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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안희진 기자 ana@univ.me
Photo 황유정 학생리포터
헤어메이크업 한주영
장소제공 펍 <사운드마인드>
www.facebook.com/soundmindseoul

김현수
중앙대 전자전기공학 09
당신은 누구?
지리산 피아골에서 음악을 벗 삼아
묵묵히 오덕(五德)을 쌓아 나가는 김
현수. 대학내일 커버 촬영을 위해 잠
시 속세로 내려왔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음악 매거진
엘리펀트슈elephant-shoe.net에서 글
쓰는 공학도라고 소개하곤 한다.
내 인생의 bgm
너바나의 앨범 <In Utero>에 수록된
Tourette’s.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앨범을 들었지만, 이 앨범만큼 나를
흥분시킨 앨범은 없다. 유년기를 함께
한 소중한 앨범 중 하나이기도 하고.
올해의 삶을 음악에 빗댄다면
어떤 장르?
반쯤은 슈게이징(Shoegazing). 메탈
리카, 스웨이드 등 유명 밴드에게 사
인을 받기도 했고, 직접 기획자가 되
어 좋아하는 인디 밴드들과 공연을
꾸리기도 했다. 나머지 반은 트로트.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
었다. 하.. 이모 여기 기본 안주 좀 더
주세요.
최후의 한마디
보통 혼자 음악을 듣는데, 요즘 문
득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듣는
지 궁금해졌다. 대학내일 독자 중 음
악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하지 말고 메일 kitschiker69@naver.
com 보내주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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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ff
발행·편집인
공동 대표
편집부
기획팀 학생리포터
사진팀 학생리포터
문화팀 학생리포터
프리랜서
디자인
마케팅 본부
마케팅 1팀
마케팅 2팀

마케팅 3팀
마케팅 4팀

CM팀
이비즈니스 본부
크리에이티브팀
인프라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실
20대연구소
SNS연구소
인턴

마케팅리베로
제호 디자인
사진
인쇄
편집국
홍보·마케팅
팩스

장명국
유영기 김영훈
수석기자 이정섭 / 기자 육진아 안희진 전아론 정문정 홍승우
김수연 김혜리 남경식 박다솜 박찬희 박혜진 신은지 양수연 이선우
이제우 이진수 조아름 정상석 최현준 한지원 함보연 허경은 허소윤
권여울 김다혜 나환영 송종원 신나리 이서영 이현지 이태호 황유정
백수빈 이예나 이우연
김병철 이승재 김기형 김덕화 음현주
팀장 김해정 / 디자이너 윤희선(design naeil)
본부장 김창배 박배길
책임팀장 탁귀영 / 매니저 김우준 진우경 윤선아 박준하 /
사원 김영현 김이슬 박지연 김다희
책임팀장 이동선 / 팀장 이성진
매니저 정은우 차정기 이혜민 김동주 신가은 남승혁 명범준 /
사원 양상범 박종남 구소연 이성진 박정은 권가람 송승화 오선정 김청아
책임팀장 황정은 / 팀장 이수이 / 매니저 박강두 김범준 안길상 이수지
김현승 신현정 / 사원 허이슬 강희은 김민아 최정은 권예빈 성지민 임이슬
책임팀장 이태영 / 매니저 김부진 조인천 김종원 김지혜 강국현 문송이
이지연 유호정 이승훈 권수인 홍보미 신예지 윤정심 김예림 유제문 /
사원 김예지 최규성 우병조 신재영
에디터 신청 김효선 임영화
본부장 임남훈
팀장 이호진 / 매니저 한상훈 김영현 하윤희 김소연 장정림 강영희 이동윤
오승천 고현지 / 사원 김상호 임청 문향기
팀장 한승희 / 매니저 김부록 강주빈 김미연 박준이 최윤영 허현 이은석
고은영 우창수 / 사원 이은주
팀장 이성진 / 매니저 이윤경
경영지원팀장 박지호 / 재무팀장 김소연 / 매니저 박옥인 / 사원 문미경
소장 신익태 / 수석연구원 김영기 박진수 / 연구원 송혜윤
소장 정은우 / 연구원 차정기 이윤경 박종남
이종일 김은혜 함효정 지수경 박진아 박상헌 김다은 정으뜸 한세빈 황병수
정의선 서제우 김성용 이혜인 동은조 이재흔 두인우 이선희 노영은 홍지원
장하진 송병희 최하림
김신혜 김연지 김은아 박태웅 송혜주 조혜민 주재진 김창훈
박지은(고려대 산업정보디자인 07)
스튜디오 집 (STUDIO ZIP)
프린피아
02-735-9524
02-735-3800
02-735-0005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80 대학내일 Studio-N
(주)대학내일 | 홈페이지 www.naeilshot.co.kr
20대 연구소 | 홈페이지 www.20slab.org

매주 월요일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대학내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배포처 (전국 140개 대학에 매주 배포됩니다.)
전국 스타벅스 ,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매장에서도 대학내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남

신촌
종로
중구

부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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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 표지 담당자 메일 cover_model@naver.com
대학내일 홈페이지 www.naeilshot.co.kr

대학내일의 표지는 매주 보통 대학생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표지모델에 직접 지원하셔서 말이죠.
물론 외모를 볼 때 아주 ‘보통’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긴 한데, 약간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예인이나 프로 모델을 찍는 건 아닙니다.
친절한 촬영팀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쯤 지원해봐도 밑질 건 없습니다.
모델로 선발되시는 분들에게 정당하게 촬영비(10만원)도 드린답니다. 많은 시간 빼앗지도 않아요.
순전히 착취는 아니고 약간 착취입니다.
외모가 괜찮은 편이라든지, 스타일이 좀 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좀 해야겠다든지.
그런 분이 있다면 지원 바랍니다. 친구 추천도 좋습니다.
대학내일 홈페이지 커버모델 신청란에 올려주시든지,
쑥스러우시면 담당 기자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 사진 몇 장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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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ut Campus Calendar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 같은 대외활동은 여기 있으니 꿰는 건 당신의 몫이다.

정리 황병수 에디터 calendar@univ.me

11.15~12.22

11.25~12.22

www.golfzon.com

www.kbcampusstar.com

골프존에서 대학생 시뮬레이션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KB국민은행에서 캠퍼스스타 8기를 모집한다. 캠퍼스스타가 되

2인 1팀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팀을 등록한 후 전국 골프존

면 KB국민은행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내 대

이 설치된 매장에서 대회모드로 참여하면 된다. 대학(원)생이면

학교 1~3학년 재학생만 참여 가능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해외

참여 가능하며 프로자격 소지자와 만 35세 이상인 자는 참여

연수 기회 제공 또는 KB국민은행 입행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의

가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 캠퍼스스타 8기 모집

제2회 대학생 시뮬레이션 골프대회

12.2~12.23
FunKIA Designer 7기 모집
fun.kia.com
기아자동차에서 대학생 마케터 FD(FunKIA Designer) 7기를
모집한다. FD가 되면 기아자동차 주요 마케팅 활동 취재 및 팀
미션 등을 수행한다.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FD에게
는 해외 취재 기회가 부여된다. 전국 대학생이라면 신청 가능
하나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12.28

11.20~1.6

www.spobiz-smr.net

facebook.com/nanume2013

스포츠마케팅 그룹 SMR에서 22기 스터디팀원을 모집한다. 스

한국소비자학회와 삼성전자가 제7회 대학생 IDEA 공모전을

터디팀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포츠마케팅 이론 및 사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100만 원으로 가치있는 소비생활하기

례 스터디, 스포츠산업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part 2-나눔’이다. 대학생이라면 4인 이내 팀으로 참가 가능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28일까지 이

며 최우수상 팀에게는 상금 150만 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

메일(spobiz_smr@naver.com)로 하면 된다.

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회 대학생 IDEA 공모전

SMR 22기 스터디팀 모집

12.16~1.19

SK플래닛 플리터 2기 모집 공모전
blog.skplanet.com

SK플래닛에서 플리터 2기 모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플리터는
SK플래닛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고 알리는 대학생 체험 리
포터다. 모집 부문은 영상/디자인, 기획/홍보 부문이며 모집 부
문별로 상이한 모집 미션이 있다. 우수자들에게는 총 730만 원
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플리터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11.25~2.3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기자단 4기 모집
www.nutrilitecampus.co.kr
뉴트리라이트에서 대학생 기자단 4기를 모집한다. 기자단이 되
면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한다. 모집 분야는 기획,
디자인, 영상 부문이며 부문별 각 2명씩 총 6명이 한 팀으로 활
동하게 된다. 우수 기자에게는 해외취재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외활동 캘린더는 네이버 커뮤니티 스무살의 성장파트너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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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your

Facebook
이주연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국어국문 13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사진을 보내주기 바람. 당첨자에게 VIPS 주말 2인 외식상품권(5만 8000원쯤) 선물.
사진 10장을 redphoto80@gmail.com로 투척 (본인 사진 서너 장 포함, 전화 번호 필수, 20대면 누구나 가능)

좋아하는 니트,
귀마개, 모자를 몽땅
둘렀다. 니트류를 무
척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콩쥐 콤플렉스, 피터팬 콤플렉
스, 그 외 다수 콤플렉스를 가졌다. MBTI 는 INFP, 혈액형
은 A, 애니어그램은 4번 유형(가슴형 사람)으로 그 결과들
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성격이다. 친구보다 엄마가, 애
인보다 아빠가 좋은 사람.

석사생은 왠지 근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진이
이게 무슨 짓인가! 안 그래도 박학다식하고 단정, 꼿꼿한
자세의 선배 언니들과 저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 특별한 취
급을 받은 첫 학기였다. 지도 교수님 코트를 보고 “색깔 진
짜 예뻐요!” 했다가 “얘 캐릭터 진짜 특이해”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너무 평범한 사람인지라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내
가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석사의 자세
와는 거리가 좀 있나 보다. 나도 근엄해지겠다!(뒷짐 꽉)

독립출판물을 만들었다고? 독립출판물 『노네임』 2기에
2013. 10. 20 생일.
아빠랑 엄마랑
생태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키 컸으면♪

함께했다. 마지막 단계인 출간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빠지
게 됐지만, 출간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편집이
나 출간보다는 필진으로 참여하는 게 나한테 훨씬 잘 맞는
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후 인디 뮤직 웹진 『inuut』와 『아
브락사스』에 참여해 매달 글을 쓰고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준 『노네임』 식구들에게 여전히 고
맙다.(승승장구하는 너희들 파이팅!)

밴드 ‘9와 숫자들’의 전국 투어 공연 <높은마음투어> 중
기타리스트 0 (유정목)과 함께.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 이유는? 미워해
도 되는가? 나는 고기보다 새우가 좋다. 이 줏대 하나로 아
빠 엄마 질문은 취소해주실 수 없는가? 아빠 엄마가 사라
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
로 엄마아빠 없는 세상은 생각도 하기 싫다.

올가을엔 낙엽 색깔이 다채로워서 매일 외출이 즐거웠다.

대학생활에 한 일 중 가장 재미난 일 혹은 자랑스러
운 일은? 이런 거 적으면 페이스북 테러 당할 것 같은데,
올 A+ 받았던 것이다. 당연히 기뻤디. 그래서 석사 첫 학

요즘 홍차에 빠졌다. 뜨거운 음료는 전혀 마시지를 않는데, 근래 맛
을 들여 마구 마시는 통에 매일같이 입천장 허물이 벗겨진다.

기 새로운 전공에서의 나는 어떨는지 좀 두렵다.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 달라. facebook.com/
zuyeonxx
학교 갈 채비를 다하고 시간이 남아서 찍은 셀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고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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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
Open Your
Facebook

Open your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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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속에 고이 모셔놓은 사진으로 당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는
대학내일 본격 허세 코너 OPEN YOUR FACEBOOK
카페에서 찍은 얼짱 사진, 당신이 자행했던 뻘짓 사진,
당신이 직접 만든 묘한 무엇 사진, 지난 여름 찍은 수영복 사진 등
자신의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10장 보내라.
선정된 이에겐 5만 8000원치 VIPS 외식상품권을 선물로 준다.
즉 잡지에 얼굴 실리고, 지인들에게 뽐내고, 저녁 식사 즐기는 것이다.
“꺅! 사생활을 팔아 외식하는 느낌이잖아요”라는 독자가 있을 법한데
정확하게 코너의 본질을 짚어냈다고 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요기 오른쪽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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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your Style

전아론 기자 aron@univ.me
Photo 이서영 학생리포터

대학내일과 스타일쉐어가 함께하는 캠퍼스 스타일 공유 프로젝트.

Look at your
Campus Codie : 서강대 국어국문학 12 김진희 stylesha.re/20871012
패션과 뷰티를 사랑해서 관련 블로그(rhdns9450.blog.me)를 운영 중인 김진희입니
다. 맨투맨과 롱스커트, 그리고 빈티지를 즐겨 입고, 깔끔한 코디에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링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것들은 유니크한 악세서리와 싸고 예쁜 빈티지들
입니다.

+ concept
콘셉트 심플한 라인에 숨겨진
핑크 컬러 맨투맨의 귀여움
자켓 보세
맨투맨 챈스챈스chance
chance
하의 로드숍
신발 모그어스

+ concept
콘셉트 네이비 컬러의 스커트와
패딩에 모자로 포인트를 준 코디
패딩 펜필드
맨투맨 로클
원피스 로드숍
양말 로드숍
신발 닥터마틴
모자 질 바이 질 스튜어트

What

is your

본 지면은 StyleShare와 함께합니다
StyleShare는 누구나 쉽게 일상 속 패션을 공유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대한민국 대표 패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와펜으로 장식한
귀여운 클러치.
프레드페리

P22 Fashion(ok).indd 22

여러 가지 스타일
응용이 가능한 헤어밴드,
챈스챈스

빈티지한 느낌의
목걸이,
빈티지 헐리우드

심플한 블랙에
펑키한 디테일의 가방,
BPB

StyleShare에서 스타일리시한 사진과 키워드
#대학내일을 입력한 후 업로드하면 이 지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7만원 의류 상품권은 덤!

2013.12.12 5:18:36 PM

같이먹는

Single Food

고단한 날 먹은 단 호박 한 조각,

귀찮은 날 먹은 고추참치 한 캔,
즐거운 날 먹은 식빵 한 장,
아픈 날 먹은 계란죽 한 그릇

싱글푸드에서 만들어
다 같이
먹지 않을래요?
나의 특별한 자취 요리 레시피를 사연과 함께
yook@univ.me 로
선택된 레시피 주인공에게는
3만원 상당의 저스트쿡
양수냄비와 프라이팬을 준다지.

P23 싱글푸드광고.ind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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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SPA
이번 주, 단 하나의 물건을 사야 한다면 이곳에서 이것을

박찬희 학생리포터 ufoxyg@naver.com Photo 신나리 학생리포터

mission
손이 시려워?

껴, 장갑

밤이 지나간다

스마트폰 터치 기능이 첨가된 장갑. 엄지와 검지로 터치할 수 있다. 두 개를 묶어

정말 따뜻한 장갑. 그냥 털장갑이 아니다. 안감이 들어 있어서 스키 장갑만큼의

서 판매하므로 커플이 나눠 껴도 손색없다. 나눌 사람이 없다면 하루씩 번갈아

보온성을 자랑하지만, 귀여운 색상의 니트 장갑이라 겉으로 보면 부담스럽지

끼자. 1만 5000원

않다. 1만 5900원

+ 함께하면 좋은 것 어두운 컬러의 코트, 같은 색상의 목도리

+ 함께하면 좋은 것 귀여운 크로스백, 털모자

P24 SPA(ok).indd 24

+ 발견한 곳

+ 발견한 곳

H&M 명동 중앙길점

SPAO 명동점

서울 중구 명동 2가 33-14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3

2013.12.12 5: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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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together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팁을 얻는다는 효진씨의 뷰티 노하우는?

전아론 기자 aron@univ.me Photo 배승빈 프리랜서

크리니크 블러싱 블러셔
눈 화장을 화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블
러셔는 매트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면세
점 쇼핑을 하다가 이 제품이 눈에 들어왔어
요! 블러셔 안에 브러시가 내장되어 있어 휴
대하기도 편하고 지속력도 정말 좋아요. 아침
에 바르면 저녁 때까지 발그레한 볼을 유지할
수 있어요.

MAC 셀렉트 쉬어 팩트
벌써 다섯 개 째 사용하고 있어요. 가벼우면서도 피부를 화
사하게 해줘요. 또, 유분기는 잡아주지만 커버력은 거의 없
는 제품인데 오히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특히 내장되
어 있는 솜털같이 부드러운 퍼프와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가끔 귀찮아서 아무 퍼프나 사서
바르면 내장 퍼프를 사용해서 바른 것만
못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피부 표현이 완성돼요.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컨실러

유리아쥬 워터 로션
크림이나 젤 타입이 아닌
워터 타입의 로션이라 겨울
철에 사용하기엔 건조할 것
같았는데, 이 제품 하나로
도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
로 수분감이 뛰어나요~. 저
같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
부가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
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사
용한 이후 화장할 때 각질
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화장도 더 잘되는 느낌이에
요. 약국 화장품이니 민감
성 피부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순하답니다!

P25 beauty(ok).indd 25

타제품에 비해서 커버력은 뛰어나지만 블렌딩
만 잘하면 컨실러를 바른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컨실러를 잘못 고르면 커버력이 약하거
나, 커버력이 좋은데 밝은 곳에 나가면 커버한
부분만 색깔이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피부 톤과 잘 맞아서 경계가 지지 않
고 커버력도 우수해서 정말 추천해요. 원래 사
용하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과 1:1 비율로
섞어서 바르면 더욱 자연스러워요!

공효진 숙명여대 글로벌협력학 11
안녕하세요. 22살 공효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방문위 소속
대학생 홍보단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
국을 만들기 위해 환대실천 캠페인을 벌이는 미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원래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메이크업과 뷰티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게 취미이기
도 하지만, 미소 국가대표 활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해서 요즘 특히 뷰티에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Present
마음에 드는 화장품 찾기 쉽지 않죠? 자신의 뷰티 노
하우를 공개하고 아이템을 추천해줄 대학내일 독자를
찾습니다! 간단한 사진과 자기소개를 aron@univ.me
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실리는 분들께는 MAC 립스틱
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3.12.12 4:55: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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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Single Food
육진아 기자 yook@univ.me Photo 배승빈 프리랜서

How to … ?

추운 날에 부드럽게

연두부 으깬밥
Weekly story …

서지원 가톨릭대 영어영문학 09

자취는 하지 않지만 부모님과 저의 생활 패턴이 달라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01

03

연두부 1모, 밥, 참기름 조금, 참깨 조금,
간장 조금, 고춧가루 조금조금조금…

02

거기에 간장 한 수저 반, 참기름 반 수
저, 고춧가루 반 수저, 참깨를 원하는
만큼 넣는다.

국그릇에 연두부를 넣는다.

04
원하는 양의 밥을 넣고 함께 비빈다.
연두부가 으깨지고 양념과 밥이 잘 으
깨졌다고 생각되면 요리 끝.

제가 원래 두부, 순두부, 연두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것
을 죽같이 만들어 먹습니다. 죽처럼 부드러우면서 1분 만에 만들 수 있고 맛과 영양을 동시
에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직접 만들어 보니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그런데 비벼놓고 보니 비주얼이 참 ……
강추 콩으로 만든 음식을 아침으로 섭취하면 뇌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단다
비추 이것은 아무 맛도 아닐 수가 있다

01

02

03

04

나만의 레시피를 보내줘
이딴 걸 밥이라고 만들어 먹고 있냐고 화가 난다면 주목! 자신만의 자취 요리 레시피
를 사연과 함께 yook@univ.me로 보내주세요. 소금과 후추의 맛을 구분하지 못하(지
만 지금까지 살아서 먹)는 미맹 담당 기자가, 적나라하고 아름답게 맛을 서술해드립
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3만원 상당의 저스트쿡 양수냄비와 프라이팬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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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Place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바로 그 장소

안희진 기자 ana@univ.me Photo 황유정 학생리포터, 사운드마인드 제공

about … ?
가는 길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로 나와 직진. 하나님의
교회를 끼고 좌회전. 다시 직진. 새마을식당 앞 횡
단보도를 건너면 11시 방향(345삼겹살 건물 지하)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14 지하
영업시간
오후 5시-다음 날 1시
메뉴
크림 생맥주 2500원, 직접 추출한 커피술 더블샷
4000원, 세 가지 스타일의 김자튀김 9000원~1만
1000원, 천문학 전공한 매니저가 만드는 나선은하
카프레제 1만 2000원, 마늘종을 곁들인 소시지 구이
1만 5000원
연락처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undmindseoul
트위터 @soundmindseoul

병든 너를 위한 곳

펍 사운드마인드 SOUND MIND
시험과 종강 콤보로 피폐해진 마음을 달래는 데 술과 음악만 한 것이 있을까. 낙성대에 새로 문을 연 펍 <사
운드마인드>는 이런 상황에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영험한 장소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는 경구에서 이름을 따온 이곳은 밴드 꿈에 카메라를 가져올 걸(꿈카)의
기타리스트 재훈이 운영하는 공간. 학창 시절을 보낸 곳에서 새로운 음악씬이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
구들과 힘을 합쳐 문을 열었다. 여럿이 들러 홈메이드 스타일 안주와 엄선한 병맥주, 커피술을 맛보아도 좋
고, 홀로 찾아가 좋은 음악과 사귀어도 좋다. 한쪽 벽을 차지한 근사한 무대에서는 곧 재미있는 공연이 벌어
질 것이다. 첫 번째는 12월 20일(금)에 예정된 오프닝 파티. 소속사 사장님인 ‘9와 숫자들’의 9(송재경), FIRST
AID, 로보토미, 꿈카의 보컬 박연 등이 시작을 기념하는 dj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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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New Book
새로 나온 책 한 권 읽어보실래요?

Book
01

Book
02

사월의 미, 칠월의 솔

스무 살 전에 알아야 할 성 이야기

안희연 프리랜서 elliott1979@hanmail.net

육진아 기자 yook@univ.me

따뜻한 울먹임의 기록

섹스는 글로 배우면 큰 일 나는 줄

김연수는 하나의 브랜드다. 국문과 강의실에서, 혹은 시간이 남아 잠시 들른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性 이야기’라는 다소 읽지 않고 싶어지는 부

서점의 소설 코너에서 김연수라는 이름을 만나지 않은 독자는 아마 없을 것이

제(!)를 가진 이 책은 스무 살 전에 알아야 했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줬어야 했을

다. 그가 5년여간 작업한 11편의 단편을 들고 귀환했다. 우리의 대답은, 말해

섹스 지식을 탑재하지 못한 채 이 겨울 타오르고 있는 너님에게 탁월하다. 일

야 입만 아픈 ‘환대’다. 한동안 역사의 문제에 골몰하던 작가는 이제 그곳에서

단 오르가슴을 향하여 가는 성적 흥분 5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남녀 각 12

돌아 나와 평범한, 그래서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함석지붕 위로 내리

개의 체위와 방울뱀 기술, O자 기술, 8자 기술 등 남자가 시험해볼 수 있는 몇

던 빗소리가 사월에는 ‘미’ 정도였는데 칠월에는 ‘솔’ 정도로 높아졌다는 이야

가지 구강성교 기술까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서로에게 ‘해부학적으로 접근’하

기, 산책하는 일의 다섯 가지 즐거움과 내 가슴에 앞발을 얹는 커다랗고 다정

길 요구하는 책이 어려워질 세라 <가슴과 질/음부를 가리키는 나라별 명칭> 인

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엄마나 옛 연인처럼 이제는 없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포그래픽스가 등장, ‘흠…내 몸을 스페인 스타일로 표현하면 위로는 ‘낙타의 육

묵묵히 따라 걸어가 보는 이야기. 우는 것과 울먹이는 것이 다르듯, 김연수의

봉’ 아래로는 ‘트렌치코트’를, 러시아 스타일로 표현하면 위로는 ‘흰빵’과 아래

이번 소설집은 어떤 울먹임의 기록처럼 보인다. 김연수가 자신의 주인공을 보

로는 ‘모피같은 것’을 가진 것이로군’하고 깨달을 수 있다. 포르노와 현실을 비

듬는 손의 감촉이 너무 여리고 부드러워서 읽는 이의 가슴에도 저절로 애틋함

유한 부분에선 ‘포르노에선 5~8라니 체위가 이뤄지는 반면, 현실에선 2~3가

이 인다. “나는 내가 쓰는 소설은 무조건 아름다워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지 체위가 전부다’라고 누군가를 타이르고, 사랑에 빠진 청춘남녀 사진을 앞뒤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곳이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든.”(작

로 배치해 학구열을 불태우게 한다. 갑자기 (하필)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가의 말) 실은 우리의 믿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쓰고

발렌타인데이 저녁, 기숙사 로비 소파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었다는 그녀의

싶어진다.

슬픈 전설이 떠오른다. 섹스는 꼭 한 번 이 글로 배웠으면 좋겠다.

지은이 김연수 펴낸곳 문학동네 가격 1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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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 기자들이 한 주간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잘 정신 승리 하겠습니다
책 『루쉰의 편지』와 루쉰 피규어
의대 다니는 동생이 물었다. “실습 시험을 잘못 봤어요. 멍
청하게 왼쪽을 맹장이라고 두들겼는데 너무 혼나서 멘붕왔
어요. 이럴 땐 어떻게 정신 승리하죠?” 나는 대답했다. “보
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데… 첫 번째는 ‘차라리 잘 된
거야 하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항상 잘하겠어’야. 세 번째
는 ‘이게 다 나중에 이야깃거리가 될 거야’인데… 적당한 걸
로 골라 써.ㅋ” 동생은 3번을 선택했다. “나중에 명의가 되
면 ‘난 본과 때 맹장이 왼쪽에 있는 줄 알았다. 너희도 포기
하지마, 하하’ 이럴 수 있겠죠?!” 주변 사람은 이미 아는 사
실인데, 나는 정신 승리 전문가다. 우울이 오래가면 그로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멘탈을 주워 담으려고 하다 보니
정신이라도 승리하도록 연습한 것이다. 나처럼 정신승리를
잘 하는 친구 그룹이 있어서 우리끼리 ‘정신 승리가 심할

스스로에게 선물을 자주 주는 편이다. (아무도 안 주니까…) 보통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걸 달성하면 짜잔!하고 선물을

다. 정신 승리의 조상은 중국 작가 루쉰의 『아Q정전』 주인

주는 식이다. 그러다 기쁨이 가장 극대화 되는 자가 선물 방식(?)을 찾았다. 서브 스크립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잊고 있어

공 아Q인데, 나는 이 개성 있는 캐릭터를 사랑하고 또 이

도 달마다 선물이 온다니, 멋지지 않은가! 최근 마음에 든 것은 글로시 박스의 블랙라벨 에디션 ‘레슬리 박스’. 박스를 구성한

세계를 만든 작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너무 어필

한예슬은 내게 다소 깍쟁이 같고 새침한 여배우 이미지였는데, 박스를 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일단 시트러스 앤 라벤더 향의

하고 다녔는지 최근에 루쉰의 책과 피규어를 선물 받았다.

틴 캔들과 블러드 오렌지 화이트 페퍼 향의 바디 버터는 오렌지처럼 상큼한 성격을 떠올리게 했다. 게다가 진한 머스크 향이

정신 승리하는 한 인간을 통해 중국 근대의 문제점을 고

아니라 은은한 향이 나는 필로소피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향수와 새빨간 립스틱이 아니라 입술을 보호하는 컬러 틴트를 골

발한 작가를 보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랐다는 점에서 청순한 여자의 느낌을 받았다. 올 크리스마스엔 날 닮은 물건들로 작은 선물 박스를 만들어보고 싶다.

아, 이건 아닌가여….

때 알려주기 호우워~’ 라는 가사가 있는 주제가도 만들었

미취업자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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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선물의 정점 레슬리 박스

크리스마스 트리
요즘 힘든 일이 많다,라고 쓰려 했지만 그만 뒀다. 일부
독자들의 반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자놈아! 적어도
넌 취직은 했잖아!” 하긴 그렇다. 난 취직은 했다. 백수
를 해봐서 아는데 미취업만큼 힘든 일도 별로 없다. 빈
곤해지는 건 물론이고 존재의 이유마저 의문스러워진다.
그런 독자들에게 조그맣게나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보길 권한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저자 찰스 디킨
스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장하며 말했다. “이따금 동심
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러기에 크리스
마스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어차피 크리스마스가 생기
게 된 것도 아기 덕분이 아닌가.” 유치한 크리스마스 장
난질 속에 우리는 다시 한 해를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
는 게 디킨스의 주장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년 더 가
혹한 한해를 헤쳐 나가야 할 미취업 독자들은 필히 크리
스마스 트리를 꾸미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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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 표지 담당자 메일 cover_model@naver.com
대학내일 홈페이지 www.naeilshot.co.kr

대학내일의 표지는 매주 보통 대학생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표지모델에 직접 지원하셔서 말이죠.
물론 외모를 볼 때 아주 ‘보통’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긴 한데, 약간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예인이나 프로 모델을 찍는 건 아닙니다.
친절한 촬영팀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쯤 지원해봐도 밑질 건 없습니다.
모델로 선발되시는 분들에게 정당하게 촬영비(10만원)도 드린답니다. 많은 시간 빼앗지도 않아요.
순전히 착취는 아니고 약간 착취입니다.
외모가 괜찮은 편이라든지, 스타일이 좀 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좀 해야겠다든지.
그런 분이 있다면 지원 바랍니다. 친구 추천도 좋습니다.
대학내일 홈페이지 커버모델 신청란에 올려주시든지,
쑥스러우시면 담당 기자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 사진 몇 장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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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방학이 다가온다. 벌써부터 캐리어를 싸고, 저 멀리 떠나는 상상에 빠져들 때다. 교환학생에 어학연
수, 그리고 단기 체험 프로그램까지…. 너도나도 해외로 떠난다니, 이왕이면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
다는 욕망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기 평범하지 않은 여행들이 있다. 같은 곳을 여행하더라도,
남들과는 다른 경관을 눈에 담게 될 여행이다.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 그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여행일 테다. 편집 홍승우 기자 sseung@univ.me Photo 허우성 프리랜서

이색적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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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01
배낭과 패키지의 콜라보레이션 청춘 여행

Topdeck Tour 탑덱

폭넓게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찬스
외국계 기업 회사원인 김수현(28)씨는 이직으로 인

런던의 노팅힐, 파리의 센 강, 이탈리아의 피렌체 두오
모 등 우리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며 ‘낭만’에
젖는다. 하지만 배낭족들은 고생을 맛보고, 패키지족은
빡빡한 일정 때문에 아쉬움을 느낀다. 그렇기에 새로운
외국 친구들과 생생한 유럽을 체험하며 ‘진짜’ 낭만을
즐기는 탑덱 투어라면 딱 좋지 아니한가?!

버스 타고 유럽 돌자

해 쉬던 기간 중 배낭여행을 준비하면서 탑덱을 알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의 피크닉 런치. 네덜란드 암

게 됐다. “여러 여행을 알아보던 중 다른 나라 사람

스테르담에서 여행자들과 함께 즐기는 자전거 여

들과 함께 여행을 다닌다는 특별함에 이끌려 선택했

행 등 이국적인 공간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

다.” 그녀는 숙소와 교통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점

며 유럽을 유랑하는 여행이다. 호주 출신의 한 청년

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국가 여행자들이

이 런던에서 고물 이층 버스를 사들여 모로코까지

참여하기에 타 문화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고. 그

여행을 떠나면서 탑덱 투어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으로 ‘베니치아 가면 파

다양한 국적의 젊은 배낭여행자들이 참가한다. 큰

티’를 얘기한다. “아무래도 혼자 배낭여행을 갔거나

틀 안에서 여행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스스

우리나라 여행사의 패키지를 통해서 갔더라면 경험

로 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

해보지 못했을 뜻깊은 추억이다.” 그녀는 여행 일정

은 현지의 투어 리더는 각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며

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어서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일정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여행객이 모

말한다. 하지만 투어 리더와 외국인 친구들이 원어

여서 페어웰(Farewell) 파티를 한다. 여행에서 외국

민이 아닌 여행자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설명해줬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새로운 친구

“예비 탑덱 여행자들을 위해 팁을 드린다면, 사전에

를 사귈 수 있다. 그렇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여행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는 게 중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요하다. 여행에 있어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

마음이 더욱 요구된다.

큼 즐길 수 있다. 탑덱 투어를 함께하는 외국 친구들

여행국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체코, 독일

탑덱 코리아(www.topdeck.kr)는 현재 신발끈 여행

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오픈 마인드를 갖고 친해지면

여행기간 15~27일(프로그램별 상이)

사를 총판으로 운영 중이다. 10개의 유럽 나라를 23

여행이 더욱 풍성해진다.” 그녀의 블로그(blog.naver.

참가연령 18세부터 39세까지

일 동안 여행하는 ‘European Getaway 23일 여행’이

com/kimsh8582)에서 여행기를 더욱 자세히 볼 수

이동수단 45인승 전용 버스

가장 인기가 높다.

있으니 참고할 것.

최현준 학생리포터 chlha89@naver.com
Photo 탑덱코리아, 김수현 제공

총 예산 약 330~400만(현지 투어비와 식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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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02
당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드립니다

트렉 아메리카
아기자기하고 고풍스러운 맛이 있는 유럽 여행 대신,
스케일 크고 화끈한 여행을 찾는다면 미국 여행이 답
이다. 트렉 아메리카는 43년째 운영해온 베테랑 운영
진들이 짠 깊이 있는 12가지 여행 코스를 제공한다. 미
국 남쪽 지방, 북부 지방을 가로로 횡단하며, 전체를 순
환하기도 한다. 각 코스는 대도시, 소도시, 대자연, 셋
의 밸런스를 고려해 버라이어티한 일정을 자랑한다. 글
로벌 인맥도 얻고, 스케일 다른 본토 미국을 체험하고
싶다면 트렉 아메리카를 이용해보자.
허경은 학생리포터 silvereee@daum.net Photo 트렉아메리카 제공

트렉 아메리카 경험자 인터뷰
신.동.하 35세, 회사원
가장 기억에 남은 스펙터클은 뭐야?
헬리콥터를 타고 Grand Canyon을 봤던 것. 정말 짜릿했
음.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버스 파티, 샌프란시스코에서 즐
긴 낭만도 기억에 남아.
트렉 아메리카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일단 미국을 집중적으로 관광한다는 게 큰 장점이지. 대도

13명의 외국인 친구와 밴을 타고 떠나는 여행
여행단은 14명으로 구성된다. 해외 각지에서 온 13

시만 방문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코스는 대도시,
소도시, 대자연으로 균형 있게 이뤄져 있어.
트렉 아메리카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인의 여행객에 투어 리더라 하는 미국인 가이드 1인

여행 크루로 만난 외국인들과 아직도 페친이야. 게다가 다

이 합류하는 시스템이다. 반드시 13명이 채워져야

녀온 후 영어 성적도 수직 상승했어! 짧은 기간 임팩트 있

떠나는 건 아니다. 최소 6명이 모여도 출발이 가능하

게 리얼 생활 영어를 배우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다들 가

다. 이동 수단은 밴이다. 숙소는 캠핑형, 숙박형, 둘

는 어학연수보다 낫기도 하지.

을 적절히 섞은 혼합형이 있는데, 젊은 여행객에게
인기가 좋은 건 캠핑형이다. 캠핑지라는 오픈된 공
간이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기도 좋고, 현지의 야

트렉 아메리카 사이트(www.trekamerica.co.kr)
신청방법 에서 가예약-결제(2개월 이내 예약시 전액결
제)-OT 참가(출발 4주 전)-여행 출발
최소 2159달러(약 229만원)~최대 5749달러
(약 600만원)

생동물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식사는 ‘푸드

예상경비

키티’란 10달러의 돈을 걷어 공동구매로 이뤄진다.

인기코스 Southern Sun(남부 횡단), Sun The Grand
Top3 Trek(미 대륙 순환), Northern Trail(북부 횡단)

장을 본 후, 함께 밥을 만들어 먹는 식이다.
트렉 아메리카는 여행자 연령에 제한이 있다. 18세

여행기간 4-10월 중 3일, 2주, 3주부터 80일까지 다양

부터 40세까지. 때문에 평균 나이가 20대다. 청춘여

숙박형태

캠핑, 호텔, 랏지, 캐빈, 인디언 호건, 카우보이
캠프 등 다양한 미국 숙소 체험

행이다. 전 세계 70개국 출신의 여러 젊은이들과 문
화를 공유하고 캠핑을 즐긴다. 여행 코스도 유동적
이다. 인지도는 국내보단 해외에서 높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비율은 20 대 1 정도. 트렉 아메리카 고진
석 대표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게 겁난다면, 그
냥 유쾌하게 웃어라”라고 조언하다. 웃기만 해도 외
국인들이 먼저 다가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평균
2주, 길게는 40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지만 덕분에
영어 공부는 확실히 된다. 운 좋으면 영국, 호주, 미
국 총 세 가지 버전의 영어를 동시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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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진짜배기 여행

트래블러스맵 공정여행
그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식상한 여행은 지겹다는 사
람들이 있다. 열정 넘치고 개념도 충분한 청춘들이 찾
는 신선한 여행이 필요해진 이유다. ‘공정여행’은 그에
대한 해답이다.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여행에 진
정성과 의미를 깊게 담는다. 이제 여행도 착해져야 하
는 시대다.
함보연 학생리포터 hby282@naver.com Photo 트래블러스맵 제공

여행에 진정성을 담았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야무진 꿈을 지닌 여행자들
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평소 여행을 할 때마다 지
역경제, 환경, 인권을 위협하는 관광이 고민됐다고

착한 여행을 하려는 자, 그 방법을 익혀라

합니다. 이를테면 쇼핑에서 바가지 씌우는 것, 성매

공정여행을 떠난 철수는 ‘착한 여행자 캠페인’을 시

매를 알선하는 한국인 가이드 등이었죠. 트래블러스

작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현지인이 운영

맵(여행 부문 1호 사회적 기업)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숙소, 식당,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여행지에

한 ‘착한 생각’에서 공정여행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서 만난 판매자에게 공정한 거래로 정당한 비용을

들의 꿈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즐기는 여행이 아닌,

지불하는 것은 기본이죠.

현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환경문제 등을 함께

환경을 사랑하는 예쁜 마음씨도 눈에 띕니다. 탄소

고민하는 착한 여행을 하는 것이랍니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이 아닌 개인 컵,

트래블러스맵의 여행은 일반 여행보다 진정성이 녹

손수건, 친환경 세제 등을 사용합니다. 또한 되도록

아든 부분이 돋보입니다. 관광객 전용 도로 대신 직

걷는 운동을 지향하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여행

접 흙길을 걸어보고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

지 보호를 위한 모든 실천들이 해당됩니다.

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형식적인 여행

현지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진정성도 지닙니다. 현

이 아닌, 현지의 삶에 녹아드는 여행인 것이죠. 트러

지인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여행지의 역사,

블러스맵에서는 해외여행, 국내여행, 청소년 교육여

문화를 공부합니다. 그들만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행, 맞춤여행 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험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험, 트레킹, 어드벤처, 생태/환
경, 치유/휴식, 가족여행, 허니문, 1인 출발 등 다양

여행종류 해외여행, 국내여행, 청소년 교육여행, 맞춤여행

한 테마로 구분돼 있어 자신에게 알맞은 여행 선택

여행국가

이 가능합니다. 착한 여행을 하고픈 청춘이라면, 트

여행기간 3박 5일부터 길게는 23박 24일까지

래블러스맵 홈페이지(www.travelersmap.co.kr) 접속

모집인원 여행 국가(프로그램별) 상이

후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상경비 110만원부터 769만원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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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유럽여행을 부탁해

Pilote 대학생자동차유럽대장정
10인이 넘는 단체 여행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배낭
여행을 하자니 넓은 유럽 대륙 때문에 몸이 괴로울 것
같다. 필로트 대학생자동차유럽대장정(이하 대자유)은
우리의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여행법이다. 소규
모, 자동차, 플러스 유럽 여행. 대학생들의 여행 로망을
총집합한 완전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특히
유럽 여행 초보자들에게 딱이다.
허경은 학생리포터 silvereee@daum.net
Photo Pilote 대학생자동차유럽대장정 제공

캠핑카와 외제차를 타면 유럽이 보인다
코스는 총 3개다. 그중 A, B코스는 차로 움직이고,

대자유 경험자 인터뷰

C코스는 캠핑카로 움직인다. 짧게는 2주, 길게는 3
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럽의 알짜배기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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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고 온다. 여행 기간 동안 드라이버는 참가자들

한 조는 몇 명?

중 따로 지원을 받는다. 드넓은 유럽에서 외제차 한

임의로 짜여진 6~7명이 한 조야.

번 몰아보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지원해볼 만하다.

패키지 여행과 다른 점은?

교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덜하

난 대자유 전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었어. 그땐 어르신이

다. 차는 푸조 社의 최신형 차를 리스해 이용한다.

랑 아기들도 많고,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다녀서 재미없었
필로트 대자유 카페(cafe.naver.com/
pilote/993)에서 신청서와 약정서 작성-담당자
신청방법
에게 메일로 발송-참가비 완납(분납 가능)-참
가 확정 후 항공권 발권-OT 참가 - 출국

지. 대자유는 젊은 애들끼리 뭉쳐서 자유롭게 다니니까 훨

예상경비 최소 359만원~최대 999만원

파리에서의 일정들. 빵집에서 바게트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고, 최고재판소도 다녀왔지. 도서관도 견학하고. 실제 유

을 지내기 때문에 팔도 청춘과 급속도로 돈독한 사

코스 A(유럽 황금코스): 런던옥스퍼드·케임브
리지·캔터베리-파리·베르사유·오베흐쉬흐
와즈-인터라켄·루체른-밀라노·피사·로마
코스 B(유럽 겨울환상코스): 로마·피렌체·베
네치아-인스브루크·잘츠부르크·할슈타트·
빈-프라하-로텐부르크·뮌헨·퓌센-루체
른·인터라켄-콜마르·스트라스부르-흐뒤·
여행국가
브루게-런던·옥스퍼드·케임브리지·캔터베
리-파리·베르사유·오베흐쉬흐와즈
코스 C(2014 동계올림픽 승리 기원 캠핑카 대
장정): 파리·베르사유-그르노블·알베르빌·
샤모니-토리노-베네치아-코르티나담페초·
인스브루크-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퓌센-프
라하-생모리츠-루체른-파리

이가 된다. 참가비는 성수기 요금 상승이 반영돼 15

여행기간 2~4주(코스별 상이)

대자유를 누구에게 추천하겠어?

일마다 5만 원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이동수단 A, B코스 푸조 社 자동차, C 코스 캠핑카

처음 유럽 여행을 가는 대학생들. 한 달 동안 유럽의 황금

자가 현명하다. 운전자는 2일가량 먼저 입국한다.

숙박형태 캠핑, 펜션

플레이스를 찍고, 전국구 인맥도 만들 수 있으니!

C코스는 운영진이 이번 기수에 야심차게 준비한 특
별 코스다. 캠핑카를 타고 역대 유럽 올림픽 개최지
를 순회한다. 2014 소치 올림픽을 기념해 올림픽의
역사도 알아보고, 다가올 동계올림픽의 기운도 느껴
보는 특권이 주어진다. 세 코스를 혼합해서 여행할
수도 있다.
숙박은 겨울엔 펜션이나 캠핑카에서, 여름엔 캠핑
사이트의 텐트에서 해결한다. 박물관 입장료, 식비,
자동차 유류비 등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
두 참가비에 포함돼 있다. 반드시 대학생만 참여하
는 건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
은 것도 특징. 생판 모르는 이들과 길게는 한 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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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재밌어.
가장 기억에 남는 스펙터클은 뭐야?

럽인들이 사는 생활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어.
필로트 운영진이 파리에 거주해서 특히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돼.
여행 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체 생활이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 쇼핑, 박물관 투어, 자연 경관 관광, 식도락 여행…
각자 취향이 다르고 20대는 개성이 뚜렷해 서로 원하는 걸
모두 이룰 순 없어. 팀 멤버들과 의견 조율이 중요해.
경비 마련은 어떻게 했어?
부모님이 주신 것에 알바해서 번 돈 200만원을 보태서 다
녀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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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05
세상의 끝에서 마주한 나

RacingThePlanet 4deserts
극지 마라톤
마라톤 대회라지만, 이 역시도 사막을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다. 대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의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는 여행인 셈이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로지 나 자신 그 자체로 나의 한
계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떠나라. 그리고 도전하라.
양수연 학생리포터 dpfhslah@nate.com
Photo www.4deserts.com, 윤승철 제공

「타임」 지가 선정한 인내의 마라톤!

오로지 들리는 것은
나의 심장이 뛰는 소리

4대 극지 레이스와 Roving Race를 주관하는
4deserts는 2002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아

윤.승.철

시아 레이스로 시작해 점차 확대된 모습이 지금의

동국대 문예창작과 08, 최연소 극지 마라톤 그랜드 슬램 달성

극지 레이스를 완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
안 약 100개국에서 온 7,000명의 참가자들이 무려
40개국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4deserts의 극지 마

해외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극
지 마라톤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여행을 갈 때 가고 싶어서 가지
꼭 뭘 위해서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죠.

라톤은 히말라야 도서관 프로젝트 <Room to read>

그런데 하고 와보니 뭔가 달라졌어요. 3년 반을 준비하니까

등의 NGO단체에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참가

안 되는 것도 되는구나. 앞으로 닥치는 어떤 일이든 오랫동

자들도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마라톤 참가

안 천천히 준비하면 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뿐만 아니라 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최근 4

극지 마라톤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매력은 무엇

대 극지 마라톤은 「타임」 지에서 선정한 Endurance
Competition에서 2위를 차지하며 명실 공히 세계에
서 가장 주목하는 극지 마라톤임을 증명하였다.

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혼자 일주일간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로지 뛰고 있는 내 심장 소리, 나의 발자국만 존재하는
곳이죠.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마라톤도 하고 대회 전후로
인접한 국가들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하라사막 대

레이스
종류

요르단 사하라사막, 중국 고비사막, 마다가스
카, 칠레 아타카마사막, 남극

출발
일정

요르단 사하라사막 2014. 2. 16~22/ 중국
고비사막 2014. 6. 1~7/ 마다가스카 2014.
8. 31~9. 6/ 칠레 아타카마사막 2014. 10.
5~11/ 남극 2014. 11. 1~11.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사막 마라톤 참가비용은
3,600달러(한화 381만원), 마다가스카는 3,700
예상경비
달러(한화 391만원), 남극은 11,900달러(한화
1,259만원)이다.
레이스
기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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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후 이집트 홍해에서 스킨스쿠버를, 아타카마사막 마라
톤 후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을 다녀왔습니다.
마라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딱 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한 시간 가까이 혼자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한 시간을 저를 따라 왔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려고 따라왔던 거죠. 달리다보면
죽은 동물들의 뼈가 보이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요. 그 친구는 생명의 은인이죠.
마라톤을 끝내고 나면 어떤 경험이 남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이에요. 전 세계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달

약 1주일간 250km(레이스별로 차이 있음)

리고 함께 텐트를 쓰고 어려운 것을 함께 극복하다보니 정

철저한 Self-supported. 모든 짐은 각자 들고
마라톤에 임한다. 다만, 물과 음식이 제공되며
최고의 의료팀과 지원팀이 함께한다.

말 둘도 없이 친해져요. 세계 곳곳에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로 제가 외국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한국에 여러 번 놀러
온 친구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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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06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드는

Korea Gapyear
코리아 갭이어
해외봉사의 매력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낯선 타지에
서 땀을 흘려가며 쏟은 노력은 다른 어떤 경험에 견주
어 손색없음을 말이다. 반복적이고 무료한 학교 생활에
싫증났다면, 어쩌면 당신은 Gapyear를 가질 시간이 됐
는지도 모른다. 해외여행, 봉사, 인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집합소, 코리아 갭이어를 경험
하라.
양수연 학생리포터 dpfhslah@nate.com Photo 한국 갭이어 제공

로이 킴도 가졌다는 그 시간, Gapyear.

나만의 갭이어를 통해 소통을 배우다

갭이어(Gapyear)는 1960년대 영국에서 인턴, 해외
봉사, 워킹홀리데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

손.재.은(경기대 영어영문학 11)

작돼 현재 많은 국가에 퍼져나간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봉사 혹은 해외 NGO단체에서 일할 수 있게 파견을 주

프로그램이다. 갭이어의 취지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

관하는 기업이 많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갭이어 코리아를

거나 병행하면서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자신이 선택하여 진행함으로써 자신
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저만의 갭이어를 갖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더 맞고, 하고 싶고, 배우고 느끼고 싶은지를 고민한 결과
가장 최적으로 저한테 맞출 수 있는 갭이어를 선택하게 되

간을 갖는다. 한국 갭이어의 프로그램은 정말이지

었습니다. 갭이어에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개인적인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참가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갭이어라는 것은 개인을

비 없이 국내 혹은 해외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태프

위해서 존재해야 진정으로 자신만의 갭이어가 될 수 있다

으로 일을 하며 여행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원하면 더 활동할 수 있

도 현재 진행 중이다. 활동, 지역, 참가 비용 등 철저
히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으며 자율적이라는 것이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대부
분 파견을 주관하는 타 회사는 다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정
해진 기간에 정해진 스케줄로 활동하는 시스템이죠. 그렇
게 틀에 박힌 활동은 자신의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
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버드생과 함께하는 우간다 깨끗한 물 만들기
예시
봉사활동

오로지 갭이어 코리아를 통해서 파견되었기에 현지에서 활

봉사기간 최소 2주 이상 참여 가능

다양한 국적을 가진 봉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

2주 참가에 270만원. 참가비에는 몇 가지가 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있다. 왕복 항
공료(80~120만원 예상), 비자 발급비(50달러,
한화 약 5만 2900원 공항현장에서 지불), 개별
여행자 보험비(약 만원 예상), 예방 접종비(약 3
만 2000원) 등.

다. 캄보디아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다양한 NGO에서 일하

주요
활동

세라믹 정수 필터 만들기, 공중 보건 위생 교육,
우간다 지역 탐방, 사파리 탐방(1인당 40만원
추가 비용)

입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환경이 매

상세
일정

홈페이지 참가 신청 →신청서/이력서 작성 →
사전 접수비 입금 → 전화 영어면접 → 참가 확
정 → 오리엔테이션 → 출국 → 현지 픽업 →
현지 오리엔테이션 → 활동 시작

예상
경비

P35 special(ok).indd 41

동하며 느낄 수 있었던 감동과 재미는?

는 봉사자들과 두 달 동안 지냈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서
로 일하는 NGO에 대하여 토론하고 타지에서 힘들게 활동
하며 동지애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교감
우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환
경을 제공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갭이어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비록 힘든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저는 그 프로
그램을 통해서 환경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소통의 소중
함’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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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07
유럽 구석구석까지 돌아보고 싶다면

세계로 뭉게구름
떠나고 싶었지만, 뻔한 배낭여행과 패키지여행은 하기
싫었습니다. 한편으론 청춘 대학생들을 위한 알뜰한 여
행을 원했죠. 해답이 되어준 건 미니밴을 타고 자유롭
게 이동하는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미니밴 여행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고
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안성맞춤일 테니까요!
함보연 학생리포터 hby282@naver.com Photo 세계로 뭉게구름 제공

맘 맞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

교통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세계로 뭉게구름은 젊은 배낭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미니밴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전희정 양(단국대 환

여행 동호회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뭉게

경원예학 11)은 ‘미니밴 타고, 세계 일주, 젊은이들의

구름처럼 청춘의 꿈을 펼쳐보고자 ‘세계로 뭉게구름’

낭만과 추억’이라는 홍보 포스터를 보고 2년 동안 꿈

이라 지었다지요. ‘대한민국 최초 미니밴 배낭여행’인

꿔온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멀

만큼 미니밴을 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눈길

리 있는 국가 간 이동 시에는 10시간 정도의 장시간

을 끕니다. 미니밴을 타고 여행하기 때문에 다른 여

이 소요되는 만큼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교통편, 즉 유

행사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나라와 도시들

레일 예매”인데 “미니밴을 타고 이동할 수 있어 편리

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위험 요소도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행

무엇보다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알맞은 알뜰한 경비

의 자유로움과 좋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미니

와 여행자들 간의 끈끈한 우정, 이색 체험이 가장 큰

밴 여행의 최고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점이죠!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 경험이 많은 스태프

“미니밴 타고 몇 날 며칠을 함께하다보면 끈끈한 정

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고 직접 코스를 짜

이 저절로 쌓인다”며 추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니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희정양은 국제학생증으로 박물관, 미술관 등

또한 취사 가능한 곳에선 여행자들과 함께 직접 밥

에서 할인을 받아 알뜰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노하

을 해 먹으며 여행 경비를 아낀답니다.

우까지 귀뜸해줬으니, 유럽 여행을 꿈꾸고 있다면 참

세계로 뭉게구름에서는 현재 미니밴 유럽 배낭, 미니

고해도 좋을 듯합니다.

밴 유럽 횡단, 북인도 배낭 일주, 한글 알림이 유럽원
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

여행
미니밴 유럽 배낭, 미니밴 유 럽횡단, 북인도 배
프로그램 낭 일주

세~만 32세의 신체 건강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예상 경비 각각 229만원~, 289만원~, 139만원~

가능하며 일찍 신청할수록 경비가 줄어듭니다. 신청

여행 기간 각각 15박 또는 20일, 20일, 15일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계로 뭉게구름 클럽(moom-

모집인원

ge.cyworld.co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신청
서, 여권 사본, 신청금을 이메일(cham4lang@daum.
net)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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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선착순 16명, 출발일별로 선착순 40명, 출
발일별로 선착순 20명

프랑스(파리), 스위스(루체른, 인터라켄), 독일
여행국가 (뮌헨, 휘센), 이탈리아(베네치아, 피렌체, 피사,
로마, 바티칸), 런던(20일 프로그램 참가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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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08
트럭을 타고 야생으로 떠나는 버라이어티 여정

노매드 아프리카 어드벤처 투어
‘병만족’이 사바나 초원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야생
체험의 욕구가 솟구치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 앞선다. 그러나 일단 트럭에 올라 심장이 울리기 시
작하면 도전 정신과 강인한 생명력을 배울 것이다. 트
럭에 몸을 맡기고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로 떠나자. 세
계는 넓고, 아프리카는 평화롭기에.
최현준 학생리포터 chlha89@naver.com Photo 노매드투어 제공

아프리카에서 캠프파이어 해 봤어?
아프리카 트럭킹은 광활한 사막과 웅장한 협곡 및
생생한 야생 사파리를 즐기고 부시맨과 희귀한 동식
물 등을 만날 수 있기에 경이롭고 장엄한 아프리카
대륙 탐험이다. 교통 시설이 낙후된 아프리카에서
여행에 적합하도록 개조된 트럭에 세계 각국의 여행
객을 싣고 대륙을 이동한다. 식사와 취침 등에 필요
한 장비는 갖춰져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작하여 동북부 아프리카까
지 이어진다. 저녁 시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

광활한 대자연 앞에서
절로 깨닫게 되는 행복의 조건
최.정.남 연세대 신학 06 blog.naver.com/amorfelix
노매드 아프리카 트럭킹을 선택한 이유는?
안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트럭킹에 끌렸다. 전

한 여행객들과 캠프파이어를 한다. 잠은 텐트를 치

세계에서 온 약 20명의 여행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새

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잔다. 트럭킹의 성수기는 유럽

벽부터 잠자리까지 함께 생활해서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아프리카로 향하는 12

다.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등에서 온 여행자와 함께 여행

월부터 2월까지이다. 노매드 투어는 출발일이 다양

했다. 그중 독일에서 온 여행자와는 트럭킹이 끝나고 2개월

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남아
공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하여 나미비아의 나미브사

뒤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도 했다.
아프리카 트럭킹을 하며 기억에 남은 순간은?
추운 아프리카에서 트럭킹을 하면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막을 거쳐 짐바브웨의 빅토리아폭포로 이어지는 ‘케

펼쳐진다. 이런 멋진 장면들을 보기 위해 이동하면서 ‘행복

이프타운-빅폴 28일 여행’은 인기가 많은 추천 프로

의 조건’을 깨달았다. 추위를 피하려고 모자를 쓰고 담요로

그램이다.

발을 감싸고 있다가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때, ‘무엇이 행복
인가?’와 같은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었다.

여행 국가 남아공, 나미비아, 말라위, 우간다, 짐바브웨

여행에 있어서 필요한 영어 실력은?

여행 기간 12~48일(프로그램별 상이)

모닥불 앞에서의 자기소개를 하고, 중간 점검과 최종 평가 시

이동수단 버스와 트럭이 혼합된 형태의 차량

간에 자기 의견을 영어로 말한다. 영어를 잘할수록 다른 여행

예상경비 평균 350~450만원

자들과 더 깊이 교류할 수 있으니 참여하기 전에 영어 공부

노매드투어(www.nomadtours.co.za) 혹은 필아
신청방법
프리카여행(www.feelafricatour.co.kr) 참고

많이 하면 좋다. 하지만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활발하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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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격이라면 외국 친구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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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00% 활용한

뉴욕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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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뉴욕 여행 중 무척이나 헤맸다. 지도를 크로스백 안에 잔뜩 쑤셔 넣고 거리 마다 일일이 확인했다.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여하튼 별의별 뻘짓은 다하고 돌아왔다. 그러고 몇 달 뒤 구글이
대만에서 개최한 ‘A Day with Google’에 참가했다. 구글 지도, 구글 플러스 등 구글 제품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이런! IT란 것은 정말로 유용한 것이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뉴
욕 여행을 가상으로 다시 떠나보기로 했다. 구글 100% 활용법으로 중무장한 채. 이번 방학 때 해외 여행을 계획 중
인 독자들은 주목해서 보도록. 이정섭 기자 munchi@univ.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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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스마트폰 구글 지도
에도 그대로 나온다

컴퓨터 구글 지도에
별표 체크해두면

[

여행할 곳은 지도에다가 찜

▼

]

미국 드라마를 통해 보면서 십수 년째 동경해 온 뉴
욕이다. 갈 곳도 할 것도 많다. 구글 지도를 보면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들을 컴퓨터 구글 맵으로 검
색한다. 그랜드센트럴 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센
트럴 파크 등. 장소를 찾을 때마다 스트리트 뷰로
대략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장소'를 저장해둔다. 지
도 상에 노란 별표로 표시 된다, 나중에 스마트폰으
로 구글맵을 실행시켜도 똑같이 남아 있어 스마트
폰만 들고 움직이면 된다.

step 2.

[

관광지 미리 둘러보기

▼

]

여유로운
바닷가

유명한 관광지는 구글 스트리트 뷰를 쓰면 웬만한
곳은 미리 볼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처럼 건
물 내부까지 공개돼 있는 곳도 있다. 컴퓨터로 구글
맵을 보면 지도 하단에 조그만 노란 사람 모양 아이
콘(페그맨)이 있다. 페그맨을 드레그해서 지도 위에
올리면 파란선(스트리트 뷰), 파란 점(사진첩), 노란
점(실내 뷰) 등이 나타난다. 여행 책자에 짧게 설명
이 돼 있던 로니 아일랜드는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본
다음 여행 결정을 내린 곳이다. 빈티지한 놀이공원
과 한가로운 바닷가, 핫도그의 조합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실제로 따스함이 온몸에 푹 안겨오는 바닷
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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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미쿡스러운
핫도그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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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가까운 식당 찾기

▼

]

밖에서 보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

구글 지도를 통해 여행할 곳 주변 음식점도 하나씩
찾아 ‘저장’해둔다. 길지도 않은 여행 기간, 어디서
밥 먹을지 고민하며 허비할 순 없다. 브런치 가게
한두 개 정도는 일부러 찾아갔지만 나머지는 방문
지 주변에 있는 것들로 정했다. 구글 지도에서 방문
지 주변 음식점 표시들 위에 커서를 올려 본다. 리
뷰가 많은 곳 위주로 살펴봤다.
힙스터의 천국 ‘브룩클린 플리마켓’에 참여하기 위
해 윌리엄스버그에 방문했을 땐 태국 음식점 SEA
를 선택했다. 가게 내부까지 확인하고 갔다.
들어가면 짠!

엄청 꼼꼼하게
알려준다

이것을
타면 된다

step 4.

[

스마트폰 하나로 길 찾기

▼

]

여행지에선 스마트폰 구글 지도를 활용해 길을 찾
았다. 편의를 위해 머무를 숙소를 ‘내 집’으로 설정
해두자. 내 경우엔 뉴욕의 ACE HOTEL이다.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기 위해 사우스 페리 선착장으로
가기로 했다. 출발지를 집(ACE HOTEL), 목적지를
South Ferry로 골랐더니 '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중
택일을 하란다.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택했다. 경로가 정말 자세히 나온다. 어느 방향으로
몇 백 미터를 가서 지하철 몇 호선을 타고 어떤 역
들을 지나서 어디로 걸어가면 되는지. 네트워크가
끊겨도 지금 보이는 정보는 남아있으니 그대로 가
지고 나가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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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텅 빈
탐색창을 클릭

step 5.

[

어디갈지 모르면 주변 탐색

▼

]

아무리 꼼꼼히 세워도 계획은 틀어지기 마련. 의도
치 않게 차이나타운에서 한나절을 보내야 했다. 도
맛집부터 극장
까지 쫙 나온다

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구글 사용자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아무런 타이핑 없이 탐색창을 클
릭하면 현재 당신이 보고 있는 지도상에서 갈만한
곳들을 수많은 구글 사용자 리뷰를 종합해 추천해
준다. 맛집, 카페, 술집, 쇼핑, 극장 등 카테고리별
로 나뉘어 있다. 추천대로 콜롬버스 공원에서 중
국계 미국인들이 마작하는 것을 구경했다. Joe's
Shanghai에서 딤섬을 먹고, Chinatown Ice Cream
Factory에서 달디단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전형적
인 코스이긴 하지만 넋놓고 헤매는 것보단 낫다.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step 6.

[

여행 사진 정리도 한방에

▼

]

여행 사진 정리가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는 해본 사
람은 알 것이다. 사진 고르고, 보정하고, 친구에게
메일로 보내고. 이런 번거러움 탓에 수많은 여행 사
진은 촬영자의 하드 디스크 안에 화석처럼 묻혀버
린다. 하지만 이번 뉴욕 여행 사진은 구글 플러스
덕에 쉽게 정리됐다. 스마트폰에 구글 플러스를 설
치한 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열심히 찍어댔다. 그
사진들은 자동으로 간단한 보정까지 돼 온라인에
저장됐다. 찍은 사진만 300장이 넘었지만 잘 나온
사진만 골라내는 하이라이트 기능 덕에 반으로 줄
었다. 흔들렸거나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은 알아서 제
거됐다. 구글 플러스로 간단한 보정도 해결했다. 함

간단한 사진 보정은
웹상에서 가능하다

께 여행한 친구들에겐 구글 플러스를 통해 그대로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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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겨울방학, 어딜 갈까 준비 중인가요? 대학생의 필수 문화가 된 여행. 여기에도 유행이 있었으니.

해외

1995
1989

1983
조건부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까지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1월 1일
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

1990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배낭여행 1세대 등장

1989년 1월 1일, 우리나라 전 국

해외여행 자유화에 힘입어 대학생

민에게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

해외여행객인 ‘배낭여행 1세대’가

었다. 이전까지는 대학생에게 해외

등장했다. 1990년 서울항공이 처

여행에 대한 법적 자유가 없었다.

음으로 실시한 배낭여행 설명회에

방을 지원해주는 대외활동 프로그

우리나라에서 83년의 조건부 해외

는 1,500명의 대학생이 몰려들어

램이 많지만, 이런 해외탐방 프로

여행이 50세 이상의 국민들 대상

배낭여행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었다면, 87년에 그 기준이 30세

‘하나로’, ‘블루’, ‘내일여행’ 등 배낭

로 완화, 1989년 1월 1일 비로소

여행 전문 여행사들이 문을 열었

전면 자유화에 이르게 된 것.

고, 여행사들은 대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거나 캠퍼스 내에 포

만원을 1년간 예치하면 연 1회 유

스터를 붙이며 홍보를 하는 등 치

효한 관광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

열한 경쟁을 벌였다.

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 대상 관

1995
호주와 최초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한국과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이 최초로 체결됐다. 호주는
최저 임금이 16.37로 달러로 높고,

대기업 해외 탐방프로그램
요즘은 기업에서 대학생 해외 탐

그램 중 최초는 95년 ‘21세기 선발
대’로 시작한 LG의 해외탐방 프로
그램이다. 당시 20팀 모집에 1000
명이 넘게 지원해, 40팀을 선발하
기도 했다.

쿼터가 없어 지금도 여전히 인기
인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이다.

광 목적 해외여행 자유화.

2004
1996

2013
2005

2007

유럽여행 커뮤니티 등장
한비야 열풍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 들어보거나, 들어 가봤을

워킹홀리데이 협회
회원 12만 명 돌파

대학생 해외 봉사단 증가

1996년 출간된 한비야의 여행기

대기업 후원 대학생 해외 봉사단이

카페 ‘유랑’이 2004년 개설됐다.

워킹홀리데이를 이스라엘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호주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7년 포스

한국과 이스라엘 간 워킹홀리데이

반』은 100만 부의 판매를 기록하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이나 호텔

과 함께, 워킹홀리데이 협회가 생

코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 한국 해

협정이 체결됐다. 이스라엘은 한국

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그

패키지 보다는 개별 배낭여행을 선

겼고, 2005년 그 협회의 회원이

비타트와 함께 글로벌 청년봉사단

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렇지만 해마다 2만~3만 명의 배

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12만 명을 돌파했다. IMF를 겪으면

인 ‘비욘드’를 창단했다. 창단 이래

17번째 국가가 됐으며, 이로써 중

낭족이 무작정 해외로 떠나면서 부

다. 현재 유랑은 100만명이 넘는

서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기 시

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유럽여행

작했고, 그 대안으로 워킹홀리데이

등지에 ‘비욘드’의 이름으로 집 짓

한국관광공사는 건전한 배낭여행

관련 커뮤니티다.

를 택하거나, 어학연수 대신 워킹

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을 위해 대학을 돌며 배낭여행 예

홀리데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

절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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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0
년대

1998

70

1993

년대

대학생 MT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0년대 MT는 선후배 간
주로 정치적인 대화가 오고 갔던,
술 없이도 대화로 밤을 지새우던
MT였다면, 90년대의 MT는 점차

대학생 농활의 시작
‘농활’은 대학생이 농촌에 찾아가

술을 마시며 우정을 다지는(?) 유형
의 MT로 변했다.

일손을 거드는 일종의 봉사활동.
70~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이어
지는 긴 시간 동안 ‘농활’은 대학생
이라면 꼭 해봐야 할 것들 중 하나
였다. 특히 70~80년대의 농활은

인’이 2004년 개설됐다. 오랜 시간

국토대장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

기차 여행자들에 의해 쌓여온 정보

는 박카스의 대학생 국토대장정.

는 26만 건 이상, 회원 수는 41만

한국 문화 유산 답사기
베스트셀러에 오르다

1998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여름,

명이 넘는다.

저자 유홍준은 93년, 20여 년간 국

21일 동안 약 600km를 걷게 된

토를 돌아다니며 우리나라 구석구

다. 지난 11월 <캠퍼스 잡앤조이>

석 숨어 있는 문화유산들에 대한

가 ‘잡코리아’, ‘알바몬’과 함께 한

이야기를 처음 펴냈다. 당시 인문

‘2013 최고의 대외활동’에 대한 조

도서 최초로 100만 권 이상 판매

사에선 50.7%의 학생들이 박카스

됐으며, 6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의 국토대장정을 꼽아 1위를 차지

올라, 전 독자의 가슴속에 답사를

했으며, 16년간 총 2281명이 코스

향한 불을 지폈다.

를 완주했다.

16회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20박

2012
‘내일로’ 이용객 10만 돌파
‘내일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내

2007

일러’라고 부른다. 2007년 판매가
시작됐을 무렵 약 8000천명에 그
쳤던 ‘내일러’가 2012년에는 17만

‘내일로’ 상품 판매 시작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내일
로(Rail路)’ 패스는 일주일간 KTX
를 제외한 기차를 무제한으로 탑승

2010

2011
누구나 무제한 기차여행

할 수 있는 입석 티켓이다. 지난 여

기존 ‘내일로’는 만 25세 이하를 대

름까지 5만 6500원이었던 내일로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상으로 판매됐다. 만 26세 이상을

2700에 판매되며, 9일권(7만 600

1939년 개통된 경춘선은 아주 오

위해 생긴 3일 무제한 열차 티켓이

원) 상품도 판매가 시작된다.

래 전부터 MT 가는 대학생 무리를

‘하나로’와 ‘다소니’. ‘하나로’는 1명,

한성항공, 대한항공 등이 저가 항

춘천으로 나르던 전철이었고, 2010

‘다소니’는 2명 상품이며 각각 5만

공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형

년 마침내 복선전철이 개통됐다.

6000원과 8만 9000원이다.

항공사 항공료의 70% 정도 수준의

그 덕에 춘천이 한층 가까워졌다.

요금으로 제주도에 갈 수 있게 된

2008년까지 500만명 정도에 불과

것. 경우에 따라 5만원도 들이지

하던 춘천을 찾은 여행객이, 2012

않고 제주에 갈 수 있게 됐으며. 제

년 1000만을 돌파했다. 지금도 여

주도가 한층 더 가까워졌고, 현재

전히 주말이면 먹을거리를 한 짐씩

까지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든 대학생들이 춘천으로 떠난다.

저가 항공사 출현

티켓은 이번 동계 ‘내일로’부터 6만

애경그룹의 6개사와 제주도의 저
가 항공사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은 760만 명이 넘는다.

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차 여행
거쳐 갔을 네이버 카페 ‘바이트레

농촌 계몽과 봉사활동이 위주였다.

2005

‘내일로’는 물론이고, 온갖 기차 여
을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박카스 국토대장정 시작
본격 대학생 MT 문화

기차 여행
커뮤니티 개설

명의 ‘내일러’ 를 기록했다. 이제
‘내일로’는 대학생이라면 한번은
해보고 싶은 여행 방식이 됐다.

2013
EBL(Express Bus Line)
Pass 판매 시작
2013, ‘내일로’에 대항하는 고속버
스 무제한 이용권 EBL이 등장했다.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중 패스(6만 9000원)와 주중, 주
말 패스(7만 9000원)로 나뉘어 판
매된다. 현재는 금호고속과 속리산
고속만 이용할 수 있지만 점차 확
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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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3 여행 트렌드 리포트

테마 있는 여행형
2000년 대, 스펙을 위한 여행이 붐이었다고?
2013, 대학생의 여행이 달라졌다.
조금 더 알뜰하게, 조금 더 구질구질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이게 바로 지금 대학생의 여행이다.

“오늘은 Jane이라는 친구의 집에서 자게 됐다.
처음엔 어떤 친구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
도 했는데, 만나고 보니 나랑 동갑내기! 게다가 K
팝에도 관심이 많아서 밤이 늦은 줄도 모르고 수
다 떨었다. 벌써 베프가 된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바로 카우치 서핑의 묘미지~ 크크. 카우치
서핑 진짜 강추!”
‘카우치 서핑’은 용자 중 용자만이 할 수 있는, 하지

스폰서형

만 용기를 내야하는 만큼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

“야호! 이번에 ***에 합격하게 돼서 영국 탐방 다녀오게 됐어요! 지난 한 달 동

는 여행이다. ‘카우치 서핑’은 여행지에 거주하는 현

안 탐방 기획안 짠다고 고생한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투표에서 1등하게

지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이다. 간단한 커뮤

해준 내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덕분에 공짜로 다녀오게 됐어요! 신난다!”

니티 가입 절차를 거쳐, 호스트의 프로필 등을 확인
한 뒤 연락해 무료 숙박하는 것으로, 운이 좋다면

여행엔 돈이 든다. 학생들은 돈이 없다. 그렇다면? 돈을 받아내면 된다. 어떻

가이드까지 받을 수 있는 여행이다. 연관검색어로

게? 알찬 탐방 기획서로. 요즘 기업과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험’이 뜰 만큼, 위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잘만 하

탐방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챌

면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린저’는 국내 최초,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챌린저’의 전신인 1995년 ‘21

큰 맘 먹고 가는 여행, 남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기

세기 선발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20팀 모집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

보다 나만의 재미있는 경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원, 당초 예상 모집 인원보다 많은 40팀을 선발했다. 지난 18년간 590팀, 2220

늘면서, 카우치서핑처럼 이처럼 나만의 이색적인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탐방에 다녀왔고, 평균 경쟁률은 21.1:1 이었다. 이외에도 잡코리아에서 진행

여행을 즐기는 대학생 여행자가 대세다.

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롯데리아의 ‘글로벌 원정대’, KB 국민은행의 ‘樂스타 챌린지 해외 배낭여행’, 카페베

내일로가 유행하면서 방학마다 기차여행객이 늘었

네의 ‘글로벌 문화 탐험대’ 등이 있다. 직접 해외 탐방을 놓고 공모전을 하는 경우 외에도 공모전에서 대상을

음은 물론이고, 고속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수상하는 경우 해외 탐방을 보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있는 EBL(Express Bus Line) 패스도 생겼다. 서울에

기업에서만 학생들의 해외 탐방을 후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지원해준다. 서울시립대에서는 2001

서 땅 끝까지 스쿠터 여행, 제주도 스쿠터 여행, 전

년부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이 제출한 연구 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외연수 장학금을

국 자전거 일주, 무전여행은 이제 모두 한 번 쯤 생

지원한다. 2010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탐방을 다녀온 학생들은 2436명이 넘는다. 이 밖에도 한양

각해보는 그런 여행이 됐다. 여기에 여행 방식과 코

대의 ‘글로벌 프론티어’, 동국대의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 숙명여대의 전공별 ‘글로벌 탐방단’ 등의 대학 지

스를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계획하면, 남들과 차별

원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있다.

화될 수 있는 여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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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남경식 학생리포터 haejinp0112@naver.com

뭐라도 남겨오는 형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은 너무 진부하다. 블로그에 남기는 여행 후기도 넘쳐나서 이젠 평범
하다. 대학생들은 더욱 특별한 여행을 위해, 여행 기록을 책으로 남기고 있다. 여행 장소와 방법도 각양각색
이다. 630일간의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기 『떠나지 않으면 청춘이 아니다』 세계 음악 페스티벌 여행기 『기타
는 왜 들고 다녀?』, 내일로 기차여행 책임 가이드 『NEW 청춘, 내일로』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여행기를 서점
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행 기록을 영화로 만들어 개봉한 대학생도 등장했다. 호스텔의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유럽을 1년간 여행
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운 대학생 4명은, 돌아갈 곳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며 학교를 그만둔 뒤 단돈 80
만 원을 들고 유럽으로 떠난다. 그들은 결국 유럽에서 1년을 보내는 데 성공하고, 그 기록은 영화 <잉여들의

이것저것 여행형

히치하이킹>으로 재탄생했다. 색다른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여행 중에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여행
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아, 나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은 상상만 해도 가슴 설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봉사활동을 하며 해외여

렌다. 영화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엄두가 안 난다면 SNS 3분 영화제,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를 목표

행도 할 수 있다. 관공서나 기업에서 진행하는 해외

로 짧은 영화를 찍어보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이폰 어플 중 ‘RoadMovies’를 써서 27초짜리 영상을

봉사활동 중에는, 왕복 항공권부터 현지 생활비까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다.

지 모든 활동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 많은
혜택만큼 경쟁률이 높으니, 모집 기간이 한참 남았
더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다. 라온아띠 대학
생해외봉사단, G마켓 청년봉사단 GLOVE, 카페베
네 청년봉사단,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등 기
회는 많다.
여행 갈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돈은 없지만 길
게 가고 싶다고? 돈을 벌면서 여행하는 방법도 있
다. 해외 현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번 돈으로 여
행하는, 워킹홀리데이(이하 ‘워홀’)가 대표적인 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와 워홀 협정을
맺은 외교부에선, 만 18~30세 청년들에게 워홀 비
자를 신청받는다. 워홀 목적지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곳 중 한 곳이 캐나다. 캐나다 워홀 비자는 선착순으
로 ‘파일 넘버’를 지급해 비자 신청 권한을 준다. 지
난 하반기 모집에서는 4분 만에 2000명에게 모두
‘파일 넘버’가 지급됐다. 해가 지날수록 워홀 비자 따
기가 수강신청만큼이나 심장을 빠운쓰~하게 만드
는 경험이 될 것 같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워
홀은 장기간 해외
에 머물며,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돈도 벌게 해주는
제도이기에 계속
해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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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여행으로 일타쌍피
무전여행+해외여행+자전거 일주+스폰서형 여행+기록물까지 5단 콤보를 달성한 ‘저지르는 녀석들’. 여행을 다녀온 뒤로 책도 출간해 올해 여행의 끝판왕, ‘저지르는 녀석들’을 만나봤다.

이.기.윤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 07

류.태.경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08

최근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행담에 대
한 강연인가? 엄밀히 말하면 여행 준비 과정에 대

릴 때도, 어떤 날은 100km를 달릴 때도 있었다. 또

한 강연이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그렇게 오래 한 것

도 아니었고, 변수가 많았다. 그래서 계획을 많이 수

은 아니다. 여행보다는 여행을 준비한 과정이 굉장

정해야 했다. 일단 저지르고, 실행 과정에서 안 되는

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는 우리가 달린

것은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식으로 여행했다. 여행

1500km라는 거리보다 도전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

출발 전 짧은 시간 안에 계획을 짜고 후원받을 곳도

의를 둔다. 우리 여행 계획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

알아보다 보니 시간적으로 급했다.

호주의 시골은 한국 시골처럼 슈퍼마켓이 있는 것

가능할 거라고 했고, 최소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
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장 보러가

후원은 어떻게 받은 건지 먼저 우리 스스로 프로

는 수준의 30만원짜리 자전거로 그 거리를 달렸다.

젝트의 아이덴티티를 짜고, 여행의 주제, 테마 등 개
념을 정리했다. 그다음 우리와 관련 있는 곳,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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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떠난 건가? 철저히

가 함께 일해보고 싶은 곳을 나누고, 또 우리 프로젝

하려고 하긴 했는데, 실제 여행에서는 계획대로 되

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곳들도 생각해보았다. 공기

지 않았다. 하루에 50km씩 달릴 거라고 계획을 짜

업, 국가기관, 사기업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개인

고 갔는데, 도로 사정에 따라 어떤 날은 20km를 달

도 있었다. 거기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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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안서 기본 포맷을 만들고, 제안서를 보낼 때마
다 해당 대상에 맞춰 내용을 조금씩만 변경했다. 그
래서 총 10군데 정도 후원을 받아냈다. 돈으로 받은
데도 있고, 물건으로 받은 데도 있고, 비물질적인
지원을 해준 곳도 있다.

후원 단체와 후원자들을 구할 때 어필 포인트
는 무엇이었나? 진실성 전달이었던 것 같다. 우
리가 유명인이 아니라서 그들이 우리를 후원해주는
게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파급력이 엄청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진실하게 접근했다. 우리는 대학생이고, 대신 우리
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페이스북
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게 당장은 별 것 아니겠지만 꾸준히 하면서 우리
의 프로젝트를 어떤 하나의 사례로 만들기 위해 노

에게 영감과 귀감을 줄 수 있었다면 그게 중요한 것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참고할 사례가 없었

력하겠다. 그런 게 당신 단체나 기업이 추구하는 것

같다. 어떤 경쟁도 아니었고, 최고가 되고자 한 것

다면 요샌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다. 대학생 친구들

과 방향이 비슷하다면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도 아니었고, 우리가 거기서 느낀 걸 사람들과 공유

이 만약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이제

그런 것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하고 싶었다.

정보를 얻는 것은 정말 쉽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같다.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인간미적인 것들

할 수 있다. 시간도 돈도 문제 되지 않는다. 대학생

로 많이 어필했다.

‘저지르는 녀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냈는
데, 책은 어떻게 내게 된 건가? 원래 책을 쓸 생

들이 바쁘기는 하지만, 마음먹었을 때 그 시간을 못

여행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깊은
시골에서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을 봤던 것, 도로와

각은 없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시장님한테 전화가

질러보기 바란다.

기찻길 사이 45도로 경사진 땅에서 텐트를 치고 잤

호주에 가 있는 동안 응원해주시려고 계속 전화 하

삶의 가치관이 있다면? 모두가 저질러야 한다고

던 것. 물티슈로 샤워했던 것 등이 기억에 남는다.

셨다고 한다. 근데 그때 우리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양성이 중요한 거니까. 요즘

우리가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세 도시를 돌았는데,

서 못 받았다. 다녀온 후에 시장님께서 이런 걸 혼자

‘스펙만 따지지 말고, 다 도전해라!’라는 말을 많이

그 세 도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도시이다. 그 도

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느낄 수 있게 책

한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대외활동이나 창

시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을 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우리는 글을 써

업 같은 게 또다시 스펙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강

호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문화들은 무엇인지 생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춤했다. 그런데 그때 시장

요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자기가 행복한 게

각해보기도 했다. 또 큰 도시들 말고도 자전거로 달

님께서 ‘저지르는 녀석들이 책도 한번 저질러보는

제일이다. 꼭 성공이나 최고가 아니라 자기 삶에 만

리면서 굉장히 많은 곳을 갔다. 심지어 아시아인을

거다’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됐다.

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만약 변화하

만드는 건 핑계가 아닐까. 그러니 마음이 있다면 저

왔다. 신문 기사에 우리가 나온 것을 보시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시골에 가기도 했다.

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생
각하는 시간부터 행동하는 시간까지의 텀을 줄여야

크게 깨달았던 것은? 사실 달리면서는 아무것도

특색 있는 여행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최근 몇 년 동안

느낀 것이 없다. 달릴 때는 나만의 시간이고, 그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스펙을 따지고 그 변

사람과 겉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 또 행동할

서 나한테는 명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자전거

형으로 이런 게 나온 것 같다. 대외활동도 많이 하

때 배수진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장치를 하나 마

를 며칠 동안 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고, 강연도 많이 하고. 우리야 우리가 하고 싶어서

련해두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호주에 갈 때 해서 안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보다, 자

이 프로젝트를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하

되면 돌아오면 되지 하고 생각했다. 그것조차 큰 도

전거를 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외국에서 이렇게

는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런 걸

전이다. 배운 것 자체에 감사하고 성공과 실패에 연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한국에 알려서 누군가

새롭게 해본 사람들이 워낙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연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P48 news(재출).indd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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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들국화라니까

들국화 <들국화>
91년생인 내게 들국화는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행복한 뮤지션이다. 전인권의 천둥 같은 목
소리와 꽉 찬 음악을 듣고 있자면, 그 통로가 이어폰
임에도 고맙다. 그들이 무려 새 앨범을 냈다. 1986
년에 발매된 2집 이후 최성원과 고 주찬권이 함께한
원년 멤버 그대로. 27년만이다. 커버는 들국화 사진
이고 앨범 이름도 <들국화>다. 더 이상 붙이고 뺄 길
이 없다. 21곡이 두 장의 CD에 담겼다. CD1은 이미
4월 공연에서 공개된 ‘걷고, 걷고’를 비롯한 신곡 다
섯 곡과 들국화가 공연에서 자주 불렀던 롤링 스톤
즈의 ‘As Tears Go by’의 라이브 등이 담겼다. 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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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매일 그대와’ 등 리
메이크 12곡이 실렸다. ‘행진’이 20대의 거침없던
전인권을 그려냈다면 ‘걷고, 걷고’는 50대의 전인권
이 노래하는 삶의 축복이다. 세월의 더께를 담담하
지만 수북이 짊어진 음악이 심장을 두드려댄다. 내
세대로서는 뜻하지 않은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생
각이다. 이우연 학생리포터 vmap3@hanmail.net

마리스칼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하지만
컬처프로젝트의 퀄리티, 이번에도 믿을 만하다. 먼
저 마리스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스페인 출
신 디자이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
트를 디자인하며 명성을 쌓았고, 그래픽 디자인, 가
구 디자인, 건축 등 손을 안 뻗친 곳이 없다. 애니메
이션 영화 <치코와 리타>를 연출하기도 했다. ‘익숙
하지만 낯선 천재’라는 카피대로, 이름은 낯설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이 사
람 거야?’ 생각하게 된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그
의 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아시아 최초 단

가장 익숙하지만 낯선 천재

독 회고전답게 1200여 점 작품이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3
<마리스칼 전>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드로잉. 엄청난 양의 스케치가
전시되어 있다. 그의 섬세한 미적 감각과 내면세계
를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콜라주다. 콜라주
기법을 사랑한 그의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마지막
주제는 컬러로, 영화 <치코와 리타>를 비롯해 색채
와 감정이 함께 요동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방위 예술가 마리스칼의 다양한 작품들은 단독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풍성하다. 전시는
내년 3월 16일까지 계속되니 한번쯤은 그를 만나보
는 걸 추천한다.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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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랑을 보여줄게

영화 <로렌스 애니웨이>
사랑에 관한 영화는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다. 한정된 러닝타임과 카메라의 시선은 사랑
의 불완전한 단면만을 선택한다. 그것이 사랑의 아
름다움이든 파괴력이든 말이다. 그럼에도 누군가
모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여전히 조른다면, 주저 않고 <로렌스 애니웨이>를
말할 것이다. 몬트리올에서 소설을 쓰는 교사 로렌

tv를 꺼도 게임은 계속된다

스에게는 프레드라는 약혼녀가 있다. 로렌스는 자

tvN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

신의 30번째 생일날 그녀에게 고백한다. 남은 일생
을 여자로 살고 싶다고. 굳건할 것만 같은 사랑이

누군가 좋은 영화는 극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사실은 한 사람의 성정체성에 의해서도 쉽사리 흔

그랬다. 보는 순간 재밌으면 그만이었던 tv프로그램에도,

들릴 수 있는 나약한 마음이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저 문장이 적용되는 것 같다. <아빠 어디 가>가 끝

이다. 절망과 혼란 속에 빠진 프레드는 다시금 용기

나면 아빠들의 육아법에 대한 논쟁이, <응답하라 1994>

를 내 사랑을 단단히 만들려 한다. 그녀는 로렌스에

가 끝나면 쓰레기와 칠봉이 중 누가 남편일까에 관해 탐

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발을 선물한다. 그

정 뺨치는 분석 글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

럼에도 여장을 한 로렌스를 향한 세상의 전쟁 같은

도 <더 지니어스>만큼 떠들기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 지

시선은 거둘 수 없다. 로렌스와 프레드는 엇갈림과

난 12월 7일 베일을 벗은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이

만남을 반복하며 모든 종류의 감정을 꺼내놓는 사

하 <더 지니어스 2>)는 1회 만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후

랑을 12년간 지속한다.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

끈 달구었다. 매회 다른 두뇌 게임을 통해 13명의 플레이

을 맞이할 때마다 심미적으로 변하는 화면은 그 감

어 중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룰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부

정에 충분히 젖어들게 만든다. 여기까지였다면 다

분 새로운 플레이어로 구성된 덕에 각자의 캐릭터, 그들

른 영화보다 조금은 특별한 사랑 영화라고 말할 수

사이의 정치와 심리전 등을 관전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있을 것이다. 이 영화를 더 완전한 사랑 영화로 만

나 3연벙 10주년을 앞두고(?) 황제 임요환과 콩 홍진호가

들어주는 것은 로렌스가 결코 놓지 않는 자신에 대

맞붙었으니 스타 팬은 다시금 즐겁다. 진화한 난이도의 1

한 사랑이다.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상

회 ‘먹이사슬’ 게임은 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만 살아

관없이 로렌스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을 일찍이

남을 수 있는 게임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룰 브레이커’란

선물했다. 25살의 감독 자비에 돌란의 눈에는 사랑

부제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1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각

이란, 이토록 솔직하고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것이

플레이어와 성격과 처세에 관한 분석글, 필승법까지 올리

다. 12월 19일 개봉.

며 자신이 더한 ‘지니어스’임을 뽐낸다. 이쯤 되면 한 회로

이우연 학생리포터 vmap3@hanmail.net

도 일주일은 충분하겠다. 이우연 학생리포터 vmap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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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리얼해서 곤란해

tvN <Let’s Go 시간탐험대>
“정규 편성 안 됐으면 좋겠어요.” 출연진이 정규 편성을 반대하며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보지 말 것을 종용
했던(!) <렛츠 고 시간탐험대>가 8월 파일럿 방송 이후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되었다.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의
어느 시대의 삶을 경험한다는 포맷의 프로그램을 이들이 어째서 반대했냐 하면 바로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완
벽한 제작진의 고증과 실행력 때문이다. 조선 전기 노비의 삶을 체험했던 유상무, 장동민, 조세호 등은 속옷
없이 한복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짚신을 신고 존재감 넘치는 삭힌 오줌(…)으로 손빨래에, 부싯돌로 불을 지
피기까지 해야 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밥은 아침저녁으로 꽁보리밥 두 끼뿐이었으며 직접 모가지를
비틀어 털 뽑고 요리한 닭으로 뺨따귀를 맞아도 깨갱 할 수밖에 없는, 본격 조선 쌍놈 체험이었던 것. 이에 출
연진들은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들의 눈물 젖은 웃음을 계속 볼 수 있게 되
었다. 자세히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고려시대 왕, 신라시대 화랑, 6·25 시대 군인, 조선시대 추노꾼,
개화기 모던보이, 선사시대 원시인 등이 체험 대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응답하라 1994>와 <더 지니어스2> 사
이에 편성되었으므로 당분간 주말 저녁에는 tvN에서 채널을 돌릴 일은 없을 듯하다. 21일 첫 방송을 시작으
로 토요일 오후 10시마다 방송된다. 이예나 학생리포터 wlyn364@gmail.com

3부작으로 구성된 <호빗> 시리즈가 벌써 2편째다.
호빗 마을 샤이아의 안온한 집을 버리고 생판 모르
는 난쟁이들의 모험에 합류했던 호빗 빌보 배긴스

보고 또 보고 싶어!

영화 <호빗: 스마우그의 페허>

(마틴 프리먼)가 엄청난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은 이
미 1편을 통해 알고 있다. 용이 눈을 떴지 않는가!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것이 과연 어떤 위험일까, 하는
것이다. 초반부터 우르릉 쾅쾅 하길 바라는 나같이
얕은 관객의 마음과 달리, 영화는 그 위험이 진짜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짚어주
기 시작한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과거, 악의 힘
이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난쟁이들
의 험난한 여정을 담느라 영화는 시종 바쁘다. 이야
기를 따라가는 관객도 마음이 바쁘기는 마찬가지인
데, 이것이 지루함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확실한 볼
거리들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치 넘치는 수
상(?) 전투신부터 레골라스(올랜도 블룸)의 잘생긴
얼굴과 화려한 몸놀림, 은근한 러브라인, 은밀하게
뻗어나가는 악의 무리, 화려한 황금더미에 금빛 용
까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자꾸만
생각나고 궁금해지는 기묘한 매력이 있다.
전아론 기자 aron@univ.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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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먹히거나 살거나

J.K. 롤링의 추리소설 『쿠쿠스 콜링』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이름의 남성 작가가 쓴 추
리소설이 나름 호평을 받았었다. 대단한 판매량을
보이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았
지만 좋은 소설이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사실 ‘그’
가 아니라 ‘그녀’였고, 무려 『해리 포터』를 쓴 J.K. 롤
링의 가명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책은 불티나게 팔
려나가기 시작했다. 마케팅을 노린 해프닝이든 어
쨌든지 간에 그녀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작품을 평
가받고 싶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쿠쿠스 콜링(The
Cuckoo’s Calling)』이다. 『쿠쿠스 콜링』은 어떤 모델
의 죽음으로 인한 비밀을 풀어나가는 추리소설이다.
섬세한 묘사를 하던 그녀의 문체는 판타지가 아니
라 일반 추리로 넘어오면서 다소 매력을 잃었지만
전작인 『캐주얼 베이컨시』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

우상이자 연인이었던 그

들도 『쿠쿠스 콜링』은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청춘, 가슴 뛰게 하는 이름: 정우성 특별전>

그래도 궁금해진다. 다니엘 래드클리프와 루퍼트 그
린트, 엠마 왓슨이 해리, 헤르미온느, 론에게서 벗어

그는 멋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어느덧 오빠는 40대),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보여준 로맨틱

나지 못했듯이 J.K. 롤링도 그럴까. 사실 그녀가 희

한 미소와 <똥개>에서 보여준 똘끼+신들린 연기, 최근 <감시자들>에서 만년필로 사람을 죽이는 독기 어린 눈

대의 역작(?)을 창조해냈으나 그 이름에 먹힐 것인

빛까지 다 멋있다. 남자라는 존재의 ‘빨.주.노.초.파.남.보’가 그의 풍채와 표정에 모두 담겨있다. 앞서 언급한

지 또 다른 대작의 탄생을 예고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작품들은 전부 그의 2000년대 작품이다. 좀 더 옛날로 돌아가 그의 데뷔작 <구미호>나 초기작 <비트>, <태양

우리에게 달려 있다. 『캐주얼 베이컨시』에 이어 『쿠

은 없다> 등을 보면, 그는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게 틀림없다(지금은 40대지만…). 또한, 어느덧 청춘을 건너와

쿠스 콜링』도 아직까지는 좋은 시작이다.

온몸에 중후함이 서린 멋진 배우임에도 틀림없다.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는 한

이예나 학생리포터 wlyn364@gmail.com

해를 마무리하는 선물로 정우성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정우성의 데뷔작인 <구미호>부터 최근작
<감시자들>까지 한자리에서 상영함으로써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배우의 발걸음을 조명한다.
더불어 연출가로서의 변신을 꿈꾸는 그가 직접 연출한 뮤직비디오 4편과 광고 영상 2편도 상영할 예정이다.
한국영화박물관 쇼케이스에서는 정우성이 직접 착용한 의상과 소품 10점이 전시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의 변천사를 통해 한국 영화를 되돌아보는 것, 그게 ‘정우성’이라 더욱 매력적이다. 12월 22일까지.
백수빈 학생리포터 binsoo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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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

Lee Jaedong

프로그래머

t h e r i s i n g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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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 본좌
온게임넷 스타리그 3회 우승, MSL 2회 우승 등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며 스타크래프트1의 본좌 반열에 올랐
던 프로게이머 이제동. 하지만 많은 스타1 프로게이머
들처럼 이제동 또한 스타2 자유의 날개로 전환된 리그
에서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랬던 이제
동이 스타2 군단의 심장에서는 다시 한 번 본좌 자리
에 다가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독일에서 열린 대회에
서 우승하며, 올해에만 준우승 5번을 하며 얻었던 콩라
인이란 별명도 떨쳐냈다.
남경식 학생리포터 journam@naver.com
photo 이태호 학생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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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다시 스타 1때처럼 뛰어난 성적을 내고 계세

이제동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가, 경기 중에

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좋은 성적을 내는 저만의

짓는 강렬한 눈빛이신데요. 모니터를 뚫을 듯한 표

특별한 비결이 있진 않아요. 다만, 프로게이머로 오

정은 일부러 짓는 건가요? 처음에는 강렬하게 보이

래 활동하며 쌓아온 여러 노하우가 도움이 되긴 해

려고 일부러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젠 습

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습관

관처럼 된 거죠. 평소에 집중을 하면 약간 날카로워

처럼 가지고 있어요. 프로게이머에겐 동기부여가 가

지는데요. 거기서 묻어나오는 표정 같기도 해요.

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동기가 없으면 아무래도 의
욕을 잃어서 성적을 잘 내기 힘들어요. 계속 채찍질

스타1에서 뛰어난 성적을 냈던 프로게이머들이 스

을 하는 게 중요하죠.

타2에서는 많이 부진해요. 은퇴한 선수도 많고요.
주변 프로게이머들이 스타2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

요새 해외 대회에 자주 나가시는데, 해외 팬들에게

습을 봤을 땐 기분이 어떠셨나요? 한 시대를 같이

도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제동 선수가 무대에

풍미했던 선수들이자 경기장에 가면 항상 볼 수 있

등장했을 때 해외 팬들 함성이 유독 크던데요. 국내

는 친구들이었는데,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걸 보

무대와는 다른, 해외 무대만의 느낌이 있나요? 해외

면 씁쓸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에 휩쓸리지 않으려

팬들이 국내 팬들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문화의 차

고 노력해요. 자칫하면 저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

이 같은데, 작은 것 하나에도 큰 반응이 나와요. 그

문이에요.

런 분위기에 이끌려서 성격이 활달하지 않은 저도
오버를 하게 돼요. 오버를 할수록 해외 팬들이 더

요새 게임 규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요. 프로게

좋아해주시고요. 물론 좋아해주시는 마음만큼은 국

이머로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기분이 나쁘죠. 게임

내든 해외든 똑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여러 한국

은 문화 산업으로 크게 자리 잡았고, 앞으로의 발전

프로게이머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가능성도 커요. 8월에 열렸던 도타2 세계 대회는 총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상금이 30억에 달했어요. 이 정도 상금 규모를 가진
스포츠가 많지 않아요.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위상

우승하면 키보드 부수는 세레모니를 하신다고 말씀

해외 대회에서 경기 전 무대 인터뷰를 영어로 하시

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하실 건가요? 고민해봤는

더라고요. 바로 옆에 통역사가 있는데도 영어로 인

게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데 키보드 부수는 세레모니 약속은 취소할게요. 굉

터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외국의 유명한

요. 그래도 다 같이 노력하면 차차 바뀔 거라 생각

장히 고가의 키보드를 쓰고 있어서요…. 우승에 심

스타가 한국말을 어설프게라도 한두 마디 하면, 한

해요. 그러기 위해 프로게이머인 제가 할 일은 멋진

취해서 키보드를 부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생각에 영어를 정

경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세레모니를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

말 못 하지만, 일부러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

오는 대로 기쁜 마음을 표현해보려고요.

예요.
마지막으로, 대학생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제동 선수의 모습을 보

요. 대학생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며, 국내 팬 들은 다소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게임

게 많잖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1년 365일 대부분

채널을 틀기만 하면 제가 나오던 때도 있었어요. 그

을 숙소에서 연습만 해서 아쉬움이 커요. 여러분들

때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시죠.

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

요즘엔 제 얼굴을 보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은 프로게이머로 활동

많은 국내 팬들이 저를 잊지 않고 응원을 해주셔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우선은

감사해요. 11월에 부산에서 열린 G-STAR 이벤트전

12월에 대회가 끝나면 유럽 여행을 해보려고요. 앞

에 저를 보러 서울에서 오신 팬들도 계셨어요. 정말

으로도 해외 대회를 주로 나가서 국내 게임 채널에

감사했죠. 제가 무슨 아이돌이나 연예인도 아닌데

서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계속

말이죠.

기억해주시고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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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이 정보만 잡으면 당신은 슈퍼루키

안보면

후회할걸?
catch point!

커리어팀 학생리포터 일동

이번 주엔 뭘 해볼까?
그림으로 미리 보기

FedEX
커리어 캠프

선우의 선택 <FedEx 커리어 캠프>

다솜의 선택 <금융권 학생 홍보대사 3종 세트>

지방대 여대생을 응원합니다!

은행에서 미래를 출금하세요

FedEx 코리아는 2014년 1월 19일(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리는

올겨울을 입금하고 훗날 미래를 출금하시길. KB 국민은행은 1~3

<3회 FedEx 커리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는 1:1 이력

학년을 대상으로 <KB CAMPUS STAR>를 모집한다. 우수 활동자

서 클리닉, 모의 면접, 여성 친화 직종 소개 및 여성 선배에게 듣

입사 시 서류면제 혜택 제공. 12월 22(일)까지 지원. 하나은행은

는 취업 전략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우수 캠프 수료자 3명에게는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할 <와삭와삭 글로벌 원정대>를 모집한다.

FedEx 코리아 동계 인턴십 기회를 준다. 지방 소재 대학에 재학

캠프 수료자에게는 인턴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최종 선발된 12명

중인 여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 인원은 40명이다. 12

에게 해외탐방 혜택을 준다. 12월 23일(월)까지 지원 가능. 신한은

월 20일(금)까지 ‘미래의 동반자 재단’ 홈페이지 www.partners-

행 <S20 기자단>은 6개월 활동, 홍보대사는 5개월 활동하며, 우수

korea.org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foundation@

참가자에게 해외탐방 및 입행 전형 우대혜택을 준다. 12월 27일

amchamkorea.org로 제출. 이선우 학생리포터 gogo_ssun@naver.com

(금)까지 모집. 박다솜 학생리포터 dasombak@naver.com

KB
Campus Star 모집

알바인
<청춘아>

찬희의 선택 <청춘아>

혜리의 선택 책 『가업을 잇는 청년들』

시급 100만 원, 로또 알바 한 번?

아빠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하루 5시간 즐겁게 일하고 500만원을 챙기는 기회! 알바 전문 포

아버지와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20대는 얼마나 될

털 ‘알바인’에서 방학마다 진행하는 <청춘아>가 5기를 모집한다는

까? 책 『가업을 잇는 청년들』의 주인공은 고지식하게만 보이는 아

소식이다. <청춘아>는 자신의 학교에서 5시간 동안 알바할 아이

버지와 특별한 경험을 해본 청년들이다. 대한민국에 여섯뿐인 시

템을 자신이 기획하는 것이다. 지원은 2014년 1월 6일(월)까지며,

계 명장 아버지 밑에서 시계수리공의 일을 잇기도 하고, 오일장에

서류, 블로그 미션, 면접까지 3단계 전형을 걸쳐서 총 3명을 선발

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족발을 만들어 팔던 어머니의 일을 이어받

한다. 3명은 적은 수이지만, 로또 당첨보다 높은 확률이다. 5시간

기도 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가족을 연결할 수 있었던 계기

만에 한 학기 등록금을 버는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삶은 우리의 바람대로 행복할까? 책에

박찬희 학생리포터 ufoxyg@naver.com

서 확인해보자. 김혜리 학생리포터 aahyery@naver.com

책
『가업을 잇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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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위한 복전이라면 섭하지

경영으로 날아보자

두손: 옷걸이 광고 사업, 노숙인 재활에 기여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활을”

프로젝트를 통해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런칭시키고, 공짜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대회까지 다녀
온 팀이 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학회 성균관대 인액터스(enactus)를 배워보자. 박찬희 학생리포터 ufoxyg@naver.com

2011년 8월 프로젝트 런칭
2012년 6월 첫 옷걸이 생산
2012년 7월 개인사업자 등록
2013년 2월 법인사업자 등록
2013년 11월 인액터스 프로젝트 종결
현재, 인액터스 프로젝트가 아닌 사업의 형태로 노숙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맘마미아: 다문화 여성 산후조리 서비스 & 일자리 제공
“우리의 힘으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설레였어요.”
2011년 9월 프로젝트 런칭
2012년 4월 첫 다문화 산후조리사 양성
2012년 6월 개인사업자 등록
2013년 1월 법인사업자 등록
2013년 7월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등록
현재, 인액터스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
할을 다지고 있음
온새미로: 전통문화 컨텐츠의 상품화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뭔지도 몰랐다. 나부터 변했다.”
2012년 1월 프로젝트 런칭
2012년 7월 첫 무형문화재 이수자 교육 실시
현재, 프로젝트 초기 단계를 벗어나 중기로 넘어가기
위한 시도 중

Chapter

1

학회야 회사야?!

Chapter

2

‘두손’ 모아 진행한 프로젝트

Chapter

3

내친 김에 세계정복

“일주일에 4~5번?
아니 거의 매일 모인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노숙인분들과 함께 일하면
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실질적인 경영학회는 역시 달랐다. 서류와 면접을

성균관대 enactus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단순

회를 연다. 내용은 자신들의 프로젝트 성과를 영어

통해 회원을 받는데, 면접 전형에서는 사회적 문제

한 사업이 아니다. 노숙인 재활을 위한 ‘Do손’, 다문

로 발표하는 것. 성균관대 enactus는 올해 전국 31

에 대해 1분간 발표를 하는 과제가 있다. 졸업생 선

화 여성들을 위한 ‘맘마미아’, 무형문화재 이수자들

개 대학 중에서 우승하여 대회 지원금과, 직접 돌아

배들도 보는 앞에서 치러지는 면접을 통과하면 가

을 위한 ‘온새미로.’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다니며 펀딩 받은 기금으로 멕시코에서 34개 나라

입 성공. 고생길의 시작이었다. 학회에 들어서는 순

모두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대상자들을

가 모이는 세계 대회에 출전했고, 준결승 진출이라

간 한 사람이 1프로젝트, 1디비전을 맡는다고 한다.

위한 것이었다.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경

는 큰 성과를 거뒀다. 유투브에서 발표 영상을 볼

디비전이란 자체 교육이나 영상, 대외 홍보 등 학회

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수 있는데, 상당히 역동적이다. (성균관대 enactus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를 하나씩 맡는 것이다.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

검색) 어떤가? 이 정도면 실질적인 비즈니스 학회

학회 내 공식 회의는 월요일 저녁 6시에 전체 미팅

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활동 속에서 경영에 대한 경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학기엔 한번 도전해

으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프로젝트 상황

험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얻었다고

보는 게 어떨지.

에 맞춰서 일주일에 4~5번은 모였다고 한다.

한다.

enactus는 원래 세계적인 대학생 비영리 단체이다.
그리고 매년 대회를 개최하는데 40여 개국에서 국
내 대회를 진행하고, 우승팀들이 다시 모여 세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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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

대학생활 막막할 땐 외쳐봐요, 신 대장의 대학생활 코칭!

내가 이상한 거야? 앞으론 어떻게 해?

3학년인데도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나

진짜 너를
힘들게 하는
뭔가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
다. 1학년 때부터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엄격한 선후배 간의 관계도 어렵고, 저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기들도 힘들고요.
그들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와는 잘 맞지 않아
딴
전공
공부가
요. 학교 내의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쉬울
같니?
제일 것
쉬웠어요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상대방을 알아가기도 전에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거
리를 두게 돼요. 앞으로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본명 신.익.태
대학생의 고민이 들려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참견하길 좋아하는 아저씨
평생 대학생들과 어울려
살고픈 작은 소망이 있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소장,
<아웃캠퍼스>라는 대학생

모델은 지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고민 접수는
yook@univ.me로
발송할 것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시절 무척 친했던 단짝 친구를 우

인간관계 고민님의 고민 솔루션 3단
STEP 1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 있다. 우선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하자

연히 만나면 어떤가? 너무 반가울 것이다. 그리고는 서
로의 안부를 묻는다. 만약 남학생들이라면 아마도 서로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이 있었다. 내가 보기

의 대화에서 절반 정도는 욕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다

에 그 학생은 원래 내향적인 성격을 지녔다. 남들 앞에서 너스레를 떠는 것보다 스스로의 생각 속으로 침잠하는 것

고 해서 내가 맘이 불편하거나 화가 나지 않는 것은, 그

이 편할 수밖에. 굳이 자신을 강요하지 말고, 맘이 허락할 때, 남들 앞에 나오면 된다. 괜히 스스로 허락되지 않는

가 나를 무척이나 반가워한다는 진심을 모르지 않기 때

타인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문이다. 사람 관계란 그런 것이다.

STEP 2 무엇이 너를 다가가기 힘들게 하는지 찾아보자
예의 없는 친구나 엄한 선후배 관계가 진짜 원인이라면 해결책은 쉽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 된다. 그런데 나
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그게 아닐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상처받기 싫은 내 자존심일 수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본질을 찾아라.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

엄마가 혼낸다고 해서 내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
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믿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의 관계에서
오는 진실함이다. 이런 진실함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 내

STEP 3 결국, 어떻게 가슴을 열어 속을 보여주느냐의 문제다

가 먼저 다가서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대가

사람 관계라는 게 묘하다. 이럴 땐 쉽고, 저럴 때는 어렵다. 남녀 문제도, 우정도 그렇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

불편해하는 사람을 조용히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전해

말이지 ‘이거다’ 하는 정답이 없다. 솔직한 돌직구도 힘들고, 넌지시 돌려 말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라. 솔직히 전해라. 그도 이해할 것이다. 만일 이해 못 한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필승 전략은 정해져 있다. 내 카드부터 보여주고 들어가면 이긴다. 먼저 가슴을 열어 그대
의 속마음을 보여줘라. 그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만 남았다.

다면 어떡하냐고? 절대 상종하지 못할 부류다. 앞으로
만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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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

알바는 빡세게? 아니! 스마리~하게

알바의 기술 WEEKLY KEYWORD

[

▼

연말연시 알바

]

검색

어느새 2013년 올 한 해도 저물고 있다.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 하고 아쉬워하기엔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알바가 있기에! 바쁜 연말연시를 더 바쁘게 보내기 위해서, 주머니 허전한 연말연시를 풍족하기 보내기 위해서 아르
바이트 사이트를 한번 뒤져보자.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연말연시에 할 수
있는 단기 알바들을 소개한다.

[

연말 정산 알바

] [

▼

호텔 연회 알바

] [

▼

이벤트 진행 스태프

]

연말 정산 서류 정리 및 자료 입
력 등 연말 정산에 대한 모든 업
무에 투입된다.

테이블 세팅, 기물 정리, 홀 서빙 등

콘서트/연말 시상식/회사 송년
회 등 다양한 연말 행사의 진행
스탭 알바

월 130만원 내외
의 비교적 높은 급
여. 드물게 1~2달
에 이르는 짧은 기
간 동안 굵고 짧게
일할 수 있는 사무
보조 알바

파트 타임/풀 타임
등 특정 시간/요
일/기간을 선택해
서 근무 가능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재
미. 남는 판촉품이
나 연예인 구경 등
생각지 못한 덤~

좋다

좋다

세무/회계 등 특정
전공이나 업무 경
력자를 뽑는 높은
문턱.

싫다

TIP

좋다

무거운 그릇, 다양
한 손님 등 생각보
다 높은 근무 강도

싫다

숫자에 굉장히 민
감한 업무이므로
평소에 ‘숫자에 관
해서는 젬병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
해왔다면 섣부른
지원은 금물. 엑셀
등 관련 프로그램
에 능숙하면 굿!

TIP

하루 종일 서서,
콘서트 알바의 경
우 야외에서 있는
시간도 길어 춥기
까지…

싫다

호텔 연회 알바가
호텔에서만 진행되
지는 않는다. 한강
유람선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관련 알
바를 경험할 수있
다. 두발, 의상 등
외모에 대한 자격
제한이 많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

TIP

주로 이벤트 기획
사 등에서 모집해
서 파견하는 형식
으로 근무한다. 현
장 지휘자가 따로
있으나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빠
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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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연말연시 알바
근무 기간이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두어 달까지 다양한 중단기 알바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미리미
리 이력서를 작성해두고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각 직무별로 요구하는 각종
자격 사항을 꼼꼼히 살펴 남들보다 우위를 선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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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MY JOB

<연재기사> 청년의 새로운 미래가 있는 중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 대기업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가진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총 8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기사로 연재를 마칩니다.

숫자로 보는
우리 기업!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마지막 소개
기업은 ‘메타바이오메드’와 ‘빅솔론’이
다. 이 두 회사가 기록한 숫자를 통해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자!
김효선 에디터 hyosun@univ.me

메타바이오메드
메타바이오메드는 의료용구 제조업체로 1990년에 설립 되었다. 치
과용 충전재(치아 구멍을 메우는 재료)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치과용 제품뿐만 아니라 외과용 생분
해성 봉합원사(흡수성 수술용 실) 등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세
계에 수출하고 있다.

입사자에게 들어본
나의
중소기업 이야기
메타바이오메드가 만드는 치과용 충
전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특히
2007년, 치과용 충전재가 2년 연속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며 해외 시
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더
불어 생분해성 봉합원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으로 평가받으며 매년 시
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1

처음엔 걱정됐지만,
이제는 내 꿈을 찾아간다는
생각에 만족합니다.

김.영.도 사원
메타바이오메드 재무회계팀

처음에는 중소기업 입사를 앞두고 ‘내
가 진로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일

10

을 해보니 이제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

메타바이오메드는 매출의 10% 가까
이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현
재 등록된 특허만 해도 33개에 이르

라졌어요. 오히려 제 스스로 꿈을 잘 찾
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요.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 시스템이 완
벽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아요. 앞으로

며 실용신안도 32개를 보유하고 있다.

5년 후면 대리 정도의 직급을 달 수 있

R&D의 핵심 역할을 하고있는 기업부

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 회

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사의 회계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 인정

부터 1999년 메타바이오메드 부설연

받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채워

구소로 인정받으며 생체에 적합한 의
료용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나가야 할게 많은 회사라는 것은 결국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더 많고, 할 수 있
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닐

고 있다. 15명의 연구원이 활동하고

까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

있으며 여러 대학과 산학연 네트워크

는 성취감이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을 바탕으로 유럽, 미국, 동남아 등 전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계 98개 국에 제품을 수출한다. 전
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나 될 정도로 해외 시장 구축에 전
력을 쏟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봉합
원사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중국에 봉합원사 생산 합작회사
를 설립, 2015년부터 중국에서 생산
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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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솔론
빅솔론은 영수증 프린터, 라벨 프린터 등 산업용 소형 프린터 제조업체로 일본의 앱손, 시티즌 등 글로벌 대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미국·유럽 법인뿐 아니라 전 세계 260여 개 Sales, Solution, Service 파트너와 함께 고객감
동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우리 회사 이야기

빅솔론은 세계 POS 프린터 시장에서
‘앱손’에 이어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소형 프린터 시장의 90% 이상이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하면 굉장한 성과다. 빅솔론이 글로벌
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개발에서부터 판
매에 이르는 자체 인프라를 갖춘 덕분
이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R&D에 과
감하게 투자해 제품 설계부터 디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분야
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2
80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찬.희 과장
빅솔론 경영지원팀

빅솔론은 전세계 8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기술과

경력직 사원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동

품질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거래

종업계에서의 경력을 보게 됩니다. 하

처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약점을 보

지만 신입 사원의 경우라면 ‘기본’을 우

이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고객 중

선적으로 보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심의 영업 전략을 세운 것이 해외 시
장 확대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

배우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준비
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가 여기서 말하
는 ‘기본’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흥 시장 개척에 주력한 것이 주효했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회사생활을 하

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의 글로벌 택

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에 얼마나

배 회사와 음료 회사 등으로부터 잇달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하는지가 중요하

아 수주에 성공해 수출 상승세는 더욱

다고 생각합니다.

빨라질 전망이다.

빅솔론은 지난 수년간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자신
의 역량을 키울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
다. 우리 회사의 경우, 영업 사원 1년

매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려왔다. 아

차도 자신만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을

직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중국은 앞

정도니까요.

으로 소형 프린터 시장 잠재력이 큰 시
장일 뿐 아니라, 택배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모바일 프린터 시장의 성장 역시
기대된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
으로 품질과 브랜드를 인정받은 빅솔
론은 모바일 프린터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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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한 주간 주목해야 할 이슈

2013
YOUTH
MARKETING
CONFERENCE
20대의 생각,
인사이트
그리고
기업의 동상이몽

모든 기업들이 앞다투어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고? 놀라지 마시라.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
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트렌드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이를 주도해나가는 이들이 바로 20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내일이 자리를 마련했다. 최신 트렌드에 목마른 기업의 마케터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 그 장의 이름은 바로
유스 마케팅 컨퍼런스(youth marketing conference)다. 신청 에디터 erin@univ.me Photo 양상범

2013 YMC TIME TABLE

CHECK! 당신의 트렌드 지수는?
아래 단어들은 유스 마케팅 컨퍼런스 당일 기업의 마케터들에게 던
져진 퀴즈다. 20대는 알고 30대는 모르는 단어들. 나는 얼마나 20
대스러운지 각자 확인해보자. (복학생, 고학번 주의)

■ 나만의 구역을 만들어라
■ 20대와 밀당하라
■ 일상에 주목하라
■ SESSION 03

■ 20대, 그들만의 소셜미디어
■ 20대와 SNS의 상관관계
■ SNS 속 20대 코드 4가지
■ 대학내일 페이스북 20대 소통 성공사례

■ SESSION 04

■ 20대를 움직인 2013 소셜 마케팅 사례
■ 내가 직접 만드는 이야기 (I’m a storyteller)
■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I wanna be)
■ 나, 이런 사람이야 (This i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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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호박
활용 문장 예

“단호박 먹은 줄 알았네. 무서울 지경…”

 3. 혼바비언
활용 문장 예

“나 요즘 완전 혼바비언이었잖아.”

 4. LGBT
활용 문장 예

“LGBT가 세계 금융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다.”

정답

■ 20대를 사로잡는 유혹의 기술 3가지

“야, 저 둘은 케미가 잘 안 맞잖아.”

1. 케미: 케미스트리(chemistry)의 줄임말. 두 사람의 호흡이나 조화.

■ SESSION 02

활용 문장 예

나란히 서 있기만 해도 풍기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 2. 단호박: 단호

■ 2014 M세대를 사로잡을 5가지 트렌드, F.A.C.E.T

 1. 케미

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또는 그러한 사람 3. 혼바비언: ‘혼자 밥

■ 2014년 20대의 24시간을 추리하다

먹는 사람’의 줄임말 4. LGBT: 성적 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

■ SESSION 01

(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20대의 역할과 공략

앞 글자를 딴 것

■ OPEN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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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으레 묻는 질
문이 있다. “요즘 20대들은 뭘 좋아하나요?” “요즘
대학생들은 어디서 뭘 하고 노나요?” 사실 이 질문
은 당신이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신입사원이 된다면
30대 이상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될 질문이기
도 하다. 한마디로 딱 잘라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
는 것이 바로 20대의 속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20대는 여전히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잣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 좀 더 정확
히 말하면 마케터들은 언제나 20대의 취향을 궁금
해 한다. 지난 5일에 열린 2013 유스 마케팅 컨퍼런

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주제로 채워졌다. 세 번째 세

스는 이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 혹은 대답을 유추

션에서 대학내일 SNS연구소의 정은우 소장은 SNS

할 수 있는 힌트쯤 되는 자리였다.

속에서 드러나는 20대의 문화코드, 그리고 짧은 시

컨퍼런스는 국내 브랜드 업계의 최고 고수로 꼽히는

간 동안 약 45,000명의 페이지 라이크 수를 기록하

메타브랜딩 박항기 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 총 4개

며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대학내일 페이스북

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학내일20

의 운영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또 마지막 세션에

대연구소 박진수 수석 연구원의 5가지 트렌드 소개

서는 대학내일 마케팅팀의 김범준 매니저가 몇몇

로 이루어졌다. 얼마 전 출간된 책, 『20대가 당신의

기업들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성공 사례와 더불어

브랜드를 외면하는 이유: 2014년을 지배할 20대 트

SNS 상에서 20대들이 좋아하고 참여하는 화두들에

렌드 F.A.C.E.T』의 내용이 주를 이룬 이 세션에서 박

대해 설명했다.

연구원은 2014년을 선도할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제

이날 컨퍼런스에는 약 60여 개 기업에서 110여 명

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책 소개를 참고하시라).

의 마케터들이 참석했다. 세션 중간중간에는 20대와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20대를 사로잡

관련된 퀴즈들이 출제되어 재미를 더했고, 행사가

는 유혹의 기술 세 가지.’ 대학내일 마케팅팀의 김동

끝난 후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따끈따끈한 신간 『20

주 매니저가 나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나

대가 당신의 브랜드를 외면하는 이유: 2014년을 지

대외활동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강

배할 20대 트렌드 F.A.C.E.T』가 선물로 증정됐다.

의했다. 기존의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가 아

컨퍼런스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문화홍보팀의 김은정

닌 독창적인 분야를 노리고, 20대들의 일상생활에

사원은 “현재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기자단을 운영하

밀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에 대해 새롭게

강연의 주 내용이었다.

알게 된 부분이 많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20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션은 현재 모든 기업의

대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울

담당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이슈인 소셜

수 있어 유익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예측하는 2014년 ‘20대 트렌드’와 ‘20대 마케팅’의 성공사례

『20대가 당신의 브랜드를 외면하는 이유: 2014년을 지배할 20대 트렌드 F.A.C.E.T』
국내 최초로 20대와 대학생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매년 20대의 트렌드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경향을 예측하는 책을 발간하고 있다. 12월 5일에 출간된 이번 책에서는 2014년을 지배할 20대들의 키워드는 물론, 그것들
이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상세히 담겨 있다.
이 책에서 2014년 20대 트렌드로 선정된 키워드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뽐뿌, 오유, 여시 등 자신의 성향에 맞는 커뮤니티로 모
여드는 ‘플로킹 해비츠(Flocking Habits)’, 타 세대와 문화를 공유하는 ‘억셉턴트 아이즈(Acceptant Eyes)’, 강렬한 핵심만 오려내는
‘클립 신드롬(Clip Syndrome)’, 힐링을 지나 리얼하게 나와 맞서는 ‘에고 미러링(Ego Mirroring)’, 태그에 살고 태그에 죽는 ‘태그 컨
슈머(Tag Consumer)’가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2013년에 진행된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 1,534개와 공모전 1,171개의 분석현
황, 그리고 20대만의 신조어와 유행어까지 살펴볼 수 있다. 20대를 정말 제대로 분석했는지는 직접 읽고 판단해볼 것. 지은이 대
학내일20대연구소 가격 1만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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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전아론 기자 aron@univ.me illust by 김병철

얼마 전, 관계중독에 대해 얘
기하는 아이의 말을 듣다가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거
든.” 이라 답한 후 아차 싶었
다. 어쩌면 어떤 것에 대한 중
독-특히나 인간에 대한 것은 청춘의 불치병이다. 중독
되지 않는 사람이든 중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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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년에
대한
변호

성들 중 하나인 편이었다.
하지만 미성년에서 성년으
로, 순식간에 내던져진 대학
생 아이들은 갑자기 시작된
‘존재 인식’ 때문에 마음이
바빴으리라 생각한다. 성년
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
고, 아직 되고 싶은 생각도

지 않으려 바둥대거나 노심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런 아이

초사하는 사람이든 어떤 부

들이 택하는 성년과 미성년

패의 그늘이 비춘다. 그들의

의 중간 지점이나, 그 두 지

쿨-함은 그 자체로 노화되어

점을 약간 비켜간 어딘가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런데 내가 방금 그런 산뜻함을 내

있지 않을까. 나는 늘 짐작해왔다. 그런데 시인 신해

세우며 어른인 척하는 대답을 하다니!

욱은 그 지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에세이 『비성년열

사실 처음에는 대학생들과 얘기할 때, 혼자 속으로

전』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귀여워 죽겠다며 발 동동 구르곤 했다. 모두들 자기

“성년이란 말에는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다. 움직여

가 가진 특별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

서 인간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권리를 행

였기 때문이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특별함이

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게 된 이들을 성년이라 부른

라는 것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인간이 지닌 여러 특

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으며 이제는 그렇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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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미성년이라 부른다. ‘이
미’ 그렇게 되지 않은 이들은,
그러니 비성년이라 부르기로
하자. 미성년은 대기 중이고 비

사실 우린 누군가의 꿈을 대신 꾸기도, 누군가의 웃음을 대신 웃기도 싫다.
정말 어쩔 수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어른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비성년 상태는 내가 택한것이라는 얘기 아닌가?

성년은 열외에 있다.”
물론 그녀가 언급하는 비성년
들은 지금의 현실 세계에 있지
않다. 『호밀밭의 파수꾼』 속 홀
든 콜필드처럼 소설에 있거나
<신성일의 행방불명> 속 신성일처럼 영화에 있다. 혹

대학생들도 이 방식의 ‘마이너스적’ 요소를 알고 있

그 마음은 동시에, 위의 시를 읽고 아찔해지는 마음

은 프란츠 카프카나 알프레드 메흐란처럼 머나먼 과

다. 자신이 가진 특별함을 버려야하기 때문이다. 그

과 통한다. 인간이 되어가는 우리 비성년들은 슬프

거에 있기도 하다. 그들은 끝까지(현실이든 작품 속

것은 앞선 아이의 고민처럼 관계 중독일 수도, 남다

다. 물처럼 따뜻한 사회에 녹아가고 있는 얼음으로

이든) 백 퍼센트의 ‘비성년’으로 남기 때문에, 녹록지

른 감정기복일 수도, 돈이 되지 않은 어떤 창작욕일

서의 공포도 느낀다. 사실 우린 누군가의 꿈을 대신

도 범상치도 않은 삶을 산다. 그것이 강렬하다.

수도, 독특한 애정 방식일 수도 있다. 형태는 다양하

꾸기도, 누군가의 웃음을 대신 웃기도 싫다. 싫어할

재미있게도 나는, 그런 비성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지만, 이것들을 버려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싫어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어지는

서 내 주변의 대학생 아이들이 생각났다. 더 이상 미

것만 같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이것이 없는 나는 내

순간이 오면 어른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적어

성년일 순 없지만 아직 성년이 아닌 채로, 다들 비성

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도, 지금 이 비성년 상태는 내가 택한 것이라는 얘기

년의 증세를 앓고 있었다. 어쩌면 비성년이란 인간

아닌가?

이 한 번쯤 거쳐 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른
다. 그런데 문제는, 비성년의 상태가 꽤 고통스럽다

언젠가 어른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그럴 것이

누군가의 꿈속에서 나는 매일 죽는다

는 부분에 있다. 사회의 질서에 어서 빨리 편입해야

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내가 아끼는 대학생 아
이들이 사회 밖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성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있는

아가길 바라지 않기에, 조금 서글프지만 나는 무사

공하고 싶고 번듯하고 싶은데, 비성년은 그럴 수가

얼음의 공포

히 모두가 성년이 되길 바란다. 나 또한 그럴 수 있길

없다. 아직 사회가 낯설고 질서가 어렵다. 이 불편한

바란다. 하지만 적어도 그전까지는, 마음껏 비성년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꾸만 외부를 내부로 끌어

물고기 알처럼 섬세하게

었으면 좋겠다. 성년 ‘아님’을 선택하고 있는 스스로

들인다. 쉽게 말해 남과 닮아가면서 성년이 되어가

움직이는 이야기

의 용기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더 크면 별스러울

는 것이다. 시인은 이에 대해 “만약 이 뉘앙스가 그

것 없어져버릴 특별함들을 마구 으스대기도 하면서

저 한 시대의 편견이 아니라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말이다. 그러고 나선, 그렇게 보낸 비성년의 한 시절

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이너스적 방식으로써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한다

을 가장 중요한 곳에 꼭꼭 숨겨두길 바란다. 무시무

만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는 뼈아픈 역설에 연루되
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시한 ‘성년의 문’(같은 게 있을 리 만무하지만, 현실적

몇 번씩 얼굴을 바꾸며

으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는 시기)을

내가 속한 시간과

통과할 때 들키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성년의 세계

나를 벗어난 시간을

에 숨겨온 비성년의 시절들을,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

생각한다

점처럼 몰래 심어 보는 거다. 나 혼자선 좀 어렵겠지
만, 내 친구들과, 같은 세대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라

누군가의 꿈을 대신 꾸며

면 개중 몇 개는 말끔한 성년의 세계에 은밀하게 퍼

누군가의 웃음을

지는 멋진 질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견

대신 웃으며

고한 ‘사회와 질서의 문’에 커다란 개구멍이 하나둘
쯤 생길지도 모를 일이고, 사오십대가 청춘처럼 살아

나는 낯선 공기이거나

도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때로는 실물에 대한 기억
나는 피를 흘리고
나는 인간이 되어가는 슬픔
- 신해욱, 생물성 中 ‘ 끝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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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Question
귀찮고
불편해요

First

저는 섹스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애정의 표현으로 쓰다듬어
주고 토닥여주는 건 좋지만 섹스는 너무 힘들어요. 하기 전에 단장하
고 조금 전에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서 또다시 샤워를 하
고 잠들어야 하는 그 전후 과정들이 번거롭기도 하고요. 처음 남자친
구를 사귀었을 때는 둘 다 미숙해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섹스의 쾌락이라는 걸 느끼기도 전에 제가 지치고 만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럽지만 결국 격렬해지는 순간들
이 오잖아요. 그럴 때 체력이 약한 제 몸이 못 버티는데 과연 이런 섹
스를 해야 하는 걸까요?

?
섹스가 왜 좋은가요

Answer

섹스는
쾌감만을 위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면 섹스란 저절로 잘되는 일,

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신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주는 일, 호기심이 일어나게

켜주고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예민한 성격에

만들고 쾌감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

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해소시켜주는

해랍니다. 두 사람만의 이 은밀한 인간 활동은 우리

데도 섹스는 좋은 효과가 있답니다. 여성 호르몬 속

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나 자괴감을 안겨주기도 하

의 에스트로겐은 콜라겐의 재생 능력을 높여주기에

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기도 합니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고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

다. 심지어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런 감정에 휩싸이

이 되기에 혈류가 개선돼 혈색도 좋아지게 됩니다.

게 만들기도 하지요.

섹스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력을 강화시

그럼에도 다들 열심히도 합니다. 못 해서 난리이기도

켜줄 수 있습니다. 전신을 움직이며 평소에 사용하

하구요. 저는 섹스 이전과 이후의 감정들에 대해 고

지 않는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

심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경험치가 제

의 다량 분비는 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허

법 쌓이게 되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괴로워

리는 잘록하게 가슴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과가

하기도 합니다. 미드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 브래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나열하고 싶을 정도로 여성

드쇼의 버스 광고 속 문구처럼 “I Know Good Sex”

의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섹스에 대해서 번거롭다

라고 자신하기도 힘들죠. 제게 통하는 방식이 모두에

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섹스리스를 선택하고 싶어 한

게 통하는 그런 영역의 일이 결코 아니니까요.

다는 건 책무 유기 같아요. 20대 좋은 시절은 찰나의

칼럼니스트 현정

하지만 어떤 제안은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경우라

순간이랍니다. 전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섹스 백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다정한 두

면 섹스에 대한 의지 박약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

만 번!!”을 캐치플레이로 삼을지도 몰라요.

귀를 가지고 있는 섹스 칼럼니스

겠네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체 조건이나 체력을

그리고 섹스 자체로도 운동 기능이 있긴 하지만 섹

트 ‘생각보다 바람직한 현정씨’는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질문자가 다른 사람

스를 할 체력도 안 된다면 어떤 것을 해도 집중력과

20대를 위한 섹스 가이드 북이라

들보다 연약하고 예민할 수도 있겠죠. 타인의 시선

지구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을 많이 의식하는 타입이라 섹스 전 나름의 절차도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듯 체력을 길러보려는

복잡할지 모릅니다. 강박적인 요소들로 인해 섹스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체를 중심으로 한 전

가진 긍정적인 면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어선 곤란

신운동인 스쿼트는 더 좋은 섹스를 하기 위한 기본

하겠죠.

근육도 단력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섹

질문자의 몸이 약하다면 무엇보다도 섹스는 좋은 보

스가 힘들어 불만스러운 마음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

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세요. 섹스를 하면

으로 해소해봅시다!

할 수 있는 『사랑만큼 서툴고 어
려운』의 저자이며, 각종 매체에
연애와 섹스에 관한 글을 기고하
고 있습니다. @F_ckingSpecial
+ ‘First sex’는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연애와 섹스 관
련 궁금증이 있다면 담당 기자의 메일(moon@univ.me)로 사연
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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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 voice

Illust by 김병철

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의는 moon@univ.me

트 지성인도 아니다. 내 또래라면 대부분 보고 자랐
을 시트콤 <논스톱 4>의 유명한 대사가 있다. “아시
다시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50
만을 육박하는 이때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란 역
시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집단 세뇌라도 당한 듯 미
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정치에는 희
망이 없었다. 희망은 차라리 토익책에 있어 보였다.
나는 우리 시대 평범한 대학생의 수학 기간에 맞게
6년 만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로(의대생 아님) 이
제 슬슬 취업설명회 같은 데도 기웃거리고 있는데,
최근 한 취업 멘토링에 참가했다가 깜짝 놀랐다. 나
처럼 4학년이 돼서 찾아온 이는 얼마 없고 2, 3학년
이 많았으며 심지어 1학년 학생들도 몇 명 있었던
것이다. 일찍부터 커리어를 준비하는 게 해로울 리
없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이란 한정된 자원이어서,
일찌감치 경력 개발에 힘쓰는 만큼 잃는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를테면 대학생의 본분인 방황 같
은 것. 무작정 레이스에 뛰어들기에 앞서 내가 진짜
무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충분한 고민과 방황 없이 내달려 취업에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공채 시즌 새벽 세 시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말이지 신산하다. “취업이 인생이 전
부일까?”라는 제목의, 정말 답을 몰라서 묻는 걸까
싶은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려서 나를 울렸

20년 후
우리가
추억할 것

정 없는 청춘이 어디 있나.

다. “나도 지금 취준이고 취업에 목숨 걸고 있지만…

새삼스레 캠퍼스의 낭만이 사

취업해도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 그래

라졌다는 둥 꼰대 같은 소리

도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슬퍼.” 해피엔딩이 아닐 걸

는 하고 싶지 않다. 잔디밭 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 맹목적인 질주를 계속하고

기타와 막걸리는 없지만 자유

있는 걸까.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롭게 외국을 다니며 견문을

단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탓일까?

넓힐 수 있게 되었다. 4년 내

우리가 진짜 치열해야 할 대상은 경쟁이 아니라 자

거리가 멀던 나까지 응답하게

내 딩가딩가 놀다가 서류에

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 응답하라 시리즈의 매력은

이름만 적어내면 취업이 됐다

뭘 하고 싶은지. 토익책을 끼고 취업 특강을 찾아다

뭐니뭐니 해도 디테일이 살아

는 전설 같은 얘기가 조금도

니기에 앞서, 먼저 충분히 고민해보길. 찬란한 청춘,

있는 90년대의 재현이다. 오빠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응답하라 2013.

<응답하라 1997>의 인기에 이
어 나온 <응답하라 1994>가 장
안의 화제다. 서류 광탈의 저녁,
우울한 마음에 이리저리 채널
을 돌리다 보게 된 응4에 푹 빠
져 응7까지 찾아보게 되었다.
추억은 방울방울. 드라마와는

부대, PC통신,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이 사는 신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수업을 성실히 들으면 남

촌의 하숙집……. 경제성장의 과실이 후드득 떨어지

는 것도 많지 않겠나. 학사주점, 학사다방 대신 프랜

던 90년대의 풍경은 풍요로웠다. IMF 이후 잠깐 휘

차이즈가 판을 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청했다곤 해도 한국 경제는 잘나갔다.

풍경이며, 술 마시고 토하는 대신 토익토익토익 토

2013년 대학가의 풍경은 어떤가. 한 손에는 부족한

스토스토스 하는 게 위와 식도에는 좀 더 이롭지 않

잠을 깨우기 위한 커피를,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쥔

을까…라고 우리 그렇게 불쌍하지는 않다고 주장하

학생들이 바쁘게 강의실로 들어간다. 모두가 눈에

고 싶은데 제기랄 왜 눈에서 땀이 나죠?

불을 켜고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대외 활동을

독재 타도, 양키 고 홈의 구호는 반값등록금, 대학생

하러 가고, 강남역에 모여 스터디를 하고, 토익토익

주거권 보장으로 바뀌었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

토익토익 토스토스토스토스……. 치열하다. 요새 열

박하는 오늘, 대학생은 더 이상 시대의 양심도,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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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없는 곳이라도 누군가 가면 길이 된다고 믿는다. 무병장
수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100세 생일을 맞으면 창문 넘어 도
망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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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금을 주더라도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다. 바로 밤
을 새는 것이다. 누군가 “아, 그거 밤새서 하루 만에
뚝딱 끝냈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 나는 듣는

중고교 시절 벼락치기를 하느라 몇 번 밤을 새긴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론 ‘절대’라 해도 좋을 정도로 밤을 새지 않았다.

순간 피곤해져버린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목
뼈가 뻐근해진다. 어서 볕이 들지 않는 방에 기어 들
어가 쿨쿨 자고 싶은 심정이 된다. 물론 살면서 밤
을 한 번도 안 새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중
고교 시절 벼락치기를 하느라 몇 번 밤을 새긴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론 ‘절대’라 해도 좋을 정도로 밤을
새지 않았다. 간혹 어쩔 수 없이 늦게 잘 일이 생기
면 몹시 불쾌해져서, 다음 날
글도 써지지 않고, 무릎도 아
프고 목도 아프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므로 술을 먹더라도 새벽
이 되면 자연히 집에 기어 들
어가기 마련이고, 마감이 코앞
에 닥쳤더라도 새벽이 되면 머

삶이란
엔진의
오일

평소에는 그럭저럭 몇 곡 듣

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화나 소설을 몇 백 번씩 보면

고 끝내버리다가도, 가끔씩 곤

미쳐버릴지 모르지만, 음악은 같은 곡이라도 몇 백

란할 정도로 음악을 연속해서

번 이상 들을 수 있다. 물론 하루에 이렇게 듣는다면

듣고 싶어지는데, 예컨대 이런

미쳐버릴지 모르지만, 나 역시 살면서 좋아하는 곡

식이다. 일단, ‘캣 스티븐스’의

들은 수천 번씩 들은 것 같다. 물론, 한가하지 않기

<와일드 월드>란 곡을 들었다

때문에 들을 때마다 세어보진 않았다(혹시 매번 세

고 치자. 그럼, ‘아, 가만 이건

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리가 아파 ‘뭐, 어쩔 수 없잖아’

미스터 빅도 불렀잖아’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음악을 듣다보면 자연히 창문을 꼭

하며 되는 대로 쓰고 자버린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를

닫게 된다. 볼륨도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기분이 괜

다. 어차피 열심히 써봐야 원

듣게 된다. 그럼, ‘아, 가만 이

찮을 때는 춤도 추게 된다. 퀸이나 데이비드 보위,

고가 엉망이 되어 새로 쓸 게

건 어쩐지 오지 오스본의 <굿

폴 매카트니의 연주를 들으면 무언가가 내 몸을 떠

뻔하다. 차라리 청탁한 쪽에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바이 투 로맨스>랑 느낌이 비슷한데’ 하면서 <굿바

밀어 허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록 음악이 고막으로

구걸한 후, 해가 응원해줄 때 쓰는 게 낫다. 이런 탓

이 투 로맨스>를 듣게 된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프린

들어올 땐, 맥주가 목젖을 건드리고, 재즈가 들어올

에 아무리 거금이 걸린 일이라 해도(아, 이런 일이 들

스의 <퍼플 레인>이 떠오르고, 그러다보면 이 노래

땐 와인이나 차가 들어온다. 자연히 귀와 목과 가슴

어올 리 없군요. 거, 참) 자의로 깨어 있진 않는다. 그

를 좋아했던 옛날 여자가 떠오르고, 아아, 이때부턴

이 그 음악과 그 술과 그 공기에 젖게 된다. 가끔은

러므로 ‘나는 절대로 밤을 새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추억의 괴수가 나를 덮쳐, 그야말로 밤을 하얗게 태

몸을 이불로 돌돌 말고, 청승맞게 떨어지는 음의 비

내려야 깔끔한데, 눈치 빠른 독자라면 알 수 있듯이

우며 음악에 걸신들린 것처럼 닥치는 대로 찾아 듣

를 맞은 채 ‘뭐어, 잘 살고 있겠지’ 하며 뒤척인다. 이

서론을 길게 끈 이유는 다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게 된다.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시곗바늘은 어느덧

래저래 음악으로 밤을 하얗게 불태우는 것이다. 모

건 바로 음악을 들을 때다(지금도 음악을 들으며 쓰

새벽 4시에 도착해 있다. 영화를 볼 때나, 소설을 읽

양은 뒤죽박죽이고, 게다가 혼자지만, 명명하자면

고 있어요. 호호호).

을 때나, 당연히 공부 따위를 할 때엔 절대 일어날

일종의 ‘인도어 뮤직 페스티벌’인 셈이다. 오늘 이 글

수 없는 일이다. 평소라면 이미 두 시나 세 시쯤 한

을 쓴 이유는, 그렇다. 어젯밤에도 간만에 음악을 들

두 차례 시체가 되어, 좀비의 단계를 거친 후, 최종

으며 밤을 샜다. 어제는 ‘펑카델릭’, ‘레타나 수이사

적으로 사망의 단계에 돌입해버리는데 말이다.

이드’, ‘오아시스’가 나의 밤을 증발시켰다. 이상하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았는데, 그건

음악을 들으며 밤을 샌 날은 무릎이 아프지 않다. 머

아무래도 음악의 ‘완결 단위’ 때문인 것 같다. 소설

리도 아프지 않다. 신기하게도 그렇다.

은 당연히 길다. 졸릴 수밖에 없다. 소설가가 이런

그러고 보면 음악은 ‘삶이란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말을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때론 소설 한 권의 완독

하는 오일’ 같기도 하다. 부릉부릉.

은 수십 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가능해진다. 책에 따
라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의 수면이 필요하기도 하
다(물론, 나의 경우에 이렇단 말이다). 영화 역시 길
다. 새벽에 한 시간 정도 보면 졸릴 수밖에 없다. 하
지만, 음악은 3분가량이다. ‘어. 어. 어’하며 듣다보면
끝나버린다. 그러다 ‘어.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듣다
보면 금세 또 끝나버린다. ‘이야. 이거 멋지잖아’ 하
며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곡도 있

P72 최민석(ok).indd 73

2013.12.12 7:10:48 PM

캠퍼스 단신

정리 황병수 에디터 hotissue@univ.me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보여줘!

FunKIA Designer 7기 모집
기아자동차에서 오는 12월 23일까지 ‘FD(FunKIA Designer) 7기’
를 모집한다. FD는 대학생 마케터 그룹으로 기아자동차 주요 마
케팅 활동 취재 및 팀 미션을 수행한다. 활동기간은 2014년 1월
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우수 FD에게는 해외취재 기회가 부
여된다. 운전면허와 자동차 전문 지식이 없어도 대학생이라면 참
여 가능하나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2주 이상
활동 불참은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kia.com)에서

2

1

확인하면 된다.

진짜 대학생활이 궁금해?

대학생 SNS 시트콤 ‘닥치고 큐’ 방영

대학생 영상 프로덕션 더 캠퍼스 프로덕션에서 11월 23일에 대학생 리얼 시
트콤 ‘닥치고 큐’를 첫 방영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닥치고 큐는 달
콤할 줄로만 알았던 대학생활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 주는 SNS 시트콤이
다. 기획과 제작, 상영 모두 여러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시청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thecam) 또는 티비 캐스트
(tvcast.naver.com/shutupnq)에서 할 수 있다.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

벤처기업 프로그램스 겨울방학 인턴 모집

3

영화 추천 앱 ‘왓챠’를 개발한 벤처기업 프로그램
스에서 12월 31일까지 겨울방학 인턴을 모집한
다. 모집 분야는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이다. 프로
그램스 인턴이 되면 식사지원과 자율 출·퇴근 등

5

업무 환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자유로운 이
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구체적 경험이 담
긴 포트폴리오를 메일(contact@frograms.com)
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frograms.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4

토요일엔 다 같이 만나요!
배달음식 먹고, 해외여행도 가고

배달음식 본고장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이벤트

배달음식 오픈마켓 요기요에서 12월

17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약 3주
간 ‘배달음식 본고장으로 떠나는 해외
여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요기요 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주문한 사람들 중 추
첨을 통해 이탈리아, 중국, 일본, 홍콩
의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등을 제공한
다. 주문할 때마다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당첨자는 2014
년 1월 13일에 개인 연락과 페이스북
페이지 공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yogiyo.
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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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소셜 데이팅
서비스 SAT25 오픈

ICT기업 KYSC가 ‘SAT25’ 서비스를
오픈했다. SAT25는 토요일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유쾌한
만남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하
는 오프라인 소셜 데이팅 서비스다. 만
남과 맛집, 지역 활성화를 테마로 수백
명의 성인 싱글 남녀가 한 곳에 모여
3시간 동안 대규모 미팅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단위
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
페이지(www.sat25.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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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키아 디자이너
국제정책 대학원

AXA다이렉트

위키서울

여 러 분 께
독자 선물을
드 립 니 다

대학내일 아웃캠퍼스 지면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아웃캠퍼스 섹션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신 후 readers@
univ.me로 의견을 보내주세요(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기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들 중 매주 1명을 뽑아 ‘글로시박스’를 드립니다.

글로시박스 전문 뷰티 MD들이 매월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여 새롭고 트렌디한 화장품 5개를 핑크박
스에 담아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16여 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글
로시박스! 매월 구독료 16,500원으로 4~5만 원의 다양한 뷰티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이번 달은 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글로시박스 셀프 힐링키트를 드립니다. www.glossybox.co.kr

독자선물 당첨자 발표 신예진(4031), NO.677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분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괄호 안은 휴대폰 끝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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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M(Motors)팀을 소개합니다

뭐가 이렇게 재미있어?

지원해보고
싶게!

FunKIA
Designer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기아자동차가 후원하는
프로모션 활동이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면? 기아자동차 대학생 마케터 펀키아
디자이너(이하 FD)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FD들이 직접 들려주는 FD활동 이야기.
임영화 에디터 yhlim@univ.me

기아자동차
대학생 마케터
FunKIA Designer
7기 모집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전략차종 홍보, 모터쇼 취재
등을 담당한다. 현대기아 R&D 모터쇼, 코리아스피
드페스티벌 등 대학생 신분으로 참여하기 힘든 다양
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의 신차를
가장 먼저 시승해볼 기회도 주어진다. M팀의 활동
내용은 펀키아 공식 블로그에 컨텐츠로 제작된다.

모집 인원 : 15명

CY(Culture & Youth)팀을 소개합니다
유스 타깃을 전문으로 한 대학생 관련 컨텐츠를
담당한다. FD 모집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CY팀으로 활동하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에코 원정대 같은 해외봉사나 해외탐방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FD 활동_M팀

지원 자격 : 전국 대학교 재(휴)학생

윤보라 R&D 모터쇼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제

(2주 이상 활동 공백 불가,

막 세상에 공개된 기아자동차 신차를 타고 가는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기분이 참 좋더라요.

모집 기간 : 2013년 12월 2일 ~

장영훈 광저우 모터쇼 탐방을 빼 놓을 수 없죠. 해

12월 23일

외 모터쇼를 직접 눈으로 봤을 때의 감동이란! FD

권현성

지원 방법 : 기아자동차 공식 블로그

(FD 1기, 기아자동차 국내상품팀 근무 중)

를 통해 좀 더 큰 세상에 눈을 뜨게 됐어요.

FunKIA
Designer 6기

펀키아 (fun.kia.com)에서 온라인 지원

현재 하고 있는 일

활동기간 : 2014년 1월 23일 ~

기아자동차 국내 상품팀에서 모닝을 담당하고

2014년 7월 (6개월)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닝에 대한 시

활동내용 : 기아자동차 주요 마케팅 활동

장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취재 및 팀 미션 수행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사양과 가격에 만족도가

활동혜택 : 기아자동차 공식 수료증 발급,

높은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소정의 활동비 지급, 우수 FD 해외 취재

FD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기회 부여
* 운전면허, 자동차 전문 지식이 없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하나는 대학
생의 입장에서 ‘기아자동차’라는 브랜드를 홍보

펀키아 디자이너(FD)?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FD 활동_CY팀

기아자동차의 신차,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모

이영중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한 취재가 가

션을 기획 또는 경험하고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통

장 기억에 남아요. 이른 새벽 자갈치 시장과 태종

페이스북의 FD 7기 모집 게시물을

해 기아자동차를 홍보하는 ‘대학생 마케터 그룹’

FD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지만, 제가

대의 풍경. 기아자동차가 후원하는 부산영화제에

자신의 담벼락에 공유하고,

이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FD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서의 짜릿한 만남까지. 빡빡한 일정에 몸이 조금

공유 시 100자 스피치를 함께 남겨야 함

없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

많았어요. 그래서 펀키아 블로그에 FD도 알리고

피곤하긴 했어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100자 스피치란? FD 7기에 도전하는

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의 포스팅을

있었던 소중한 기회들이었어요.

출사표, FD 7기 선발 시 활동 각오 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지원 가능
* 온라인 지원 시 기아자동차 공식

100자로 작성하는 것)

하는 것이었고, FD 1기로서 FD 자체를 알리고 활
성화시키는 것이 나머지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기 위해 M(Motors)팀과 CY(Culture & Youth)팀,

FD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CS(Culture & Sports)팀으로 나눠 선발한다. FD의

올 뉴 모닝이 런칭됐을 때 캠퍼스 안에서 ‘모닝 택

가장 큰 특권은 기아자동차의 신차를 누구보다 먼

시’를 운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캠퍼스가

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기아자동차 프

커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꽤 먼 거리를 이

로모션 담당자와의 멘토링, 관련 교육도 받는다.

동해야 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모닝은 학생

우수한 활동을 한 FD들은 해외에서 취재하는 기

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동수단이었죠. 물론 프

회까지 누릴 수 있다. FD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로모션은 성공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싶다면 펀키아 블로그를 방문해보자.

많았고 그만큼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미래의 FD 후배들에게

CS(Culture & Sports)팀을 소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경기, 한
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등 기아기아자동차에
서 주최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를 취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생이라면 누구
나 관심 가질만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CS팀의 최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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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FD 활동_CS팀

약간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FD활동

김일래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에겐 선수들을 실

을 진실하게 즐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활동을

제로 만났던 순간이 가장 짜릿했어요. 기아 그랜

다른 무언가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오롯이 활동

드 갈라와 카 페스티벌을 취재하면서 기아자동차

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FD를 통해 대외활동

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스펙을 쌓아야지’ 같은 목적에 집중하기 보다는

FD들의 단체 미션이었던 ‘펀키아 프로포즈’도 기

활동 자체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나게 활동하

억에 남아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같이 뭉

시길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분이 이루고자

쳐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했던 것들은 저절로 이뤄지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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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M(Motors)팀을 소개합니다

뭐가 이렇게 재미있어?

지원해보고
싶게!

FunKIA
Designer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기아자동차가 후원하는
프로모션 활동이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면? 기아자동차 대학생 마케터 펀키아
디자이너(이하 FD)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FD들이 직접 들려주는 FD활동 이야기.
임영화 에디터 yhlim@univ.me

기아자동차
대학생 마케터
FunKIA Designer
7기 모집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전략차종 홍보, 모터쇼 취재
등을 담당한다. 현대기아 R&D 모터쇼, 코리아스피
드페스티벌 등 대학생 신분으로 참여하기 힘든 다양
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의 신차를
가장 먼저 시승해볼 기회도 주어진다. M팀의 활동
내용은 펀키아 공식 블로그에 컨텐츠로 제작된다.

모집 인원 : 15명

CY(Culture & Youth)팀을 소개합니다
유스 타깃을 전문으로 한 대학생 관련 컨텐츠를
담당한다. FD 모집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CY팀으로 활동하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에코 원정대 같은 해외봉사나 해외탐방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FD 활동_M팀

지원 자격 : 전국 대학교 재(휴)학생

윤보라 R&D 모터쇼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제

(2주 이상 활동 공백 불가,

막 세상에 공개된 기아자동차 신차를 타고 가는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 지원 불가)

기분이 참 좋더라요.

모집 기간 : 2013년 12월 2일 ~

장영훈 광저우 모터쇼 탐방을 빼 놓을 수 없죠. 해

12월 23일

외 모터쇼를 직접 눈으로 봤을 때의 감동이란! FD

권현성

지원 방법 : 기아자동차 공식 블로그

(FD 1기, 기아자동차 국내상품팀 근무 중)

를 통해 좀 더 큰 세상에 눈을 뜨게 됐어요.

FunKIA
Designer 6기

펀키아 (fun.kia.com)에서 온라인 지원

현재 하고 있는 일

활동기간 : 2014년 1월 23일 ~

기아자동차 국내 상품팀에서 모닝을 담당하고

2014년 7월 (6개월)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닝에 대한 시

활동내용 : 기아자동차 주요 마케팅 활동

장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취재 및 팀 미션 수행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사양과 가격에 만족도가

활동혜택 : 기아자동차 공식 수료증 발급,

높은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소정의 활동비 지급, 우수 FD 해외 취재

FD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기회 부여
* 운전면허, 자동차 전문 지식이 없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하나는 대학
생의 입장에서 ‘기아자동차’라는 브랜드를 홍보

펀키아 디자이너(FD)?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FD 활동_CY팀

기아자동차의 신차,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프로모

이영중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한 취재가 가

션을 기획 또는 경험하고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통

장 기억에 남아요. 이른 새벽 자갈치 시장과 태종

페이스북의 FD 7기 모집 게시물을

해 기아자동차를 홍보하는 ‘대학생 마케터 그룹’

FD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지만, 제가

대의 풍경. 기아자동차가 후원하는 부산영화제에

자신의 담벼락에 공유하고,

이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FD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서의 짜릿한 만남까지. 빡빡한 일정에 몸이 조금

공유 시 100자 스피치를 함께 남겨야 함

없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

많았어요. 그래서 펀키아 블로그에 FD도 알리고

피곤하긴 했어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100자 스피치란? FD 7기에 도전하는

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의 포스팅을

있었던 소중한 기회들이었어요.

출사표, FD 7기 선발 시 활동 각오 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지원 가능
* 온라인 지원 시 기아자동차 공식

100자로 작성하는 것)

하는 것이었고, FD 1기로서 FD 자체를 알리고 활
성화시키는 것이 나머지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기 위해 M(Motors)팀과 CY(Culture & Youth)팀,

FD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CS(Culture & Sports)팀으로 나눠 선발한다. FD의

올 뉴 모닝이 런칭됐을 때 캠퍼스 안에서 ‘모닝 택

가장 큰 특권은 기아자동차의 신차를 누구보다 먼

시’를 운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캠퍼스가

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기아자동차 프

커서 수업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꽤 먼 거리를 이

로모션 담당자와의 멘토링, 관련 교육도 받는다.

동해야 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모닝은 학생

우수한 활동을 한 FD들은 해외에서 취재하는 기

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동수단이었죠. 물론 프

회까지 누릴 수 있다. FD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로모션은 성공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싶다면 펀키아 블로그를 방문해보자.

많았고 그만큼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미래의 FD 후배들에게

CS(Culture & Sports)팀을 소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경기, 한
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등 기아기아자동차에
서 주최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를 취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생이라면 누구
나 관심 가질만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CS팀의 최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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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FD 활동_CS팀

약간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FD활동

김일래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에겐 선수들을 실

을 진실하게 즐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활동을

제로 만났던 순간이 가장 짜릿했어요. 기아 그랜

다른 무언가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오롯이 활동

드 갈라와 카 페스티벌을 취재하면서 기아자동차

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FD를 통해 대외활동

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스펙을 쌓아야지’ 같은 목적에 집중하기 보다는

FD들의 단체 미션이었던 ‘펀키아 프로포즈’도 기

활동 자체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나게 활동하

억에 남아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같이 뭉

시길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분이 이루고자

쳐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했던 것들은 저절로 이뤄지게 될 거예요.

2013.12.13 2:41:46 PM

OUT campus

다이렉트 보험의 선두 주자 AXA다이렉트의 모든 것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 중간 과정 없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업, 바로 AXA다이렉트다.
하지만 ‘보험회사’ 말고 내 커리어를 펼치는 ‘직장’으로서의 AXA다이렉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청 에디터 erin@univ.me Photo AXA다이렉트 제공, 김재기 프리랜서(인물)

AXA다이렉트
인사담당자&신입사원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

AXA다이렉트 세 단어 요약!

Truly International
사내 외국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룹 내 다른 조직들과의
직간접적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AXA다이렉트는 지난 11일 마케팅,
HR, 재무 등 다양한 직무의

1억 2백만의 고객을 가진 글로벌 기업, AXA

겨울 인턴십 모집을 마감했다.
대졸 신입은 따로 공채를 실시하지

Empowerment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력을
AXA다이렉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XA그룹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AXA그룹은

채용하고 있으니 입사를 원한다면

1816년 설립, 200년의 역사와 1억 2백만의 고객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보험 그룹

홈페이지 및 각종 취업사이트들의

중 하나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등 전 세계

모집 공고를 눈여겨 볼 것.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역할이 위임된다.
신입사원도 의미 있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다양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다.

57개국에 진출해 있다. AXA라는 이름은 맨 앞에서 호명될 수 있도록 알파벳 ‘A’로 시작하고,
세계 어떤 언어로도 똑같이 발음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AXA는 지난 9월
세계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조사’에서

Global Opportunity

인력운영팀

허윤회 사원/인사담당

전 세계 57개 국에 자리한 AXA 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근무의 기회가
열려 있다.

보험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을 기록한 수치.
AXA는 70.97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업계의 혁신 리더, 한국 AXA다이렉트
한국의 AXA다이렉트는 2001년 최초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을
선보인 ‘대한민국 대표 다이렉트 보험사’다. 다이렉트 방식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보험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온 AXA다이렉트는 탁월한 우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2007년 세계적인 금융 그룹 AXA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사를 넘어서 일반·상해보험을 아우르는 종합 손해보험사로 도약했다.
현재 한국 AXA다이렉트는 AXA그룹의 다이렉트 보험 조직을 전담하는 조직인
AXA글로벌 다이렉트(AGD)에 속해 있으며,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다이렉트 상품 개발
노하우, 적극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최고의 다이렉트 보험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AXA의 사회공헌 활동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보험업계인만큼 AXA는 사회공헌 활동을 중시한다. 매년 6
월 둘째 주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전 세계 57개국, 총 16만 명의
전 세계 AXA 직원들이 일주일에 걸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NGO단체와 협력한 사랑의 바자회 등이
그 대표적인 예. 또 그룹 내 자발적인 자원 봉사 네트워크 AHIA(AXA Heart in Action)를
만들어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CRM팀

김정훈 사원

AXA다이렉트의 신입사원 선발과정은
서류, 인성 및 역량검사, 면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인성 및 역량검사의 경우 수리, 과학 등이 포함된
타 기업 인적성 검사와는 달리 지원자의 직무
적합도와 AXA다이렉트에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재인가를 판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준은 아니고,
면접 과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검증하는 잣대로써
활용한다.
어학 실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계 기업이니만큼 영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경험 /
역량 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큰 채용
기준이지만, AXA그룹 내 타 회사와의 업무적 교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므로 어학실력 역시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된다.
AXA다이렉트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
보험업은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는 공익성과
특수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가장 중요하다.

AXA다이렉트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통계학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는
‘통계분석연구소’라는 다음카페가
있다. 그 카페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카페의 운영자가 바로
현재 우리 팀의 선배다. 입사 전
선배가 간간이 올려주는 보험업의

AXA다이렉트는 이런 인재와 어울린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연한’ 인재가 AXA
다이렉트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켜본 AXA
다이렉트는 시장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업이다. 업계 최초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카카오톡 인증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한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점을 면접 때
강조한 것이 나의
취업 성공 비결인 것 같다.

실제 통계사례들을 보면서 AXA
다이렉트가 통계를 잘 활용하는
회사임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간다면 통계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AXA다이렉트, 이런 점이 특별하다
AXA다이렉트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회사다. 사장님은
물론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중에도
프랑스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나
보고서 등 모든 업무에서 영어가
생활화 되어 있다. 기회가 되면
프랑스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외국계 기업이라 기업문화도 열려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입사원도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업무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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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기도 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똑똑한 보험상품 TIP!
하나. 해외 배낭여행족에게는 필수! ‘다이렉트 해외여행 보험’
올 겨울방학, 해외로 배낭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해외여행 보험을 꼭 챙기자.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는

주로 주말이나 방학 때만 운전을 한다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추천한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주행 거리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치료에도 큰 돈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카메라나 노트북,

짧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1년간 운행하기로 약정한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휴대폰 등의 고가 상품을 도난 또는 파손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가격도 일주일 여행 기준 1만원~2만원 선으로 보장 받을 수

특징이다(5,000km 이하 약 10%, 5,000 ~ 9,000km 이하 약 5%). 보험 회사에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겠다고 알리고 본인의

있는 금액에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 다이렉트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다. AXA 다이렉트 홈페이지(www.

연간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면(최초 주행 거리와 최종 주행 거리 각 1회씩) 가입 완료. 주행 거리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지정

axa.co.kr)에 들어가 담보와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인터넷 상으로 가입하면 끝. 온라인 가입을 통해 동일한 보장을 10% 저렴하게,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춰 최대 3개월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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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적게 타면 돌려주는 ‘AXA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제휴 업체를 방문하거나 카카오톡의 제휴 서비스 등을 통해 주행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 된다. 설령 약속한 주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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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의 선두 주자 AXA다이렉트의 모든 것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 중간 과정 없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업, 바로 AXA다이렉트다.
하지만 ‘보험회사’ 말고 내 커리어를 펼치는 ‘직장’으로서의 AXA다이렉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청 에디터 erin@univ.me Photo AXA다이렉트 제공, 김재기 프리랜서(인물)

AXA다이렉트
인사담당자&신입사원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

AXA다이렉트 세 단어 요약!

Truly International
사내 외국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룹 내 다른 조직들과의
직간접적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AXA다이렉트는 지난 11일 마케팅,
HR, 재무 등 다양한 직무의

1억 2백만의 고객을 가진 글로벌 기업, AXA

겨울 인턴십 모집을 마감했다.
대졸 신입은 따로 공채를 실시하지

Empowerment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력을
AXA다이렉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XA그룹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AXA그룹은

채용하고 있으니 입사를 원한다면

1816년 설립, 200년의 역사와 1억 2백만의 고객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보험 그룹

홈페이지 및 각종 취업사이트들의

중 하나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등 전 세계

모집 공고를 눈여겨 볼 것.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역할이 위임된다.
신입사원도 의미 있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다양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다.

57개국에 진출해 있다. AXA라는 이름은 맨 앞에서 호명될 수 있도록 알파벳 ‘A’로 시작하고,
세계 어떤 언어로도 똑같이 발음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AXA는 지난 9월
세계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조사’에서

Global Opportunity

인력운영팀

허윤회 사원/인사담당

전 세계 57개 국에 자리한 AXA 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근무의 기회가
열려 있다.

보험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을 기록한 수치.
AXA는 70.97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업계의 혁신 리더, 한국 AXA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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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인 ‘대한민국 대표 다이렉트 보험사’다. 다이렉트 방식의 편리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보험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온 AXA다이렉트는 탁월한 우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2007년 세계적인 금융 그룹 AXA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사를 넘어서 일반·상해보험을 아우르는 종합 손해보험사로 도약했다.
현재 한국 AXA다이렉트는 AXA그룹의 다이렉트 보험 조직을 전담하는 조직인
AXA글로벌 다이렉트(AGD)에 속해 있으며,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다이렉트 상품 개발
노하우, 적극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최고의 다이렉트 보험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AXA의 사회공헌 활동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보험업계인만큼 AXA는 사회공헌 활동을 중시한다. 매년 6
월 둘째 주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전 세계 57개국, 총 16만 명의
전 세계 AXA 직원들이 일주일에 걸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NGO단체와 협력한 사랑의 바자회 등이
그 대표적인 예. 또 그룹 내 자발적인 자원 봉사 네트워크 AHIA(AXA Heart in Action)를
만들어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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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기도 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똑똑한 보험상품 TIP!
하나. 해외 배낭여행족에게는 필수! ‘다이렉트 해외여행 보험’
올 겨울방학, 해외로 배낭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해외여행 보험을 꼭 챙기자.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는

주로 주말이나 방학 때만 운전을 한다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추천한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은 주행 거리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치료에도 큰 돈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카메라나 노트북,

짧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1년간 운행하기로 약정한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휴대폰 등의 고가 상품을 도난 또는 파손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가격도 일주일 여행 기준 1만원~2만원 선으로 보장 받을 수

특징이다(5,000km 이하 약 10%, 5,000 ~ 9,000km 이하 약 5%). 보험 회사에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겠다고 알리고 본인의

있는 금액에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 다이렉트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다. AXA 다이렉트 홈페이지(www.

연간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면(최초 주행 거리와 최종 주행 거리 각 1회씩) 가입 완료. 주행 거리를 인증 받기 위해서는 지정

axa.co.kr)에 들어가 담보와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인터넷 상으로 가입하면 끝. 온라인 가입을 통해 동일한 보장을 10% 저렴하게,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춰 최대 3개월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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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적게 타면 돌려주는 ‘AXA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제휴 업체를 방문하거나 카카오톡의 제휴 서비스 등을 통해 주행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 된다. 설령 약속한 주행 거리를
초과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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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위키서울 모집 요강
대회일정
아이디어 등록 2014년 1월 11일까지
아이디어 실행 2014년 2월 말까지

‘당신을 위한
아이디어’로
서울을
변화시켜 주세요

참가대상
생활 주변의 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는 모든
개인과 그룹,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상하거나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
지원사항
실행 선정팀(최대 100팀) 프로젝트 실행비
(최대 200만 원) 등
우수 선정팀(10팀) 서울특별시 표창 수여,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연계 등

나만의 아이디어 하나로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름하여
‘위키서울’. 우리 주변의 문제를
나만의 멋진 아이디어로 해결해보고 싶다면
위키서울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홈페이지 www.wikiseoul.com
문의 02-353-3553(120 다산콜센터)
wikiseoul@gmail.com

임영화 에디터 yhlim@univ.me

주최 서울특별시

‘대중음악을 듣는 청소년은 많아. 그런데 대중음악 속에
는 청소년의 이야기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음악
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을 서로 싸게 팔거나 교환하면
모두에게 이익이지 않을까?’

바로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위키서울은 생활 속 크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고 작은 문제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프

위키서울은 1기부터 3기까지 약 2주간의 간격을 두고 실

로젝트 실행형’ 아이디어 대회다. 각자가 느꼈던 절실한

행팀을 선발한다. 해당 기수에 미선정된 아이디어는 보

필요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사회적경제라는 것

완, 수정 후에 다음 기수에 재도전할 수 있다. 최대 100팀

을 이해하면, 일상의 모든 것이 아이디어 소재가 된다. 위

을 선정하며, 실행 선정팀은 즉시 200만 원 이내의 지원

키서울을 통해 내년 2월 말까지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금으로 제안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된다.

청소년 음악 프로젝트 ‘솔깃’과 중고문화 마켓 ‘MARKET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프로젝트가 동시다

나의 작은 아이디어로 나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

in U’는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자세한 내

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회를 놓치기 싫다면 지금 바로 위키서울 홈페이지(www.

용은 아래 미니 인터뷰 참고). 무심코 흘려 버릴 수 있었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시

wikiseoul.com)에 접속해보자.

던 아이디어 하나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가

스템 맵과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된 것이다.

주는 심화과정 등 다양한 워크숍도 마련되어 있다. ‘서울

‘2013 위키서울(2013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도

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리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

스누마켓 활동 모습

자기 소개 +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체계화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 아

차유진 청소년들의 일상이 담긴 이야기를 대중음악으

이디어가 예선에 통과되면서 스누마켓 홍보 효과도 덤

로 만드는 단체 ‘솔깃’의 대표 차유진입니다. 청소년들

으로 얻었죠.

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담긴 대중음악을 만들기 위해

차유진 대회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 장의

을 알게 됐어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인큐베이팅도

음반이 발매되었는데,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솔깃의

받고, 함께 대회에 참여한 친구들, 사회적경제 단체에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 된 것

김성경 ‘MARKET in U’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경이

도 위키서울에 참가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라고 합니다. ‘스스로 누리는 중고문화 마켓’이라는 뜻
을 가진 ‘스누마켓’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이름을 바

솔깃 2집 앨범

2012년
위키서울
참가자 인터뷰
차유진 (솔깃대표,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11)
김성경 (MARKET in U 대표,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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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서울, 이래서 추천한다

꿨어요. 위키서울도 스누마켓으로 참가했죠. 2011년

김성경 요즘엔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들이 많은

에 서울대 안에서 혼자 소규모로 시작한 중고마켓이 지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

금은 두 개의 점포를 가진 ‘MARKET in U’로 운영되고

받고 싶으시다면 위키서울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있어요. 현재 서울시 공유기업, 마포구 예비 사회적 기

차유진 전 위키서울 참가를 통해 시야가 보다 더 넓

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저를 지켜본 한 친구는 자신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며 위키서울에 신청하더라고

위키서울 참여를 통해 얻은 것

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신다면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김성경 저같은 경우는 위키서울이 아이디어를 좀 더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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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KDI School~

뜻한 바가 있어 석사과정을 밟겠노라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리고도 고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남들과 다르게
계속 학생으로 머물러야 하는 시간도 걱정, 등록금도 걱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면 KDI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의
문을 두드려보자. KDI School이 세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김효선 에디터 hyosun@univ.me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역시
등록금이 걱정이에요. 대학원이면
학부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부모님 등골
빼먹는 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는 학부 때
미처 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해외경험이라
던지 복수전공 같은 거요.
대학원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 개념있는 예비 졸업생 H군

- 알짜배기 K양

Dual Degree

제 꿈은 국제 무대에서 일하는 건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않아 해외경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또 학부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면 다양한 사회경험이나
인맥도 쌓을 수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이런 제가 국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KDI
School?

- 순수 국내파 L양

KDI국제정책대학원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은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설 특수 전문 대학원으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정책학과 개발정책학
석사과정은 세부전공으로

Scholarship

금융 거시경제, 산업무역,
재정 사회정책, 지역개발

Global
Network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H

다양한 경험과 학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환경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지만 국내 활

군에게 KDI School 장학제도를 소개한다.

싶어하는 K양에게 KDI School의 CAMPUS

국제정치경제, 기업 민간개발,

동만 한 L양에게 KDI School의 글로벌 네

KDI School 장학금 수혜학생비율은 99%

Asia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CAMPUS

공공관리 리더십 등

트워크가 필요하다. KDI School에는 정

에 달한다. 입학성적 우수장학, 학기별 성적

Asia는 중국 칭화대 공공정책대학원과 일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부,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 NGO, 국제기

우수장학, NGO 및 언론장학, 근로장학 등 다

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함께 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구 등의 국내학생과 개도국 공무원이나

양한 장학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 시민단

는 학점 교환 및 복수 학위 프로그램이다.

최적의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종사자인 국제학생들이 모여

체 종사자나, 사회제 분야 전문가 등을 위한

본교에서 연간 1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

또 KDI School은 국제학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졸업 후에도 각

특별장학금이나 교내연구 및 행정지원 활동

여, 일본 GRIPS로 석사 학위과정 1년, 중국

비율이 53%에 달해 전과목이

자의 활동영역에서 상호지원을 통해 명

등에 대한 장학금도 운영되고 있다.

칭화대 교환학생 과정 0.5년간 체류를 통

100% 영어강의로 진행되어

실공히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

해 3개교 간 학점 인정 및 GRIPS 복수 학

글로벌 네크워크를 형성할

성하고 있다. 동기가 되는 학생들이 특정

위 취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EU지역 대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

학원의 복수 학위 취득과 유럽인턴십 체험

생한 경험과 독특한 시각에 대한 공유는

도 가능하다.

KDI School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호정
KDI국제정책대학원 입학홍보팀장

Q.

다른 대학원에서는 얻을 수 없는 KDI School
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아시아 최고 싱크탱크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interview

Q.

KDI School의 특별한 입학 조건이 있나요?
입학심사 시에는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입

Q.

KDI School의 교육,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
고 싶나요?

학동기, 학부 성적, 학업 능력, 영어 성적, 경력, 사회 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분, 글로벌 리더가 되고

경험과 자산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

동,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

자 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KDI School에서는 다양한

입니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특화된 정책학(MPP) 및

니다. 공인영어성적에는 하한 기준이 없으나, 서류 전형

시각을 가진 국내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이론과 실

개발정책학(MDP)프로그램, 전세계 40여 개 유수 대

시 심사항목에 고려사항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

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집에서부터 정부 공무

학의 복수 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60여 개국의

다. 심사 기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도 면접 전형에서 가

원, 기업체 중견간부, 언론 및 NGO 종사자, 국제학생, 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국제학생과 국내학생의 비율이

능성과 열정을 보여준다면 우수한 결과로 이어지니 심

반학생 등의 구성을 최적화하려는 KDI School만의 노력

5:5인 최적의 구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 항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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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발표문 해설 ]

만평

북한, 장성택 주도 개혁 개방 시장 확산 전면 부정
김정일 시대 주요 인물 대부분 제거 … 경제난 책임 장성택에 전가
대형 병원 자회사통해 의료 관광,
화장품 개발 허용
정부 공공성 유지, 투자 확대 방안 마련…
시민 단체 대형 병원 이윤 추구 허용 반발
기획

국회 재경위,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동

‘중구난방’ 민주, ‘호들갑’ 새누리

자녀 양육 지원 축소,
출산 장려 정책과 배치

민주당 - 강경 발언엔 무조건 박수,
여당 역공 빌미 줘도 지도부 속수무책
새누리 - 의원직 제명 암살 시사 등 강경 분위기
조성해 정국 돌파 시도

3명 이상 다자녀 중산층 세 부담 가중
저소득층엔 부담 줄어

[ 아파트 값 거품 붕괴 직격탄 맞은 재개발 재건축 ]

박근혜식 MB 청산 … ‘그들’은 그때 뭐 했나
공기업 부채는 MB 정부의 공기업 방만 경영 탓
MB 정권 관계자들 ‘당정 협의 다 거쳤다’

갈등 이슈로 부상하는 원전 ‘카디즈’
이념 세대 따라 원전 확대 찬반 갈려…
방공식별구역은 보수 내부 갈등 가능성

석간 내일신문

24개지역내일신문
53개지역동시발행

구독신청•배달안내

02-228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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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780억 세금 탈루 예방

임차 상인들, 한겨울 강제 철거 공포
26일 문 닫는 방화동 카페 ‘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불구 퇴거 운명
[ 철도 민영화 논란, 진실은 무엇 ]

수서발 KTX 민영화 완벽 차단은 허구
철도공사, 8월 2곳 법률 자문 결과 드러나…
꼼수 민영화 비판 거세

갤럭시노트 세계서 서울이 가장 비싸
소비자시민모임 조사 … 제조사 제품 사양 달라, 억울

“주요 도서관장, 전문가가 맡아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문체부 출신 관료 독식…
재임 기간 짧아 전문성 확보 어려워

일선 학교 교과서 선정 절차 돌입
2008년 금성 교과서 사태 때 교육청 학교 외압 전례 주목

정신 요양 시설 환자 90%가 강제 입원
10년 이상 장기 입원 60% … 치료 목적이라 보기 어려워

- 보수와 진보를 넘어 ‘내일ʼ을 지향합니다.
- 창간 3년만에 중앙일간지 11개 가운데 열독률 8위,
매출액 10위 (한국리서치 2004년 3월 조사)
- 무차입 및 연속 흑자경영으로 조선일보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언론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 평가)

여성주간지

중고차 사고팔 때 실명 적어야

‘교학사 구하기’ 학교서도 통할까

내일신문은

| 자매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엔
음주 측정 결과 오차 가능?

대박 기대 뉴타운에 ‘분담금 폭탄’
왕십리2구역 조합원 1인당 1억3천만 원 추가 분담 요구
경기·부산에서는 공사 중단까지

내일 eBOOK

법원 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 판례
음주운전 측정

1등 대학생 신문

내일시론
■강경책만이 파업 해법인가
■알맹이 빠진 공기업 개혁안 글쎄
■바이든의 베팅 발언 파문을 보며
■신중치 못한 발언과 지나친 대응
■추론으로 본 장성택 실각 사태

문창재 / 논설고문
김진동 / 논설고문
임춘웅 / 논설고문
정세용 / 주필
장명국 / 발행인

■미국 최고 군사전략가는 92세 노인
■국민소득 2만5천 달러 시대
■대한민국 노인들의 힘든 겨울나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극복의 길
■공안 통치 부활 우려, 기우인가?

김수종 / 전 한국일보 주필
김의기 / 전 WTO 참사관
안종주 / 언론인
설동훈 / 전북대 교수
이원섭 / 가천대 교수

2013.12.13 6:4:54 PM

김선경 / 국제안보

이지명 / 수학

이수현 / 국제공공경영

공예진 / 사회학

임윤영 / 경제학

구 윤 / 생물학

안지석 / 공학

최정윤 / 생체의학

목정원 / 예술학

프랑스 정부 장학금 ‘블레즈 파스칼’은 프랑스의 우수한 대학 및 그랑제꼴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한국 학생들 중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장학제도로 2005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원내용

선발과정

- 학비 전액 지원
- 매달 625~1070유로의 생활비 지원
- 한국-프랑스 1회 왕복 항공권
- 학생보험 혜택

심사위원단

장학금 수령 기간 - 박사과정 : 최대 12개월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4 년 6월 25일 수요일
- 면접 : 2014 년 7월 2일 수요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년 7월 3일 목요일
- 발표 및 장학증서 수여 : 추후 개별 통보
- 선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 학교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중인 자

전공분야 전공제한 없음
모집인원 18-25명
지원방법

한국- 프랑스 학계, 재계 대표

일 정 - 서류제출 마감 :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 석사과정 : 최대 24개월

모집학기

1. 서류심사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통보
3. 최종면접 (프랑스어, 영어 중 택일)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내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18층 (우)100- 161
전화 : 02-753-8509
팩스 : 02- 773- 6256
campusfrance@institutfrancais - seoul.com

www.korea.campusfrance.org

강승우 / 환경공학

황윤정 / 정치학

유혜정 / 국제협력

방기욱 / 정치학

이혜영 / 경영학

김종선 / 재료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