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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공고가 뜬다!”
쓰러지는 멘탈을 잡는 게 일상인
하이퍼리얼리즘 취준 일기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화제의 인스타툰 〈취준생 일기〉 정식 출간
취준생의 일상을 소재로 한 인스타그램 만화 〈취준생 일기〉가 단행본으로 정식 출간되었다.
〈취준생 일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예 작가가 된 유니유니(@yoonee3326)가 꿈을 유보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단행본에는 작가
가 직접 선별한 만화 62편에 더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공개 만화 15편을 수록하여 단
행본만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취준생 일기〉는 실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작가의 하이퍼리얼리즘 일상 만화다. 책 속에서
유니유니는 하늘색 수면 잠옷을 입고 전기장판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해서, 진짜 취
준생의 일상이란 자격증 공부나 면접 준비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탈락과 거절의 바다를 안전
하게 유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취준생 일기〉는 주제의 특성상 자칫 불안, 우울, 예민함으로
가득 찬 취준생의 하소연으로 점철될 수도 있었지만, 작가는 특유의 개그감과 B급 감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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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곳곳에 웃음 지뢰를 설치했다. 덕분에 같은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70만 취준생이 이 만
화를 읽는 동안 현실을 조금 더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취준생 일기〉는 “힘내”라는 힘 빠지는
말보다 지금, 여기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동질감으로 든든
한 위로가 되어준다.

◆ 책 속에서 ◆
초등학생 때 즐겨 봤던 시트콤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때…”라고 시작하는 유행어가 있었다. 10여 년 뒤에 내가 바로 그 ‘청년 실업자’가 될 거라
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깔깔 웃기만 했다.

_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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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망쳤어도 발표날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 발표가 났는지 5분마다 홈페이지를 확
인하고 발표 전까지 핸드폰과 한 몸이 된다. 끊임없는 새로 고침 끝에 확인한 결과는 탈락이었다.
떨어질 것 같았지만 막상 진짜 떨어지니까 너무 허무했다. 명단을 보면 내 이름이 추가되기라도
할 것처럼 내 이름 없는 합격자 명단을 계속 봤다. 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공고가 뜬다!
힘을 내자.

_면탈

압박 면접을 본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이
말했을까?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난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집에 와서 불닭볶음면을 먹
고 낮잠을 자고 친구한테 실컷 하소연을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

_면접4

난 이번 하반기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열심히 살거나 말거나 회사에서 나는 ‘이
십 대 후반의 알바생’이다. 이 타이틀이 내내 나를 힘들게 했다. 남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말자
고, 나의 길을 가자고, 오롯이 ‘나’로 살자고 일기장에 매일 다짐의 말을 썼다. 이렇게 다사다난했
던 하반기도, 알바 계약 기간도 끝났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진
짜 수고했어. 잘했어.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

_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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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소개 ◆
유니유니 (전해윤)
대학 졸업 후 유리공예를 했다. 작품에 처음 책정한 가격이 반의 반으로 후려쳐지는 파격 할인의
마법을 경험하고, 고민 끝에 작업을 그만두었다. 그해 겨울 취준생이 되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yoonee3326)에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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