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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은 버리고! WE JUST GO!

  두려움 없이 잘 도전하는 편이고 추진력이 좋아서 큰 고민 없이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활

동들을 준비하는 편이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즐겼고 바쁘게 살지 않으면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계획성이였다. 고등학교때까진 같이 다니는 

꼼꼼한 친구덕분에 무리 없이 교내활동이나 동아리를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내가 추진을 하면 계획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자잘한 교내활동들은 제대

로 하지 않고 한 척하기 바빴다. 그 와중에 하고 싶은 활동들은 또 넘쳐났다. 그냥 나는 욕심

이 너무 많았다. 다 하지도 못하면서 학술동아리부터 고교동아리활동지원, 학습꿈터, 중앙동아

리, 연애까지 하였다. 또 대외활동까지 욕심을 내고 있었다. 결국 너무 바빠서 학술동아리는 

바로 나가게 되었다. 여러 활동을 통해서 겪는 경험도 좋지만 한 가지 활동을 꾸준하게 노력

하는 것도 분명히 좋고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것들

이 너무 많았다. 내가 하고 싶지만 제대로 이끌지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에 전남대학교에서 학습과 관련해서 분석도 해주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받으러 갔다. 나는 앞선 나의 욕심에 대한 얘기부터 

학습적 문제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다양한 고민을 얘기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내가 진

정한 휴식, 나를 위한 휴식을 모른다고 하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고 쉴 때

도 편하게 못 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바쁘게 살더라도 쉴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

고 하셨다.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짜서 내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다짐했고 학

점에 관해서도 내가 즐기면서 공부해야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내가 학

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목표나 성실성 등에 대해서 알아봐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

고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갖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공부에 있어서 노력파이긴 해도 그만큼

의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엿기에 늘 당당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런 테스트에서 나온 결

과로 나름 객관적인 숫자로 내 열정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어서인지 더 열심히 즐기면서 살

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상담을 받고 선배와의 학습꿈터를 시작했다.

  이끄미 선배는 정말 교내활동이란 교내활동은 웬만해서 다 하셨고 학점까지 잘 관리하는 대

단한 분이셨다. 선배가 어떻게 4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엔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나

의 롤모델이셨다. 그런데 선배는 4학년이 되어서 학점에만 목맸던 본인이 후회스럽다고 하셧

다. 솔직히 나로서는 학점이 높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그저 부럽기만 했다. 그렇지만 선배

가 학점이란게 그렇게 내 시간을 다 쓸만큼 목매달 필요도 없고 대학생이니깐 다른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셨는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았다. 또 다른 교양에서 수업중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학공부는 즐기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도 너무 인상 깊었다. 교수님

도 교수가 된 것이 본인이 진짜로 원해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오셨다고 했다. 

주변에 정말 구체적인 목표없이 오직 성적에만 집중하면 시간을 보냈던 분들 중에 그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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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후회없는 삶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왔다. 놀기만 하

는 삶도 분명 미래에 후회할 것이고 공부만 해도 후회할텐데 어떻게 사는게 좋을까란 고민을 

계속 했다. 

  우선 학습꿈터 6회를 끝내고 내린 결론은 확실히 고등학교, 대학교1학기와 달랐다. ‘학점,공

부는 즐기면서 하되 최선을 다할 것’이였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학점에 목매진 않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 그래서였던지 교양 레포트도 나름 즐기면서 썼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공에서 친 중간고사도 괜찮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였던지 기분이 좋았다. 암기과목

이었지만 그냥 성적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했다. 2학기 중간고사는 시험기간이 

너무 재밌어서 만족스러웠다. 도서관가는 것도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퀴즈내는 것도 즐거웠

다. 선배가 또 교내활동보단 대외활동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길 꼭 추

천하셨다. 1학년이 처음 도전해볼만한 대외활동부터 겨울방학에 해볼 만한 국내, 해외 봉사들

을 알려주셔서 동기도 부여되었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너무 도움이 되었다. 이끄미 

선배가 들려주신 과 선배의 취업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 사실 의류학과가 취업이 잘 되

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4학년 선배 중에 대기업 인턴으로 붙은 분이 있

다고 하셨다. 그 분은 학점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였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도 아니셨다. 스

펙이라고 할 정도는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과 유학정도였다. 우리 과는 과 특성상 졸업 작품도 

해야 하는데, 졸업작품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만든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한다. 하

지만 그 분은 가장 중요한 때인 졸작 직전에 유학을 가셔서 중요한 졸업 필수과목, 전공 필수

과목들을 듣지도 않으셨다. 하지만 이분은 운 좋게 졸작하실 때쯤 정말 좋은 후배분이 도움을 

주셔서 원활하게 졸작을 끝내고 A+을 받았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건 사람의 인

성부이였다. 후배가 도움을 준건 후배의 영향이 크지만 그 분이 좋은 사람이엿기에 도움을 주

는 사람도 곁에 있었을 것이다. 또 나름 즐기면서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학점이 다

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무슨 활동을 하던지 자기가 거기에 얼마나 열정을 다 해서 어떤 과

정을 겪고 어떤 걸 느끼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큰 스펙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변

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가볍게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부터 하기로 했다. 스펙보다는 경험하는 걸 중심으로 찾았다. 나의 재능은 무엇이 있는지, 친

구들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다가 내가 입는 옷을 친구들이 종종 칭찬해주고 장

난 반 농담 반으로 말해줬던 칭찬들을 생각해내 쇼핑몰 바이럴 마케팅 모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있게 지원해서 붙게 되었다. 사실 남들이 볼 때에는 별게 아닐지라도 옷 사진

을 찍고 피팅해보고 글로 표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재미도 있고 나에게 도움될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활동을 하기로 다짐했다. 

  선배와의 학습꿈터에서는 전공에 대해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효과적인 공

부법이나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의 드로잉을 원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도 너무 

도움이 되었다. 6회정도의 시간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전공 공부에대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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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생,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말씀해주는 선배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또 우리과

가 개인플레이(갠플)이 심해서 선배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인데 이번 기회에 선배랑 진지한 

진로고민이나 대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멋진 선배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