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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김효선 hyosun@univ.me |

HOT CLIP

베네딕트 컴버배치처럼 영어 하고 싶다면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으로!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
윈터 인텐시브의
3가지 코스

베네딕트 컴버배치처럼 뭔가 섹시하고 고급진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 윈터 인텐시브(Winter Intensive) 코스를 등록하는 것!

연수보다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

01

02

03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은 퀄리티 있는 영

영국 어학연수 효과를
느끼고 싶다면
COMPLETE INTENsIVE

나만의 맞춤 시간표가
필요하다면
MyCLass INTENsIVE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면
IELTs INTENsIVE

평일 낮 시간을 활용해 방학 기간

바쁜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위해

유학 준비생을 위한 2주 집중

동안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은

자율적인 수업 스케줄링이 가능한

아이엘츠 과정. 아이엘츠 공식

대학생들을 위한 코스. 주 4회,

코스. 수업 날짜와 시간, 주제를

주관사인 영국문화원에서

하루 3시간씩 2주간의 코스로 영어

자유롭게 선택한 후 수업에

아이엘츠 시험 대비로 실전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은 영국 정부의 영

커뮤니케이션에 꼭 필요한 말하기,

참석한다. 실전 영어를 주제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장점과

국문화원 산하 어학기관으로, 전 세계 50

읽기, 듣기, 쓰기부터 어휘, 문법까지

원어민 강사진과의 100% 면대면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여 개국에서 80년 전통의 프리미엄 영어

영어 전 영역을 학습한다. 2017년

오프라인 그룹 수업을 한다.

있다. 주 4회, 하루 3시간씩 2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영국

1월 4일부터 개강해 총 4기의

수업 시작일로부터 32회 강의를

동안 집중적으로 아이엘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들을 수 있다.

시험을 준비하자.

어 회화 수업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정
평이 나 있다. 한국 속에서 만나는 영국으로
시간과 돈을 아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에게 휴학, 휴직 없이 영국 어학연수 못지않
은 효과를 안겨 준다.

문화원 어학원의 원어민 교사는 전원 학
사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인
증 전문 영어 교사 자격증 ‘CELTA(The

하루 동안 영국 느끼기

Cambridge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
1day CLass

Teaching to Adults)’와 런던 트리니티 대학

노래 1분 미리듣기처럼 주한영국문화원

의 ‘CertTESOL(The Certificate in TESOL)’을

어학원 영어 수업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보유해 더욱 믿을 수 있다. 현재 을지로 센터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의 커리큘럼이 너무 좋은데

와 강남 센터에 성인 어학원을 운영 중이다.

표현할 방법에 한계를 느껴 직접 보여주고자

또한,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은 2016 월드

1day 클래스를 연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브랜딩 어워즈(World Branding Awards)에서
영어 교육 부문 올해의 브랜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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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정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7시~8시 반
장소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3층 (종각역 4번출구)
사전신청 페이지 winterclass.co.kr
신청기간 12월 5일(월)~12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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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Model
장동윤 한양대 경제금융학 11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 Photographer 배승빈 lunaportra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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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가 된 계기는?
편의점 강도를 잡은 사건으로 뉴스에 나오게 됐는데
현 소속사에서 그 뉴스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소속사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많은 고민
끝에 배우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롤모델이 있다면?
송강호 선배님. 롤모델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일단 선배님의 연기가 정말 좋고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인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왜 오디션장이나 촬영 현장에서는 긴장하게
되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딱딱해질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제
연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 연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대본을 열심히

08

분석해야겠죠.
독자들에게 연말 영화 하나 추천한다면?
<조이>. 데이비드 러셀 감독 사단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조이는 담담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그리고 희망찬 기운을 팍팍!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생긴 열정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 세 가지?
첫 번째는 물! 평소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안경! 안경은 평소에 렌즈를
끼지 않을 때 눈이 되어주니까…. 세 번째는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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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울적해지면 어떻게 하나.
맛있는 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리는
음식도 거의 없고 혼자서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휴식하면서 기분을 전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족!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힘이 되어주고
항상 나의 편이니까!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지금 촬영 중인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 몰두
할수록 긴장하게 되는데, 극중 양아버지인 조재현
선배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신인인 제가
긴장하지 않게 또래 배우들, 스탭분들이 많은 걸
배려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훗날,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가.
‘기억된다’라는 표현이 무색해질 정도로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좋은 연기로 조금이나마 기쁨,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이 끝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멀리 가거나
길게 가지 않더라도, 여행을 꼭 가고 싶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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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좋은 연기로 조금이나마 기쁨,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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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MY HOUSE

| Editor 김민정 dodohanlife@univ.me | Photographer 김용훈 juinjang studio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같이 삽시다! 살아 봅시다!

같이 살면 힘들 줄 알았다.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달랐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덕분에
‘살 곳’이 생겼고, 요즘 정말 ‘살 맛’난다는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이 말했다. ‘함께’는 언제나 ‘옳다’고.

청년에게 ‘살 곳’을 제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
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살 공간’을 제공하
는 일에 불과하지만 실상 공간은 그 이상의 가치
를 지닌다. ‘공간’과 사람’이 만나면 ‘문화’가 형성
되고 그것이 끝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
울시가 차린 복덕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
지원센터’의 활동은 눈여겨볼만하다. 서울 지역
내 빈집과 고시원, 여관 등 건물 주택 또는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사회주택을 조성하고,
대학(원)생 및 사회 초년생에게 합리적이고 저렴
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토지임대
부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락한 주
택을 제공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것이 바
로 그들의 행보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그녀들의 유쾌한 동거
※ 사진 및 이미지 제공 드로우 주택협동조합

연희동
단비하우스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 노란 가로등 불빛 따라 연희동 골목을
걷다 보면 다다르는 파란 대문 집.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부터 새나오는 왁
자지껄한 웃음소리에 이상하게도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이곳은 이름마
저 사랑스러운 ‘단비하우스’다. 대학생과 취준생, 사회초년생까지 20~30
대 여자들만 함께 모여 산다는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에
위치한 빈 집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로우 주택협동조합이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고, 덕분
에 ‘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며 집을 찾아 헤매던 청년들의 좋은 보금
자리가 됐다. 그녀들의 말에 따르면 원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시트
콤에서 봤을 법한 예쁜 인테리어도 좋았지만 방이 작은 대신 거실이나 부
엌, 세탁실 등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어디 그뿐인가!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주택인 덕분에 이 모든 공
간은 물론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에 TV 옵션까지 30만원대 월세로 이용
할 수 있으니 가성비 따지기 좋아하는 그녀들에겐 진정 더할 나위 없었을
터. 지난 5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그녀들은 이제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
구이자 가족이 됐다. 생필품 필요할 땐 딱 1만원씩만 걷어 공동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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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에이블
하우스

뇌섹남이 사는 그 집
코티에이블 안혜린 대표가 서울대 총학생회 주거팀장으
로 일하던 시절,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원
룸은 너무 외롭다’. 졸업 후 그녀는 셰어하우스를 중계하고
하우스 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IT서비스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서울대 총학생회와 함께 비영
리로 셰어하우스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서울대입구역 5분
거리에 위치한 에이블하우스는 역세권 오피스텔로 저렴한
가격에 비해 깔끔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보증금
및 월세는 500-22만원부터 28만원, 35만원, 50만원까지
다양한데, 평균 1000-60에 달하는 주변 원룸과 비교하면

하고, 불금이면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치킨에 맥주를 뜯을 수 있

확실히 경제적이다. 지방 사는 학생들이야 기숙사 신청이

게 됐으니 원룸 살았을 때 느끼던 외로움 따윈 끼어들 틈이 없었을

라도 할 수 있지만 1학년이 아닌 데다 지방에 사는 건 아니

터. 세 달에 한번, 단비하우스 운영국에서 홈파티를 지원해 연희동

지만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려 자취를 하기도 안 하기

지점만의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으니 단순한 룸메이트를 너머 하나

도 애매한 친구들에겐 딱 좋은 조건이라고. 덕분에 에이블

의 커뮤니티가 돼가고 있다. 약 1년 간의 시간 동안 유쾌한 동거를

하우스엔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만이 함께 모

해온 그녀들은 요즘 다른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여 살고 있다. 서로 다른 학과에 다니며 관심사도 다르다는

잘 살 수 있을까’, ‘함께 살며 좀 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가

그들에게 이곳은 하나의 ‘보금자리’자 ‘커뮤니티’다. 안혜린

령 다른 사회주택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 서로의 문화를 공유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에이블하우스가 대학생이 성장할

하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인터뷰의 말미에서 그녀들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요. 학생들이 학교에선 공부

들려준 이야기는 어쩌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함께 살면

잘하고 집에서 잘 쉬려면 주거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그건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막상 함께 살아보면 좋은 점

현실적으로 한계가 따르잖아요. 최근엔 에이블하우스에 거

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서로

주하는 학생들에게 고등학생 과외나 멘토링 같은 단기 알

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도 자연스레 배우게 되니까요. 1인가구가

바도 주선해주고 있어요.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공부가 아

늘어날수록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정말 필요한 건 ‘함

닌 나머지 부분을 지지해주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나

께’ 사는 일이 아닐까요? 힘든 하루의 끝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왔니?”하고 반겨줄 수 있는 공간에 들어선다는 것, 혼자
가 아니라 함께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
에서 사회주택은 우리나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줄 근본적 대안
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네 복덕방은?
문의 02-2278-8396,
www.facebook.com/
socialhousing4seoul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락한 주택을 제안한다.
서울 지역 내 빈집과 고시원, 여관 등 건물
리모델링과 토지임대부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락한 주
택을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함께 사
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 동네 복덕방 이야
기는 ‘OH MY HOUSE’ 칼럼을 통해 다음 주
에도 계속 연재된다.

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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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이사 김창배 이태영

크리에이티브센터
센터장
책임매니저
매니저
사원

조민형
이윤경
전단비
탕예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부팀장
책임매니저
매니저
사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마케팅 전략본부
본부장
팀장
수석
책임매니저
책임에디터
파트장
매니저
사원

김창배
박배길 탁귀영
이수이 박지호 황정은
이수지
김효선 임영화
박종남
김규태 정유진 이은지
김다희 배용근 강지인 정규홍 오선정
이나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본부
본부장 이태영
책임매니저 신가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수석 김지혜
매니저 김예림 신예지 박미소 손유리
송태광 조하니 임보람
에디터 정혁준
사원 이혜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책임매니저
매니저
책임에디터
사원

김우준
신현정 이재우
김영현 홍보미 육혜진 한희진 이인재
김민정
백소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수석
책임매니저
매니저

김부진
안길상
나현아 문왕기 이지연 조소라
허이슬 권오태 김동하 정영수 		
홍보람 양현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책임매니저
파트장
매니저
사원

김종원
박준하 홍성우
유제문 유진혁
신재영 최규성 김형민 이준호
서창호 안창민 정기현 정희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5팀
팀장
수석
책임매니저
매니저

이성진
정진현
김동주
양상범 명범준 박정은 송승화 홍선아
손혜지
사원 권민희 박상헌 최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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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김현승
남승혁
강희은 김현주
고민지 김동규 김찬우 이상복
이아름

팀장 차정기
매니저 권가람 권예빈 김민주
사원 서해지 곽길아

이비즈(E-Biz)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책임매니저
매니저
사원

방수진
이진희 이교영
홍새봄 김애리
신예지 박소영 양원희

디지털 콘텐츠팀
팀장
책임매니저
매니저
사원

이성진
김채현
정진복 서준원 이연제 양준호 권예슬
최현정 신수림 이경민 황미나

디지털 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매니저 유호정 박지성 김다은
사원 김유진 오은정 조현상 전계은

박강두
진우경
강국현
이재혁 정혜인
송정훈 이상엽

20대연구소
소장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에디터
사원

경영지원팀
팀장
수석
책임매니저
매니저

김운선
김소연
윤수정
김주은

인재경영팀
매니저 김이슬 김예지

인턴 임지혜 심지현 이은경 김승규 한은지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수석
책임매니저
매니저
사원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책임매니저 고은영 김부록 하윤희 강주빈 심재운
김진의
매니저 이은주 김상호
사원 박혜진

박진수
김영기
호영성 문송이 송혜윤
이재흔 임희수 이은혜 김금희 정은미
남민희
임다정

강민지 권소영 김경진 김나영 김다희
김보라 김연경 김형수 노선아 변희진
서성도 성현수 소예진 송병채 염예진
오하림 유미랑 윤길주 윤소진 윤철한
이연재 이진영 이호정 장유미 정다예
정수민 정예슬 최효정 장주한 백나영
박나리 정한비 윤정식 봉은지 김원영

마케팅리베로 김경진 김나래 김나영 박민준 윤길주
이혜수 정다은 최은진 송준한

유니파일러 김민주 김상현 김홍민 문준모 신지연
양혜리 임설아 조지연 홍세희

SNS전략제안연구소
소장 정은우
매니저 박윤희

인쇄 프린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http://univ20.com/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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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기말고사 끝나고 도전해볼 만한 공모전 BEST 4
Editor 캐미언니 outcampus01@naver.com

겨울방학 첫 번째 플랜은 바로 이 것!

그래 바로 너!

01

02

+
계획성애자들이
좋아합니다.

영상 업로드만으로 천만원 겟하는 공모전

보이스피싱에 안 속는 꿀팁을 전수하는 공모전

한 학기 동안 영상들 찍어 놓은 친구들 많지? 그렇다면 그 영상들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본 친구들 꽤 있지?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을 네이버 멀티트랙에 업로드 해봐. 주제는 제한 없이 좋아하는 분

널리 알리고 싶은 친구들은 보이스피싱 예방 UCC 공모전에 참여

야라면 모두 가능해. 평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재미있는

해봐. 주제는 가수 이애란의 보이스피싱 캠페인 송 <보이스피싱

영상들이 있다면 어서 도전해봐. 단, 직접 촬영한 영상만 응모 가

안 속는다 전해라>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UCC를 제작하는 거야.

능하니 참고해! 천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으니 영상 덕후에게 추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춰도 좋아. 그동안 억눌렀던 흥을 발산

기말고사도 끝났으니 어서 도전해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기말고사도 끝났으니 어서 도전해봐!

주최 네이버
기간 2016년 12월 31일(토) 마감
태그 #덕질로_천만원겟 #내가찍은_내최애오빠영상_보고가세요
자세한 내용 tvcast.naver.com/s/contest/navermultitrack/2/join

주최 금융감독원
기간 2016년 12월 23일(금) 마감
태그 #안속는다_전해라 #대출은_대리출석이지
자세한 내용 phishing-keeper.fss.or.kr

03

04

편의점 CU의 가을과 겨울을 담는 공모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행복한 공모전

편의점 CU가 단골인 친구들 많지? 오며 가며 보는 CU를 배경으

담배에 관해 할 이야기가 많은 친구들 꽤 있지? 그렇다면 흡연 에

로 사진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해봐. 주제는 두 가지로 점포의 가을

티켓을 확산시킬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또는 겨울의 풍경을 담은 풍경 사진이나 CU 모델이 되어 점포를

공동체 포럼에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흡연 에티켓 관련 메시

배경으로 자유롭게 연출된 인물 사진을 제출하면 돼. 사진 한 장으

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광고를 공모하고 있어. 1인(팀)당 최대 3

로 최대 1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기말고사도 끝났으

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니 어서 도전해봐!

기말고사도 끝났으니 어서 도전해봐!

주최 BGF리테일
기간 2016년 12월 31일(토) 마감
태그 #씨유에왔씨유 #CU스타그램
자세한 내용 membership.bgfretail.com/index.do

주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 포럼
기간 2016년 12월 29일(목) 마감
태그 #흡연과_비흡연의_거리는 #9m
자세한 내용 www.beautiful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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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필요한 날엔 라따뚜이
Editor 김슬 dew@univ.me

야채를 막 이로케 저로케 썰어서 끓였을 뿐인데!

가장 맛있는 온도를 찾아서

트라토리아오늘
+
Intern 이연재 jae@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각각의 식자재에는 최적의 맛을 내는 온도가 존재한
다. 딱 맞는 온도를 찾기 위해서 셰프들은 조리법을 달
리한다. ‘트라토리아오늘’의 김동기 셰프는 수비드 조
리법을 택했다. 수비드는 저온 진공 조리를 뜻하는데,
음식물의 수분을 유지하며 저온에서 천천히 익혀낸
다. 이곳은 프랑스식 채소 스튜인 라따뚜이에 미트볼
과 수비드한 닭가슴살을 넣어 새롭게 해석했다. 그 이
유는 한국 문화에서 채소만 넣은 스튜를 한 끼 식사로
add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7-26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해서라고. 한
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온도인 63도로 저온조리

tel

한 닭가슴살은 훨씬 촉촉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 여기

02-6104-9098

에 호박, 가지, 버섯이 토마토소스와 어우러져 혹시 모

HOUR

를 느끼함도 잡아준다. 각각의 온도를 찾아 식탁에 오

매일 12:00~22:00
(Break time 15:00~17:30),
일요일 휴무

른 라따뚜이에선 음식을 대하는 자의 섬세한 배려가
듬뿍 배어있다. 허브치킨 라따뚜이 1만 5000원

서촌 골목을 지날 때마다 가보고 싶었던 집이 있다.
이름도 예쁜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다정한 사장님
이 눅눅해진 마음을 보드랍게 말려줄 것 같은 곳. 하
지만 테이블이 세 개밖에 없어서 주말이면 늘 발길
을 돌려야 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발을 들인 이곳은
선반 위에 에펠탑이 반짝이는 프랑스 가정식집이었
다. 특히 프랑스에서 자투리 채소를 넣어 만든다는
‘라따뚜이’로 유명한. 하지만 사랑스러운 접시에 내
온 라따뚜이를 보며 생각했다. 실은 남은 채소가 아
니라 아껴둔 채소일지도 모른다고. 가장 마음에 드
add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19

채소에 노란 쌀알을 곁들어 먹었더니 꼭 파란 눈을

tel

가진 할머니가 생긴 기분이다. 오늘도 수고했어. 많

070-8877-8075

이 먹어라. 소박하고 따스한 맛을 곱씹으며, 함께 이

HOUR

가게 앞을 서성였던 누군가를 생각한다. 12월이 가

12:00~20:00
Break time 14:00~17:30
월요일 휴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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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시에 담기 위해 잠깐 뒤로 미뤄둔. 네모 반듯한

기 전에 꼭 한 번 들러주길. 라따뚜이 1만 2000원,
볼로네제 파스타 1만 3000원

tu me manques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
Intern 윤소진 sojin@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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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재료는 진심입니다

퀴진 라따뚜이
+
Intern 윤소진 sojin@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우리의 식탁을 채우는 건 맛이 아닌 진심이다. 혀가
느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그날의 분위기는 오랫동안 남게 마련이다. 영화 <라
따뚜이>에서 레미는 라따뚜이로 요리비평가 안톤 이
고를 단숨에 유년시절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의 요
add

리는 안톤 이고의 입맛이 아닌 외로움을 어루만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41 연우빌딩

다. ‘퀴진 라따뚜이’의 주방장은 영화 속 라따뚜이를

tel
02-518-2110

HOUR
10:00~22:00,
일요일 휴무

행복이 가득한 심야 주방

만들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연구에 매진했다. 그 결
과 정통 방식과 퓨전이 가미된 라따뚜이가 탄생했
다. 각각의 채소를 볶아 소고기를 넣어 베이스 소스
를 만들고 그 위에 얇게 썬 채소와 가공되지 않은 햄
을 오븐에 구웠다. 채소 사이 담백한 소스가 진하게
배어 있어 자꾸만 손이 간다. 손님들이 부담 없이 프

이씨주방

랑스 요리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사장님은 오늘도 라
따뚜이를 연구 중! 프렌치 라따뚜이 2만원, 목살 스

+
Intern 이연재 jae@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테이크 1만 6000원, 치즈꼴라보피자 2만 3500원

뚝딱뚝딱 거침없이 요리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뭐에 홀린 듯 빠져든다. 나에겐 그런 재주가 없어
서일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 중
왠지 요리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씨주방’에
들렀을 때도 밥을 먹는 내내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
는 행복한 기운을 받았다. 그전까지 한식당에서 바
쁘게 일하다가 혼자만의 주방을 가진지는 2년이 조
금 넘었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한식
은 물론 양식까지 두루 마스터한 이곳의 라따뚜이
는 일반적인 라따뚜이와 달리 모든 재료를 깍뚝썰
기 해서 볶았다. 다른 이유는 없고 주방을 한 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빨리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라고. 또 하나의 특징은 새콤한 토마토베이스 국물
이 넘칠 듯 많다는 것. 라따뚜이가 담긴 그릇 양옆

add

에 앙증맞게 놓인 빵을 그라탕 국물에 푹 찍어 먹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5

는 재미가 있다. 먹는 사람 기분에 따라 좀 더 매콤
한 혹은 달달한 라따뚜이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것도
‘이씨주방’만의 묘미. 라따뚜이 그라탕 1만 8000원,
토마토새우 리조또 1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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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453-9391

HOUR
매일 18: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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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를 살찌우는 기말 고사 영양 간식 5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시험 한 번 봤다 하면 +3kg. 찔 거면 뇌가 좀 쪘음 좋겠다

24

루꼴라 길만 걷겠어요
+
Intern 이연재 jae@univ.me

Item
+
스타벅스 햄 치즈
루꼴라 샌드위치

사실 글을 쓰는 게 무척 조심스럽다. 안 그래도 찾는
사람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만 갖다놔서 텅
빈 진열장을 바라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숨어서 몰래몰래 먹어왔다는 그 루
꼴라 샌드위치. 나의 첫 경험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으로 거슬러 간다. 다음 날 전공 시험이 삼중 추
돌한 탓에 캠퍼스 안에 있는 스벅에서 밤을 샐 작정
이었다. 별생각 없던 나를 루꼴라 길 걷게 해준 사람
이 있었으니,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학우였다. 허여
멀건 샌드위치 3개를 덥썩 집더니 내 앞을 스쳐 곧
바로 계산을 했다. 뭐지, 저 주저없는 스피드는? 하
나 남은 샌드위치를 안 먹어볼 수 없게 만드는 당당
한 자태였다. 나는 그 학우 덕에 샌드위치를 따뜻하
게 데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아름답게 흘러
내린 치즈와 토마토, 비싼 시금치 느낌 낭낭한 루꼴
라, 그리고 폭신한 빵의 조화라니. 전공 삼중 추돌의
대참사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던 건 루꼴라 샌드
위치의 공이 크다. 그때부터 시험 기간만 되면 의식
을 치르듯 경건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공부를 시작한
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는

다 뻥이었으면 좋겠다
+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Item
+
땅콩 호두
뻥튀기

느낌이다(물론 시험 기간 아닐 때 먹으면 세상 꿀맛).

벌써 기말고사라니, 말도 안된다. 하긴, 요즘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국이
니까. “에이, 설마~”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손쉽
게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인터넷은 거짓말의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었다. <반지의 제왕> 못지않
은 스케일의 음모론이 등장했고 막장 드라마를 흉내 낸 듯한 ‘찌라시’가 메신저를 넘나들었다. 거짓
말은 하나의 놀이였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썰’이 눈
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마법의 주문 한마디면 안전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에이, 설마~” 음모
론·찌라시 급의 이야기가 뉴스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 사람
들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주저한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도무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자리를 박차고 집 앞 뻥튀기
전문점으로 나섰다. ‘땅콩 호두 뻥튀기’가 맛있어서 매주 사 먹는다. 가게에서 홀린 듯 뻥튀기가 만
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뻥! 뻥! 뻥! 이게 다 뻥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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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목표! 에너지 무임승차
+
Editor 김슬 dew@univ.me

Item
+
닥터유
에너지 바

Item
+
코코호도
호두과자

바쁘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제대로 된 식사다. 가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밥도 안 먹는
건가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길을 걸으면서,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대충 입
에 욱여넣고 있는 날 발견하기 일쑤다. 각 잡고 밥을 먹고 오면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하아아안참’
이나 걸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깝다는 이유로 밥을 거르기도 한다. ‘먹으면 배부른 캡슐’ 같은 게 있으
면 더할 나위 없겠건만, 아쉽게도 아직 요원해 보인다. 다행인 건 완벽한 미래형 식사는 아니지만, 에너지
바라는 꽤 간편한 대안이 있다는 것. 얇은 초코바 위에 땅콩, 해바라기 씨, 아몬드, 크랜베리 등을 얹어 굳
힌 후, 초콜릿 토핑을 한 번 더 올린 닥터 유의 에너지 바. 가장 먼저 초콜릿이 당이 떨어져 한껏 예민해진
몸을 토닥토닥 달래준다. 한입 베어 물면, 고소한 견과류와 건 과일이 입 속으로 골 인. 꼭꼭 씹을수록 필
수 영양소가 내 몸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든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에너지
무임승차에 성공했다. 유의사항. 나 같은 대식가는 하나만 먹어선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뇌, 안녕하세요 호두입니다
+
Editor 김신지 summer@univ.me

시험기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욕이 뜬금없이 솟아
오른다. 안 보던 드라마도 보고 싶고, 안 하던 게임도
괜히 해보고 싶고, 안 먹던 간식들도 먹고 싶고…. 당
Item
+
브레첼!

장 눈앞의 공부만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땐 호두과자를 사러 나간다. 오가며 시
간을 낭비하고, 밤늦게 달달한 호두과자를 열 개씩
해치우고 있어도 그나마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이
다. 왜? 이게 다 시험공부 잘하려고 먹는 거니까. 호

술 마시는 기분으로
공부할 거야
+
Intern 윤소진 sojin@univ.me

두를 보라. 동그란 모양, 자글자글한 주름이 뇌처럼
생기지 않았는가? 뇌를 닮아 뇌에 좋은 호두는 ‘브레
인 푸드(Brain food)’로 불린다. 미니미 뇌를 씹어 먹
으면 진짜 뇌가 쌩쌩해진다는 소리. 평소에도 열일
안 하던 뇌가 배터리 다 된 것처럼 느려지는 시험기

독서실까지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사방이 어두침침하고 좁은데다가 다른 사람 눈

간에 정말 필요한 음식이다.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

치까지 봐야 하는 곳에 왜 가는 걸까. 무엇보다 먹는 소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희

된 오메가 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해 신

한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마른안주랑 견과류가 먹고 싶다. 하지만 오징어를 뜯기에는 시선이 분산된다

경전달이 빨리 되도록 도와준단다. 무슨 소린지 모르

는 게 거슬리고 땅콩은 먹다 보면 입이 텁텁해져서 싫다. 역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브레첼’이다.

겠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머리 좋아진다는 소리니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건너온 ‘브레첼’은 라틴어로 ‘작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밀가루를 매듭

까. 무엇보다 호두는 뇌에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어 하트 모양을 만든 빵은 전체적으로 담백하고 위에는 소금이 뿌려져 짭조름하다. 시험 기간에는 동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뇌의 노화를 억제한다. 견

전만 한 ‘브레첼’을 컵 안에 가득 담아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먹는 게 최고다. 뇌를 살찌우고 싶다면 쓸데

과류로는 드물게 칼슘 함량이 높아 시험기간 스트레

없는 고민을 비워내는 게 현명하다. 지금 살짝 흑맥주가 당기지만 일단 ‘브레첼’을 입 안에 넣고 참는다.

스 해소에도 좋다. 어떤가! 호두의 효능효과에 대해 읽

중간고사 때 처참한 꼴이 난 과목들을 심폐소생술 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술은 안 돼. 오늘 밤은 핫식스

는 것만으로 이미 시험공부가 잘 되고 있는 듯한 착각

에 ‘브레첼’을 안주 삼아 원 샷!

이 들지 않는지. 그럼 나가자, 호두과자를 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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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 윤소진 이연재 jae@univ.me

↳ 이번주 주제 ‘#시험공부’의 메인 자리는 단 두 마디로 시험기간을 평
정한 p_bicha님에게 드립니다! 폭풍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림과 글이
네요. 더불어 귤 팔찌로 시험기간 대학생의 흔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신

lynn_sta

s__hjoo

하라는 시험공부는 안 하고 핑꾸덕후는 사진 찍는 중

시험공부 너무 재미따ㅋㅋㅋㅋ 지루하지 않다…

app1e_is_a

jeeoong

학교 왜 갔? ㅎㅎ #나의것 #기말고사 #교육공학 #망함

#대학내일 #시험기간 #프로방해꾼

sin.aep님까지, 두 분께 프랑스 명품 가방 브랜드 [장 샤를 드 까스텔바
쟉]에서 ‘콤팩트’, ‘바쟉 컬러 블록토트’를 보내드립니다.

4 4 4

다음주
4 4 4 4

독자선물

#독자참여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대학내일」과 공유해주세요!
지면에 사진이 실린 16명의 독자 중 2명을 선정해
잠이 솔솔 오는 카카오 프렌즈 수면 잠옷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주 주제는 #미리크리스마스 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 받고 싶은 선물, 캐롤이 흐르는 거리 등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만드는 어떤 사진이든 좋습니다.
12월 15일까지 #대학내일 #미리크리스마스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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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남자의 시험, 남자의 싸움

시험 공부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것, 커피수혈

16. 12. 9.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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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sin.aep

wkralswl

itsgonnabejune

새로 장만한 팔찌! 시험기간 되니 이상해지는 듯ㅎㅎ

#시험공부 #공대생의프로젝트

흔한_의류학도의_기말고사.jpg 공부가 하고 싶다…

h_er_m

shawny_claudia

wo_yujin_

시험기간 커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시험공부의 시작은 책상 정리지^^

도서관에서 안 하고 카페 감-일단 뭘 먹음-셀카-집에 감

#시험공부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관문! 기말고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쩐지 비슷비슷하네요.
일단 먹고 시작할까, 청소부터 하고… 졸리니까 한숨 자고 시작하면 개운하겠지?
남일 같지 않은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시험 끝, 방학 시작입니다.

wooom2

coflquf1

heebaam

자고로 #시험공부는 #체력전

시험공부는 아리랑이지~~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책을 베고 자면 머리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26 인스타그램(ok).ind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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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금이게? 똥이게?

결국 영화도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28 issue 금n똥(ok).indd 28

억지로 끼워 맞춰 만든 감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기밖에 몰라서 더 특별한
예술가들의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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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개봉작이 쏟아지는 바람에 영화 고르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뻔한 영화를 보고 싶진 않고.
선택을 돕기 위해 에디터들이 과감하게 강추 or 비추를 날려드리겠다. 부디 똥은 피하시고 보물 같은 영화를 즐기시길.

➊ 판도 라

➋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➌ 나 의 위 대 한 친 구 , 세잔

감독 박정우

감독 홍지영

감독 다니엘르 톰슨

주연 김남길, 김영애, 문정희, 정진영

주연 김윤석, 변요한, 채서진

주연 기욤 갈리엔, 기욤 까네

제작진은 4년을 준비했다고 한다. 철저한 자료 조사는 완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수현(김윤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에밀은 글을 쓰고 싶고, 폴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물론

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판도

있는 10개의 알약을 우연히 얻게 된다. 과거로 돌아간 수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다. 에밀은 데뷔 후 내

라>는 주제 없이 자료 정리만 잘 된 리포트 같다. 한국 재

현은 30년 전의 자신(변요한)을 만나고, 사랑하는 연인 연

놓는 소설들이 연달아 히트 하는 반면, 폴은 좀처럼 인

난영화에는 공식이 있다.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고, 주인

아를 잃었던 그날의 결말을 바꾸기 위해 운명에 저항한다.

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멀어진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공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으며 눈물 흘린다. <판도

둘은 각자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대립한다. 30년

이 단짝은 오늘날 미술·문학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라> 역시 소재만 새로울 뿐, 뻔한 공식을 되풀이한다.

의 시간 차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수현이 싸우는 것이다.

폴 세잔(기욤 갈리엔)과 에밀 졸라(기욤 까네)다.

영화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사회를 조명한다. 원자력에 대

과거 수현(변요한)은 연아를 살려내는 데에 필사적이지만,

에밀과 폴의 우정은 특별하다. 각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해 잘 모르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발전소의 위험성을

현재 수현(김윤석)은 연아를 구해내면 다른 여자 사이에서

작가, 떠돌이 무명 화가로 처지는 다르지만 평생 글밖에,

알면서도 경제적 손실 때문에 묵과하는 장면들은 현실을

태어난 소중한 딸 수아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림밖에 모르는 사람인 건 똑같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우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이 폭발한 후 사

보통 여러 인물이 대립하면 승패에 관심이 집중된다. ‘누

정은 작가로서의 졸라, 화가로서의 세잔을 침범하지 않는

태를 수습하는 과정은 전반부에서 비판했던 사회를 그대

가 이길까?’ 그러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싸우는 이

다. 그들에게는 좋은 글을 쓰고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로 답습하는 꼴이다.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개인의 희

영화에서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이기든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서로에 대한 ‘의리’다. 심지어 그들

생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혁(김남길)은 아버

지는 것이므로 윈-윈 할 수밖에 없다. 관객은 두 명의 수

이 창조한 작품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지라도. 에밀이 실

지와 형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잃었다. 이후 사고에 대한

현이 어떻게 힘을 합쳐 연아와 수아를 동시에 살려낼지

패한 화가를 모델로 한 소설 『작품』을 발표했을 때, 폴은

두려움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몰입이

배신감을 느끼고 친구의 집을 찾아간다. 친구 팔아 글 쓰

가족과 애인을 지키기 위해 사고가 터진 발전소 안으로

확 깨진다. 특히 교통사고를 당한 연아를 살리기 위해 둘

니 좋으냐고 따져 묻던 폴은 결국 소설의 한 대목을 읽다

들어간다. 재혁의 선택에 대통령은 고개 숙여 경의를 표

이 수술을 하는 장면은 시트콤처럼 느껴진다. 낯선 사람

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린다. “악마같이 잘도 썼어….”

하고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이 수술실에서 버젓이 칼을 잡고 있는데 병원 관계자들

요즘 특히 상식 이하의 뉴스가 넘쳐나서인가. 두 대가의

배경에 깔리는 음악이 말해주듯 영화는 이 모든 과정을

은 어물쩍거리다가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예술 타령’을 엿듣는 것만으로 더럽혀진 마음이 정화되

‘감동적’이라 말하고 있다. 정말 감동적인가? 나는 소름이

만 있다. 아무리 1985년이라도 너무했다. 황당하게 들리

는 느낌이다. “발자크의 소설엔 노동자가 빠져 있다”며 자

끼쳤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모

겠지만 이렇게 허접한 수술실 풍경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

기가 새롭게 구상 중인 작품 얘기를 신나게 늘어놓는 졸

두가 뒤틀린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바꿔나가는 것이다.

트다. 연아를 살려내고 주인공의 목표가 사라지자 영화는

라, 그림 속 벌거벗은 여인에만 관심을 가지는 호사가들

영화 <판도라>의 결말은 피해자를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급격히 지루해진다. 영화가 끝날 타이밍에 새로운 에피소

을 향해 욕을 퍼붓는 세잔. 특히 자연 속에서 내리쬐는 햇

지도층이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을 다시 수면 아래로 가

드를 급하게 욱여넣으니 이야기가 점점 더 산만해진다.

볕을 받으며 물감을 짜고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세잔의 모

라앉게 만든다.

감동 코드라는 예쁜 포장지로 가려보지만 늦었다.

습은 지저분한 수염, 남루한 차림과 상관없이 아름답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30년의 시간 차를 둔 한 인물을 두 배우가 어떻게

두 사람의 ‘19세기식 여성관’이 불편한

궁금하다면 금일 수도!

소화했는지 궁금한 관객에게는 금일 수도!

관객에게는 똥일 수도!

intern 윤소진 sojin@univ.me

intern 이연재 jae@univ.me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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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 째 썰 :
도깨비 신부는 사실 저승사자였다
인간적으로 도깨비랑 저승사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바람 안 이루어지잖아. 진정한 덕후는 스스로 떡밥
을 창조하는 법. 내가 바라는 대로 써본 도깨비와 저
승사자의 격정 멜로. 팬픽 주의! 얼굴 빨개짐 주의!
간신의 모략에 판단력을 잃은 어린 주군에게 허망하
게 죽은 고려의 장군 김신은 도깨비가 되어 935년간
삶을 이어간다. 그사이 그를 죽였던 어린 왕 역시 절
대자의 심판을 받는다. 질투에 눈이 멀어 무고한 중
전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죄를 물어 600년을
저승에서 부역하게 하고, 이름 빼고 모든 기억을 지
운 뒤 저승사자로 살게 한 것.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금을 만들 수 있는 도깨비와 달리 저승사자는 야근
과 박봉에 시달리는 일개 공무원. 죽을 때까지, 아니
이미 죽었는데도 기약 없이 일해야 하니 꽤 큰 벌을

➊

준 셈이다. 하지만 절대자의 큰 그림은 끝나지 않았
으니…. 그는 열다섯 갑자의 시간을 기다려 도깨비
와 저승사자를 한 공간으로 불러들인다. 무릇 매듭
을 묶은 자가 푸는 게 인지상정. 원한으로 점철된 김
신의 오랜 삶을 평안으로 인도할 사람은 한 명뿐이
라는 것이다. 그를 죽이고, 한이 하늘에 뻗쳐 도깨비
가 되게 만들고, 천 년 가까이 외롭고 지리멸렬하게
세상을 떠돌게 한 장본인. 바로 어린 왕. 자신을 배
신한 주군의 손에서 안식을 되찾아야 하는 도깨비와
도깨비를 사랑함으로써 전생의 업보를 처절하게 갚
아 나가는 저승사자의 얄궂은 운명이 시작된다.

도깨비X저승사자
내가 바라는 전개
직접 쪄본 썰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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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째 썰 :
검을 뽑을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으므로. 그래도 집에 있을 저승사자를 떠올리면 그것
도 썩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스테이크
대신 저승사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어볼까. 그

검이 보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덕화다. 그가 당분간 떠날

내가? 저 자식이? 도깨비를 죽인 사람이 난데? 왕여

마음이 없어 보여서 저승사자의 전세 계약서를 서재

는 혼란에 휩싸인다. 사실은 두려움이 앞섰다. 검을 뽑

에 갔다 놨다고 한다. 문득 그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

으면 도깨비가 죽을 테고, 영영 볼 수 없을 테니까. 하

실이 떠올랐다. “세입자님 이름? 왕여잖아. 왕여!”

지만 그것이 그의 안식을 찾을 방법이라고 한다. 어떻

기다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는 두 남자. 도

게 해야 할까. 이별은커녕 마음을 직시할 준비도 안 돼

깨비의 심기가 불편한지 온갖 물건이 공중에 떠다닌

있는데. 왕여는 검이 보인다는 사실을 계속 숨긴다. 근

다. 눈치를 보던 왕여가 입을 뗀다. “나 할 말 있어.”

심 때문에 다크 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오고, 저승 갈 영

“내가 먼저 말할게.” “아냐. 먼저 안 하면 말 못 할 것

혼들을 잘못 찾아가는 등 하루하루가 엉망진창이 된

같아.” 우르릉 쾅쾅! “그럼 동시에 해.” 하나, 둘, 셋!

건 당연한 수순. 그는 힘겹게 결심한다. 오늘은 고백해

“너 왕여야?” “나, 네 검이 보여.” 쨍그랑! 쾅쾅쾅쾅!

야겠다. 네 검이 내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뭐?” “내가,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한편, 김신은 끝까지 검을 보지 못하는 은탁을 보고 결

두 남자가 서로의 멱살을 잡는다. 우르릉… 팡팡! 천

론 내린다. 도깨비 신부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

둥번개가 어느새 불꽃놀이로 바뀌고 있었다.(깨비사

고. 쓸쓸하게 긴 세월을 감내하는 게 그가 받을 벌이었

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하 생략.)

➌

두 번 째 썰 :
네가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
도깨비는 제 심장에 꽂힌 검을 볼 수 있는 여자를 찾
아 900년을 헤맨다. 도깨비 신부라면 자신의 고통을
한눈에 알아보리라 믿었기 때문. 하지만 그 검은 서
로의 마음이 사랑으로 통하는 순간에만 보이는 영물
이었다. 김신은 갸웃거리면서도 도깨비 신부라고 자
처하는 은탁의 매력에 빠져든다. 한편, 저승사자는
김신의 동생이자 중전이 환생한 여자 ‘써니’를 만나
면서 전생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중전이 꼈던 옥가
락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자신의 이름 ‘왕여’가 고려
왕족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되며, 써니만 보면 기
묘한 마음이 든다. 그는 인정해야 했다. 자신이 김신
을 죽인 왕이었다는 걸. 하지만 왕여의 껄끄러운 마
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김신은 계속 장난을 걸고 고
민을 털어놓으며 그에게 다가선다. 그래, 지은 죄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원 없이 살게 해주자! 그런 마음
으로 함께 은탁을 구하러 가고, 지랄(?)맞은 변덕을
다 들어주며, 천 년의 기구한 인생 여정에 고개를 끄
덕이길 몇 달. 둘은 어느새 자진해서 한 소파에 붙어
앉을 만큼 친밀해진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존재
로서의 동질감을 공유하며, 서로를 차츰 깊이 이해
하게 된다. 도깨비는 은탁과 있으면서도 승부욕 강
한 허당 저승사자를 생각하며 피식거리는 일이 잦았
고, 저승사자는 자꾸만 도깨비의 외로운 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샤
워를 마치고 나온 도깨비를 본 왕여는 까무라칠 듯
놀라고 마는데…. 그의 몸을 관통한 커다란 검이 선

PS +

명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남자친구가 이 글을 읽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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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 사칭이 의심되면 꼭 확인하세요!
대학내일과 대학내일 기자, 리포터, 직원을 사칭해 대학생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면, 대표전화(02-735-3800)나 메일(univ@univ.me)로 연락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리포터나 기자, 에디터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취재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전화나 메일, 메신저 등으로 대학내일이라며 접근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경우
↳ 명함이 없다고 하거나 본인의 이름과 직함, 소속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종교 활동이나 불법 상행위 같은 대학내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대학내일로 보기에 미심쩍은 활동이나 언행을 하는 경우
최근 몇 달간, 제보를 통해 사칭하는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친숙한 <대학내일>의 이름을 빌려 대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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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김신지 summer@univ.me |

issue

Jeju Guesthouse Staff
제주에서 게하 스태프로 살아보기
제주에 놀러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다 보면 은근 스태프들이 부러워진다. 숙식 걱정 없이 한두 달씩 제
주에 살 수 있다니 부럽…. 심지어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엔 마음껏 여행도 다니잖아?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니 친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부러움 속에서 ‘이번 방학엔 나도 한번?’ 생각해본
적 있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다. 제주 게하 스태프 유경험자들이 말하는, 즐겁긴 하지만 즐겁지‘만’은 않은
리얼 체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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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파티를
즐길 준비되었는가!
01

Check it
주 5일, 숙식 제공, 무급

사진 찍는 윤시후, 24
게하 스태프를 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냥 답답해서 방학 때 한 달 정도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로 살
다 오면 어떨까 싶었다. 다행히 친구가 먼저 일하고 있던 게하를 소개해줘서 면접 없이 프리패스!

근무했던 기간과 그만둔 이유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정도(여름방학+취업계). 생
각보다 너무 편하다 보니 자꾸 늘리고 늘리다가 오래 있게 됐다.

하루 일과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게하 스태프들의 일과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일단 7~8시 사이에
기상해야 된다. 하늘 같은 게스트들이 조식을 먹고 외출하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그래 봐
야 어젯밤의 술을 해장시켜줄 간단한 국과 밥, 토스트나 시리얼 정도지만⋯ 방학이라 늦잠 자고 싶
은 우리에겐 힘든 일이다. 후다닥 게스트들 아침을 차려주고 나면, 체크아웃 시간이 되길 기다렸다
가 청소를 해야 한다. 객실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그리고 설거지까지. 괜찮다, 우리에겐 자유 시간
이 기다리고 있으니! 청소를 마치고 나면 12~1시쯤. 점심을 먹고 오전에 고생한 나에게 주는 상으
로 가고 싶은 곳에 놀러 가면 된다. 대신 늦어도 6시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잊으면 안 된다, 우리에
겐 하늘 같은 게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보통 해변 근처 카페에 가서 여유를 즐기곤 했는
데, 그 시간에 자기 계발 하는 친구도 있고 멍 때리는 친구들도 많더라. 아니면 전날 저녁에 친해진
게스트들 차를 타고 같이 놀러 다녀오기도 한다. 자주는 힘들고 가끔이 좋다. 이유는⋯ 해보면 안다.
6시에 돌아오면 오늘 밤 파티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있던 게하는 매일 밤을 술로 적셔야 하는 곳이
라서 어쩔 수 없었다. 근처 농협에서 장을 봐 와서 8시쯤부터 본격적인 파티를 시작한다. 오늘 처음
본 사람들끼리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뭘 하겠나, 자기소개부터 해야지.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사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을 하는데, 이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쪽저쪽 살피며 소외되는 게

01 아지트처럼 사용한
공터의 돌 식탁
02 게하 스태프들과 다랑쉬
오름에 놀러갔을 때.
제주살이를 한다면
오일장st. 꽃 바지는 필수!
03 혼자 킥 보드 타고
월정리에 커피 마시러
가던 길에 찍은 사진

스트들이 없도록 시끌벅적 신나는 파티를 만드는 게 주 임무! 아,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가끔 술
먹고 ‘개’스트가 되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을 잘 말려야 한다. 덜 마시게 하거나 빨리 재우거나⋯. 소
등 시간은 12시! 더 놀고 싶어도 12시에는 자야 내일 끔찍한 아침을 맞이하지 않는다. 잊으면 안 된

03

02

다, 우리에겐 하늘 같은 게스트들이 또 조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하기 전 기대했던 점 vs 실제로 부딪친 현실 일하는 환경이 조금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러
지 못한 게 제일 아쉽더라. 그래도 100 중에 80은 만족!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게하 스태프의 장점? 별거 없다. 나 같은 세상천지 또라이
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지. 반대로 단점도 생
각보다 많다. 파티 게스트하우스라면 매일 술을 먹어야 한다는 점이 제일 크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
나는 뱃살을 볼 수 있거든. 난 5개월에 10kg쯤 찐 거 같다⋯.

잊지 못할 순간들 게하 근처, 우리들의 아지트 같은 공터에 돌로 만들어진 식탁이 있었다. 그곳에 밤
마다 마음 맞는 게스트들과 걸어 나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며 밤하늘에 수놓인 은하수를 본 일. 절대 잊
지 못할 거다. 안 좋은 의미로 잊지 못할 순간은 새벽에 자다 깨서 손님이 토한 거 치운 일⋯.

게하 스태프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넉살 좋고 사람한테서 말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파티 게스트하우스에 제격. 술을 싫어한다면 혹은 술을 못 마신다면 파티 게스트하
우스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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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를
무너뜨리고 싶다

Check it
주 5일, 숙식 제공, 월 80만원

한 많은 제주 박씨, 23
게하 스태프를 하게 된 이유와 과정 호주에서 2년간의 워킹을 마치고 돌아와, 도저히 한국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던 차에, 학교 후배가 인스타에 올린 구인 광고를 보았다. 제주에서 지인이 카페
를 오픈하는데, 맡아서 운영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었다. 그 길로 바로 제주에 내려오게 되었
다. 몇 달 동안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여러 일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홍보하고 관리해줄 사람
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숙식도 해결할 겸 게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근무했던 기간과 그만둔 이유 두 달 조금 넘게 일했다. 처음엔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었는데, 문제
는 근무 외의 시간을 사장이 자꾸 터치하더라.(부들부들) 그걸로 마찰을 빚다가 어느 비 오는 날 아
침 8시, 카톡으로 해고 통고를 받고 쫓겨났다.ㅋㅋㅋ 아 진짜, X 먹은 기분이더라. “(중략) 난 더 이
상 박씨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부로 이곳에서의 모든 걸 정리해줘요. 더 이상 분위기 망치
지 마시고⋯.” 카톡 내용은 이랬다. 망칠 분위기도 없이 모든 스태프와 친하게 지내던 나는 벙 찔 수
밖에 없었고, 아쉬울 게 없어 내가 관리하던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게하를 그만뒀다. 나
한테만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무급으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평균 8명의 조식을 책임졌던 다른 여자
스태프도 쫓겨났다(정말 부지런한 아이였다). 자기 입맛에만 맞는 스태프를 쓰겠다는 거다. 지금 어
01

떻게 그 게하 사장에게 빅엿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 중이다!!!!

하루 일과 손님들이 체크아웃 하고 나면 11시~1시까지는 청소를 했다. 그 후엔 게스트하우스 마케
02

팅 관리, 블로그 관리, airbnb 등 각종 사이트 관리, 비품 구입 등을 맡아서 했다.

일하기 전 기대했던 점 vs 실제로 부딪친 현실 보통 게하의 로망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파티일
것이다. 실제로 부딪친 현실이라면, 이 인간들이 밤에 잠을 안 잔다. 음주가무, 고성방가는 기본. 한
번은 새벽 1시에도 파티를 끝내지 않기에 경찰에 소음으로 주민신고를 했다. 5분 내로 정리되더라.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은? 원래 사진 찍던 사람이라 (예쁜) 게스트들이 오면 사진
을 찍을 수 있어 좋았다. 나도 좋은 사진 얻고, 게스트도 추억 남기고.ㅎㅎ 또 제주에서 한 달 동안
살려면 제일 부담되는 게 비용인데, 숙식이 해결되는 점이 좋다. 힘들었던 점은⋯ 외국에서 7년을
사업한 사람 치고 대단했던 사장의 똥꼰대 기질. 사장의 자기애. 사장의 찌질한 카톡 이별(?) 통
보. 아,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빨래 널기! 제주도 바람은 미쳤다⋯.

잊지 못할 순간들 원래는 파티 없는 게하를 하자고 했는데, 사장이 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파티
를 도입하게 되었다. ‘파전 파티’를 처음 개시한 날, 남녀 게스트들끼리 눈이 맞았고 같이 옥상에 올
라가더라. 그런데 그날은 태풍 ‘차바’가 제주를 때린 날! 둘이 뭐하던 중이었는지 몰라도 남자가 넘어
지면서 옥상 유리문이 깨졌고 바닥이 피바다가 되었다. 게하는 순식간에 옥상 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물이 가득 차서 통째로 침수가 되었다. 밤 10시에 피칠갑을 닦아내고,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꼬박
물을 퍼냈다. 이틀 동안 전기가 끊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당시 나는 지하에 있는 스태프 방을
03

쓰고 있었는데 모든 게 침수돼서 한 달간 아는 언니네서 지내야 했다. 하아,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

01 사려니숲길 가는 길에 본 밤하늘

지금도 바람 심한 날 유리창이 흔들릴 때면 속이 다 울렁거린다.

02 핼러윈 파티 때 게하 스태프끼리
분장하고 놀러 나가기 전

게하 스태프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게하 사장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무급하
지 마라! 제주에는 사람 못 구해서 난리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이 맞는 곳으로 골라서 가라. 덧

03 문제의 침수 현장
04 깨진 옥상 문, 대체 뭘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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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밥 잘 주는 곳으로 가라. 조식으로 라면만 주는 게하는 정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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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꼭 가요!

01

두 번 가요!
02

Check it
주 2일, 숙식 제공, 무급

제주 전도사 고흐영, 23
게하 스태프를 하게 된 이유와 과정 휴학을 앞두고 ‘뭘 하면서 쉬어야 정말 잘 쉰 것일까’ 고민하다
가 막연히 제주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주 게하와 스태프 희망자들을 연결해주는 카페 중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여행자 모임’이란 곳이 핫하다. 제주에 가고 싶은 이유를 간절히 표현한 문자
와 전화 면접을 통해 합격했다.

근무했던 기간과 그만둔 이유 두 달. 원래는 한 달만 계획했는데, 3주째 되는 날 “언제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보겠어”라는 동료 스태프 말에 꼴딱 넘어가서 한 달 더 연장했다.

하루 일과 근무하는 날엔 7시 20분쯤 일어나 조식을 준비한다. 조식이 끝나면 16시까지는 자유 시
간!(다른 게하와 달리 청소하는 이모가 따로 계셔서 청소는 안 했다.) 게하 앞 카페에 가기도 하고, 여
행을 가기도 한다. 16시부터 21시까지는 손님 체크인을 돕고 이후엔 손님들과 소소한 맥주 파티!

일하기 전 기대했던 점 vs 실제로 부딪친 현실 (남친이 있어 비밀스럽지만) 제주도 로맨스⋯ 헤
헤. 새로운 사람을 사귀겠단 건 아니고, 그냥 남들 말을 들으며 ‘엇 설마 나도? 하지만 나는 그럼 안
돼’ 다짐했는데! 정말 1도, 0.1도 없었다. 철벽 칠 준비만 하고, 실제로 쳐보지 못해 매우 슬프다⋯. 다
른 손님들은 2박 3일 여행 와서도 잘만 썸을 타던데, 안 될 사람은 두 달을 살아도 안 된다.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매일 저녁 맥주 파티! 우리 게하는 소등 시간이 밤 11시로

03

철저하고 ‘소주 절대 금지’인 대신 흑맥주+기본 안주가 무료 제공이었다. 맥주 파티라고 노잼을 상상
하면 안 된다. 맥주도 많이, 빠르게 마시다 보면 핵꿀잼 파티가 될 수 있다. 싫었던 건 이성을 만날 목
적이 너무 뻔히 보이는 여행자들.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약 전화 할 때 “오늘
여자 몇 명 있어요?” 물어보기도 한다. 이들이 취하면 스태프들을 정말 힘들게 했다. 소등 시간 넘어
서 몰래 탈출 시도하고, 새벽 4, 5시에 취해서 문을 쾅! 쾅! 두드려 손님들 다 깨우고⋯.

잊지 못할 순간들 제주에선 판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료 나눔 하는 귤들이 굉장히 많다. 평생
먹을 귤을 다 먹고도 남아서 스태프들과 귤잼을 만들기도 했다. 회도 마음껏 먹었다. 게하 옆 동문시
장은 마감 시간이면 회 두 팩에 만원씩 했다. 특히 고등어회를 구워 먹으면 진심 핵맛⋯. 돌아보면
굉장히 소소한 기억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게 제주 생활의 매력 중 하나.

게하 스태프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아래 두 가지를 꼭 먼저 생각하길!
1) 유급 vs 무급 : ‘유급 스태프’가 돈을 받는 이유는 다 있다. 근무 일수가 많거나, 일이 힘들거나! 내
가 일주일 중 5일을 여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 무급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여행비가
빠듯하다면 여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유급 스태프도 괜찮다.
2) 파티 있는 곳 vs 없는 곳 :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면 파티 있는 곳이 좋다. 하지
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스태프도 여럿 봤다. 파티도 다 같은 파티가 아니다. ‘바베큐 파티’를 하
는 게하라면 매일 저녁 고기를 굽고 숯과 그릴을 치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 또 소등 시간이 없어
술자리가 밤새 이어지는 게하도 있으니 꼭 이것저것 고려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지내는 동안 최대한 계획을 짜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제주 생활이라고 낭만으
로 가득할 순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비가 와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스태프들과 전 부쳐 먹는
것도 마냥 행복. 단,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게하를 찾는 과정은 필수. 결론=제발 꼭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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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 가본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한담해안산책로
02 게하 스태프들과 함께
귤잼 만들기 도전!
03 우도에서 꿀잠에 빠진
백구를 따라 옆에 한번
누워보았다
04 제주는 이런 회를 매일
마감 세일로 먹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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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주에 있습니다
01

Check it
주 3일, 숙식 제공, 무급

그림 그리는 김애월, 23
게하 스태프를 하게 된 이유와 과정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다가 더 낭만적인 백수로
살기 위해 제주에 가기로 결심했다. 네이버에 ‘제주도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치고 쭉 둘러보다가 마
음에 드는 공간이 있어 대뜸 전화해서 혹시 지금 스태프를 구하고 있는지 여쭤봤다. 마침 구한다고 하
여 절차를 물어보고 ‘스태프 지원서’를 작성해 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환영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근무했던 기간과 그만둔 이유 지난 10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진행 중. 종료일 미정.
언젠가 그만두게 될 테지만, 아직은 이 생활이 좋아서 선뜻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중이다.

하루 일과 아침 8에 일어나면 조식 카페로 출근. 조식 재료 세팅 후, 손님이 오는 순서대로 간단한
조식과 음료를 서빙한다. 조식은 9시까지. 전날에 게스트의 오름 투어 신청이 있었으면 함께 오름
01 제주에서 어디를 가든,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스케치북

투어에 간다.(선택 사항) 돌아와서 객실 청소를 하고 이불, 수건 빨래 등을 정리하고 나면 자유 시간.
집에 남아 있는 스태프들과 점심을 해 먹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일기를 쓴다. 체크인 시간인

02 푸른 바다와 선인장의
컬래버레이션이 멋진 비양도

오후 5시가 되면 카페 오픈을 준비한다. 오늘 체크인 한 게스트가 왠지 나랑 잘 맞을 것 같으면 슬금
슬금 말을 걸어 대화를 하고 맥주를 마시고 논다. 왠지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고 흥미가 안 생기면 노

03 게하 앞 해먹에 누워서
광합성하는 시간
04 게하 스태프의 업보와도 같은
수건 빨래. 매일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해야 한다

트북을 보며 매우 바쁜 척을 한다(⋯). 밤 11시가 되면 카페 마감 후 오늘 일과 끝.

일하기 전 기대했던 점 vs 실제로 부딪친 현실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남자 게스트가 와서 운명적
02

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남자 게스트를 싫어하셔서(?) 잘 안

03

받는 편이다. 실내 금연을 잘 안 지키고 방을 더럽게 쓰기 때문.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남자
든 여자든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잘 맞아서, 떠난 뒤에도 안부를 물으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게스
트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행과 쉼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온 입장으로서, 가고
싶었던 곳을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돌아가는 날을 정해두고 여행 왔을 땐, 아까운 돈
들여서 왔다는 생각에 항상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다. 오늘 가
서 좋았던 곳은 내일 또 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그리고 정말이지 고민이 없다. 유일한 고민이라면
얼마나 더 재밌고 알차게 여기 있는 동안의 혜택(지인 및 가족 무료 숙박!)을 써먹고 이 생활을 즐길
까 하는 것이다. 힘든 점이라면 단체 손님이나 사장님 지인들이 오셨을 때 같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는 점. 의무는 아니지만 어쩌다 그렇게 돼서 좀 힘들 때가 있다.

잊지 못할 순간들 여유로운 뚜벅이의 장점은 숨겨진 장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어딜 가든 구
석 끝까지 다 보고 오기에 숨은 명소를 자주 발견한다. 덕분에 잊지 못할 장소와 순간들이 정말 많다.

게하 스태프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위 때문에 나가기 힘든 겨울엔, 집(게하)에 있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집순이 생활도 괜찮다면, 노트북을 꼭 챙겨 가길 바란다. 그리고 도시에서
한적함을 좋아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한적함을 좋아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유
급이든 무급이든, 게하가 예쁜 바다 앞에 있든 오름 사이에 있든, 게하 사장님이 좋아야 한다. 사장
님도 우리를 면접 보지만, 우리도 사장님을 면접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평소 너무 따지는
게 많고 깐깐한 성격이라면 게하 스태프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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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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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김태균(김탱글통글) |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 Illustrator 남미가

투병일기를 쓰는 29살

내가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것
카투사 헌병으로 복무하던 22살 겨울. 나는 평소보다 유난히 코피를 자주 흘렸다. 심상찮은 낌새를 느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병원에서
혈액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미적지근한 삶과 영원히 작별하게 됐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고난은 유달리 겨울에 자주 찾아왔다.
수능을 망쳤을 때, 연애에 실패했을 때,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두 겨울이었다. 겨울잠 자는 곰처럼 웅크리고 견뎌내야 했던 내게
필요했던 것은 토익 900점이 아니었다.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이라면 딱히 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살면서 마음 한 곳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독자라면, 시련에 일가견이 있는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고 싶다.
김탱글통글 브런치 <20대 암환자의 인생 적응기> brunch.co.kr/@kim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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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사랑에 뛰어들기
사랑이 최고라는 건 뻔한 말이다. 그럼에도 사랑했
던 기억은 분명히 내게 힘이 됐다. 21살 때 한 여자
를 만났고 우리는 사귀기 전에 첫눈을 함께 맞았다.
“와~ 눈이다!”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반했고 사랑
을 고백했다. 연애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내가 암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만나던 시간 대부분이 병간호였
다는 점은 아직도 미안하지만⋯. 늘 항암제에 취해
있어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진 않는다.
다만, 희고 차가운 손이 줬던 안도감만큼은 뚜렷하
다. 차분하고 목적 없는 순수한 사랑이 암울한 병원
생활에 큰 희망이 되었다. 식상한 신파여도, 티 한
번 못 내보는 짝사랑이어도 괜찮다. 목적 없는 사랑
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나는 짝사랑에 일가견이 있
었고, 상대의 말투를 따라 하기도 하는 유치한 사랑
을 해왔다. 대부분 서투른 사랑이 그렇듯 결국엔 실
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따금 햇살 좋은 날이나, 혹은
옆 사람의 손에서 달콤한 로션 향이 느껴질 때면 문
득, 설렘에 어쩔 줄 모르던 순간이 그리워진다. 뭐 어

02

쨌든 20대는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랑하
기 좋은 시기니까.

눈물 쏙 뽑아내는 영화로 감정 씻어내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정도로 힘든 날엔 영화
나 책을 봤다. 사실 투병하는 시간 대부분이 그랬다.
어느 날인가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젊은 시절의 연
애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 <노트북>을 본 적이 있
다. 얼음 가득 넣은 차가운 콜라와 귤 한 바구니를 챙
기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루 종일
울었다. 한참 울고 나니 개운해졌다. “그래도 나는 주
인공처럼 기억을 잃은 아내가 없어서 다행이네.” 따
위의 미묘한 위로를 받으면서.
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고도 펑펑 울었다.
한바탕 감정을 쏟고 나면 흐르는 눈물로 마음을 씻
어낸 것 같은 상쾌함을 느꼈다. ‘만약’이란 게 없는 생
방송 인생에서, 영화와 책은 ‘만약의 삶’을 체험케 한
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진화한 원숭이와
우주전쟁을 치를 일은 현실에선 없겠지만, 책을 읽
거나 영화를 관람하며 겪어보는 또 다른 삶은 어떤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 요즘은 영화 감상으로 감정
을 씻어내고, 치매 예방을 위해 견과류를 주기적으
로 섭취하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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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날까지 함께할 취미 만들기

게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즐기는 것도 노

병실 생활은 지루함과의 싸움이다. 항암제를 맞으

오오력이 필요한 귀찮은 일이었다. 노오오력 없이

면, 투명한 손이 눈알을 지그시 누르고 뱅그르르 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부아가 치밀었

리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계속된다. 스마트폰을 보

고, 분노를 하루하루 노트에 끼적이다 보니 엉겁결

는 건 상상도 못 한다. 산책은커녕 침대를 벗어나 화

에 ‘연필로 글쓰기’라는 취미가 생겼다. 사실 취미 생

장실을 가는 것도 한 세월이다. 커튼으로 둘러싸인

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소소한 시작이

병실에서 지루함과 싸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

었다. ‘오늘은 신입 간호사가 혈관을 못 찾아서 주삿

다. 커튼 무늬의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개수의 비율

바늘로 팔에 피멍이 들었다. 누가 보면 마약 한 줄⋯’

을 계산하기, 1시간 동안 눈을 깜빡인 횟수 세기, 혼

‘반찬으로 나온 홍어회 무침에 온통 무말랭이뿐이어

자서 하는 끝말잇기 등. 당시엔 꽤나 절박했다. 병실

서 우울하다’ 따위의 신상 잡기 수준의 글이었으니

에서 활동적인 것이라곤 창가에서 힘차게 수증기를

까. 하지만 글을 쓰면서 잠깐이나마 아픈 순간을 잊

내뿜는 가습기뿐이었다. 암 병실의 환자 대부분은

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취미라도 꾸준히 하다

노인이었고, 그분들이라고 별반 다를 바는 없어 보

보면 엉겁결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브

였다. 대부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이따금 간

런치에 글을 올리게 됐고, 몇몇 독자들이 생기고, 혼

병인 아주머니를 쪼시면서 하루를 보냈다. 젊을 때

자 쓰던 조잡한 글이 잡지에 공개되는 ‘수치 플레이’

열심히 돈 벌고 나이 들면 취미 생활을 하며 여유롭

까지 할 줄이야. 인생은 정말이지 알 수 없다.

05

‘코어 목표’ 만들기
고등학교 시절엔 크면 뭐든 되어 있을 줄 알았다. 그
러니까 내 말은,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는 아니더라
도 부모님처럼 평범한 직장에 조그마한 집, 한 달에
두세 번가량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수입 정도는 생기
겠거니 싶었다는 얘기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바
닷가의 모래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한 살 한 살 많
아질수록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포기하게 되
었으며, 그나마 약간의 모래라도 건지기 위해선 치
열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바라보며 끝없
는 무기력감에 빠져들 때, 버킷리스트를 써보는
것은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굳이 돈이 없어

04

도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작
성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가까운 곳으로 여행 떠나기

적어도 100가지는 넘으리란 예상과 달리, ‘90살

치료를 잠시 중단했을 때, 초등학생 때 살던 아파

에 현존하는 최강의 노인 되기’라는 15번째 목표

트 단지로 여행(?)을 떠났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

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리스트를 채울 수 없었다.

져 손가락이 찢어져 울고 있는 7살의 나, 방학 숙

이 15가지의 목표는 잔가지들을 쳐낸 ‘코어 목표’

제로 매미를 잡기 위해 나무를 오르고 있는 11살

다.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것⋯’이라는 제한이,

의 나, 그렇게 무수한 ‘나’들이 있는 곳을 여행하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생

면 기분이 새롭다.

각해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막연한 불안감에 시

비록 추억에 의지해 살아갈 만큼 나이 들진 않았

달리는 당신이라면 방학 중 약간의 시간을 내어

지만 짧은 시간을 내서 다녀오는 여행이 훗날 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길 권한다. 선명한 목표를

생의 에어백 역할이 되어줄 것이라 장담한다. 반

제공해줄 것이다.

짝거리던 아이들의 눈빛을 떠올리며 아파트 주변
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어릴 적 뛰어다니던 놀
이터에 도착했다. 탈출 놀이도 하고, 모래 지옥도
열심히 만들었던 게 벌써 16년 전이라니. 언젠간
이 추억도 17년 전이 되고, 또 30년 전이 되겠지.
나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약간의 슬픔,

P.S

항암치료는 끝났다. 몸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고, 내년 1월 1일은 항암치료를 끝낸 지 5주년이라 와인도 마실
수 있다. 행복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어쭙잖은 위로를 건넬 생각은 없다. 굳이 암이 아니더라도 삶은 쉽지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이유 모를 안도감

않으니까. 나는 그저 개인적으로 힘이 됐던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플 뿐이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지구의

이 함께 밀려왔다.

운명이 너에게 달려 있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일은 아닐 것이다. 당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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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7@naver.com으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전신 사진 2장 이상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얼굴 사진
4장 (프로필 사진 제외)
+ @끼를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1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2 짧은 인터뷰
3 ‘뷰티 인생템’ 4가지 소개
4 그 외 대학내일 행사 참여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Find Cov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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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 Intern 이연재 | Photographer 조혜미 |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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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만 보면 화병이 날 것 같아요. 이 시국에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면 좋을까요? univ20.com

심리학자 황상민이 말하는

화/병/대/처/법
매일매일 터지는 뉴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한 친구는 자기가 나랏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몰랐다며, 화병이 난 것 같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연구한 심리학자,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를 찾았다. 촉망 받는 학자였던 그는,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앞에 선 무녀’,
‘꼭두각시’ 같다고 평한 적이 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발언은 비선실세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뒤늦게 주목 받았다. 그리고 지난 1월
황 전 교수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연세대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요즘 나라가 엉망이라 괴로워서 찾아왔다고 하자, 그는 힘없이 웃으며 “잘 왔다”고 답했다.

황상민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버드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주로 대중의 다양한 심리 유형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WPI, 온라인
게임세계 연구, 정치인 이미지 연구 등이 있다. 세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2016년 1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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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도대체 뭔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인기
자폐증 환자다.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일반적으로 발
달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
인기 자폐증’이라고 말하고요.
박사님 말씀대로 성인기 자폐증 환자라면, 그
분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맞
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다른 사람과 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 1월에 겸직 의무

정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수준이 17세 정도에

위반을 사유로 연세대에서 해임되셨다고 들었

서 거의 멈췄다고 볼 수 있어요. 육영수 여사

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는 그

요즘 같은 때 잘 지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박

순간부터요. 이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가 없고,

근혜 대통령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다가 연세

주어진 역할을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삶을 살

대 잘린 뒤에, 연구를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았어요. 아마 본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도 연구도 하고 책도 내며 지내고 있어요.

생각할 거예요. 그분이 믿는 대통령의 역할은

포털에 박사님 이름을 검색하면 최근 기사에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손 흔들고, 정해준 각

“박근혜 대통령은 발달 장애다”라고 표현한 발

본대로 보고 읽는 것이거든요.

언이 많이 인용됐더라고요.

자라온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발달 장애라고 말하면 정신지체 장애를

환경이 그렇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인

떠올려요. 하지만 ‘사람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지하고 바꾸려 했으면 더 나아질 수 있었을

지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시키

아니거든요. 사회적, 정서적 성장이 더 중요해

는 대로 하라고 압박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자아라는 개념이 거의

경험들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학교생활이라든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옆에 최순실

지,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사십 대 중반이 될 때

같은 보모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기 자폐증 증

2014년 신동아에 기고하신 칼럼을 찾아 봤는

까지 사회 경험을 거의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을 악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또 다른

데, ‘꼭두각시’, ‘촛불 앞에 선 무녀’같이 상황을

생활적인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지체

비극이죠.

정확하게 짚어내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꼭

Q 박사님은 비선 실세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던데….
모두가 이미 그분이 꼭두각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 다 알고 있었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학자로서 박근혜씨를 연구했고,
분석 결과가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꼭두각시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제가 연구하는 방법은 대중이 특정 인물에 대
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특정한 인물들의 잔
상을 MRI 찍듯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걸 조합
해봤더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연구는 언제 시작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4년에 시작했
어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초기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인
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분이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그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무너졌을 때,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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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만 보면 힘들어요.
화병이 생길 것 같아요.

Q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심리학자로서 예측해본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세요.

똑똑한 국민들이 만드는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며 무력감과

박근혜 대통령은 요즘 청와대 안에서 무슨 생

좌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노할

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의지마저 꺾인 친구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난리인 이유를 전

좋을까요.

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본

그건 화를 내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성인기

래요. 정유라씨 부정 입학 사건을 예로 들면, 그

자폐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대표적인

런 학생을 입학시킨 대학의 총장과 교수에게

특성인데요.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화를 내야 해요. 화낼 대상을 잘못 짚었으니 일

이해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선의에서 한

단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 단계

거고, 나라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로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

당을 구원할 잔다르크처럼 나타난 사람이 박

이런 국민적인 혼란의 상황에서, 심리학자로서

능성이 높아요.

근혜씨예요.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

그 상황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씨의 지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에 있

을까요?

지율이 오르고, 투표를 승리로 이끄는 여왕이 됐

는 친구들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자기가 한 행위가 부끄러워

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못 미더워하던 국민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해서 벌

서 또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

들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원했다고 해

어진 거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름대로 상황

문에, 뭔가를 한 적은 없어요. 대신 유체이탈 화

석하면 될까요?

을 파악하고, 답을 찾아가다 보면 감정이 해소

법이라고 하죠? 남을 탓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골치 아프다고, 어차피 우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왔어요. 이런 심리 상태

대통령이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되

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회피하면 억눌린 감

를 볼 때 이분이 자기 책임을 통감해서 내려온

는 이미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정을 리

정이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드하는 지도자를 원했던 걸로 보여요. 그때 박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괜찮아지나요?

지금의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당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일종의 집단 심

정확히 파악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대표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을 지지해

리상담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답답함을 이

은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달라고 하니 설득이 된 거죠.

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심리적으로

분명 희망이 있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대한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불쌍하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훨씬 줄

국 사람들만큼 뛰어나고 똑똑한 국민 찾기 힘

니까 지지해주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보

어드는 거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

들어요.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서 “박근혜 하

이는데요. 그들의 심리는 뭘까요?

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어야 해요.

야하라” 외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정의감에

리더가 어떤 자질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이

그래야 지금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혼란과

불타는 국민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

요. 그런 국민들이 만드는 나라는 지금보다 훨

중이 특정 리더를 선호하고 따르는 것은, 자신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씬 나아질 거예요.

욕망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
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됐으니
얼마나 불쌍하니. 불쌍하니까 한 표 줘야지.” 이렇
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대중이 리더를 뽑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박근혜씨가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변변한 의정 활동을 하
지도 못했음에도 박정희의 딸이라는 유일한
정치적 자산만으로 대통령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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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남자의 구여친을 다 알고 있지ㅋ

친구랑 연애하면 생 .길 . 일
01
나도 모르게
시작된 연애 감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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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가 갑자기 좋아졌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 애가 남자로 보인다.
대체 이 마음은 언제 시작된 거지? 나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설렘보다
당황스러움이, 그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다. 걔는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서로 좋아한대도, 사귀다가 헤어지면 친구도 잃는 거잖아 ㅠ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중, 우정도 붙잡고 사랑도 쟁취한 위너들에게
물었다. “친구랑 연애하기, 어떠세요?”

누군가 이렇게 외칠지도 모른다. “거봐! 여사친
이고 남사친이고, 다 잠재적 썸이었던거지!” 하
지만 친구에서 연인으로 레벨업한 이들은 모두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었어요.” 꽁냥꽁냥 썸의 기운은커녕 새벽까지
술 먹다가 힘들다고 버리고 혼자 집에 간 적도
있었고, 친구의 구 애인들은 왜 저런 애랑 사귀
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난으로라도 나밖에
없지 않냐는 둥, 마흔 살에도 솔로면 둘이 결혼
하자는 둥, 그런 소리는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됐냐고? 다들 잘 모르겠단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다가 그 애가 갑자기 괜찮아 보
이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만났는데 예뻐 보였
다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더니….
Tip. 그러니까 친구라고 너무 막 대하고 그러지 말
자. 인연은 어디서 올지 모른다.

02
한 번은 까일
각오를 하자

뭐든 처음이 가장 어렵다지만 친구에게 연애하
자고 하는 건 처음부터 보스몹이 등장한 느낌이
랄까? 고백하는 사람도 고백받은 사람도 난감한
상황. 연애 감정이 생기기 전에 소중한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밀려든다고. 그
래서 대부분의 커플이 한 번(이상)은 협상 결렬.
친구도 애인도 아닌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Tip. 대다수 커플이 한쪽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구애
끝에 탄생했다. 어차피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거절하는 친구
를 4시간이나 설득해, 극적인 협상 타결(=커플 탄
생)을 만든 승리자도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안 되
는 거지 뭐….

03
‘야 너 인마’가 ‘자기야♡’ 된다
친구에서 애인이 되었다. 어제까진 ‘야 너 인마!’라고 불렀어도 오늘부턴 다정하게 애칭을 부르는 사이가 된
것. 물론 처음엔 손발이 오그라들 거다. ‘자기야’ 불러놓고 으악! 비명을 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친구와 애인
은 다르다. 오글거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곧 하트 뿅뿅의 시기가 찾아온다. 애칭에 애교에, 친구였을 땐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정말 쉽게 일어난다고 한다. 최소한 똑같은 ‘야 너 인마’에도 애정과 신뢰가 담긴 ‘야♡ 너
♡ 인마♡’가 될 걸? 아, 스킨십은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고 한다. 커플이란ㅋ
Tip. 어색하고 손발이 펴지지 않더라도, 서로 다정하게 불러주자. 금방 익숙해지고 더 좋아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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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와 연애를 한다는 건, 그 애의 친구가
곧 내 친구라는 뜻이다. 덕분에 “우리 사귀어”,
이 한 마디로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꼭 연예인이 열애 사실
인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꿀잼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아무나 엮기 좋아하는 친구가

04
주변에 충격과 공포,
경악의 쓰나미를
일으키게 된다

“거 봐! 너희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할 땐 왠지
진 것 같아 억울(?)하단다. 친구야,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는데 그게 진짜가 될 줄
은 우리도 몰랐지….
Tip.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애인이 아니라 친
구의 포지션을 취하자. 친구들끼리 놀자고 모였는데
둘의 세계에 빠지는 건 곤란하다.

05
지금 친구를 짝사랑
중인 사람에게

괜히 어설프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사랑도 얻지
못하고 친구도 잃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
다. 친구에서 연인이 된 이들도 처음엔 그랬다.
최소 한두 번은 거절당했고 잠시였지만 연인도
친구도 아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적도 있
다. 그래서 무작정 “마음을 고백하세요! 밀어붙
이세요!”라고 할 수 없다.
그래도 분명한 건, 일단 손을 내밀어야 상대가
잡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이나 거절한
친구를 4시간 동안 설득해 사귀게 된 승리자에
게 뒷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그의 여자친구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를 거절하기 힘들어 일
단 받아주고 나중에 ‘우린 역시 연인으로는 아
닌 것 같다’며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귀
게 된 이후의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아 지금까
지 사귀고 있다고 한다.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

06
장점: 서로 잘 안다. 단점: 서로 너무 잘 안다
CC의 장점이 자주 보는 것, 단점은 자주 보는 것이라 했던가. 친구와 연애하는 것의 장점은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 단점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내 남자, 내 여자의 과거 연애사 A to Z를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옛날 서로 연애상담까지 해주었더랬다. 심지어 친구 사이일 때 소개팅을 주
선하기도 했다고. 친구의 연애를 응원했던 것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문득 문득 얘가 구 애인과
뭘 했는지 떠올라 괴롭단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향과 연애 스타일, 생활 방식을 알고 있어서 완전히
남과 연애하는 것보단 수월하다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친
구처럼 편안한 연애라니, 넘나 좋은 것! 그렇다고 설렘이 없는 것은 또 아니다. 친구의 편안함과 연인
의 설렘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 친구와 연애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Tip. 편한 사이라는 말이 서로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까울수록 지킬 건 지켜야 한다.

P.S.

모두가 우정과 사랑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친구에게 고백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같지 않았던 익명의 사연을 짧게 소개한다. 토닥토닥. 난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런 관계였겠지. 그래서 친구로서의 널 잃은 건 슬프지만 고백한 걸 후회하진 않아. 그냥 조금 쓸쓸하다. - 익명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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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었고 넌 우정이어서, 우린 친구에서 연인이 되지 못했어. 이젠 친구로도 보지 못하게 됐네. 너에게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계속 좋은 친구
일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거야. 내가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널 계속 좋아하고 있었을 테니까. 내 감정을 속으로 삭이고 좋은 친구인척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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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연구소와 함께하는 코너

[2016 20대 TOP BRAND AWARDS]

2016년 20대 취향 저격수
3 브랜드를 덕질하다
20대가 덕질하는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제품 자체는 물론이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덕질하기도 한다. 원래 좋아하던 것을 브랜드가 얘기할 때 덕심은 배가된다.
‘2016년 20대 취향 저격수’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덕질할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주어 20대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섯 가지 브랜드를 소개한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나머지 ‘20대 탑브랜드’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 20sla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대 탑브랜드’가 선정되는 과정
올 한 해 20대가 가장 많이 소비·만족·인지하고 있는 품목과 브랜드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한 1차 예비 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2016 20대 탑브랜드를 선정할 제품/서비스 카
테고리 27개를 선정했다. 2차 본 조사를 통해 각 브랜드 카테고리별 후보 브랜드들에 대한 친숙도, 애호도, 비용 효율성(가성비), 20대 이미지 적합성을 측정한 후, 4개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했다.

로켓배송

‘‘

SNS에서 핫한
요즘_쿠팡맨_클라스.jpg
온라인 쇼핑몰 분야 1위 | 쿠팡

오픈마켓과 로켓 배송사업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쿠팡’이 오픈마켓의 전통 강자
인 G마켓, 11번가, 옥션을 제치고 20대 탑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쿠팡의 마케팅에는 타
사처럼 I.O.I도 없고 설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는데, 바로 ‘쿠팡맨’ 덕분이다. 쿠팡맨은 고객이 부재 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택배 박스에 정성 들여 시 한 수, 그림 한 편을
남긴다. 택배를 받은 고객은 헛웃음과 함께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인증샷을 찍고 SNS
에 공유한다. SNS를 자주 이용하는 20대에게 ‘쿠팡 서비스 만족 경험’이 계속해서 전
달되고,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

명불허전
혜자맘
편의점 도시락 분야 1위 | GS25 김혜자 도시락

뛰어난 가성비로 혼밥러들이 애정하는 편의점 도시락의 최강자는 ‘GS25 김혜자 도시
락’이 차지했다. 조사 결과, 가성비 항목에서 GS25 김혜자 도시락을 따라올 상대는 없
었다. 광고하기 힘든 PB제품 특성상 먹어본 사람만이 가성비를 판단할 수 있다. GS25
김혜자 도시락을 먹어본 20대들은 ‘혜자스럽다’, ‘혜자롭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가성비

진수
성찬

가 좋다는 것을 널리 소문냈다. 음식을 뛰어넘어 일상 속 모든 곳에 사용하면서 일종의
20대 일상어가 되었다. 또한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각 편의점의
도시락을 비교하는 콘텐츠가 쏟아져 나왔다. 반찬의 수, 밥의 양, 1g당 가격 등 팩트에
재미까지 더해져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혜자로움이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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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도
생수 분야 1위 | 삼다수

1998년 출시 이후 삼다수는 한 번도 생수 브랜드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200여
개가 넘는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생수 시장에서 삼다수는 20대까지 사로
잡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제주도 삼다수는 화강암반수라
깨끗하다고 아재처럼 읊어대던 삼다수가 변했다. 한라산, 화강암, 돌하르방으로 대표
되는 관광 명소 제주도가 아닌, 20대에게 가장 핫한 ‘#제주도’의 모습을 담기 시작한
것이다. 삼다수는 소녀시대 태연과 슈퍼주니어 규현의 ‘밴드 고맙삼다’를 구성했다. 제
주도 관련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실제 20대 사이에서 사랑받는 푸드트럭이나 카페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 등 20대가 ‘#제주도’를 즐기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했다.

‘‘

어머!
이건 꼭 찍어야 해
탄산주 분야 1위 | 이슬톡톡

올해 20대 여성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 탄산주. 그들 중 부농부농하고 귀여운
‘이슬톡톡’이 20대 탑브랜드가 되었다. 20대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인증샷 찍는
것을 즐기는데, 마침 피크닉의 계절인 봄에 등장한 이슬톡톡은 최고의 피사체였다. 실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슬톡톡으로 검색하면 12만 개 이상의 이슬톡톡 사진 콘텐츠가
나온다. 술을 싫어하는 에디터의 친구도 이슬톡톡이라면 콜을 외치는데, 술 같지 않고
달콤해 카피처럼 ‘기분 좋게 발그레’해지기 때문이라고. 그 밖에 이슬톡톡은 젊은 여성
들에게 인기 있는 생활 한복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발그레한 블러셔 화장을
위한 컬래버 화장품 세트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20대 여성을 적극 공략했다.

‘‘

innisfreeofficial

광고라도 괜찮아예쁘잖아!
로드숍 화장품 분야 1위 |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리얼제주

로드숍 화장품 부문에서 이니스프리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대생들의 지

#국주곤듀

지를 바탕으로 ‘최선호 브랜드’, ‘20대와 어울리는 브랜드’ 문항에서 다른 브랜드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니스프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20대는 자신의 SNS 피드가 노골적인 광고 콘텐츠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
는데,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니스프리 인스타그램은 누가 봐도
팔로우 하고 싶은 고퀄리티 이미지로 넘쳐난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니스프리 인스
타그램 이미지처럼 보정하는 방법이 공유될 정도이다. 제품 사진도 작품으로 만들어버
리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되려 열광한다. 이니스프리는 매년 사진전을 열어 SNS에
서의 인기를 오프라인으로 끌어와 덕질할 떡밥을 꾸준히 던지고 있다.

2016 20대
Top Brand
Awards

조사 기간 2016년 8월 5일 ~ 12일(8일간)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국내 최초 유일의

조사 대상 전국 20대 남녀 824명

20대 대학생과 직장인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조사 기관
표본 오차 ±3.12% (95% 신뢰수준)

[이슈페이퍼 2016-6]
보다 자세한 결과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 20slab.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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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삐딱함엔 이유가 있다

밀레니얼 미디어 ALT

ALT의 콘텐츠는 숨김이 없다. 쉬쉬하는 사회 분위기를 깨기 위해 맥주를 마시며 화기애애하게
섹스 얘기를 나눈다. ‘아 그것 참 불편하겠네요’라며 바라보는 대신 남자가 직접 브래지어를 차고
하루를 생활한다. 남자를 규정하는 데에는 ‘불알’도 ‘남자다움’도 필요 없다고 화끈하게 말한다.
더러는 ‘쟤네 왜 이렇게 삐딱해?’ 혹은 ‘관심 받으려고 자극적인 소재만 쓰는 거 아냐?’라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ALT의 삐딱함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ALT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태용, 헤지, 박지훈, 구현모(좌측하단)

저희 팀은 총 아홉 명이에요. 출신 성분은 다양
한데 모두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청춘씨:
발아’라는 뉴미디어를 운영했거나 학보사에서
교지를 만든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도 공
유할 겸 친목을 쌓다가 먹고살 길을 찾기 위해
팀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은 「대학내일」 콘텐츠
팀처럼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대안이 있는 대안 언론’으로서 ALT가 등장한
것 같은데, 정체성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언론덕후이자 독자의 입장에서 맨날 ‘이것이 문
제입니다’나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와 같은 재미없고
맥 빠지는 뉴스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라
는 질문이 나왔을 때,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
니라 함께 대안을 이야기해 나가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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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오히려 뻔하게 들릴 수

는 생각은 안 해요. 굳이 기성 언론에 특정 프

도 있을 것 같은데….

레임을 씌워서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다른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걸 수

거죠. 일대일 관계로서 언론과 언론, 동등한 입

도 있어요. 하지만 0에서 10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1의 시도가 필요해요. 단번에 10으로 뛰어넘
을 순 없으니까요. 동시에 세상을 바꿀 의지가

ALT의 시작은 ‘맨박스’ 시리즈였죠. 여혐, 남혐

없는 미디어는 미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

대립이 끝을 달렸을 때 대놓고 뜨거운 감자를

깃 독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다루는 게 조심스럽지 않았나요?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려

딱히 조심스럽진 않았어요. 여성주의에 관해 얘기

주는 것도 매체의 역할이죠.

할 때 수혜자를 여성으로‘만’ 두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물리적 성별이 남자더라

ALT는 밀레니엄 세대를 타깃으로 한 온라인 미

도 그중에서 분명 배제되는 남성이 존재하잖아요.

디어인데, 기성세대에게 익숙한 신문이나 뉴스

그들을 포섭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화를 불러

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오려면 우선 다수를 포섭해야 하니까요.

우선 홈페이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면의 한계
가 없어요. 사진이나 영상처럼 쓸 수 있는 도구

콘텐츠에 공통점이 있다면 ‘삐딱한 시선’이 아

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하나의 콘텐츠 데이터를

닐까 싶어요.

다양한 매체에 퍼뜨릴 수 있는 크로스 미디어 전

기본적으로 팀원들의 성향이 콘텐츠에 그대로

략에 있어서도 유연하죠. 가장 큰 강점은 독자의

묻어나는 것 같아요. 다루는 주제도 오프라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항상 열려 있다는

에서 얘기하기 민망한 것들이잖아요. 발칙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점이에요. 특히나 SNS는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

고 느껴지는 건 주제를 다룰 때 거침없이 뛰어

업로드 하고 나서도 반응을 계속 살피고요. ‘너

게 올리는 공간이라서 피드백도 활발하고요.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즐겁게 섹스하자>(이

네 쿨한 척하는 것 같다’ 혹은 ‘가르치는 것 같다’

하 <즐섹>) 시리즈는 섹스 얘기를 거침없이 하

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생

그럼 기성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잖아요. 근데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희끼리 부

기는 반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가야죠. 에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비해서

끄러워하면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디터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방식이다 보

는 느리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밖에 되지 않는 거니까요.

니까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상대가 불쾌

열심히 보고 들으며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에요. 이성애 중심적

다만 외부에서 그 변화를 빠르게 느끼지 못하

<즐섹>처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꾸준

는 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경영자의 관점

히 생산하는 미디어가 많지 않아서 반가웠어

이 충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 덧

요. 한편으로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니까 내부

의견이 충돌할 만한 소재를 많이 다루는데 사

붙이자면 저희가 기성 언론의 빈자리를 채운다

적으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인 얘기만 하지 않으려고도 노력 중이고요.

충돌 없는 의견 표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요. 의견엔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장엔 필연
적으로 충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댓글이나
공유에 달리는 멘트로 시작되는 의견 충돌 자
체는 나쁘게 안 봐요. 감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최대한 분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왜 이렇
게 반응할까’, ‘어떤 관점에서 반응한 걸까’, ‘이
사람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콘텐츠라는 게 솔루션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
아요. 빠르면 하루에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데, 결과 차원에서 얻는 효능감은 들쑥날쑥해
요. 목표에 단번에 도달할 수는 없겠죠. 대신 천
천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ALT
가 생긴 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자리를 잘 잡
아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미디어가 됐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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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성들이 우리가 만든 쿠션을 써요

화장 문화를 바꾼 아모레퍼시픽 연구원의 모든 것
파우치 안의 필수품, 쿠션. 이제 귀찮게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바르던 시절을 상상할 수 없다. 이 기특한 발명품, 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
쿠션 화장품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C-Lab의 정하진 연구원을 만났다. 연구원님 우선 버스 안에서 화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모레퍼시픽으로 이직하고 싶은데 그곳은 어떤지 웁, 웁…. (대표님 눈감으세요.)

아모레퍼시픽
C-Lab 연구원
정하진

연구하는 조직이 생겼어요. 지금 10명이 넘
는 연구원들이 매일 쿠션의 핵심 기술 개발
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C-Lab은 저희가 생각하는 과학 연구소처럼
생겼나요? 막 실험하고?
그렇죠! 다들 과학 시간에 실험해보셨죠? 비
슷해요.

사실 화장품 연구원이라고 하면, 저 같은 문과

C-Lab의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생은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성비요? (웃음) 남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내에 쿠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보통 남자들은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지 않나

해 의뢰가 오면, 연구소에서 적합한 기술을 제

C-Lab(Cushion Laboratory)이라는 조직이 있

요? 신기해요.

안하고 개발하죠.

어요. 저는 그곳에서 아모레퍼시픽의 15개 브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남자분들은 정말 잘 아

그럼 연구 개발 분야는 이과와 가까운 거죠?

랜드 쿠션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

세요. 저보다 화장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과의 계속되는 집착.)

술 방향이나 콘셉트를 제안하죠. 구체적인 일

‘아이오페 맨 에어쿠션’이라고 있는데, 남자 연

그렇죠.(웃음) 연구원들은 이과 출신이 많아요.

정도 조율하고요.

구원이 개발한 제품이에요.

원료를 배합해 제품의 내용물을 만드는 일을

그렇군요! 대략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장품이

많이 하다 보니 화학이나 생물 전공이 많죠.

C-Lab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제품을 전부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최근 트렌드 분석이나 컬러 연구 등 여

개발하는 건가요?

우선 고객 연구를 해요. 요즘 트렌드가 빨리 변

러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전공자들도 다양해지

네. 아모레퍼시픽그룹 브랜드를 통해 선보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금방 달라지죠.

고 있어요.

는 쿠션 제품은 모두 C-Lab을 거쳐 개발되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브랜드마다

대학 때부터 화장품 연구 개발 분야에 관심이

고 있어요.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처

추구하는 뷰티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니

있었나요?

음으로 출시했으니, 쿠션을 연구한 지는 10

스프리는 자연주의에요. 이 모든 요소를 고려

저는 화학을 전공했어요. 전공이 안 맞아서 방

년 정도 됐죠. 작년 7월, 전문적으로 쿠션만

해 개발 작업에 들어가요. 마케팅팀에서 주관

황도 많이 했죠. 화장품 개발 분야는 순수 과학
에 감성적인 부분이 미묘하게 섞여 있어요. 사
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죠. 거기에 매력을 느
끼고 입사하게 됐어요.
아모레퍼시픽 쿠션은 어떻게 개발된 건가요?
보통 화장을 하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
바르잖아요. 불편하더라고요. 자외선 차단 기능
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편하게 덧바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주차 도장에
영감을 받았죠. 주차 도장을 보면, 잉크가 잘 담
겨 있잖아요. ‘흐르지 않는 액체’라는 것에 착안
해 연구를 시작했죠. 쉽진 않았어요. 마케팅팀,
기술연구원, 포장재 개발팀, 디자인팀, 생산팀
등 여러 부서가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출시 전에 쿠션이 대박 날 거라고 예상하
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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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 했죠. 그리고 처음에 출시했을 때, 지

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

금처럼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장난감 같다, 어

기술을 개발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소해 삶의 패턴을 바꾸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

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

노력해요.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준다거나,

습니다. 미적인 기능을 넘어 여성의 삶을 긍정

라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기능을 쿠션에 담는다던가.

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저희 팀의 목표이

쿠션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

요즘 해외 브랜드에서도 쿠션을 많이 출시하고

자 저의 목표입니다.

인가요?

있어요. 쿠션 전문 연구원으로서 위기감이 들

아, 정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일하기

쿠션을 보면, 스펀지에 액체가 담겨 있는 형태에

것도 같은데.

좋은가요? 사실 언젠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요. 처음 스펀지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거라, 안

저희는 한 제품을 10년 이상 연구했어요. 그동

거든요.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대표님 또 눈

정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스펀지 종류가 정말 다

안 쿠션을 연구하면서 쌓인 노하우나 고객 피

감으세요.)

양하거든요. 소파에 들어가는 것부터 수세미용

드백 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자산을 기반

여성 직원 비율이 반 정도 돼요. 그래서인지 여

까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스펀지를

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

성 친화적인 제도가 많죠. 여성 리더도 많아요.

가져 왔죠.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어요. 타사에서 그런 부분은 따라올 수 없다고

분위기도 밝아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답니다. 글

잘 맞는지 찾았어요. 이 과정이 가장 힘들었죠.

생각해요.

로벌 브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 고객들을 만나

평소 화장품을 개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의 목표가 궁금해요. 어떤

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나 미국, 중국에도 연

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구원이 되고 싶으신지.

구소가 있어요. 단기 파견을 가기도 하죠. 해외

10년 동안 연구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가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게 ‘여성의 삶을

에서 일할 기회도 열려 있어요.

요.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에요. 쿠션을 개발하고

모르게 자기 세계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이 화장 시간을 단축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앞으로도 좋은 화장품

하기엔 좋은 기술인데, 고객은 뭐가 달라졌는

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미적으로 예쁘게

많이 개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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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기명균의 낱말퍼즐
올해 퍼즐도 이제 다음 주 한 번밖에 안 남았네요.

Gift
+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아저씨도감)
세 분을 선정해 48가지의 아저씨 유형을 정리한 일러스트북 『아저씨 도감』(윌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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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열쇠 ]

[ 세로열쇠 ]

1.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

1. 중국 한나라 때 밤에도 해가 지지 않아 늘 밝았다는 한 성(城의) 전설에서 유

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뿐인 걸/ 그럴 때마다

래한 말. 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떠들썩한 번화가의 밤 풍경을 표현할 때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쓰인다. 현재 MBC에서는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 중이기도 하다. #이요원

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그러면안돼 #싸울텐가포
기할텐가
2. ‘웅변의, 웅변가’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한동안 grammar(문법),
logic(논리)과 함께 3대 학문에 속했다. 설득의 기술을 가르친다는 실용적인 목

#진구 #유이
2. 질 나쁜 범죄자를 골라 죽이며 본인의 살인 충동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살인마
(?)의 이야기. #showtime #마이클C홀
3. 동남아시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 원래는 사람의 힘으로 직접 수레

적에서 정립되었으나 현대 정치에서는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대중을 현혹시킨

를 끄는 인력거를 뜻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OO에는 소형 엔진이 달려 있다.

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툭툭

3. 1)왕따 2)1992년에 데뷔해 다수의 그래미 수상 경력을 보유한 힙합 듀오 3)엑
소시즘을 다루는 미국 드라마
4.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슬람 법 체계. 국가와 사회보다 우선시되
고, 서구 사회의 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참수, 투석, 손발 절단 등 가혹한 신
체형이 명시되어 있고 여성과 동성애자에 대해 극도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는다.
5. OB, 태평양, 삼성, 쌍방울, LG, SK, 한화 등 KBO 내 많은 구단의 감독 이력을 가
진 감독. 한때 왕조를 구축하며 ‘야신’으로 추앙 받던 때가 있었으나 비인간적이
고 독단적인 야구로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구단의 미래를 망가뜨린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아왔다.
6. 냉면을 시켰는데 고기가 같이 나오는 식당의 상징.
7. 오후 2시를 몇 년째 장악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두시탈출OOO #정찬우김
태균
8. ‘선이 없다, 간결하다, 경이롭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애플이 출시 예정인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이어폰 단자를 없앤다는 이전의 소문을 확인시키는 발표인 데
다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우호적인 반응보다는 비판이 많다.
9. 내용 누설, 미리니름, 네타바레. 사극의 OOOO는 역사 교과서. 밥 먹듯 OOOO
를 남발하는 포털 메인. 코난과 김전일의 OOOO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4.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대표 저서 중 하나. “몰락은 패배이지만 몰락의 선택은 패
배가 아니다. 세계는 그들을 파괴하지만 그들이 지키려 한 그 하나는 파괴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면서 이긴다. 성공을 찬미하는 세계는 그들의 몰락을 이해하
지 못한다. 그들 덕분에 세계는 잠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5. 맨부커상 수상 작가 줄리언 반스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마지막 모습들을 기록
한 에세이. “우리가 예술을 탄생시키는 이유는 죽음을 무릎 꿇리려고, 안 되면
최소한 반항이라도 해보기 위해서일까?”
6. 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며 이 상품 저 상품을 구경하고 비교하는 일. ‘윈도 쇼핑’
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다덜컥지르고후회한다는게함정
7. 물리적으로 다치거나 무리하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독감, 인후염, 인플루엔자,
폐렴, 장티푸스, 말라리아, 뇌염, 전립선염 등 수많은 질환이 OOO을 동반한다.
8. 말 그대로 소화제의 대명사.
9. 2014년 『비밀의 정원』을 시작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다양한 종류의 책이
쏟아졌던 장르. #힐링 #스트레스해소
10. 상품은 구매하지 않고 제공되는 혜택만 쏙쏙 빼먹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 기
업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이라, 예를 들면 카드사에서
일정 수준 실적을 올리지 않은 고객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대
응하고 있다.

10.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긴 대나무의 끝을 날카롭게 깎아 만든 무기.

11. 본인이 만든 노래를 직접 부르는 가수.

11. 액션 영화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자동차 추격 장면’을 뜻하는 영어 표현. #택

12. 광고인 박웅현의 베스트셀러.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구로 책을 활용해야

시 #다크나이트 #매드맥스분노의도로 #분노의질주 #본슈프리머시
12.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야단스럽게 북적거리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말. 홍대입구
역 근처에 위치한 만화 전문 서점 이름이기도 하다.
13. “OOO OO OO O OO,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
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14. 동갑끼리는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는 게임. 나이 차이가 많을수록, 억눌린 게
많을수록 더 재밌고 더 위험한 게임. 종료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보통
인데, 게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한다.
15.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에서 ‘일찍 일어나는 새’를 네 자
로 줄이면?
16. 『벨벳 애무하기』 - 『끌림』 - 『핑거스미스』 - 『리틀 스트레인저』 - 『게스트』
17. ‘친구’와 ‘적’의 합성어. 1950년대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소련과의 관계를 이
단어로 규정했고, 최근 몇 년간은 ‘G2’로 떠오른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북하우스
13.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저 산으로 가면~ 쑥쑥국! 쑥국! 어허~ 어히~”
14. 200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정치 분야 여론조사 전문 기관. 지난 총선에서는
결과와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로 그 신뢰도를 의심받았다. 최근엔 급락하는
대통령의 지지도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15. <소셜 네트워크> ∩ <네버 렛 미 고> ∩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6. 세상 모든 것을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타고난다기보다는 낙천적이
었던 사람도 희망이 좌절되고 각종 모순과 부조리를 목격한 후 OOOOO가 되
는 경우가 많다. “나는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
게 증오한다.” #쇼펜하우어 #스탠리큐브릭
17. 좀비가 망가뜨린 사회에서 살아남은 몇몇 인간들이 살 길을 모색한다는 내용
의 드라마. #AMC
18. ‘우유주사’라고 흔히 알려진 수면 마취제의 일종. 우유처럼 생겼을 뿐 진짜 우
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된다.

18. 거리에서 버스킹으로 시민들을 만난다는 콘셉트의 JTBC 예능.

19. 6대주 =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OOO

1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사위로, 대선을 총지휘하고 연설문 작성에

20. 공기 중의 물방울 입자에 의해 태양 광선이 반사·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 비

까지 관여하는 등 ‘트럼프의 비선 실세’로 불리고 있다.

온 뒤에 땅이 굳고, 운 좋으면 OOO도 볼 수 있다.

20. 호주 출신의 바리스타이자 그가 본인 이름을 내걸고 차린 카페. 한국에서는 매
일유업이 “스타벅스처럼 키우겠다”는 각오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다.
21.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 이슬람 신앙이나 원리를 위한 투쟁을 뜻
하기 때문에 보통 ‘성전(聖戰)’으로 번역된다.
가로열쇠 샤페코엔시몬스터길들이기존르카레김민희규장각침잠공부중독오방낭광화문광장싱가포르귀소본능진수성찬에세이부동시센카쿠모카포트트렌드코리아리니지이터널알고리즘평
행이론블라블라시일야방성대곡 세로열쇠 페퍼민트시몬드보부아르부레옥잠이병규파독광부침낭서문시장오이소박이오싱가려진시간내부자들성대모사텐센트세이렌클라리넷포퓰리즘트
위터호루라기이바보야알라딘행진곡

802호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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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lancer 조여름 8810cha@hanmail.net | Illustrator 전하은

아빠, 무서운 얘기 해줘
Who + 조여름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운을 떼면 빨리 뒷이야기를 듣고 싶
어서 머리털이 우두두 서고 팔뚝엔 닭살이 돋
았다. 잘난 척하던 사촌 오빠들도 이불을 붙잡
고 오들오들 떨었다.
“그땐 가로등도 없었어. 밤이 되면 물 흐르는
소리만 졸졸 들렸지. 근데 너희 고모가 날 데리
러 온 게 아니겠냐. 내 손을 잡고 소 끌듯이 데
려가는데 손이 어찌나 차던지 몰라. 얼굴은 표

야 할 여름에, 오로지 이 길에 난 풀은 시커멓

정도 없이 파랬어. 뭔가 이상한 거야! 소름이 훅

게 죽어 있었다. 노래를 불러봤지만 내 목소리

끼쳐서 고모 손 뿌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냅

는 산을 때리고 다시 내게 돌아왔다. 소름이 끼

다 뛰었지. 그날따라 길은 정말 천리만리 길었

쳤다. 막다른 길도 없는 작은 시골길에서 아버

시골 할머니 집은 높은 언덕 위

어. 그런데 대문 앞에 너희 고모가

지가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뒤도 돌아보

에 있었다. 갈 때마다 한참을 걸

있는 거 아니냐! 와 이제 왔노, 하

지 않고 한참을 뛰었다. 언덕을 올라 집에 도착

어 올라야 했다. 구불구불한 길

면서. 그럼 아까 내 손을 잡은 그

했다.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을 따라가면 부엌에선 전 지지

사람은 누구지?”

“내가 뭐라고 했냐. 그 길은 100만원을 준다 해

는 냄새가 솔솔 났다. 고소한

악!! 어린 우리들은 소리를 질렀다.

도 안 갈 거다. 거긴 옛날부터 상여만 지나다니

냄새가 참 좋았다. 전쟁 후 지었

나는 아빠 얘기 듣는 게 참 좋았다.

는 길이야. 죽은 사람들만 다녀! 그 길에 들어서

다는 디귿 자 모양의 집은 슬레

사촌 오빠도 벌벌 떨게 하는 아빠

면 엄청 큰 황소도 울면서 주저앉았어. 우리 딸

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조금 더 커서는 아빠

이제 보니 용감하네.”

로였다. 안방에 모인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들

의 이야기들이 지어낸 얘기란 걸 알았다. 귀신

얼마 전 핸드폰을 열었더니 부재중 전화가 와

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얼굴이 발갰다. 하지

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빠 옆에 앉아서 얘기를

만 우리 아빠는 어른들이 모여 있는 안방에

듣는 일도 줄어들었다.

없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실감 나게 들려주

대학생이 되고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을

던 이야기꾼이라, 작은방에서 아이들에게 둘

찾았다. 나는 그간 많은 지식들을 배웠다. 정치

러싸여 있었다.

와 경제가 돌아가는 문제를 공부했다. 도깨비

“너희들, 이 아래 냇가 알지? 복숭아 나무들 사

불은 오래된 나무에서 생기는 인 작용이라는

이로 흐르는 개울 말이야. 그쪽으로 다닐 땐 조

것도 알게 됐다. 더는 아빠의 옛날 얘기에 흥미

심해야 돼. 혼자 다니면 안 되고 큰길로만 다녀

가 없어졌다. 시골에서 혼자 산책에 나선 나는

야 되거든. 옆에 난 샛길로는 절대 혼자 걸으면

처음 보는 길로 들어섰다. 왼쪽엔 논과 저수지

안 돼. 내가 어릴 때 말이다. 냇가에서 미역을

가, 오른쪽엔 산이 있는 아담한 길이었다. 십 분

감다가 해 떨어지는 줄 몰랐는데….”

정도 걷던 나는 오한을 느꼈다. 만물이 푸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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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의는 ahrajo@univ.me

이트 지붕으로 바뀐 외양간을 제외하곤 그대

있었다. 나는 아빠 전화를 또 못 받았다. 아빠에
게 전화했더니 밥은 먹었냐고 물으신다. 밤길
혼자 다니지 말라고, 차 많은 데 다니지 말라고
하신다.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하지만 아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한때는 아빠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 무서
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바보 같은 아빠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일 더하기 일 같은
공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다. 아빠
와 통화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사
랑받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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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학교연합 NCUK

한국일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2016년 신입생
입학설명회

2016 중독 예방
공모전

크리에이티브 스퀘어
모바일 액세서리 & IoT 공모전

여러분께
독자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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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영 (4100)
No.801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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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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대학생만의 특권!
Editor 정수민 ryoinning@univ.me

한국일보

2016 중독 예방 공모전
www.klacc-contest.co.kr
한국일보 주최, 강원랜드와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이 후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도박,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대. 응모 분야 UCC,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총 네 가지야. 응모하는 콘텐츠는 스마트폰, 도박, 게임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담으면 돼. 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수여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원해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응모 기간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3일(금) 17:00 마감
응모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상금 UCC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2명) 200만원, 우수상(5명) 70만원
포스터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2명) 100만원, 우수상(5명) 50만원
웹툰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2명) 100만원, 우수상(5명) 50만원
체험수기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2명) 100만원, 우수상(5명) 50만원

영국대학교연합 NCUK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2016년 신입생 입학설명회

크리에이티브 스퀘어 모바일 액세서리 & IoT 공모전

www.ienuk.com

www.samsung.com/sec/creativesquare
영국대학교연합 NCUK에서 영국대학교(원)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액세서리 & IoT 공모전을

진학 과정에 대해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개최한대. 진학 과정은 학사와 대학원 진학

있는 스타트업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학사 진학 과정의

이번 공모전은 모바일 액세서리나 모바일과

경우 국내에서 1년 동안 입학 자격을 갖출 수

연동이 가능한 IoT 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있도록 필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대학원의

돼. 총 10개 수상 팀은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경우 5~7개월 동안 언어적, 학업적 소양을

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과 협력

갖추도록 준비하게 된대. 영국에서 공부하고

관계 검토 등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 관심있는

싶은 친구들에겐 이번 설명회가 좋은 기회가

친구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될 거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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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16년 12월 5일(월) ~ 2016년 12월 31일(토)

일시 학사 – 2016년 12월 17일(토) 오후 2시 30분

응모대상 모바일 생태계를 강화할 아이디어 및 기술을

대학원 – 2016년 12월 17일(토) 오후 4시 30분

보유한 스타트업

장소 서울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 대강당

수상혜택 상품화 지원금 5억원(팀당 5천만원), 전문가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멘토링,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 비즈니스 협력 검토,

(전화 02-3471-9911)

MWC / IFA 등 해외 전시회 동반 전시 기회 제공

16. 12. 9. 오후 4:02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

HR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CJ올리브영네트웍스

서비스 운영

recruit.cj.net/recruit/ko/
recruit/recruit/list.fo

~ 12.18

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 매장 신입사원 모집
(SALES & 고객서비스 부문)

㈜대교에듀캠프

음악, 과학, 체육, 유아 합창, 유아
국악강사

www.dk-educamp.co.kr

~ 1.4

2017년 신입(음악/과학/체육/합창/국악) 강사 채용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탐앤탐스

2016 탐앤탐스 THINK 스마트폰 영상제

영상

~ 12.26

부문별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2명) 50만원, 우수상(5명) 30만원

네이버

네이버 멀티트랙 공모전

영상

~ 12.31

대상(1명) 1천만원, 최우수상(2명) 500만원,
심사위원상(2명) 100만원, 인기상(10명) 30만원

삼성전자

삼성전자 크리에이티브 스퀘어 모바일
액세서리 & IoT 공모전

스타트업

~ 12.31

상품화 지원금 5억원(팀당 5천만원), 상장 및 상패(총 10팀),
전용 업무 공간 및 인프라 이용(상위 3팀)

한화생명

제2회 한화생명 대학(원)생 보험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 1.9

대상(1개 팀) 500만원, 우수상(2개 팀) 300만원, 장려상(3개 팀) 10만원,
발표상 특별 시상,

키움증권

제20회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투자대회

~ 1.15

문화체육관광부

스토리, 세대를 잇다!
세대공감 이야기 공모전

스토리

~ 12.30

삼성SDS

삼성SDS 디지털 사이니지
대학생 공모전

아이디어, 디자인

~ 1.30

금상(2팀) 200만원, 은상(4팀) 100만원, 동상(4팀) 50만원,
우수상(최대 10팀) 20만원

한국일보

2016 중독 예방 공모전

UCC, 포스터,
웹툰, 체험수기

~ 2.3

UCC –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2명) 200만원, 우수상(5명) 70만원
포스터/웹툰/체험수기 –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2명) 100만원, 우수상(5명) 50만원

수익률 1위(1명) 300만원, 수익률 2위(1명) 200만원, 수익률 3위(1명) 100만원,
수익률 1~3위(3명) 해외 탐방 및 인턴십 기회, 상장, 수익률 4~10위(7명) 해외 탐방 및 상장,
수익률 11위 ~ 100위(90명) 참가 경품 및 상장
평전 - 최우수상(1편) 500만원, 우수상(2편) 100만원, 장려상(3편) 50만원
에세이/사진 - 최우수상(1편)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우수상(20편) 사진 인화권(5만원 상당)

대외활동
주최

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혜택

pooq

푹 서포터즈

2개월

~ 12.18

6개월 이용권 증정, 활동비 지원, 콘텐츠 제작비 지원, 수료증 수여,
우수자/팀 상장 및 상품권 수여

광동제약

광동 V 슈머 15기

6개월

~ 12.18

우수자 리워드 증정, 제품 체험, 실무 경험, 트렌드 정보 수집

스노우

스노우콘텐츠 리포터 3기

3개월

~ 12.18

활동비 지원, 우수자/팀 포상, 수료증 수여, 네이버 사옥 투어, 실무 경험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영채널
소셜크리에이터 디:플 13기

7개월

~ 12.19

활동비 제공, 매달 우수 팀/개인 시상, LG디스플레이 신입사원 공채 시 가산점 부여,
해외 탐방 취재 특전 제공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재)한국방문위원회

글로벌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15기

약 2개월

~ 12.19

한국 홍보자료 기본 키트 제공, 반크 도서 제공, 우수자 선정, 상장, 메달 기념품 수여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대학생 서포터즈 2기

2개월

~ 12.20

멘토링 및 강의(마케터, PD, MD 강의 기회),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 포상,
홈쇼핑 출연(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CGV

CGV대학생 마케팅 패널 TOC 10기

6개월

~ 12.20

최우수 팀 해외 연수 지원, 공채 및 인턴십 지원 시 가산점 부여, 활동비 지원,
매월 20회 영화 관람 지원, 매월 우수 팀 시상, 멘토링

강연·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주한영국문화원

Winter Intensive Course 1DAY class

www.winterclass.co.kr

~ 12.15

선착순 100명, 다이어리 및 샌드위치 & 쿠키 & 커피 제공

인터파크

베스트 리뷰 남기고! 다시 한번
뮤지컬<팬텀>의 감동을 누리자!

http://bit.ly/2gIFT6h

~ 12.26

12월 30일(금) 8시 공연 VIP석 3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016 창작자를 위한 오픈세미나
SEASON3 창의세미나

www.gconlab.or.kr/
seminars321/?action=write

~ 12.29

박웅현, 장항준, 김정운, 소심한 오빠들 참여

교보문고

[2017처음가계부]12월이벤트

키움증권

제20회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이벤트

www.kiwoom.com

~ 1.15

대회 참가 시 스타벅스 캔 음료 증정, 접수기간 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현금 1만원 증정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청년창업

gift-car.kr

~ 1.31

차량,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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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yobobook.co.kr/prom/2016/
~ 12.31
pube/11/161130_cash.jsp

샤오미 큐브박스 불루투스 스피커(5명)

16. 12. 9. 오후 4:0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미국 포천지 100 Best 기업 선정기관 GPTW Institute가 지금 공개한다!
Editor 김민정 dodohanlife@univ.me | Writing assistant 박소용

일하기 좋은 일터(GPTWⓇ)란 어떤 곳일까?
는 제도다. GPTWⓇ Institute는 이러한 평가
제도를 통해 일하기 좋은 일터에 대한 공
감대를 확산시키고,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

2016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종합대상

는 경영 풍토를 조성해 한국 기업의 선진

주식회사 신한은행 (9년연속 대상)

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뢰경영대상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과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Trust Index©(신뢰경영지수), Employee

BNK부산은행 (7년연속 대상)
금융부문

신한카드 주식회사

7년연속 대상

외국계부문

한국마즈(유)

6년연속 대상
5년연속 대상
4년연속 대상

표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Trust Index 는
©

공공부문

판매유통부문
공공부문
2년연속 대상

금융부문

서술식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Trust Index©

모두가 자신의 직무와 조직에 자부심을 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와 함께 온라인 익명, 전수 조사로 진행된

지며,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일터. GWP

적용하므로 한 기업의 데이터를 각 국가

다. Culture Audit©은 조직문화를 전반적

KOREA가 말하는 좋은 일터의 핵심은 신

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 일하기

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구성원 관점의 9

뢰, 자부심, 동료애다. 여기서 신뢰는 세

좋은 100대 기업은 1998년부터 매년 미

가지 영역(9 Practice: Hiring&Welcoming,

부적으로 믿음, 존중, 공정성으로 나뉜다.

국 경제 전문지 FORTUNE에 ‘FORTUNE′

Inspiring, Speaking, Listening, Thanking,

GPTW 경영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s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Developing, Caring, Celebrating, Sharing)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은 생산

America’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다.

에서 조직 내 제도, 활동, 프로그램, 이벤트

성과 수익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등 모

2016년에는 구글, 보스턴컨설팅그룹, 하

등을 평가한다.

든 면에서 타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얏트, 힐튼, 이케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

올해 실시된 2016 제 15회 대한민국 일

GPTWⓇ Institute가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들이 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하기 좋은 100대 기업 및 대한민국 여

100대 기업’은 신뢰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서는 2002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5년째

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평가에서 롯데백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선

화점, 롯데하이마트, 현대해상화재보험,

사를 선정하는 평가제도다. 로버트 레버링

정해 왔으며, 이에 더해 2011년부터는 ‘대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이니스프리 등

박사가 20년 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100

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도 함께

64개 기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대 기업 성공 요인을 연구하면서 신뢰경

선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 인력 활용의 중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 고객 만족도

영(GPTWⓇ)이 기업의 성장과 존속을 위한

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러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성과를 거

주요 원천이라는 결론에 따라 탄생한 국제

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신뢰관계의 조직문

표준 평가 모델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

화를 구축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하

한국애브비
한국에자이 주식회사
애경산업㈜
(주)이니스프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한화생명보험㈜
아주저축은행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제조부문

동희오토 주식회사

공공부문

한전KPS 주식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대상

일반서비스부문

시원스쿨
데브시스터즈㈜

제조부문

Comment는 구성원의 서술평가로 2개의
해 유럽연합, 한국, 중남미, 인도, 일본 등

한국공항공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일반서비스부문

과 상사, 자신의 업무와 조직, 그리고 동

경영진과 상사를 신뢰할 수 있고, 구성원

한국수자원공사

케이던스코리아(유)
제조부문

만족할 수 있는 일터의 환경 및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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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년연속 대상

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 수행에 대해

Ⓡ

롯데백화점

공공부문

DHL Korea

문항, 자부심 8문항, 동료애 10문항, 전반

료 관계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Employee

코웨이㈜

판매유통부문

외국계부문

며, 믿음 14문항, 존중 13문항, 공정성 12
적 평가 1문항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통

일반서비스부문

금융부문

GPTWⓇ 경영 모델을 기반으로 조직의 신
뢰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다. 총 58문항이

현대해상화재보험㈜ (9년연속 대상)

8년연속 대상

Comment, Culture Audit© 등 세 가지 지

지난해 11월, GPTW Institute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 현장

(주)세영기업 (3년연속 대상)
한국남동발전㈜ (2년연속 대상)

판매유통부문

롯데알미늄㈜
롯데하이마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부문

공항철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쓰리엠㈜
한국세르비에

외국계부문

본상

고어코리아
에스에이피코리아㈜ (SAP)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일반서비스부문

(주)제주항공
(주)미디어윌네트웍스 알바천국
(주)앤비젼

제조부문

매일유업 주식회사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2016년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종합대상

시원스쿨

신뢰경영대상

헨켈코리아(유)(3년 연속대상)

4년연속 대상

3년연속 대상

2년연속 대상

판매유통부문

롯데백화점

공공부문

한국관광공사

공공부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외국계부문

한국애브비

일반서비스부문

(주)이랜드서비스

금융부문

한화생명보험㈜

일반서비스부문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판매서비스부문
공공부문

롯데면세점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계부문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두고 선도 기업으로써 자리를 확고히 해

일반서비스부문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나갈 전망이다.

판매서비스부문

롯데하이마트㈜

대상

㈜씨제이텔레닉스
롯데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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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6년연속 대상 &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4년연속 대상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롯데백화점

Lovely Life!

CEO에게 보내는 편지

직자들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자녀상의

롯데백화점은 직원들간의 ‘신뢰’ 형성을

경조 시 4백만원 상당의 상조회 서비스를

위해 여러 소통기구 또한 마련하여 다양

제공하고, 퇴직 전에는 창업 컨설팅을 제공

한 세대간, 직급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노

하여 창업 자금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력 중이다. 대표적인 소통 기구는 ‘한마음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 작년 한 해 동안 한마음협의회를
통해 발의된 총 2,667건 중 해결된 사항은

함께 해서 더 따듯한 사회공헌

2,327건(88.7%)으로 실행력 또한 높은 편

그 밖에도 롯데백화점 임직원들은 다양

이다. 한층 더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

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해 올해 도입된 익명성 보장 소통기구를

강화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 중이다. 롯

마련했는데 대표이사에게 하고 싶은 제안

데백화점 50여개 점포에서 활동하고 있

이나 아이디어를 익명성이 보장되는 편지

는 1,500여명의 직영 및 동료(협력)사원

를 통해 직접 발송하는 ‘Letter to CEO’, 본

으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은 사회공헌

사 부서장이 각 백화점 별 주요 직무 담당

실천 의지를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자발

들과 콜투게더를 통해 소통하는 ‘LOTTE

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희망 가(家)꾸기

Call Together’가 대표적이다.

Love House, Lovely Home Deco, 만원
의 행복 프로그램, 1+1 급여나눔캠페인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감사

등의 재능 기부 및 다양한 사회공헌 및

한편 롯데백화점은 ‘17년도부터 장기 근속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 Care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

님 간병비 및 가족 의료비 지원, 직원건

다. 정년퇴직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정년퇴

강검진 지원, 문화나눔프로젝트 진행을

직을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문화로 만드는

통해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근속 20년 이상 퇴

운영에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신뢰경영대상(3년연속 대상)

헨켈코리아가 말하는 ‘다양성의 가치’
헨켈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종 차별이 없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헨켈’

는 ‘다양성을 존중 하는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면 여성 매니저가 많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노력 중이다. 약 5만여 명의 직원들이 전 세

형성돼있는데, 이는 여성이 회사 안에서 성

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인만큼 회사 내

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

조직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헨

는 하나의 사례다. 성별에 대한 차별 없는 다

롯데백화점은 ‘Lovely Life’라는 슬로건 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임직원들의 하계 휴가기간에 맞추어 국내

있다. ‘Lovely Life’란 고객의 삶에 행복한 경

및 해외 지역에 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의

켈 또한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양성을 존중하는 회사, 여성이 일하기 즐거운

험을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움과 사랑의 가

만족도를 높이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일

믿기 때문이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 믿기 때문이다.

치를 더하겠다는 의미. ‘Lovely Life’를 실현

도 병행 중이다. 특히 해외 Summer Resort

헨켈에 근무 중인 매니저의 남녀 성 비율이

한편 헨켈은 헨켈코리아와 헨켈홈케어코리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원들이 신바람

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직

최소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각 국가의 GM

아라는 두 개의 법인으로 활동 중이며 접착제

원들의 니즈를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고 지

및 HR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헨

를 비롯한 산업용품과 뷰티케어용품, 살충제,

켈 또한 매니저의 30% 를 여성 임직원으로

세제 등 생활용품을 생산 및 판매 중이다.

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역 내 최고급 휴양시설 숙박 및 숙박료 전
액을 지원해 롯데 가족을 위한 특별한 휴

정시 퇴근을 위하여!

가시스템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가장 먼저 일하는 방식의 변화, ‘Work-

지에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등 28개의

Smart’를 추진하기 위해 PC-OFF제도를

휴양지, 약 1000여개의 객실규모의 시설을

전격 도입,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정시

운영 중이며, 추가로 신안 엘도라도, 동강

퇴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시스타, 용평리조트 등 5개 휴양지와의 업

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고 가

무협약(MOU)을 통해 200개의 객실을 추가

족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일과

로 확보해 휴가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 올해에는 국내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

있다. 롯데백화점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경

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경기를 진작

영 활동과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

시키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국내 여름 휴

성원들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

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동감하는 바다.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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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가족 사랑을 실천하다!

인 ‘맘 편한 패키지’다. 여성인재가 임신할

롯데하이마트

임신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 또, 출산할 경

경우, 임신 초기 필수품을 포함한 다양한
우, 고급 분유를 포함한 신생아용 기저귀,
물티슈 등을 전달한다. 셋째, 난임치료 지
원제도인 ‘행복드림 지원제도’다. 난임치
료 중인 여성인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
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워킹맘
탄력근무제도’다. 워킹맘 탄력근무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인재면 누
구나 주 1회 출근시간을 1시간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워킹맘 탄력
근무제도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abc 탄력
근무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임직원들
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엄마 아빠 회사가 궁금할 때?
‘OPEN OFFICE’, ‘HI FAMILY DAY’
롯데하이마트는 회사 핵심가치인 ‘가족사
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실제로 한 직원의 ‘막내 아이
가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한다’
롯데하이마트가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

모사랑연차’를 사용한 직원에게는 고급
와인 2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가족사랑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필수
조건, ‘모락모락’

는 말에서 착안한 ‘OPEN OFFICE’ 제도가

국 일하기 좋은 기업 판매유통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의 비결은 가족사

차는 총 4개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부모

롯데하이마트는 ‘엄마가 즐거워야 모두가

들을 회사 사무실로 초청해 갖는 가족문

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님의 생신 또는 결혼기념일에 사용할 수

즐겁다’는 모토 하에 올해 워킹맘 토탈케

화행사다. 총 50가족의 아이들이 엄마, 또

에 있었는데, ‘가족사랑연차’, ‘모락모락’,

있는 부모사랑연차, 둘째, 본인 생일 또는

어 프로그램인 ‘모락모락’(母樂모樂)> 제

는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을 살펴보고, 동

‘OPEN OFFICE’, ‘HI FAMILY DAY’ 등 롯

배우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사용할

도를 도입했다. 모락모락 제도는 기존의

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예사원증, 명함

데하이마트 기업문화 속에는 ‘가족’의 가

수 있는 부부사랑연차, 셋째, 자녀 백일이

여성인재가 결혼 및 출산 후 겪는 경력단

을 포함한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

치가 자연스레 녹아있다.

나 돌 등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

절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워킹맘 지원을

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념 영상 및 사진

있다. ‘OPEN OFFICE’ 제도는 임직원 가족

기 위한 자녀사랑연차다. 마지막으로 연

통한 여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촬영 등 임직원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와인 선물,
롯데하이마트 ‘가족사랑연차’

차를 2일 이상 사용하여 가족여행을 떠

신설됐다.

이 될 수 있는 기념품을 각기 지급한다.

날 시 콘도나 휴양소 이용료의 50%를 지

내용은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그 밖에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갖는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연차 사용 장려

원하는 ‘가족힐링여행연차’가 있다. 기존

만 5세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문화행사인 ‘HI FAMILY DAY’가 있다. ‘HI

와 가족사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

의 ‘눈치 보는’ 연차사용 문화 개선과 가

‘맘 편한 어린이집’ 제도다. 만1세에서 5

FAMILY DAY’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롯

으로 ‘가족사랑연차’ 제도를 신설했다. 임

족사랑 문화 확대를 위한 ‘가족사랑연차’

세 자녀를 둔 임직원은 누구나 전문 재단

데하이마트 임직원 및 가족들 총 500여명

직원들의 가족 기념일에 연차를 사용할

제도는 도입 첫 해 총 246명이 사용했으

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으

을 대상으로 서울롯데월드, 김해워터파크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하는

며, 올해는 전년대비 약 40% 가량 사용

며, 그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둘

등 다양한 실내외 공간에서 성황리에 이

제도다. 가령,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부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째, 여성인재의 임신 및 출산 선물 패키지

뤄졌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종합대상(2년연속 대상)

한국남동발전의 역동적 기업 문화 ‘4F’
한국남동발전은 정부시책에 따라 에너지 공

기업문화 활동을 통해 지방 이전으로 인한 문화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상영회’는 지역민

기업 중 가장 먼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이

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직원간의 공동분야 관심

을 초대하는 문화이벤트로, 이 지역 주민들이

후 4F(Faith 신뢰, Favor 애사심, Fun 재미,

사를 형성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인문

가장 고대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외

Fairness 공정)라는 슬로건으로 활기차고 지역

학 특강’과 ‘지역문화 예술 공연’ 등 문화이벤트

에도 사옥 야외공간을 활용한 ‘HOPE Day’는 직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기정착하기 위해 노력

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

원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했다. 직원 공동의 취미 활동을 장려하는 ‘매칭

은 지방 근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에는 ‘HOT(Home On Time) Day’제도를 운영,

그랜트형 동호회’를 적극 지원해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후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정시 퇴근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며 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추구한다.

할 수 있게 됐다.

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의 역동적 기업 문화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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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신뢰경영대상(9년연속 대상)

신한은행이 만드는 자긍심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신한은행은 조직 발전과 직원 가치 향상을 목표

력과 행복을 확산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부’ 제

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연간 11,000명이 넘

로 하는 ‘행복한 신한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

도도 운영 중이다. CEO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

는 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높은 호응을 자랑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 출퇴근과 스마

께 임원 및 본부장이 스폰서를 자처하면서 올

다. 직원의 건강을 위한 ‘행복지수진단’, ‘힐링프

트워킹센터 근무, 재택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

해 초 38개 부서, 1,000여명으로 시작해 현재

로그램’ 제도도 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

는 ‘스마트근무제도’는 금융권 최초로 실시된 유

158개 부서, 6,100여명이 활동한다. ‘취미활동

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

연근무제다. ‘스마트근무제도’는 실시 후 100일

부’는 조직 내에서 유일하게 행내 직급이 없는

며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동안 자율 출퇴근 수가 5만 건이 넘었고, 스마

‘직급 블라인드 시스템’의 적용과 함께 수평적

다. ‘Smart & Happy Bank 운동’은 ‘스마트한 신

트워킹센터와 재택 근무가 각각 1644건과 241

인 관계 유도와 자유로운 사내 소통의 시너지

한은행, 행복한 신한인’이라는 주제로 근무 시 비

건을 기록하며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효과를 내고 있다.

효율적인 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해 직원의 퇴근

2010년부터 모든 직원이 영업일 기준 10일 연

이 외에도 ‘가화만사성이 신한만사성’이라는 구

후 시간을 개인 성장과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

속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웰프로휴가’ 제도도

호 아래 직원 가치 향상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할

도록 하는 문화캠페인이다. 또한 퇴직 후를 준비

운영 중인데, 처음에는 업무 연속성이나 인력

수 있는 ‘신한가족 주말농장’ , ‘직원행복강좌’, ‘직

하는 ‘신한경력컨설팅센터’ 설립했으며, 직장 내

부족 등의 이유로 우려가 많았으나 6년이 지난

원자녀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캠프’ ‘사춘기자녀

보육시설 어린이집 3곳을 개원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안착되어 기업 문화로 자리잡았다.

와 소통을 위한 행복한 아버지학교’, ‘신한가족

신한은행은 자긍심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행복

직원들이 나만의 취미를 찾아 직장생활의 활

문화가 있는날’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신한가

한 신한을 다양한 제로로 실천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신뢰경영대상(9년연속 대상)

현대해상 ‘HEART’를 실천하다
현대해상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

월별 주제를 선정, 실천 팁을 알리는 ‘웹툰’을

로’, 본사와 현장 실무자간, 본사 관리자간 교

업’ 신뢰경영대상 및 9년 연속 대상, ‘한국에

활용해 캠페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월 2회 부

류 행사 ‘하모니데이’, 고객과 직원간 칭찬을

서 가장 존경 받는 CEO상’ 수상, 글로벌고객만

서별 ‘HEART 리더’가 주관하는 ‘HEART Day’를

매일 공유하고 전 임직원이 댓글로 축하하는

족도(GCSI) 12년 연속 1위, 보험회사 전문 신

운영, 주제에 따른 단계별 활동도 실천한다.

‘칭찬마당’과 13년간 지속된 ‘칭찬릴레이’, 대

용평가 기관인 ‘A.M.Best’의 ‘A(excellent)’ 등

이 외에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문화를

표이사가 직접 칭찬우수자를 격려하는 ‘칭찬우

급,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개선하는 ‘HEART 주니어보드’, CEO가 선정한

수자 CEO오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부만

(S&P)’의 ‘A-(Stable)’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고

책을 함께 읽는 ‘CEO와 함께하는 독서삼매’,

족을 실천 중이다.

객만족도, 신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

특히 올해부터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칭찬

대형 손해보험사로 성장하고 있다.

중이다.

우수자 명예의 전당’의 첫 번째 주인공도 탄생해

이같은 결과는 직원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제도의 대표격인 ‘하이

큰 관심을 모았다.

기업문화에서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 ‘존중

데이’는 임원과 직원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

이 외에도 장기근속자 포상 및 해외여행, 3년차

(Honor), 효율(Efficiency), 실행(Action), 정도

는 프로그램. 본부별 임원과 직원이 문화 행사

사원 해외연수, 생일자 조기퇴근 제도, 매주 수

(Right), 협력(Together)’를 중심 가치로 한 기

와 다양한 테마활동을 함께 하며 소통의 기회

요일 ‘Family Day’, 임직원 종합건강검진, ‘건강

업문화 ‘HEART’의 도약을 위해 올해 ‘HEART

를 갖고 있다. 본사 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경

습관 실천 캠페인’,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 현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속으

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8년연속 대상

신한카드의 경쟁력은 ‘구성원의 행복’
신한카드는 직원만족이 고객 행복으로 이어지

‘YB(Young Board)와 뉴리더 토론회’, ‘CEO 오

고, 다시 기업의 성과로 돌아오는 바람직한 선

픈 토크’, ‘CEO 뉴스’ 등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

순환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위한 활

인 부서 내 프로그램으로는 ‘으랏차차 소통 한

동을 진행 중이다.

판(FAN)’이 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의

신한카드가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는 직원이 회

실무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에 자부심을 갖고, 경영진을 신뢰한다는 데

Small Talk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있다. 자부심과 신뢰는 직원을 중요한 존재로

‘백세건강’은 임직원의 건강이 최고의 경쟁력

인식하고, 조직 내 소통, 임직원 건강증진, 일과

으로 인식하고, 직원이 건강해야 고객에게 최

가정의 조화 등 구성원 중심의 사고와 배려하

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행복한 회사

는 문화에서 출발한다.

생활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전 임

‘열린소통’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하

직원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도 만족할 수 있는 회사

일상 속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

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CEO가 솔선수범

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계단걷기, 헬스 프로그

만들기 프로젝트다. 매주 수요일을 ‘정시 퇴근의

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진

하는 소통의 장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 지

램, 마라톤 대회, 상담을 통한 ‘EAP(Employee

날’로 정해 ‘PC오프’ 제도를 운영하며, ‘주말 가족

행한 ‘부모님, 오직 당신만을 위한 로맨틱 홀리데

점, 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스킨십 기

Assistance Program)’ 등의 다양한 건강관리

농장’, ‘주말 가족 테마여행’ 등을 진행한다. 자녀

이’는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신 직원 부모님께 감

회를 갖는다. CEO의 경영철학을 공유해 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과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입시 설명회’

사를 전하는 여행 프로그램. 직원은 물론, 부모님

성원과 회사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행복가정’은 직원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

와 ‘자기주도학습캠프’, ‘1대1 진학상담 ‘등 바쁜

도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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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신뢰경영대상(7년연속 대상)

BNK부산은행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날개
BNK부산은행은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에 균형을

2015년 12월부터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사내 모

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해 가족과 행복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

이루며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든 PC가 오프되기 때문. ‘주5일 가정의 날’은 불

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만

도록 2011년 전포동지점 내에 ‘BNK전포동어린

영 중이다.

필요한 야근도 없어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족도 또한 높다.

이집’을 개원했다. 이후 2015년 BNK해운대어린

가령 BNK부산은행의 ‘가정의 날’은 주 5일이다.

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직

직원 가족들의 행복한 주말을 위해 베이커리

이집과 BNK금정어린이집을 신설했고, 2016년

체험, 주말농장, 딸기 체험, 글램핑 체험, 갯벌

BNK사하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총 4곳의 직장 어

체험, 마술 및 연극공연 관람, 숲길 체험, 치즈

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마을 체험, 예절학교 체험 등 매월 1회 이상 계

이같은 노력은 경영 성과로도 이어져 2014년 국

절의 특성에 맞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

내은행 중 1인당 평균 생산성 1위를 달성했다.

히 실시해 부산은행만의 가족체험 문화로 자리

2015년도에는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잡고 있다.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지방은행 가운데 1위를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교육문제를 돕

차지했고, 금년도에는 파이낸스아시아와 아시아

고자 매년 상하반기 학부모교실도 운영해 뜨거

머니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은행’ 수상했다.

운 호응을 얻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복지제도

이처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국내

중 직원들이 으뜸으로 손꼽는 것대한미이 있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은행

데, 바로 ‘BNK직장어린이집’이다. 워킹맘의 자녀

으로서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6년연속 대상

코웨이, 젊고 역동적인 기업문화로 승부하다!
코웨이의 기업문화는 견고하다. 코웨이만의 젊

또한 사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해 임직

고, 역동적인 기업문화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원의 피로를 풀어주는 ‘헬스케어실’을 설치해

라 자부한다. 직원들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자유

직원 복지와 함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일

롭고 밝은 사내 분위기가 강점이라고 호평한다.

에도 앞장서고 있다. 휴게실에는 오락실을 만

외부에도 행복과 즐거움을 강조한 기업문화가

들어 휴식 시간에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하

소문나 일하기 좋은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며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즐겁게 풀 수 있도록

코웨이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늘 다

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

양한 기업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기 위해 여러 가지 소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점심시간 탄력 운영제’

고 있다. 직원 가족을 초청해 함께 다양한 행사

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점심 시간을 즐길 수 있

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코웨이 데이(Coway

도록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신입사원부터 최고

화하여 반응이 좋다. 하이팅은 20여명의 직원들

기 위해 사내 커뮤니티 ‘룰루랄라’를 리뉴얼하고

1시간을 스스로 지정해 활용하도록 한다. 매월

경영자까지 허물 없이 어울리는 즐거운 일터

과 부문장이 함께 한 가지 테마를 정해 허심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임직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하도록 하는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회하게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원의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

2007년부터 진행한 ‘하이팅(High-ting)’ 역시 본

패션쇼 체험, 암벽등반, 바다낚시 등을 진행했

했다. 코웨이는 오늘도 젊은 기업문화를 만들기

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장과 본부직원들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

다. 작년에는 회사 내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년연속 대상

신한생명, Work&Life Balance로 행복의 선순환을 도모하다
쿨’은 구성원의 재충전의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

정형화 된 의복에서 탈피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에 큰 역할

을 높이고(REfresh), 활력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한

을 하고 있다. 개선된 근무환경으로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CHAnce, Dream)하는 선순

분위기를 창출함으로 근무 만족도가 향상됐다.

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Work-Life Balance

환 활동이다. 과거 본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했

또한 전 직원 집중근무 실천을 통해 업무만족도

를 실천했다. 본사 및 현장(지점) 직원들의 불필

던 직원 만족 프로그램을 전체 임직원에게 수혜

를 높이고 있다. ‘PC OFF’ 제도의 시행으로 규정

요한 야근문화를 없애고,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하고 프로그램 횟

된 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함으로써 업무 효율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보인다.

수를 증가했다. 모든 임직원의 회사 생활 만족도

올해 2월 서울 장교동으로 신사옥 이전 후 본

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은 개선된 근무 환경과

지난해부터 매주 금요일은 자율 복장으로 출근

인프라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새로운 사무환

하는 ‘신한一品Day’를 실시해 창의적인 업무환

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당사 직원만을 위한

신한생명은 직원의 가치 제고 및 구성원

경 조성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근무 복장 허

‘S라운지’의 휴게 공간이 큰 이슈다. 직원들의

의 만족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

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유연한 근무 분위기 속에

편의와 휴식장소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영 중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임직원의

서댜 각자의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시도를 적극

리뉴얼을 통해 신한 L타워의 최고층에 스카이

Work&Life Balance를 통한 행복의 선순환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라운지를 신설한 것이다. ‘S라운지’는 직원들

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만족 프로그램 ‘리차드

까지는 비즈니스캐주얼 착용이 가능하고, 매주

의 소통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서 자연스럽

(REfreshCHAnceDream) 스쿨’이다. ‘리차드 스

금요일은 기존대로 자율적인 복장을 착용한다.

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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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그린원정대가 키우는 제주의 가치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오름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비 활동에는

이니스프리는 ‘클린 제주 캠페인’으로 제주의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자원봉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클린 제

사자 50여명과 이니스프리 임직원 20여명 등

주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니스프리 그린 원정

70여명이 그린원정대 1기를 구성해 환경 보존

대’는 올해 8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송
이 오름 탐방로에 설치된 고무매트를 친환경
식생매트로 교체한 것이다.
그린원정대 1기 대원들은 “닷새 동안의 오름
지킴이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새

중이다. 이니스프리는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

가든’ 견학을 비롯해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

삼 깨닫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

어’ 방문, 제주 출신 선배와의 대화 등 브랜드 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지켜나가는 일

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험으로 뷰티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대학

있는 시간을 가졌다. 브랜드 체험 등 다양한 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정직한 아름다움을 선사하

교 LINC 사업단과 함께 제주대학생 초청 기업 탐

회 제공으로 제주 청년들의 뷰티헬스 경쟁력 제

고자 하는 이니스프리의 정신이 그린원정대 등

방 행사도 벌였다. 탐방에 참여한 제주 대학생

고에도 기여하며, 맑고 건강한 이니스프리의 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

30여명은 아모레퍼시픽 기업 역사관인 ‘스토리

미지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2년연속 대상

롯데면세점이 말하는 여성 인재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
롯데면세점은 국내 1위 면세기업으로서 여성

직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모의 일터와 롯데 계열사를 방문하는 ‘부모일

산 전 최대 10개월까지 산전 휴직을 가질 수 있

인재의 복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롯데면세

여성 인재 복지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

터방문행사’ 임직원 가족이 함께 영화와 야구

으며, 출산 시 축하비 20만원과 분유 1박스(6

점의 여성 인재 비율은 과반 이상인 전체 직원

은 일과 가정에 균형이다. 이를 위해 연 3회씩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네마데이’

통)를 제공한다. 더불어 출산, 육아 휴직중인 여

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여성 간부

임직원 가족이 참여해 캠핑 및 운동회를 진행

와 ‘패밀리데이’를 각각 연 2회와 1회 진행된다.

성 인재의 업무 단절감과 불안감을 최소화하

사원의 비율도 42% 가량이며, 다양한 직급과

하는 ‘가사호호’를 비롯해 임직원 자녀가 직접

또한 워킹맘을 위해 올해 8월부터 롯데그룹 9

기 위해 복귀 전 교육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개 계열사와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

‘톡톡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다.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회사에서 역

그 밖에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매

인 ‘DYTY FREE CAMP’를 시행 중이다. 수목원

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

방문, 뮤지컬 관람 등도 지원해 업무로 지친 직

시 퇴근을 권장한다. 정시 퇴근 문화 정착을 위

원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도모한다. 면세점

해 PC가 6시 10분에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

의 특성상 많이 사용되는 어학과 관련된 지원

도 운영 중이다.

도 시행 중이다. 어학 수준별 어학교육 지원 제

가정을 위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유

도를 진행, 어학 능력 신장을 장려한다. 롯데면

연근무제를 실시하여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

세점은 여성인재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절하게 했다. 여성인재의 출산 장려를 위해 출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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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직원 행복 프로그램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한다’는 사명을 가

서 테마파크만의 특색을 살렸다. 프로그램의 인

연차기간에 가족여행 시 콘도 이용료를 지원한

지고 있는 롯데월드의 기업 문화는 구성원이

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새롭게 오픈하는 사업장

다. 결혼기념일, 가족생일 등 기념일에 연차를

잘 쉬고 즐기는 것에서 출발한다. 개개인이 행

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사용할 경우 호텔 케이크 교환권을 제공한다.

복한 사업장이 돼야 고객에게도 진정한 서비스

있다. 연차 제도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친화적 문화를 대표하는 ‘WOW(Way of

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리프레시 휴가’다. 전 직원이 연 2회 연차를 모

Woman)’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출산 전에는 법

다. 구성원의 라이프 사이클별 니즈를 기반으

아 일주일씩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으로 명시된 산전 후 휴가 이외에 별도의 10개

로 ‘입사부터 퇴직까지’ 단계별 복지제도를 지

다. 연차 조기 소진자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

월 기간의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원한다. 테마파크답게 잘 쉬고 잘 즐기는 것과

‘자동 육아 휴직제’를 제공하며 출산축하 선물을

가족사랑 실천을 통한 일과 가정의 행복에 중

지급한다. 복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직원이 많

관람, 딸기농장체험 등 계절 및 구성원의 니즈

점을 두고 있다.

음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업무에 매진할

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될 때마다 변

회사만의 독특한 문화가 녹아 있는 제도는 단연

수 있도록 업무관련 서적 및 복직기념 꽃 등을

경된다. 현재는 신청접수 1시간만에 인원이 마

‘지피지기 투어’다. 해외 견학 기회 확대 및 연차

‘리스타트 기념선물’의 명칭으로 전달한다.

감될 만큼 롯데월드의 대표적인 가족사랑 프로

휴가 활성화를 위해 휴가 중 해외 테마파크 방

1년에 4회 시행하는 롯데월드의 가족초청행사

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구성원의 행복

문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선진 테마파크

는 차별화된 롯데월드만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야

견학 후 직접 보고 느낀 부분을 사내 인트라넷

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테마파크인 롯데

말로 ‘글로벌 TOP 5 테마파크’라는 비전달성의

에서 공유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월드 견학은 기본, 롯데자이언츠의 야구경기

큰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다.

58 GWP KOREA_4.indd 63

16. 12. 9. 오후 5:16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롯데알미늄, 고객을 직원으로 섬기다
롯데알미늄은 ‘ASIA TOP 10 신소재 기업’이

원에게 전달한다. 전사 이슈나 제도 변화 등 모

위한 성과관리, 리더십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

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든 정보가 숨김 없이 공개 및 공유된다. 직원들

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에 지

하는 직장을 꿈꾼다. 1966년 설립 이후 지금

은 자신이 회사의 성과창출과 경영에 직접 참

친 여성인재들에게 메이크업, 네일케어, 컵케

까지 ‘안전 최우선의 무결점 사업장 구축’이라

여하고 있다는 주인의식과 함께 주요 의사결

익 만들기 등 즐거움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는 경영방침 아래 전 공장 안전보건을 최우선

정에 자신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무

하고, 위험성 요인을 발굴, 개선해 무재해를

갖게 됐이다. 월례석회가 끝난 뒤에는 우수성

하던 여자간부사원들이 지금은 영업, 생산, 관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과 시상을 받은 직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저

리의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유연근무제’ 시행과 매주 수요일 금요일 6시

녁식사를 하는 등 일명 ‘알찬데이’를 실시한다.

고 있다.

퇴근을 장려하는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형식적인 회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직원들

직원 가족에 대한 회사의 배려도 돋보인다. 매

통해 직원들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과 함께하는 다양한 모임자리를 통해 직원들

년 다양한 주제로 실시되는 가족초청행사는 1

조성했다.

과 경영진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

박2일 캠프 형식으로 진행된다. ‘스키캠프’, ‘글

‘직원이 회사의 중심’인 롯데알미늄은 매월 월

하는 것이다.

램핑’, ‘가족 런닝맨’, ‘임실치즈 체험’ 등을 통

례석회를 진행한다. 매월 경영실적에 대한 브

제조업은 특성상 남성위주의 조직문화가 강

해 가족의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롯데 임직원

리핑을 통해 회사 전체가 잘하고 있거나 반성

한 업종 중 하나이다. 하지만 롯데알미늄의 여

가족으로서 그룹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해야 할 부분을 공유해 조직의 지향점을 전 직

성인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여성인재를

계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롯데시네마, 여성 인재로부터 미래 경쟁력을 보다!
롯데시네마는 미래 경쟁력이 여성 인재의 확보

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

올해부터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및 육성에 있다고 본다. 공채 선발 및 간부사원

직을 의무화했다. 올해 개원한 직장 내 어린이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승진 시 여성 비율 할당을 비롯해 여성인재의

집 이용도 적극 장려한다.

하고 있다.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

실제로 육아휴직 의무화 이후, 임직원의 사용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성

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84.8%에서 98.6%로 크게 늘었다. 특히 남

우대 정책 및 배려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과 선물,

성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전년대비 5배 이

2011년 영화업계 최초 가족친화우수기업 선

출산 입원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상 증가했다. 다양한 복지제도와 인식개선 캠

정, 2016년 재인증을 통해 인정 받고 있다. 이

수 있도록 하며 1인용 소파 및 젖병 소독기 등

페인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는 지난 3년 동안 여성인재 비율이 꾸준히 증

이 구비된 모유 수유실도 운영한다. 또한 자체

도움이 된다는 지표일 것이다.

가했다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롯데시네

제작한 임산부 배지를 배부해 내부 직원과 고

또한 가족과 조직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마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객의 배려를 유도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4년부터 매주 수요일

공유하고 여성인재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

출산 전후 여성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반을 만들어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했다. 앞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로 확대해 가족과 함께

로도 여성인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

하고 있다. 여성인재들이 육아부담에 따른 경

하는 시간을 독려한다. 전 임직원의 정시퇴근

로써 여성의 능력과 창의성을 맘껏 발휘할 수

력단절 방지를 위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

을 장려하기 위한 ‘PC-OFF’ 제도도 신설했다.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일과 가정의 양립에 앞장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가 국내

높은 수준이다. 2015년 UST 교직원 만족도는

교육기관 최초로 ‘GPTW Institute’에서 주관한

전년 대비 13.4점 상승한 71.5점을 기록했다.

‘2016년 제15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또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UST 신입직원 이직

기업’에 선정됐다.

률은 3.3%만을 기록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는 교직원의 높은 만족도

이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조사한 2016년

에서 출발한다”는 문길주 총장의 경영철학을

국내 대졸 신입사원 이직률 27.7%와 비교하면

바탕으로 교직원의 원활한 일과 가정 생활을

약 1/8 수준이다. 교직원 복지가 눈에 보이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다.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UST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원하는 시간을

높은 교직원 만족도와 낮은 이직률은 교육적인

자유롭게 선택해 출근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

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체 교직원의 27.5%

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전년 대비 약 50%가

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대 1년간의

상승한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및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함

‘2016년 제15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다.

기업’ 선정을 계기로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

‘시차출퇴근제’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교

은 UST는 교직원 이직률 0%에 도전해 나갈 예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교직원의 만족도도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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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3년연속 대상

한국애브비의 혁신적 기업문화 ‘애브비 웨이&점프’
한국애브비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

해 혁신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

기부를 진행해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 일과

을 위해 직원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기업

됐다. 또 ‘직원 이노베이션 교육 및 워크숍’을

가정의 양립을 돕는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진

문화를 만든다.

실시하고 모범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행한다.

지난해 신설한 ‘점프(JoyfUl & Motivated

‘나눔의 날’에는 장애우와 희귀난치병환자들을

한국애브비 직원 만족도는 88%로, 글로벌 평

workPlace)’ 프로그램은 기업 문화 아이디어

위한 팝아트 초상화 제작 및 김장, 연탄 봉사활

균 80%과 대비해 훨씬 높다. 혁신성, 환자 중

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선다.

동도 꾸준히 실천 중이다.

심 문화에 대한 긍정 답변도 글로벌 벤치마크

‘애브비 웨이’는 한국애브비의 대표적 프로그

전직원 걷기 캠페인 ‘애브비 워크(AbbVie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직원들의 높은

램. 환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자는 목표를 위

Walk)’는 걸음을 모아 10,000km 이상이 되면,

몰입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년연속 대상

K-water, 소통으로 문화를 디자인하다.
K-water는 ‘비전 달성과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PC 사용을 제한하는 ‘PC 자동 OFF시스템’을

회의시스템을 구축해 회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

글로벌 조직문화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조직문

통해 불필요한 야근이 대폭 감소했다.

로 관리하고 있다.

화 혁신을 추진 중이다.

자료요청을 최소화 하고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성원간 소통이 성공적 조직 운영의 기반임을

2015년 조직문화 혁신 전담조직(조직문화사

구축해 월 자료요청 건수도 82%나 줄었다.

인식하고 이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

무국)을 만들었으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 최

회의문화 개선 프로그램인 ‘KAMP(K-water

표적인 소통 프로그램인 ‘K-PUB’은 CEO와 직

초로 조직문화팀을 신설했다. 업무 저해요소를

Advanced Meeting Program)’를 도입해 구성

원이 직접 열린 토론을 나누는 장으로, 매월 정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워크 스마트 활

원들의 불만 요소였던 회의문화를 종합적으로

기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

동 및 소통 프로그램을 전개한 일정 시간 이후

개선했다. 효율적 회의운영을 코칭하는 한편,

고 구성원간 갈등도 해소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2년연속 대상 &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3년연속 대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추구하는 ‘가족에게 친근한 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고의 통합의료복

개최, ‘이사장 메시지 공유’, ‘익명게시판’을 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난

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직

영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

임·불임을 위한 휴가휴직제도로 저출산 극복

원이 행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기업문화

다. 똑똑하게 일하고 휴식하는 문화 정착을 위

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Culture) + 제도변화(System) + 직원들의 참여

해 시간선택제, 집약근무, 시차출퇴근제, 스마

‘육아휴직복귀 프로그램(S-care ; see, care,

(Participation) = ‘FUN 경영’을 실천한다.

트워크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즐거운 직장’

remember)’으로 효과적인 직장복귀를 지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

에서 업무성과를 이룰 수 있게 했다.

하고 있으며 및 멘토링 제도, 성공적 복귀자

으로 수평적 소통을 통해 업무의 시너지가 발

또한 ‘플라워 패키지 제도(flexible life & work

경험공유 등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격려하

휘되도록 정기적으로 직종별·계층별 간담회

balance)’를 도입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고 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3년연속 대상

케이던스 코리아, 혁신을 만드는 가족과 같은 조직
케이던스 코리아는 가족처럼 따스한 분위기의

운영, 직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고 있다. 또한 일과 삶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정적인 조직 안에서 직원들은 스스로 고무되

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

어 업무에 집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 직원 상담 제도인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미래의 기술을 선도할

분기별로 ‘C-ANGEL(케이던스 엔젤)’ 자원봉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이다.

수 있는 혁신과 영향력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

사활동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 직원들에게

365일 24시간 1 대 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간단한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데, 수정구 노인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한편, 직원 자

자원봉사 유급휴가 5일을 정규직 직원에게 지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를 이용해 지

녀를 일터로 초대해 부모의 회사인지 소개하는

급하는 ‘Volunteer Time Off Program(VTO)’을

역사회 어르신들의 자존능력 대한 개발을 돕

‘패밀리 데이’도 주목할만한 행사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선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여

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한다. 임신 직원을 위한 주차 공간과 모유수유

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

직장어린이집과 단시간 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

실을 설치하고, 보호용품도 제공한다. 특히 올

다. 최근 대리와 주임 직급의 여성 직원 비율이

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여성 직원과

해는 서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했

70%를 넘는 만큼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 방문 시 출산예정 직원

고, 직장맘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집단상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을 찾아 격려하고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큰 환영을 받았다. 이 밖

기울이고 있다.

전국 178개 지사를 운영하는 특성을 반영해 임

에도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주 2회 ‘가정

A대리는 남편과 떨어져 원주 본부에서 혼자 4

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영유아를 둔 직원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시

살배기 아들을 돌보고 있지만 큰 어려움은 느끼

의 인사 발령 시 희망근무지 배치를 원칙으로

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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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가 가 인큐베이터를 만났을 때
“아~ 이 아이템 창업하면 대박인데!”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 여러 개가 쌓여 있지만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몰라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당신.
그런 당신을 부르는 프로그램이 이제 곧 시작된다. 바로 고용존에서 주관하는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이다.

Mini interview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창조융합기획과장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은 또 하나의 창업교육과정이 아닌 진정한 혁신가(innovator)를 길러내는 프로그램!
최고 1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핀란드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었던 휴대폰 회사 노키아의 몰
락 이후 경제 위기에 빠졌던 핀란드가 지금의 강국으로 회생할 수 있었던 비결
은? 바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육

청년혁신가란
무엇
인가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큰 뜻을 가
진 사람입니다.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은 진정
한 혁신가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으로, 사회가 당

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덕분이다. 일례로 핀란드 에스포시에 위치한 알

면한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토대학교는 창업 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매년 공학,

자 하는 청년을 환영합니다.

디자인,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제품개발 프로젝트(Product
Development Project)’에 참여해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단체가 제시한 문제를 해
결한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 학교와 기업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움과 비용 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직접
창업에 뛰어든다. 유니세프의 ‘코끼리 수도꼭지(elephant tap)’, GE 헬스케어의 환
자 원격 모니터링 기술 등 다양한 성과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 관련 지
식은 없는 문과, 예술 관
련 전공 학생들도 참
여 가능할까요?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에 이해도가 높은 청년들과 경영, 인문학, 사회
학 등 경제·사회 분야 소양을 갖춘 청년들을 골
고루 배정하여 한 팀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따라
서 전공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스타트업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팀 프로젝트 과정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비품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17년부터 고용존에서 진행하는 ‘청

구입비 및 소규모 시제품 제작비용도 지원하여

년혁신가 인큐베이팅’. AI, 바이오, 빅데이터, IoT 등의 신기술이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의 창업·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 소양을 갖춘 청년들을 모아 팀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며

참가비용이
있나요?

참여자의 자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거리 출퇴근 비용이나 숙소 비용 지원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비즈니스 모
델 개발 방법론, 기업가 정신 등의 기본 지식을 교육한 후 팀프로젝트, 멘토링 세
션 등의 실전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결
과물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형식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
학생, 석·박사 인력 등 신산업 분야의 아이디어와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39세까지)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으니, 관
심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존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보자.

고용존이란?

교육 기간이
꽤 긴데, 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도 프로
그램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최초 1개월간 진행되는 기초 공통과정은 전일제
과정이며, 이후 2~3개월간의 과정은 전담 멘토
를 통한 팀 단위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재학생
은 교육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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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대상 별 맞춤형 고용·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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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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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Up Your
사실 아이디어는 스타트업의 핵심이 아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스타트업을 성공시킨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 물론 스타트업 성공 비결의
정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친 것은 뭘까? 스타트업 캠퍼스만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스타트업 성공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필수 역량을 알아본다.

스타트업 하고 싶어?
Start 業 해!
지금,
스타트업을
꿈꾼다면?

Start

흔하디흔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창업 강의가 아니다. 스타트業캠퍼
스는 뻔한 교육 커리큘럼을 지양한다. 업(業)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
한 기본기와 워크숍,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Level Up할 수

Start 業
튜토리얼!

있는 과정을 함께할 뿐이다. 예비 스타트업 CEO를 꿈꾼다면 바로 지
금 스타트業캠퍼스에서 시작하라!

Character
Change

Round 1
디지털 리터러시
IT 기술의 혁신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시대. 디

스타트業캠퍼스에 입장했다. 수업을 듣고 암기해 시

지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지만 배우거나 사

험 보던 시절은 잊어라! 당신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

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다. 평생의 業을 찾아 새로운 경기장으로 입성한 한

교육 과정이다. 컴퓨터 체제를 기반으로 한 논

명의 선수다. 긴장이나 걱정은 필요 없다. 여기, 당신

리적 사고를 체득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 알고

의 경기를 응원하고 북돋아줄 코치와 디렉터가 있다.

리즘에서 시작해 스크래치, 아두이노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IoT와 코딩의 기초를 익힐 수 있다.

아이디어
선수 입장

선수들이 상상한 멋진 비즈니스 모델을 앱이나
웹서비스 안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
로그램인 셈.

문제 해결 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섣불리 말만 앞세운
임기응변식 솔루션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문제
의 본질을 알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
다. 논리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탄생하는 결과물이다. 창업을
꿈꾼다면 현실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논리적으로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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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공통역량교육
새로운 業을
찾거나
개척하는
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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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業캠퍼스란?
업(業)을 찾는 사람,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비즈니스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남들과 똑같은 취업 준비로 비슷한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 디렉터
와 코치, 퍼실리테이터를 겸비한 스타트업 전문 교육기관. 캠퍼스는 판교 테크노밸리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카오 김범

스타트業캠퍼스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스타트業캠퍼스 1기 모집이 끝난 후에도 예비 선

수 의장이 총장직을 맡고 있다.

수들의 입학 문의는 쇄도했다. 그래서! 2017년 3
월부터 시작하는 스타트業캠퍼스 시그니처 코스
(Signature Course) 2기 모집 요강을 공개한다. 자신
만의 업(業)을 찾는 16주. 시그니처 코스(Signature
Course) 2기 선수에게는 1기보다 풍성한 공통역량

경험의 모멘텀을
체득하다

Round 3

과정(선택적 과목 수강)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선
수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및
전문가 코칭,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반복적인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
체득하는 배움,
견고한 모멘텀을
구현한다

서류 접수 2016. 12. 19(월)~2017. 1. 20(금)
1차 합격자 발표 2016. 2. 3(금)
1차 합격자 면접일 2017. 2. 6(월)~8(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2. 13(월)
오리엔테이션 2017. 2. 20(월)~22(수)
개강 및 입학식 2017. 2. 27(월)
문의 www.gstartupcampus.or.kr
www.facebook.com/gstartupcampus

린스타트업 시뮬레이션
운동선수들이 경기 출전에 앞서 반복적인 연습 경기로 실력을 쌓고 전략을 세워
야 하는 것처럼, 스타트업 또한 시작에 앞서 충분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린스타트업 시뮬레이션은 작은 규모, 비용, 기간이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새로
운 모멘텀을 만들어보는 과정. 짧은 텀의 반복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 수정,
문제 해결, 협동성과 조율 등을 해봄으로써 교육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 '경험'으
로 체득하는 '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
새로운 業의 시작

Round 2

사고를 넓히는
점심시간

대학 다니는 동안 총장과 식사를 하며 고민을

그저 위장만
넓히는 시간이
아니다.
이름하여
Brian Lunch다!

털어놔본 학생이 얼마나 될까. 스타트業캠퍼스
에서는 주기적인 ‘Brian Lunch’를 통해 선수들
이 김범수 총장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마
련한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라 여기면 곤
란하다. 김범수 총장의 창업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에피소드와 새 시대를 읽는 그만의 통

Final Quest!

실패하고
또 실패하라!
스타트業캠퍼스는
당신의 실패를
응원한다!

이제 마지막 퀘스트만이 남아 있다. 아이디어를 발의하고 팀원을 섭외해 프로젝트를 만들면
지금까지의 연습 경기는 끝, 실전 경기 시작이다. 실패해도 좋고 미완성으로 끝난다 해도 괜

찰력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 재미있는 점은

찮다. 본래 실패가 거듭될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당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신의 성공적 실패를 위해 스타트業캠퍼스는 공간, 비용, 멘토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물론 프

다. 모두가 듣고 모두가 말한다. ‘Brian Lunch’는

로젝트에 성공한 팀에겐 더 큰 상을 부여한다.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입주 기회는 물론 사

성장과정과 관심사가 다른 서로에게 새로운 자

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까지. 드디어 당신의 사업이 경기장을 넘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

극을 주며 사고의 깊이와 통찰력을 확장해 나가

가게 되는 것이다. 조급할수록 마음을 가다듬어라. 당신이 가는 여정의 처음과 끝에 늘 우리

는 시간이다.

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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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TOEIC만 공부하니?

난

준비한다!

1 응시 개요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SW 교육이 의무화된 시대,
이제 SW 역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에 발 빠른 SW
인재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으니, 바로 SW 전공
교과 과정의 교육내용과 초급 SW 개발자에게 필요한 핵심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TOPCIT이다.

2 왜 TOPCIT인가?
TOPCIT은 SW 전공 대학생의 실무역량을 강

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기

화하고, 산·학계간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업인 KT DS는 가산점은 물론 기업의 SW 역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 테스트다. 현재 100

량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TOPCIT을 응시하

여 개 이상의 기업·기관·대학에서 신규 직

도록 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일부 개발자

원 채용 기준이나 재직자 역량 개발 도구로

만이 참여했으나 유효성을 확인한 후 전 직원

활용되고 있다. 단순한 SW 지식 수준이 아

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기업 씨에스리컨설팅은 최근 2명의 인턴을

문제유형 총 65문항(1세트)으로 1,000점 만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TOPCIT 점수를 보유한 지원자로 선발했다.

(객관식, 단답형, 수행형)

점이 TOPCIT의 가장 큰 특징이다. SW 산업

특성화고, 지방대 출신이지만 실무를 수행할

현장의 실제 상황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했

행형 문항이 출제되며, 상세한 성적 분석을

기 때문이다.

통해 응시자 스스로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TOPCIT 도입에

추가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

적극적이다. SW 정책·기술 전문기관인 한

발되었다.

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올해 신입사원 모집

접수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접수신청

TOPCIT은 현재 국내·외 총 131개 기관에서

과정에서 일부 SW 관련 분야의 필기전형을

www.topcit.or.kr

직원 채용시 우대 및 대학 SW 전공학과 졸업

TOPCIT으로 대체했고,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

자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ICT전문 기

술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도

업인 한전KDN은 신규 직원 채용 시 TOPCIT

일정 수준 이상의 TOPCIT 자격을 보유한 지

성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TOPCIT 성

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 SW 인재를 꿈꾸는 누구나
응시료 2만원 *MOU 체결 기관 1만원
시험방식 CBT 방식 (Computer Based Test)
*평가 언어: 국/영문 선택가능

응시절차 TOPCIT 홈페이지 회원가입(웹사이트)
→ 접수(웹사이트)→ 응시(고사장) → 성적조회 및
분석 서비스 이용(웹사이트) → TOPCIT 인증서
발급(웹사이트)

평가일정 매년 상·하반기 정기평가 실시(연 2회)

2016 성적 우수자들에게 들어보는 TOPCIT 고득점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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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욱

박현진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부산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중·고등학교 때부터 SW 개발을 공부했고,

올해 세 번째 TOPCIT에 도전한 끝에

지금은 학업과 스타트업 CTO(최고기술책임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전공 공부를 통해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요. 지난해 시험에

쌓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TOPCIT에

응시해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현재 제 실력이

꾸준히 응시하다 보면, 문제 해결력과 실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점검하고 싶어 다시

역량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TOPCIT을

시험에 응시했죠. TOPCIT은 현장에서

치르다 보면 다양한 역량 중에 나의 어떤 점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질문하기

우수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한눈에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파악할 수 있어 학습 방향을 세우는데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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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CT)이란?

말해줘!

미래창조과학부와 IITP가 주관하는 역량
평가 제도. SW 분야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수행형 테스트다.

TOPCIT
Q&A

Q 가뜩이나 ‘스펙 쌓기’에 내몰린 대학생들에게 또

Q TOPCIT 점수를 잘 받으면 정말로 실무 능력

다른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현재 SW전공자들의

이 입증되나? TOPCIT은 아는 것(knowing)보다

역량은 대부분 학벌, 학과성적, 경력 및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performing) 역량을 평가하는 참평가

교수 추천서 등에 의존해 평가되고 있어 객관적 입

(authentic assessment)를 지향한다. 응시생이 가진

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TOPCIT은 전

실질적인 역량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평가의 객관

공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써 SW전공

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 분석 등

자와 기업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취업·채용의 도

을 수행하여 실제적인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

구가 될 것이다.

록 설계되었다.

4 TOPCIT 어디서 공부할 수 있나?

3 TOPCIT 이것이 다르다!
●평가모델
51.5% 기술 영역

22.5% 비즈니스 영역

30.5%

10.5%

10.5%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DB구축 및
운영 능력

네트워크와
보안 이해 및
활용능력

수행형 문항

7.5%

5.5%

IT
테크니컬
비즈니스 커뮤니케
이해 능력 이션 능력

서술형 문항

26% 통합 영역

9.5%

26%

프로젝트
관리
능력

통합

단답형 문항

TOPCIT 온라인 학습센터

객관식 문항

●역량수준
입문형

도전형

능숙형

문제해결형

창의융합형

수준 1
0~99점

수준 2
100~399점

수준 3
400~699점

수준 4
700~899점

수준 5
900~1000점

지식 및 스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학습이
필요한 수준

지식과
스킬을 이해하는
수준

지식과 스킬을
적용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지식과 스킬을
응용하여 복잡한
수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지식과 스킬을 응용하여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고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수있는수준

TOPCIT 홈페이지 - 학습자료실 - 온라인
학습센터에서 수강신청

▶ 수강료 무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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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수시 수강신청 가능 매월 1일,
16일 개강 (사전 수강신청제)
▶ 학습자료 TOPCIT 기본 및 심화과정, E-Book
학습자료, TOPCIT 에센스, CBT시스템 맛보기,
TOPCIT 모의 응시

김종석

김한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문화학과 컴퓨터공학을 동시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전공하고 있는데, 컴퓨터공학에서 배운

결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은

이론적인 내용과 정보문화학 수업에서

방법으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방법을

수행한 과제나 팀 프로젝트가 TOPCIT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치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시험보기

실무 현장과 유사한 프로젝트에

전에 TOPCIT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참여하면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학습센터에서 시험이 어떤 범위에서

스킬을 쌓은 것이 TOPCIT을 치르는데

나오는지,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많은 도움이 됐고, 좋은 성적으로

감을 잡으면 고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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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은 길고, 나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당신의 자격증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방학 동안 공부해야지!

01
환경측정분석사가
뭐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도심을 장악하는 미세먼지, 매
년 여름 짙어지는 녹조 등 일상을 불쾌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악하고, 현상을 진단해 환경 정책을 조언
한다면 어떨까? 깨끗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
는 가운데, 환경을 진단하고 책임지는 전문가를 ‘환
경측정분석사’라고 부른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국
가공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며, 이들이 분석한 환
경관련 기초데이터는 기관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
분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정책에 반영된다. 검정시
험은 미세먼지, 실내공기 등 대기환경의 문제를 살
피는 <대기환경측정분석>과 먹는 물 등 수질환경을
분석하는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로 나뉘어 시행
되며, 1차 필기시험(객관식·주관식)과 2차 실기시
험(작업형,구술형)으로 구성된다. 2017년에는 필기
시험이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되며 상반기에
는 5월에 실시될 예정이니, 길고 긴 겨울방학 동안
시험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공부해두길 권한다.

02
mini
interview | 이영희

취업까지 연결되는
골든패스!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은 땄는데, 막상 지원서에 쓰
려니 직무와 관련 없는 것 같아 망설여지더라.” 선배
들 이야기에 당황할 필요 없다. ‘환경측정분석사’ 자
격증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골든패스가 될 테니까! 환
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의 6항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수질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에 의하면, “2020년까지 환경분야 시험 검사 기관

중, 2014년 환경측정분석사 수질분야를 취득했습니다.

은 해당 분야별로 환경측정분석사를 1인 이상 의무

분석자로서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겸손한 자세와

고용”해야 한다. 필수 고용기관은 1100여 개에 이르

진정한 분석자라면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환경오염을

지만, 2016년 현재 환경측정분석사는 191명 배출됐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을 느끼게

다. 앞으로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

해준 기회였습니다. 만약, 현장 분석업무 기간이 짧고,

질 전망! 자격증 취득 후에는 대기·수질·실내공기

평소 분석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필기시험 대비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질·악취 분야를 측정하는 국·공립, 민간 시험·검
사기관에 분석요원, 기술인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환경부 및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연구직
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지자체 기술직 공채시 5%
가산점도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qtest.
me.go.kr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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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campus

세계 최초 AR 영상 제작 플랫폼

를 통해 미래를 만나다
공간을 인식하는 똑똑한 AR(증강현실) 영상 제작 플랫폼, AnibeaR(이하 애니베어)의 얼리버드 체험단이
지난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 서포터즈 활동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체험단의 활약상을 정리해보았다.

mini Interview 조지은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얼리버드 체험단 최우수 활동자

활동할 때 어떤 점을 열심히 했나? 1등 수상 비결은?
전공이 영화 쪽이에요. 재미있으면서도 보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캐릭터들의 귀여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점이 좋은 평
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주변을 비추면 귀여운 3D 캐릭터가 등장해 움직이고, 그
과정을 내 맘대로 연출해 하나뿐인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

란?

는 신개념 플랫폼, 애니베어. 이 플랫폼의 베타 서비스를 가장 먼저 체
험했던 애니베어 얼리버드 체험단은 지난 11월, 앱 출시에 앞서 2주 동

자신이 생각하는 애니베어의 장점은?
스마트폰이 카메라의 기능을 가지면서 요즘엔 사진을
문자만큼 자유자재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3D 애니메이션은 전문가들만
만들 수 있었는데, 애니베어 덕분에 누구나 만들 수 있
는 것으로 한걸음 진보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진만
큼 자신이 만든 동영상도 자유자재로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애니베어로 만든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새로운 서비스가 시중에 선보여지
기 전에 가장 먼저 체험해볼 수 있어 뿌듯했고, 하나의
앱 서비스가 탄생하기까지 그 개발 과정을 배우는 기
회가 되어 유익했습니다.

안 먼저 애니베어를 경험해보며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서비
스를 개선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
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
참가한 이들은 AR(증강현실) 분야의 대표로 참가한 애니펜 임직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AR 콘텐츠의 미래를 선보이며 자리를 빛냈다.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서는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IT 스타트업인 애니펜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AR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소개됐는데, 애니베어 서비스에는

영상 제작 플랫폼이다. 공간을 인식하는 AR(증

초·중·고등 학생부터 유행에 민감한 20대, 자녀를 둔 30~40대까지

강현실) 기술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3D 캐릭터가

다양한 세대가 관심을 보였다. 3D 캐릭터, 선도적인 AR 기술, 직접 만

등장하는 나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완성된 영

드는 콘텐츠라는 세 가지 요소가 이들의 니즈와 흥미를 끌어낸 덕분이
다. 얼리버드 체험단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
관을 비롯, 각기각층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애니베어의 특징 및 사용법
을 안내하고, 행사 진행을 서포트하며 미래 산업의 주역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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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AnibeaR 유저들과
소통하거나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공식 페이지 anibear.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anibear
인스타그램 anibear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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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에 회의가 들어요

from Reader / 신아연

저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짧은 글을 쓰기 위해 모니터 앞에 네 시간 동안 멍하니 앉

초등학생 때부터 PD가 되고 싶어 미디어

만큼 멍청해보였을 겁니다. 지난 회에 글을 쓰고 싶어서 작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학과에 입학한 1학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런데, 막상 작가가 되고 나니 글을 쓰는 게 부담스럽고, 심지어 글을 쓰기조차 싫어지는 아이러니

제 선택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고작 2학기를

아 있었습니다. 누가 제 모습을 보기라도 했다면, 아마 청문회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 저리가라 할

를 겪었습니다. 물론, 첫해와 이듬해에는 신나게 썼습니다. 하지만, 작가로서 데뷔한 후 만 3년이
지나서부터, 글 쓰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보냈지만, 전공을 배우면서 이게 정말 내가

독자들의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저 스스로 설정한 글의 기준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럴수록 글을

원했던 건지 의문이 듭니다. 평생 신나게 일할

쓰는 시간은 줄어갔고, 떠오른 소재들을 검열하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오늘처럼 멍하니

직업으로 삼을지도 모르겠고요. 선배에게

네 시간 동안 모니터를 쳐다보며, 마치 청문회장에 끌려나온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3년째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 눈앞에 주어진 것을 하나씩

러고 있습니다. 한심한 모습 보여 드려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나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 하고픈

인간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면, 수렵 채취의 시대부터 생존을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 과 활동(영상

위해 노동을 해야 했으며, 창조론을 믿는다면 신으로부터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노동을 해

동아리 활동, 공모전 준비 등)을 하려니

야 했습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짓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 요소 중 실로 중요한 것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과에

이 바로 ‘노동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렇기에 모든 인간은 ‘노동자’입니다. 저는 문자 노동자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현재 노동은 ‘학습’일

막상 입학하고 나니, 왜 제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며, 이 학습을 토대로 이후에는 월급을 획득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할 것입니다.

걸까요.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이야기가 많이 돌아갔네요. 핵심을 말할게요. 세상에 즐거운 노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돈을 받는

작가님도 이런 시기를 겪었는지, 겪었다면

순간, 즐거웠던 취미는 ‘혹독하고 고된 노동’이 됩니다. 저의 경우 돌이켜보니, 제가 가장 즐겁게
쓴 글은 ‘원고료를 받지 않고 제 스스로 쓴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신나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서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섹스도 하루에 몇 번씩 평생을 매일 하면 신물이 나
고, 맛집도 하루 세끼 매일 먹으면 다니는 것조차 지겹습니다(저는 실제로, 한 자동차 회사의 이벤
트 덕에 프랑스에서 ‘미슐랭 레스토랑’만 8일간 다녔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지쳐버렸습니다). 마
찬가지로, 평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인생은 이렇게 차갑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다
른 냉혹한 일들보다 자신이 택한 진로가 상대적으로 나아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가 되기 싫다면, 그건 정말 되기 싫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제 1
학년이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이지 쇠털처럼 많습니다.
끝으로, 사견을 보탤게요. 저도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신문방송학의 전공 공부는 PD
가 되려는 사람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문대학이 아니라, 학
문 중심의 종합 대학일수록 더욱 더 이론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PD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학문일 뿐입니다. 마치 인생에서 미적분은 필요 없지만, 대학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불합리합니다. 그
러니, 지나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세요. 저도 파이팅 할게요. 덕분에 저도 질문자님 생각하다, 이렇
소설가 최민석씨는?
2010년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했고, 장편 소설 『능력자』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쓴 소설로 『풍의 역사』, 『쿨한
여자』, 『미시시피 모기떼의 역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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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 편 썼네요. 후후.
+

최민석의 <About Anything>
소설가 최민석이 「대학내일」 독자를 위해, ‘원하는 소재’라면 무엇이든 써드립니다.
‘작가 최민석이 나를 위해 써주었으면 하면 소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최민석 작가의
이메일(searacer@naver.com)로 직접 ‘나만을 위한 글’을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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