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KT&G 상상실현 콘테스트 – 수기 부문 

 

작품 제목  

상상유니브와 나의 청춘 

수기작성 (공백포함 5,000자 이내) 

KT&G, 그 중에서도 상상유니브는 나의 빛나는 청춘의 시작을 함께 했다. 2015년 봄,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청춘을 

즐기려는 나에게 벚꽃과 함께 다가왔다. 학교에서 친해진 언니들이 상상프렌즈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언니들을 옆

에서 지켜보고 행사에 참여하며 프렌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렇게 KT&G, 그리고 상상유니브는 내 청춘의 

시작을 함께 했다. 

열심히 준비하고 운이 따라준 덕분에 상상프렌즈 7기가 될 수 있었다. 지난해, 상상프렌즈 7기로서의 삶은 정말 행

복했다. 어느덧 7기가 수료한지 1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상상프렌즈 가족을 만날 때면 우리의 반짝였던 그 날들을 

추억한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날처럼 어색해하고 가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마치 오래된 연인들의 만남처럼 익숙하고 

편하면서도 기분 좋은 만남이다. 둥글게 모여 앉을 때면, “그 때 그래서 싸웠잖아~ 진짜 별 일도 아닌데”,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또 갈래?”, “그 날 비와서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하긴 했어.” 등 그 어떤 안주보다 맛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피어난다.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은 우리의 이야기들 중 한 가지를 추억하며 적어보려 한다. 

다른 날들처럼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었던, 2016년 2월 어느 날, 우리는 처음 만났다. 그 날을 시작으로 나의, 어

쩌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 힘차면서도 설레어 하는 얼굴들이 모여 앉아 만들어 내는 약간의 어색한 공기, 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금의 우리가 절대 재현할 수 없는 분위기 이다. 오리엔테이션과 해단식 사이

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꽃샘추위가 함께 했던 ‘캠퍼스 어택’부터 서툴렀던 첫 페스타 ‘뷰티인사이드’, 정신없었던 ‘밴

드인사이드’, 우리에게 뜻깊은 ‘루프닉’, 그동안의 경험 덕분인지 쉽게 진행되었던 ‘아, 추! 플리마켓’, 화려하게 마무리

했던 ‘유니빙데이, 상그리아’, 그리고 매달 진행했던 온라인콘텐츠까지 어떤 활동이 “더 의미 있었어.” 라고 말하기 어

려울 정도로 정말 행복했고 모두 의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눈부셔서,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 

한다고 할 정도로 나의 거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다, 나의 2016년은 상상프렌즈 7기, 적어도 상상유니브 였다. 

 



                                                         

 

“뷰티인사이드” 

 

 

“캠퍼스 어택”                        “아, 추!” 

 



                                                         

 

“루프닉 – 첫 취소” 

 

 

“유니빙데이, 상그리아”                         “해단식” 

 

그래도 굳이 하나를 골라 보자면, 남서울 상상프렌즈 7기의 ‘메인 페스타’ 라고 불리는 “ROOFNIC”을 이야기하고 

싶다. 단순히 실적이 너무 좋았어서 루프닉이 우리가 좋아하는 페스타가 된 것은 아니다. 루프닉 준비는 첫 페스타가 

끝난 직후인 5월 말에 시작했었다. 많은 것이 어설펐던 첫 페스타 때 호되게 당한 우리는 다음 페스타는 정말 잘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예정되어있던 8월 19일 페스타 시작 2시간 전,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가 빌렸던 그 곳에서만 소나기가 내렸다. 1시간도 안되어 비는 그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

고, 공연 리허설을 준비하던 중에 내려서 철수해야만 했다. 공연은 어찌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진행하는 옥

상 페스타에서 필수인 조명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작 1시간 전, 페스타 연기를 확정지었다. 그렇게 한 번, 

그리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한 번 더, 총 2번 연기했었다. 다들 또 비오면 어쩌냐며, 조마조마했지만 정말 

다행히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다행히 수많은 사람들이 와주었고, 성황리에 준비했던 페스타를 마무리했다. 이렇

게 우리의 페스타가 대성공으로 끝나나 싶었다. 일은 그 때 생겼다. 페스타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다들 고생했다며 

고기를 먹으러 갔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갈 때쯤, 우리는 다들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

실 활동이 절반 정도 지나가니,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아직도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열정의 온도 차이와 의견 차이, 일 처리 방식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이 부딪혔다. 그러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



                                                         

들끼리 더 친해졌고 우리는 결국 크게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다. 어쩌다 보니 애매하게 그 두 무리의 단체 카톡방

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나에게는 페스타 준비기간 동안 참으로 속상하고 힘들었다. 그 날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섭

섭했는지, 어떤 것이 오해였는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실 푼다고 풀었지만 한동안 서로 어색해했다. 이

렇게 루프닉은 실적 면에서는 대성공이었던 페스타이지만,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실패한 페스타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페스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이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

이다. 또한, 그 날을 계기로 나는 ‘갈등이 없는 위태로운 집단’ 보다는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안정적인 집단’이 더 좋

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싫으면서도 좋다고, 어쩔 수 없이 지내다가 연락이 끊기는 것보다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서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다. 그렇기에 앞서 우리의 사이를 틀어지

게 하여 실패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나 성공적인 페스타이다. 

루프닉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 그 과정에는 지금 내가 정말 소중

하게 생각하는 상상프렌즈 7기 가족들이 함께 했다. “2016년 – 상상프렌즈 = 0” 일 정도로 활동하는 동안 최선을 다

했다. 페스타 전 날이면 밤을 거의 새면서 준비하고 당일에는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다닌 결과, 당시 막내였지만 기수

장 언니와 함께 활동우수자 2인에 선정되어 얼마 전에 몽골로 해외봉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렇게 KT&G는 나의 빛나는 청춘의 시작을 함께 했다. 아니, 어쩌면 내 청춘의 시작이 더 반짝일 수 있도록 도와

줬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상상프렌즈 7기 활동 이후에도 꾸준히 상상유니브와 좋은 인연을 이어 나가

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며 내 청춘은 더욱더 빛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상상프렌즈가 아닌, 정말 즐기러 가

는 첫 유니빙데이에도 우리는 작년을 떠올리며 이야기 꽃을 피울 것이다. 상프답게! 상프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