한다는 기쁨?

만만치 않은 업무량

싫다

4~5월이 웨딩 알바
최고 성수기.

TIP

*자료제공: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Tip
1. 한 우물을 파라: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계없는 경력은 무용지물. 취업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유사 업/직종, 유사 직무의 알바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면서 ‘경험으로 확보된 업무에 대한 이해, 실
무 능력’을 어필하자.
2.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하라: 일하고 있는 기업, 업체의 채용 과정, 승진 시스템을 분석하여 알바
생에서 정규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하자. 주요 외식 업체나 고객 접객 서비스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 경험자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승급 시스템이나 서류 전형 시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왜죠?

왜 이렇게 눙물이 나죠?
나는 당신이 보내준 레시피로
천국의 맛을 보았쎄요.
그러니 너도 썩 자신만의
자취 요리 레시피를 보내주렴.
지금당장라잇나우...

나의 특별한
를
자취 요리 레시피
사연과 함께

il.com
yook@n으ae
로

선택된 레시피 주인공에게는
3만원 상당의 노벨티 미니냄비와
프라이팬을 준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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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오리는 알을 깨고 나와 처음 보는 것을 따라간다. 처

우며 금메달을 땄다. 포스베리가 배면뛰기를 시도하

음 보는 것을 엄마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리에게

기 이전의 높이뛰기는 오로지 정면뛰기만 있었다. 배

는 태어나서 무엇을 처음 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면뛰기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시도였

오리만 그럴까? 사람도 마찬가지. 심리학의 오랜 연

다. 높이뛰기를 둘로 나누고, 배면뛰기의 최초 시도

구에 따르면, 사람 역시 처음 보는 것을 가장 강력하

자가 된 것이다.

게 기억한다.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정보는 거

그의 배면뛰기를 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

의 기억하지 못한다.

다. “아니 저건 뭐지? 높이뛰기에서 저런 방법이 있

예를 들어보자. 달에 처음 도착
한 우주선은 무엇인가? 아폴로
11호다. 1969년 7월 20일이었
다.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딘 우
주인은 누구인가? 닐 암스트롱
(Neil A. Armstrong)이다. 여기
까지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영역을
나누고,
최초가 되라

신병철의
지식 콘서트

02

었나? 뒤로 넘으니까, 세계 신
기록이 나오는구나!” 사람들 머
리속에 포스베리의 배면뛰기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것으로
기억됐다. 이때부터 높이뛰기
전문가들 사이에는 2가지 높이
뛰기가 생겼다. 정면뛰기와 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면뛰기. 포스베리가 뒤로 뛰어

달에 도착한 우주선은? 기억

넘는 것을 시도하기 이전에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없던 종목이다. 무엇을 한 것인

두 번째 달에 발을 내디딘 우

가? 높이뛰기라는 영역을 둘로
나누고 나뉘어진 영역에서 최

주인은? 이 역시 기억하는 사
람이 거의 없을 테다. 두 번째 달에 도착한 우주선은

초가 된 것이다.

아폴로 12호(69년 11월 14일)이고, 달에 두 번째 발

사람의 기억 구조는 컴퓨터의 저장장치와 비슷해서,

을 내디딘 우주인은 찰스 콘라드(Charles P Conrad)

아래 폴더를 만들면, 또 다른 기억저장위치가 만들

였다. 이름은커녕 달에 두 번째 갔다는 사실조차 아

어진다. 최초가 되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웬만한

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별로 없다. 그러나 인류는 아

영역은 모두 주인이 있다. 결국 영역을 나누고, 그곳

폴로 11호 이후, 무려 7번이나 달에 다녀왔다. 사람

에서 최초가 되어야 한다.

은 최초의 것‘만’ 기억하지,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것

최초의 자동차는 포드지만, 최초의 SUV는 크라이슬

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

러다. 크라이슬러는 자동차의 영역을 세단과 SUV로

해진다.

나누고 그곳에서 최초가 됐다. 최초의 무한궤도 차

내가 어디에서 최초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량은 캐터필러가 만들었지만, 작은 무한궤도 차량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거나, 전문가의 반열에

고마츠가 만들었다. 대형 건설 장비는 캐터필러가

들어선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 영역에서 최초가 된

가져가지만, 소형 건설 장비는 고마츠가 더 유명하

사람들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최초의 아시아인

다. 고급백화점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대표

사무총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적이지만, 할인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가 가져갔다.

흑인 대통령이다. 김덕수 교수는 최초로 사물놀이를

무한경쟁시대, 기업이건 개인이건 자신의 영역을 만

세계에 알린 사람이다.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시장

들고, 그곳에서 주인이 돼야 한다. 그것이 인생 100

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게 최초의 인생을

세 시대를 살아가는 경쟁의 원천이 될 것이다.

웬만한 영역은 이미
최초가 있다
하지만 영역이란 사람이 정하는 것
영역을 쪼개
그곳에서 최초가 되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최초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
론부터 말하자면, 최초의 영역을 둘로 나누고, 그곳
에서 최초가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영역이 정해진
것은 없다. 영역은 사람이 정하는대로 만들어진다.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출전한 높이
뛰기 선수 포스베리(Fosbury)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세계 올림픽 역사상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 포스베
리는 멕시코시티 높이뛰기에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
로 배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배면뛰기란 앞으로 뛰
어넘지 않고, 뒤로 뛰어 넘는 것을 말한다. 멕시코시
티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은 모두 앞으로 뛰어넘었
는데, 그는 혼자서 뒤로 뛰어넘어 세계 신기록을 세

he is .........
교육기업 팀버튼 총괄대표

신병철
전 CJ 그룹 CMO (Chief Marketing Officer)
저서 『리츄얼』 『통찰의 기술』 『통찰 모형 스핑클』 등
예술과 지식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는 열린 컨퍼런스
<신병철의 지식콘서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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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R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유리가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한다. 내가 만원을
내면, 사유리가 2만원을 내는 식이다. 오, 뭔가 경쟁하고 싶은 욕구가 저 밑바닥에서 솟
아나지 않나? 더구나 후원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사유리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고 한다. 아, 재밌는 기부란 건 이런 거구나?
나한엘 학생리포터 nahanel93@naver.com Photo 이세빈 학생리포터

w w w . w e g e n e r a t i o n . c o . k r
뻔한 기부 말고,
Fun한 기부

Hong
Ki
Dae
기부 및 사회 공헌
플랫폼
위제너레이션
홍기대 대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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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너레이션’을 소개해 달라 ‘위제너레이션’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세대라
는 뜻으로, 4개의 큰 파티가 모여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내는 회사다. 개인 후원, 기업 후원, 자선단체
그리고 위제너레이션, 이렇게 4개의 파티로 구성되고, 위제너레이션은 그 사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부하는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 캠페인에 뜻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티끌 모아 태산’의 형식
으로 모금을 하고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이다.(웃음)
기부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한 방식이 특이하다 세상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이니, 기부
가 온라인화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다.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려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던 방
식과는 뭔가 달라야 했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접목시켰다.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1
년에 100퍼센트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초고속 성장 분야다. 한국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몇 년 이내에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요즘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곳이 많다. ‘위제너레이션’은 어떻게 다른가?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후원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멋진 시계를
만들 아이디어가 있지만 만들 돈이 부족한 경우, 이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후에 시계가 만들어지면 리
워드로 그 시계를 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기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험적이
다.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리워드인 셈이다.
연예인들이 기부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다. 처음부터 연예인들이 캠페인을 쉽게 후

기부는 좋은 일이다
이왕 할 거라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함께해보자
운이 좋다면, 추첨을 통해
그 연예인과 식사를 할 수도 있다
후원할 여유가 마땅치 않다면,
그 소식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된다.
착한 일 하며, 행복해지자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세대다

원해주었나? 어떤 섭외 전략을 쓰는지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위제너레이션’과 연
예인 네트워크가 탄탄하거나 관련 기획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에 대해 비용을 대는 것도 아니다. 더구
나 선례가 될 수 있는 성공 사례도 없다. 당연히 처음에는 섭외가 어려웠다. 하지만 다행히 가수 션 씨가 선
뜻 참여해주셨던 ‘만원의 기적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후원자 분들과 함께한 파티가 방송을 타면서,
유명 인사들이 ‘위제너레이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물론 사유리 씨나 낸시랭 씨처럼 도전적
인 분들이 선뜻 처음부터 승낙해주시기도 한다.(웃음) 특이한 점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굉장히 잘 맞는 경우
의 캠페인이 있을 때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언어 장애인 역을 연기하셨던 배우 안내상
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역할에 몰입하면서 공감대가 생겨, 지난 청각 장애 아동 지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셨다.
연예인들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면 어떤 점에서 더 효과적인가? 개인적으로 대학생이 되
기 전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냈는데, 한국처럼 유명 인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을 본 적
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들에 유명 인사가 참여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 국
내에서 처음 시도하게 되었다. 먼저 연예인들이 캠페인에 후원을 하면 상징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만약 친구에게 말할 때도 “나 이번에 백혈병 소아암 협회 후원
하는 캠페인에 기부했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사유리 씨가 함께함으로써 “사
유리 캠페인에 내가 참여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유명 인사와 캠페인을
할 때마다 그 유명 인사가 지니고 있는 팬들, 완전히 새로운 고객들에게 ‘위제너레이션’이
소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계속 응원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재밌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가? 위제너레이션은 사업이
아니라 무브먼트다.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이 기부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는 점을 알려 주는 무브먼트가 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의 사회공헌 플랫폼이 되어, 사회 공
헌 활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일에 참여를 하지
는 모르면 확산될 길이 없지 않나.(웃음) 우린 더 창의적인 기부의 확산을 위해 ‘위젠 3.0’
을 준비하고 있다. 곧 출시되니 많은 기대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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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시린가요? 서서히 따뜻해지는 건 더딘가요?
우리, 봄이 오기 전에 마음부터 뜨겁게 달궈보아요.
여러분을 위해 여섯 단계의 열기 가득한 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몇 도인지, 재어 보시겠어요?
편집 전아론 기자 aron@naeil.com

?

몇
영상 도
10°
Hello, stranger.
클로저 Closer
장르 로맨스, 드라마|시간 98분|
감독 마이크 니콜스|출연 줄리아
로버츠, 주드 로, 나탈리 포트만,
클라이브 오웬

1
단계

남자는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여자에게 매료된다. 그
녀 또한 남자에게 마음을 뺏긴다. 영화 속 네 명의 인
물들 모두 낯선 이와 사랑을 맺는다. 그들은 순간순
간 다가오는 감정에 흠뻑 젖어든다. 지금 교제하고 있
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앞의 여성이 매력적이라면 이
성 따윈 저만치 던져버린다. 인터넷에서 만난 묘령의
여인과의 음란 채팅에도 거리낌이 없다. 형용할 수 없
이 야한 대화 속에 해야 할 업무는 뒤로 미룬다. 본능
을 뿜어내지 못하게끔 제재하는 거추장스러운 옷은
훌떡 벗어재낀다. 머리로 하는 사랑은 결코 아슬아슬
하지 않다. 그들은 적정선을 지킨다. 이쯤에서 손을 허
락해야 한다든가, 키스를 해도 된다든가 하는 보편적
으로 공유되는 규칙이 있다. 그 룰에서 벗어나면 저속
하다고 여긴다. 그렇다고 해서 본성에 충실한 <클로저
>의 네 인물들이 속되다고 할 수는 없다. 오로지 순간
의 감정에만 젖어들려는 그들의 사랑 방식은 도리어
순수하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눈앞에 놓인 뜨거운 감
정에 충실하려는 것뿐이다. 사랑에 대한 성찰 따윈 없
다. 성찰은 이성의 산물이지 않나. 그들 관계를 묘사할
때엔 ‘왜 안나에게 끌릴까요? 난 앨리스도 사랑하는
데…’ 대신 뜨거움, 두근거림, 흥분, 이끌림과 같은 감
정적인 언어만이 떠오른다. 즉흥적이고 솔직한 그들의
관계를 보고 있노라면 얼굴이 후끈거린다.
김재연 학생리포터 thumbsis2@naver.com

P80 컬스(ok).indd 80

2013.3.15 4:8:30 PM

?

81

2
단계

책 읽어주는 소년,
안아주는 여인
더 리더 The Reader
장르 로맨스, 드라마|시간 123분
|감독 스티븐 달드리|출연 케이트
윈슬렛, 데이빗 크로스
여인의 흐트러진 침대로 향하는 소년의 눈. 그리고 속옷을 다림질하는 그녀의 손에 온 정신이 쏠린다. 아슬아슬한 소년의 시선
은 계속된다. 문 너머로 보이는 옷을 갈아입는 그녀의 모습에 소년은 엄마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그녀를 느낀다. 소년과 남자,
모성과 여성의 경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남녀, 마이클과 한나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엄마와 아들 혹은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는 관계 분류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녀는 목욕 수발을 하며 엄마 행세를 하지만 그녀의 몸은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았다. 앳된 얼굴의 소년에게 그녀의 존재는 엄마나 또래의 소녀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소녀와 달리
성숙하지만 엄마와 다른 농염함으로 다가온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다. 그녀는 소년에서 남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머문 그를 또
래의 15세 소년들과는 다른 선에서 대한다. 어리지만 자신과 달리 글을 읽고 문학을 아는 소년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빛나
는 지성에 매료된다. 불온전하지만 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그러한 그들의 관계는 언제 깨어질지 모를 얇은 유리와도
같이 위태롭고 불완전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냄새가 난다. 그렇기에 어느 것보다도 강렬하다. 그 강렬함은 잔
상으로 남아 서로를 지배한다. 서로에게 매혹당한 두 남녀는 우리마저 그 야릇한 감정에 휩싸이게끔 한다.
김재연 학생리포터 thumbsi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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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사랑의 순서 벗겨내기
연애의 목적
장르 로맨스, 드라마, 코미디|시간 121분|
감독 한재림|출연 박해일, 강혜정
사랑, 연애, 그리고 섹스.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순서를 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영화 <연애의 목적>은 순서가 무너지고
경계도 사라져가는 그것들의 ‘목적’을 말한다. 고등학교 영어교
사 유림(박해일)은 한 살 연상의 미술 교생 ‘홍(강혜정)’에게 뻔
뻔스럽게 다가간다. 찌질한 자식, ‘잠자리 5초만’을 너무도 당당하게 요구한다. 홍은 그런 유림이 어이없으면서도 받아줄 듯 말
듯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두 사람의 심리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공감이 된다. 유림은 안정적
인 직장과 오래된 편안한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미 설렘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남은 것은 정해진 수순과 책임감뿐이다. 그
는 무뎌진 일상의 일탈을 꿈꾼다. 그 상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매력적인 홍. 홍은 지난날 사랑의 상처로 현재 남자친구처럼 무
조건 안정된 관계를 원한다. 서로의 속내는 다르지만, 어딘가 억눌려 있던 그들이 부딪치니 사고가 난다. 아직 감정 없이 저지르
는 원나잇, 상대가 있으면서도 다른 이성을 갈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범법 행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은 보편적인 사
건이다. ‘연애의 목적은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은 섹스, 끝은 결혼’, 공식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내재된 환상의 공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영화는 연애의 목적을 한 꺼풀씩 벗겨 낸다. 많은 노출이 있지 않은 영
화지만, 더 노골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제 때문이다.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20°

28°
알을 깨고 나오는 것

암울한 시대 속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늘 고민한다. ‘직접 현
실로 뛰어들지 않고, 이렇게 글을 써도 되는 것일까, 나의 방

몽상가들
Les Innocents The Dreamers

법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지식인뿐 아니라 많
은 젊은이들도 갈등에 빠진다. 마치 80년대 학생운동처럼
말이다. 영화 <몽상가들>은 1960년대 프랑스의 시대적 상황

장르 드라마|시간 114분|감독 베르나

과 문화 예술을 관통하며, 그 속에서 청춘들의 판타지를 어

르도 베르톨루치|출연 마이클 피트, 에

루만진다. 쌍둥이 남매 이자벨(에바 그린)과 테오(루이스 가

바 그린, 루이스 가렐

렐)는 영화관에서 만난 미국인 유학생 매튜(마이클 피트)를

4
단계

집으로 초대한다.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영화. 그들은 영화
의 한 장면을 재현한 후 제목을 맞추는 게임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시험하고 성적 판타지를 채운다. 그것은 억압된 시대
에서 그들이 자유를 탐닉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영화 속에
는 수많은 오마주가 등장한다. 고전 영화의 한 장면, 익숙한
음악, 책의 대사들이 변주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그들의 꿈
결 같은 몽상은 프랑스 68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서진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데미안』에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속 가장 현실적이었던 매튜
는 몽상을 맛본 후 더 깊은 알 속으로 다시 들어가 숨고, 이
자벨과 테오는 알을 깨고 나와 시위대로 나선다. 알 속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베드신은 어딘가 서투르고 순수하다.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P80 컬스(ok).indd 82

2013.3.15 4:8:31 PM

83

5
단계

감성 변태 보시라
아이 엠 러브 I Am Love
장르 드라마, 로맨스, 가족|시간 120분|
감독 루카 구아다그니노|출연 틸다 스윈
튼, 플라비오 파렌티
서당 개 십 년이면 훈장님이 개에게 하산하라 한다지 않는가. 야동도 마찬가지. 한•미•일 G7국가를 돌며
찾아보아도 그게 그거 같다면, 에로를 좀 더 품격 있게 이해할 때가 되었다. 영화의 스토리는 의외로 익숙하
다. 중년의 여성 엠마(틸다 스윈튼)는 아들의 친구에게 사랑을 느끼고, 영화는 그 여성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
는지를 보여준다. 막장 기운이 가득 감도는 줄거리만 보면 일본의 상황극 야동을 닮았지만, 이 영화가 그 어
떤 영상보다 자극적인 이유는 성을 매개하는 감각, 그 자체로 욕망을 드러내는 연출법 때문이다. 특히 욕망을
감각하는 상황 묘사가 뛰어나다. 음식을 삼킬 때 움직이는 혀, 미세한 손가락의 떨림까지 성적 욕망과 결합시
켜 카타르시스를 논한다. 그 같은 장면은 배우의 속살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에도 짓궂도록 야하다. 아니, 이
렇게 야할 수 없을 정도다. 동시에 보는 이들을 끓어오르게 만드는 것은 컷과 씬의 미학적인 움직임이다. 아
래에서 위로 훑는 카메라와 넘실대며 여배우의 뒤를 쫓아가는 장면은 ‘감성 변태’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명장
면 되시겠다. 몇몇 하산을 명받은 서당 개들이 밤새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구나. 멍멍.
박준상 학생리포터 amuronae@naver.com

30°

36°
몸이 먼저 가 닿은 사랑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한 태풍이 아니라 뜨거운 햇살이
다. 6단계도 아직 불만족스럽다는 당신. 어쩌면 당신의 두터

피아노 The Piano

운 옷을 벗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색정적 욕망이 아닌, 가슴 뜨거운 사랑 되시겠다.

장르 드라마, 로맨스|시간 119분|감독

영화는 여자, 몸,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함수를 풀어낸 영화

제인 캠피온|출연 홀리 헌터, 하비 케이

이다. 6단계답게 적당히 영화적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서 적

텔, 샘 닐

절히 끈적(?)하다. 주인공 에이다(홀리 헌터)는 피아노가 필
요하다. 남자는 에이다에게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줄 테니

6
단계

자신에게 몸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한다. 둘은 각자 필요한
것을 얻는 것뿐이기에 남자는 여자를 훼손하고, 여자는 남자
를 능멸한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상처로 끝나지만 그토록
아이러니한 것은 몸에 새겨진 흉이 사실 사랑이었음에 있다.
몸이 먼저 가 닿은 사랑, 때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몰매
맞을 짓이라 평가하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강렬한 매혹 중의
하나가 이 같은 사랑일 것이다. 그 사랑은 논리의 반대편에
서 걸어오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몸으
로 느끼고 싶은 감정이다.
박준상 학생리포터 amuron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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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이정섭 기자 munchi@naeil.com
Illust by 김병철

내가 비밀리에 속해 있는 ‘비관
주의자 연맹’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을 보고 방방곡곡의
동지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거
니와 어쨌거나 이제는 밝힐 때

지속가능한
비관주의

아서 그렇지 비관주의자의 숫자
는 의외로 많다. 숨기는 원인은
낙관주의자에게 맞춰진 사회 시
스템, 연애부터 취업까지 비관
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다. 만약

도 됐으니까. 이 연맹은 물론

자기소개서에 ‘저는 비관적입니

비관주의자로 구성돼 있다. 세

다. 대다수의 경우 직업(지금 지

상사란 나쁘게 흘러가기 마련

원하는 은행권은 특히)이란 그

이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모든

저 생계를 유지하고 사고 싶은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물건을 구입할 자금을 얻고자

비관주의자의 특징이다. 아침에

다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무

눈을 떴을 때 낙관주의자가 ‘와! 또 하루가 찾아왔구

직인 채 집에만 있으면 삶이 무료해지는 단점도 있는

나’라고 한다면 비관주의자는 ‘흠, 또 하루구나’ 정도

터라 이 회사에 지원합니다’라고 쓴다면 아무리 ‘스펙’

로 끝난다.

이 높아도 떨어질 테다. 소개팅에 가서 “제가 좀 비관

낙관주의가 횡행하는 현실 탓에 비관주의자 대다수는

적이라”라는 순간 인연은 거기까지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한다. 남들은 낙관적인데 왜 나만

이래저래 불쌍해서 얼마 전부턴 ‘비관주의자를 위

비관적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

한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구상 중이다. 가칭 ‘월간 비

지만 연맹 회원으로 말하건대 비관주의는 단지 주류

관’, 모토는 ‘비관을 견지한 채 즐기는 삶’. 표지엔 가

가 아닐 뿐 잘못된 ‘병’이 아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

장 비관적으로 생긴 동식물이 일러스트로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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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개복치 같은 물고
기가 그렇다. 개복치는 한번에 2
억 5000만 마리의 형제자매가 태
어나지만 워낙 약골이라 모두 잡
아먹혀 순식간에 10마리 내외로
줄어드는 홀로코스트를 겪는 종
족이니 표정부터 어두울 수밖에

삶을 즐길 줄 아는 비관주의,
즉 지속가능한 비관주의는
거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적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비관주의는
지속가능한 낙관주의보다 위대하다

(스마트폰으로 생김새를 직접 검
색해보도록). 비관은 종(種)을 뛰
어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반
영되어 있다. 여하튼 기사 내용을
보면, 데이트 코스로 미분양 아파
트 단지를 추천. 대박의 꿈이 와장창 깨진 잿빛 공간

공상은 접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비관주의하고 낙관

신하는 것이지.”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를 위해 에코

을 바나나 우유라도 마시며 거니는 거다. 연인과 함

주의하고 어느 쪽이 더 낫다, 라고까지는 차마 말하

는 설명을 덧붙인다. “생각해보게. 만일 자네가 이승

께 벤치에 앉아 아파트 한 동에 불 꺼진 집이 몇 채

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지속

을 떠나려는 순간에, 젊고 매력적인 남녀들이 나이트

인지 세면서 놀면 더 재밌다. 상영 예정 영화로는 덴

가능한 비관주의’와 ‘지속가능한 낙관주의’로 폭을 좁

클럽에서 춤을 추며 즐기고, 지혜로운 과학자들이 우

젤 워싱턴 주연의 <플라이트>. 마약에 취해 비행기

혀서 따지면 비관주의 쪽이 좀 더 우세하다. X-Y축

주의 마지막 신비를 밝혀내며, 청렴결백한 정치가들

를 모는 우울한 비행기 조종사의 이야기다. 끝 부분

을 그려보자. X축은 낙관과 비관, Y축은 지속가능성

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신문과 텔레비전

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지만

의 유무. 여기서 지속가능하다는 건 자기 삶을 절망

은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

그것만 무시하면 볼 만하다.

하지 않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 4가지 옵션

며, (중략) 자네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해도 어떻게 미

명색이 라이프스타일 잡지니까 선호하는 스타일도

이 가능해진다. 1번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관주의, 2

련 없이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있어야 하겠지. 요즘 같은 봄 날씨엔 80년대 동구 공

번 지속가능하지 않은 낙관주의, 3번 지속가능한 비

바보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매우

산권 주민 스타일. 벙벙하고 빛바랜 회색 재킷에 낡

관주의 , 4번 지속가능한 낙관주의. 이중 가장 망조

만족한 상태로 세상을 뜰 수 있다는 게 에코의 주장

은 헌팅캡을 쓰는 거다. 표정은 카프카처럼 어둡게

가 든 것은 보나 마나 1번이다. 세상일이 잘 안 풀린

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생각을 너무 일찍 하면 안

짓는다. 좀 더 도전적인 패셔니스타에겐 트렁크 팬

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알지만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한

된다는 점이다. 빨리 깨달아 평생 우울하게 보내면

츠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파자마를 헐렁 걸친 ‘무

사람은 방향 모를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을 파멸로 몰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 우선 자신이 남보다 낫

심한 듯 무심한’ 패션이 제격이다. 코엔 형제의 영

고 간다. 우리 집 앞 놀이터에서 밤마다 술에 취한 채

다는 생각 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화 <위대한 레보스키>의 주인공처럼 말이다. ‘우울할

“너희들 지금 나한테 시비야!”라고 하시는 아저씨는

비관적인 생각을 키워 정확히 죽기 직전에 세상 모

때 들으면 더 우울한 음악’ ‘봄날에 즐기는 에곤 쉴레

전형적인 1번이다. 2번은 적당하게 무지하며 주류

두가 바보란 인식을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비관적인

의 그림’ ‘자취방에서 혼자 밥 먹던 추억’. 기사는 얼

세상의 선전술에 잘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다. 뿌리가

생각을 갖춰나가려면 얼렁뚱땅 살아서는 힘들다. 여

마든지 가능하다. 아, 벌써 독자 엽서가 기대된다. 삐

취약하기에 상황이 악화하면 한순간에 1번으로 전락

러 사상을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의 언행을 충분히 연

뚤빼뚤한 글씨로 ‘에디터님께, 안 그래도 우울했는데

한다. 4번은 타당한 추론을 통해 낙관주의에 도달한

구해야만 이를 수 있는 높은 경지다.

에디터님의 기사를 보고 더 우울하게 됐어요. 당장

극소수인데 그래도 이들에겐 세상이 모두 제 편이다.

비관주의를 견지하며 힘들게 살 바에야 어떻게든 낙

책임지세요♡♡’ 혹은 ‘저희 집 앞 OO 중국집 짜장

반면 3번 지속가능한 비관주의자는 어떠한가. 비관

관주의자가 되는 편이 효용이 높다는 독자가 있을지

면 맛이 정말 비관적이더라고요. 취재해주실 수 없나

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지속하고, 소소

모른다. 그런 이들에겐 당당한 동성애자이자 스타일

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한 즐길거리를 찾고, 과업을 성취하는 이들은 굉장한

마저 뛰어난 철학자 미셸 푸코의 말을 전해주겠다.

노력파이자 실력자다.

“당신도 알다시피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비관주의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사를 대하는 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낙관적인 낙관주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선 비

는 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

관주의자 연맹 회원 중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관주의적 비관주의는 좀 신경질적이고요. 그래서 비

있는 천재 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

관주의적 낙관주의야말로 이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

요가 있다. 에코는 베스트셀러 소설 『장미의 이름』의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을 견

저자이자 기호학, 역사학, 미학, 언어학 박사다. 사회

지하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정신, 이루기 쉽지 않은

적으로 인정받고 재산마저 넘치는 에코는 아무리 낙

경지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움베르토 에코와 미

관적인 상황에서라도 비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셸 푸코의 나름 유쾌한 삶이 이를 증명한다.

칼럼 「죽음에 담담하게 대비하는 방법」에서 제자 크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리톤이 그에게 “선생님, 죽음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것 봐라. 비관주의는 대단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자 에코가 답한다. “방
법은 하나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바보라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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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 voice

하지만 자신의 기억조차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다. 기억이
의식 속에서 사라져 있을지언정 기억 속 사건들을
거쳐 온 ‘나’ 라는 존재는 이미 살아 숨 쉬는 기억, 그
자체이기 때문일 뿐.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기억의
퍼즐 조각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이다. 우리는 어떠
한 기억으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거기서 굳이 자유로워
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공선옥의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속 주인공 해금이는 친구 수경이와 경애의 죽음
이란 아픈 기억을 통해 공장 노동자들의 시위에 뛰어
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
는 어린 시절 매독으로 숨진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리고 따라온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승화시켜 죽음과
에로티시즘을 결합시킨 명작들을 그려낼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무시 당하던 기억과 헤겔에 대
한 열등감에 평생 시달린 쇼펜하우어 역시 아픈 기억
을 근간으로 염세주의 철학을 집대성했다. 지우고 싶
은 기억들이 때론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Illust by 김병철

그런데, 고독한 천재가 아닌 행
“클레멘타인은 조엘을 기억에
서 지웠습니다. 다시는 그녀에
게 둘의 관계를 언급 마십시
오.” 영화 <이터널 선샤인> 속
조엘은 어느 날 편지로 통보를
받는다. 사랑했던, 아니 사랑하
고 있는 클레멘타인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지워버렸
단 사실을. 조엘 역시 클레멘타

지우고 싶은
기억을
지우지 않기를
권함

인을 기억 속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한다. 컴퓨터의 하드 디스

복한 삶을 원하는 일반인이 성
장하기 위해서는 상처부터 치
료하는 게 먼저다. 아프고 괴로
운 기억들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기억을 외면하
지 않아야 시작할 수 있다. 상
처 부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슨 약을 발라야 하는지도 모
른 채 치료할 수는 없는 법. 무
릎이 까졌는데 손가락에 마데
카솔을 바르고 새살아 돋아나

크를 포맷하듯 깨끗이 지울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

라 할 순 없지 않은가? 엉뚱한 곳에 약을 바르며 시

과정은 녹록지 않다. 그래도 영화를 보며 이런 생각

간을 허비하는 동안 진짜 상처는 곪아버릴지도 모른

을 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힘들어도 좋으니

다. 상처를 가만히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

기억을 지워주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이며 ‘이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일 뿐’이라고 스스로

의 뇌 속에 문신처럼 새겨진 지우고 싶은 기억들 때

를 다독이자. 그리고 기억이 말해주는 가르침을 통

문에 신음하며 말이다.

해 한 단계 성숙해져야 우리는 비로소 성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장을 콕콕 쑤시는 아픈 기억, 조

조엘은 영화가 끝을 향해 갈수록 클레멘타인과의 기

엘과 클레멘타인의 추억처럼 처음엔 반짝거렸지만

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자신을 아프게 한

이제는 빛났던 만큼, 꼭 그만큼 아픈 기억, 혹은 너무

기억들이지만 이미 그의 일부가 되어버린 기억들

나 문예창작학과를 부전공하며 글 쓰며 살아가는 삶 변두리

창피해 이불 속 하이킥을 날리게 만드는 기억 등. 내

을 지우는 순간은 더욱 아프기에. 우리가 기억을 지

를 기웃거리고 있다. 3학년을 마치자마자 돌연 휴학계를 내

용과 사연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지우고 싶은

우고 싶은 것은 스스로 사랑하기에 자신이 상처받

고 잡지사에 들어가 영혼까지 다 바쳐 일했다. 첫 직장생활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불쑥불쑥 의식 속으로 방문

는 것이 두려워서다. 하지만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

에서 얻은 깨달음은 대학생에겐 ‘어느 정도’ 놀 수 있는 권리

하는 이 불청객들 때문에 때론 당시의 상황만큼 아

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된 아프고 괴로운

와 놀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당한’ 음주가무는 대학생활

프고, 부끄럽고, 괴롭다. 우리는 이들에게 접근금지

기억들까지 사랑해주자.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자신

상처를 보듬어주고 한 단계 발전해나아가는 것. 누

도 모르는 사이 감당할 수 없는 기억들을 차단하려

구나 아프고 괴로운 기억들을 짊어진 채 살아가지만

업 작품 준비와 권장 사항(이라 쓰고 필수사항이라 읽는다)

고 시도하지만 자주 실패하곤 한다. 우린 자신의 기

상처를 치료하고 이를 발판 삼아 성장하는 것은 스

인 스펙 쌓기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반전 있는 여자’다.

억조차 마음껏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스로에게 달려 있으니까.

양혜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금속공예디자인을 공부한다. 그러

의 미덕이란 것. 남은 1년 동안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가
끔 ‘소주 한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가 된다. 그러
나 봉인 해제되지 않은 평상시엔 예비 졸업생의 의무인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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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던히도 추웠던 겨울, 고3을 앞두고 친구와 나는 타

성되어가는 것이지 완성품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지

로 가게에서 신년 운세를 보려 했다. 문득 친구가 사

만 다들 자아 찾기란 상품에 현혹된다. 이에 만화 『카

주를 보자고 권했다. 좀 더 직접적이고 객관적이지 않

페 림보』의 림보족은 반란을 도모한다. 그들은 망명을

겠냐는 거였다. 그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고? 누

자처하며 바퀴족에 전쟁을 선포한다. 림보족은 바퀴

런 계량한복을 입은 아저씨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우

족과 달리 ‘내가 되어야만 하는’ 족속이다. 말의 뉘앙

리를 맞았다. 저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요…. 아저씨는

스가 요상하다.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이다. 자신을 찾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 딱 공무원이야, 선생

는 과정이지만 그건 고유한 자신을 발견하려는 게 아

이나. 그건 자네가 아니야.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의 성격
에 묻어가기 마련이지. 입을 삐
죽 내민 채 값을 치르고 나왔다.
후끈거리던 안과 달리 밖은 차
가웠다. 에는 듯한 칼바람을 받
아치며 걷다 걸음을 멈췄다. 반

림보족 선언:
거울을
찾겠어요.

니다. 자신이 되는 거울을 찾고
자 한다. 다시 말해 로라의 고양
이를 찾는 게다. 그들은 부르짖
는다. “거울 찾기는 자신이 되는
길을 비춰줄 지도 찾기이자 삶
의 방향을 알려줄 단서 찾기이
다. 즉, 내가 무엇이 아닌지 알

질반질한 구두를 보며 나는 생

기 위한 투쟁이요, 내가 무엇일

각했다. 그러게, 나는 누구지?

수 있는지 알기 위한 수색이다.”

그 날 사주가게에서 얻은 건 신

지원했던 미대에 떨어지고 혹시

년 운세가 아니라 빳빳한 갱지

나 해서 넣었던 행정학과에 붙

에 쓰인 한 문장이었다. 당신은

었다. 미술학원에서 짐을 챙겨

어떤 사람인가요? 답을 생각해 본다. 그중 외부에서

집으로 가던 지하철 안, 내리쬐던 햇빛이 안으로 들어

빌려오지 않고 순수한 나로부터 발생한 것이 있나?

왔다. 불그죽죽한 빛 덩어리가 내 얼굴에도 스며들었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에 밀란 쿤데라는 소설 『불

다. 시꺼먼 학생용 구두를 보며 생각했던 고2때가 떠

멸』에서 답한다. 그는 자아의 유일성을 가꾸는 법으로

올랐다. 그러게. 나는 누구지?

두 인물을 통해 덧셈법과 뺄셈법을 제시했다. 등장인

『카페 림보』를 읽어도 거울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법

물인 아녜스는 “자신의 순수한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상세하게 개념화되어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아닌 것이

자신의 자아에서 외적인 것과 빌려온 것을 모두 추려

다. 거울을 찾고 안 찾고는 상관없다. 어차피 거울 자

냈다”. 반면 로라는 “자신의 자아를 좀 더 잘 보이게,

체는 없다. 거울을 찾는 행보, 과정. 그것이 거울 찾기

파악하기 쉽게 하고, 두텁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 본질이므로. 나는 행정학과를 뒤로하고 국문학과

새로운 것을 덧붙여 그것에 자기를 동화했다”.(164p)

에 복수전공 중이다. 이제 자아를 찾자는 말은 하지말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자아를 생성한다. 사주 아저씨

자. 그 대신 림보족 선언을 외친다. 거울을 찾아라!

의 말마따나 사람이나 대상과의 접촉에서 나의 성격
이 형성되고 기호도 만들어진다. 로라는 고양이에게
서 아름다운 독립심과 자존심, 거동의 자유를 보았다.
그녀는 고양이의 기품이 자신에게 옮겨 오기를 바랐
다. 밀란 쿤데라는 덧붙인다. “로라가 이 샴고양이와
성격도 닮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암고양이가 그녀 자아의 한 속
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고양이를 좋아하
는 사람이 된다는 건 고양이의 성질이 그녀의 성향임
을 타인에게 알리는 도구인 것이다. 흔히들 우리가 자
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반면 아녜스의 방법은 택하지 않는다. 그건 어렵다.
순수한 본질에 다가간다니. 나의 순수한 본질이 뭐람.
그런 게 있기나 한가.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간혹 이
런 글을 마주할 때가 있다. ‘나를 잃어가고 있다.’ 머릿
속에 물음표가 생긴다. ‘잃어버릴 나’가 있다는 건 결
국 잃어버리기 전의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진짜 나였을까? 다시 생각난다. 그건 자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아 찾기란 말은 어부성설이다. 자아는 형

이제 자아를 찾자는 말은 하지말자.
그 대신 림보족 선언을 외친다.
거울을 찾아라!

김재연 학생리포터 thumbsis2@naver.com
photo 배승빈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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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공식적으로 규정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
람이 호감을 느끼고 있고 그게 서로에게 전달된 상
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달을 꼬박
매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매일 만날 시간
을 낸다는 건 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녀가 도끼병 환자인가요? 철벽수비녀인가요? 그
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녀는 질문자에게 ‘자기사
용설명서’를 명확하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판단됩니
다. 그녀 역시 질문자와 잘 지내기 위해 자신이 원하
는 것을 말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어떤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함
구하고 남자가 알아서 찾아내길 바라며 피곤하게 굴
곤 합니다.
그녀가 관계의 속도에 대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까닭
은 관계 맺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여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잘 해보려는 남자는 연애 초반에는 많은 노
력을 쏟아 붓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하죠.

천천히 가자는 말
무슨 뜻인가요

관심의 대부분이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자의 삶이 여자에게만 국한될 순 없죠. 그렇다보
니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도도 떨어지고 관심도 분산
이 됩니다. 당연한 노릇일 테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모습이죠.
누구나 처음 만나는 몇 달 동안은 본래의 자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진솔
한 면까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썸녀의 말
해석이
어려워요

고 싶은 게 아닐까요? 첫눈에 반해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홀로 기대감을 키웠다가 훗날 실망했다며
‘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라고 토라지는 유형의 사
소개팅으로 만나 알고 지낸 지 한 달 정도 된 친구가

람보다는 현명하고 신중한 건 아닐까요?

있습니다. 아직 사귀자는 말은 안 했지만 처음 만난

질문자 역시 그녀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이후로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거의

같아요. 그녀에게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을 보여

매일 만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녀가 “난 서두르

주면서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 관계이므로

는 건 원치 않아. 천천히 관계가 발전되면 좋겠어”라

남자로서의 매력을 어필해야겠죠. 그녀가 천천히 다

고 말하더군요. 그녀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것도 아

가오라고 했다고 소심해져서 스킨십을 할 기회를 어

닌데 왜 제게 이런 말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영부영 놓쳐선 안 되겠죠. 다만 의도적으로 그 기회

않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혹

를 노리면 어색해지기 짝이 없을 겁니다. 파란불이

시 그녀가 제게 별 관심도 없으면서 어장관리를 하

깜빡이는 신호등 앞에서 머뭇거릴 때 그녀의 손을

려는 건 아닐까요?

잡고 달려보는 것도 손을 잡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그녀가 먼저 어색해하며 손을 놓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보는 걸로 두
사람의 스킨십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남자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그녀가 바

칼럼니스트 현정

라는 대로 천천히 다가가준다면 남자로서의 배려심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다정한 두 귀를 가지고 있는 섹스 칼럼니스트 ‘생각보다 바람직한 현정씨’는 20

도 드러내는 것이라 그녀도 점점 질문자에게 빠져들

대를 위한 섹스 가이드 북이라 할 수 있는 『사랑만큼 서툴고 어려운』의 저자이며, 각종 매체에 연애와

지 않겠어요? 의혹을 품기보다는 진솔하게 다가가

섹스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F_ckingSpecial

보려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 ‘First sex’는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연애와 섹스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담당 기자의 메일(moon@naeil.
com)로 연락주세요.

진실은 그녀에게 있겠죠. 그녀가 살아온 삶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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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이 인터뷰는

울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솔로 여자사람이에요. 25년간 연
애하지 않으면 학이 된다는 세간의 전설과 달리 25년을
꽉 채웠지만 아직 영장류로 남아 있네요. 지난해에 부모
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연애하지 않니.” 전 대답했
어요. “연애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왔어요. 비
슷한 시기에 한 할머니의 장수 비결에 대한 기사를 읽었
죠. 할머니는 “내 장수 비결은 식사를 거르지 않은 것과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감동받
은 가슴을 잡고 스크롤을 내렸는데 베스트 댓글이 “알았
으니까 울지 말고 말해보세요, 할머니”더라고요? 왜 솔
로는 행복하다고 해도 안 믿고 안 운다고 해도 안 믿는
겁니까. 빡쳐서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본격 비연애인구
전용 잡지를 냈습니다. 글 쓰고 청탁하고 디자인하고 홀
로 다 합니다.
그리고 기자님, 이 얘기 좀 강조해주세요. 이 인터뷰는
제가 울지 않고 진행되었다고요.
정문정 기자 황미나 학생리포터 moon@naeil.com
Photo 배승빈 프리랜서

계간 「홀로」발행인

이진송
(이화여대 국문학 대학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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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솔로를 위한 잡
지를 본격 창간한 이진송(필명은 짐송)입니다. 왜 이
런 짓을 했냐고 묻는다면 2012년에 지구 멸망도 안
했고, 25년을 솔로로 살았는데 아직 학도 안 돼서….

개간지
나는
계간지

대중매체에서는 솔로를 다루더라도 불쌍하거나, 미
완의 존재들로 보잖아요. 특히 모태솔로라고 하면
큰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보죠. 그런데 저는 연애하
면서 하자 있는 사람을 500명쯤 알고 있거든여? 자
꾸 희화화되는 솔로의 이미지가 싫어요. 연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조롱받거나 끈질기게 질문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연애 안 해도 행복한데,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해도 자꾸 울지 말라고 하는

못 만든
전방위
무정형 잡지

창간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사는, 소개팅에서
파스타만 허구헌 날 먹는 풍경을 비꼬면서 소개팅하
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쓴 ‘파워크리스탈파스타’에
요. 제가 썼어요. 기고자가 쓴 것 중에선 ‘어떤 고백

것도 짜증나고…. 저 같은 비연애인구가 말할 수 있

록’이라는 글이 좋았어요. 다이빙하는 사람들을 구경

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것에 연애 하지 않는 걸 비유하는 글이죠. 이제

‘개간지’와 발음이 같아서 계간으로 만들고 있는 계

다음 호에는 뭐가 나오냐고요? 저도 몰라요. 무정형

간지 「홀로」는 저 같은 사람들, 솔로나 채식주의자

잡지니까 정해진 꼭지도 없고 정해진 필자도 없어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서 사람들 저마다의 라이프

요. 글 뿐 아니라 사진도 받고 그림도 받아요. 중요한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오는데 힘

건 커플이 솔로에게 연애를 강요하듯 솔로로서 연애

을 보태려고 해요. 소소한 생활지면서 진짜 간지 완

하지 말 걸 강요하는 잡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 개 간지 잡지를 만들어 갈거예요.

아, 그리고 디자인이 좀 촌스럽죠? 한글프로그램으

창간호는 300부를 찍었어요. 독립출판물 서점에서

로 만들었어요. 제가 컴맹이라 잡지를 만들면서 처

보실 수 있죠. 이거 만드느라 65만원이 들었는데, 적

음 포토샵을 배웠네요. 처음에는 그냥 문의만 하려

금 깼어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다음 호는 400부 정

고 했는데 안내해주는 분이 너무 친절해서 등록 당

도 찍으려고 해요. 알바해 번 돈으로 충당하곤 있지

했어요. 하지만 제 컴퓨터 실력이 나아지더라도 계

만 쪼들려서 텀블벅에 후원 신청을 받고 있어요. 블

속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후줄

로그 quarterlyalone.tistory.com로 오시면 자세한 내

근한 비주얼에 컬처쇼크를 받았는지 반응이 꽤 좋더

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기고나 의견 투척은

라고요. 머리말 꼬리말 안 맞고 사진 배열 한정적이

alone.is.nothing@gmail.com으로 해주세요.

고 뭐 이런 것도 저희 잡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요. 아, 그리고 저희 잡지 만지면 검댕이 묻어나요.
읽은 후엔 꼭 손을 씻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솔로에 대한 속설을 검증하
는 거예요. 도화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 애인이
생긴다 같은 소리를 다 실천해보는 거죠. 다음 주에
는 경기도에 있는 장희빈 묘에 가서 학춤을 추려고
해요. 조선 최고 팜프파탈 기운을 받아서 애인이 생
긴다고 하더라고요. 익스트림 버전이랑 노멀 버전
이 있는 구애의 춤도 하드 트레이닝 중이에요. 그 결
과는 「홀로」 다음 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렇게 계속 잡지를 재미있게 만드는 키보드 워리어
로 살려고 해요. 또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오프라인
모임은 일단은 계획이 없어요. 솔로대첩처럼 사귀게
될까 봐요. 만약 모임을 하게 된다면 경주마처럼 시
야를 차단하는 안경을 끼고 서로 번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자, 너 내가 안 울었다고 강조했어요? 진짜
안 울었다고 굵게 써요.
✽편집자 주 : 이진송 씨는 진짜 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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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mazing roommate
당신이 미국인
룸메이트와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집 떠나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룸메이트를 잘 만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같은 나라 사람이어도 하나부
터 열까지 안 맞을 수 있는데, 다른 문화권의 친구와 한 방을 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대답은, 미국 와서 제일 많
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Do you like your roommate?”일 정도. 자 여기, 달라도 너무 다른 미국인 룸메이트와 사는
두 친구와 각양각색의 미국인 룸메이트와 생활해본 10년 차 한국인 친구를 소개한다.

미국 = 노영은 학생리포터 nobang21@naver.com

나는
DJ. RM과
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 기숙사에 대해 알아야

우리는 미국에 먼저 다녀온 친구들에게 여러 에피소

할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있다. 1) 음악을 틀든 말

드를 접해왔지만 직접 겪어보니 새로운 세계 그 이

든, 술을 마시든 말든, 12시 넘어 귀가하든 말든 ‘무

상이었다. “김 양, 나 왠지 네가 말한 tonight에 굉장

규정’ 기숙사 2) 어느 날 밤 기숙사 사감이 방문을 똑

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 김 양

똑. ‘너무 시끄러웠나’ 반성하고 있는데 같이 춤추며

은 그날 새벽 한 시간 내내 나와 함께 램프를 꺼야

놀자는 기숙사 3) ‘옆집 남자’ 로맨스를 (무려) 기숙사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메신저로 토론을 했

에서?! 남자가 여자 방에 여자가 남자 방에, 너무도

었다. 그사이 그들은 잠든 듯했고 다음 날 아침, 남녀

자유로운 ‘성별 무구분’ 기숙사.

할 것 없이 훤한 등판을 하고 있었다는 전설이.

미국 셰넌도어 대 교환학생 두 달 차, 한국 나이 22

산다는 게 이런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양은

세 김구현 양은 소심한 성격이지만 자신의 룸메이트

아리아나에게 적응하고 있다. “아침을 음악으로 시

인 같은 학교 3학년 미국인 아리아나(Ariana Nicole)

작해. 무슨 그런 낭만이 있나 싶은데, 힙합이야. 볼

양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노래 좀 꺼(져).”

륨도 최대야, 32. 랩도 해. 멋진 DJ가 따로 없지?

김 양이 묘사한 아리아나 양은 도를 지나친 프리함

DJ. RM는 내 룸(‘R’oom)메(‘M’ate)이트야. 근데 난 아

과 쿨-함으로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인

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걔

의 전형. “남자를 낮에 많이 데리고 왔어, 아님 저녁

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실 어느 날은 나도 신이

에 많이 데리고 왔어?”라는 질문에 김 양은 조금은

나. 들썩들썩해. 숙제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귀를

지친 눈으로 한참을 침묵하다 “밤낮 가리지 않고”라

막기보다는 그루브를 타고 있더라고, 내가. 방인지

This week exchange Student list!

고 대답했다.

클럽인지, 주중인지 주말인지 헷갈리는데, 분명한

세린’s wording

처음엔 잠깐 온 줄 알았다. 갈수록 숫자는 늘어가지

호주를 방문하는 당신이, 가장 처음 듣게 될 말은 아마도
“그다이, 마이트(G’day, mate)!”가 될 것이다. 당황하지
말 것. ‘Good day, mate’의 줄임말이다.

건 정신 건강엔 좋은 것 같아. 맨날 (신나는) 불금인

고 덩치도 있는 흑인 남자 4명이 나한테 방 안에서

재진’s drinking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묻는 거야. 난 괜찮다고 했

3월 17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기념일인 St. Patrick’s
Day(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다. 대학생들에게는 술을 많
이 먹는 아이리시를 본받고자(?) ‘술 많이 먹는 날’이라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모두들 초록색 옷을 입고~ 한
손에는 맥주를! Irish Spirit!

지. 상상해봐. 무서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미

영은’s relaxing

with me tonight?(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어줄래?)”

미국의 폭풍 같던 중간고사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바
로 뒤에 기다리는 일주일간의 봄방학(Spring Break) 때
문. 불금부터 주말까지 끼면 최대 10일, 부럽지? 한국에
도 벚꽃방학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 양의 귀는 정확했다. 그는 여자 둘이 쓰는 샤워실

P92 world20.indd 92

거잖아!”

여자 방인지 남자 방인지 모를 정도로 됐다. “키 크

소 짓기 뿐이었는걸.” 아, 흑 형. 그렇게 밤이 됐다.
갈 채비를 하기에 가는구나 싶었는데, 김 양의 귀를
의심할 만한 문장이 들렸다. ”Would you like to stay

에 들어가사 보디를 정갈히 하셨고 그 사이 김 양은
아리아나에게 남자친구냐고 물었다. “그냥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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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뭐 어쩌겠어? 그냥 저냥 살지요~” 라
는 서 양과 (예상 밖으로 예쁜) 그의 룸
메이트. 이 풍경은 리얼입니다.
2.
김구현 양(단국대 교환학생, 일문학 4
학년, 22)과 그의 룸메이트 아리아나
(Arianna Nicole, 셰넌도어 대 Criminal
Justice학 3학년, 21).
3.
노영은 양(단국대 교환학생, 언론홍보
학 4학년, 23)과 그의 룸메이트 지넷
(Jenette Teller, 셰넌도어 대 심리학 4
학년, 24).

김 양과 같이 교환학생 두 달 차인 본인 노 양은 룸메

란히 내가 치우고 있다, 는 건 팩트, “내가 (다음에) 치

이트인 심리학 전공 4학년 지넷(Jeanette Teller) 양과

울게!” 하는 너의 목소리는 심증. 그래도 괜찮다. 방이

아직도 어색한 사이다. 성격이 잘 안 맞냐고? 아니,

꽤 커서 내 구역(!)에는 그나마 피해를 덜 주기 때문.

그녀가 집에 안 왔기 때문에. 한번은 소나기가 오는

미국 생활 12년 차, 자칭&타칭 ‘보살 룸메이트’인 서

날, 다음 수업 가기 전에 우산 가지러 잠시 방에 들렀

은빛 양은 곰팡이 필 때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는데, (귀하디 귀한) 룸메이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인과 (화목하게 잘) 살고 있고, 심지어 다음 학기

나는 마치 그저께 처음 만난 것 같아 “Hi”라고(만) 입

에 같이 아파트 구해서 또 함께 살 예정이다. 그래서

을 뗐다. 그랬더니 지넷은 나와는 반대로 매우 살갑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치

게 다가와 마치 어제도 만난 것처럼 웃고 말을 잇는

워도 치워도 끝이 나지 않았지만 화는 안 났다고. “그

다. “집에 오래 못 들어오게 돼서 미안해. 친구가 아

냥 웃기고 신기하더라고. 어쩜 저렇게 하루 만에 이

기를 낳아서 몇 달간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너를

만큼 어지를 수 있을까 하고.” 그녀의 보살 비법은 ‘I

피하는 건 절대 아니야.” 나는 (아기를 낳았다는 친

don’t mind‘. “그냥 마음을 비우면 편해. 자기 인생 자

구의 이야기가 놀랍지만) 웃다가 “아 참, 외박 신청은

기가 사는 건데 그런 정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

안 해도 돼?”라고 물었다. 되돌아온 “그게 뭐야?”라

기 차 안도 더러워. 근데 자기 차잖아, 내 차 아니고.

는 대답에 생각했다. ‘아차, 미국이구나.’

개인주의, 이기주의 아닌 개인주의. 가끔 내가 방 치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지넷의 흔적과 함께할 수 있었

울 때는 내 쪽만 치워. 갖가지 널린 내 룸메이트 옷으

다. 낮에 잠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밥만 해먹고 후

로 선을 긋지(웃음). 여기까지는 내 구역이니 내가 치

닥닥 다시 나가버리는 (딸 같은) 내 룸메이트는 설거

웠다. 근데 어쩌면 이런 방식이 한국에서는 ‘정 없다’

지를 한꺼번에 한다, 주말쯤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고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여긴 서로야. 그게 당연한 방

한 번 해줬다가 된통 혼(?)났다. “내가 할게, 다신 하

식인 거고 그렇게 했다고 싸우지도 않아, 오히려 더

지 마.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그냥 내가 하

잘 지내지. 어떤 룸메이트를 만나더라도 그런 마음이

는 게 날 힘들게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은 웃음으로

중요한 거 같아. 그런 걸 한국어로 뭐라 그럴까?” 그

삼켰다(아직 좀 어색하니까). 그녀의 허물(옷)은 고스

냥 “싸우자”의 반대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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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into the Mideast desert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한여름 온도 섭씨 50도.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의 땅 중동의 영원할 것만 같은 여름의 뜨거움이 지났다. 반짝 이벤트와
같은 겨울이 찾아와 나는 사막으로 떠났다. 알라딘과 야스민 공주가 요술 양탄자를 타고 누볐던 중동의 사막,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 숨겨진 것들이 궁금했다.

쿠웨이트=한신실 학생리포터 jjongivs@gmail.com

오래 걸어야
신비롭다
Magical
Desert

나의 사막 모험은 고요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쿠웨이트와 두바이에서 시작해, 화려한 문명과 장엄한 역사
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이집트와 요르단의 사막에서 끝이 난다. 사막에 세워진 나라 두바이는 사막조차 도시화
해서 관광 상품으로 세일즈 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쿠웨이트의 사막엔 사막 체험 프로그램 따윈 없다. 내가 가
고 싶을 때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 오면 된다.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돼 있는 사막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곳곳에 버려진 차들도 많고, 그곳에서 죽어버린 어린 낙타의 작은 몸 위에 바람이 모래를 덮
어준 광경도 볼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고요와 적막감이 나를 감싸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옴을 느끼는
것이 쿠웨이트 사막의 묘미다.
영국의 시인 존 윌리엄 버건(John William Burgon)이 ‘영원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미빛 붉은 도시’로 표현한 페
트라는 사막에 지어진 비밀스럽고 화려한 신전으로,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온몸
으로 느낄 수 있다. 페트라가 위치한 요르단의 붉은 사막도 신비롭다. 반면 이집트의 사막 위, 높이가 150cm
쯤 되는 벽돌 2000장으로 쌓아 올려진 거대한 피라미드는 항상 어마어마한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상
인도 많고, 사기 치는 사람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동물의 배설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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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요르단 사막 여행
이집트(Egypt) 카이로(cairo)에 도착해 어디
를 가든 1EGP(161원)만 내면 되는 파격적
인 가격의 지하철을 이용해 기자(Giza) 지구
로 이동. 비싼 말(馬)을 타라는 상인들의 유
혹을 뿌리치고 마이크로 버스를 이용하면
20분 안에 고대 아랍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작은 봉고차 같은 이 귀요미 버스의
요금은 3EGP(483원). 물론, 인류 역사의 반
이상을 거슬러가는 화려한 문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그 순간의 가슴이 벅차오름은 이집트 여행
객의 특권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코가 잘려
나간 스핑크스가 여행객들을 반겨준다. 마치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것만 같다.
요르단(Jordan)의 수도 암만에서 제트버스
(한국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5~6시간 동
안 남쪽으로 이동하면 페트라(Petra)에 갈
수 있다. 입장료는 50D(8만원)이며 모래땅
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귀, 말, 낙타, 마
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많
이 걸으면서 주변을 많이 둘러보아야 하기
때문에 1달러를 주고 나귀나 마차를 타거나
천천히 걷는 것을 병행할 것은 추천한다. 자
연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협곡으로 입장하
면서 느낀 장엄함에 사진을 아예 안 찍을 수

0개의 시선, 쿠웨이트(Kuwait) 사막
쿠웨이트에선 사막이 늘 가까운 곳에 있다.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30분에서 1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버스 이용 시 0.25KD(약 1000
원), 택시를 타면 1~2KD(4000~8000원) 안에서 사막까지 이동할 수 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지평선을 만날 수 있다. 그 지평
선을 따라 한산한 도로를 시속 160km/s으로 달린 뒤, 마음 내키는 대로 핸들을
꺾어 모래 위로 바퀴를 돌리면 그만이다. 고요한 사막. 아무것도 없어서 뭐든 가

사막을
건너는 방법

는 있지만, 한번 셔터를 누르기 시작하면 멈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Desert

✽사막 여행을 도와 줄 중동 지역 관광청

추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 www.egypt.travel
두바이 dubai.travel-culture.com
요르단 amanitours.com
쿠웨이트 kuwaitiah.net

능한 그곳에 서면, 자유로움이 나를 감싸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안전한 아라비안나이트, 두바이(Dubai)
두바이는 중동에서 가장 상업화된 편리한 여행지다. 시내에 있는 모든 호텔 로비
에 여행사 브로슈어가 비치돼 있고, 투숙객이 편리하게 사막 체험을 할 수 있도
록 에이전시를 연결해준다. 호텔 룸에서 전화 한 통으로 예약 가능! 픽업은 물론
8만원에 사막 투어, 밸리 댄스 관람, 양고기 BBQ까지 제공한다. 사막이라는 무
질서한 공간 속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막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현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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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투어리스트고
난 트래블러야
I’am
a Traveler

사막의 배낭 여행객으로서 로망을 만끽하며 뿌듯함을 느낄 때쯤, 사막과 도시 사이에서 존(John, Australia, 35)
을 만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고 찬 공기가 사막을 덮어가기 시작하자 존은 사막에서 텐트를 쳤
다. 나는 여행을 텐트 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 맺힌 눈으로 존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했다. 존은 웃으며 내 나이를 물어보고는 투어리스트와 여행객의 차이를 설명해줬다. 존은 자신 역시 투어리스
트지만 트래블러를 지향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사는 베두인처럼 자신도 사막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며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아랍의 문화를 온몸에 아로새기려고 한다
고. 호텔로 오는 내내 존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다. 천일야화 속 흥미진진한 이야기처럼 아랍에서의 매일
밤 이곳의 문화에 켜켜이 녹아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돈을 꺼내다니
섭섭하네요
a Warm
Reception

쿠웨이트의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한두 마리의 낙타가 보이더니 이윽고 낙타 떼 가
등장했다. 나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겁도 없이 낙타에게로 달려갔다. 요리조리 낙타 똥을 피해 사진을 찍을
때쯤 어두운 색깔의 디슈다샤(Dishdasha: 아랍 남성들이 입는 전통 의상으로 원피스형식이다)를 입은 하싼
(Hassan, 46) 아저씨가 다가왔다. 말로만 듣던 베두인(Beduin: 옛날부터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
랍인)이었다. 베두인들은 오랜 시간 문명과 분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표준 아랍어가
아닌 자신들만의 독특한 아랍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낙타를 유목하는 하산 아저씨
에게는 20마리 가량의 낙타가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저씨에게 손짓 발짓 해가며 낙타 한 번만 타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아저씨는 흔쾌히 타라고 말씀하셨다. 당연하게 나는 아저씨 앞에서 지갑을 꺼내며 값을 지불
하려 했고,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정색을 했다. 문어체로 쓰는 아랍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저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문어체 아랍어를 동원해서 나에게 아랍의 손님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식사를 대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비치기까지 했다.
나는 그때 사막에 숨겨진 오아시스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To.

낯 선

곳 으 로 부 터

당 신 에 게

세계 곳곳을 여행 중인 국제팀 학생리포터가 여러분께 손글씨 엽서를 보내드립니다. 희망하는 엽서 속 풍경과 받으실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yoo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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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이 만나는 시간의 사막.
태양의 조도에 따라 사막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해가 지고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사막에서의
캠프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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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락서
워크캠프

SK하이닉스

공사 채용

by

여 러 분 의

대학내일 아웃캠퍼스 지면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이 야 기 를

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기사

기다립니다

아웃캠퍼스 섹션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신 후 readers@naeil.
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달에 12명을 뽑아 ‘겟잇뷰티 박스 by 미미박스’를 드립니다.

‘겟잇뷰티 박스 by 미미박스’란? 인기 뷰티 프로그램 ‘겟잇뷰티’의 이름을 달고 만들어지는 핫한 뷰티 박스입니다. 겟잇뷰티에
소개된 뷰티 아이템과 미미박스 MD가 깐깐하게 큐레이션한 뷰티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구독 신청만으로 최
신 화장품 미니어처와 정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독자 선물로 제공되는 박스의 테마는 ‘남자를 당기는
은밀한 매력’입니다) 겟잇뷰티 박스 by 미미박스 구매처 memebo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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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물이 다른 물
전 세계 각지에서 길어낸 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보기엔 무척 예쁘지만 사기엔 살짝 손 떨린다.
신청 에디터 erin@naeil.com

고가

맘버그 (탄산수)
5,000년 전 내린 빗물이
암반층을 거치며 자연 정
화된 알칼리성 천연 암반
수. 강하지 않은 탄산, 저
염도의 부드러운 맛이 특
징이다. 생선 요리와 잘 어
울리며 오렌지 향과 레몬
향도 있다. 750ml 6천원대
FROM 스웨덴

보스 (빙하수)
빙하퇴적층 아래에서 취수한 보스
는 미네랄 함유량이 적고 TDS(총
용존 고형물) 비율이 낮아 깨끗
한 맛을 낸다. 길고 심플한 유리
병 디자인에 반해 구매하는 사람
들도 꽤 된다고. 탄산수와 생수 두
종류가 있다. 375ml 5천4백원대
FROM 노르웨이

안티포즈 (탄산수)
뉴질랜드 화산지대 지하에서
취수한 탄산수로 약간 짠 맛이
난다. 2006년 국제물시음협회
가 최고의 탄산수로 선정하기
도 했다. 타이포그라피가 인상
적인 병은 식탁 위의 주인공인
음식이 돋보일 수 있도록 최대
한 미니멀하게 디자인 되었다
고. 500ml 4천원대 FROM 뉴
질랜드

아쿠아파나 (지하수)
이탈리아에서 대중적인 아쿠아
파나는 요즘엔 국내 카페나 레
스토랑에서도 심심지 않게 찾
아볼 수 있다. 미네랄 함유량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며, 제조
사인 산 펠레그리노 사는 100
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
다. 나트륨 함유량이 적어 순한
맛이 난다. 500ml 2천5백원대
FROM 이탈리아

수르지바 (빙하수)
미네랄 함유량이 적어 짠맛이나
단맛 등의 맛이 거의 나지 않는다.
맛이 부드럽고 음식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기 있는 제
품. 탄산수와 생수 중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500ml 2천5백원대
FROM 이탈리아

코나딥 (해양심층수)
하와이 코나 앞바다의 해양심층수로 나트
륨 함유량이 다른 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토피 치료보조제로 인정된 바 있으며 천
연 미네랄이 물에 이온 상태로 완전히 녹
아 있어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다. 500ml
2천5백원대 FROM 미국, 하와이

무맛

유맛

티난트 (지하수)
영국 캠브리안 산맥의 한 작은 마
을에서 발견된 지하 암반수를 사
용했다. 부드럽고 순한 맛이 나며
곡선을 유려하게 다루는 디자이
너 로스 러브그로브가 디자인한
병으로도 유명하다. 500ml 2천원
대 FROM 영국

휘슬러 (빙하수)
산 정상의 빙하가 녹아 지하로 스며
들며 여과된 지하 빙하수다. 경도(물
의 세기)가 낮아 목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 약알카리성으로 산뜻한
신맛이 나며, 구조적으로 사람의 세
포가 가장 좋아한다는 육각수의 형
태를 띠고 있다. 500ml 1천9백원대
FROM 캐나다

피지 (지하수)
이름에서 눈치챌 수 있듯 남태평양 피지제
도에서 길어낸 천연 화산 암반수다. 심장질
환,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
진 천연 미네랄 실리카의 함유량이 높다. 버
락 오바마 대통령 가족의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는 사진이 공개돼 유명세를 타기도 했
다. 깔끔한 맛이 나며 아주 살짝 달기도 하
다. 500ml 1천9백원대 FROM 피지

게롤슈타이너 스프루델 (탄산수)
독일 화산지역에서 나오는 천연 탄산으
로 만들어져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유량
이 높다. 1L 음용시 하루 필요량의 1/3
을 채울 수 있을 정도. 중탄산염의 함량
이 높아 소화불량인 사람에게 특히 좋
다. 약간 씁쓸하면서도 청량한 신맛이
난다. 500ml 1천6백원대 FROM 독일

저가

Hotissue

캠퍼스 단신

1

정리 전영미 에디터 hotissue@naeil.com

실무형 인턴십을 원한다면

KT 올레 모바일퓨처리스트 11기를 주목

KT에서 실무진과 함께 IT분야 전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올레 모바
일퓨처리스트(이하 MF) 11기’를 모집한다. MF가 되면 직접 행사를 기획하

고 운영하며 학교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의 경쟁 미션을 수행한다. MF

트레이닝스쿨 사이트에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으

며 모집기간은 29일까지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총 10개월이며 우수 활동
자에겐 KT 입사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전국 4년제 대학의 3~6학기
재(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트레이닝스쿨 홈페이지(ts.
mobilefuturist.com)에서 하면 된다.

2

배우고, 실천하고, 성장한다!

JWT ADventure 브랜드 매니저 5기 모집
글로벌 광고대행사 JWT에서 ‘대학생 브랜드 매니
저 5기’를 모집한다. JWT 브랜드 매니저 5기가 되
면 현업 브랜드 매니저와 JWT 커뮤니케이션 전문

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과제수행을 통해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1일까지이며 수도권 대학 재학생 중 3~5명으로 구성된 팀이면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우수 활동자에겐 JWT 단기 인턴의 기회가 주
어진다. 지원은 JWT 홈페이지(www.jwt.co.kr)에서 이력서를 다운받아 간단한
팀소개서와 함께 이메일(junhyoung.kim@jwt.com)로 제출하면 된다.

프랑스 정부 장학금 받고 프랑스 학교에서 공부하자!

제9회 블레즈 파스칼 장학생 모집

3

프랑스 정부 장학금 ‘블레즈 파스칼’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블레즈 파스
칼은 프랑스의 우수한 대학이나 졸업 후 석사학위가 나오는 그랑제꼴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한국 학
생들 중 뛰어난 학생들에게 지원
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에겐 프랑
스 왕복 항공권과 해당 수업 과정
의 학비 전액, 매월 생활비가ㅏ 지
급된다. 5월 20일까지 16~20명
을 모집하며 전공제한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은 프랑스 대사관
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orea.
campusfrance.org)에서 등록 후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
면 된다.

4

5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9기 모집
현대자동차에서 ‘영현대 글로벌 대학
생 기자단 9기’를 모집한다.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이 되면 현대자
동차의 다양한 행사와 자동차 산업 트
렌드를 취재하고 유명인사 인터뷰와
해외문화를 취재하는 활동을 하게 된
다. 국내기자단과 해외기자단으로 나
눠 모집되며 기자단은 취재, 사진, 영

패션니스타는 여기 다 모였다!

유니클로 UMPT 5기 해단식

상 부문으로 나뉜다. 모집인원은 총 9
명이며 모집기간은 4월 1일까지다.
우수 활동자에겐 현대자동차의 글로

오는 29일, 글로벌 캐쥬얼 브랜드 유니클로에서 ‘UMPT 5기’의 해단식을 개최

벌 진출국가 탐방취재 기회와 현대자

한다. UMPT 5기는 활동기간동안 유니클로 마케팅팀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직

동차 청년봉사단 해피무브 파견취재

접 기획하고 실행했으며, UCC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함께

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은 영현대

진행했다. 또 유니클로 광고 촬영 현장을 체험하고 유니클로 악스 공연을 관람

사이트(young.hyundai.com)에서 할

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유니클로 UMPT 활동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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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경제, 불안한 컨트롤 타워
박근혜정부의 불안한 출발이 길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서관들의 국정 현안 긴급토론회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취임한 지 18일째이지만 아직도 내각과 청와대는 미완성

140개 국정과제 현안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우선 추진할

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좀처럼 여야 협상의 탈출구를

100일 과제를 선정해 새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세부 추진

찾지 못한채 허공을 맴돌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가 미완인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늦은 밥 먹

데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안보가 불안하고 경

고 파장 가는’ 100일 작전계획이 나올 가능성을 엿볼 수

제가 불안한데도 지휘부가 미완이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게 하는 대목이다.

있다. 경제부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겨우 열렸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다. 정부출범 지각으로 민심이 불안하다.

사람에 따라 색깔과 결과가 달라진다. 경제정책 라인과 컨

새 정부가 출범한 후 1년이 중요한 시기다. 그 중에서도

트롤 타워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경제가 지금처럼 어

특히 첫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 100일 동안의 정책 설계

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능력과 실천력, 리더십이 더욱 필

와 실천이 임기 5년을 가름하기 때문이다. 5년 단임의 대

요한 덕목이다.

김진동 논설고문

통령으로서는 집권 초기의 가장 높은 지지도를 업고 주도
권을 잡아 국정철학과 공약을 소신껏 적극적으로 추진할

내일신문?
대학내일?

경제수장 도덕성·리더십에 시장 우려 깊어

수 있다. 이 때 못하면 5년 내내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혁과제는 집권 초기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게

허나 경제 컨트롤 타워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명자에 대

과거 정부의 경험이다.

해 적임 논란이 거세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
가 적지 않게 드러났고 과거 언행과 행적으로 보아 경제부

여전히 미완성 내각·청와대 … 민심은 불안

처를 통할 지휘할 경제부총리로서는 무능력 무소신 무책
임 무리더십 등 ‘4무’라는 싸늘한 평가가 나올 만큼 시장의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일수록 첫 100일은 더욱 중

우려는 깊다.

요한 기간이다. 이 동안에 희망이 보이면 정부를 믿고 따

경제는 팀웍이다. 소신도 책임감도 리더십도 없는 지휘자

르게 되어 공약추진에 탄력이 붙지만 싹이 보이지 않으면

가 정책을 조율 조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칫 배가

실망한 국민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게 되고 지지율도 떨

산으로 가는 꼴이 나올 수 있고 예스맨으로 청와대가 그려

어져 후속 정책 추진에 힘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지금 정

준 그림대로 따르는 집행인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박 대

부 지지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도 불안한 출발과 공약

통령은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키를 잡을만한 사람에게 키

실천 지각이 배경에 깔려 있다.

를 맡겼는지 아닌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키를 잘못 운

김영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신경제 100일계획’을 추진했

용하면 국정철학과 공약이 뒤틀리거나 선후가 바뀌어 국

다. 저점을 찍고 막 올라가는 국면에 있던 경기에 가속도

민 실망을 키울 수 있다.

가 붙었다. ‘경제를 무슨 군사작전 하듯 한다’는 비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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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나중엔 과열 부메랑이 돌아오긴 했어도, 화끈
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도입 등
후련한 개혁조치도 성공했다. 인기도 하늘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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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는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와중에 출범했다. ‘준
비된 대통령’답게 취임 전부터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외환
위기 극복에 총력을 집중했다. 100일 만에 환율을 안정시
키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금융 재벌 노동 공공 등 경제 각
분야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이뤄냈다. 국가 신인도도 높
아졌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경제부흥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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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공약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 허나 아직까지는 준
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정책은 큼직
한 제목만 나열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나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약한 경제부흥 경제민주화 복지확
대 중산층복원 고용증대 가계부채해소 국민행복 등 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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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할 경제정책 라인을 완성하
지 못해서다.
내각이 구성되고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
면 내달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늦었다. 중
요한 100일의 1/3을 허송한 셈이다. 기대로 부풀었던 국
민들의 실망감도 쌓여가고 있다. 뒤늦은 만큼 속도전을 펼
수도 있다. 그런 기미가 엿보인다.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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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은 내일신문이 만듭니다. 대학내일은 내일
신문의 자매지입니다. 대학내일은 정치경제전문 석간
지 ‘내일신문’이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은 1993년 창간했습니다. 내일신문은
1993년 10월 창간했습니다. 첫 출발은 시사종합주간
지로 내디뎠습니다. 일간지로 전환하기 전까지 7년 동
안 ‘서해 훼리호 사건’ 등 굵직굵직한 특종 기사들을 발
굴해내며 언론계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9년에는 ‘대학내일’을 창간하기에 이릅니다.
2000년, 일간지로 전환했습니다. 밀레니엄을 열던
2000년, 내일신문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신촌에서
광화문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정치경제전문 석간 일간
지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주간지 ‘미즈내일’도
창간하게 됩니다.
내일신문은 흑자경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신문은 1995년 이래 매년 흑자경영과 무차입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전환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 나라가 경제난에 시달리던 지난해에도 내
일신문은 흑자경영을 이뤘습니다. IMF 시절에도 한번
도 정리해고를 한 적이 없으며 IMF의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에는 오히려 60%의 매출 신장을 이뤘습니다.
탄탄한 경영은 벤처형 자주관리경영제도에서 비
롯됩니다. 내일신문은 사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벤
처형 자주관리경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중
60%가 내일신문 직원의 소유인 사원주주회사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고스란히 구성원의 손에 분배되는 가장
민주적인 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
서는 선구적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휴먼네트워크는 내일신문의 힘입니다. 내일신문이
이같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지역내일신문
을 통해 중앙과 지방을 통일시키고, 자본과 권력에 의
존하기 보다는 인간을 중시하는 휴먼네트워크로 발전
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봉사하는 종합정보서비스회사, 내일신문 내일신문
은 무분별한 증면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발행 부수 늘
리기 경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속보경쟁
도 자제할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전망이 돋보이는
심층기사로 차별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수천 수만 명의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들이 생
산하는 품위 있는 고급정보와 생생한 주장을 대변 할
것입니다. 내일신문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종합정보서비스회사’로 거듭 태어
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