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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성악설을 믿으시나요? 둘 다 아니라면 성무선악설을 믿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

이 늘어날수록,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아무리 악마같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식이고 자랑스러운 친구일 수 있겠죠. 나 또한 누구에

게는 분명 악당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선한 면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까요. 불안하고 연약해지는 마음이 종국에는 뾰족뾰족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볼 때, 그 확

신은 더더욱 희미해집니다.

얼마 전 피파 바카라는 여성 현대 예술가의 이야기가 기사화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은 선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웨딩드레스를 입고 히치하이킹으로 유럽 일주를 하

는 여행을 떠납니다. 무사히 동유럽을 지나는가 싶더니, 여행 3주 만에 터키에서 실종되었

죠. 한 달 뒤 사람들은 포박된 채 강간 살해당한 피파 바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2008년에 

일어난 일이니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건의 충격이 줄어들진 않더군요. 

기사를 읽은 그날 하루는 뭘 해도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선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친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다치고 싶지는 않

아요. 가끔은 방법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을 선한 의도로 대하면 되는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웃고 친절하게 말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게 전부

는 아닐 겁니다.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겠죠. 찾아도 찾아도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생각

을 품고 있으면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하지만 끝까지 고민하는 것, 끝까지 인간의 선함에 

대해 궁금해하고 고심하고 상처 받으면서도 노력하는 것.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만이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있겠죠. 아마도요.

editor in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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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item

자꾸 눈이 가는 분위기 미녀 유진씨의 뷰티 아이템

표지모델 인생템
Editor 김슬 dew@univ.me

16 B e a u t y  I t e m

순수 선크림

한율

워터풀 아쿠아 슬리핑 팩

숨37도

루카스 포포크림

루카스포포레머디스

이름 그대로 정말 순하고, 가벼운 선크림이에요. 

평소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는 터라 순수 

선크림만 바르고 다녀요. 적당히 백탁 현상이 

있어서 피부 톤도 보정해주고, 자외선도 막아주니 

너무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겨울만 되면 얼굴이 너무 건조해져서, 저녁에 

수분크림을 발라도 잘 터요. 그런데 이 제품은 

하나만 발라도 다음 날 피부가 촉촉한 게 하루 

종일 유지되더라고요. 향기도 좋아서 자기 전에 

듬뿍 얼굴에 올리고 자요. 

호주로 여행 다녀온 친구가 선물해준 제품이에요. 

피부 튼 곳, 아토피, 건조해서 따가운 곳에 

발라주면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아 

있어요. 백번 강추하는 아이템! 인터넷으로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여태껏 써본 보디 워시 향기 중 가장 취향을 저격한 

제품! 향기가 오랜 시간 몸에 남고, 집안 곳곳에 

달콤한 향기를 남겨요. 샤워 시간이 즐거워지는 

아이템이랄까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한정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1년 내내 쓰고 싶은데!

스노우 페어리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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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초심자도 도전해볼 만한 공모전 BEST 4 

Editor 캐미언니 outcampus01@naver.com

18

공•알•못도 힘차게 도전!

그래 바로 너!

+ 

공모전 초짜도  

할 수 있다!

02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결혼이란?

평소 사랑과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친구라면 이 공모전을 주

목해.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사랑 

그리고 행복을 담은 UCC를 공모한대. 그동안 늘 친구들에게 이야

기해왔던 결혼에 대한 판타지나, 사랑에서 오는 소소하면서도 따

뜻한 행복을 원하는 대로 그려봐. 마감은 11월 13일 일요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최 듀오

기간 2016년 11월 13일(일) 

태그 #찾았다_내사랑 #결혼해듀오

자세한 내용 http://campus.duo.co.kr/html/news/ucc_2016.asp

01

계란 완판시키는 마케팅 아이디어란?

평소 계란을 사랑하거나 물건 파는 것에 끼가 있다면 이 공모전을 

주목해.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란 마케

팅 아이디어를 공모한대. ‘아침엔 계란 2개’, ‘계란으로 무병장수’

와 같은 건강 관련 마케팅이나 미용,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결

합한 마케팅 아이디어로 계란 소비를 촉진시켜봐. 공모전 마감은 

10월 31일 월요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최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기간 2016년 10월 31일(월) 마감

태그 #계란이_왔어요 #후라이후라이

자세한 내용 http://www.eggro.net/eggro/Ideascompetition.php

03 04

우유가 들어간 카페 레시피란?

까다로운 입맛과 함께 음식을 만들 때 거침 없는 도전정신을 가진 

친구들은 이 공모전을 주목해. 부산우유에서 카페 레시피를 공모한

대. 음료, 요거트, 베이커리처럼 우유를 소재로 한 카페 레시피로 응

모하면 돼. 평소 나만 알고 있었던 레시피가 있다면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직 레시피가 없는 친구들도 과감하

게 도전해봐. 마감은 10월 31일 월요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최 부산우유

기간 2016년 10월 31일(월) 마감

태그 #I_have_milk #I_have_pineapple #pineapple_milk

자세한 내용 http://www.busanmilk.com/html/06_notice/notice_01.php

중독되는 홈플러스 매장음악이란?

평소 착착 감기는 멜로디를 만들어 여러 사람 잠 못 이루게 했던 친

구들은 이 공모전을 주목해. 매장음악방송 회사인 샵비지엠에서 홈

플러스 매장음악을 공모한대. 공모 내용은 ‘겨울 분위기에 어울리는 

발라드 및 댄스 가요’로 대중이 공감하는 가사와 독창적인 멜로디, 

밝고 경쾌한 음악이면 돼. 홈플러스의 즐거운 매장 분위기는 너의 

손에 달렸어! 마감은 11월 15일 화요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최 샵비지엠

기간 2016년 11월 15일(화) 마감

태그 #이건overdose #수능금지곡 #플러스가_되니까

자세한 내용 http://shopbgm.com/

정정합니다

795호 아웃캠퍼스 지면에 

실린 <WE-Innovate 

블루투스 스피커 디자인 

공모전> 이미지 내 게재된 

상품(갤럭시 노트7 + 갤럭시 

노트 7 렌즈커버)이 상금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아웃캠퍼스(ok).indd   18 16. 10. 21.   오후 4:12



critic
자기 미움이 타인 혐오가 된다 

Freelancer 이경희 작가 

자기혐오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은 함부로 타인을 혐오하지 않는다

혐오의 시대다. 실제 혐오 현상이 만연하기도 

하고 여러 담론의 주제가 되고도 있다. 최근 들

어서는 여성 혐오 사건들과 그 연관 논쟁이 크

게 있었다. 여성 혐오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

는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타인 혐오가 존재

한다. 계층 간 혐오, 지역 간 혐오, 세대 간 혐오, 

정치 진영 간 혐오 등이다.

물론 혐오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

간이 존재하는 그 어디든 타인 혐오 심리와 현

상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우리보다 성숙한 나

라와 사회들조차 과거에는 더 심한 혐오 현상

이 있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그 사회적, 

개인적 미성숙을 극복했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

두 종류의 타인 혐오

타인 혐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

부 조건에 의한 타인 혐오’. 사회적, 경제적 불

평등, 구조적 모순 등에 의해서 혹은 집단 간 

갈등과 충돌에서 발행하는 상호 혐오다. 이 경

우엔 개인보다는 사회와 집단의 원인이 크다. 

그러므로 해결 역시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와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하나는 개인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투사성 

타인 혐오’이다. 해결되지 못한 자기 미움, 자기

혐오가 외부로 투사되어 타인 혐오가 된 것이

다. 여러 원인에 의해 우리는 자기혐오의 심리

를 가진다. 해결되지 못한 자기혐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만든다. ‘나’는 그것을 받아

바꾸면 타인 혐오가 된다. 자기냐 타인이냐는 

대상만 다르지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전략이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 바라는 구원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추락이 없다는 것을 알

아야 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구원을 바랄 

일이 아니다. 

더구나 타인 혐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

의 상태에 의존하는 행위다. 타인이 잘못되어

야, 그들이 나보다 못 해야 내 존재성, 내 가치

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아니다. 나는 타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 자체로 항상 당당하고 온

전하다. 부당한 사회, 정치, 경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타인 혐오가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외부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 적극적

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며 행동

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

개인이 가진 타인 혐오의 심리를 주의 깊게 살

펴서 그것이 자기 미움, 자기혐오를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한 것임을 선명하게 알아채

는 것이다. 그럴수록 투사성 타인 혐오, 부당하

고 부적절한 타인 혐오는 점점 힘을 잃는다. 우

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자기혐오를 건

강하게 해결하며 동시에 부당하게 일어나는 타

인 혐오를 해체시키고 넘어서야 한다.

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못나고, 부족하고, 불

만족스럽고, 틀렸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외부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전가한다. 그러므로 투

사성 타인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미

움, 자기혐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내부

의 자기혐오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은 함부로 타

인을 혐오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받아들이지 못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부정적 모습들은 ‘부

정적’인 게 아니다. 부족하면 채우면 되고 잘못

된 것은 고치면 된다. 문제는 그런 측면들을 ‘나

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없는 것

인 듯 외면, 억압하고 분리 및 회피하는 행위이

다. 이는 잘못된 전략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있

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직면하고 넘어서는 것이

다. 나의 부정성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게 부정성이 아님을 인식하라는 말이다.

자기혐오는 어떻게 타인 혐오가 되나

자기혐오는 자기 안에 가상의 ‘잘난 나’와 ‘못

난 나’를 설정해서 잘난 나가 못난 나를 공격하

고 부정함으로써, 즉 자기를 희생양 삼음으로

써 스스로를 구원하는 아주 묘한 방식의 ‘실패

한 자기 구원’이다. 여기서 희생양을 타인으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자기혐오를 건강하게 해결하며 동시에 

부당하게 일어나는 타인 혐오를 

해체시키고 넘어서야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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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뜨끈한 국수가 그리운 가을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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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

구를 만난 장인만큼 위협적인 존재도 없다. ‘성북면

사무소’가 사누키 우동을 소름 끼치게 재현해내는 것 

역시 우동의 생명을 가르는 제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 일본 사누키 현(오늘날의 카가와 현)에서 탄생

한 사누키 우동은 굵은 밀가루 국수다. 촉촉 탱글 우

동 면을 뽑기 위해선 고급 밀가루와 천연 소금, 물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곳은 기가 막힌 비율은 물론, 일

본에서 직접 우동을 배웠다는 세프의 손길까지 거쳐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해지는 식감을 경험하게 해준

다. 우동에 바친 정성과 오랜 내공이 조용히 머리를 

박고 면발 삼매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특히 

간장에 조린 짭조름한 소고기 고명이 별미인 니쿠 

우동은 대놓고 사누키 우동에 반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메뉴! 니쿠 우동, 카레 우동 8000원.

add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2

tel  

02-953-1095

HOUR 
매일 09:30~04:00

add 
서울시 성북구  

혜화로 88

tel 
02-3672-0111

HOUR 
매일 11:00~22:00, 

Break Time 

15:00~17:00

똑똑히 보여주마, 사누키 우동

성북면사무소
+ 

Intern 이연재 jae@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허영만의 『식객』에 나온 멸치국수가 고려대 앞에 있

다. 안암역에서 5분 걸으면 나오는 ‘고대앞 멸치국

수’. 인테리어는 소박하고 메뉴 또한 단출하다. 따

뜻한 멸치국수와 차가운 멸치국수, 비빔국수 중에

서 고른 뒤에 도토리묵 고명을 올릴지 말지 선택하

면 된다. 도토리묵을 얹은 따뜻한 멸치국수는 담백

한 맛이 난다. 한 입 두 입 마실수록 감칠맛이 혀에 

감긴다. 푹 고은 듯 맛이 깊은 육수가 무겁지 않게 목

구멍으로 술술 넘어간다. 멸치만 우린 국물에서 이

런 맛이 날 수 있을까? 무엇을 넣으셨냐고 물어보니 

그저 웃을 뿐. 이번에는 살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멸

치국수. 처음 한 입 먹었을 땐 살짝 비리다고 생각했

다. 그러나 역시 멸치가 주는 개운한 맛은 일품이다. 

간이 세지 않고 밍밍한 편이라 계속 먹어도 더부룩

하지 않다. 국수 한 그릇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선으로, 다른 가게보다는 저렴한 편. 부족하면 1000

원을 추가해 곱빼기로 먹거나 김밥을 곁들여도 좋

다. 멸치국수 4000원, 비빔국수 5000원. 

20 헤어나올 수 없는 멸치국수의 개운함 

고대앞 멸치국수

+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Photographer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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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4학년이 되었을 때 나를 어지럽힌 건 취업이 아

닌 인간관계였다. 모든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었다. 날이 쌀쌀해지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다. 몸과 마음을 움츠린 채 찾아간 ‘하카타분코’는 이

틀 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 메뉴인 인라

멘을 만들기 위해선 돼지뼈를 48시간 동안 우려내기 

때문. 진한 육수에는 고명이 가지런히 올려 있다. 그 

안을 슬쩍 들춰 보니 면이 가늘고 투명하다. 젓가락

으로 살살 말아 먹어보니 면발 사이 국물이 깊게 배

어있다. 내가 국물을 음미하는 동안 세면은 육수가 

버틴 오랜 고독을 천천히 안아준다. ‘하카타분코’의 

주인은 부드러운 육수와 담백한 면을 위해 최소한의 

재료만을 택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내 곁을 

고요히 지켜주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왜 그동안 

우리의 가늘고 긴 인연이 한 그릇이 되어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 인라멘 8000원, 차슈덮밥 6000원.

add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19길 43

tel  

02-338-5536

HOUR  

매일 11:30~03:00

제주도의 첫인상은 돌과 바람이었다. 갈대숲 사이 

검은 얼굴도, 해변에 누워 있는 하얀 얼굴도 모두 구

멍을 갖고 있다. 멀리서 바라본 바위는 단단할 것 같

지만 조금만 다가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틈을 내어

준다. 그중 가장 팔이 넓은 바위 위에 걸터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제주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

었다. 허전한 빈속을 안고 제주 고기국수가 있다는 

‘탐라식당’으로 갔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장님은 

제주의 돌과 바람을 닮았다. 단단한 인상을 갖고 있

으면서도 슬며시 다가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준

다. 사장님이 내놓은 뽀얀 국물 위에는 고기가 듬뿍 

올려 있다. 이 집 고기는 육수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여느 육지 국숫집과는 다르다. 도톰한 고기를 입안

에 넣자마자 돼지고기 특유의 비린내는커녕 담백한 

맛이 느껴진다. 같이 주문한 돔베고기의 ‘돔베’는 ‘도

마’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 제주에서는 흑돼지를 오

랫동안 삶아 덩어리째로 도마 위에 올려 썰어 먹는

다. 손님상에 나갈 때 양을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놓는 섬사람들의 인심인 것.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수육을 먹고 나니 이번 겨울이 두렵지가 않다. 제주 

고기국수 8000원, 돔베고기 小 2만원.

add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19

tel  

02-337-4877

HOUR  

매일 17:00~01:00

고기국수집으로 혼저 옵서예

탐라식당

+ 

Intern 윤소진 sojin@univ.me 
Photographer 조혜미 

+ 

Intern 윤소진 sojin@univ.me 
Photographer 조혜미 

가늘고 긴 인연처럼 

하카타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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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중간고사로 망가진 영혼 달래는 영화 5선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이미 끝난 시험인데,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잊자

어쩌다 보니 에디터들 사이에서 여행 싫어하는 사람으로 찍혔다. 90퍼센트 정도는 맞는 말이라 크

게 반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끔은 내가 꿈꾸는 10퍼센트의 여행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영

화 <와일드>를 보고 떠나고 싶어졌던 지난 겨울처럼. 셰릴 스트레이드(리즈 위더스푼)의 여행은 고행

에 가깝다. 혼자서 사람 키만 한 배낭을 짊어지고 4,285km를 걷는 여행. ‘악마의 코스’라 불리는 퍼

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은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 고독의 공간이다. 150일 

넘게 외로움과 맞서는 동안 셰릴은 잊고 살던 과거를 반복해서 끄집어낸다. 불행했던 유년 시절,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엄마의 죽음, 그때부터 시작된 방황…. 여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짊어져야 하는 배낭

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쉽게 지울 수 없다. 셰릴의 말처럼 다만 그 고통을 몇 번이고 되새

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면 순식간에 타인과 연결되는 세상에서 

외로움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과거를 곱씹기는커녕 몇 주 지나지 않은 일조차 잊고 

산다. 인생을 여러 번 살 수는 없더라도 천천히 걸으며 작은 기억 하나하나 꼭꼭 씹어 충분히 소화시키

고 싶다. 그런 기회가 되어줄 여행을 꿈꾼다. 솔직히 4,285km와 150일은 살짝 부담스럽지만.

웃고 먹고 춤추고 웃고 
+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어느 여배우는 말했다.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좋

아하지 마세요. 덫에 걸린 거니까요.” 사람이라면 누

구나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찬사의 맛에 길들여

져서 다른 이들의 기준에 맞춰 살기만 한다면, 그것

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뮤지컬 영화 <헤어스프레

이>의 여주인공 트레이시는 뚱뚱한 10대 소녀다. 하

지만 다이어트엔 전혀 관심이 없다. 인기 TV 프로그

램 ‘코니 콜린스 쇼’에 출연해서 춤을 춰보는 것이 소

원일 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을 빼지 않고, 애써 모

범생이 되지도 않으며, ‘너는 백인이니까 흑인과 놀

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도 따르지 않은 채 흑인 친구

를 사귀고 좋아하는 춤을 춘다. 솔직하고 호탕한 이 

여자아이가 내 눈에는 어떤 미녀보다도 예뻐 보였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랑과 승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해낸다. 중간고사가 

망했다고 절망하기엔 이르다. 우리에겐 불러야 할 노

래가 있고, 맛봐야 할 호두파이도 많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도 넘쳐나기 때문에. 기억을 씹는 시간
+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Item
+ 

헤어스프레이

Item
+ 

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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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파리로 오세요
+ 

Editor 김슬 dew@univ.me

평소에 쓰지 않던 머리를 단기간에 바짝 풀가동하면 

열이 나기 마련이다.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예상치 

못한 순간에 퓨즈가 ‘퓨-’ 나가버릴 지도 모르고. 동

서남북에서 압박해오던 현실이 한 걸음 물러났다면, 

이제 환상적인 곳에서 좀 쉬어야 할 때다. 예를 들면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주인공과 함께 골든 푸조를 

타고 한 술집의 문을 열면 잘생긴 헤밍웨이가 당신을 

반길 것이다. 음, 반기기보단 그 자리에 앉아 당신에

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룻밤 새 당신

은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살바도르 달리, 스콧 피

츠제럴드와 예술에 대해 논하고, 비평가 거트루드 스

타인이 당신의 글을 읽어주는 영광을 누릴지도 모른

다. 자정에 잠깐 문을 여는 파리의 골든 에이지를 훔

쳐보고 오면, 재미없는 텍스트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한결 말랑말랑해져 있을 거다. 

너 참 사랑스럽구나 
+ 

Intern 윤소진 sojin@univ.me

Item 
+ 

플립

내 첫사랑은 언제였을까. 특정 대상에게 ‘처음’과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누군가 내게 첫사랑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축구공을 들고 나가던 남자아이였을까. 아니면 나

에게 연애와 실연의 아픔을 알려준 전 남자친구일까. 그 모든 이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하는 건 억지를 부리는 일이겠지. 첫사랑에 

대한 정의는 모두 다르겠지만 각자 마음속에 품은 얼굴들이 있다. 영화 <플립>은 7살 때 자신의 집 건너편으로 이사 온 브라이스

에게 첫눈에 반한 줄리의 사랑 이야기다. 줄리는 오직 브라이스만이 자신의 첫사랑이 될 거라 믿는다. 그래서 브라이스에게 감정

을 표현하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의 모습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크고 작은 상황들

로 엉켰다 풀리기를 반복한다.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망설이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내 마음을 마

구 헤집어놓았던 사람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나만이 남았다. 나의 어설픈 말과 주춤했던 태도는 작은 오해를 만들었고 

언제나 그 순간을 후회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지나간 내 모습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얼마나 머물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이미 끝난 시험지는 뒤로하고 마음을 간질

이는 첫사랑 이야기를 보면 어떨까. 영화를 보면서 엄마 미소를 짓고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을 토닥이게 될 것!

23

Item
+ 

미드나잇 

인 파리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그리고 이 분류법에 속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도 있다. 지는 걸 두려

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 아직 승자 타이틀을 얻진 못했지만 패배자라고 낙인찍을 수 없는.     

<리틀 미스 선샤인> 속 인물들은 승자와 패자, 그 사이에 있다. 통통한 몸매를 가진 올리브는 미인대

회에 나가기 위해 할아버지와 밤낮으로 춤을 연습하고, 리차드는 성공으로 가는 9단계 이론을 책으

로 펴내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게이 애인에게 차여 자살 기도를 한 프랭크도, 전투기 조종사

가 되기 위해 침묵 수행까지 감행했지만 색맹임을 알고 좌절하는 드웨인도 각자의 위치에서 늘 무언

가를 시도 중이다. 어설픈 희망을 믿지 않고, 영화 속 고장 난 미니 버스를 온몸으로 밀어내 기어코 

전진하게 만드는 것처럼 부딪히고 깨지며 결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당신의 마음도 잘 안다. 승자에 속할지, 혹은 패자로 놀림당할지 마음 졸이며 뒤척이던 새

까만 밤, 이 영화에 푹 안겨보길. 

승자와 패자, 그 사이
+ 

Intern 이연재 jae@univ.me

Item
+ 

미스 리틀  

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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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특화(장기)과정현황 <15개과정>

인문계특화(단기)과정현황 <47개과정>

운영기관명 교육과정명 연수분야
연수

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간
연락처

시작일 종료일

머니투데이 안드로이드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 정보통신 600 가천대학교 2016-10-28 2017-02-28 02-397-7195

머니투데이 안드로이드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 정보통신 600 한신대학교 2016-10-28 2017-02-28 02-397-7195

머니투데이 안드로이드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 정보통신 600 상명대학교 2016-10-28 2017-02-28 02-397-7195

머니투데이 안드로이드 핀테크 전문가 양성과정 정보통신 600 한국외대(서울) 2016-10-28 2017-02-28 02-397-7195

머니투데이 수출입 국제통상 실무자 양성과정B 경영·회계·사무 600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11-13 2017-02-24 02-397-7195

머니투데이 수출입 국제통상 실무자 양성과정E 경영·회계·사무 600 가천대학교 2016-11-13 2017-02-24 02-397-7195

아시아경제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영업 전문가(A) 영업 및 판매 380 숭실대학교 2016-11-01 2017-02-28 02-2200-2154

아시아경제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영업 전문가(B) 영업 및 판매 380 성신여자대학교 2016-11-01 2017-02-28 02-2200-2154

아시아경제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영업 전문가(C) 영업 및 판매 380 세종대학교 2016-11-01 2017-02-28 02-2200-2154

조세일보 ERP 전문인력 취업과정 (DD 과정_G) 경영·회계·사무 600 경상대학교 2016-10-24 2017-02-28 02-3146-8221

대신능력개발

평생교육원
IT시스템 마스터링 정보통신 600 경복대학교 2016-10-17 2016-12-22 02-471-5555

대신능력개발

평생교육원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전문인 양성 정보통신 600

대신능력개발

평생교육원
2016-10-17 2016-12-29 02-471-5555

한국직업

지도진흥원

IT활용 직무전환 

Web Service Developer 양성과정 (2)
정보통신 600 협성대학교 2016-10-12 2017-01-24 070-5129-7590

㈜아르케 디자인+IT 융합과정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600 한국교통대학교 2016-10-24 2017-02-27 02-2646-1357

(재)부산

디자인센터

인문계 특화과정 

웹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600 신라대학교 2016-10-25 2017-01-30 051-790-1029

운영기관명 교육과정명 연수분야
연수

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간
연락처

시작일 종료일

한국외국

기업협회

NCS기반 실용정보화

비서전문직  양성과정Ⅰ
경영·회계·사무 200 나사렛대 2016-12-27 2017-02-28 02-3462-0507

한국외국

기업협회

NCS기반 실용정보화

비서전문직  양성과정Ⅱ
경영·회계·사무 200 동덕여자대학교 2016-12-28 2017-02-28 02-3462-0507

RBW.Inc
음악 비전공자 대상 엔터비즈니스

인재양성 기초과정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150 RBW, Inc 2016-12-26 2017-02-24 02-517-5748

중앙정보기술

인재개발원

디지털융합 IT개발자 입직

SoftWare 코딩기초 교육
정보통신 200 강남대학교 2016-12-22 2017-01-26 02-704-1711

중앙정보기술

인재개발원

디지털융합 IT개발자 입직 

SoftWare 코딩기초 교육
정보통신 200

중앙정보기술

인재개발원
2016-12-22 2017-01-26 02-704-1711

중앙정보기술

인재개발원

디지털융합 IT개발자 입직 

SoftWare 코딩 예비교육
정보통신 200 명지대학교 2016-12-22 2017-01-26 02-704-1711

운영기관명 교육과정명 연수분야
연수

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간
연락처

시작일 종료일

한국생산성본부
SAP를 활용한 경영시스템

설계전략 전문가 과정 
정보통신 200 한국외대(서울) 2016-12-19 2017-01-20 02-724-1217

한국생산성본부 빅데이터 인문융합 큐레이터 과정 정보통신 200 서강대학교 2016-12-19 2017-01-20 02-724-1217

한국지식

경제진흥원
유통·품질관리 통합 전문가 과정 경영·회계·사무 198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12-26 2017-01-31 02-556-1593

한국지식

경제진흥원
유통·품질관리 통합 전문가 과정 경영·회계·사무 198 한신대학교 2016-12-26 2016-12-31 02-556-1593

한국지식

경제진흥원
유통·품질관리 통합 전문가 과정 경영·회계·사무 198 상명대학교 2016-12-26 2016-12-31 02-556-1593

대신능력개발

평생교육원
정보시스템관리 및 운영전문인양성 정보통신 200

대신능력개발

평생교육원
2016-10-17 2016-12-22 02-471-5555

한국표준협회
프로젝트관리(PM) 

전문인력양성 기본과정
경영·회계·사무 220

KSA인재개발원

선문대학교
2016-12-01 2017-02-28 02-2624-0174

한국능률

협회인증원

즉실천 현장중심 

품질매니져 양성과정
경영·회계·사무 200 가톨릭대, 상명대 2016-12-26 2017-02-28

02-6309-9053

02-6309-9072

롯데정보통신 빅데이터 개발자 양성 과정 정보통신 224 선문대학교 2016-12-12 2017-01-20 02-2626-6046

(사)한국융합

기술진흥원

SW 융합서비스 기획과 

시큐어코딩(SecureCoding)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3

정보통신 200 수원여자대학교 2016-12-01 2017-02-28 02-6675-5211

(사)한국융합기

술진흥원

SW 융합서비스 기획과 

시큐어코딩(SecureCoding)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4

정보통신 200 인하대학교 2016-12-19 2017-02-28 02-6675-5211

(사)한국융합기

술진흥원

SW 융합서비스 기획과 

시큐어코딩(SecureCoding)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5

정보통신 200 인하대학교 2016-12-19 2017-02-28 02-6675-5211

㈜커리어넷 커리어 컨설턴트 직무이해 사회복지 및 종교 202 서울여자대학교 2016-11-14 2016-12-20 02-2006-9562

㈜커리어넷 커리어 컨설턴트 직무이해 사회복지 및 종교 202 성신여자대학교 2016-11-07 2016-12-13 02-2006-9562

전산개발연구원 IT융합 광고디자인 전문가 양성2차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200 인제대학교 2016-12-26 2017-02-28 051-862-6400

(사)벤처기업협회

울산지회
ERP경영정보 시스템 예비과정 경영·회계·사무 120 영산대학교 2016-12-21 2017-01-17 052-249-2220

(사)벤처기업협회

울산지회
ERP경영정보 시스템 예비과정 경영·회계·사무 12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6-12-21 2017-01-17 052-249-2220

대구가톨릭대학

교 산학협력단
자바 웹개발자 과정(인문-단기A) 정보통신 200 대구가톨릭대학교 2016-12-20 2017-01-19 053-850-3029

대구가톨릭대학

교 산학협력단
자바웹개발자과정(인문-단기B) 정보통신 200 대구가톨릭대학교 2016-12-21 2017-02-23 053-850-3029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IoT 및 3D 모델링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 문야 역량 기초 과정 2
정보통신 200 단국대학교 2016-11-28 2017-02-28 031-259-7960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IoT 및 3D 모델링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 문야 역량 기초 과정 3
정보통신 200 단국대학교 2016-11-28 2017-02-28 031-259-7960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IoT 및 3D 모델링을 활용한 스마트

기기 문야 역량 기초 과정 4
정보통신 200 단국대학교 2016-11-28 2017-02-28 031-259-7960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무역 실무자 양성 

기초과정Ⅰ(추가공모)
경영·회계·사무 189 강남대학교 2016-12-26 2017-02-03 070-8661-0822

 
   

청년취업

아카데미

2016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과정



운영기관명 교육과정명 연수분야
연수

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간
연락처

시작일 종료일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무역 실무자 양성

기초과정Ⅱ(추가공모)
경영·회계·사무 189 경기대학교 2016-12-26 2017-02-03 070-8661-0822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무역 실무자 양성

기초과정Ⅲ(추가공모)
경영·회계·사무 189 명지대학교 2016-12-26 2017-02-03 070-8661-0822

한국건설기계

산업협회

무역 실무자 양성

기초과정Ⅳ(추가공모)
경영·회계·사무 189 수원대학교 2016-12-26 2017-02-03 070-8661-0822

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디지털 휴머니즘 아카데미

Web 특화과정 Ⅱ
정보통신 180 조선대학교 2016-12-26 2017-02-21 062-655-3509

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디지털 휴머니즘 아카데미

IoT 특화과정 Ⅱ
정보통신 180 조선대학교 2016-12-26 2017-02-21 062-655-3509

한국융합

기술교육원

취업과 창업을 위한 3D프린팅

및  3D디자인 전문가과정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200 호남대학교 2016-12-09 2017-02-28 070-4175-8840

광주여자대학교 ERP 정보관리자 예비과정 경영·회계·사무 200 광주여자대학교 2016-10-25 2017-01-26 062-950-3812

광주여자대학교 스마트웹 퍼블리셔 예비과정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200 광주여자대학교 2016-10-25 2017-01-26 062-950-3812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JAVA기반 스마트 콘텐츠 앱 

개발자 기초과정
정보통신 310 조선대학교 2017-01-03 2017-02-17

062-230-7953

062-230-7941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ERP 정보관리 전문가양성 기본과정 경영·회계·사무 200 조선대학교 2017-01-03 2017-02-17

062-230-7953

062-230-7941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자인 기초실무 컴퓨터 활용과정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200 조선대학교 2016-10-10 2017-01-20

062-230-7953

062-230-7941

광주전남

기계공업

협동조합

전략기획 프로젝트 전문가

기초과정-2
경영·회계·사무 200 전남대학교 2016-12-01 2017-02-28 062-225-0327,8

한국ICT융합

협동조합
SW 웹 개발자 양성 과정 정보통신 200 전남대학교 2016-12-19 2017-01-15 062-655-2255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자바 기반 웹 SW 개발자 양성과정 정보통신 224
사회과학대학

219호
2016-12-19 2017-01-26 041-550-3233

선문대학교 IoTSmart  Web APP개발 입문과정 정보통신 200 선문대학교 2016-12-19 2017-01-20 041-530-2631

백석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웹 기반 UI 개발자 양성 과정 정보통신 200 창조관 2016-12-26 2017-02-28 041-550-0582

(사)한국융합

기술진흥원

SW 융합서비스 기획과

시큐어코딩(SecureCoding)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6

정보통신 200 수원여자대학교 2016-12-19 2017-02-28 02-6675-5211

(사)한국융합

기술진흥원

SW 융합서비스 기획과

시큐어코딩(SecureCoding)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7

정보통신 200 수원여자대학교 2016-12-19 2017-02-28 02-6675-5211

일반과정현황 <26개과정>

운영기관명 교육과정명 연수분야
연수

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간
연락처

시작일 종료일

한국외국

기업협회
3D인력 양성과정-Ⅰ 정보통신 200 인천대학교 2016-12-26 2017-02-28 02-3462-0507

한국외국

기업협회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II 
정보통신 312 가톨릭대학교 2016-12-26 2017-02-28 02-3462-0507

(주)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6
경영·회계·사무 300 성균관대 2016-12-26 2017-02-17 02-360-4041

(주)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7
경영·회계·사무 300 중앙대 2016-12-26 2017-02-17 02-360-4041

(주)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8
경영·회계·사무 300 중앙대 2016-12-26 2017-02-17 02-360-4041

(주)한국경제신문 
글로벌 명품 세일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5
영업 및 판매 280 인덕대학교 2016-12-19 2017-02-24 02-360-4044

(주)한국경제신문 
글로벌 명품 세일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6
영업 및 판매 280 두원공과대학교 2016-12-19 2017-02-24 02-360-4044

(주)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9
경영·회계·사무 300 숭실대 2016-12-26 2017-02-17 02-360-4041

(주)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10
경영·회계·사무 300 숭실대 2016-12-26 2017-02-17 02-360-4041

(주)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11
경영·회계·사무 300 중앙대 2016-12-26 2017-02-17 02-360-4041

(주)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12
경영·회계·사무 300 광운대 2016-12-26 2017-02-17 02-360-4041

한국호텔업협회
중국고객 특화 관광 &

호텔 전문인력  양성과정 B

미용숙박

여행오락 및 

스포츠

308 한양여자대학교 2016-12-26 2017-02-24 02-703-2690

한국국제물류

주선업협회
국제물류 기초과정 Ⅱ 경영·회계·사무 214

한국국제물류협회

연수실
2016-12-15 2017-02-17 02-733-8000

한국수입협회 글로벌 융합무역 전문가 양성과정 2 경영·회계·사무 204 단국대학교 2016-12-19 2017-01-31 02-792-1583

아이티윌

(㈜유니윌)

Cloud Computing  Information

Security Course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보안 과정)

정보통신 380 한국교통대학교 2016-10-24 2016-12-29 02-6255-8075

한국조사협회 마케팅 리서처 양성 과정 2 경영·회계·사무 300 메트릭스 2016-12-26 2017-02-28 02-546-2362

(사)벤처기업협회 의료관광 마케터 과정 보건  및 의료 288 명지전문대 2016-12-19 2017-02-08 02-6331-7041

(사)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
NCS기반 의료기기 무역실무 전문가 경영·회계·사무 314 상지대학교 2016-11-01 2017-02-28 070-7438-1542

(사)벤처기업협회

울산지회
글로벌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무역/물류 32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6-10-17 2017-01-13 052-249-2220

(사)벤처기업협회

울산지회
글로벌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무역/물류 320 동서대학교 2016-10-17 2017-01-13 052-249-2220

(사)벤처기업협회

울산지회
ERP 경영정보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경영·회계·사무 320 영산대학교 2016-10-17 2017-01-13 052-249-2220

대구가톨릭대학

교 산학협력단
자바웹 개발자 과정(일반-추가) 정보통신 640 대구가톨릭대학교 2016-11-09 2017-02-28 053-850-3029

(사)광주경영자

총협회
CATIA기반 기계설계-2 기계 300 조선대학교 2016-10-14 2017-02-24 062-654-3425

(사)광주경영자

총협회
NX(UG)기반 금형설계-2 기계 300 조선대학교 2016-10-14 2017-02-24 062-654-3425

(사)광주경영자

총협회
2D도면작성과 공정관리-2 기계 300 전남대학교 2016-10-14 2017-02-24 062-654-3425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계 자동차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과정
기계 280 조선대학교 2016-12-27 2017-02-24

062-230-7953

062-230-7941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 및 연수대학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myjobacademy.kr

路
(길：로)



다음주 독자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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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s sCENE | Intern 윤소진 이연재 jae@univ.me

gihyun5538_lee
시험 기간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치킨 두 마리 

bonnie2yi
#야식 #배 #달다 #중간고사 #잘하자 #남이찍어준사진

  lifetoeat96 
 #대학내일 #먹스타그램 #야식스타그램

sejena 
 #대학내일 #야식스타그램 치맥 대신 연맥 ㅎ

 jiin0723
#대학내일 #야식스타그램

#독자참여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대학내일」과 공유해주세요!

지면에 사진이 실린 16명의 독자 중 4명을 선정해  

슈피겐 블루투스 스피커 R12S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주 주제는 #가을소풍 입니다. 

시험도 끝났겠다 무턱대고 떠났던 길, 지난 주말에 다녀온 곳, 친구와 

짧게 떠난 여행, 산책이나 데이트 했던 예쁜 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10월 27일까지 #대학내일 #가을소풍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 이번주 주제 ‘#야식스타그램’의 메인 자리는 끊임없는 야식과의 갈

등을 보여주신 yeon_jae_choi님에게 드립니다. 이젠 음악 들으면서 야

식을 즐겨봐요! 더불어 올겨울 첫 귤과 노트북 자판을 깔맞춤 한 lydia_

yenn123님, 치맥이 아닌 연맥을 선보인 sejena님, 총장님과 피자 한 조

각 치얼스 eslielikes님, 비빔밥을 생동감 넘치게 보여준 bbongbbang님, 

다섯 분께 슈피겐 블루투스 이어폰 R32E를 선물로 드립니다. 

lydia_yenn123
올겨울 첫 귤 ㅇㅅㅇ 잠 깨라 공부하게

piCk!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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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먹고 생각하자, 배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가…. 

시험 기간의 꽃은 역시 야식. 평소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보상 받는 기분이 든다고욧! 막바지 시험 기간, 「대학내일」

독자들의 주린 배를 채워준 야식을 모아보았습니다. 

29

vmd_hong 
  청양고추 팍팍 라볶이 #시험기간 #야식스타그램

smokindreamz
 불닭볶음면 + 달걀 = 헤븐

reneeovos
오늘도 #야식 #야식스타그램 #교촌치킨 #도미노피자

_okeat_ 
치킨, 치킨, 치킨

 jmyou_kor
시험 기간 나를 위로하는 음식탑

parksooph
공부하랴 경치 보랴 #경희대 #도서관

bbongbbang
언니, 불과 몇 시간 전에 거짓 배고픔 이겨내자며...

#야식스타그램 

hkkk_estelle
 삼겹살은 사랑이쥬 #시험기간

piCk!

eslielikes
중간고사 기념 총장실 피자파티!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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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  째  썰  :

사실은 ‘사알못’들의 이야기

한때 교수를 준비했던 정석(하석진)은 아부 잘하는 

선배에게 밀려 임용 받는 것에 실패한다. 공부는 뒷

전이고 손바닥 비비기에만 몰두했던 선배는, 정석

의 논문을 베껴놓고 “내가 너 안 끌어주겠냐”며 눈

을 찡긋거리기까지. 정치가 실력을 이긴다는 걸 몸

소 가르쳐주는 참교육의 현장…. 그러나 그토록 임

팩트 있는 가르침에도 정석은 끝내 ‘사바사바’를 배

우지 못한다. 대신 독고다이 인생을 선포한다. 어차

피 인생 혼자 사는 것. 일 외에 감정 노동까지 옵션

으로 요구하는 사회에서 그는 눈치 보지 않고 ‘노!’

를 외친다. 회식 노! 점심 노! 등산 노! 그래도 아무

도 구박하지 못한다. 오로지 실력으로, 모든 학원에

서 데려가고 싶어 안달인 노량진의 일타 강사가 됐

으니까. 그런 면에서 진정석은 ‘사알못(사회생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히어로다. 가면을 쓰고 사회

생활이란 걸 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로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그가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해 매번 손해 보는 

하나(박하선)를 뒤에서 도와줬던 건, 호감 때문이기

도 하지만 같은 ‘사알못’으로서의 동질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요령 부릴 줄도, 비빌 언덕 따위 만들 줄도 

모르는 사회생활 부적응자로서 느끼는 유대감. 자기

처럼 ‘흑화’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그리

고 하나는 그 바람대로 차근차근 노량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능력보다,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

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자신을 버리거나 우그러뜨

리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돌파하는 사람들. 이것

이야말로 피 튀기는 노량진에서 <혼술남녀>가 보여

주는 최대의 판타지 아닐까?

➋ 

➊ 

혼술남녀를 보며  

마냥 웃을 수 없었던 

세 가 지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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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째  썰  :

언제까지 등수 따질 거야

서점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난 채연(정채연)은 

이런 말을 듣는다. “너 공무원 시험 준비해? 9급? 

7급도 아니고?” 일타 강사 진정석은 교무실을 같

이 쓰는 강사들을 향해 ‘퀄리티 떨어지는 강사들’이

라고 비꼰다. 대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자신과 달리 

많으면 150명, 적게는 10명 앞에서 수업하는 강사

들이기 때문이다. 또 ‘인 서울 겨우 졸업한’ 박하나

의 학벌을 언급하며, 그런 대학을 나왔으니 강의를 

제대로 하겠냐고 독설을 퍼붓는다. 7급과 9급, 일

타와 보통 강사, 서울대와 비서울대라는 차이가 계

급이 된다. 

노량진이라서가 아니다. 성적순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서 조금도 변한 게 없

을 뿐이다. 10대를 바치면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던 

등수 매기기는 나이를 먹어도 항목만 달라질 뿐 계

속된다. 명문대냐 아니냐도 모자라 취업이 잘되는 

과인지 아닌지 비교하고, 몇 년 지나면 취업을 했

냐 못 했냐로 등급을 나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

이냐, 9급이냐 7급이냐, 회사에서 밀어주는 부서냐 

아니냐, 배우자는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나중엔 서로

의 집을 힐끔거리며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더 

좋은 스펙을 가졌기에 상대보다 고퀄리티라는 믿

음. 그게 세상에서 제일 퀄리티 떨어지는 행동이란 

걸,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모를까.

PS + 
동영이가 꼭 합격해서 주연이(하연수)랑 재회했으면 좋겠다. 아, 데이트 비용 3회는 기범이가 내줘라. 꼭 내줘라.

➌ 

세  번  째  썰  :

이 지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공시생 삼형제의 대학 친구 조권이 9급 공무원 준비

를 위해 노량진에 입성했다. 동영(김동영)과 기범(샤

이니 Key)은 자기들도 9급 행정직이라며 권을 반긴

다. “경쟁률이 세겠네.” 이번 서울 9급 일반행정직 

경쟁률이 128.3대 1이었단 말에 권의 얼굴이 사색

이 된다. 경쟁률 센 걸 너무 싫어해서 연애도 라이벌 

없는 상대와만 했다는 권이. 다음 날 진로를 바꿨다

며 사회복지사 책을 들고 나타난다. 하지만 남을 돕

는 사회복지사가 되기에는 권은 자기 음료에 남이 

손대는 것조차 싫어하는 개인주의자. 이번엔 공인

중개사가 되기로 한다. 손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집 

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너무 길치라

서 집을 못 찾는 게 함정. 대신 길 잃은 자신을 태워

준 경찰 형님들에게 반해 새로운 꿈을 안고 돌아왔

다. 이에 기범은 비리비리한 네가 경찰을 할 수 있겠

냐며 권을 도발하고, 온실 속의 식물처럼 연약한 권

은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토악질을 하며 쓰러진다. 

“대체 지구상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하나?” 

낄낄대며 웃다가 뜨끔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나도 

경쟁 심한 거 못 견디고, 대학 시절 봉사 활동 경험

은 0시간이며, 지도 어플 없인 한 발짝도 못 움직이

는 길치다. 체력은… 뭐, 말할 힘도 없으니까 말자. 

사실 자소서 1번 문항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해보지 

않은 일에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고. 그저 기웃거릴 뿐이다. 커다란 지구에서 내 일

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물론 권이보

단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지. 포기만 하다 재산 탕

진하고 싶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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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옛 화랑대역으로 걸어가는 길. 

3.  크림색 기차역. 이곳에도 나뿐. 

4.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은

공중전화 부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청력이 양호한 편

이다. 새벽이면 마을버스의 요란스러운 

부웅~ 소리에 잠을 깨는가 하면, 옆집 

남자의 랩 하는 소리에서부터 윗집 화장

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도 듣는다. 본의 

아니게 별별 소리 다 듣고 살지만, 사실

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다. 옆집 

남자의 타령 같은 랩은 몇 번 들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

을까?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온종일 무

수한 소리들이 귓가에 닿지만, 너무나도 무의미한 것들이라 기억도 안 난다. 

그러니까 소음 속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것이다. 

고요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곳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개미 걸어가는 

소리? 은행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 아니, 소리가 없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

래서 찾은 곳은 옛 화랑대역 폐역의 철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서울여대와 육군사관학교가 보이고 그 사이에 옛 폐역의 지금

은 끊긴 철길이 조용히 누워 있다. 

귀는 밝은데 아무 것도 못 듣네  

수화 동아리에 가보자고 친구가 말했다. 뜬금없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별 기대 없이 따라간 

그곳에서 눈이 동글동글하고 잘 웃는 여자아이를 만

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청력이 서서히 떨어졌고, 보청

기를 끼면 조금씩 들린다고 말해줬다. 

이 아이는 특별했다. 먼저 엄청난 경청력! 말하는 사

람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진짜 열심히 듣는다. 두 번

째로는 큼직하고 드라마틱하게 휙휙 바뀌는 커다란 

표정. 웃을 땐 눈이 활짝 휘어지고 슬프면 입술이 축 

처진다. 주먹을 눈가에 갖다 대며 우는 시늉까지 하

는데, 내 말을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니. 자기 전에 다시 생각날 만큼 감동적이었다. 넌 참 

좋은 친구라고 말했더니 겸손한 답이 돌아왔다. “잘 

안 들리니까 더 잘 들어야 해.” 그때 처음 알았다. 침

묵의 세계에서는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청력

의 좋고 나쁨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쉿, 
아무 것도 듣기 싫은 날    

옛 화랑대역 철길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없다. 소리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더 잘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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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봐도 괜찮아    

철길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말고는 고요했다. 

바람 소리, 돌 밟는 소리,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혼자 철길을 걷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팔짝팔짝 뛰고 소리 지르고 개다리 춤을 추더라도 미쳤다고 욕할 사

람은 없겠군, 후훗.’ 

어라?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를 듣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나는 온전히 나만을 위해 이 철길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 만큼은 똑똑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쓸모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만으

로도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른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물었다. 주변은 조용했

다. 나만의 답을 생각해낼 때까지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날 기다려줄 시간은 충분했다.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5. 더 맛있는 걸로 가져올 걸.   

6. 철길에 핀 코스모스 구경.  

7. 옛 기차역의 흔적. 

8.  철길 따라 걷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 

6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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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게 싫어? 자연스러운데   

서울에서 고요한 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음향생태학자 고든 햄튼이라는 사람

은 소음이 없는 장소를 찾기 위해 지구 세 바퀴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조용한 공간의 기준은 엄격하다. “동틀 무렵 15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곳은 지구에 고작 50곳에 불과했

다고 한다. 밥 짓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책 넘기는 소리, 비행기 소리…. 인간이 만

들어내는 어떤 소리도 들리면 안 된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찾기는 글렀다. 휴전선 옆 비무장지대라면 모를까.  

그런데 고요한 장소는 찾을 만한 가치가 있다.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황홀한 경험임이 분명하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신부님은 “우리는 고독 속

에서만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일까 하는 걱정 없이 편안히 늙어갈 수 있다”고 했

고, 『인생학교-혼자 있는 법』을 쓴 작가 사라 메이틀랜드는 “정적에서 오는 어마어

마한 공허 속을 탐험하다보면 한 인간의 성격과 정체성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다”고도 말했으니까. 철길에 앉아 있던 나의 옆에 잠자리가 앉았다. ‘우리’라고 말하

면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우린 말없이 나란히 앉아 1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긋하고도 평화로운 오후였다. 조용하고 어색하며 정적이 흐르는 시간,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침묵이 두려워서 아무말대잔

치를 벌이지는 않을 것 같다. 

기차역 앞에 있던 정체불명의 ‘행복의 문’. 

어른 가슴께까지 오는 높이. 빨간색 글씨가 

무서워서 들어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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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김신지 summer@univ.me | Travel

단풍을 보려거든 산보다 수목원
단풍놀이는 한 번쯤 가고 싶은데, 인파에 치이며 힘들게 산을 오르는 게 싫다면 수목원이 답이다. 나무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선 멀리 떠나지 않아도 

한 계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단풍 보며 산책하기 좋은 서울 근교 수목원 다섯 곳을 모았다.  

아침고요수목원

우리가 몰랐던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 

아침고요수목원은 서울 근교 나들이나 데이트 코스로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다. 세계 각국의 식물원을 방문하

며 한국 정원 고유의 아름다움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한 원예학과 교수가 1994년부터 돌밭을 일구어 수목원

의 틀을 잡았다. 설립 취지에 맞게, 크고 작은 22개의 정

원들이 모여 수목원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에덴정

원, 하경정원, 야생화정원, 능수정원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들이 이어져 있어 어느 곳을 산책해도 지루하지가 

않다. 특히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 서서 정원을 한눈에 

조감하면, 단풍 내린 수목원의 풍경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새삼스러워질 것이다. 처마 아래로 짙푸른 잣

나무 숲이 내다보이는 한옥 카페 ‘굿모닝커피’, 고즈넉한 

연못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찻집 ‘서화가’도 인기. 

Info
+
08:30~18:40, 

입장료 평일 기준 

성인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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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포수목원

바다에 맞닿아 있는 나무들의 낙원

한국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귀화한 한 외국인이 1962

년부터 태안의 황무지를 일궈 만든 비밀 정원. 천리포수

목원은 그 시작부터가 동화 같다. 소금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던 땅에 연못을 파서 식물들이 마실 물을 마

련했고, 식물도감을 밤낮으로 외며 공부했다. 그의 이름

은 Carl Ferris Miller, 한국 이름은 민병갈이다. 한 사람의 

오롯한 생이 담긴 수목원은 그간 연구자나 후원 회원에

게만 공개되다가 2009년부터 일반인에게도 일부 공개

하고 있다. 가을엔 특히 6개의 산책길 중 소릿길과 민병

갈의 길이 아름답다고. 천리포 해변과 맞닿아 있어 숲을 

걷다 보면 탁 트인 바다를 만나는 것도 이곳만의 매력. 

계절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니 방문 전 홈페이

지를 참고하면 좋다. www.chollipo.org

국립수목원

550년 된 숲에 단풍 길이 열리면 

광릉수목원, 포천수목원으로도 불리는 국립수목원은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물 연구 기관이자 제일가는 산림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

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은 550여 년간 보전된 생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워낙 넓어 제대로 둘러보려면 

한나절로도 부족하다. 막막하다면 숲 해설가와 함께 생

태 관찰로를 걷는 것도 추천. 그간 보이지 않던 숲의 구

석구석이 보이며 자연으로부터 조용한 위로를 받는 기

분이 들 것이다. 백두산호랑이, 반달가슴곰이 사는 산림

동물보존원, 하늘을 가리는 울창한 전나무숲, 붉은 단풍

이 내려앉은 육림호 등은 꼭 둘러볼 만하다. 수종 보호

를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사

전 예약은 필수다(당일 예약 불가). 일요일, 월요일 휴관.

Info
+
09:00~18:00, 

입장료는 성인 

9000원.

Info
+
하절기(4-10월) 

09:00~18:00, 

동절기(11-3월) 

09:00~17:00, 

입장료 성인 1000원. 

02

충남 
태안 

03

경기 
포천

©천리포수목원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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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초지문화수목원 

드라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배경 

예쁜 곳은 방송국에서 먼저 눈치챈다. 정원과 분수, 

숲, 구름다리 등 장소마다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벽초지문화수목원은 그동안 <태양의 후예>, <별

에서 온 그대>, <꽃보다 남자>, <빠담빠담>, <넌 내게 

반했어> 등 여러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 받아왔다. 영

화 <아가씨>에서 하정우와 김태리가 밀담을 나누던 

곳도 바로 이곳.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데이트 스냅, 

셀프웨딩 스냅 촬영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자연 그

대로의 숲이라기보다 잘 조경된 정원 느낌이어서, 숲 

산책이 목적인 사람보다는 다양한 풍경을 배경으로 

스냅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능수버들

과 수양버들이 드리운 연못, 드넓게 펼쳐진 잔디광장, 

유럽풍 조각 공원 등이 훌륭한 배경이 되어준다. 

물향기수목원

단풍에서도 향기가 날 것 같은 곳

이름부터 곱다. 수목원이 있는 지역은 옛날부터 맑은 물

이 흘러 ‘수청동(水淸洞)’이라 불렸는데, 여기에 ‘향기’를 

더해 지은 이름이라고. 도립수목원이라 입장료가 1500

원으로 저렴한 점,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에서 5분 거리

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 전체 19개의 주제원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꽤 넓은 편이라 지도를 살펴보고 

관심 있는 곳 위주로 보거나 욕심내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대체로 완만한 평지라 산책

하듯 거닐기에 좋다. 입구에서 마주치는 토피어리(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동물 모양으로 다듬은 것)원에서는 다

들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면 아치형 건물 두 채가 이어져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

는 ‘물방울온실’을 놓치지 말 것. 월요일 휴관.

Info
+
09:00~일몰, 

11월-2월

(빛 축제 기간) 

10:00~22:00, 

입장료 평일 기준 

성인 7000원.

Info
+
11-2월 

09:00~17:00, 

3-5월·9-11월 

09:00~18:00, 

6-8월 

09:00~19:00, 

입장료 성인 1500원.

04

경기 
파주

05

경기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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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살고 싶어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생활한다.” 사전에 나오는 간결한 정의와 달리 자취는 복잡하다. ‘생활’이란 걸 하려면 질적으

로,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난이도의 숙제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자취방에서의 ‘생활’은 대폭 축소되기 마련이다. ‘생존’에 

가깝다. 밥은 거르기 일쑤고 라면·레토르트 식품 정도가 부지런함의 최대치. 청소 및 정리 정돈은 발 디딜 틈 없는 순간

까지 최대한 연기. 방 안의 물건들은 대부분 쓰다 이사할 때 버리고 갈 소모품. 나를 포함해 많은 자취생들이 생활을 포기

하고 생존을 택했던 건 ‘자취’를 잠시 머물다 갈 환승역 정도(미완성의 삶)로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그 너머에 ‘취직-결혼’

이라는 목적지(완성된 삶)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면서. 그러나 세상은 이미 꽤 오래전에 바뀌었다. 자의든 타의

든 1인 가구가 늘어났다. 자취가 그 자체로 온전한 목적지가 된 것이다. 올해로 자취 11년 차를 맞는 나 역시 마찬가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존이 아닌 ‘생활로서의 자취’를 해보려 한다. ‘자취 2.0’으로 넘어가기 위해 숙제가 많겠지만 부

담보다는 기대가 크다. 하나씩 숙제를 할 때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테니.

자취 2.0

ISSUE |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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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다 보면 근거 없이 믿고 싶어지는 말이 있다. “귀찮은 

일은 미룰수록 좋다.” 그 어떤 간섭도 침범할 수 없는 공간에

서 누리는 자유는 달콤하다. 그 달콤함에 ‘스스로 취한’ 자취생

들은 점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에 익숙해진다. 단칸

방을 카오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몇 분이지만 한

번 어질러진 방이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린

다. 나 역시 처음 자취방을 구하고 모든 귀찮은 일을 뒤로 미루

며 1년쯤 보냈을 때, ‘서울 구경’을 핑계로 부모님이 다녀가셨

다. 두 분은 내 방의 모든 것을 갈아엎었다. 뒤죽박죽되어 있는 

옷장, 간과했던 책꽂이 위의 먼지, 수챗구멍에 쌓인 채 썩어버

린 음식 찌꺼기까지. 달콤한 자유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게으름

의 곰팡이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벗은 몸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다. 부모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해드리고 돌아와 마주

친 방은 내가 알던 예전의 그 자취방이 아니었다. 먼지 없는 방

바닥에 드러눕는 일이, 정돈된 책상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

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걸 나는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다.

01

▶▶▶

대청소는 필요 없다. 최소한의 정리정

돈만으로도 높아진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다. 물론 자주 할 자신은 없다. 

다만 에너지 충만한 금요일 오후나 토

요일 오전에 30분만 투자해도 훨씬 

더 만족도 높은 주말을 보낼 수 있다

는 건 분명하다. 특히 집돌이(집순이)

들에게 방의 쾌적함 유지는 산소 공급

만큼 중요하다.

▶▶▶

옷 관리가 힘든 이유는 옷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계절에 맞춰 옷장 속 

옷의 위치를 바꿔야 좁은 옷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기에 여름옷 대신 가을

옷을 꺼내기 쉬운 서랍으로 옮겼다. 갠 

옷은 세로로 세워 한눈에 보이도록 넣

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 티셔

츠 한 장 꺼내기 위해 서랍 전체를 들

추었던 과거는 안녕.

‘입을 옷 없다’는 말은 상대적이다. 옷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매

주 쇼핑을 해도 배가 고프고 옷 욕심이 없는 사람은 바람막이 

하나로도 한 계절을 버틴다. 그런데 자취생에게는 욕심 말고

도 입을 옷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옷 관리의 실패’

다. 한 칸짜리 자취방에 허락된 수납공간은 옷장(행거) 하나 

더하기 작은 수납장 하나. 물론 처음엔 차곡차곡 종류별로 개

어 넣는다. 옷장의 평화는 날마다 조금씩 깨진다. 늦잠 잔 아

침, 만취해 들어온 날 밤, 우울한 시험 기간. 필요한 옷 꺼내기

는 더 힘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옷만 계속 입게 된다. 의자, 방

바닥, 냉장고 위 등 옷장 아닌 곳에 보관되는 옷이 늘어날수록 

옷장뿐 아니라 방 전체가 ‘카오스’에 빠진다. 옷의 위치를 제대

로 모르니 상태 또한 악화된다. 구석에 처박아둔 티셔츠의 목

이 늘어났고, 면바지의 색이 바랬고, 심지어 큰맘 먹고 산 가

을 재킷은 이사할 때 잃어버렸다. 몇 번 그렇게 멀쩡하던 옷을 

버리고 나서야 잔고 관리 못지않게 옷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

각이 들었다. 가뜩이나 옷도 없는데, 있는 옷은 잘 챙겨야지.

02

방 청소로 삶의 질을 높여봐

입을 옷 없을 땐 옷장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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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속았으면 ‘이거 필요하지 않

아?’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때도 됐다. 마침 꼭 필요한 물건

이었다면 내 방 어디에 두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려보는 것이 먼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선 내 방에 애

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방 안에 

들일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좀 더 신중

해진다. 살  때 잘 사면 굳이 버릴 일

도 없어진다.

열세 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많은 물건들이 나를 스쳐 갔다. 친

했던 선배는 입대하면서 자기가 쓰던 TV를 쾌척했고, 제주도 

출신 동기는 휴학하면서 맡기고 간 이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밖에도 상, 아령, 물컵에 이르기까지 자취하는 사람들은 아

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주고 떠났다. 대책 없이 받아

온 물건들은 대부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두 채널만 제대로 

나오던 TV는 첫날 이후 켜지 않았고 이불엔 먼지만 쌓였다. 내

가 산 물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이소’에서 저렴

함을 기준으로 구매한 것들은 생활용품이라기보다 생존용품

에 가까웠기에 몇 번 쓰지도 못하고 공간만 차지했다. 마구잡

이로 들여온 잡동사니가 좁은 방 구석구석을 채웠으니 요즘 트

렌드인 ‘심플함’과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몇 년 전의 내 방 풍경

을 떠올려보면, 단순한 삶을 찬양하는 책들이 왜 쏟아져 나오

는지 알 수 있다. 공짜니까, 싸니까 물건을 마구잡이로 들여오

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나름대로 

방의 콘셉트를 잡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지 체크하는 나로.

▶▶▶

냉장고에 넣어 둔 물을 꺼내 마실 때

마다 공기의 흐름이 묘하게 바뀐다. 이

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범인을 찾

아 냉장고 밖으로 쫓아낸다. 화장실 창

문도 샤워할 때 빼고 항상 열어놓는다. 

하기 싫은 청소를 조금이나마 미뤄주

는 건 오로지 환기뿐이니까. 최근 들어 

배수구가 막힐 때마다 못 견디고 바로

바로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나, 드디어 

‘자취짬’이 좀 찬 듯.

누구나 판도라의 상자를 하나씩 갖고 있다. 자취생에게는 냉

장고와 화장실이 그렇다.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눈에 보이

지 않는 세균이 눈에 보일 때까지 증식하는 공간들. 보통 우린 

이 위험한 상자를 여는 대신 외면한다. 외면의 대가는 작지 않

다. 누구는 통째로 락앤락을 버렸고, 누구는 냄비를 버렸고, 심

한 경우 냉장고를 갖다 버리고 새로 사는 사람도 봤다.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썩어버린 식재료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반찬들이 MC들 손에 버려지는 순간, 당황한 게스트가 안

쓰럽기보다는 부러운 마음이 더 컸다. ‘냉장고 속 괴생명체를 

남이 대신 처리해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닫아 놓으면 안 

보이는 냉장고와 달리 매일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은 외면할래

야 할 수가 없다. 거울·바닥·벽을 가리지 않고 번식하는 물

곰팡이, 머리카락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막히는 배수구, 이사 

온 후로 쭉 더러운 좌변기. 세균과의 전쟁에서 나는 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택했다.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모른 척 그

냥 그대로 두는 것.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나면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사실 그건 승리가 아니었다. 몸이 세균

에게 점령당하는 걸 수수방관하고 ‘정신승리’만 했던 과거를 

반성한다. 

03

04
니 방 콘셉트에 맞춰서 질러

세균 무시하다가 진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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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취방은 ‘내 몸 하나 뉘일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

망이 이뤄지는 공간인 동시에 ‘내 몸 하나 겨우 뉘일 수 있는 

곳’에 불과했다, 몸은 쉴 수 있지만 마음을 채우기는 힘든 곳, 

안전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기는 힘든 곳. 사람마다 차이가 있

겠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기

분 좋을 때야 무한정 허락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마음이 

허할 때는 방에서 답을 찾지 못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

거나 가족들이 있는 본가를 찾는다. 나 역시 지금도 까닭 없는 

우울증이 찾아와 맥주 캔을 비우거나 목적 없이 포털 사이트를 

들락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시간에 맞닥뜨리곤 한다. 힘들 

땐 방 밖에서 답을 찾는 것도 좋다. 친구나 연인, 가족들은 분명 

큰 힘이 되니까. 그러나 내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독립’, ‘생활로서의 자취’가 완성된다. 해

보고 싶었던 건 무엇이든 좋다. 그림을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

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원이 아닌 당신의 방, 당신만의 

공간에서.

자취생이라고 다 밥을 스스로 해 먹지는 않는다. 아니, 사실 밖

에서 사 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귀찮

아서, 맛이 없어서. 같은 이유로 나 역시 밥을 사 먹는다. 한때 

김치볶음밥을 몇 번 해 먹었던 적도 있긴 하다. 귀차니스트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웬만해선 맛없기 힘든 마성의 메뉴. 김치

볶음밥에 질린 뒤로 다시 식당에서 밥을 사 먹기 시작했고, 그 

후로 메뉴 선택지에서 김치볶음밥은 줄곧 제외되었다. 그러

던 올해 여름, 건강검진을 받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거

라는 예상은 했지만, ‘통풍’이라는 병명이 나와 관련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예방을 위해서는 요산 수치를 낮춰야 한단다. 

피해야 할 음식 목록이 뒤따랐다. 젊은 나이에 병 걸리고 싶지 

않으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과연 나는 이것들을 피할 수 있을

까. 식당에서 뭘 넣는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귀찮아도, 맛이 

없어도 집에서 내 손으로 해먹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뭘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 내가 만든 김

치볶음밥에 집에서 보내주신 김치와 쌀밥, 양파 반 개, 당근 반 

개, 스팸 반쪽, 포도씨유 조금이 들어있음을 아는 것처럼. 

05

06
▶▶▶

최근에 커피 메이커를 장만했다. 단

골 카페에 발길을 끊을 생각은 없지

만 커피 향기와 함께 눈을 뜨고 싶어

서. 요가 매트는 아직 제대로 써본 적 

없지만 조만간 내 스트레칭을 도와줄 

것이다. 꿀꿀한 밤이 와도 핸드폰 연

락처를 뒤적일 필요 없다. ‘혼맥’은 방

에서도 가능하니까. 나의 자취 2.0이 

시작되고 있다. 

뭘 먹고 사는지는 알아야지

진짜 독립은 지금부터 시작

▶▶▶

예전처럼 김치볶음밥에 계란 프라이만 

먹다간 언제 다시 식당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메뉴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레

시피 확보가 우선이다. 어차피 건강 때

문에 해먹는 거라면 식재료 고르는 법, 

관리하는 법도 이참에 알아둬야겠다. 

어지간하면 불평 없이 잘 먹는다는 이

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식당 주인

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의 요리에도 

관대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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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의 몸이 되어본 
20대의 하루

20대에게 노년은 멀고도 아득하다. 닿을 일 없는 섬처럼 ‘저쯤에 있겠지’ 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성실하게 흐르고 있고, 우리는 모르는 새에 차츰차츰 노년에 가까워 간다. 

노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상상조차 어려워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생애체험센터를 찾아갔다. 거기서 노인의 몸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체험복’을 빌렸다. 

짐작과 경험의 차이는 컸다. 노인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된 하루, 우리의 노년이 미래의 

어느 곳엔가 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한 하루, 그 이야기를 여기에 적는다.

+
대한노인회 ‘노인생애체험센터’

add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8

tEl 02-712-6400

매주 화∼토요일 하루 2회(오전 10∼12시, 

오후 2∼4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며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노인의 

근육·관절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팔, 

다리, 허리 등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보조 

기구를 착용하고 손목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다. 노인의 안과 질환을 체험하기 위해 시야를 

20% 정도 좁히는 고글 안경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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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걷는 일이 위험해 질 줄이야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때, 내 앞에 노인 분들이 계시면 늘 답답했

다. ‘왜 이렇게 느릴까? 뒷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

찬가지였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도 미동도 없이 느릿

느릿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가끔은 위험천만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무겁고 뻣뻣한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평지를 걷는 일이 단숨에 위

험한 일이 됐다. 느리게 걷고 싶어서가 아니라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나에게 없다

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다. 처음엔 지팡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몸을 지탱하고 의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팡이가 있다고 걷는 게 편해지진 않았다. 부자연스

럽게 걷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줄 뿐, 여전히 관절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등 억제 기구로 인해 허리를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좌우로 돌릴 수 없

다는 제약은 답답함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한번은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던 중, 

귀를 찌르는 경적 소리를 들었다. 자연스럽게 차가 있는 쪽으로 허리를 돌리려 

했는데, 몸 전체가 딱딱한 각목이 된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었다. 분명 차가 오는 

걸 알면서도 바로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목격하던 입장에서 목격 당하는 입장

이 되고 나서야 횡단보도를 건너고 가볍게 산책하는 일상적인 일 속에 얼마나 

큰 위험부담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황당함의 연속이었다. 여유를 찾기 위

해 나선 산책은 마치 끝없는 마라톤을 하는 듯했다. 몸이 힘든 건 기본. 사실 문

제는 신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겼다는 점이었다. 나이가 들면

서 체력이 쇠잔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

이 이만큼이나 따라잡기 힘든 것일 줄은 몰랐다. 

밥먹는 것조차 쉽지 않아

할머니네 갈 때마다 밥 먹는 일이 불편했다. 유독 간이 짠 반찬만큼이나 답답했던 

건 굽은 등처럼 솟아 오른 쌀밥이었다. 할머니는 식구들에게 건넬 밥을 주걱으로 몇 

번이고 눌러 담았다. 밥 한 공기를 비우기도 전에 더 먹으라며 재촉하기도 했다. 정

작 당신은 밥 대신 유가 사탕을 입 안에 넣고 있거나 밥그릇에 식혜를 부어 들이켰

으면서. 손바닥과 팔 억제 장치를 착용하고 우동을 먹으러 갔다. 간신히 나무젓가락

을 집어 들고 우동 면발을 휘저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운 좋게 면발을 집

으면 팔 억제 기구가 문제였다. 팔을 몸통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게 어려웠다. 결국 

젓가락질을 포기하고 숟가락으로 국물부터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을 삼키자 마음 

한편이 느슨해졌다. 그렇다고 젓가락을 다시 집을 용기가 생기진 않았다. 머리를 그

릇에 박다시피 가까이 대고 나서야 면발을 두가닥 먹을 수 있었다. 

체험 기구를 사용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식사였다. 다리에 찬 모래주머니가 무

거울 때는 잠시 멈춰 선 채 하늘을 보고 숨을 고르면 되고, 등 억제 기구가 버거울 

땐 주저앉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인 밥을 먹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 않

았다. 가장 익숙한 일이 힘겹다는 게 내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시간

이 흐른다는 건 익숙한 것과 어색해지는 게 아닐까.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행동들

이 낯설게 다가오고, 자주 오가던 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일처럼. 할머니는 

그날 저녁 사탕을 입에 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두에게 밥을 주고서 정작 자신

은 식혜를 들이켜는 건 어떤 기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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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책 읽어 봤니?

지금 읽는 책을 50년 뒤에도 읽고 싶다.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 시간이 주어지면 팔걸이가 있는 나

무 의자 위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앉아 책을 읽으리라. 20대에 스쳐 지나간 문장 

위에 오랫동안 머물다 깜빡 졸기도 하겠지. 때로는 나를 흔드는 단어 하나에 울컥할

지도. 처음 백내장 체험 고글을 썼을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음료가 노랗게 보인다는 

게 당혹스러웠다. 내 눈동자 앞에 고요한 사막이 펼쳐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여행 에세이를 읽으려 하는데 글자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한다. 

처음에 ‘마을’이라고 읽었던 단어가 다시 보니 ‘마음’이었다. 머리가 점점 멍해지더니 

뱃멀미를 할 때처럼 속이 울렁거린다.  

“세상은 좋은 눈빛들마저 거두어갔다.” 겨우 읽은 시인의 문장도 나에게는 위로가 되

지 않는다. 시인이 말한 눈빛들은 모두 모여 어디로 갔을까. “그럼 한 번 읽어봐라” 외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처음으로 백일장에서 상 받은 시를 할머니에게 

선물했다. 내 문장을 천천히 읽고 마음속에 품어주길 바랐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건넨 종이를 조용히 가방 안에 넣고는 읽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가 쓴 시를 실수로 읽

을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내 눈앞에 드리운 사막은 모래바람이 거세지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 지금보다 더 빨리 밤이 찾아와 처음부터 빛이 없었던 것처럼 모

든 걸 삼킬 수도 있다. 주름진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건 일종의 낭만이었다. 그건 노

년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시야가 희미해질수록 책을 읽는 건 감상이 

아닌 싸움이 되었다. 누가 알았을까, 눈을 뜨는 것도 이렇게 치열한 일이었다는 것을. 

일상이 과제가 되어버렸다

노인생애체험 기구의 무게는 대략 6kg 정도. 성인 여자 혼자 잠깐 들기에도 버겁

다 싶을 무게인데, 이 무게를 각 신체에 나누어 짊어진 채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일은 빠른 속도로 날 지치게 했다. 팔목과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는 사지를 땅 밑으

로 잡아끄는 듯했다. 마치 3일 내리 밤을 새운 채 어쩔 수 없이 깨어 있는 기분이랄

까. 내가 꿈꾸는 노년 생활의 로망 중 하나인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는데 안국역 근

처 꽃 가게에 가는 것만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

는데, 배우기도 전부터 의지는 사라진 지 오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숙여 꽃

을 고르고 단단한 가지를 자르기 위해 낑낑대며 가위날을 맞붙였다. 팔 억제 기구

와 모래주머니는 가위질을 할 최소한의 힘마저 빼앗아버렸다. 결국 선생님의 도움

을 받아 꽃다발스러운 형태를 겨우 완성할 수 있었다. 

내 힘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꽃다발을 들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때

마침 벤치에는 할머님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다. 서로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무릎을 잠깐 구부렸다 피거나 구부정한 등을 하고 긴 하품을 하셨다. 나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몸을 죽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 일로 하루를 거의 다 

보냈다. 불현듯 올해 팔순이 된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늙어간다는 건 삶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더라.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기만 하

다 보니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20대인 나 역시 지금 당장 부딪혀야 하는 과제가 

벅차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분명 노년이 되면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벅찬 과제가 될 것이다. 치열하게 2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

지 않는 것만으로도 훗날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
장소 제공  

<미쓰김 라일락>

add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5

tEl 02-747-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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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새벽에 한 번이라도 진상 아닌 손님이었느냐 univ20.com

야 간  알 바  함부로  하지  마 라

원래 일하던 카페 영업시간이 새벽까지 

연장됐고, 점장님께서 의사를 물으시기에 내가 냉큼 

차지했어. 당시엔 오후 수업만 들었거든. 새벽 타임은 일단 시급이 

1.5배야! 말이 1.5배지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우리 카페의 

경우는 저녁 알바가 다음 날 재료도 다 보충해놓고, 바닥 청소도 해놓고, 야 이거 

완전 토종꿀 섭취할 일만 남았다 싶었지. 그런데 변수는 술이었어. 세상 모든 취객이 

우리 카페에서 정모하는 줄 알았단다. 토사물 치우는 게 필수 일과였다면 믿어지니? 

내 토도 더러운데 남의 토를 매일같이! 한번은 잔뜩 만취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카페 벽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일도 있었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날도 새벽이었는데 

진동벨 하나가 사라진 거야. 계속 찾다가 화장실에 가보니 손님이 화장실 변기에 엎드려 

계셨어(feat.바닥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벨) 근데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길래 

나라사랑 동문사랑이라고, 퇴근길에 기숙사까지 모셔다드렸어. 점장님은 나의 

이런 선행을 아실까? 아, 참고로 뭔가 기대할까봐 말하자면 그도 남자였어! 

낮 시간보다 손님은 적은데 황당한 일이 워낙 많아서, 야간 알바를 

하려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단단한 멘탈 탑재가 필수야. 학기 

중이라면 다음 날 오전 수업도  

절대 금물!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야간 알바의  

최대 장점은 시급이야. 그리고 새벽 4시를 넘기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내 개인 시간이 생기지. 이 시간을 옹골차게 활용하리라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몸과 마음이 나날이 피폐해지더라. 

야행성이고 뭐고 새벽에 일하고 오전에 잔다는 건 욕 나올 만큼 끔찍한 일이었어! 

아니 단순히 시간만 뒤바뀐 건데 육체에 와 닿는 느낌이 이건 좀 아니야. 여덟 시간을 

똑같이 자도 질적으로 다른 수면이라고 해야 할까? 한번은 벌겋게 취한 영감님이 새벽에 

들어오셔서 소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으시더라? 그러고 주머니에 손만 넣고 계시기에 

“손님~ 돈 주셔야 합니다” 했더니 글쎄 “내가 돈도 없는 줄 알아?!” 빽 소리 지르고 10원짜리 

몇십 개를 계산대에 팽개치고 나가버리는 거야. 아아… 세어보니 칠십 개였어. 살면서 언제 

한번 돈벼락 맞고 싶단 생각은 했는데 이딴 식으로 맞을 줄은…. 취객 뺨치게 힘든 건 또 

편의점 물류가 야간에 들어온다는 점이지. 뒤풀이한다고 깽판 쳐둔 파라솔테이블 

치우는 건 덤! 거기다 편의점 음식을 섭취하는 빈도까지 느니까 걷잡을 수 없이 

안팎으로 건강이 좀먹는 느낌이었어. 확실히 득보다 실이 많다는 느낌. 아는 

동생이나 친구에겐 절대 추천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질 

좋은 수면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오전  

알바를 구하겠어!

01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새벽 타임으로 두 달간 일한 P군(25세)

02 편의점 야간알바로 일한 P군(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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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가 흘러가면서 찌는 건 내 살이요, 나날이 홀쭉해지는 건 내 지갑이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알바 자리를 알아본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시간이 안 맞고…. 그러던 중에 새벽 타임 근무, 즉 야간 알바를 발견했다. 어차피 집에서도 매일 새벽까지 깨어 있는데 그 시간에 알바를 하면? 

시급은 세고 손님도 별로 없을 거고, 이거 완전 시간 활용 개이득 아닌가? 학과 신문에다 ‘[20대 이모저모] 편의점 야간 알바와 공부 병행해서  

토익 900 찍었어요’라는 수기를 쓸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러한 생각에 부풀어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야간 알바를 통한 참된 노동의 고통, 

거기에 뼈저린 플러스 알파를 느낀 생생한 경험담들. 당신이 미처 몰랐던 다이내믹한 야간 알바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소 늦게 자는 편이어서, ‘그 시간에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알바를 구했어. 

알바헤븐을 뒤져보니 ‘시급 9천원. 잘 웃고 말재주 좋은 여학생 

구합니다’라는 구인 광고가 있더라고? 주 3일 출근에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던바(토킹바)였는데 그냥 적당히 얘기 들어주고 술 좀 마셔주면 

되겠다 싶었지. 지금 돌이켜 보면 거기서 볼꼴, 못 볼 꼴 정말 많이 봤어. 학교 근처 

바였는데 들어올 때부터 만취해서 잔뜩 진상을 부리곤 다음 날 마주쳤는데 기억도 못 

하는 교수님도 계셨고! 치근덕대는 사람, 술 마시다 병 떨어뜨려 깨 먹는 사람, 토하는 사람, 

맥주 한 병 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사람 등 진상 유형도 셀 수가 없어. 일단 술 마신 사람 

얘길 들어줘야 하니까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느낌이었지. 어느 날은 취한 손님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아무리 거절해도 듣질 않길래 동네 세 바퀴를 뛰면서 추격전을 

벌인 일도 있었어. 그러다 마침 과 선배를 만나서 겨우 도망쳤지. 그 선배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밥 세 번을 샀다. 알바 하면서 비싼 양주를 실컷 마셔본 

건 좋았는데, 솔직히 대놓고 밝히기엔 좀 음습한 일이잖아? 내 경우는 

사장님도 좋으셨고 더 위험한 일은 없었지만,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다들 잘 알아보고 일했으면  

좋겠어.

그때가 겨울방학이었는데 잉여롭게 시간을 

보내자니 뭔가 아깝게 느껴져서 동네 피시방 야간 알바를 

하게 됐어. 집도 가깝고 새벽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이들 와서 게임을 

하겠나 싶었지. 그러나 그건 크나큰 미스테이크였다고. 일단 한산해 보이던 

피시방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어. 또 이게 셀프인 곳도 있다던데, 우린 라면 주문이 

들어오면 컵라면이고 봉지라면이고 모두 끓여서 갖다 드려야 했거든. 근데 주문이 

무슨 5분 10분에 하나씩 들어와! 내가 피시방 알바를 하러 왔는지 라면 가게 알바를 

하러 왔는지…. 토렌트 사이트 왜 차단되느냐고 성질내던 손님(자동 차단인데… 그거 불법 

프로그램인데…), 굳이 에어 커튼 밖으로 담배 연기 내뿜던 손님 등 많지만 가장 곤란했던 

건 오히려 학생들이었어. 피시방은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금지거든. 

한번은 신분증 검사를 하려니까 “내가 진짜 성인이면 어떡할 거냐”고 바득바득 우기다가 

현장을 급습한 담임선생님께 붙잡혀 끌려간 학생도 있었어. 밤새 깨어 있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담배 연기 맡고, 사장님은 무슨 피시방 알바한테 치마 입고 화장하고 

오라 하고, 종종 취객이 들이닥쳐서 물 달라 술 달라 난리를 피워. 집 근처고 

방학이라 얼마 하다 관뒀지만, 이때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신 

야간 알바를 하지 않을 것 같아.

03 모던바에서 8개월간 일한 H양(24세)

04 피시방 야간 알바로 일한 K양(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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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은 게스트 하우스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 친구의 꿈도 같다. 취업도 힘들고 앞길도 막막하니까, ‘게스트 하우스나 차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게스트 하우스 주인을 하면 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유 시간에 책도 읽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면 정말 좋겠지?’ 로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를 차린 친구를 직접 찾아가봤다. 친구야 너는 로망처럼 살고 있니?

로망은 로망일 뿐. 과연 마냥 좋기만 할까?

네가 게스트 하우스 주인이 된다면 생길 일

7:00~10:00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한다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전날 술 마시고 지저분해진 것들 치우고 아침을 하기 시

작한다. 전날 술을 함께 마셨다 해도 예외는 없다. 손님들이 일어나면 조식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같이 먹기도 민망하고, 바쁘게 손님을 대하다 보면 오

히려 나는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된다. 체크아웃 시간인 10시가 다가오면 손님

들을 한 명씩 보낸다. 손님들과 어젯밤은 어땠는지, 불편한 건 없었는지, 오늘

은 어디로 갈 건지 계속 인사를 한다. 손님들이 모두 체크아웃을 하면 11시쯤

이 된다(벌써 일어난 지 4시간 째 ㅜㅜ).

# 주의: 피곤한 티 내지 않기

나는 게스트 하우스의 얼굴이다.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절대 피

곤한 티를 내지 않아야 한다. 어제 술 마시고 늦게 자서 컨디션 안 좋아도 얄짤 

없다. 손님들은 여행 와서 즐거워하는데, 게하 주인이 그 기분을 망칠 수는 없

는 노릇이니까. 분위기를 맞추는 건 당연하고 아침부터 무조건! 매일! 즐거운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

7:00~10:00 
이불 청소를 시작한다

11시에 손님이 모두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미친 듯이 베갯잇을 벗기고 사용

한 수건을 주워서 세탁기에 넣는다. 방 곳곳을 걸레질하고 청소기를 돌린다. 

덮는 이불은 매일 햇빛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옥상행이다. 그 무거운 이불 

20개를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침대로 가지고 내려와야 한다. 이불

을 팡팡 털어 널고, 다음 이불을 너는 과정을 반복하고 방 청소를 마치면 보통 

4~5시쯤이 된다(더러운 이불이 있어서 부분 빨래를 해야 한다면 더 오래 걸

린다). 솔직히 혼자 하긴 무리지만,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에서 

깎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주의: 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불은 온갖 게 다 나오는 요술창고다. 머리카락, 코딱지, 먼지, 쉬야, 심지어

는 똥까지.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 커버를 들어 올리면서 느끼는 공포감

을 매일 아침 이불을 걷으면서 느낀다. 게스트 하우스의 위생은 평가에 중요

하게 작용한다. 이불을 매일 관리하는 건 이젠 당연한 일! 하지만 멘붕 3종 세

트(토, 쉬, 응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된다. 아직 나는 실물을 발

견하지 못했지만 옆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술에 취해 똥을 싸고 이불로 덮은 

후 도망가신 손님이 있었다고.

#  게 스 트  하 우 스  주 인 의  하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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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0:00 
휴식 및 손님 맞이

밥을 먹고 좀 쉬고 있다 보면 저녁을 먹은 손님들이 게스트 하우스에 들어온

다. 손님들은 정말 다양하다. 그래도 손님들은 대체로 게스트 하우스에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쭈뼛거리며 어색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게스트 하우스 주인이 나서야 한다. 이 사람은 어

떤 사람인지,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 파악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혼자 여

행 온 손님은 다른 분과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여기서 필요

한 능력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다.

# 주의: 예약 전화 받기

하루 종일 예약 전화가 온다. 20명 정도 수용하는 게스트 하우스 기준, 매일 

100통 이상의 전화를 받는다. 하루 중에 쉴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오후 

5시~6시)인데, 쉬거나 좀 자려고 해도 예약 전화가 계속 온다(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 밤에도 손님에게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답을 바로 해줘야 하니까 

알람 소리에 자동 반사하게 된다. 블로그, 구글독스, 전화, 문자, 에어비앤비 

등 여러 통로로 예약을 받으니까 휴대폰을 수시로 체크하는 건 덤이다.

+
중간중간 손님을 맞이한다

체크인은 3시부터다. 하지만 보통 손님들은 짐을 맡기러 12시쯤부터 오기 시

작한다. 청소하고 있는 도중에도 당연히 손님들이 온다. 그 손님들이 짐만 딱 

맡기고 여행을 하러 가는 건 아니다. 화장실도 가고, 머리도 감고, 게스트 하우

스 구경도 한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를 여행하는 게 좋은지, 교통편은 무엇이 

좋은지 물어본다. 처음 만난 손님에게 도시를 설명해주는 건 즐겁다. 하지만 

중간중간 손님들은 계속 오고 청소는 방해 받고, 이렇게 조금씩 날아가는 시

간은 다 나의 쉬는 시간이다.

~17:00 
화장실 청소 및 실외 청소

방 청소가 끝나면 화장실, 주방을 청소한다. 부엌 가스레인지, 식탁, 창고 계단

까지 모두 청소를 하면, (아직도) 실외 청소가 남았다. 혹시 밖에 어제 게스트 

하우스 손님들이 버린 쓰레기가 있는지 살펴본다. 게스트 하우스 주변 전봇

대, 구석진 곳을 둘러보면 꽁초가 거의 100% 확률로 발견되니 치운다. 들어오

면서 대문 앞, 마당, 현관 등을 정리한다. 오후 5시쯤 청소가 모두 끝나면 손님

들이 오기 전에 밥을 먹는다.

# 주의: 화장실 귀퉁이 곰팡이, 음식물 쓰레기를 놓치지 말 것

왠지 온종일 청소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게

스트 하우스 주인이 하는 집안일은 평소에 본인이 하고 있던 가사 노동의 100

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처럼 평소에 자기 방도 치우지 않던 사람이 게

하 주인이 된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스트 하우스는 잠시 들렀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고 가는 곳이니까 구석까지 눈에 띄게 마련이다. 구석

에 있는 먼지, 화장실 귀퉁이에 있는 곰팡이, 부엌의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허

투루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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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3:00
파티

8~9시쯤이 되면 보통 치맥 파티를 한다. 여행 온 사람들이 9시에 잘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보통은 게스트 하우스 주인이 제안해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게 

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얘기 나누고, 서로에게 여

행 정보를 얻기도 한다. 파티는 23시쯤에 끝내려고 노력하지만, 새벽까지 이

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때 내 역할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신경을 바

짝 쓰며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 주의: 만취 피플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과 달라진다. 여행을 와서 더 즐겁고 편안

한 분위기여서인지, 취하는 손님이 왕왕 있다. 여기서 자기 주량을 처음 확인

하는 사람도 많다. 술을 마시면 더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시간이 지났는

데도 더 놀게 해달라고 징징거린다. 시끄럽기도 엄청 시끄럽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는 거다. 게스트 하우스 주인은 분위기 

맞춰서 매일 술을 마시고, 분위기를 책임지고, 매일 술 마신 사람들의 진상을 

받아줘야 한다(휴우). 나에게는 일상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행이니까.

12:00~ 
취침

밤 12시에 손님들에게 소등을 부탁한다. 소등을 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고 시

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께 방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빠르면 1

시, 대체로 2시에 잠든다. 잠이 너무 부족해서 눕자마자 골아떨어지는데, 술을 

몰래 방에 갖고 들어가서 마시는 사람, 새벽에 게스트 하우스에 들어오는 사

람 등 밤에도 계속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 주의: 토는 누가 치우나, 내가 치우지!

게스트 하우스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배려심이 모자란 사람

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말이다

(뜨끔). 자다가 새벽에 우웨엑-! 소리가 들리면 그 방에 가서 청소를 한다. 새

벽 3시에 환기를 하고 남의 토를 닦고 있으면 ‘내가 왜 잘 다니던 직장 놔두고 

여기 와서 남의 토나 치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비수기 땐 길게 여행도 가고 편히 쉴 수 있다?

비수기 때 여행? 가능하긴 하다. 여행 

비용+비수기 수익을 성수기 때 다 벌어 놨다면 

말이다. 성수기 때는 사실상 휴일이 없다. 

방학 때가 보통 성수기라고 하면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해야 한다. 사실상 휴일이 없다. 

성수기(여름방학, 겨울방학)가 끝나면 몸무게가 

2~3kg씩 빠져 있다. 손님이 적게 오는 날이나 

안 오는 날은 편해야 하는데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을 하면 편하게 놀지도 못한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려면 비수기 때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여행을 다니기도 쉽지 않다.

혼자 있고 책 읽을 시간이 많다?

게스트가 있을 때 계속 게스트를 돌봐줘야 

하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 내가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사람한테 치이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 한 

명과 대화를 끝내면 다른 한 명과 대화를 

시작한다. 적어도 성수기에는 혼자 있을 

시간, 책 읽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간도 마찬가지. 집이 곧 

직장이니까 내 공간이 따로 없다.

금수저다?

게스트 하우스로 수익을 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대형화된 

게스트하우스여야 수익을 내기 쉽다. 

30~50명 이상 돼야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그만큼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한다. ‘나처럼’ 돈이 없어도 

가능하긴 하다. 적은 돈으로 시작한 

게스트 하우스 주인은 돈을 빨리 벌기 

힘들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아주 아득바득 살고 있습니다용.

게스트 하우스 

주인에 대한 오해들! 

직접 물어 봤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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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 전부터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퇴사라니? 입사부터 좀 하고 나서….” 솔직한 심정으로, 입사도 못 한 처지에 퇴사를 고민한다는 

건 하이레벨 김칫국 드링킹이 아닌가. 그런데 웬걸, 직장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사학교’를 

찾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변에 퇴사하는 직장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오늘날, 

퇴사는 더 이상 낙오자, 실패자들의 선택지가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퇴사학교’의 교장 장수한 대표에게 “입사하기 전부터 퇴사를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퇴사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퇴사학교’라는 이름이 독특한데, 퇴사를 도와

주는 곳인가요?  

저희는 퇴사를 권하지 않아요. 오히려 퇴사를 

말려요. 십중팔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이유로 홧김에 퇴사를 결심하는 경

우가 많거든요. 그 준비라는 건 내 실력과 적성

을 찾기까지의 단계를 말해요. 예전에 당장 내

일이라도 퇴사할 거라고 찾아온 한 신입사원 

분의 말이 기억나요. ‘퇴사학교’가 퇴사액셀러

레이터인 줄 알았는데 퇴사브레이커였다는 말

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퇴사’ 

자체보다는 퇴사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돌아가세요.  

1 2

‘퇴사학교’ 교장 

장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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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도 ‘퇴사학교’를 만들기 전까지는 평범

한 회사원이었다고 들었는데, 퇴사를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가장 컸어요. 

저는 2011년도에 삼성에 입사해서 4년 반을 

다녔는데 그동안 전략 기획, 사내  벤처, 글로벌 

영업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물론 돈도 

많이 받았고 경력도 쌓았고요. 사실 1년 정도

면 대부분의 업무는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부

터는 허무함의 연속이에요. 이미 배운 걸 갖고 

계속 소모하는 일뿐이거든요. 회사란 거대한 

조직이 개인의 커리어나 성장을 신경 써주지 

않고 소진하는 용도로만 취급하기 때문이죠.    

퇴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

나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충분히 모든 걸 

다 경험한 상태였어요. 매일 야근하고 남들보

다 두 배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

어진 일을 소화했어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좋

은 평판을 얻었고요. 4년 반이라는 시간을 굉

장히 밀도 있게 나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어간 

거죠. 그렇게 경험해 갔던 것들로 인해 확신의 

단계로 올라간 것 같아요.      

퇴사를 결심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있

다면?    

모든 문제는 먹고사니즘과 직결돼 있어요. 무

엇을 하면서 먹고살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회사를 취미로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회사에 얽매이는 거죠. 취업 아니면 먹고살 길

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취업에 목매고, 그

럴수록 주도권은 회사에게 넘어가죠. 저는 퇴

사할 때 1년 동안 실험을 해보자고 결심했어

요. 1년간의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켜줄 것

이라는 전제를 미리 정했고, 비록 실패하더라

도 그마저도 나의 자산이 되리라고 주문을 걸

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미리 퇴사에 대해 고민하면 더할 나

위 없이 좋겠죠. 지금 20, 30대 분들은 부모세

대와 확실히 달라요. 근속 연수는 계속 짧아지

고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계속 사

라지는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취업, 고용, 대

기업 같은 구시대적인 것만 붙잡고 있어요. 취

업에 실패한 게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치 자신이 무능하고 노력을 덜한 것처럼 생

각하죠. 반대로 직장인들은 퇴사를 하고 싶어

서 난리고요. 이렇게 모순된 사회가 왜 나타났

는지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교육이었어요. 자신

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성찰 없이 남들이 정해

준 좋은 회사나 취업만 쫓으니까 30대가 돼서 

두 번째 사춘기를 겪는 거죠.     

‘퇴사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하나요?

모두가 와야 하는 공간이에요.(웃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

에 거의 똑같은 문제에 처해 있어요. 20년간 받

아왔던 교육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간의 괴

리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요. 오늘날 대학교

의 다양한 학과들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의 일

자리에 대해 알려주지 못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잘하기 위한 실력을 쌓기 위해

서는 재학습이 필요한데, 그걸 제공하는 플랫

폼으로 퇴사학교가 등장한 거죠.  

‘퇴사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수업은 앞단과 뒷단으로 나뉘어요. 앞단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왜 취업 모델은 

끝났고, 왜 취업을 해도 인생은 힘든지. 내가 좋

아하고 잘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방향성도 함께 얘기해요. 뒷

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선생님들과 

분야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요. 현업 기

반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서 ‘퇴사학교’의 선생님은 퇴사 경험이 있는 

분만 될 수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

는 먼저 퇴사를 경험한 인생의 선배 느낌이죠.      

1.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한 ‛무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퇴사학교’ 인기 강좌, 

<퇴사학개론>의 수업 현장

  

2. 삼성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고민과 퇴사 

이후 삶에 대한 성찰이 

담긴, 취준생 필독서 

『퇴사의 추억』 

3. ‘퇴사학교’는?

직장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꿈을 찾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와도 좋은 학교!

직장인들이 저마다의 꿈을 찾아 건강하게 퇴사

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라고 소개하셨더라고

요. ‘건강하게 퇴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사회적으로는 ‘퇴

사’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오는 걸 뜻해요. 현

재 신입사원 퇴사율이 30퍼센트가 넘고, 3년 

차 퇴사율은 80퍼센트나 돼요. 그 말은 대부분

의 사람이 퇴사를 한다는 건데 여전히 우리 사

회는 퇴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당연히 거

쳐야 하는 커리어의 과정일 뿐인 거죠. 두 번째

는 개인적인 의미예요. 지금까지 의사결정 기

준이 외부에 있었다면 이제 내부로 바꾸는 거

예요.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실력

을 쌓고 성장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거죠. 개인

에 따라 그건 더 좋은 회사로의 이직일 수도 있

고, 창업이나 창직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20대 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의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세요. 결국 

누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느냐의 문제인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

겠어요. 저만 해도 가끔씩 페북 메신저로  만

나보고 싶다고 대학생 분들이 연락을 해오세

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경험

의 폭이 넓어지겠죠. 책도 많이 읽어두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 제 인생의 책

인데, 취업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들을 배웠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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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모자란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마치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말해주

던 이들이 있었어요. 너는 좋은 마음을 가졌으

니 잘 될 거야, 나중에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

야,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거야, 그런 말들. 

생각해보면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깝지도 않았

어요. 그냥 어떤 술자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

를 소개시켜준 첫 만남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

자면) 그저 할 말이 없어 어색함을 깁듯 내놓

던 말이었습니다. 인사치레처럼 흔히 하는 칭

찬,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말한대도 빗나가

지 않을 만한 말들. 그 말을 다 진실이라 믿을 

만큼 순진하지도 않았죠. 들으면서도 알았습니

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이

도 그리 진심은 아니란 것쯤. 그렇지만 이상한 

건 다 알면서도, 그 말이 나를 키웠다는 사실입

니다. 정확히는 그 말을 믿고 싶어지던 순간이 

나를 키웠다고 해야겠죠.

누군가 나를 실제의 나보다 좋게 말하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

잘것없는 내 안을 다 알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

서 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말해주면 그 꽃이 정

말 거기 있는 것만 같았고 그 꽃을 잘 가꾸고 싶

어졌습니다. 때로 내가 남몰래 동경해온 사람으

로부터 지나치듯 그런 얘길 들은 날이면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적어두어야지, 

잊지 말아야지, 그가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이 되

겠다고, 그런 글을 쓰겠다고, 혼자 돌아오던 밤

에 몇 번이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졌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로 면접자들이 그 얘기를 

얼마나 와 닿게 받아들였을

지 모르지만,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었더

라면 면접의 당락으로 나의 가치를 저울질해보

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날은 마침 취업특집호에 면접 팁에 대한 기사

를 마감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

게 시작됩니다. “면접은 소개팅과 비슷하다는 말

이 있다. 어떻게 준비하든, 결국 그날 나를 마주

하고 앉은 면접관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 된다

는 얘기.” 그러니까 그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게 무슨 ‘결

격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란 거죠. 

10분을 얘기한들, 30분을 얘기한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면접관은 우리 회사와, 이 업

무와 잘 ‘맞는’ 사람일지(그건 또 얼마나 주관적

인 말인가요!)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대답은 평

범했지만 또 다른 대답이 예상외로 좋았기에 뽑

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팅이 그렇듯이요. 소개

팅 상대와 잘 되지 않았다면, 서로

의 어떤 부분이 끌리지 않았을 뿐

이지 그런 내가 틀리거나 잘못된 

건 결코 아니거든요. 

면접과 소개팅의 상관관계에 대

해 고찰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

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은 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아니었다면 다음이 

있을 것이고, 이번과 다음 사이에 우리는 조금 

더 나아져 있기도 할 거예요. 면접처럼 기대했

던 어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내게 결격 사유

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그 말을 믿으세요.

돌이켜 보면 사람들 앞에서 툭 하면 떨고,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아껴야 할지 몰라 남의 눈

치부터 보던 지난날의 나를 키운 건 좋은 말들

이었습니다. 아픈 충고는 잘못 짚은 방향을 바

로잡아주긴 했지만, 그 자체로 나아갈 힘을 주

진 않았어요. 도움은 되지만 힘은 되지 않는 말, 

이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좋은 말들은 달랐습

얼마 전 본의 아니게(?) 면접실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으로요. 

자연스럽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맞은편에 앉

아 저질렀던 바보 같은 답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더군요. 바보 같기만 하면 다행이게

요. 떨기는 또 왜 그렇게 떠는지, 쫄보 인증 대

회에 나온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쫄보임을 증

명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오는 면접자들을 보니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

담을 던져보았지만, 농담에마저 성실하게 답하

려다 더 당황하는 것 같았으므로 대략 실패…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데, 면접에선 이렇게 떨고 있지만, 

준비한 답변도 자꾸만 꼬여서 제대로 내놓지도 

못했지만, 실제로 일하게 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는데ㅡ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불과 이십여 분 만에 모든 것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게(검증할 수 있다고 믿는

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여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면접에 함께 들어간 동료 직원이 면

접자들을 보내기 전에, 꼬박꼬박 이런 얘길 하

더군요. 혹시 떨어진대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 면접이란 자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기에, 생경하면서도 조금쯤 반가워

제대로 여물지 못한 마음이, 물처럼 햇볕처럼  

그런 말들을 그토록 필요로 했으니까요. 

나를 키운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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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이켜 보면 어린애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단 생각을 나중에야 했

습니다. 제대로 여물지 못한 마음이, 물처럼 햇

볕처럼 그런 말들을 그토록 필요로 했으니까

요. 정작 말한 사람은 잊고 있는데, 혼자서만 오

래도록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단비 같은 그 

말을 기억하고, 뿌리 끝으로 그 물을 흠뻑 끌어

올리며 어떤 마음은 자랐지요. 잡초인 줄만 알

았던 것이 꽃을 피운 어느 날, 나는 분명 기억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이 싹도 못 틔운 채 

말라버리지 않도록, 물이 되어주었던 말을요. 

생각해보면 우린 이미 많은 말들에 기대어 여

기까지 왔습니다. 매일같이 보는 친구가 드물

게 생일에 써주는 편지를 읽을 때, 누군가로부

터 뜬금없는 칭찬을 들었을 때, 여행지에서 만

난 낯선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환대할 때 어딘가 쑥스러운 기분으로 고양되는 

건 그래서입니다. 그 말들을 딛고 앞으로 나아

가려 하기 때문이죠. 나도 믿지 못하는 내 미래

를 믿어주던 말, 나도 모르던 내 장점을(심지어 

단점으로 여겼던 어떤 부분을) 반들반들하게 

닦아 보여주던 말, 다 진심은 아니었다고 해도 

그 순간에 너무나 필요했던 말. 그 말들이 우리

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닿은 좋은 말을 믿으세요. 사

정도 모른 채 쉽게 하는 충고는 잊고, 상처 되는 

말은 접어두고… 듣는 순간 여러분을 조금쯤 쑥

스러워지게 했던 그 좋은 말들을 딛고 앞으로 나

아가세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 말

고, 무엇이 될지 모를 씨앗이 있다고 믿으면서

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요. 내가 

그랬듯이, 어디선가 내가 하고도 잊은 어떤 말을 

품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기

쁜 일일 테니까요. 때로는, 짧은 말 한 마디가 우

리를 가장 멀리까지 가게 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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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균의 낱말퍼즐
보내드린 책은 잘들 읽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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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엄마됨을후회함)

세 분을 선정해 엄마들에게 강요되는 모성에 대해 다룬 책 『엄마됨을 후회함』(반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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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열쇠 ]
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서 ‘달콤한 방’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의와 하의가 한 벌로 구성되는 ‘정장’처럼 객실과 거실 등 2개 이상이 한 

묶음으로 구성된 방이라는 뜻이었다. #나만바보야?

2.  2016 노벨문학상 수상자. “호머나 사포 등 그리스 시인들의 시는 원래 공연으로 

듣는 것이었다. OOO은 미국 음악의 전통 내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 

3.  집에서는 동현이 아빠,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는 조영구의 동아줄, <라디오

스타>에서는 게스트 저격수(혹은 먹잇감), <복면가왕>에서는 답 없는 아무말러. 

4.  ‘큰 소리로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노래 부른다’는 뜻의 사자성어. 높을 O, 소리 

O, 놓을 O, 노래 O

5.  비:파크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더 좋은 일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을 연구

한다’는 취지로 세 명의 진행자와 한 명의 게스트가 조합을 이뤄 한 시간여의 방

송을 만든다. #불안을없애는돈관리의기술 #일벌리기의기술 #혼자살기의기술

6.  2016년 제7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 수상자. 가

수로 더 잘 알려진 그녀는 수상 후 인스타그램에 트로피 사진과 함께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메리칸호러스토리

7.  “1편에서 더는 자라지 말았어야 할 OOO OO가 성장하는 순간 영화의 재미는 

반감된다. 왜 결혼과 육아를 뻔하게 고민하는 OOO OO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OOO OO가 보고 싶었을 뿐이다.” by 김현

수 「씨네21」 기자

8.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에 대해 국회의원이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공개 

청문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드러나는 일정이다. 

9.   제45회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동시에 영화사 최고의 3부작으로 손

꼽힌다. #영화는안봤어도익숙한OST #거절하지못할제안을하지

10.  ‘달콤한 비밀통화’라는 부제를 달고 8월부터 방영 중인 새 예능 프로그램.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익명의 ‘캔디’와 비밀통화를 통해 교감, 소통하는 폰중진담 

리얼리티”를 표방한다. 

11.  올해로 13주년,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산 MMORPG 게임. 전사, 마법사, 궁수, 

해적 등 각각 고유한 직업 계열 및 직업군이 있으며, 직업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나 스토리에 차이가 있다. #It’syourstory

12.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어 일본 정부마

저 ‘죽음의 땅’이라 공식 선언한 지역.

13. ‘가을 OO 머리에는 깨가 한 되다’

14.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축가1순위 #월간윤종신

15. <샤이닝> ∩ <미스트> ∩ <쇼생크 탈출> ∩ <그린 마일> ∩ <언더 더 돔>

16.  아르마딜로와 더불어 포유류 중 등껍질을 가진 동물. 식재료·약재로 쓰기 위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매되는 동물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17.  “제가 알레르기 OO 환자라서 잘 아는데요, 꽃가루가 날리거나 감기 걸려서 심

할 땐 정말 코를 뜯어버리고 싶어요.”

18.  (1) 모던 록 밴드 My Aunt Mary의 대표곡 (2) 리무진 버스를 타세요 (3) 김하늘, 

이상윤 주연의 수목드라마

19.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죽이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보통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뜻한다. 

20.  <러브레터>, <4월 이야기>,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하나와 앨리스>, 그리고 지

난 9월 개봉한 <립반윙클의 신부>의 연출자. 

21.  관광객을 뜻하는 중국어이자,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용어. #遊客

22.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원액 위에 생기는 갈색 빛 크림. #이북읽어주는남자

23.  맛과 모양이 호두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 영양분이 

많지만 보기보다 칼로리도 높다. #파이

795호 해답
가로열쇠 광역시부산국제영화제사투리순대마린시티어묵응답하라일구구칠성시원오뎅드론쇼아주라부산갈매기봉래산장률해운대만디버스저축은행용호동서면거인영도다리 세로열쇠 문

화로융성하는부산광안리시티투어태종대국제시장사직야구장마이비카드칠성파디오라마월드원아시아페스티벌부산불꽃축제갈맷길기장군봉수대해동용궁사만물의거리밀면동백섬오륙도

서병수
[ 가로열쇠 ] 
1.  몇 권 보다 보면 어느새 초밥집을 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만화. 만

화가 데라사와 다이스케가 전작 『미스터 아짓코』에 이어 요리배틀만화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밥을 맛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는 등 오버액션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2.  SBS <K팝스타> 출신으로, 현재는 안테나뮤직 소속 아티스트. 지난 4월 첫 앨범 

<I AM SAM>을 발표한 이후, 같은 프로그램 출신이자 소속사 동료인 권진아와의 

듀엣곡 ‘여기까지’가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3.  은지원(리더, 랩), 이재진(랩, 안무), 김재덕(랩, 안무), 강성훈(리드보컬), OOO(보

컬, 랩), 장수원(보컬) #신곡세단어엔없지만 #팬들마음속엔있는세단어

4.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 올해 8월 미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무인 

탐사선 ‘주노’가 이 행성의 궤도에 진입했다. 

5.  포장되지 않은 들길을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 #산악달리기

6.  네이버, 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중 가장 인기 많은 곰 캐릭터. 여동생

의 이름은 초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 5만 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

다. #니가사람보다낫다

7. 하정우, Butterfly, 스키점프

8.  “고민이 많은 깊은 밤에도 떨어지는 별을 주워 웃어도 내 머릿속의 얼음들을 해

에 걸어 보내기로 꼭 약속해요” #행복하길

9.  하석진·박하선 주연의 tvN 월화드라마. #씬스틸러김기범

10.  유럽·미국 등을 여행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가 버스의 일종. 종류

가 많지만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전망좋은2층 #화장실이있는1층

11.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가리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일곱 발

자국 걷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면서 OOO 같은 소리

를 내었다.” #Lioncry

12.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로 불리는 나라. 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배

경이 된 나라. 카리브해에 자리 잡은 섬나라. 

13. 포도주와 쾌락의 신. #늦게와서흥을다깨버린사람에게는반드시책임을묻는다 

14.  「대학내일」 793호 21p 中 “남들 눈이 없는 실내에서 전동휠을 체험할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에도 민망해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 #마포구양화로23길42

15. 가을을 찬양할 때 흔히 쓰는 사자성어. 

16.  국가 간 협정을 맺어 청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

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네덜란드뉴질랜드대만덴마크독일

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체코칠레캐나다

포르투갈프랑스헝가리호주홍콩

17.  목 중앙에 위치한 신체 기관. 암 발병률이 가장 높아 1년에 발생하는 환자만 약 

4만 명 정도다. 특히 여성 환자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므로 예방을 위해선 면

역력을 키워야 한다.

18.  (1) 70~80년대 동네에서 하던 공놀이 (2) 일종의 꼼수 (3) “And we play 

comes and goes~”

19.  특정 행사에서 요구되는 복장을 뜻하는 말. #TPO

20.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탈레랑

21.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면서 즐거움을 느

끼는 행동. 못 만들었지만 재밌게 본 영화, 통속적이라 꺼려지지만 자꾸 듣게 

되는 노래 등을 뜻하기도 한다.

22.  2020년 미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유명 래퍼 겸 프로듀서. #YEEZUS

23.  허인창의 제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비트와 밀당을 하는 힙합밀당녀’로 전락했

지만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제시에게 “10년 후에는 어쩌면 제2의 윤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극찬을 받았던 래퍼. #내이름이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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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운 현실이 나와 그를 짓눌렀고, 힘들지 않

은 척 애써야 하는 일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관계를 놓아버리려 했던 때 그는 처음으로 화

를 냈다. 늘 너를 존중했지만 이번엔 네가 틀린 

거라고. 각자 힘들지 말고 같이 좋은 일을 만들

어 가자고. 닿은 그의 손이 너무도 

따뜻해서, 그와 함께라면 모든 어

려움을 헤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새 

그는 매번 미안하다 말하고 있었

다. 약속만큼 좋은 사람이 되지 못

한 걸 미안해했다. 그럼 나는 무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사과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는 계속 

사과를 거듭했다. 그럴수록 나는 외로워졌다. 

괜찮은 표정을 짓는 일도, 외로운 내색을 하지 

않는 것도 지쳤다. 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바라

보는 나 역시 무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만

해야겠구나.

그렇게 그와 다시 만나지 않을 사이가 되었다. 

나와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반드시 내게 좋은 사람이어야 했

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괴롭혔다. 나 역

시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건 서로가 멋대로 기대해버린 환상에 불과했

다. 혼자의 판타지를 상대방과 스스로에게 투

영해왔던 것이다.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다

는 말이 아니다. 너도나도 부족한 것 많은, 각자

의 사정이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이었다.

밤이 길어지고 제법 쌀쌀한 바람

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다. 여름에

도 쉽게 손발이 차가워지는 나는, 

얼음장이 되어버린 손끝을 느끼

며 가을을 맞는다. 계절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는 내 시린 옆구

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질문. “너 안 외로워? 

소개팅 안 할래?”

외롭다. 그래도 소개팅은, 연애는,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이다(엄마아빠 미안). 연애하지 않아

서 외로운 게 아니므로. 처음부터 혼자를 고집

한 건 아니다. 한때는 피둥피둥 살이 오른 내 

두 볼을 귀엽다고 매만지던, 내가 맛있는 걸 먹

고 좋아하는 게 보람차다며 입에 단것을 채워

주던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관계와 별개로 힘든 일이 늘어갔다. 그

는 바빴다. 주말 데이트를 할 때면 피곤하지 않

다고 말하면서도 10분에 한 번씩 하품을 해댔

다. 나를 만나는 것보다 밀린 잠을 자는 게 그

에게 훨씬 필요한 일 같아 보였다. 온갖 불행에 

치여 만신창이가 된 밤, 위로 받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잘 자’뿐

이었다.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사람 못 자게 

붙잡는 철부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Who + 임현경은? 외로운 사람은 가을바람에 맥주나 마십니다.

연애 안 하냐고 묻는 당신에게

연애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접기로 했다. 적어도 타인으로부터 비롯된 외

로움은 겪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연애하지 

않은 시간’을 헤아려보면 손가락이 제법 여러 

개 접힌다. 주변에서는 청춘을 홀로 보내는 것

이 안타까웠는지, ‘연애 안 하냐’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늘 똑같다. “둘이 외로운 것

보단 혼자 외로운 게 나으니까.”

누군가는 못 하는 걸 안 한다는 핑계로 위안 삼

지 말라고 충고했다. 다른 누구는 연애의 달콤

함을 자랑하며 안쓰럽다는 시선을 보냈다. 그렇

게 무능력한 사람 또는 우울한 사람으로 낙인찍

히며 지내던 어느 날, 마주 앉은 남자가 물었다. 

“왜 연애 안 합니까?” 일 때문에 가진 술자리에

서 어색한 공기를 깨고 싶었던 모양이다. ‘왜’가 

참신했지만 나는 언제나와 같이 대답했다. 그러

자 그가 말했다. “그렇군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

나고 있다면, 나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겠네요. 외로울 걸 알면서도 시작한 거니까.”

그날 집에 돌아가 잠들 때까지도 내내 그의 말

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

람……. 맞는 말이었다. 내가 나 때문에, 혼자 

외로운 건 견딜 수 있어도 ‘누구 때문에’ 외로운 

건 참을 수 없으니. 어쩌면 지금의 나는 나보다, 

아니 나만큼 누군가를 좋아할 준비가 되지 않

은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그럴 여력이 없다. 하

지만 내가 날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비

연애’ 중인 스스로를 걱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

러니까 결론은, 더는 슬픈 표정으로 연애 안 하

냐고 묻지 말아 달라는 거다. 2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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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대학내일을 읽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대학내일에서 만나고 싶은 기사들을 적어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readers@univ.me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매주 5명을 뽑아 1인당 ‘H.O.P.E 츄어블비타M’, 

‘H.O.P.E 츄어블비타D’, ‘H.O.P.E 아이시안’ 총 3가지 제품을 드립니다.

독자 선물 당첨자 발표 이가영 (7606) / 이은혜 (2640) / 강수인 (3335) / 공새은 (9248) 

No.795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18기

기획재정부 

 ‘한국경제 학습전시관’ 명칭 선정 

대국민 투표 이벤트

교육부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수기 공모전

여러분께 
독자 선물을 
드립니다

내 몸을 생각한 CJ제일제당의 달콤한 디저트! ‘H.O.P.E 츄어블비타M’과 ‘H.O.P.E 츄어블비타D’로 달콤한 기분 전환은 물론 건강도 챙겨보세요.

또 각종 전자기기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눈이 피로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H.O.P.E 아이시안’으로 눈을 맑고 생생하게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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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16년 10월 25일(화) ~ 

2016년 11월 7일(월) 17시 마감

대상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파견지역 인도, 베트남, 중국, 라오스

+

일정 2016년 10월 24일(월) ~ 2016년 11월 18(금)

대상 전국 초·중·고 및 대학 재학생

상금 초·중·고 및 대학생별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30만원, 장려상(5명) 10만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진행하는 국제 

자원봉사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에서 18기 단원을 

모집한대. 파견지역은 인도, 베트남, 중국, 

라오스로 2017년 1-2월 중으로 파견 

갈 예정이야. 평소 해외 봉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겐 절호의 기회! 보람찬 

봉사 활동으로 격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교육부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대. 교내 스포츠클럽이나 

리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감동적인 

사연을 주제로 수기를 써봐. 분량은 A4 2장 

이내. 수상작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되거나 전시회 개최, 기념품 

제작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센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거야.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교육부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수기 공모전
www.ksslc.or.kr

HOT ISSUE 대학생만의 특권! 
Editor 정수민 ryoinning@univ.me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18기
happymove.hyundaimotorgroup.com

+

일정 2016년 10월 31일(월) 마감

발표 2016년 11월 7일(월)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명)

기획재정부

‘한국경제 학습전시관’ 명칭 선정 
대국민 투표 이벤트
www.together70.or.kr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 학습전시관’의 명칭 선정을 위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대. 한국경제 학습전시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야. 명칭 후보로는 대한민국경제발전관, 

한국이코노미파크, 대한민국경제사박물관이 있어. 3개의 후보 가운데 가장 

우수한 명칭 1건에 투표를 하면 추첨을 통해 투표 참여자 1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고 해.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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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

대외활동

주최 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혜택

한국경제신문 29초영화제 2016 29초영화제 서포터즈 2개월 ~ 10.26 수료증 발급,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인턴 채용 우대

㈜롯데리아 ㈜롯데리아 트렌드 리포터 11기 약 4개월 ~ 10.30
제품교환권 지급, MD용품 제공, 수료증 지급, 문화혜택 제공, 

우수 활동자 상품권 증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7대한민국한옥박람회 4일 ~ 11.4 활동비 지급, 수료증 발급, 교육 프로그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18기 1개월 ~ 11.7 항공비, 현지 체재비 지원

LG LG dream Challenger 8기 주니어멘토 약 1개월 ~ 11.7 수료증 수여, 유니폼, 드림플래너, 개인 브랜드 명함, 각종 기념품 제공

하나금융그룹 제8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 약 3개월 ~ 11.8 우수팀 해외 탐방 및 장학금 지급, 인턴, 신입 공채 시 우대, 활동비 지급, 수료증 발급

아산서원 아산서원 제11기 1년 ~ 12.26 인문 교육, 해외 인턴십 지원, 해외 탐방 지원 

강연·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교보문고, 대산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교보아트스페이스 

<절망을 딛고 피어난 꽃, 청록집>展
http://bit.ly/2e6490Z ~ 10.24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 입장 가능

서울시청
제1회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 도시, 

사람 그리고 서울

http://brand.seoul.go.kr/seoulbrand/

community?article=10368
~ 10.29 참가비 무료

기획재정부
한국경제 학습전시관' 명칭 선정 

대국민 투표 이벤트

http://www.together70.or.kr/micro/popup/

pollPopup.do
~ 10.31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증정

유학네트 세계유학박람회 2016
http://www.eduhouse.net/wef/201611_wef/

event.asp?from_detail=1157669
~ 11.5 박람회 당일 이벤트 진행, 참가비 무료

우르오스
내가 원하는, 나만의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는?
http://www.ulos.co.kr/web/ ~ 11.6 우르오스 정품 및 우르오스 3종 KIT 증정

나이키 캠퍼스 NTC 라이브 www.nike.com/SEOUL ~ 12.2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참가비 무료)

HR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넥슨 컴퍼니
플랫폼 엔지니어, 게임 기획, 게임 아트, 프로그래밍, IT 

엔지니어, 게임 사업, 경영지원
https://career.nexon.com/index.html ~ 10.25 2016 넥슨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전력공사 사무, 송배전, 통신, IT http://recruit.kepco.co.kr/ ~ 10.26 2016년 제3차 대졸 수준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코리아중앙데일리 뉴욕타임스 마케팅 공모전 2016 마케팅 ~ 11.6 최우수상(1팀) 80만원, 마케팅 전략 우수상(1팀) 30만원, UCC 우수상(1팀) 3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디지털 영상·웹툰 공모전
영상, 웹툰 ~ 11.7

웹툰: 대상(1팀) 200만원,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장려상(5팀) 30만원, 가작(5팀) 소정의 기념품/영상: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1팀) 200만원, 우수상(2팀) 100만원, 장려상(5팀) 30만원, 가작(5팀) 소정의 기념품

월트디즈니 고로그 스타워즈 UCC 챌린지 UCC ~ 11.11
대상(1팀) 500만원, 본상(2팀) 100만원, 브랜드별 특별상(4팀) 50만원, 

사진상(2팀: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지니뮤직, 한신대학교
genie 지니뮤직 공모전 

with 한신영상광고제
영상 ~ 11.14

기획서 부문: 최우수상(1팀) 250만원, 우수상(1팀) 100만원, 장려상(3팀) 50만원 

UCC 부문: 최우수상(1팀) 150만원, 우수상(1팀) 50만원, 장려상(3팀) 상장 및 부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4회 LH 대학생 광고공모전 광고 ~ 11.18
대상(1점) 500만원, 금상(1점) 300만원, 은상(2점) 200만원, 동상(4점) 100만원, 

장려상(20점) 상장 및 상품(20만원 상당) 

교육부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수기 공모전 수기 ~ 11.18 초·중·고 및 대학생별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30만원, 장려상(5명) 10만원

한국화이자
제1회 Pfizer Essential Health 

디지털 오픈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 11.25

아이디어 부문: Top 3 당선작 300, 200, 100만원 

프로젝트 부문: Top 1 당선작 200만원

설빙 제2회 설빙 브랜드 전략 공모전 마케팅 ~ 11.30
대상(1팀) 150만원, 최우수상(2팀) 100만원, 우수상(3팀) 50만원, 

장려상(10팀) 설빙 기프티권 10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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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 Editor 김민정 dodohanlife@univ.me | Illustrator 홍보람 

를 부탁해!일자리취업 준비. 열심히 하는데도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고용존’부터 찾아가보자.

지금 전국 
고용존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개설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멘토링-기업설명회
(소규모 취업콘서트)

한진그룹(대한항공, 진에어, 에어코리아) 

및 자동차 기계설계 분야 기업이 청년을 

위한 취업콘서트 진행.

위치 인천시 남구 제물포 스마트타운

문의 032. 725. 3112

청년이 웃는 일자리 매칭

채용박람회부터 취업 역량 강화 캠프, 

면접 메이크업 특강, 취업스터디 운영까지 

취준생에게 필요한 A to Z 제공.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1층

문의 044. 999. 1026

태양광 응용제품 전문가 과정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지역 특화사업인 

태양광 에너지 사업 과정 개설 및 운영.

위치 충남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천안 테크노파크

문의 041. 589. 0182

특성화고-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반도체, ICT 등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교육훈련 및 현장 직무체험 기회 

제공.

위치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4층

문의 042. 385. 0793

현대자동차 고용디딤돌

현대자동차의 우수한 실무 교육 훈련을 

청년에게 제공하고 전 과정을 수료할 

경우 협력업체로 채용 권장.

위치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 16층(2센터)

문의 062. 364. 9345

GS 인사담당자 멘토링

GS와 GS 협력사, 지역 유망 기업 등 

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 행사 개최.

위치 전남 여수시 덕충 2길 32(덕충동)

문의 061. 661. 2002

JOB-SUDA 취업박람회

취업 준비 컨설팅, 직무 상담, 

명사특강, 멘토링, 네트워킹 파티 등 

특색 있는 취업박람회 개최.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4층

문의 064. 710. 1900

지역인재 채용 공개 오디션(Job-Young Challenge)

스펙이나 외모가 아닌 잠재된 역량과 열정을 가진 진짜 청년인재를 

발굴, 채용을 알선하는 공개 오디션 진행.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1층

문의 063. 220. 8900

인사담당자 멘토링 및 직무수행 
완성 프로그램

매월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HR 멘토링 

데이 및 HR 직무교육 등 수시로 직무수행 관련 

프로그램 운영.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대로 178 KT빌딩 WEST 

1층 

문의 02. 739. 8166~8170

청년 취업 JOB-Ara! Festival

두산그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 설명회 개최. 두산그룹 

인사팀이 직접 진행하는 모의면접과 컨설팅 

기회 제공.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과학기술진흥원 2층

문의 055. 259. 3051

Create Your Job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직업군인 

빅데이터 전문가(빅토리), 빅데이터 기반 

AI Tutor 등 인력 양성.

위치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1층

문의 033. 76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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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이미 가까이서

시작되고

있다!

▶ 고용존이란?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허브. 청년들에게 일자리 매칭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계와 

대학, 고용복지센터 등을 연계해 기업과 청년 사이에 소통구를 마련한다. 다양한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대

상 별 맞춤형 고용·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스타트업-청년 매칭

경기도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매칭하는 프로그램.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지원센터 5층

문의 031. 8016. 1102

고용예약 matching

지역 내 고용예약제 기업군을 발굴하고 구미대 

스마트팩토리 과정, 자동차융복합·메가젠임플란트 

세일즈 엔지니어 양성 과정 등에서 키운 인력을 

중개함으로써 채용으로 연계.

위치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2층

문의 054. 470. 2614

청년 잡-매칭 채용 지원 서비스

전문 직업상담원이 기업의 구인수요를 상시 파악해 

인재 채용을 위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는 특화 서비스.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7

문의 043. 710. 5964

지역 특화교육 훈련 프로그램: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울산 지역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전문가 과정,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및 면접 실전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위치 울산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공학5호관 

2층

문의 052. 222. 9125

롯데 청년 취업 멘토링 데이

청년 인재를 필요로 하는 롯데 기업 담당자와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간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Job 

Cafe, 취업콘서트, 채용설명회, 多Job는 청춘 마당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층

문의 051. 749. 8945

카티아 SW설계 과정 운영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계해 ‘카티아 SW설계 과정’을 

수료한 청년 인재에게 채용 기회를 알선.

위치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3층

문의 053. 759. 6380

서울권 강소기업인 아트웨어가 고용존과의 상담을 

통해 청년 인재를 고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고용존은 상담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춘 아트

웨어만의 강점을 홍보하는 한편 근무조건 면에서 개

선해야 할 부분을 함께 체크했죠. 그 결과, 지난 6월 

서울 고용존에서 열린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통해 

원하던 인재상에 꼭 맞는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번 사례를 통해 단순히 청년 구직자에

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시각에

서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바라본 후 개선점

을 짚어내는 일까지! 우리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겠

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청년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다며 고용존을 찾아왔어요. 그러던 중 승인식품에

서 청년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접했죠. 참고로 

승인식품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제1회 

유통교류회 참여를 계기로 센터 지원을 받아 중국 진

출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서로 원하는 일자리와 인재

상의 조건이 잘 맞는 것 같아 저희 직원이 동행 면접

을 진행했고, 결국 청년은 승인식품 취업에 성공했습

니다. 이후 고용존에는 구구절절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지역 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보급됨에 따라 이를 운

영하고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

다는 요청이 들려왔어요. 우리 고용존은 이 같은 인

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대학교에 맞춤형 주문

식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죠. 현재까지 총 20

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고용 예약을 했고 이론 및 현

장 실습 교육을 받고 있어요. 기업은 교육비용을 줄이

면서 원하는 인재상을 얻고, 대학은 청년 구직자의 일

자리를 보장받게 됐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배터리 분리막 제조업체예

요. 충북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인 LG의 협력사이자 혁

신센터와 연계된 기업이기도 하죠. 지난해 충북혁신

센터에서 생산기술 특허 및 설비 지원을 받아 제2공

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공장이 

생겼으니 근무할 인력 수요가 발생한 거죠. 우리 충

북 고용존은 ‘잡-매칭 多 Dream 데이’를 열었고 올해 

1월부터 총 48명의 지역 청년 인재가 취업에 성공했

어요. 이 같은 사례가 고용존의 탄생 이유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지난 6월 제주혁신센터는 ‘Job-suda’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채용 담당자들

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재상과 취업 정

보를 제공했는데요. 딱딱한 부스를 세우지 않고 카페

에 온듯 자연스러운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애썼습

니다. 명사 초청 특강과 청년 대표 스피치, 실무자 멘

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제주는 기업 수

가 많지 않은 지역 여건 상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정

보를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Job-suda’ 

취업박람회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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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Clip | Editor 김예림 yearim@univ.me   

짜릿해. 늘 새로워. 건강한 게 최고야!
‘돈이 없어서’, ‘헬스장이 내 동선과 맞지도 않아서’ 이런 핑계는 노노해! 나이키에서 진행하는 캠퍼스 NTC 라이브(CAMPUS NTC LIVE)가 시즌2로 돌아왔다. 

장담컨대 지금부터 당신은 광란의 클릭질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이키 마스터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트레이닝 커뮤니티인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앱(NTC: Nike+ Training Club)에서 고안한 운동으로 짜여 있다. 말만 들어도 

운동 효과 100%일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이 캠퍼스에 떴다. 서울여대, 홍익대, 서강대에서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매주 1회씩 총 30회 실시된다(10주간). 

시즌2를 맞이한 프로그램은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됐다. 세계 최정상 선수들로부

터 영감 받아 설계된 운동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 기본! 세션이 종료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NTC 앱 사용법 안내와 개인 상태에 맞

는 트레이닝 플랜까지 서비스로 누릴 수 있다. 친구와 함께 참석하면 매주 다른 

컬러의 출석 팔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뭐라고 우리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

다(아주 강하게!). 관계자 말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더 많

은 혜택과 특별한 이벤트에 참석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니 기대해 볼 만하다.

운동만 하는 걸까? 그럴 리가. 색다른 체험도 가능하다. 

나이키 트레이닝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제품 

트라이얼 존’, 현장에서의 경험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

는 ‘피켓 포토 존’, 다양한 나이키 디자인의 타투를 부착

할 수 있는 ‘타투 서비스 존’ 등을 통해서다. 모든 세션이 

완료된 후에는 캠퍼스 NTC 라이브에 참여했던 참가자

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운동에 도전했던 모두

를 위한 축하 이벤트도 펼쳐질 예정. 이처럼 나이키에서 

진행하는 전문 운동 프로그램을 캠퍼스에서 그것도 무

료로 누릴 수 있으니, 어느 여대생이 마다할쏘냐!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나이키 캠퍼스 NTC 라이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땡 

01참여 신청 
방법 

나이키닷컴 시티 페이지

(www.nike.com/

SEOUL)에 

접속 

02
가능한 

날짜에 

신청하기!

03
나이키 캠퍼스 NTC 라이브는 매주 월, 수, 금마다 서울여대, 홍익대, 서강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선착순이니 서두르길! 

들어는 봤나? 
나이키 캠퍼스 NTC 라이브!

CAMPUS 
NTC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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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김민정 dodohanlife@univ.me | Hot Item

크림이 밝힌 낯빛

브랜드 숍에서 만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비프루브
비프루브(VPROVE)는 문진표의 체크 표시

를 상징하는 ‘V’와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Prove’를 더한 이름으로 다양한 피부 고민에 맞

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다. 각기 다른 피부 고민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

도록 제품 구성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 코스모

코스 피부과학 연구소가 홍삼을 이용해 개발한 

바이오 특화 원료(V-Water)와 더마 테크놀로지

를 접목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신뢰감을 더

했다. 드럭 스토어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기존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와 달리 비프루브 제품은 

원 브랜드 숍에서 만날 수 있으며, 페이스뿐 아

니라 헤어, 바디, 메이크업 등 토탈 케어로 구성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 매장 별로 전문 카

운셀러의 피부 측정을 통해 피부 고민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오는 10월 28일(금) 명동 매

장 2개점이 동시 오픈할 예정이다.

비프루브 www.vprove.co.kr
명동 유네스코점 서울시 중구 명동길 5

명동 충무로점 서울시 중구 명동8나길 2

온도에 민감한 내 피부를 부탁해!

사계절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피부 미인으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은 물론 여름 폭염이나 한겨울 영하권 날씨

가 지속될 때면 실내·외 온도 차가 너무 커 피부가 쉽게 지치기 때문. 급

격한 온도 및 환경 변화는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피부 홍

조는 물론 건조와 각질, 모공 확장, 주름 생성과 같은 트러블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섣부른 걱정은 금물!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비프루브가 우리나

라 여성들의 생활밀착형 피부 고민에 포커스를 둔 데일리 더마 코스메틱  

‘크림 엑스퍼트 9종’을 출시했으니 말이다. 비프루브 크림 엑스퍼트 로디올

라 파워 크림은 계절과 계절 사이, 실내·외 온도 및 습도차 등 다양한 외

부 자극 속에서 밸런스를 잃기 쉬운 피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온도 극복 크림이란?

비프루브 대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온도 극복 크림’의 

정식 명칭은 ‘크림 엑스퍼트 로디올라 파워 크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피부의 힘

을 키우는 신개념 크림이다. 시베리아 고산지대에서 자

생하는 로디올라 추출물(Rhodiola Extract)을 함유해 온

도 변화 스트레스에 의한 피부 보호 효과를 높였다. 수분

을 품은 강력한 보습력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외부 자

극에 의해 손상된 피부에 촉촉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일교차 큰 가을 날씨 탓에 한층 민감해진 피부, ‘비프루브 온도 극복 크림’으로 손쉽게 극복!

크림 엑스퍼트 
로디올라 파워 크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피부의 힘을 키워주는 

‘온도 극복 크림’(35ml)

2만5천원.

박보검, 

‘비프루브’ 모델 되다!

최근 ‘구르미 그린 달빛’을 통해 

국민 세자저하로 급부상한 배우 

박보검. 비프루브의 전속 모델인 

그의 홍보 활동은 드라마가 

끝난 뒤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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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 Editor 이정섭 munchi@univ.me | Illustrator 김병철  70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 많은 현

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일상에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

린 사실 그딴 걸 알고 싶지 않죠. 행복이 마음

에 달렸다 치더라도 현명치 않은 우리 대다수

에겐 와 닿지 않는 조언이니까요. 굳이 ‘진정한 

행복’까진 아니더라도 작은 행복이나마 당장 

느끼고 싶은 게 우리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음의 행복 말고 실제로 행복해지는 데 

도움될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쥐어짜내서라도 웃으세요

인도 뉴델리, 스파코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은 

점심시간마다 요가와 웃음을 결합한 하스야 요

가(hasya yoga)를 익혀야 합니다. 바보 같은 동

작을 취하며 깔깔 웃는 프로그램으로, 행복감

이 생산성에 도움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

다. 현장 사진을 본 순간, 전 이따위 짓으로 행

복해질 사람은 공장 사장밖에 없을 거라며 비

웃었습니다. 그런데 설문 결과 놀랍게도 노동

자들의 행복도가 정말 올라갔더군요. 우리 뇌

는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웃기만 하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웃음이든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행복해서 웃는지, 웃어서 행복한

지 뇌는 혼동하고, 결과적으로 행복해지죠. 웃

을 일이 없더라도 쥐어짜내서라도 웃어야 합

니다.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를 팔로우하세요. 

<SNL 코리아>를 꼬박꼬박 시청하세요. 마이크

로소프트 오피스를 왜 MS에서만 구입했느냐

는 국감 영상도 추천합니다. 몇 번을 봐도 웃기

더군요.

2. 술로 전두엽을 마비시키세요

술을 흥분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술

은 마취제입니다. 전두엽을 마비시키죠. 우리가 

불행한 큰 이유는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입니

다. 남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슬퍼하고,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걱정합니다. 뇌의 바깥쪽

에 있는 전두엽은 과거와 미래, 자아 존재감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인간과 달리 전두엽이 발

달하지 않은 고양이는 그래서 걱정이 적습니다. 

“평생 고작 이런 사료나 먹어야 해?” 이러지 않

죠. 뇌로 들어간 알코올은 전두엽을 마비시켜, 

내면의 행복 말고 실제로 행복해지는 4가지 방법

Tip + 

행복해지는 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한 저널리스트 에릭 와이너는 저서 행복의 

지도>의 결론에서, 다른 건 몰라도 행복해지는 법을 찾아다녀선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복’이란 주제에 관심을 덜 두는 게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남들에 맞춰 사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주술서
+  

우리를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합

니다. 남의 눈도 덜 의식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행복해지죠. 비대한 전두엽 탓에 끝없는 사유의 

고통에 빠진 우리에겐, 인문학 서적보다 당장의 

술 한 잔이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3. 개나 고양이를 키우세요

사람들이 갖은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키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9년 미주리주립대

학교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이 비밀을 밝혀내고

자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4가지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1) 개 없이 혼자 있는 그룹, 2) 자

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있는 그룹, 3) 자기가 키

우지 않는 개와 함께 있는 그룹 4) 로봇 개와 함께 

있는 그룹. 각 그룹은 15분 동안 방 안에서 머문 

후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실험 전후 혈액 검사 결

과, 개를 쓰다듬은 사람 중 상당수가 세로토닌 수

치가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봇 개를 쓰

다듬은 그룹은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는지 세로

토닌이 오히려 떨어졌지요. 많은 학자들은 동물이

든 사람이든 살아 있는 존재와의 친밀감이 행복

에 큰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연인이나 친구가 

없는 분, 친밀감에 목마른 분에겐 개나 고양이를 

키우길 제안합니다(단 책임감 있게).

4. 불행하다는 친구의 카톡을 씹으세요

저는 불행한 편입니다. 아침에 눈뜨면 처음 드

는 생각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또 일어났는

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길 바

란다면 저 같은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행

복은 전염된다』의 저자 니컬러스 크리스태키

스 교수는 197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1만 

2067명을 조사한 결과, 감정이 전염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친구가 행복한 경우 당사자가 

행복할 가능성은 15% 상승, 심지어 친구의 친

구가 행복할 경우에도 10%나 높아집니다. 

행복도에 더 결정적인 건 불행한 친구입니다. 

우울한 친구와 연결돼 있을 경우 우울할 확률

이 93%나 증가합니다. 만약 친구가 “나 요즘 

우울해”라는 카톡을 보내면 비정하게 씹으세

요. 눈 딱 감고 스팸으로 설정해도 좋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은 독자의 행복도가 10% 정도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따위 조언 얻으려고 

눈을 피로케 하다니, 라고들 하시겠죠. 행복 팁

을 하나 더 드릴 테니 용서하세요.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행복해지진 않는다

는 말이 있죠.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서울시민 행복도 조사>를 한 결과 월수입이 

400만원까지는 돈과 행복이 비례했지만 그걸 

넘어가면 오히려 행복도가 줄어들더군요. 소박

하게 월 400만원만 벌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해라, 마이 풀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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