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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과 만나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겠다고 2012년 목표를 잡았던 어느 3월, 학교 사이트 게시판에
서 우연히 제주포럼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당시엔 제주포럼보다는 온라인
서포터즈라는 단어에 더 끌려 클릭해 보았던 것 같다.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를 활
용하여 홍보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온라인 서포터즈였다. 콘텐츠 개발이라는 점에서 내가 지향하
는 바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 좋은 경험을 얻고자 지원을 했었다. 같이 팀으로 지원했던 친구에게
는 기대를 안 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합격 발표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합격. 학교 도
서관 컴퓨터에서 합격공지를 보고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낸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제주포럼과 소통하다.”
합격한 우리는 정말 기뻐했고, 한 편으로는 잘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제주도에서 20
년 넘게 제주포럼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내가 제주포럼을 널리널리 알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합격한 기쁨을 만끽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자료조사에 들어
갔다.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대박.” 나는
21세기의 대표 키워드를 ‘소통’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평화와 생명의 섬이라는 제주도에서 21
세기의 소통의 문을 처음 연 것이 바로 제주포럼이라는 사실에 놀라웠다. 2012년 제주포럼은 세
계평화 목적을 넘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세계적인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제주 도민이자 제주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인 내가 지금까지 제주포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제주포럼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
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웹툰을 제작했고,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너무
의욕만 앞선 던 것일까, 생각보다 웹툰 제작시간이 길어졌고 네티즌들은 우리의 블로그를 비롯한
SNS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마음마저 상했다. 우리는 잠시 정체한 듯해 보였다.
이는 곧 결과로 나타났다. 다른 온라인 서포터즈 팀들은 모두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갔다. 우수팀 선정 또한 당연히 그들의 것이었다. 공정한 경쟁이었고 우리가 낳은 결과이기에 기
분 좋게 인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다 잡았고, 이후 계획했던 5편의 웹툰 계획을
모두 완수하였다. 홍보 포스팅의 양도 꾸준히 늘려나가서 어느 순간부터 블로그 하루 방문객이
100명은 넘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SNS를 통해 우리 서포터즈와 제주포럼을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 늘어만 갔다.
“제주포럼을 기억하다.”
제주포럼은 나를 많이 변화시켰다. 지금은 그때의 모집공지를 다시 보면 제주포럼이란 글자에
눈이 먼저 간다. 제주포럼은 내게 계획성과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제주와
나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하였다. 제주포럼에 정도 많이 들었다. 웹툰 마지막 편
을 제작 할 때는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다.
이번 제7회 제주포럼을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응원하면서 느낀 것은 이 행사 뒤에 많은 사람
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강연하는 유명한 분들도 제주포럼을 빛내는 것에 한 몫을 했지
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기 때문에 제주포럼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제주포럼이 더욱 멋지게 보인다. 이 멋진 제주포럼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너
무 뿌듯하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제주포럼 Fore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