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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r is a 
                                                             Question: What are you afraid 
                                                                                     of, and why? Just 
                                                     as the seed of health 
                                                   is in illness, because 
                                               illness contains in
                                           -formation, you fears are a 
                                        treasure house of self-                            knowledge if you explore them 
                                   - Marilyn Ferguson. Courage is 
                                 the ladder on which all the other virtues 
                              mount. - Clare Booth Luce.

 Life shrinks                              or expands in proportion to one’s courage. 

                          - Anais Nin. Live as brave men; 
                         if fortune is adverse front its blows with 
                           brave hearts. - Marcus Tullius Cicero. The 
                     bravest thing you can do when you are not brave is 
                         to profess courage and act accordingly. - Corra Ha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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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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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MAGINATION 

한 발만 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지난 시간들은 아무도 밟아보

지 않은 전인미답 신대륙으로의 용기 있는 한 걸음들이 모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한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않

았기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대륙으로 용감하게 앞서 나가려 합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새로운 시도와 신선한 담론을 담을 

<Life is Orange>는 세상과 공감하고, 세상의 새로운 흐름을 눈여겨보며 수많은 가능성을 탐색해가는 또 다른 한 걸음이 될 것

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직 우리만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의 세계, <Life is Orange>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대표이사 사장 안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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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용감한 사람일까. 자신의 굳건한 의지로, 

세상에 없는 또 다른 화법으로 사람을 사

로잡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강석권이 그와 만났다. 매 순간의 선

택, 한 번의 호흡도 방심할 수 없는 현장에 

선 이들의 대화는 진검승부처럼 치열하기도 

하고, 지기지우를 만난 듯 막힘이 없었다. 

A r e Y o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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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

도 <무한도전>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방

송이 나갈 때마다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예능 프로그램의 중심엔 김태호라

는 사람이 있다. 그는 때론, 방송국 PD로

서 우리 앞에 서고, 트러블 메이커로서 우

리 앞에 서기도 한다.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B r a v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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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DITORIAL DEPT.   PHOTOGRAPHY  LEE SEUNG JUN

강석권 CD(이하 강석권) : 당신은 왜 프로듀서가 되었

나?

김태호 PD(이하 김태호) : 광고와 연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어느 광고대행사와  MBC에 입사 지원했는데, 

광고대행사 최종에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떨

어졌다. 당신은 왜 광고를 선택했나? 

강석권 : 내가 광고를 하게 된 건 딱 한 가지 이유이다. 

대학에서 정밀묘사를 배웠는데, 그때 주제가 유리컵 

그리기였다. 유리컵을 깨서 조각조각을 그렸는데, 그

걸 보신 교수님이 놀라더니, “내가 강의를 5군데 다니

는데 너같이 유리컵을 깨서 그린 학생은 처음 봤다. 넌 

그림 그리지 말고, 광고해라”라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광고 일을 하게 됐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린 것도 그 이유가 된 것 같다. 당신은 예능 프로그

램을 만든다. 처음부터 예능 프로그램이 좋아서 시작

한 건가? 

김태호 :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난 항상 흑백 텔레

비전 앞에 앉아, 코미디 프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텔

레비전 앞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걸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 내 천직인 것 같다. 

강석권 : <무한도전>(이하 <무도>)에서 보여주는 ‘예능’

은 단순히 웃을 수 있는 평범함에서 벗어나 있다. 평범

함을 거부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무

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은 언제였

나? 

김태호 : <무도> 이전에 <일요일 일요일밤에>란 프로그

램에서 6개월 동안 일했었는데 시청률이 좋지 않았다. 

그때, 다른 프로에 가서 일해보라며 회사에서는 

<음악중심>을 이야기했다. <음악중심>은 1년에 한두 

명만 갈 수 있는 자리여서 어떻게 보면 예능 프로듀서

들에겐 꿈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무도>로 가고 싶다

고 하니 다들 놀라더라. 좀 편하게 하라고 기회를 줬

는데, 더 어려운 곳으로 가려는 내가 좀 의아했나 보

다. 폐지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럴 만도 했을 것 같다. 처음 <무도>를 맡아 해보고 싶

다는 의견을 냈던 순간이 용감했던 것 같다. 다른 사람

들은 그 의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사실 유재

석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 때

문이었다. 그때까지 예능은 주로 게스트 위주로 진행

되는 포맷이었다. 게스트가 선택한 시간과 요일을 준

비해야 하는데, 녹화할 때 안방 내주는 것 같아 씁쓸했

다. 옆에 손님으로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처음 시작할 때 유

재석 씨와 3일 동안 회의했다. “나한테 이런 비전이 있

다. 같이 하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이다 보니 캐릭터도 잡히고, 반응도 오

기 시작했다. 광고 일을 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강석권 :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사실 용기가 어느 

부분에 발휘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다를 거 같다. 광고

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기와 광고를 촬영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기가 따로 있듯이. 

김태호 : 그럼에도 분명히 ‘용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

는 광고가 있을 것 같다. 

강석권 : 사실 그것이 답답하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용

감한 광고란 좋은 광고주를 만나고, 허락된 부분에서 

책임을 다해 만들어진 광고이다. 정해진 틀 안에서 최

선을 다해 즐겁게 만들었다면, 그 진심이 광고주와 시

청자들에게 용감함을 불어넣을 거라 생각한다. 광고에 

있어 용감함은 적절한 타협을 통해 새로움을 착안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내가 광고를 용기 

있게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꼽는 용기있게 만들었던 <무도> 에피소드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태호 : 여름만 되면, 예능 프로그램들은 괌이나 사이

판에 간다. 다들 시원한 바다를 보여주려 애쓴다. 그것

이 싫어 연기자들에게 추운 눈이 담긴 화면을 보여주

고 싶으니 뉴질랜드로 가자고 했었다. 연기자들의 반

대가 심했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구태여 멀리 갈 이유

가 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밀어붙였다. 

결국 한여름 특집에 한겨울을 보여줬다. 당시엔 충분

히 모험적인 시도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인가

를 새롭게 하자는 것에 반대가 없어졌다. 

강석권 : 우리는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들

이다. 변비 걸린 것처럼 아이디어가 안 터져 나올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태호 : 연기자들이다. 연기자들에게 “이런 아이템이 

있다. 대부분 이렇게 푸는데 난 다르게 풀고 싶다. 그

런데 해결책이 잘 안 나온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다. 그러면 연기자들도 성심껏 의견을 제시한다. 의외

로 쉽게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생각했

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림이 나오기도 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체험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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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당신은 어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강석권 : (단호하게) 없다. 사실 난 가두리 양식처럼 둘

러 앉아 회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팀원들

을 방목하는 타입이다. 팀원들에게 항상 “회사에 없

어도 되니까, 너 아이디어 잘 나오는 곳에 가서 있어

라. 데드라인만 잘 지키고, 그에 합당한 방법을 제시해

오면 된다”라고 말한다. 성격이 그렇다 보니 누군가를 

찾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막힐 때는 고민하기보다 친

한 친구들을 만나 술 마시며 노는 편이다. 

김태호 :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당신을 한계로 몰아 넣은 적이 있는가? 

강석권 :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두 달 동안 집

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다. 두 달 동안 집에 안 갔다

는 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다. 매일같이 아이디어

를 짜고 또 짜내야 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

일이 됐는데도 결과물이 없었다. 결국 급하게 외부에

서 들어온 시안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경험이 

있다. 참담했다. 그때 광고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가 내게 “신문에 나오는 

광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보고 억울해하지 않을 

자신 있어?”라고 묻더라. 억울할 것 같았다. 남이 만든 

광고 보면서 웃고 떠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 악물

고 했다. 당신은 언제 한계를 경험했나? 

김태호 : 한계라고 단정 짓기보다, 몇년마다 한 번씩우

울해지는 주기가 찾아 온다. 감정이 다운된다. 이걸 하

면서 내 인생에는 무엇이 남을까라는 괜한 푸념도 하

게 된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제일 사

랑하는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거 같아서 슬프다. 그럴 

때마다 프로듀서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다. 

강석권 : 일을 하면서 느낀 한계는 없는가? 

김태호 :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이 방송 앞에서 자연스

럽게 작품에 대해 얘기한다. 예능 하는 사람들도 당당

히 작품에 대해 말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차장님께 3

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 예능도 시즌제를 도입

하자고. 아마 하하가 군대 가는 시점이었을 거다. 놀랍

게도 회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하하 보내

고, 3개월간 모든 방송을 접자’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

웠다. 45일 동안 배낭을 메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돌

고 오자는 계획까지 세웠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새

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하기로 동의까지 

구해냈었다. 이제 진행만 하면 되는데, 막상 때가 되니 

차장님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때 의욕이 한풀 꺾여 그

만두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멋진 예능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졌다. 유학을 가려고 준비

도 했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지금까지 못 벗어나

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삶의 자유로움

도 앗아가는 일인데 그래도 재미있다. 언제까지 할지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너무도 행복하기 때

문에 그만두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강석권 : 우리는 항상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한계를 통

해 새로운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 같다. 

김태호 : 당신과 나는 그러한 점에서 닮아 있다.  

강석권 : 그렇기 때문에 살얼음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 

김태호 : 당신은 주로 어떤 노력을 하는가? 

강석권 : 매달 10~20만 원어치의 책을 사서 읽던 카

피라이터 후배가 있었다. 재미있게도 산 책 중의 반은 

시집이었고, 반은 마케팅 서적이었다. “카피라이터가 

카피 잘 쓸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왜 이런 책을 읽느

냐?”라고 물었더니 “카피라이터 중에 이런 책 읽는 사

람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읽는다”고 답하

더라.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그 말이 떠올랐다. 그래

서 나도 그 친구처럼 무작정 책을 읽었다. 처음엔 내용

도 어렵고 지루했는데, 나중에 그게 내 자산으로 돌아

오더라. 책을 통해 사람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배웠

고, 현재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됐다. 이러한 저축(독서)

이 바로 한계를 넘기 위한 나의 노력이다.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김태호 : 연기자들과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회의를 한

다. 일반적인 회의는 아니고, 한 주는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듣고, 다른 한 주는 

음악 강사를 초청해 기타를 배우고, 아코디언을 배운

다. 또 다른 한 주는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한다. 매주 특

정한 무엇을 배우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는 형식의 회의인 셈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를 기른다. 서로 공유하는 것이 늘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진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강석권 : <무도>의 자막은 마치 광고 카피 같다. 자막

은 재미를 뛰어넘어 재해석이 덧붙고 새로운 의도가 

내포된다. 때론 정치적 색깔이 입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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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 의도하고 한 것도 상당히 많고, 의도하지 않

았는데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다.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처음 <무도> 자막의 콘셉트는 중의

적인 표현이었다.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이 중의적인 입

장에서 자막을 해석하는 것 같다. 보여지는 화면 또한 

마찬가지다. ‘여드름 브레이크’ 편이 방영되자 정치적

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이때 촬영 장소는 류승완 감

독님의 영화에서 나왔던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허름하고 사라진 공간을 통해 도시빈민의 애환을 담

아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류승완 감독의 영

화를 떠올렸을 것이고, 사회에 민감한 분들은 또 그러

한 면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중의적

인 표현을 담아 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맞다. 하지만 

뉴욕에서 촬영한 ‘갱스 오브 뉴욕’ 편은 어떠한 중의적 

의도 없이 재미로 만든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연기자들과 함께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재미있다. 이 화두를 

던졌는데, 다른 답이 온다.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광고 카피 또한 비

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무도> 얘기를 하다 보니, 

당신이 만약 예능 PD라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싶은가? 

강석권 : 우리나라는 성을 주제로 만든 것들에 대한 부

정적인 시각이 많다. 시대가 변했고 많은 것이 개방됐

는데 여전히 성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그려놓고 있

다. 하지만 누구나 성에 대한 로망과 판타지가 있지 않

나? 그런 것이 좀 답답하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극

단적으로 야한, 성인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고 무조건 벗고 나오는 질 낮은 프로는 아

니다. 웃음과 해학이 적절하게 섞여 하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다. 그것이 어

렵다면, 공익을 내세우는 예능을 만들어보고 싶다. 내

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으로 사회가 조금이나마 밝아

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반대로 당신은 어떤 

광고를 만들고 싶은가? 

김태호 : 광고 얘기를 하니 광고동아리 활동을 했던 대

학교 때가 생각난다. 그땐 직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 하나의 광고를 만들었다. 아이디어를 내

고 아이디어를 통해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좋

았다. 사실 막연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았

지, 어떤 광고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

는 것 같다. 만약 만든다면 종전의 광고가 보여주었던 

방식은 아닐 거란 생각은 든다. 

강석권 : 하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기 위해선 자신만

의 리더십 하나쯤은 있을 것 같다. 김태호 리더십은 무

엇인가? 

김태호 : 카리스마를 갖춘 사람은 못 된다. 내가 잘할 

줄 아는 것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조화롭게 모으는 데 

있다. 방송국 면접을 볼 때도 몇 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나는 의견을 내는 쪽보

다는 그 의견들을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말도 

제일 적게 하고.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다. 연출을 하

다 보면 아무리 연기자와 사이가 좋아도 대립되는 부

분이 생긴다. 예전에 미스코리아 특집을 한 적이 있다. 

여장하고 서로의 외모를 견주는 형식의 코너였는데, 

유재석 씨와 박명수 씨가 “여장하면 프로그램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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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예능계에서 여장은 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 같은 존재

였다. 녹화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못하겠

다고 하더라. 그래서 연기 경력이 부족한 동생들에게 

재미있으니 한번 해보자고 부추겼다. 그랬더니 하하와 

홍철이가 여장을 하고 재미있게 떠들고 놀더라. 그 모

습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유재석 씨와 박명수 씨도 

그 모습을 보더니, 미안하다며 녹화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는 편이다. 무엇을 

시키기보다는, 유재석 씨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유

재석 씨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능계의 고정관념을 깰 

때는 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이다.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 어떤 리더십이 있기보다는, 상황을 유연하

게 풀어가는 역할을 잘해내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묻겠

다. 당신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강석권 : 나의 리더십은 사랑이다.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이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을 진심으

로 사랑한다. 서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어떤 리더십

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후배를 믿고 후배는 나

를 믿는다면, 서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긴

다. 동료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진심이 통한다. 서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스스로가 노력할 수밖에 없다. 

김태호 : 우리는 바쁘게 산다. 매일, 매주, 매순간이 일

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우린 여가를 즐긴다. 무엇을 하

나? 

강석권 : 대부분 술을 마시며 보낸다. 하지만 술자리에 

대해 할 얘기가 별로 없다. 마시고 논다뿐이거든. 음악 

얘기를 하자면 지방색 강한 음악들 빼고 다 좋아한다. 

200년 간 전라도 지역에서 소를 몰 때 부르는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공감이 되질 않는다. 그 밖에 다른 음악

은 죄다 섭렵해 듣는 편이다. 

김태호 :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혼자 걷는 버릇

이 있었다. 명동 갔다가, 이대에서 밥 먹고, 신촌 갔다

가 압구정을 돌아 집으로 왔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갔

다. 매주 한 번은 꼭 그렇게 걸었다. 요즘도 종종 걷는

데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그냥 뭐 카페에서 차 마

시고, 음악 듣는다. 그런 게 좋더라. 혹시 10대 아이돌 

음악도 듣는 편인가?

강석권 : 젊은 사람들과 차이가 느껴질 때 무섭다. 나

이 들어 늙는 것보다 그냥 늙어버리는 것이 싫다. ‘가

슴아, 식지 말자’라고 항상 최면을 건다. 젊은 세대들

이 다 웃는데 나만 안 웃고 있다면 너무 참담할 것 같

다. 그래서 최대한 10대 문화와 가깝게 있으려 노력한

다. 시간 날 때마다 예능 프로와 드라마도 챙겨 보는 

편이다. 아이돌 음악 또한 듣는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인가? 

김태호 : 용감하다기보다, 조화를 통해 긍정의 에너지

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

렇다면 당신은 용감한 사람인가? 

강석권 : 가슴이 식지 않는 사람이다.



12

TEXT EDITORIAL DEPT.
PHOTOGRAPHY  YUL D KIM

“이제 작가들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만으로는

미술사에 이름을 아로새길 수 
없게 되었으며,…

경멸해 마지 않던 궁정 미술과 
살롱 미술의 보수성을 닮게 

됐다. 오호통재라. 

‘오늘의 미술’은 내일 퇴락할 
팔자인가?”

임근준 <이것이 현대적 미술>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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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T R U T H  W I L L 
M A K E  Y O U  F R E E 

위선의 시대에서 ‘진짜(나)’를 찾는 용기 

미술·디자인 평론가 임근준(AKA·이정우)

미술·디자인 평론가 임근준은, 글로 밥을 먹는다. 주례사 같은 전시 서문은 쓰지 

않고, 성실한 문헌 조사와 탄탄한 필드 리서치를 거친 평문을 쓰며, 현실을 감안하

지 않은 원칙론과 근거 없이 개인적인 느낌을 남발하는 인상 비평에 가차 없는 반

격을 가한다. 이 시대의 문제작, 동시대의 첨예한 화두를 다루는 현대미술,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 걸작과 명작을, 사람들은 임근준이라는 새로운 화자를 통

해 듣고 보고 경험한다. 그는 매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읽기>에서 

‘용감한 그들 당돌한 예술’로 청취자와 만나고, <한겨레21>에 ‘임근준의 20·21세

기 미술 걸작선’을 기고 중이다. 또한 여러 잡지와 신문에 미술과 디자인, 건축 등 

문화예술 전반에 관련한 칼럼을 기고하며 이 시대에 유의미한 화두를 논한다. 임

근준은 당대적 시각예술을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학적 기준’을 제

시한다. 누군가의 잣대, 누군가의 시각, 누군가의 의견에 기댄 것이 아니라, 역사

적·과학적 근거와 토대를 가진 이론을 통해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

을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적 미술>, <크레이지 아트 메이드 

인 코리아(광기와 집착으로 완성된 현대미술 컬렉션)>에 이어, 새로운 책이 발간될 

예정에 있는 그와 만났다. ‘예술이라는 남의 인생을 통해 내 인생을 보는’ 평론가로

서의 임근준, 그리고 이정우이기도 하고 AKA이기도 한 그는, 당돌한 직설화법으

로 ‘호연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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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신은 계간 <공예와 문화> 편집장, 한국미술연구

소/시공아트 편집장, 월간 <아트인컬처> 편집장을 역

임했다. 더 이상 잡지(매체)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A.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발생해서 망하게 

되니까. 무엇보다 나 망하는 건 괜찮은데, 똑똑한 인재

들 불러다가 시간 허비하게 하는 게 미안하더라. 그래

서 다시는 조직 일은 안 하려고 한다. 나름 내가 권력

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밖에

서 주먹이 날아오는데 내가 대신 맞아주지 못하면 일

을 벌이면 안 된다. 요즘은 조직 리더들도 그런 마인드

가 없더라. 내 조직의 팀원이면 내가 맞아야지 팀원들

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일본 말로 곤조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별로 없다. 회사에서조차 대신 맞아주지 않는

데 더 할 말이 있겠나. 나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간

다. 그런 면에서 나는 조금 보수적이다.

Q. 그렇다면 당신은 용감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인가?

A.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사회적 통념으로 따

지면 용감한 편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용

감하지 않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오픈리 게이로 커밍

아웃을 하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시작했던 면으로 보

자면 남들 눈에는 용감해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때 그건 

용기의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에게는 그냥 당연

한 문제였기 때문에.

Q. 개인에게 당연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보기에 당신의 삶은 상당히 용기 있어 보인다. 아직도 

많은 이가 커밍아웃을 못하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만 봐도.

A. 그것 참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볼 때는 아직 우리나

라는 겉으로만 현대화됐다. 자기 개인을 이해하는 방

식에 ‘인디비듀얼리즘(Individualism)’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개인주의라고 하면 이기적인 사람을 떠올

리는 데 그게 아니다. 한 명의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인

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엄마, 친구, 어

느 조직의 누구인가부터 따진다. 동성애자가 스스로 

커밍아웃을 할 때도 그렇다. 인디비듀얼리즘이 확립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직성 차원에서 바라봐준다. 그렇

기 때문에 사회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당당하게 밝힌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무언가 윤리적으로 한 단

계 우월하게 봐주는 면도 있다. 한국에서는 커밍아웃

을 하면 조직, 가족, 집단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인다. 

내부고발자도 마찬가지다. 조직이 부패했을 때 고발

자로 나서는 이를 서양에서는 용기 있고 윤리적인 인

간이라고 박수쳐 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신자일 뿐

이다.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유교적 공동체의 시선에서 

한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언어가 좀 심하다. 늘 

대화할 때 선배, 후배, 형, 동생을 따지고 반말과 존댓

말을 사용한다. 언어 자체가 집단성에서 자유롭지 않

다. 한국어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보

자면 용감한 사람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인디비듀얼

리즘으로 교육받은 나에게 커밍아웃이라는 문제는 용

기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윤리’의 문제였다고 보는 게 

옳다.  그것을 ‘용기’로 보진 않았다.

Q.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용기’란 무엇인가? 용

기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면?

A. 정의라고 할 것까진 아니고, 내가 용기의 핵심으로 

꼽는 것은 후츠파(Chutzpah)이다. 이스라엘 말인데, 

‘용맹성’을 뜻한다.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인 뜻도 

아닌, 가치중립적인 뜻의 단어다. 우리말로 치자면 ‘깡’

같은 거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눈을 들여

다보니,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했을 때 일말의 두려움도 

없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정신세계

에서 숭고함을 느끼게 된다. 소위 사회에서 제시하는 

스트레이트 재킷으로서의 사회적 상식이나 가치체계

가 강요하는 어떠한 경계(boundary)에 전혀 개의치 않

고 내가 정한 길로 일말의 주저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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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세계가 느껴질 때, 유태인들은 후츠파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게 인간 정신 세계에서는 용기의 근본

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결국 짐승이기 때문에. 내면

의 세계가 공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므로. 물론 유전

적으로도 어떤 특질들은 타고 나지만 학습하고 경험하

는 과정 속에서 내면 세계의 뚜껑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 세계의 집을 아름답게 지은 사람들, 그 안에 들어 있

는 정신의 알맹이에 겁 없는 요체가 있는 사람이 진정

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용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게 후츠파

의 또 다른 요체이다. 극단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할 수

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Q. 당신의 라디오 방송과 신문 칼럼이 참 흥미로웠다. 

기존 평론가들의 화법이나 시각과 매우 다르던데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하는가?

A. 21세기 예술 걸작선은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작품

을 고른다기보다는, 예술사회학의 관점에서 문제적인 

애들을 고르는 거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쓰레기 작

품’도 섞여 있다. 요즘처럼 예술을 접하기 쉬운 시대도 

없지만, 워낙 쓰레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술

과 만나기 더 어렵기도 하다. 쓰레기 사이에 좋은 것을 

섞어 놓으면 찾기 더 어려우니까. 시대마다 당대에서 

중요한 문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당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작가와 작품을 논하는 동시에 

현재의 예술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게 평론가가 할 

일이다. <용감한 그들, 당돌한 예술>은 정보적 가치가 

있는 전시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스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가치 있는 작품과 작업을 선정할 때 기준은 

딱 하나다. 미적으로 우수한가, 아닌가.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건, ‘아, 이 그림 예쁘다’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

을 보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탐구로써 미적인 우수함

을 갖고 있느냐 갖추지 못하고 있느냐다. 그게 아니라

면 컨템퍼러리 아트가 아닌 거다. 

Q.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현재 가장 용감하다고 생

각되는 예술은 무엇인가?

A. 모든 종류의 재편을 거부한 티노 세갈. 아주 전형적

인 우리 시대의 위선적 작업이다. 티노 세갈은 작업할 

때 언어로 된 재편을 모두 거부한다. 그래서 작품의 요

체가 기억이다. 작업 명령에 대한 코드를 말로 하면 판

매할 때도 상대방은 그것을 듣고 외워야 한다. 받아 적

어도 안 되고 녹음이나 사진도 안 된다. 하지만 돈은 내

야 하고, 기록이 남는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만 가능

하다. 공증인이 와서 그걸 공증하지만, 공증의 기록도 

없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심지어 없어지는 거다. 더구

나 기억이 헷갈리면, 작업도 변형될 수 있다. 아주 문제

적인 작업이다. 가장 위선적이면서도 미적으로 우수한 

작업이다. 나는 위선의 스타일링은 의외로 굉장한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라는 건 얼마나 끔찍하고 

누추한가. 누구나 다 인생의 끝은 비극이다. 죽게 마련

이니까. 그 삶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현실 도피와 자

기 환상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겠나. 

예술을 비롯해 패션이나 화장술도 현실에 꼭 필요한 

위선의 기술이다. 한국에서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위

선의 기술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덕

목이다. 예술로서 재미있는 위선의 기술 하나를 더 꼽

으라면, 테렌스 고가 아주 재미있는 예다. 테렌스 고는 

작업이 몽땅 다 거짓말이다. 요즘 레이디 가가와 협업

하는 베이징 출신의 중국계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데 거짓말이다. 처음에는 1976년생이라고 했는데, 요즘

은 1983년생이라고 말한다. 작업도 다 거짓말이다. 이

러저러한 거짓말로 잘 갖다 붙여서 작업하는데, 사람들

은 거짓말인 줄 알지만 속아준다. 휘트니미술관 개인전

에는 아무것도 없이 조명 하나만 켜놨다. 눈이 멀 정도

로 엄청나게 밝은 조명을 켜놓은 가운데 한 일이라고

는 파티뿐이다. A급 문화계 인사들 불러 모아놓은 파

티였는데, 오프닝 때 테렌스 고는 한국인 와이프와 함

께 가족을 동반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배우로, 가짜 

가족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회를 속여나가는 작업을 

한다. 심지어 자기 홈페이지에 남의 작업을 자기 것이

라고 올려놓은 적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아준다. 

왜? 재밌으니까. 너무나 팍팍한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런 식으로라도 새로운 판타지 공간을 만들어내고 위로

를 제시하는 예술가가 요즘 거의 없기 때문이다.

Q. 예술로서 그런 거짓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궁금

하다.

A. 사회에서 제시하는, 사회가 예술가에게 바라는 어떤 

허상이 있다. 그것들을 예술가가 스스로 구현해내는 거

다. 연예 역사만 봐도 거짓말로 A급 배우가 된 이들도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라 브라이언 하트라고, 유

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스타덤에 오른 배우

다.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라고도 하는데, 그

녀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했다. 유력한 어

떤 정치인의 사생아라서 이름을 다르게 쓴다는 등의. 

앤디 워홀 재단을 만든 프레드 휴즈도 비슷한 케이스

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자신이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의 

사생아라는 것이다.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용기 있는’ 이유는, 그들의 거짓말이 사람들은 물론 그

들 자신에게 순간의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삶에는 진실보다 거짓일 때 행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

다. 그것을 미적인 차원으로 옮겨놓고 보면, 미술의 차

원에서 그러한 삶을 반영하는 면들이 있다는 것이다.

Q. 거짓말도 예술이다! 흥미로운 주제다. 드라마나 영

화, 광고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들의 삶은 결국 거짓말

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허상의 욕구를 대리

만족해주는 것처럼.

A. 가령, 다른 이들의 예술을 교묘하게 베끼고 거짓말

로 살아온 오노 요코의 삶 자체도 그렇다. 1962년에 오

노 요코가 쓴 <거짓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그의 

기이한 예술관 혹은 인생관이 쓰여 있다. “인류의 역사

에서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묘한 매력을 느

낀다. 예를 들어, 그가 신을 영접했고, 영원한 사후 세

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천국을 보았다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두려

워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자 했던 것일까?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가상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

에 만들려 했던 것일까?... 그가 무엇을 느꼈든지 간에, 

나는 그가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에게 국한하지 않고 

타인과 함께 나눴다는 점을 흥미롭게 여긴다.” 오노의 

독창적인 면은, 남편이었던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는 

명작을 만드는 데 기여한 지시문 작업을 책으로 엮은 

‘그레이프프루트’ 같은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작업

은 또 각종 반전 시위와 퍼포먼스로 이어졌으니 미국

의 역사에까지 영향을 끼친 셈이다. 개인의 거짓에 기

반했지만, 세계가 공유하는 실제가 됨으로써 예술이 된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

노의 거짓말도 진실이라고 믿는다. 왜?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은 부분을 믿는 거다. 요셉 보이스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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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다. 비행기 추락을 겪은 적도 없는 데 있다고 거짓

말한다. 그들의 거짓말이 유의미한 지점은, 사람들에

게 약간의 환상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만약 앙드레 김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에 까만 칠을 안 하고 다녔

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앙드레

가 아닌 거다.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총체, 즉 환상을 

사람들에게 충족해주는 게 그의 몫이었듯이, 모든 예

술에는 그런 면이 있다.

Q. 당신의 소개글에 보면, ‘작은 소원 가운데 하나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평전을 쓰는 일’이라고 쓰여 

있다. 앙드레 김에 대한 평전을 쓰겠다는 소망은 아직

도 유효한가?

A. 그냥 상징적인 계획이다.

Q. 거짓말의 일부인가?

A. 아, 은유라고 하자. 알레고리(Allegory).

Q. 그렇다면, 여러 개의 이름도 당신을 은유하는 방식

인가? 임근준, AKA, 이정우, 임범묵 매우 다양한 이름

으로 활동하던데.

A.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한 화면에 파악이 되는 인

간이 되기 싫어서다. 나는 일본정원 같은 사람이고 싶

다. 전통적인 일본정원은 한 면에서 전체(view)가 다 

들어오지 않는다. 몇 개의 덩어리로 점 구성을 하는데, 

그 덩어리가 어떤 각도에서 봐도 절대 한눈에 들어오

지 않는다. 전모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보인다. 사람이건 오브제건, 한눈에 들어오면 금방 질

린다. 그래서 검정색 화면에서 한 줄로 갈무리되는 인

간이 되기는 싫더라. 검색화면에 뜨는 ‘나’의 초상으로

서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는 뭐랄까, 고정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싫

다. 네이버 검색화면에 뜨는 인물정보도 지워달라고 

요구한 이유다. 심지어 네이버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만들어서 내 이름이 ‘임준근’으로 떴다. 그거 지

우는 데 오래 걸렸다.

Q. 당신은 평론가로서 많은 글을 쓰고, 말을 한다. 그

렇지만 정작 임근준이라는 개인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다. 경계인으로서 살아온 자신을 지

키는 방법인가? 아직도 경계에 서 있는 많은 이를 포

함해 세상의 ‘보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목하는 데는 분명 당신이라는 개인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A. 나는 한마디로, 글쟁이다. 평론을 하는 사람일 뿐이

라는 얘기다. 그 이외의 나를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면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다.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많

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공적 인간으로서 그 사람

이 행한 것이 옳다면, 사생활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얼

마나 비윤리적이건 알 바 아니라는 프랑스인의 생각이 

정답이다.

Q. 개인적인 일이 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A. 그건 미치는 순간 문제 삼으면 되는 거다. 그 전까

지는 상관없다. 정치인이 누구와 바람을 피웠거나 말

거나, 공적인 대변인으로서 우리 시민사회의 대표로서 

활동할 때 문제 되는 부분만 문제 삼으면 된다. 앞날까

지 예측하면 곤란하다. 미국사회도 그런 점은 아주 문

제가 있다. 기독교 윤리에 근거해 이상한 잣대를 들이

대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신정환 도박사건으로 시

끄러운데, 왜 사람들이 그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건

지 이해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일인 건데.

Q. 광고의 경우는 관계에 놓인 매체다. 광고주와 소비

자, 성별, 나이, 문화 등등. 수많은 관계 안에 놓여 있는

데, 광고가 말할 수 있는 용기란 무엇일까?

A. 기본적으로 광고는 거짓말이지만, 거기에 최소한의 

진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용기이지 않을까. 

마지노선. 즉,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고 하는 것 

말이다.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게 광고인에게는 용기

겠다. 제품 자체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광고 안

에서 본인이 찾아낸 전달하고 싶은 특별한 가치가 있

을 수 있다. 좋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자신이 찾아내서 

만들고 지키고 싶은 가치를 규정하고 그것을 사수해내

는 것, 그게 필요한 직업이 광고인이라고 생각한다. 설

사 소비자를 호도한다 하더라도, 그 호도의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단순한 대리인이 되지 않는 자세 말이다. 

광고의 세계는 일단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도 좋은 광고와 나쁜 광고가 있다. 미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옳고 그름도 있지만 미적인 차원

에서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1980

년대의 시세이도 광고가 그렇다. 이것은 단지 시세이

도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사람 본인

이 추구했던 시세이도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한 부

분이 있다. 아직도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으로서 가

치를 지니지 않나. 미적으로 우수한 것은 반드시 존재

한다. 인간이 미적 가치판단 체계를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왔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본래 미학과 윤

리는 하나였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잘생긴 애들이 아직도 드라마 주인공을 하는 것

이 그렇다. ‘미는 상대적인 것이다’는 말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미학과 윤리가 갈라진 뒤에, 역

사의 체제에서 볼 때 미적으로 우수한 것의 기준은 명

확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가 싫어하

는가부터 구분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베토벤의 9번 

교향곡과 내가 좋아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중 어떤 것이 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우수한 미적 성

과물인가를 놓고 보면 간단하다. 내가 트로트를 더 좋

아하고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싫어할 순 있다. 하지

만 가치 판단의 기준은 명확하다. 9번 교향곡이 음악

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심포니의 완성본

으로서 오케스트레이션과 합창곡을 처음으로 섞은 작

품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말러도 등장했으니까. 음

악의 역사는 물론 현대인의 사운드스케이프에 어마어

마한 영향을 미쳤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런 역할

은 없다. 문화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노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

Q. 미의 기준에 대해서 말했는데, 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가?

A. 바뀌지 않는다. 조금씩 그 가치체계의 역사적 상황

에 따라 변동이 있을 뿐이지 그 근간이 바뀐 적은 없

다. 예를 들면, 미녀를 보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허리와 

엉덩이 비율은 계속 유지됐다. 약간 더 뚱뚱하거나 마

른 여성이 이상적이었던 것이지 비율은 그대로다. 미

남 미녀를 가르는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다. 좌우대칭

이 잘 맞는가라는 기준이 대표적이다.

Q. 이를테면, 미스코리아를 선발할 때의 신체 사이즈

가 그런 기준인가?

A. 물론 반영되어 있지만, 패전트 대회는 또 다른 스타

일라이징을 겪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완전히 부

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이 정말로 기준이라고 하

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왜 미스코리아가 다 주인공 싹

쓸이를 못하겠나. 인간의 사회적 매력이라는 건 다층

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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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런 다층적인 욕구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광고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누구의 하루라는 스토리가 완성될 정도로 독과점 양상

을 보일 때도 있다.

A. 왜냐하면 사회에서 제시하는 것, 즉 가치 체계에 눈

이 멀어서 그렇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회적 편견에

서 자유롭기 시작하면 다 보인다.

Q. 자유로운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역시 가치 판단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과 

약간의 후츠파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속인다. 세상에 제일 말도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이다. ‘아, 난 이거 정말 좋

아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세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트위터에 보면 그런 증세

가 아주 심하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미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 허각이 대표적인 예겠다. 노

래도 못하는데 못생긴 사람이 노래를 더 잘한다고 착

각하는 현상들 같은.

Q. 대학졸업을 앞둔 예비작가에게 던지는 59가지의 

조언이 화제였다. 소설가 김영하는 그 글을 읽고 ‘작가

는 언제 작가가 될까’라는 글을 쓰기도 했고, 현재 그 

내용을 두고 많은 이가 갑론을박 중이기도 하다. 동시

대인의 삶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예술의 영역뿐만 아

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한다면?

A. 첫 번째, 삶의 결정권은 결국 나에게 있는 거다. 아

무리 사회, 시대 탓을 해도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

인데, 그만 좀 징징거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정

권을 온전히 자기가 구사했으면 한다. 두 번째, 남의 

눈 좀 의식 안 했으면. 세 번째, 부모하고 빨리 이혼했

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혼이 필요하다. 그 관계

를 완전히 끊었다가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와 자

식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

은 영원히 그걸 못해서 딸은 엄마의 패션 동반자로, 아

들은 계속 마마보이로 산다. 월급 받으면 통장째로 부

모에게 주고 용돈 타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정신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부모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기대고 

살 건가. 네 번째, 젊었을 때 놀지 않는 사람들, 좀 놀

아봤으면. 요즘 사람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20대도 연

금 가입해서 돈 붓는 경우를 보는데, 인생은 그렇게 사

는 거 아니다. 20대에 안 놀면 영원히 못 논다. 나중에 

늙어서 젊었을 때 못 논 게 후회되고 늦바람 나기 십상

이다. 그것처럼 두렵고 끔찍한 인생이 없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나이는 절대 숫자가 아니다. 후츠파, 호연지

기를 길러야 한다. 다들 내 인생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

는데, 트위터건 어디건 모두 남의 말만 듣고 있다. 그

런 걸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다.

Q.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것 아닐까?

A. 그것도 놀아봐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나온다. 제

일 말도 안 되는 판타지가 뭔가 하면, 정답이 네 안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다. 아무리 자기 안을 뒤져봐야 뭐

가 나오겠나. 똑같은 아파트에서 똑같은 거 먹고 똑같

은 학원 다니고 똑같은 교과서로 배웠는데, 정신 세계

를 아무리 까뒤집고 찾아봐도 없다. 특별한 인간이 되

려면 특별한 경험을 하고 행동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자기 것이 나온다. 그러려면 돈을 쓰고 돌아다녀도 봐

야 한다. 청춘도 낭비해봐야 하고. 청춘이 가장 섹시해 

보일 때는 낭비될 때다. 무언가 성취하는 인간이 섹시

해 보일 때는 없다. 그런데 보면 청춘을 낭비할 줄 아

는 친구들이 없다.

Q. 당신은 해봤나?

A. 당연히.

Q. 지금도 하나?

A. 미쳤나. 내 나이가 지금 마흔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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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페이지, 다이보 커피점 중에서- 

<고치소사마, 잘 먹었습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광고크리에이터 김혜경의 동경런치산책 

디자인하우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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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문학평론가는 1960년대 말에 발표한 글에서 한국을 ‘에비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했다. ‘에비’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에비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가상적인 존재나 물건’이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뭔가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에비’라는 단어로 형상화했다. 마케팅적인 용어로 한다면 브랜딩을 한 것이다. 어

린 애들이 무언가를 만지려 할 때 “에비! 에비!” 하면서 못하게 하거나, 막무가내로 

울 때 “에비 온다, 에비!” 하면서 겁을 주는데, 에비가 뚜렷하게 무엇인지는 아이는 

물론이고 그 말을 하는 어른도 알지 못한다. 아니 알 필요도 없다. 실체를 모르는 

게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자아내어 ‘에비’를 외친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에비’라는 브랜드로 만들

어 구성원들에게 주입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왔다고 그 평론가는 주

장했다. 그래서 ‘에비 문화’라는 에비 브랜드의 확장까지도 그리 낯설지 않다. 굳

이 ‘에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도, 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유·무형의 많은 제약

과 억압이 있었던가? ‘왜’나 ‘무엇’ 때문에 그런지 확실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저 

마음속에 에비를 각인하도록 강요당하면서 새로운 시도나 변화의 포기를 종용받았

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는 그런 에비 문화적인 요소를 떨쳐내는 과

정이었다. 세대별로 특성을 잡아내면서, 각각 어떤 에비를 물리치는 용감한 행동

을 펼쳤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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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정치와 문화를 거쳐 디지털 세대까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 경제의 근간

이었던 시대에는 당연히 어울린다. 물론 그런 시대에도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시도

와 노력을 하기는 했다. 의창(義倉)은 역대 모든 왕조에서 설치했던 대표적인 구휼

기관이다. 그러나 의창은 거의 항상 관리들의 사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제

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때가 많았다. 그런 관리들을 감찰하고 엄중하게 다스리

는 훈령을 내리고 실행하곤 했지만,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이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쓰

였다. 그래서 이 말은 때로 위정자들의 비겁한 핑계로 쓰이기도 했다.

일제의 침략과 한국전쟁은 한국을 세계 경제로 편입되게 떠민 측면도 있었다. 하늘

만 바라봐야 하는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

다. 위에서 얘기한 나랏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체념의 ‘에비’를 떨쳐내는 ‘하면 된

다’, ‘안 되면 되게 하라’와 같은 구호들이 등장했다. 현재 55세 이상의 세대가 바로 

그 주역들로 ‘경제발전 1세대’이다. 

그들의 구호와 정권을 잡은 이들의 면면에서 보듯 수천 년 이어온 가난에서부터 벗

어나려는 운동은 군대식으로 이루어졌다. 집권자들은 민주주의란 한국과 맞지 않고,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는 데 방해요소라는 ‘에비’로 규정했다. 1960년의 4·19

혁명은 위대했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이식과 장착을 완성하기에는 나라

와 국민 전체의 정치적 민도와 경제 환경이 여의치가 않았다. 

경제발전과 안보를 내세우며 국민을 아무 소리 못하게 억압하던 철권통치가 풀리

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1987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물론 군사정권의 전 시기 동

안 꾸준한 저항이 이어졌지만 범국민적으로 불길이 솟아,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1987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후에 

‘386세대’라고 불리게 된 현재 40~50대 초반 세대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경제발

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에비’를 철저하게 정서적

으로 주입받으며 교육을 받아 왔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정치체제와 민

주주의의 기본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배운 세대이기도 하다. 결국 그들은 정서

적인 ‘에비’를 과감하게 맞서 부수는 용감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들을 ‘정치민주화 1

세대’라고 부른다.

88서울올림픽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몰린 행사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글로벌이라는 개념이 한국인의 의식 한 켠에 자리 잡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 행사이다. 어느 정도의 경제 성과와 정치적인 민주화 토대 위에서 한국인

들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가와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일었다. 미국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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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잡지가 1989년에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기사에서 지적할 정

도로 분출되었다. 

문화개방과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은 한국인들의 그 욕구를 다양하게 지원해 주었

다. 약간은 한풀이적인 성격을 가진 기성세대의 해외여행이나 유흥문화와 대비되어 

자연스럽게 인생의 한 배움 과정으로서 해외문물을 익히는 세대가 나왔으니 이들이 

바로 지금의 30대들이다. 해방 이후 금기시되었던 일본문화상품까지 ‘90년대 개방

되면서 이들은 문화 관련한 금기의 ‘에비’가 어떻게 쉽게 깨질 수 있는 지를 온몸으

로 보여주었다. 스스로가 즐길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류(韓流)’의 성공은 이런 개방된 문화를 즐길 수 있었기에 가

능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글로벌문화향유의 1세대’라고 명명했었다. 

바로 위에서 얘기한 샴페인 이야기가 증명되었다며 다시 봇물 터지듯이 나온 게 바

로 1997년의 IMF 위기 때였다.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국 사회와 경제에 한줄기 빛

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디지털’이었다.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IMF의 경제식민체제를 일찍 졸업하는 데는 ‘IT강국’을 표방한 정부의 지원도 큰 힘

이 되었지만, 비교적 집약되어 새로운 유행이 빨리 퍼지고 공유될 수 있는 시장 형

태와 국민성이 큰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업으로 등극한 기

업을 고객으로 브랜드전략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 기업의 변신이 성공할 수 있었

던 까닭은 역설적으로 아날로그시장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가질만한 자산이 없었

기 때문이었다. 당시 앞서 가던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양쪽에 엉거주

춤하게 한발씩 걸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 기업은 과감하게 디지털로 일로매진

할 수 있었다. 

소비자 측면에서 디지털의 선두에 선 이들이 있었다. 바로 IMF를 10대 중반 이전에 

맞이했던 지금의 20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과 함께 자라났다. 일상생

활에서 디지털 기기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이들을 ‘디지털 1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에게 컴퓨터나 핸드폰은 마구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침대에서 자신의 옆에 재우는 인형과 같은 생활의 일부이다.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가들이나 다루는 기기라는 인식이나, 극히 한정된 기능 외에는 감히 사용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행태와 같은 ‘에비’가 이들에게는 아예 없었다. 사용설명서

도 없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들을 아무 문제없

이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 윗세대에게는 경이롭고 용감하게 비추어졌다. 이들 

자신에게는 그런 얘기 자체가 매우 의아하게 들리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에비’를 

아예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태가 용감하다고 전혀 생각해보지조차 안 했

기 때문이다. 

앞 세대의 자산을 이용한 용감함 

가장 용감한 행위는 디지털 1세대가 디지털 기기들을 다루는 것처럼 본인은 용감하

다고 의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몸도 굳고 부자연스러워지며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엇박자가 나기 쉽다. 그리고 용감한 행위 자체가 절실한 필요에서 나와야 한

다. 절실하게 필요하면 꼭 이루고, 어떤 난관이든지 극복하며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

는 의지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용감한 행위이다. 용감함은 책상 위의 구호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용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용감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

도로 체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 것도 갖추지 않은 채로 용감한 것은 만용이다. 무언가 바탕이나 원재료가 있

는 상태에서 용감함을 통해 성취가 가능하다. 현재 20세 이후의 세대를 ‘경제발전 1

세대’, ‘정치민주화 1세대’, ‘글로벌문화향유 1세대’, ‘디지털 1세대’로 분류했는데, 이

들 각 세대는 그 나름의 절심함과 함께, 세대를 가르는 성취를 이루는 데 쌓인 기반

을 충분히 활용했다. 정확히는 앞선 세대의 성취가 뒷 세대의 기반이 되었다. ‘경제

발전 1세대’는 전후의 절박한 상태와 유례없는 교육열과 사회적 지위상승의 욕구가 

어우러졌다. 실전과 준전시상태를 통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린 군사문화도 역설

적으로 한몫했다. ‘정치민주화 1세대’는 발전된 경제가 전해준 생활의 여유가 정치

적 자유를 외치고 그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글로벌문화향유 1세대’는 

검열을 거친 반쪽짜리 사상이나 예술이 아닌 다양한 그림을 백지에 그릴 수 있는 정

치적 자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디지털 1세대’는 단순한 디지털기기보다 디지털을 

통해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했다. 

모든 세대는 한때 신세대였다. 신세대는 어떤 사회이든지 항상 존재한다. 기성세대

가 가지고 있던 ‘에비’를 용감하게 떨쳐내고 모두들 그들 나름의 화두를 만들고 이

루어간다. 우리 사회의 중추로서 트렌드의 중심을 잡는 세대의 나이는 계속 어려졌

다. 경제발전세대는 30대, 정치민주화는 선배들과 연계된 20대 대학생들이었다면 

글로벌 문화향유는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이 그 흐름을 이끌었고, 디지털은 10대가 

최선두에 서있었다. 과연 새로운 세대는 어떤 용감성을 발휘하여 화두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것인지 바로 앞의 트렌드로서, 그리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파악하는 측면

에서 주목된다. 

가장 용감한 행위는 본인은 용감하다고 의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온다. 그리고 용감한 행위 자체가
절실한 필요에서 나와야 한다. 절실하게 필요하면 
꼭 이루고, 어떤 난관이든지 극복하며 새롭게 시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용감한 행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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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E 
NEW 

TEENS!

용감한 
신인류가 

창조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B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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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NS!

용감한 
신인류가 

창조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TEXT HWANG SUNG 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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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빠져들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 분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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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ENS!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기

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절대권력의 편집장이 세계적인 

패션잡지 미국판 <보그(Vogue)>지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Anna Wintour)

라는 실제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패션에 관해

서는 그 누구의 조언을 듣지 않기로 악명 높은(?) 그녀가 최근 유난히 귀

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놀라운 점은 그 인물이 바로 13살의 소녀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패션 블로거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테비 게빈슨(Tavi Gevinson). 

그녀는 이미 열한 살이던 2008년부터 ‘스타일 루키(Style Rookie)’라는 패

션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여러 스타일의 옷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입어보는 것을 좋아하던 그녀는 곧 이 독특한 패션 감각을 널리 인정받게 

되어 세계적인 패션 블로거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 

거장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자신의 패션쇼에 초대하여 의견을 묻기 시작했

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패션 거장들이 테비 게빈슨을 앞다투어 찾기 

전까지 그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블로그를 운영하는지도 또한 그처럼 

유명 인물인지도 몰랐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패션계에서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스마트폰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앱(App)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

양한 앱이 거래되는 앱스토어는 새롭고 과감한 아이디어가 평가받는 실험

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두들키즈(Doodle Kids)라

는 손가락으로 아이폰의 터치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이 2주 만에 

4,000명 이상에게 판매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더 화제가 된 사실은 

이 앱의 개발자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림 딩 웬(林鼎文, Lim Ding Wen)

이라는 9살 소년이라는 점이다.

영국 BBC의 기사에 따르면 림 딩 웬은 컴퓨터 엔지니어인 아버지의 영향

을 받아 2살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으며 7살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 지금은 여섯 가지 컴퓨터 랭귀지를 구사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20개 가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어엿한 프로

그래머이다. 그리고 히트를 친 두들키즈는 그의 가장 최근의 개발품이라

고 한다. 또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놀 때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

을 개발한 것이다. 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다.

하지만 두들키즈라는 이 앱은 기술적으로는 그다지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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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앱을 만든 동기이다. 그에게는 3살, 

5살 난 두 여동생이 있고, 이 두 동생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여동생들을 위

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니 기뻐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테비 게빈슨이나 림 딩 웬은 평범한 10대들의 모습은 분

명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미 있는 것은 최근 10대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

로 탐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테비 게빈슨의 경우 안나 윈투어와 함께 

패션쇼를 상의하며 너무도 편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은 사진이 한때 네

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지간한 패션 전문가와 디자이너

들도 안나 윈투어 앞에서는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다리를 꼬고 앉다니! 이

처럼 요즘 10대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당

당함과 대범함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요즘 10대들의 모습의 다가 아니다. 요즘 10대들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바로 올해로 초등학교 7학년에 

올라가는 케이티 스타글리아노(Katie Stagliano)이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

년 무렵 자기 집의 조그만 농장에 양배추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양배추

를 길러 노숙자들을 위해 지역의 무료급식소에 기부를 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녀는 이미 3학년 때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하자 

교장에게 학교에서 물을 더 아껴 쓰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녀가 제

안한 빗물 받아쓰기 등의 방법은 실제로 채택되었고 그녀는 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물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

는 현재 많은 사람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 환경운동가로 성장하고 있다. 그

리고 그녀의 행보에 많은 10대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눈에 띄는 

점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10대들은 지역사회와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성숙

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이러한 10대들을 보통 e-Teens라고 한다. 디

지털 환경인 전자적 세계(Electronic World)에 익숙하고 연예와 오락

(Entertainment)를 좋아하면서도 평등(Equality)과 환경(Environment)과 

생태(Ecology) 같은 진지한 고민도 함께 하는 세대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e-Teens라는 새로운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용감하다는 사

실이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빠져들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 분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용기 또한 지니고 있다. 그리

고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지구와 생태계를 위한 행동

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용기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권위에 눌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

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지역사회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해

왔던 기성세대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이들은 아직 어리고 미

숙하다. 그리고 이들도 자라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용기 있는 모습은 무언가 다른 특별한 힘이 있다. 그렇기

에 이들의 용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상과학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는 그의 소설 <용감한 신

세계(Brave New World)>에서 기술문명에 의해 피폐해진 암울한 미래를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볼 때 이러한 미래가 

실제로 도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곧 세상의 주

인공이 될 이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용기와 열정은 이러한 불안감을 날려

버리기에 충분하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

의 용기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에 충분

하다. 그런 만큼 이 용감한 e-Teens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들은 분명 올더스 헉슬리가 제시한 암울한 미래

와는 다른 멋진 신세계를 용기 있게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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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ing for the Brave Creativity, It Is 
Important not to forget Who I am & Where 

I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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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ECD_한발 앞으로, 긍정의 힘을 담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Brave’는 어떤 일의 결과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출발점이고, 과정이고, 결과물이고,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 충분히 ‘Brave’한가, 돌이켜보면 아직 충분하지 않다

고 말해야겠다. 

당신의 삶에서 ‘Brave’를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는 일주일에 5일 운동을 한다. 그 어떤 전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넘치는 상태가 좋다. 내가 

일하는 이 공간에서 젊고 감각적인 후배들 사이에서 나 자신, 인간의 존재감으로 이 공간과 시간을 얼마나 채워갈 수 있

는가를 언제나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치에 기대어 산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소진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나에게는 언제나 ‘Brave’한 일이다.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나의 책상. 이 위에 놓인 모든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중앙일보>의 주말판 섹션은 내가 이노션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매주 빼놓지 않고 쌓아 올린 것이다. <문예춘추>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보시던 잡지인데 그 안에 자주 등

장하던 일본 문인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언젠가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나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 사용했던 연필 묶음이나 내 하루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수첩 등등. 나는 

나를 이루는 이 모든 시간의 총합임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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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용 CD_ 움직인다, 두려움 없이 

당신은 어떠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가? 

이제 막 6년째 접어든 이노션은 젊디젊은 조직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에 비해서도 젊다고 말할 수 있다. 

초기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이곳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처음 하는 이들이 대부

분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어리고 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두려

움도 없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는 무엇이든 ‘경험’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그런데 초기에는 대부분이 자동차 

광고를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회사에서조차 ‘왜 안 돼?’라며 덤벼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조금 더 용감하게 나아가게 한다.

지금까지 이노션에서 한 일 중에 가장 ‘Brave’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무래도 작년 ‘Gift-Car Campaign’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이 광고 캠페인의 시작도 역시 ‘말도 안 돼’ 였다. 

‘광고 하나를 만들면서 그 복잡한 일들을 다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자고 하면, 뒤로 물러서기 마련

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설득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총체적인 캠페인을 완성했다는 기쁨은 정말 대단했다. 

조직과 개인 사이에서 ‘Brave’의 충돌을 경험한 적은? 

나는 배드민턴을 친다. 작년부터인데, 잠시 시간이 나면 언제든 근처의 경기고등학교로 달려간다. 때로 ‘Brave’

는 24시간 최고조의 긴장감을 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과 용기는 스스로의 삶을 만족하는 태도에서 나온

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다양한 생각을 ‘Brave’하다고 생각한다. 

원혜진 CD_ 예상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도전    

당신은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이 사실이 당신을 특별히 용감하게 만드는가?  

여자로서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맞는 아내’로 사는 것과 흡사하다. 내게 만족감을 주는 

그 한 순간을 위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게 되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용감한 사람’이라는 카테고리에 드

는 이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독한 인간들이다. 끝까지 버텨내고, 책임지는 사람들. 그리

고 자기자신을 제대로 표출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마인드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슬로건 광고를 완성한 일이다. 이 작업은 최초의 아이디어에서부터 모든 이들이 갸

우뚱거렸다. ‘HYUNDAI’라는 글자를 오르곤에 통과시켜 나오는 사운드로부터 시작되는데, 광고주에서부터 모

든 스태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 결과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새

로운 도전이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용감해야 하는 순간들을 꼽는다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살아낸다는 것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모든 새로운 생각들이 그러하듯 생각

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의 결과물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모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때.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은? 

나의 딸이다. 이제 열한 살인 딸은 광고일을 하는 엄마라는 나의 특수성을 잘 이해한다. 나는 언제나 그 어떤 

평가보다도 딸로부터 듣는 평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언젠가 나의 딸에게도 의미있는 멋진 광고를 만들

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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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Spiegel ECD (IWA)_두려움을 넘어선 대담한 마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미국 헌팅턴 비치에 위치한 이노션 월드와이드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모든 창의적인 생각과 작업에 영양분을 주고, 잘 키워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Brave’라는 단어와 당신 사이의 관계는? 

광고와 연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소심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기’라는 단어보다는 ‘대담하다’라

는 단어를 더 좋아한다. 또한 이노션 월드와이드라는 조직은 언제나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시도를 선호하는데,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

다.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전에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내야 하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대담하다’(daring)라는 것은 최종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경지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다. 

당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멘토는? 

최근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낸 모든 사람들. 나는 지금껏 내가 만나온 모든 사람들에게서 ‘용기’를 배웠다. 심지어 개와 

고양이들에게서도 배운다. 그러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내가 뉴욕에서 연극을 배울 때 만났던 선생님이다. 그는 예술가로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

고, 나에게도 나의 두려움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겨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셨다. 이 가르침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나에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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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Chudalla ECD (IWE)_낯설고 생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당신에게 ‘Brave’가 뜻하는 바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겠으나, 나에게 ‘Brave’는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신념이다. 만약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혹은 누군가 시켜서, 다른 이의 칭찬을 듣겠다고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용감하지 않는 일이 될 테니까. 

당신이 지금껏 한 일 중에 가장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용감해본 적이 없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새롭지 않을까 하는 두려

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던 한 발을 다시 익숙한 세계로 되돌리게 될 때가 있다. 

이런 순간, 나에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용기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멘토는? 

잔다르크.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것 이상의 용감함이 있을까?

Saurabh Dasgupta ECD (IWI)_새로운 금맥을 찾는 연금술사

당신이 하는 일을 설명한다면? 

나는 실험실 조교와 같은 일을 한다. 시험관에 여러 재료를 넣고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지 탐

구하는 사람이라고나 할까. 다양한 감성과 열망과 꿈을 섞어가면서 그 질료에 디자인과 기술과 혁

신적인 방법을 더하는 일들이 내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다. 그 결과 어떠한 것이 나왔는가 하면, 

지난 5년간 꽤 재미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 

당신은 ‘Brave’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Brave’라는 단어에는 절대로 결단력이 필요하다. 공기역학적인 이론으로 보자면, 호박벌은 결코 

비행할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호박벌은 제대로 비행한다. 왜일 것 같은가? 호박벌은 

날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Brave’는 매일 일어나는 일 안에 잠재해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고, 먹고, 생각하고, 잠자는 

것이 모두 ‘Brave’의 연속이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용감해야 하는 순간들을 꼽는다면? 

내가 하는 일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다. 평범하고, 안주하려 하고, 그저 그런 처음의 생

각들이 모든 ‘비범함’의 적이다. 나는 언제나 ‘이쯤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치열하게 싸운다. 

당신에게 ‘Brave’를 가르져주는 멘토를 꼽는다면? 

마하트마 간디이다. 그는 둥근테 안경을 걸친 늙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나에게 용기라는 것을 떠올

리게 만드는 인물이다. 무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신념, 열정, 헌신으로 한 국가의 독립을 이루

어낸 사람이기 때문이다.



34

TEXT EDITORIAL DEPT.

세상에 던진 용감한 정신, 오브제로 태어나다

T H E  I M P O R T A N C E  O F

BEING BRAVE

U

치장과 이름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은 그만 잊어라. 패션, 디

자인계를 현재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용기’는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받

아들이는 ‘지극히 순수한’ 작업이다. 레이블을 감추고, 치장을 생략한 

채 본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오브제야말로 용기 있는 디자인이다.

UNTITLED 
해체주의 패션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의 향수

해체주의와 아방가르드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마틴 마르지엘라는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철저하게 숨겼다. 심지

어 브랜드의 레이블도 최소화해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입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

이다. 향수 또한 마찬가지다. 향수에는 ‘언타이틀드(Untitled)’라는 표기만 있을 뿐 어떠한 레이블이나, 이름도 

없다. 남성과 여성을 위한 향의 구분도 없고, 향수를 뿌릴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는다. 마틴 마르지엘라의 향

수는 온전히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만을 위해 향을 내는 것이다. 언타이틀드라는 표기 그대로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든, 아이든 사용하는 사람에게 알맞은 향기가 되어 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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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UDIE JEAN 
데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생지 청바지 

누디 진(Nudie Jean)은 ‘구입 후 6개월 동안 세탁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데님에 담아 판매한다. 6개월이란 시

간은 단지 청바지를 더럽히는 시간이 아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데님에 담아내는 시간이다. 6개월 이후 데님

을 세탁하게 되면, 가랑이 부분의 고양이 수염 무늬 주름이, 무릎 뒤쪽의 벌집 무늬 주름이, 뒷주머니에는 지갑 자

국 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아름다운 ‘워싱’을 만들어낸다. 이미 만들어진 워싱 데님을 입는 것이 아닌, 스

스로 만든 워싱 데님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누디 진이 말하는 진정한 데님을 입는 방식이다. 하나의 데님은 사

용자에 의해 제2의 피부로, 진실되고 개인적인 시대를 어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누디 진의 철학이

다. 당신이 진을 더 많이 입고, 사랑할수록 누디 진은 더욱더 아름다운 데님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당

신의 라이프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누디 진이 만들어내는 생지 데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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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ARTH HOUSE BY CHO BYUNG-SOO
자연과 하나 되는 집, 낮은 자세의 겸손함을 갖추다

지붕과 땅이 수평을 이루는 하늘 집은, 땅속에 박힌 집이다.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이 집은 좁은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야 출입구가 나온다. 보통

의 어른도 허리를 깊게 숙이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하는 방식을 통해, 건축가

는 스스로 자세를 낮춤으로 인해 자연은 물론 삶과 관계한 모든 것에 겸손해질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 시인 윤동주의 삶과 시에서 영감을 받은 하늘 

집은, 한 평짜리 방 6개를 모두 합친 크기만큼의 마당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마

주하기 좋은 공간이다. 이 집의 독창적인 구조는, 기꺼이 ‘불편’을 견뎌야 하는 형

태를 지닌다. 건축가는, 하늘 집을 통해 현대인에게 건축은 편의와 편리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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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판타지, 용감한 신세계  
<슈퍼스타 K>와 <시크릿 가든>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세계가 숨어 

있다. 옆집 더벅머리 청년이 스타로 등극하는 꿈같은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이유는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우리 앞에 현실처럼 펼쳐 놓고, 진짜로 믿게 만드는 힘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용감한 판타지라고 부른다. 

38

Brave New 

판타지는 눈 뜨고 꾸는 꿈

각종 온라인 게임과 가상커뮤니티 세컨드라이프,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선 

매일 판타지가 펼쳐진다. 현실에선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이뤄지는 곳이다. 가상공간

의 매력에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재미없고 불만스러워서일 거다. 현실

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굳이 가상공간에 판타지적 상상력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지 

않겠나. 현실에선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온라인게임 리니지 속에선 강력한 전사

이자 지도자로 수많은 이를 이끌 수도 있다. 온라인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현실에선 

집 한 채 없어도 부루마블 게임 속에선 집이나 성은 물론 세계의 도시를 다 내 소유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걸 두고 못난 사람들의 상상 속 일탈이라 여겨도 상관없다. 다만 

이런 상상, 아니 판타지가 있어 그들이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 눈 뜨

고 꾸는 꿈, 그게 바로 판타지다.  

판타지를 현실로 옮겨놓은 대표적인 공간인 디즈니랜드에는 그 넓은 거리에 휴지조

각하나 보이지 않는다. 철저한 관리다. 디즈니랜드 자체가 판타지 공간인데 현실 같은 

느낌이 들면 금방 판타지에서 벗어나게 마련이다. 현실에선 눈에 잘 띄는 쓰레기가 디

즈니랜드에선 곳곳에 숨어 있는 관리인들의 빠른 움직임 덕분에 전혀 보이지 않게 된

다. 만화나 영화 속 주인공이 살아나온 듯 정교한 인형탈을 쓴 이들도 여기저기서 마

주친다. 분명 인형탈 속에 사람이 들어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우린 

진짜 미키마우스와 도날드덕과 백설공주를 만난다. 그들과 안고 사진 찍는 순간 더 깊

은 판타지로 몰입한다. 그런 점에서 디즈니랜드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판타지를 몸소 경험할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니까.

아직 시크릿 가든에서 살고 있다

드라마에서 주로 나오던 삼각관계나 사각관계, 혹은 알고 보니 배다른 남매였다는 등

의 흔해빠진 설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 아닌 판타지여

서 그렇다. 현실을 그대로 투영해서 봐야 한다면 굳이 드라마를 볼 것 없이 다큐멘터

리를 볼 거다.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적어도 현실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 즉 판타지

를 보고 싶어 해서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드라마 속 상황은 비현실적인 비약이 심해

진다. <시크릿 가든>에선 길라임과 주원의 영혼이 바뀐다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우린 

유치함과 비현실의 결합이라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로맨틱 판타지라 여기며 자연스럽

게 몰입하지 않았던가. 

시청률 30%를 넘고 수많은 시가폐인을 양산한 것도 모자라, 드라마 OST는 음원차트

를 휩쓸고, OST 콘서트는 2,000석을 5분 만에 매진시켰으며, 드라마 속에 중요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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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욕구다. 

우린 늘 현실이 채워주지 못하던 것을 상상해왔고 
그걸 꿈꾸며 활력을 얻는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판타지를 충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다. 

과감한 도전이나 용기가 없다면, 
꿈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다.  

티브가 된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드라마 효과만으로 11만 부 이상을 추가로 팔

았고, 수년간 몇 권 팔리지도 않던 어떤 시집은 화면에 잠시 잡힌 것만으로도 순식간

에 수백 권이나 팔리기까지 했다. 주원의 서재에서 화면에 조금이라도 잡힌 책은 모두 

판매량이 급증할 정도였다. 진짜 재벌이라면 입을 것 같지 않은 반짝이 트레이닝복은 

복제품이 쏟아질 정도로 유행이고, 드라마 나가는 동안 광고는 완판이었으며 그 매출

만 82억원 이상이다. 해외판권은 이미 13개국 이상에 팔렸으며 국가별로 20~30억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것이 모두 판타지에 몰입시킨 덕분에 얻은 경제적 효과이고, 매

력적인 판타지의 값어치인 셈이다. 그리고 아직도 <시크릿가든>의 여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꽤 있다. 그들은 드라마 속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력적인 판타지 속에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고 몰

입했던 그 기억을 놓고 싶지 않아서다. 판타지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린 

다시 일상의 고단함에 빠져야 하니까.

현실에서 못하니까 판타지가 필요한 거다

부당한 상사의 지시나 불합리한 일처리에 과감히 반기를 든 채 멋지게 사표 한 장 던

지고 회사를 박차고 나온다? 담배를 피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한 대씩 쥐어박고 담배를 못 피우게 어른 된 입장에서 호통을 친다? 깡패로 추정되는 

무리에게 괴롭힘당하는 사람을 보고 거침없이 뛰어들어 화려한 발차기로 깡패들을 

물리친다? 재벌 2세이면서도 자신의 환경을 숨기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일하는 멋진 

남자가 가진 것 없는 서민의 딸을 만나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을 한다? 뭔가 그럴 듯

하면서도 묘한 어색함이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다. 이건 다 일상의 판타지다. 저런 일

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있지 현실에선 찾기 힘들다.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었

다면 결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린 늘 현실이 채워주지 못하

는 결핍을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갈구한다. 그리고 판타지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조건으로 늘 우리 곁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다.

<슈퍼스타K2>에서 사람들이 존박이 아닌 허각에 더 환호한 것도 묘한 판타지의 여운

을 준다. 진짜 현실적으로 보자면 훨씬 더 상품성 있는 존박이 승자가 되는 게 당연했

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에겐 그건 너무 판타스틱하지 않은 결론이다. 현실에서의 

승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 바로 판타지다. 물론 투표에선 허

각이 승자였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보니 인기나 상품성에선 여전히 존박이 더 승자

이긴 했다. 결국 판타지의 승자는 허각, 현실에서의 승자는 존박인 셈이다.

우리에겐 더 많은 판타지가 계속 필요하다. 우린 앞으로도 계속 현실을 잠시 잊을 판

타지도 필요할 것이고, 현실을 바꿔줄 상상이 되어줄 판타지도 계속 기다릴 것이다. 

고단한 현실을 잊게 만드는 것도 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숙

제다.

판타지와 현실의 연결고리가 상상과 용기다

과거의 판타지는 콘텐츠 속의 픽션으로 존재했다면 현재의 판타지는 현실 속에서의 

논픽션으로도 종종 존재한다. 바로 온라인에서의 가상공간과 소셜네트워크로 얽힌 관

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 속에선 별의별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진다. 맨체스터 유나

이티드의 리오 퍼디낸드와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 초코파이를 국제특송으로 

보내면 그는 그걸 받은 사진을 인증샷으로 트위터에 올리기도 한다. SNS 속에선 오바

마도 만나고, 할리우드 스타도 만난다. 국내 스타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이건 분

명 과거의 사람들에겐 현실일 수가 없었다. 먼 과거도 아니고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이런 놀라운 일상도 가만있는 자에겐 다가오지 않는다.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걸면, 상대는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셀러브리티와 SNS

를 통해서 친구도 된다. 그러다 진짜 친구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정말 판타스틱한 일

이다.

우리가 아주 당연한 듯 누리는 가상세계는 과거의 사람들에겐 환상적인 판타지였겠

지만, 우리에겐 그냥 소소한 일상의 일부분이다. 과거의 판타지가 현재의 현실이 되는 

건, 기술문명과 사회의 진화 덕분이다. 머지않아 해외여행하듯 우주를 여행하는 건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닐 것이며, 제2의 페이스북을 만든다며 과감히 대학 중퇴하고 창업

을 선택한 이들이 페이스북을 대체하는 SNS를 만들어낼 일도 판타지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판타지는 저 멀리 잡히지 않을 무지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서히 

하나둘씩 우리 손에 잡혀진다. 물론 그러는 사이 새로운 판타지가 다시 생겨나게 될거

니까 판타지가 소멸될 일은 전혀 없다.  

판타지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욕구다. 우린 늘 현실이 채워주지 못하

던 것을 상상해왔고 그걸 꿈꾸며 활력을 얻는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판타지를 충

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다. 과감한 도전이나 용기가 없다면, 꿈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는 한, 판타지에서 보여준 놀라운 상상

이 매력적인 현실로 옮겨지는 걸 더 많이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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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하는 후크 송의 비밀
아이유의 ‘좋은 날’은 ‘유행 종결자’였다. 2010년 가요계의 어떤 경향들이 ‘좋은 날’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걸 그룹은 아니

지만 어여쁜 소녀가 노래를 불렀고 소녀의 3단 고음은 <슈퍼스타 K>로 촉발된 ‘열창’에 대한 관심을 퍼포먼스화 시켰다. 

‘좋은 날’ 이후 ‘그 남자’,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다시 아이유의 ‘Someday’ 등 TV 프로그램 삽입곡이 번갈아 음

원차트 1위를 했다. 한 시기의 유행이 끝나가며 더 인지도 높고, 팬층이 확실한 곡들이 발표와 함께 1위를 한다. 시크릿의 

‘샤이보이’처럼 가요계에서 흔치 않게 스윙리듬을 가미, 유행과 살짝 다른 곡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2010년의 트렌

드는 떠났지만, 2011년의 트렌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살릴 용감한 시도만이 성공을 보장한다. 

40

아이유가 승리의 첫 솔로 앨범 <VVIP>의 ‘I know’를 부른 건 재밌는 우연이다. ‘좋은 

날’은 심플한 사운드로 곡에 여백을 두고, 그 공간을 아이유의 목소리가 채웠다. 스포

트라이트가 집중된 상황에서 아이유가 트리플 악셀을 하듯 ‘3단 고음’으로 환호를 받

는다. 반면 ‘I know’에서 ‘너는 나에게 물 같은 존재’를 부르는 아이유의 보컬은 물결

처럼 곡 전체에 퍼진다. 승리의 목소리도 울림을 가진 채 퍼져 나간다. 둘의 목소리는 

강하게 부각되는 대신 악기 중 하나처럼 다른 사운드에 묻어 들어간다. 목소리는 부드

럽게 퍼지고, 어쿠스틱 기타가 찰랑거린다. ‘I know’는 특정한 멜로디나 보컬의 음색 

대신 곡의 분위기로 승부한다. ‘I know’는 ‘좋은 날’의 반대편에 있다. 그리고 <VVIP>

도 2010년까지 이어진 어떤 경향들의 반대편에 있다.

<VVIP>,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트렌드

<VVIP>는 트렌드를 반영하되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V.V.I.P’에서 힘찬 리듬과 함

께 ‘내게로 와’의 ‘와’를 길게 늘이는 부분은 니요(Ne-yo)같은 뮤지션의 곡들에서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곡 제목을 반복하는 ‘어쩌라고’의 후렴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V.V.I.P’에서 승리의 목소리는 밀도를 높이며 자신에게 시선을 모으는 대신 울림을 가

진 채 넓게 흩어진다. ‘어쩌라고’도 후렴구 멜로디가 반복될수록 승리의 보컬 대신 나

른한 신디사이저 연주가 점점 커진다. 리듬은 힘차고, 춤을 출 수도 있다. 하지만 곡

은 오히려 차분하게 느껴질 만큼 여유가 있다. 2NE1 ‘Go away’의 멜로디를 일부 차용

한 ‘White love’는 ‘Go away’처럼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한다. 하지만 ‘Go away’는 

일렉트릭 기타가 곡 전체를 다이내믹하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반면 ‘White love’

How to b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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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타가 뒤에서 은은하게 퍼진다. ‘Go away’ 멜로디의 강렬함을 강조했다면, 

‘White love’는 조금씩 차오르는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 

‘창문을 열어’는 앨범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곡의 후렴구는 읊조리듯 부르는 

‘창문을 열어 니맘을 열어/ 내게와 들어와’가 전부다. 어찌 보면 맥 빠질 정도로 힘없

는 멜로디다. 하지만 멜로디에 나른한 건반과 작게 연주되는 기타가 곁들여진다. 지드

래곤의 랩은 마치 꿈에서 속삭이듯 나직하게 울린다. 인상적인 멜로디나 사운드를 고

르라면 어렵다. 하지만 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질감은 명확하다. 사람의 숨

소리나 발음이 주는 뉘앙스, 쭉 음을 늘이는 브라스가 만들어내는 나른하고 여유로운 

느낌.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가 승리하리라 

지난 몇 년간 가요계는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듣는 사람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 노력

했다. ‘소몰이’는 더 굵고 더 진한 보컬로 어떻게든 사람이 노래를 듣게 만드는 창법이

었고, 이른바 ‘후크 송’으로 불리는 곡들은 짧고 단순한 후렴구를 곡 시작부터 반복했

다. 일렉트로니카를 도입한 곡들은 대부분 강한 전자음과 리듬으로 시작부터 제압했

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부터 2AM의 ‘전활 받지 않는 너에게’까지 이어지는 프로

듀서 방시혁의 곡들은 아예 곡 도입부에 다른 소리를 최대한 비우고 밀도 높은 보컬의 

힘으로 승부했다. 멜로디에서 사운드로, 다시 보컬로, 대중음악계는 몇 년 간 마치 총

을 쏘듯 강력한 한 방으로 대중을 끌어들이려 했다. 그 끝에 ‘좋은 날’이 있었다. 반면 

<VVIP>의 수록곡 중 ‘Magic’은 아예 ‘오 오 오 오’하는 흥얼거림으로 후렴구를 채웠

다. 욕조에서 노래를 기분 좋게 흥얼거릴 때의 기분, 어쿠스틱 기타를 튕길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느낌. 노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멜로디나 보컬이 아니라 소리의 질감

이나 곡의 분위기가 ‘후크’다. 멜로디 때문이 아니라 곡의 느낌을 맛보기 위해 다시 듣

는다. 트렌드의 끝물에서, <VVIP>는 임팩트를 없애는 것으로 임팩트를 만드는 방식을 

제시한다. 

승리만이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니다. GD&TOP은 ‘뻑이 가요’로 멜로디보다 사운드

의 질감과 ‘빙글빙글’ 같은 발음의 뉘앙스가 먼저 다가오는 노래를 선보였다. 태양의 ‘I 

need a girl’은 R&B 스타일 안에서 강한 멜로디보다는 섬세한 보컬 디렉팅과 차분하

게 감정을 차오르게 하는 분위기가 돋보였다. 태양, GD&TOP, 승리의 곡들은 대중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꿀 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거대한 팬덤을 만들면 성공한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범대중적인 히트곡을 만들면 성

공한다.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는 트렌드를 제시할 때 성공한다. 휘성, 거미, 세븐, 빅

마마가 동시에 나왔을 때, 빅뱅이 ‘거짓말’을 불렀을 때, 2NE1이 데뷔했을 때 모두 그

랬다. 지금 빅뱅의 멤버들은 서로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제시한다. 

물론 새로운 시도를 하다 대중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기존 곡을 답

습하다 서서히 사그라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완성된 트렌드에 의지해 곡을 만들면 

웬만큼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던 ‘좋은 날’은 가고 있다. 이제 승자는 자신의 취향을 

트렌드로 제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형제의 용감한 도전,<파란만장>
지난 6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 경쟁부문에서 대상인 황금곰상을 받은 <파란만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 박찬욱의 작품이라는 사실 이외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 영화가 스마트폰만으로 촬영된 영화라는 

점, 한국 영화 중에서 장·단편을 통틀어 칸·베를린·베니스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초의 최고상이라는 점, 

그리고 오랜 세월 각자의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를 주고받으며 파트너십을 나눴던 두 형제의 첫 번째 합작품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파란만장>은 기업과 광고회사가 마케팅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The First and
Bravest Work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파란만장>은 낚시를 하러 간 한 남자에게 이생과 현생

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33분짜리 판타지다. 세상과 동떨어진 듯 보이는 

안개가 자욱한 숲, 낚시 가방을 멘 한 남자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들어온다. 남자

는 낚싯대를 펼쳐놓고 한가롭게 낚시를 시작한다. 고기는 잡히지 않고, 심드렁해지는 

순간 갑자기 낚싯대에 커다란 무언가가 걸려든다. 그런데 그것은 소복 차림의 젊은 여

인이다. 놀라서 넘어지는 남자, 여자와 낚싯줄이 엉켜 서로 묶인 꼴이 된다. 남자는 사

색이 되어 풀어 보려고 안간힘을 써 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엉켜들고 만다. 

<파란만장>은 박찬욱 감독 특유의 섬뜩하면서도 우스꽝스런 느낌을 잘 살린 단편 영

화다. 그러나 이 영화가 독특한 것은 전 장면을 스마트폰인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사

실에서 비롯된다. 세계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화라는 한계 때문에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까지 수상한 것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였다. 그러나 박찬욱 감독은 그 한계가 더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촬영 장비에 비해 스마트폰은 작고 가벼워 다양한 앵글을 담아

낼 수 있을뿐더러 부엌용 지퍼백 하나면 수중촬영도 가능해 오히려 그의 상상력을 현

실에 옮겨내기에 더 적합했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베를린 현지에서도 이 영화는 작품

성은 물론이고 촬영효과와 영상기법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TEXT  EDITORIAL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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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테스크하고 유머러스한 이 형제의 영화찍기 

<파란만장>의 공동연출을 맡은 박찬욱, 박찬경 감독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과 한국의 

대표적 미디어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가 형제이다. 

그들은 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앞으로도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성이

나 예술성을 높이 지향하는 영화 등에서 협업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이들 둘의 공동 연

출 브랜드인 ‘PARKing CHANce’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파란만장>은 PARKing 

CHANce의 첫 번째 작품이 된 셈이다. ‘PARKing CHANce’라는 이름은 두 감독의 성

이 “박(PARK)”씨고 두 감독의 이름에 “찬(CHAN)”이라는 첫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

가는 점에 착안, 주차장에서 ‘parking chance(주차 기회)’를 찾는 것처럼 틈새 프로

젝트를 노린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한 인터뷰에서 박찬욱 감독은 “형제의 비슷한 취향이 잘 반영되었다”라고 평한 이 영

화는 짧은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토속적인 무속 문화의 깊은 내면이 환상적

으로 표현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도에 이르는 과정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박감독이 ‘그로테스크하고 유머러스하다’라고 밝힌 취향은 영

화 촬영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33분 분량의 영화 전 장면이 100% HD급 아이폰(아이폰4)으로만 촬영된, 순수 아이

폰 영화이지만,실제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영화가 아이폰으로 촬영되었다는 것

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영화의 화질과 영상미는 수준급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박찬욱, 박찬경 감독의 치밀한 계산과 역발상 때문에 가능해졌다. 소형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간소한 촬영을 하기 보다, 오히려 카메라만 아이폰4일 뿐, 그 외의 요소들은 

기존의 영화대로 유지한다는 역발상을 이뤄낸 것이다. 여기에 걸맞은 필름룩에 근접

한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비를 들여와 캐논 렌즈를 아이폰에 장착하는 방

법을 찾은 <파란만장>팀은, 촬영용 보트까지 포함한 각종 촬영장비와 조명장비들을 

활용했으며 다양한 특수효과와 특수분장, CG를 총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촬영 및 후

반작업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 대신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카메라를 씀으

로써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 

그 결과 <파란만장>은 순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었지만, 카메라의 크기 이외에는 한

치도 타협한 요소가 없어 영화라 불리기 부족함이 없었다. 이에 전격 극장 개봉이 결

정돼, 세계 최초로 극장에서 개봉되는 아이폰 영화가 되었다. 오로지 아이폰4를 사용

해 촬영한 영화가 다수의 극장에서 일반 관객에게 만날 수 있도록 개봉되는 것은 국

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파란만장>은 ‘스마트폰의 뛰어난 기술력과 한계가 없는 상상력이 만나면 어떤 일까

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일이다. ‘스마트폰만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이 영화는 앞으로 더 많은 상상과 모험의 시초

가 될 용감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한동안 유쾌하게 기억될 것이다. 문화활동을 후원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 중에서도 이번 <파란만장>의 

성공은 소비자가 즐기는 대중 문화의 모습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문화

마케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공임을 증명했다. 기업의 문화마케팅 영역에서 컨버

전스(Convergence)의 끝없는 가능성을 증명해낸 이 영화의 뒤에는 KT의 새로운 발상

과 함께 기획하고 마케팅 활동으로 이끌어낸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새로운 도전 정신

도 숨어 있다. 인간의 끝없는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진보, 그리고 세상과 소통

하는 독특한 방법. <파란만장>이 유쾌한 이유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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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UJIN YOSHIOKA 

TEXT EDITORIAL DEPT.
COOPERATION TOKUJIN YOSHIOKA DESIGN

상상하는 모든 것의 현실 

사람들은 토쿠진 요시오카의 작업에서 어떤 신소재를 어떤 신기술로 만들어냈는지를 

먼저 살핀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내가 사용하는 소재는 평범하다. 단지 사람들이 

그 이면의 아름다움을 눈치 채지 못한 것일 뿐. 이끌어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

을 움직이고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다.” 일상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빛, 향

기, 소리 등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연의 세계를 그는, 

플라스틱 빨대, 유리, 종이, 섬유, 깃털 등 가장 보편적인 소재로 황홀하리 만치 아름

다운 날것으로 창조해낸다. ‘가장 보통의 것’을 무한히 변주해내는 진실한 탐구자, 그

가 바로 도쿠진 요시오카다. 그는 말한다. 자신은 끝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이라고. 다만, 그 실패의 면면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낸다고. 대상에 

다가서는 한계 없는 사고, 자유로운 가능성을 어디에서라도 찾아내는 간결한 심미안, 

결코 하찮을 수 없는 일상이라는 조각들로 완성되어가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이것이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토쿠진 요시오카라는 놀라운 세계의 결정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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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는 모든 것의 현실 

SENSING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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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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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FLAKE FOR KAR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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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N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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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쿠진 요시오카는, 미래의 디자인이란 “생각에 앞서 드는 느낌

에 반응해야 하는 감각”이라고 했다. 하나의 풍경을 두고 각자가 

느끼는 감각과 감정이 모두 다르듯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떤 것

을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30만 개의 60cm 빨대로 만든 구름 

속을 산책하고, 500여 개의 프리즘 블록을 쌓아 만든 9.2m의 거

대한 빛 기둥 앞에서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빛의 세례를 받으며, 거

대한 유리 공간 안에 들어가 가슴께까지 쌓인 깃털 눈 속에 묻혀 

거센 바람을 맞는 동안, 사람들은 온몸으로 무언의 무한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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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AVEST [              ]

[ H E L L O,  I N N O C E A N ? ]      

TEXT  INNOCEAN WORLDWIDE
PHOTOGRAPHY  LEE SEUNG JUN

A
전우영 
1) 언제나 ‘남자’가 되길 바라지만 아직

은 철없고 꿈 많은 ‘소년’. 2) 온갖 비타민

을 제공해주는 따뜻함. 3) 끝을 알 수 없

는 꿈의 바다. 4)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

보다는 호기심이, 관심보다는 욕심이 나

는 사람이 되는 것. 5) “여기서 모양 빠지

면 안 된다!”하는 강한 집념.

김효중 
1) 저도 그게 알고 싶습니다. 2) 초록색 

오렌지. 무슨 색으로 익을지는 아직 고

민중입니다. 3) 사람들, 광고, 커피- 제가 

사랑하는 3박자의 짜릿한 하모니. 4) 여

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노션에서 ‘누

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인재’가 되는 것입

니다. 5) 신앙,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리고, 더 멋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

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용현 
1) 화선지입니다. 가장 찢어지기 쉬우나 

가장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종이입

니다. 2) 여럿이 먹을 수 있는 수박만한 

오렌지입니다. 한 명을 위한 오렌지가 

아닌 여럿을 위한 오렌지. 3) 아직도 꿈

만 같은 곳. 4)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사

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5) 20명

의 동기들. 아침을 먹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점심 땐 언제나 배가 고플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낯익은 시작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에게나 두렵지요. 하지

만 이 두려운 시작을 든든하게 도와주는 

동기들! 저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홍민지 
1) 착각에서 자신감을 얻고 상상으로 에

너지를 얻는 현실주의 몽상가. 2) ‘슈에

무라 글로우온 m44’. 까만 사람도 하얀 

사람도 모두가 예쁘게 소화하는 만능 오

렌지 톤 블러셔. 3) 이노션 월드와이드

는 제가 올라탈 서핑보드입니다. 짠 물

도 많이 먹고 가끔 온몸이 깨지겠지만 

바다 위를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광고의 바다로 나갑니다. 4) 어떤 제약에

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나가는 ‘부유한 예술가’. AE로, 전

문가로, 이노시안으로 훗날에는 제 직관

과 느낌이 그대로 예술작품이 되길 소망

합니다. 5) 9시간의 충분한 잠 + 나를 잘 

아는 사람의 칭찬 + 잘 먹은 화장 + 마

음에 드는 사람의 문자.

심요한 
1) 꿈에 도전할 거야. 가슴이 뛰고 있는 

한 캔버스 위를 달려도 내 꿈은 언제나 

하늘을 난다. 내기할까? 세상이 날 바꿀

지, 내가 세상을 바꿀지. 난 나야. – 리

바이스. 2) 즈응말 맛있는데 어떻게 표현

할 빵븝이 없네. 3) 나를 알아준 곳. 그래

서 고마운 곳. 2등이었던 곳. 지금은 1등

인 곳. 업계 최고인 곳. 내가 세계 최고로 

만들 곳. 4) 제작을 할 줄 아는 AE. 기획

을 할 줄 아는 CW. 아트를 제일 잘하는 

CD. 5) “열정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

은 재능을 낳는다.” 항상 지갑 속에 넣어

두는, 꿈과 함께 적혀 있는 내가 쓴 최고

의 카피이자 좌우명. 유승준이 부릅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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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2011 신입사원 공채 6기

 1. 당신은 ‘누구’입니까?

2. 당신은 어떤 ‘오렌지’입니까?

3. 당신이 생각하는 ‘이노션’은?

4.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5. 당신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신지나 
1) 언제나 신나게, “신나지?” 신지나입

니다!! 2) Passionate Red + Optimistic 

Yellow = Jinarous Orange. 3) 세상을 

오렌지로 물들일 무서운 기세. 4) 삶에 

찌들지 않고 언제나 꿈꾸는 듯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5) ‘후회 같은 것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무서울 것이 뭐가 있으

랴!’ 와 같은 마음가짐 아닐까요?

김찬희 
1) 반짝반짝 빛나는 김찬희입니다. 2) 구

석에서도 빛이 나는 오렌지. 3)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구석에 있던 빛을 중심으

로 끌어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4) 내가 

만드는 데 참여했던 광고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만인의 연인’이 되는 

것. 5) 나의 가치관, 신념, 나 자신!

정재선 
1) 지치지 않고 도전하는 자.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맛이 느껴지는 오

렌지처럼 꾸준한 사람. 3) 제2의 인생을 

꿈꾸게 하는 곳. 4) 나중에 태어날 자식

에게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

니다. 5) 과거의 실패한 기억들.

이형은 
1) 형은 영어로 브라더. 2)···낑깡입니

다. 3) 뜨겁고, 차가운 곳. 4) 평생 즐거움

을 나누고 만들며 살고 싶어요! 5) 힐보

다는 운동화, 커피보다는 차와 함께 조

근조근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함께 

걷는 시간 속에서 쌓이는 작은 것들이 

저를 부추기고 응원해줍니다.

김영욱 
1) 전 김영욱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이 되려 노력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2)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며 사소한 한 가지라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본인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오

렌지입니다. 3) 내가 항상 생각하며 원하

는 꿈의 징검다리입니다. 4) 아주 짧다는 

인간의 삶에서 누구보다도 이세상에 제

가 다녀간 흔적을 많이 남기는게 제 꿈

입니다. 5) 제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입니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제게 돌을 던져도 

그 믿음만 있다면 즐겁게 맞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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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1) 6개월 동안 신입사원이었고, 앞으로 1

년 동안 신입사원일 것이며, 5년 뒤에도 

신입사원의 눈빛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

을 4본부 3팀의 김진. 2) 세상에 막 손을 

뻗은 새순. 몇 년 후에는 가장 맛있는 오

렌지를 선물하는 나무 중 한 그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쯤 이노션 월드와이드

는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커다란 오

렌지 숲이 되어 있겠지요. 3)  이노션 월

드와이드는 광고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

록 이끌어준 고마운 스승이고, 이제, 함

께 더 큰 꿈을 키워나갈 나의 또 다른 이

름입니다. 4) 많은 사람의 꿈이지만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꿈. 너무나 

소중한 이 꿈속에서 끝없이 또 다른 꿈

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 믿음. 그 

무엇보다 커다란, 그리고 무서운 동기부

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헌 
1) 9년간 광고쟁이를 꿈꾸고 이제 막 1년

차 광고인이 된 이노션 월드와이드 6기 

신입사원입니다. 2) 너무 달거나 너무 시

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무르지 않

은, 사람들에게 딱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스러운 오렌지가 될 것입니

다. 3) 무적함대. 함선이 아닌 함대인 이

유는 어느 개인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최고의 퍼포먼스로 대한

민국을 넘어, 세계 광고시장을 향해 나

아가는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광고를 향한 꿈을 영원히 깨지 않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 

5)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상원 
1) 이: 이노션 월드와이드에 들어올 수 있

을 줄은, 상: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원: 

원하고 원하니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2) 지금까지  저의 진짜 모습을 딱딱한 

껍질로 가둬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

에서 진짜 모습인 알맹이를 찾아보려는 

싱싱한! 오렌지인 것 같습니다. 3) 기후 

조건을 알 수 없는 바다 속의 항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새로움을 찾아야 

하는,  4) 언제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고, 상상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 5) 용감함은 가능성이 있기에 존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미 
1) 몸속에 주황색의 피가 흐르고 있는 

파릇한 새싹 이재미입니다. 2) 빨간색

과 노란색이 합쳐져 오렌지색이 됩니

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와도 함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오렌지색

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만

들어내는 playground라고 생각합니다. 

4) 광고라는 것이 모든 각 부서의 통합

의 결과이듯, 저의 파트뿐만이 아닌 모

든 일을 아우를 수 있는 이재미가 되고 

싶습니다. 5) Freestyle입니다. 용감하

다는 건 굴레를 벗은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자유, 자유를 느낄 때 행동 또한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A

박희선 
1) 자기는 울지 않는다고 노래하지만, 

실제로 캔디는 울었다. 강하고, 씩씩하

고, 잘 웃지만, 남이 모를 눈물 포인트

를 가진 나는 캔.디. 2) 쌉사래 달콤쌉

싸래한 오렌지. 자몽과 제주 감귤의 중

간 정도인,  말랑말랑 달콤하다가도 한

편으론 자몽 특유의 쌉싸래함을 가지

고 있는 그 어느 사이쯤의 오렌지. 3) 좋

은 인연들을 묶어주는 단단한 줄. 회사

이기 전에 가족 같은 ‘이노시안’들이 함

께 광고를 즐기고, 교감할 수 있는 물리

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4) 고등학교 

때 매년 Free the Children이란 단체에

서 하는 Brick by Brick이라는 행사에

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학교를 

짓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런 단체를 만들고, 그 캠페인을 효과적

으로 알리는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을 

하고 싶다. 5) 혼자 타지에서 살아온 7

년이 아닐까. 비록 과거지만 하나하나의 

기억들, 몸이 느끼고 있는 감정, 익숙함, 

낯설음 등 모든 감각이 나를 가장 용감

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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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승 
1) 이노션 6기, 카피에 불 붙이고 싶은 카

피라이터 이채승입니다. 2) 털 난 오렌

지 입니다. 알고 보니 영양가 만점인 오

렌지의 흰 털. 3)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4) 크지 않습니다. 그저 칸에서 작은 그

랑프리 하나 타는 것입니다. 5) 열등감입

니다. 좋은 광고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마냥 부럽지만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방해열 
1) ‘ㅂㅎㅇ’입니다. 어떤 이들은 ‘브흐으’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보

하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수의 사

람들은 ‘방해열’이라고도 하고요. 2) 오

톨도돌 동그란 오렌지 입니다. 오렌지

는 동그랗지만 매끈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동그랗죠. 3) ‘  ][  ‘. ‘[ ]’의 무한확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4) 함께 행복하

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각자

가 행복해야겠지요. 스스로 행복하고 함

께 행복하길 꿈꿉니다. 5) 21명 6기 이노

시안들입니다. 아마도 이제 곧 혹은 얼

마뒤에 ‘이노션 월드와이드’ 또한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한형우 
1) 언제나, 어디서나 꿈을 위해서 노력하

는, 꿈을 찾는 사람입니다. 2) 저는 농염

한 맛을 낼 수 있는 오렌지가 되는 과정

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진

가를 알릴 수 있는 농염한 맛을 내는 오

렌지가 되고자 합니다. 3) 젊지만 프로페

셔널하고, 역사는 짧지만 깊은 맛이 있

고,  빠르게 성장하는 강한 조직. 4) 저만

의 전문성을 가진 마케터로 성장하는 것

이 꿈입니다. 특히, 농업 관련 전방위 산

업에 전문성을 갖춘 마케터가 되고 싶습

니다. 5) 믿음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

게 믿음을 줄 때 항상 그 믿음에 부응하

고자 용감하게 돌진해나가곤 합니다.

김 건 
1) 한 박자 늦은 엇박자 악보와 같은 사

람. 2) 외부의 감귤? 아직 오렌지로 성

숙하진 못했지만 천혜향이나 한라봉 같

은 새로운 종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작

은 감귤이 더 걸맞은 것 같으니까요. 3) 

다시 처음 시작하는 엇박의 긴장을 느끼

게 해주는 자극제입니다. “또 다른 시작

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긴장을 의식하게 

해주는 새로운 출발. 4) 지금까지 공간

에 대해 공부하고 일해온 제게 매력적인 

질문은 “너에게 근사한 건축가란 무엇이

니?”라는 물음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지

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남들이 안 가는 

길에서 공간쟁이로서 일조하는 것입니

다.  5) 광고에 대한 무지 그리고 우리 21

명의 든든한 6기 동기들! 그리고 아마 앞

으로 뵙게 될 멋진 선배님들과 훗날 받

게 될 후배님들!

김민혜 
1) Masochist. 극한의 고통을 즐길 줄 압

니다. 힘든 과제, 업무, 스트레스. 몸뚱어

리와 마음의 체력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만(강하다기보다는 끈질기다고 하면 되

겠네요). 2) 오래 두고 먹어야 하는 오렌

지입니다. 갈수록 맛있어지는! 3) INN, 

OCEAN. 여관 바다. 앞으로 자주 숙박하

게 될 것 같아요. 기쁩니다! 정말입니다! 

4) 일할 땐 짐승같이,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답게. 제가 가지고 싶은 삶의 자세

입니다. 5) 일이 끝났을 때, 아주 성공적

으로 끝났을 때는 더더욱, 온몸에서 짜

릿한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저

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이노션 2011 신입사원 공채 6기

 1. 당신은 ‘누구’입니까?

2. 당신은 어떤 ‘오렌지’입니까?

3. 당신이 생각하는 ‘이노션’은?

4.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5. 당신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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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

IWUK
INNOCEAN Worldwide UK 
(London, Jul 2006)

IWR
INNOCEAN Worldwide 
Russia (Moscow, Jan 2009)

IWCZ
INNOCEAN Worldwide Czech 
office (Prague, Jul 2009)

IWF
INNOCEAN Worldwide 
France (Paris, Jan 2010)

IWIt   
INNOCEAN Worldwide 
Italy (Milan, Aug 2008)

IWTr
INNOCEAN Worldwide Turkey 
office (Istanbul, Jul 2009)

Nanjing
INNOCEAN Worldwide China 
Nanjing office (Nov 2008)

IWC SH
INNOCEAN Worldwide 
China (Shanghai, Nov 2006)

IWAu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Sydney, Aug 2008)

IWS
INNOCEAN Worldwide 
Spain (Madrid, Nov 2009)

Central Europe
INNOCEAN Worldwide Central 
Europe office (Vienna, Apr 2010)

INNOCEAN-CBAC
INNOCEAN-CBAC 
(Beijing, Jan 2010)

IWIINNOCEAN Worldwide India (New Delhi, Nov 2005)

IWI is celebrating its fifth anniversary at the Hotel Taj 
Mahal in New Delhi in March. VIP invitees include local 
advertisers and people from Hyundai Motor India (HMI), 
the advertising world, the press, and cultural circles. IWI 
has continually contributed for raising the Hyundai brand 
status in India as a strategic marketing partner of HMI. 
This year, the company will expand its “below-the-line” 
marketing sector by launching sports marketing activities 
through  the Cricket World Cup. 

이노션 인도법인(IWI)이 3월, 뉴델리 타지마할 호텔에서 법인창립 5

주년 행사를 갖는다. 본사 경영진을 비롯 현대자동차 및 현지 광고주, 

인도 광고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들이 VIP로 초청된다. IWI는 2005년 

11월 창립 이후 HMI의 전략 마케팅 파트너로서 인도 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위상 강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FENA(가정용품), Sleepwell(침

구), KEI(전선), OPEN Magazine(출판) 등 현지 광고주를 안정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신규 광고주 영입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

제 크리켓 월드컵’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여 BTL 부문

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IWC BJINNOCEAN Worldwide China (Beijing, Dec 2005)

IWC RHQ held a 1H workshop for its resident employees in 
February. Participants included employees of IWC SH, IWC 
BJ, and Nanjing office and INNOCEAN-CBAC, a local joint 
venture. Discussions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of IWC RHQ took place throughout the session. 

이노션 중국지역본부(IWC RHQ)가 2월, 상해법인에서 2011년 상반기 주

재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상해법인을 비롯한 북경법인, 난징 사무소, 중

국 합자법인인 북광광고유한공사(INNOCEAN-CBAC)의 주재원이 참석

하였고, 중국지역본부의 중장기적 발전을 주제로 1박 2일간 토론을 진행

했다. 

*IWEINNOCEAN Worldwide Europe (Frankfurt, Jul 2007)

IWE RHQ hosted the KIA Pan-European Dealers’ Convention 
from February 8 to 11, attended by approximately 4,000 
dealers and marketing specialists in Europe. Held at the 
Paris Disneyland, the event was arranged to outline the mid- 
to long-term management, br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product strategies of Kia Motors Europe GmbH (KME) 
and to introduce its 2011 models to the public. INNOCEAN 
Worldwide has been strengthening client relationships and 
enjoying continuous annual growth in Europe since its entry 
in 2006.

이노션 유럽지역본부(IWE RHQ)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유럽 

딜러 및 대리점 마케팅 담당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IA Pan 

European Dealer Convention’을 열었다.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Fast Forward’라는 슬로건 아래 유럽 내 주력 브랜드로 자

리매김하기 위한 중장기 KME의 경영전략 및 브랜드전략, 고객만족전략, 

상품전략 등이 공유되었으며, 2011년 신차가 공개되었다. 2006년 유럽에 

진출한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클라이언트

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INNOCEAN 
WORLDWID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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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a
INNOCEAN Worldwide 
Canada (Toronto, Jan 2010)

INNOCEAN Worldwide HQ (Seoul, May 2005)

“Night Fishing”, a film co-produced by director Park 
Chan-wook and his brother, media artist Park Chan-
kyong, won a Golden Bear award for best film at the 
Berlinale shorts competition at the sixteenth annual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olely shot by HD-
level iPhone 4, the 33-minute offering was planned, 
promoted, and marketed by INNOCEAN Worldwide. It 
was the world’s first-ever smartphone film to be shown 
in theaters, as well as the first to win an award at a 
film festival. INNOCEAN Worldwide also produced a 
TV commercial entitled “Shooting Movies by iPhone”, 
featuring Park Chan-wook. 

박찬욱-박찬경 형제 감독이 공동연출을 맡은 영화 <파란만장>이 제 

16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단편 경쟁 부문 최고상인 황금곰상

(Golden Bear)을 수상했다. 33분 분량의 영화 전 장면이 100% HD급 

아이폰4로 촬영된 작품으로, KT의 광고대행 파트너인 이노션 월드와

이드가 기획 및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다. 베를린영화제 수상으로 <파

란만장>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화 중 세계 최초 극장 상영이라는 

기록에 이어 세계 최초 국제영화제 수상의 진기록을 낳았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앞서 박찬욱 감독이 출현한 

‘아이폰으로 영화찍기’ TV 광고를 선보인 바 있다. 

*=RHQ office

Located in California, IWA holds a monthly town hall 
meeting at its ‘sea’ building overlooking Huntington Beach. 
This allows its all employees to gather together in one place, 
share news and views, and review upcoming ad campaigns. 
These meetings, which are accompanied by either 
breakfast or lunch, help to develop a collegial, team-based 
environment while providing everyone with an opportunity 
to interact and learn about the company’s different 
departments and what they do. At the February meeting, 
participants watched ads from the Academy Awards and the 
launching of the Veloster, and were given a presentation on 
‘new media trends’.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이노션 미국법인(IWA)은 헌팅턴 비치가 내려다 

보이는 ‘Sea’ 빌딩에서 매월 전 직원이 모여 타운 홀 미팅을 갖는다. 회사

의 근황 및 뉴스를 공유하고, 새롭게 집행 될 광고 캠페인을 리뷰하는 자

리다. 부서 간의 업무 이해는 물론 동료들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주

는 날이기도 하다. 2월 타운 홀 미팅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 광고와 벨로

스터 런칭 캠페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뉴 미디어 트렌드’에 관

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IWA has produced Hyundai Motor’s 2011 Super Bowl ads. 
They have launched two launch ads for the Elantra (called 
the Avante in Korea) and one for the Sonata Hybrid. Held 
every year on the first Sunday in February, the Super Bowl 
is the championship game of the National Football League, 
watched by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Due to their high viewership, Super Bowl ads cost USD 3 
million (approximately KRW 3.3 billion) for a 30-second 
spot. INNOCEAN Worldwide was the talk of the trade last 
year as becoming the first Korean ad agency producing 
Super Bowl ads. 

이노션 미국법인(IWA)이 현대자동차 2011년 슈퍼볼 광고를 제작했다. 총 

3편으로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의 런칭 광고 2편과 쏘나타 하이브리드 

광고 1편을 선보였다. 매년 2월 첫째 일요일에 열리는 슈퍼볼 경기는 미

국뿐 아니라 전세계 200개국, 1억 명의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스포츠다. 

노출 효과가 큰 만큼 경기 중계에 편성되는 광고는 30초짜리 광고 기준 

300만 달러(약33억 원)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광고 단가를 자랑한다. 이

노션 월드와이드는 지난해 국내 광고 대행사 최초로 슈퍼볼 광고를 제작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IWAINNOCEAN Worldwide Americas (Huntington Beach, CA, De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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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Brave

Life 
is 
Orange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매거진 <Life is Orange>는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삶 속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Brave’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는 

미션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키워드인 ‘Brave’를 창간호의 테마로 삼은 것도 떼를 지어 바다

로 모여든 펭귄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며 머뭇거릴 때, 용감하게 바다로 

맨 먼저 뛰어든 첫 번째 펭귄 (First Penguin)인 이노션 월드와이드

를 설명할 가장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Life is Orange>

는 매호 테마가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 View’에서는 그 

키워드로 움직이는 인물들을 만나고, ‘& People’에서는 

소비자의 흐름을, ‘& Creativity’ 컬럼에서는 크리에이

터들의 작품과 그 세계를 조망하고, ‘& Culture’를 

통해 우리 일상에 스며든 대중 문화의 단면을 

해부해보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진정성 가

득한 스토리로 채워갈 <Life is 

Orange>를 통해 명쾌한 시

야를 갖게 되시기를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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