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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와 마이너를 가르는 경계가 분명하던 시대를 벗어나, 우리는 지금 내일의 주류가 될

지도 모를 소수의 움직임에 늘 주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선택과 즐거움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세대와 더욱 세련된 마이너 문화의 결합은 이미 주류 

문화를 흔들 정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들은 분명,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의 주류적 가치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이런 

흐름에 주목하는 것은, 오늘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내일과 먼저 만나려는 열정 

때문입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대표이사 사장 안건희 



지금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키워드라고 생
각한다. 소비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이
들이 많아지고,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도 다
양해지면서 마이너한 감성에 관심이 많아
졌다. 그러면서도 대세적인 흐름에는 뒤처
지지 않으려는 대단히 이중적인 소비 형태
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키워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트렌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UV를 재미있어하는 이유
를 꼽자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일단 대
중은 의도가 보이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웃기려고 하면 웃지 않으려 하
고,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하면 울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이들이 대중이
다. 때로는 착해 보이기 위한 노력조차도 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의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관심 받는 것 같다.

- UV, &VIEW, P8

- 김난도 교수, &VIEW, P14



지금 빅 브랜드들의 마
케터들은 파리의 샹젤
리제가 아니라 베를린
의 지하 클럽이나 뉴욕
의 뒷골목에서 천재적이
지만 아직은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을 찾아 
헤맨다. 그들이 바로 경
쟁자에게 들키기 전에 
확보해야 할, 미래를 위
한 선투자종목이기 때문
이다.

바야흐로 마이너가 힘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
- 김근한, &PEOPLE, P20

- 성범수, &CREATIVITY,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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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중의 대세, UV와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만났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의외성, 무엇이든 웃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자신감, 무엇보다 음악을 들어보면 그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아버리

는 매력까지. 지금, 트렌드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UV는 사실 트렌드와 가장 동떨어진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뿐이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연구

소와 마주한 UV는 최초의 어색한 탐색전을 마치고, 이노션 피플이 던지는 색다른 질문에 점차 흥미를 보이

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 같은 진지한 대답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자신

의 일’에 대한 솔직담백한 고백,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열망에 이르기까지. 되고 싶

은 것은 없고, 하고 싶은 일만 있다는 UV에게 바란다. 그들에게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이 넘쳐나기를. 

이노션, UV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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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1. ‘의도하면 재미없는 거 몰라?’

이노션 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 ‘Thinking Minor, 

Living Major’라는 우리의 키워드는 당신들에게서 출발

했다. 왜 UV는 재미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키워드

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편안하고 안

락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이너 

감성의 상품을 소비하며 자신의 개성을 찾는다. 우리는 

그런 트렌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 UV라고 생각

했다. UV가 특별히 이런 세대에게 트렌드가 되었던 이

유는 무엇일까? 

UV(유세윤): 트렌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편이다. 하

지만 사람들이 UV를 재미있어하는 이유를 꼽자면 우

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

닐까? 대중은 의도가 보이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것 같

다. 웃기려고 하면 웃지 않으려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

려고 하면 울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이들이 대

중이다. 때로는 착해 보이기 위한 노력조차도 보기 싫

어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의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것 같다.

UV(뮤지): 시작부터 둘이 즐기고 놀기 위해 만든 그룹이

다. 둘 다 동물적으로 의도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UV(유세윤): 인터뷰를 할 때면 누구나 UV의 의도를 궁

금해하고 그럴 때마다 없던 의도가 자꾸 생기려고 한

다. 그때마다 항상 뮤지한테 하는 말은 끝까지 의도를 

만들지 말자는 것, 지금 이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기대에 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대중

이 ‘이번에 UV가 뭘 해줬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아마 우리는 그런 걸 

의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노션: 처음에는 자발적인 심정으로 아무 의미 없이 

즐기기 위해 만든 그룹이었다고 치자. 그러다 어느 날 

유명해져서 브랜드화됐고, 지금은 상업적 가치도 굉장

히 높아졌다. 처음 시작과 지금의 위치 사이에서 줄타

기하는 아슬아슬한 심정은 없나? 

UV(유세윤): (단호하게) 없다. 올해 안에라도 이 일이 재

미없어지면 그만둘 것이다. 

이노션: 그렇다면 요새 관심사는 뭔가?

UV(유세윤): 밴드랑 공연 연습하는 것. 

이노션: 뮤지션의 삶 쪽으로 의도하는 건가?

UV(유세윤): 절대 아니다. 잠깐 재미있어서 하는 일인

데 뮤지션으로서의 삶이라니.

이노션: 홈쇼핑에서 CD를 파는 모습이 이슈가 됐었다. 

광고계에서는 천재라는 평가도 얻었다. 소속사 사장이 

PD출신이던데, 혹시 소속사의 기획력 덕분이었나? 

UV(유세윤): (웃음) 그건 아니다. 물론 사장님이 똑똑하

긴 하시지만, 아무리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도 남에게 받

은 것이라면 싫더라. 그래서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UV(뮤지): 우리 둘의 소속이 달랐지만 UV를 결성해 활

동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UV(유세윤): 회사에서 안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더니 

회사도 처음에는 “어, 그래라”라고 했다. 그러다가 UV

가 터지니 달려들기는 하시더라. 사장님이 ‘우리 회사

는 프로덕션이라 수많은 작가와 PD가 있지 않냐, 제대

로 할 수 있다. 뮤직비디오 만들어주겠다, 제작발표회

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획안을 

받아 봤더니 이게 거창하고 진지하게 잘 만들자는 이야

기였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거절했고 마케팅이니 뭐

니 다 싫다고 했다. 첫 번째 싱글인 ‘인천대공원’의 뮤

직비디오도 아는 형이 찍어준다고 했고,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인천대공원 뮤직비디오 언제 나와

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재미없겠다 싶어 ‘접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UV(뮤지): 그런데 한 2년 정도 후에 나올지도 모른다 

(웃음).

이노션: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의도’라

고 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대중이 원하던 

시점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순전히 행운인가?

UV(유세윤): 그건 아닌데 신기하게도 UV 이후로 모든 

흐름이 복고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를 따라 하나? 

(웃음)

이노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희열의 스케치

북’에서는 뽀로로를, ‘엠사운드플렉스’에서는 키티 문신

으로 이슈를 만들었다, 그런 건 ‘빵 터뜨리겠다’는 의도 

아닌가? 

UV(유세윤): ‘빵 터뜨리겠다’보다는 ‘아이 재미있어~’

다. 솔직히 ‘남들이 웃든 말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매체를 싫어한다. 

KEYWORD 2. <This is Diss> 

이노션: 우리는 브랜드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라, UV도 

브랜드로 보인다. UV라는 브랜드는 어떤 뜻을 지녔나?

UV(유세윤): 뚜렷한 건 없었는데, 일단 단어 자체가 좋

았다. 촌스러워서. ‘브이’는 멋 부리는 것 같아서 좋았

고, 다른 여러 가지 뜻을 끼워 맞춰보기도 했다. 자외선

이란 뜻도 있어서 ‘남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고 차단한

다’로 해석될 수 있고, 한글로 쓰면 ‘유부이’니까 유부남 

둘이란 뜻도 된다. 

이노션: ‘UV는 [  ]다’라고 정의한다면, 그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

UV(뮤지): UV는 허상이다, 허구다.

UV(유세윤): UV는 진짜 허구의 가수다. 

이노션: UV가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의 론리 아일랜드

(Lonely Island)를 카피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또 2010년 초에 발매된 국내가수 DOZ의 ‘아리가또 고

자이마스’의 노래나 뮤비가 UV스타일과 비슷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UV(유세윤): 론리 아일랜드는 UV로 나오기 전부터 이

런 느낌이 되어야 한다고 벤치마킹한 것이 맞다. ‘아리

가또~’는 우리보다 먼저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

는데 본 적은 있다.

이노션: 여타의 UV 패러디 영상물을 많이 접하는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총장실 프리덤’은 봤나?

UV(유세윤): 패러디한 것도 종종 본다. ‘총장실 프리덤’

은 봤는데 그냥 ‘니네끼리 재밌나 보다’라는 심정이다. 

정치적인 내용 같은 것은 잘 모른다.

이노션: 반골적인 정서가 있는 편인가? 남의 눈을 의식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자는 태도를 확

산시키고 있는 것 같다. 

UV(유세윤): 사실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슬리퍼 신고 

나온 것은 ‘공중파 별것 아니다’는 뜻이었다. 괜히 힘센 

척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이노션: 장안의 화제 ‘UV신드롬’ 기획은 어떻게 하게 

됐나?

UV(유세윤): 엠넷 UV신드롬 제작진의 중심에 ‘쿨하지 

못해 미안해’ 뮤직비디오를 찍은 유일한 PD가 있다. 대

학교 때 같이 자취를 했던 유 PD가 어느 날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맞는 기획 콘셉트를 가져와서 하게 된 것이다. 

이노션: 그동안 광고도 많이 찍었다. 모델로서 참여한 

광고 중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나?

UV(유세윤): 버거킹 광고가 기억에 남는다. 그 콘셉트

는 예전에 KBS <웃음충전소>의 ‘막무가내 중창단’이란 

코너에서 노래 가사대로 미션을 하는 콘셉트를 가져온 

것이다. ‘막무가내’ 때는 시민들과 리얼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진행했었는데, 광고에선 내가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보조 출연자들과 함께 하려니 분위기가 어

색했다. 그래서 결국 밖으로 나가 시민들과 촬영을 했

는데 시민들의 리액션이 역시 좋았다. 

이노션: 광고제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UV(유세윤): 특히 우리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UV를 우스운 

꼴로 만드는 광고들이라 안 한 것도 많다. 노래 자체가 

우스운데 거기다 또 우스운 모습까지 요구하니 진짜 우

스운 꼴이 될 것 같았다. 광고 하는 분들은 센스가 없는 

것 같다.

UV(뮤지): 바보 같았다.

UV(유세윤): UV는 가장 진지할 때 웃기는 그룹이다. 우

스꽝스러운 걸 바라면 하나도 안 웃긴다. UV신드롬을 

보면 알겠지만 UV는 가장 멋있는 척할 때 대중이 “저

런 미친놈~”하며 웃게 되는 그룹 아닌가.

UV(뮤지): 처음에는 광고를 만드는 분들에 대해 잘 몰

랐는데 들어오는 콘티를 보고 느꼈다. ‘아, 참 안 어울

리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UV(유세윤): 어른이 될수록 멍청한 사람이 많다는 걸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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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UV(유세윤): 맞다. 안 그래도 잘 질려 하는 편인데 4년

을 하니 너무 질린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이

름만 들어도 이미 어떻게 살아온 지 다 아는 도사의 경

지가 됐다. 원래 남의 이야기 듣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

기도 한다. 술 마시러 가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편이다.

이노션: 그래서 국민 MC가 되기 싫다고 했나?

UV(유세윤): 그렇다. 왜 이렇게 개그맨들이 MC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빠른 시일 내로 예능 방송은 접

든지 줄이든지 하고 싶다.

이노션: UV를 동경하는 20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즐

기며 멋진 삶을 살 수 있을지 조언해달라.

UV(유세윤): 후회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도 아쉬움이 남

는 게 20대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억지로 할 필요는 없

다는 것이다. 나는 원래 꿈이 없다. 예전이나 지금도 되

고 싶은 게 없다. ‘언젠가 크루즈를 타봐야지’ 이런 것처

럼 하고 싶은 일은 있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라

면 일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꼭 피눈물을 흘리

며 무언가 되겠다며 지금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피눈물 흘릴 시간도 아깝다, 피눈물 

흘리기 전에 웃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노션: 20대 때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을 추천해달라. 

UV(뮤지):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해보라고 하고 싶다. 

나는 20대 때 빚을 내 20개국 넘게 돌아다닌 경험이 있

다. 가장 마음 편한 시기이고, 이때 하는 여행은 그 자체

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 혼자든 친구나 

가족과 함께든 여행을 해라.

UV(유세윤): 혼자 여행을 못 가봐서 후회되는데 조만간 

가고 싶다. 그런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UV(뮤지): 20대에 사랑을 제대로 알기란 힘들지 않을까?

이노션: 개그맨으로서 예능 프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언

제까지 할 건가?

UV(유세윤): 빠르면 올해 안에 접고 싶다. 특히 예능이 

참 안 맞는다. 처음 <상상플러스> 때부터 내 자리는 여

기가 아니란 걸 느꼈다. 하지만 코미디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원천이다. <개콘>, <웃음충전소>처럼. 사실 ‘UV신

드롬’도 코미디고 UV도 결국은 코미디다.

이노션: 요즘 JYP가 UV의 인기에 얹혀 간다는 말이 있

는데?

UV(유세윤): 그렇다(웃음). 처음 진영이 형이 “피처링 하

고 싶어~”라며 다음 노래가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묻기

에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 후 본격적으로 만나 

음악이야기를 했고 함께하게 됐다. 진영이 형은 JYP와 

UV가 만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코드를 딱 알았다. 그

는 똑똑한 사람이고 UV를 최고라고 인정해준다. 

이노션: UV라는 브랜드는 우리 입장에선 꽤 성공한 ‘브

랜드’로 보인다. UV의 성공요인은 무엇인 것 같나? 

이노션: 공감 간다. 비아냥거리는 것(디스하는 것) 때문

에 사람들이 UV를 보며 대리만족도 한다. 

UV(유세윤): 원래 개그도 비아냥거리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의 카운셀러’도 ‘봉숭아 학당’의 복학생도 모두 비

아냥거리는 내용이었다. UV도 분명히 허구의 가수지만 

사실은 내실 없는 가수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노션: 최근 광고들 중에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

하는 광고가 있나? 

UV(뮤지): 나는 세윤이 형이 나오는 광고가 제일 재미있다.

UV(유세윤): 나는 신라면 블랙(웃음). 너무 진지해서 웃

긴다. 광고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미있고, ‘왜 건강을 위한 것일까?’라고 궁금증을 유발

한다. 그리고 만약 ‘사골 맛 신라면’ 이렇게 대놓고 알려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 같다. “새

로 나온 사골 맛 신라면~”이라는 노래로 만들었어도 

안 사 먹고 싶었을 것 같다. 일부러, 우리도 광고에 관심

이 많아서 나중에 회사를 만들고 싶다. 뮤비팀이 크루가 

돼서 이런 메이저가 아니라 지역광고 전문으로(웃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나? 매일 똑같은 스타일 

지겹다. 지역광고 전문으로 싸게 모실 테니 기다려달라.

KEYWORD 3. UV에게 되고 싶은 것은 없고, 

하고 싶은 것만 있다

이노션: <무릎팍 도사>를 보면 예전에는 중간중간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독수리처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화면을 통해서 봐도 딴 생각하고 있는 

UV(유세윤): 모르겠는데.

이노션: <나는 가수다> 나갈 생각 있나?

UV(유세윤): 나갈 생각은 없지만, 보기에 재미는 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니 다른 가수 분들이 무

언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문제다.

KEYWORD 4. <히스토리 오브 UV> 

이노션: ‘좋은 브랜드에는 히스토리가 있다’고들 한다. 

중학교 때 찍어놓은 영상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

다. 그땐 뭐가 하고 싶었나?

UV(유세윤): 그때도 하고 싶은 건 딱히 없었다. 외동아

들이라 집에 혼자 있을 때 놀 게 없었는지 VHS가 들어

가는 큰 캠코더가 보이기에 혼자 막 영상을 찍었다. 

이노션: 보관은 어머니가 했나?

UV(유세윤): 그건 내가 했다. 물론 어머니도 원래 보관

을 잘하셔서 내 배냇저고리나 처음 신었던 신발을 보관

해두셨다가 얼마 전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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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스케치북> 출연제의를 받아들였다. 앞으로는 좋

은, 재미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일단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서 그것부터 선보이겠지만. 앞으로는 밴

드 음악을 하려고 한다. 딱히 장르를 규정할 수는 없고 

미디가 아닌 리얼 사운드가 될 것 같다. 가끔 ‘어줍은 음

악 하면서 뮤지션들한테 누 끼치지 말아라’, ‘그냥 개그

나 해라’라고 쪽지를 받는다. 그럴 때면 ‘캐공감’이라고 

답장을 보낸다. 그분들에게는 ‘우린 음악인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건데요’라고 말하고 싶다.

이노션: 이제는 브랜드들도 ‘착한 소비’에 앞장서는 시

대다. 사실 UV는 그리 착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세윤 씨 어머니가 출연한 뮤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당신들도 착한 척, 따뜻한 척한 것 맞나?

UV(유세윤): 근데 ‘MOM’ 가사는 엄마를 비아냥거리는 

건데(웃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긴 하다. 엄마도 꿈이 

연예인이셨다. 끼도 많고 노래도 잘하신다. 지금도 장구 

배우러 다닌다.

UV(뮤지): UV한테 옷도 만들어 주신다. 

UV(유세윤): <스케치북>에 입고 나갔던 바지도 어머니

가 만들어 주셨다.

이노션: 홈쇼핑 때에는 전화도 하시고, 이러다 오지 오

스본 가족이 하는 것처럼 패밀리 리얼리티 드라마가 나

오는 것 아닌가?

UV(유세윤): 패밀리 페이크 리얼리티가 있긴 했다. ‘유

세윤의 인생극장’이라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디스하

는 거다. 나오는 등장인물의 관계만 리얼이고, 내용은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구성됐다. 와이프는 얼굴을 공개

하기 싫어해서 항상 헬멧을 쓰고 나왔다. 

이노션: 2~3년 후 시리즈로 하면 대박날 것이라고 생

각한다 계속 헬멧 쓰고 나오고. 아들도 조금 크면 헬멧

을 쓰게 해서 등장시키는 게 어떤가?

UV(유세윤): 그거 재미있겠다(웃음). 얼마 전에 처음으로 

걷지도 못하는 우리 아들에게 ‘쿨하지 못해 미안해’ CD

를 건네줬던 게 생각난다. “I’m your father”라고 하면서.

이노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때의 서정적이면서도 코

믹한 음악 이후 ‘이태원프리덤’은 좀 더 대중화된 형식

으로 주목받았다. 앞으로는 어떤 음반과 음악, 그리고 

재미로 나아갈 건가?

UV(유세윤): 방송을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공중파의 힘

은 역시 셌던 것 같다. UV활동이 일이 되어버릴까봐 

UV로는 절대 방송하지 말자고 뮤지한테 이야기하곤 했

다. 그러다 ‘우리만 일이 아니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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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2011년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젊은 세대에

게 가장 영향력 있는 멘토로 등극한 김난도 교수. 모두들 판검사를 꿈꾸는 

법대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다 결국 트렌드를 제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분석, 트렌드 분석가로 살고 있는 그와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마케팅 

디렉터인 박재항 이사가 만났다. 학창 시절을 공유한 막역지우 사이로, 한 

사람은 트렌드와 소비자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내는 학자로, 한 사람은 소비

자의 마음을 움직일 해법을 제시하는 마케터로 마치 동전의 양 면 같은 삶

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Life is Orange>의 두 번째 키워드인 ‘Thinking 

Minor, Living Major’를 화두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오

가며 지금을 되짚어 보았다.



15

INTERVIEW       PARK JAE HANG 
(MARKETING DIRECTOR, 
INNOCEAN WORLDWIDE)



16

박재항: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Thinking Minor, Living 

Major’ 라는 우리의 키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김난도: 일단 재미있다. ‘Living Locally, Act Globally’ 

같은 카피도 생각나고, 지금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키

워드라고 생각한다. 소비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도 다양해지

면서 마이너한 감성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면서도 

대세적인 흐름에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대단히 이중적

인 소비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키워드가 그것

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박재항: 마이너한 감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또

한 마이너가 메이저에 합류되는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김난도: 마이너와 메이저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이너로 

출발해서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메이저로 성장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프 쿤스(Jeff 

Koons)와 같은 작가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제프 쿤스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키치(Kitsch) 감성

인데, 예를 들면 ‘메이드 인 헤븐’ 같은 경우 마이너 중

에 마이너 아닌가? 제프 쿤스의 키치 감성이 잘 드러

나는 초기의 작품들은 당시 예술도 아니라는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가장 비싼 작품, 가장 인기있는 예술

가가 되었다. 어느덧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누는 정의

라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

에 부합하느냐가 문제이고 이슈가 되었다.   

‘마이너가 트렌드다’라는 인식은 마이너로 출발해서 

메이저로 성장해가는 그 스토리, 역사와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 트렌드나 마이너로 출발하

는 수많은 증후군 중에서 그 시대에 가장 맞는 소비 

가치가 메이저로 커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3년 

전에만 해도 술 먹을 때 막걸리를 먹자고 하면, 마이

너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마이

너 감성은 그 때의 상황에 맞게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

이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이너’를 정의한다면, 에그

조틱(Exotic)한 정서들, 개성있는 취미활동, (이제는 

마이너적인 감성에서는 벗어났지만)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거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들이 떠오른다. 

박재항: 마이너와 메이저를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모호해졌다. 가장 쉽게 경제적인 잣

대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문화나 트렌

드 중에서 마이너와 메이저를 어떻게 구분

할 수 있을까?  

김난도: 소비의 흐름을 기간으로 분류해본 

적이 있다. 패드(fad)는 한 시즌에서 1년, 트

렌드는 3~5년, 메가 트렌드가 10년, 컬처는 

30년, 제너레이션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기준

으로 마이너냐, 메이저냐를 판단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사회든 주류적 가치가 있다. 주류적 가치에 

충실하면 메이저로 볼 수 있고, 주류적 가

치에 대항하는 안티라면 마이너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검프는 항상 미국의 주류적 가치를 따른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누가 뭐라 

하든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장애가 있지만 꿋

꿋하게 삶을 살아간다. 한편, 검프의 여자친구인 제니

퍼는 그야말로 마이너적 삶을 산다. 반전 운동하고 히

피 공동체에서 살고. 이 영화는 검프와 제니퍼의 아이

가 태어나는 결말로 메이저가 마이너까지 포용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마이너는 결국 제니퍼와 같은 방식

의 비주류적 정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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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항: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보고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며 좋아하고 위안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

들의 마이너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소외된 아픔 같은 

것을 어루만져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집

필하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느낀 것은 무

엇인가?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쓰면서 스스

로에게 끊임없이 다짐하고 노력했던 것 중 

하나가 ‘공감(Sympathy)을 얻을 수 있었으

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 보통 자기계발서

라는 책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작되는데, 

한 가지는 ‘나처럼’ 하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쁜 그림은 그려져 있으나, 대책은 없는 내

용이다. 공감은 얻되 현실적인 대안이 들어

간 책을 만들고 싶었고, 이를 위해 사용한 몇 

가지 요령이 있었다. 

첫 번째는 ‘나도 너만할 때는 그랬었다’ 이

고, 두 번째는 문학적인 감성도 전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리듬감을 살린 미문을 쓰

려 노력했고, 논리보다는 감성을 담았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트렌드 학자라 해서 이 책을 트렌드에 

맞추어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프니

까 청춘이다>에 포함된 글의 상당수는 이미 

4~5년 전에 쓴 것들이다. 물론 지점을 포착

한 부분은 있었다. 바로 이 시대 대학생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학생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며, ‘네 전성기

가 몇 살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 중

에는 놀랍게도 0세라 답한 학생도 있었다. 답변의 평

균을 내보니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전성

기는 29세였다. 애잔하지 않은가? 첫 경쟁에서 이겨

야 한다는 조바심과 첫 경쟁에서 지면 바로 인생의 루

저가 된다는 공포를 그 답변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

런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시계나 꽃, 김대중 대통령의 

비유를 들며 29세는 결코 전성기가 아니라는 점을, 시

간이 지나고 보면 그 때 그렇게 조바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사실 경쟁에서 매번 이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 같은 경우를 봐도 경쟁에서 수없이 지고 좌절도 많

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책 초고에

도 있고, 강연마다 하는 말이 있다.  ‘성공이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이유가 밤무대 가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단점을 가리려 하기 보다는 장점을 키우고,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재능이 무엇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다른 누구와도 다른 ‘너 자신

이 되는 것(Be yourself)’이 바로 답이다.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점수가 부족해

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학생들

에게 부족한 영어 점수 따위는 눈에도 안 들어올 만큼 

돋보이는 너만의 브랜드나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라

고 말해준다. 누군가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잘 해서 취업에 성공했다는 말에 자신

도 따라 하고, 대체가능한 인간이 되려고 애쓰는 절망

적인 경쟁에서 벗어날 것. 그래서 누군가와 닮은 개성 

없는 메이저가 될 것이 아니라 마이너가 되는 것을 두

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체불가능한 개성 있는 인

재가 되어야 한다. 

박재항: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김난도 교수가 살아온 

인생은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눌 때 어느 쪽인가? 

김난도: 책에도 언급했지만, 내 선택은 언제나 주류에

서 비켜갔다. 법대에 입학한 것을 이미 주류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의도한 것

은 아니었기에 일단 보류하자. 법대에서도 사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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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지 않고, 행시를 준비한다는 일 자체가 매

우 마이너한 선택이었다. 행정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도 고시 시험 잘 볼 생각은 않고, 교수를 하겠다는 선

택도 마찬가지였다. 학위 받고 돌아와서 행정학 교수

를 준비하다가, 1997년에 ‘소비자’를 연구하겠다는 생

각에 가정대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당시에는 참 드문 

경우였다. 나의 삶과 선택들을 쭉 늘어놓고 보면 주류

에서 예상할 수 있는 길은 모조리 비켜간 셈이다. 하

지만 이 모든 것들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

이고, 두 번째는 ‘내 일(my job)과 내일(tomorrow)’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

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전성기가 될 10년 후, 20년 후

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해질까를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해 온 작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내 책장에는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주제의 책

들만 꽂혀 있다. 내가 잘하는 것 보다 고객들이 원하

는 것을 잘 해내기 위해 읽은 책들이다. <트렌드 차이

나>도 만나는 기업인들마다 ‘중국은 안 다루세요?’라

고 물어봐서 시작하게 되었다. 미리 정해놓고 시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인터넷

이 심상치 않게 보이면서 인터넷 시대에 소비는 어떻

게 될까, 소비자 운동은 어떻게 변할까가 궁금해졌고, 

기업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며 만난 사람들이 모

두들 트렌드에 대해 물어 보길래 <트렌드 코리아>가 

탄생했다. 다음은 또 모르겠다. 언제나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변화하고 도전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불가

능하지만 않다면, 변신하고 바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

다. ‘파워레인저’라는 캐릭터가 나온 지 36년이 되었는

데, 매년 조금씩 그 캐릭터가 바뀌면서 진화한다. 그렇

기에 36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은 여전히 파워레인

저를 좋아한다. 꾸준히 변화하고, 변신했기 때문에 소

비자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몇 가지 원

칙이 있는데 대체불가능한 주제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이든, 독자에게든 

공감을 얻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변화

무쌍한 파워레인저가 되고 싶다. 

박재항: ‘Thinking Minor, Living Major’라는 키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들이 이른바 ‘강남좌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김난도: 우리나라는 어느 포지션이든 서게 되면 반은 

적이 된다. 강남좌파가 있다면, 산동네 우파도 있을 

수 있는데 두 파가 공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 생각

한다. 우리가 1980년대까지 지역 감정이 극심했는데, 

이는 지역 감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 안에서 

왕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지금은 지역 

감정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계층이 등장했다. 하지만, 

언젠가 이것도 깨지지 않을까 싶다. 

박재항: 신입사원 인터뷰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

에 ‘내가 비록 인문대를 나왔지만…’이라는 말이다. 차

별화되지 않는 레드 오션으로 자신을 집어 넣는 사람

들이 있다.  

김난도: 너무 안타깝다. ‘주류처럼 행동한다(Act Major)’

라는 의미가 주류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것

은 아니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마이너라는 것들의 

모음이 메이저이다. 모든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하나하나의 중요한 마이너들을 쫙 모아보면 그것이 

바로 메이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타나스토스(Tanastos)에서 에로스(Eros)로’라는 말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

면 ‘성전(聖殿)에서 나이트 클럽으로’이다. 타나스토스

는 죽음이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데에는 두 가지 

축이 사용된다. 그 중 하나가 타나스토스이고, 나머지 

하나가 에로스이다. 타나스토스, 성전의 세계는 죽음

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엄숙한 곳이다. 남성적이고 

획일적인 제도를 강조하는 세상이다. 그에 반해 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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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사랑에 대한 욕구로, 여성적이고 개인적이며 욕

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나이

트 클럽이다. 지금까지 주류의 잣대가 의미하는 가치

를 타나스토스라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즐거운 마

이너의 가치는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어디까지나 양면성을 갖고 함께 움직인다. 사람

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다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죽

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개인화된

다는 것이 혼자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이 중심

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전

이나, SNS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넓게 네트워

크를 다지는 듯 하지만, 그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통이 

쉬워진 만큼, 혼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Thinking Minor, Living 

Major’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마이너한 상품을 좋아하

면서도 시대의 대세이자 트렌드인, 메이저는 따르겠

다라는 것이다. 흔히들 유행을 따라 하는 사람들을 개

성이 없다고 한다. 유행을 따른다는 행위만 보자면 몰

개성적 행동이기 때문인데,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유행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개성 치수가 더 

높고, 자아 존중감도 높다. 얼핏 보면 굉장히 모순적

이다. 어떤 집단에 동조해 개성을 찾는 이들의 집합이 

다시 메이저가 되는 역설을 경험하는 세상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렌

드를 어떻게 빨리 포착하느냐이다. 나는 그들에게 ‘변

화하는 것을 찾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말한다. 그것이 진짜 트렌드다. 

요즘 나의 화두는 연구년인 내년에 어떻게 시간을 보

낼까이다. 중국에 갈까, 인도에 갈까, 가수가 될까 하

고. 서울대 대강당에서 50인조 오케스트라와 바비 킴

이랑 노래를 했다. 공연 정해지고 나서 한 100번도 넘

게 연습한 것 같다. 그날 트위터에 적은 말이 ‘연습실

에서 비참한 만큼, 무대에서 화려하다.’ 내 모토인데, 

충분히 덜 비참했다. 

박재항: 2009년에 깐느광고제에서 핸드폰 하나 가지

고 한국, 중국, 인도를 비교했다. 한국 사람들은 핸드

폰과 24시간 붙어서 몸의 일부분으로 함께 살고, 중국

에서는 아직도 과시의 상징이라, 일단 만나면 테이블

에 핸드폰부터 올려놓고 시작한다. 인도에서는 재미

있었던 게 카스트, 기존의 신분제도가 핸드폰을 통해

서 없어진다. 계급이 달라도 같은 번호를 쓰고, 광고

도 이런 점을 강조한다. 

김난도: 중국 다음으로 궁금한 곳이 인도인데, 너무 덥

다고들 만 한다. 덥지만 않으면 어떻게 가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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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KIM KEUN HAN 

        
  (DIRECTOR, INNOCEAN WORLDWIDE 

BRAND COMMUNICATION INSTITUTE)

파레토(Pareto
)의 시대가 가고 롱테일(Long

 tail)의
 시대가 온다는 말을 들은 지도 몇 년이 지났다. 80:20의 법칙으

로 더 유명한 파레토의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 20%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론이다. 이탈리아 전

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더라. 전체 매출의 80%는 20%의 주 고객에서 나오더라 등등… 경

제나 경영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이야기는 20세기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 중 하나

였다. 그렇게 20%의 히트 상품들은 매대의 중앙을 차지했고, 20%의 핵심 고객은 마케팅의 집중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혁명과 함께 역파레토의 시대가 왔다는 웅성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소외되었던 80%의 긴 

꼬리(Long
 tail)가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와이어드(Wired)>지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

슨(Chris A
nderson

)은, 살펴보니 아마존의 수익은 머리 부분에 있는 베스트셀러 20%보다는 오프라인에서 구하

기 힘들었던 80%의 사소한 다수에서 더 크게 오르고 있더라며 롱테일의 법칙을 발표했다. 인터넷, 블로그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에서, 과거 무시당했던 사소한 소수자, 80%의 마이너리티를 간과하는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마이너가 힘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 



디지털 혁명은 소외된 다수를 위한 것 

이런 역전을 가져온 가장 큰 힘은 디지털 혁명이다. 온라인의 가

상 공간에는 오프라인과 같은 유통의 장애요소가 없다. 현실 세

계에서 물건을 전시할 공간이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좋은 위

치란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은 필수다. 

결국 주류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마이너들은 아예 공간 밖으로 

사라져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속 

공간은 무한하다. 이곳에서는 마이너도 자신의 설 자리를 가진

다. 그렇게 마이너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대중과, 대중에게 발

견될 기회를 박탈당했던 마이너 사이에는 접점이 생겨났다.  

마케팅 영역뿐 아니다. 문화의 영역에서도 디지털 환경은 마이

너들에게 혁명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홍대 클럽 음악이 싫

어서가 아니라, 음반은 인근 상점 어디에도 없고, 그걸 들으러 

10~20년은 나이 차이가 날 것 같은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어색

하게 서교동 일대를 누비기는 어려웠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

자.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으

로 손쉽게 ‘10cm’의 음악을 구

매할 수 없었더라면 오늘도 나

는 분명 아이돌과 <나는 가수다

> 컬렉션만 듣고 있었을 것이

고, 그들도 무한도전 출현이나 

광고모델 발탁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파레토의 세계에서 메이저 방

송사가 유통시켜주지 않는 음

악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이제는 누구나 포털

에 몇 마디 검색어를 쳐 넣거나 

디씨인사이드, 유튜브를 잠시 

헤매는 것만으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마이너의 세계와 조우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서 ‘옥상달빛’에게 ‘소녀시

대’와 동일한 페이지를 할애할 

수도 있다. 홈피 방문자들은 손

쉽게 새로운 콘텐츠를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하거나 SNS에 올려 빛의 속도로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디지털 환경은 또한 대중이 문화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에 

동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이너 문화의 지평을 넓힌다. 생산 도

구가 대중화되면서 과거에는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었던 각종 

콘텐츠 작업이 이제는 대중의 취미활동(포토샵이나 무비메이커 

덕분에)이 되어버렸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캔 받아 올리거나, 

친구들과 패러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거나, ‘오늘의 미친 짓’을 

포스팅하거나, 드라마에 캡처 화면과 함께 이것저것 감상을 적

는 식으로 대중은 손쉽게 스스로가 마이너 콘텐츠 프로바이더

가 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마이너 취향은 오프라인 같은 고립을 가져오지

도 않는다.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은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손

쉽게 연결된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하나만 뒤져

봐도 정말 별의별 커뮤니티가 다 존재하는 데다, 개인들은 SNS

로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희한한 얘기라

도 몇몇의 동조자는 곧 찾을 

수 있다. 비슷한 관심을 공유

하는 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더 풍부해지곤 한다.

마이너 문화의 향유자, 

그 양대 주축

디지털 환경이 마이너리티를 

배양하는 토양이라면, 그 속

에서 마이너 문화를 향유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먼저 디지털 혁명과 함께 성

장해온 20대들을 들 수 있다. 

디지털 매체 환경에 그 누구

보다 익숙할 뿐 아니라, 시기

적으로 입시에 얽매이던 시절

을 막 벗어난 데다 아직 육아

라는 과제 앞에 보수화되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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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세대이다. 그들이 마이

너 문화를 가장 활발하게 소

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세대

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

다. 하지만, 현재의 마이너 문

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20

대 젊은이들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 늘 반응을 보이던 현상

보다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

다는 것은 20대보다 마이너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발히 소비할 수 있는 다른 

세대 기반이 동시에 존재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30대를 넘어 40대 초반에까

지 걸쳐 있는 90년대 학번들

이 그 주인공이다. 과거 이해

할 수 없는 신인류라며 ‘X세대’로 불렸던 이들은 군부정권의 유

화정책 덕분에 그 상당수는 한 번도 교복을 입지 않았고 이후 교

복을 입었더라도 전 세대, 전전 세대에서 보여주던 억압과 획일

화의 교복 문화라기보다는 교복 자체의 한계는 있으나 개성을 담

아내는 교복 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이들은 콩나물 시루 교실이라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단순 

암기와 찍기 신공으로 줄 세우기 경쟁교육에 적응한 세대다. 줄 

세우기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요즘 세대와 크게 다

를 바 없겠지만 과외 금지나, 학원수강 금지와 같은 정부정책의 

결과로 혹은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완전히 밀리는 상황 

이전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대학교 시절에는 

사회주의의 몰락과 민주화 투쟁 열기가 급속히 식어가는 가운

데, 대중문화의 폭발을 경험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전성기로 

불리며 1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앨범들이 쏟아져 나왔

고. 영상예술에 대한 관심도 폭발하면서 <씨네21>과
 <키노>와 같

은 전문지들이 줄을 이어 창간

되었다. 일본문화가 개방되었

고, 해외여행 자유화에 의한 배

낭여행, 어학연수를 본격적으

로 시작한 세대다. 한마디로 전

후 세대 중 가장 처음으로 제대

로 놀아본 세대다. 

지금 그들은 소비력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대다.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에 자기 취향과 경험을 가

지고 반응할 수 있는 문화적 자

신감이 있다. 놀아본 아줌마 아

저씨들, 이들이 20대와 함께 시

너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너 문화의 수용과 

소비는 좀 더 전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UV의 최근작 ‘이태원 프리덤’에 등장한 JYP가 바로 이 X세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당시로서는 마이너 취향이었던 

흑인풍 댄스음악을 들고 가요계에 도전했던 그는 이제 메이저 

기획사 대표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가 UV의 음악에 

피처링을 자청했다. 단순히 UV의 팬으로, 그들과의 작업이 재미

있어서 함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매우 영리한 인

물의 선택이라 더 의미 있어 보인다. 그냥 멀찍이서 구경하기보

다는 적극적으로 마이너와 교류함으로써 메인스트림의 다음 향

방을 가늠해보려는 노력. 그가 지금 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바

로 그것일 것이다.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갖추고 디지털 디바이스를 자유롭게 활용

하는 오늘의 대중. 메이저가 독점할 수 없는 다양성의 세계를 향

유하는 그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예측하고 계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이다. 오히려 앞으로 메이저로 튀어오를 마

이너가 궁금하다면 곰곰이 그들이 일궈내는 롱테일의 세계를 들

여다보고, 한 발이라도 담가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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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는 하루에 1억 개가 넘는 단문 

메시지가 뜬다. 세계 회원 수는 2억여 명

이고, 이 가운데 70%가 미국 외 해외 사

용자다. 국내 회원 수는 300만여 명. 페

이스북 회원은 6억여 명이며 국내 회원 

수는 40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수많은 사람이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해 올린 글이 SNS 세계를 떠돌며 여

론을 형성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일방적인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하

나하나 떨어져 있던 개인을 묶는 네트워

크에서 형성된 거대한 여론이 세상을 움

직이는 시대다.

SNS 마케팅이라는 단어 뒤에는 수많은 

취향과 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해

도 되는 무한의 공간이 펼쳐져 있다. 최

근 파리에서 콘서트를 통해 유럽에서

의 인기를 확인한 K-POP 아이돌 그룹

의 마케팅 전략도 SNS 공간에 다양한 취

향을 지닌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

한 결과이다. 세계 팝 시장에서 마이너에 

불과한 K-POP이 미국의 M-TV나 메이

저 레이블과 계약하는 방식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문화예술 컨

텐츠와 같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분야 이외에도 공적인 신뢰성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뉴스를 구매할 때

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오사마 빈 라덴

의 죽음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매체는 

CNN이 아니라 미국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보좌관인 키스 어반의 트위

터였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공신력 있

는 오래된 매체의 영향력보다 일반인과 

소통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더 강한 힘

을 발휘한다. 

마이너리티의 왕국, SNS  
코카콜라는 페이스북을 잘 활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코카콜라에 대해 ‘좋아

요’ 버튼을 클릭한 사람 수는 2660만여 

명. 소비자가 올린 사진도 1만 장이 넘는

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홍보사진을 올리

기보다 전 세계인이 코카콜라와 관련된 

재미난 이미지를 올리고, 다른 소비자가 

여기에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다진다. 영

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글을 올린 소비

자의 국적도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SNS 마케팅에 성공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SNS 마케

팅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진정성’에 있

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벅스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페이스북을 만들지 

않았다. 스타벅스 마니아가 운영하는 페

이스북 팬 페이지를 인수한 뒤 스타벅스

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

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기업의 제품이나 

소식을 전하는 기능은 포기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나친 매장 확대로 브랜드 

관리에 위기를 맞았던 스타벅스는 페이

당당하고 즐거운 

마이너리티를 위한 시대

TEXT  BAE SUNG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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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하는 소비자 덕에 

다시 ‘가까운 이웃’, ‘쉼터’의 이미지를 살

릴 수 있었다. 

SNS 마케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기

업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1500만장이 넘는 음반과 

4000만장 이상의 싱글 판매고를 기록하

고 있고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

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셀러브러티’ 

중 4위에 오른 레이디 가가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노출 의상으로도 유

명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SNS에서부터 

출발했다. 2011년 현재 레이디 가가 트

위터는 1083만 명의 팔로어, 페이스북은 

3780만 명의 친구를 거느리고 있다. 트

위터 팔로어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레이디 가가가 처음이다. 그녀는 여느 가

수들과는 달리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 

미디어가 아닌 SNS라는 뉴미디어를 통

해 먼저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SNS를 

통해 소식을 알리며 팬을 끌어 모으기 시

작했다. 이렇게 등장한 레이디 가가는 미

국의 빌보드 차트 선두에 오르기까지 단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레이디 가가

는 SNS를 가리켜 ‘관객을 끌어들이는 거

대한 무형(無形)의 무대’라고 정의한다. 

그녀가 SNS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자칫 거부감을 줄 만큼 그녀

의 스타일이나 음악 세계가 파격적이었

기 때문이다. SNS 세계에서는 그와는 달

리 다양한 취향을 지니고 발산하는 사용

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글로벌 스타로 등

극할 수 있었다. 레이디 가가의 성공은 

소셜미디어 업체들과의 제휴로 이어지

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레이

디 가가와 함께 백플레인(Backplane)이

라고 불리는 새로운 SNS 벤처 사업을 함

께 시작했으며, 소셜게임업체 징가는 농

장게임인 팜빌에서 레이디 가가의 노래

를 들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SNS 세상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스타

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 왕국의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왕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SNS를 

네트워크로 만드는 수많은 점, 개인들이

다. 실제 세상에서 수직으로 이어지는 네

트워크가 SNS에서는 수평으로 이어진

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주도적으

로 움직이기 시작한 만화경과도 같은 다

채로움이야말로 SNS가 갖고 있는 진정

한 힘이다. 그 다채로움을 받아들이는 기

업과 마케팅만이 이 왕국에 입성할 기회

를 갖는다.  

실제 세상에서 수직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SNS에서는 수평으로 이

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수

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

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만화경과도 같은 다채로움이야말로 

SNS가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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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What is your definition of
 “THINKING MINOR, LIVING MAJOR?”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당신만의 마이너한 감성은? 

<&LIVE>는 트위터를 통해 <Life is Orange>의 키워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보는 

컬럼입니다. 편집실의 트위터에 멘션을 달아준 트위터리안의 글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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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d*** 

결혼 후에도 찾게 

되는 메탈바?

@od***ne 

대부분 친구들은 큰 회사에 

있으면 더 좋은데로 가고 싶

을텐데 큰 회사 다니다가 스

스로 일굴 수 있는 매력 때

문에 소규모 회사로 자진해

서 옮긴 것들..

@was***

휴대폰은 역시 2G, 

통신사는 물론 LG. 

@Charli****2 

10센티가 광고에 나

오는 것을 보고 급격

히 싫어하는 나. 

@10***dori

헬로 키티가 귀엽지 않은 수준

이 아니라 무서운 지경. 

@blo***m_i***nd 

열심히 듣던 노래도 갑자기 주목

받거나 뜨면 관심을 확 꺼버린다. 

@Saem***tale

임재범이 부르는 ‘늪’보다 정형돈의 

‘늪’이 더 좋다. 초음파 같은 그 음색. 

전생에 돌고래였을 수도.. 가끔 미드

에 나오는 인도식 영어가 입에 착 붙

는데 인도인이었나. 암튼 찌질한 것에 

자꾸만 끌리네요. 

@com**g_**oon

몇만원이면 살 수 있는 똑딱이 필름카메라로 

사진찍는게 좋아요. 비록 날이 흐리면 결과물도 

잘 안나오고, 화질이 좋은것도 아니고, 일일히 

현상하고 인화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ge**2 

ㅎㅎㅎ 마이너라... 청바지를 

사면 안에있는 택들은 전부 

때어 버린다. 브랜드택서부터 

세탁안내택등 모두다! 청바지

만^^ (전에는 등허리에 붙은 

브랜드택도 땟었는데 요즘은 

안에 있는 것들만. ^^)

@jiso***

포기하고 싶은 마이너 

감성은 많은데..

@janice*** 

친구들이 빵터진다 보내준 

유머에서 웃음 코드를 찾지 

못할 때. 

@***nakim 

재미없는 남자보단 

삔이 조금씩 나간 사

람이 좋더라(과거형)  

@Kyo***un 

나의 트위터 팔로잉 리스

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외수 김주하 김제동 박용

만 사장 이런 사람 죽어도 

팔로 RT 올라오고 선동해

서 싫어.  

@Baer** 

전 스포츠볼 때 언제나 지는 

쪽 응원하고 우승팀은 제발 졌

으면 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va***ong 

전 ‘돈보다 재미,계획보다 즉흥,내일 보다 오

늘.’ 이런 사고방식이 다큐나 책에서는 성공

의 필수 요인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정말로 

저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세상물정 모른다

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저에겐 중요한 방

식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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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ITY

All Creators Search for Next New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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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 V E새롭고 낯선 흐름
을 타고 움직이는 

크리에이터들 창조의 세계에서 익숙하다

는 말처럼 모욕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

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실

험도 성공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트렌드의 첨

단에 서 있는 광고와 패션

의 세계에서 탁월한 새로

움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 새로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공

하는 것은 또 이 크리에이

터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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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ITY

TEXT    SCOTT LAMBERT(CREATIVE DIRECTOR,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앞선 생각만이 다수의 마음을 흔든다 

‘독특한 그 무엇’은 다만 광고를 독특하게 보이는 데에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아

직 모든 이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들 만한 힘을 지니고 

있는 진보적인, 그리고 마이너적인 문화와 사고의 흐름을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광고에 있어 필승의 방정식이라고 할 만하다. 호주의 기아자동차 광고는 스트리

트 컬처에서 비롯된 레트로풍 힙합 문화를 과감하게 자동차 광고에 도입하여 신

선함을 선사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호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스콧 램버트가 그 성공의 비결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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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치열함, 독특함. 이 세 가지는 지구상의 모든 광고인, 마케터, 크리에

이터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낯선 것도 아니

다. 광고업계는 늘 이 궁극의 목표에 이르려 애써왔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 

음악, 문학, 사진, 공연과 같은 문화 예술은 지금껏 광고를 제작하는 이들이 

성배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칫솔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광고를 제작하며, 우리는 수

많은 동종 상품들 사이에서 우리가 맡은 상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물론, 타당성, 어조, 광고 대상과 같은 모든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맡은 제품과 직결되는 독특한 그 ‘무엇’을 찾아낼 

때 비로소 승리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독특한 그 무엇을 찾아내 성공을 이뤄낸 사례는 많이 있었다. 예컨대, 광고

의 크리에이티브는 최신 기술을 구사하는 사진작가, 한계를 뛰어넘은 예술

가 그리고 독창적인 소재로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언을 발굴해 광고로 연

결하기도 한다. 이 중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만들어진 ‘햄릿 시가(Hamlet 

Cigars)’ 광고를 한번 살펴보자.

‘포토 부스(Photo Booth)’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작가가 어떤 클럽의 코미디 

공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한 남자가 공중 전화 박스에 앉아 카메

라 플래시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남자는 카메라 플래시 박자를 계속 놓

치고 결국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짓이나 표정이 사진에 찍히게 된다. 그 코미

디언의 모습과 연기는 너무나도 우스웠고 결국 그 공연을 바탕으로 한 광고

가 만들어져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명한 광고로 남게 되었다. 바로 예술과 

상업화의 완벽한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자동차 기업은 지난 수년간 새롭고, 신선하고 차별화

되는 콘셉트를 수용하고 이를 자동차 광고에 녹여내는 시도를 꺼리지 않았

다. 대표적으로, 미국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기아자동차 쏘울의 ‘햄스터즈

(Hamsters)’ 광고를 예로 들 수 있다. 햄스터라는 특이한 동물이 주인공이라

는 콘셉트와 현실을 연결하여 굉장히 재미나고 기억에 남는 광고를 탄생시

켰다. 이와 더불어 아우디(Audi)는 Q5 캠페인에 사랑스러우면서 단순한 일

러스트레이션을 도입해 기존의 럭셔리한 이미지에 친근한 매력을 더하기도 

했다. 또한 이곳 호주에서는, 대세로 떠오른 레트로풍 힙합(retro hiphop)의 

인기를 활용하여,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광고에 ‘그랜드마스터 플래시 앤

드 더 퓨리어스 파이브(Grandmaster Flash and the Furious Five)’라는 힙

합 그룹을 등장시키고 이 그룹의 ‘메시지(The Message)’라는 곡을 사용하

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힙합 그룹의 이미지와 그들의 노래 ‘메시지’는 

기아자동차 광고의 다소 엉뚱한 분위기와 유머러스한 콘셉트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매개체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결국 광고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바

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보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특별한 무엇’을 찾는 것이 광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류와 완벽하

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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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out. Cut Through. Unique. 
This is what all advertisers, marketers and creators are looking for. It 

isn’t new. It has always been the advertising industries holy grail. So 

art, music, literature, photography and performance have been the 

inspiration for creative departments for as long as they have been 

around.

When we are selling everything from toothpaste to cars, we have to 

find the edge that will make us stand out from the pack. Of course, 

relevance, tone and target are all paramount, but when you find that 

unique ‘thing’ that you can marry with your product, you can be on to a 

winning formula.

There are numerous examples throughout the years, where an adver-

tising creative has discovered the photographer with the newest tech-

nique, or the Artist that pushed the boundaries, or the comedian with 

the funniest routine.

In the late 70’s, a famous ad came out of the UK for Hamlet Cigars. 

Titled “Photo Booth”, the story (that I have heard) goes, that the writ-

er was at a comedy night in some club, when a comedian performed a 

skit.

The skit revolved around him sitting in a photo booth, preparing for the 

camera flash to go off. The timing of the flash would always catch him 

off guard, ending with some very funny moments. The comedian’s look 

and performance were hysterical. Anyway, that Comedian and that skit 

became the ad that went on to be one of the most famous ads of its 

time - the perfect marriage of art and commercialisation. 

Car companies especially have embraced what is fresh, new and differ-

ent over the years and showcased it in their advertising. The ‘Hamsters’ 

ad for the Kia Soul in the US is a great example, where they married a 

little bit of the bizarre with reality, and it resulted in a campaign that 

was hugely entertaining and memorable. Audi in the UK used a love-

ly simplistic illustration style for their luxurious Q5, delivering humour 

and charm to great effect. And on a personal note, here in Australia, 

we used a splash of retro hiphop, when we starred ‘Grandmaster Flash 

and the Furious Five’ in our popular Kia Sportage ad. The use of these 

characters and their song ‘The Message’ delivered Kia’s irreverent tone 

of voice and sense of humour perfectly.

The challenge that we all have, is trying to discover the next element of 

progressive thinking, that we can perfectly marry to what is known as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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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CHO KWANG IK(ACCOUNT SUPERVISOR, 
INNOCEAN WORLDWIDE DIVISION2 )   

2007년 기아자동차는 디자인 경영을 선포한 후,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모하비, 쏘울, 포르테, 2009년 쏘렌토R, 

K7, 2010년 K5, 스포티지R 등 매년 독특한 디자인의 모델을 발표하며 끊임없이 소

비자들을 놀라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아자동차 신차들에 쏟아지는 관심 못지않

게 신차의 론칭, 혹은 브랜드 파워를 위해 펼친 캠페인 역시 기아자동차의 성공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존 광고 캠페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케이

션 채널 선택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 전파력을 행사하는 메이저 매체인 공중파와 

함께 상대적으로 낯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커뮤니케

이션 환경의 깊이와 넓이가 다양하게 변하는 만큼 전달의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자동차 모델의 신선함을 Little but Great한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기획

으로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캠페인은 흥미로움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미디어에 대한 기아]의 Little but Great

쏘울은 2008년 론칭한 CUV로서 당시로서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낯선 형태의 모델이었다. 그

만큼 소비자들에게 낯설지 않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론칭 과제였는데, 가장 익숙지 않은 부분 

중 하나는 소비자가 출시 전 차량의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튜온(TUON)할 수 있다는 특징에 

있었다. 물론 공중파에서 광고의 한 소재로 그 특이함을 보여주는 TV 광고가 있었지만, 소비

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IPTV와의 연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TV

는 일방향으로 보고 듣는 것에만 그치는 형태였지만, IPTV는 소비자가 직접 이벤트나 광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초로 상용화된 쌍방향 TV였다. 당시 SK브로드&TV와 함께 쏘울의 튜온 

아이템을 맞히는 형식의 쉬운 퀴즈로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에는 예상 인원 5,000

여 명을 넘어 무려 1만7,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프로젝트 진행: 2본부기획2팀, 인터랙티브팀, CR7팀

해외에서는 다양하고 특이한 옥외 매체를 이용한 캠페인을 자주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매체 횔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 독창성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2010년 메트로9호선의 ‘쏘울 트

릭아트’, 2011년 강남역 사거리의 ‘자인어트 모닝’은 옥외 매체에서도 일반 이미지만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흥미로운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2010년 진행된 ‘쏘울 트릭아트’는 트릭아트 기법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가지면서 일반인

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각종 디지털 기술이 향상되면서 그 활용가치가 높아

지는 환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통상적인 와이드 컬러라고 하면 규격 안에 자동차 이미

지와 메시지만 넣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바이럴 미디어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괴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 캠페인은 ‘2010 대한

민국 광고대상’ 옥외 부문 본상을 수상하면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도 인정받았다. 

프로젝트 진행: 2본부기획2팀, 브랜드플래이스먼트팀, CR7팀

작지만 위대한, 

기아자동차의 마이너 매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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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 론칭한 ‘All New 모닝’의 핵심은 기존 경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를 잘 상징하기 위해 핵심 지역인 강남역 사거리에 실물보다 2.4배(전장기준) 큰 모

닝을 만들어 사람들이 직접 사진도 찍고 바이럴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이 설치물에 대한 좋

은 반응과 함께 ‘2011 서울 모터쇼’까지 해당 옥외 광고물을 이동 설치하기도 했다. 

프로젝트 진행: 프로모션2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기아]의 Little but Great

최근의 자동차 광고를 보면 과거와는 달리 보다 감각적이고 과감한 시도들이 눈에 띈다. 강력

한 힘만 강조하기보다 자동차의 퍼포먼스를 소비자의 가치로 재해석하여 전혀 다른 그림으로 

한 차원 높은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준다든가, 기대하지 못했던 소재를 활용하여 놀라움을 주

는 광고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고에서도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 로체 이노베이션 광고에서 ‘스타일이 힘이다’라는 메시지를 추성훈이라는 강

한 인상의 모델을 통해 새롭게 제시하거나, K5의 유지 광고 캠페인에서도 자동차의 컬러를 파

란색으로 설정하여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도 기존 자동차 광고에서는 쉽게 시도하지 않

던 방식이었다. 

특히, 2010년 연말에 햄스터를 주인공으로 제작한 케이블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

다. 미국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

다는 위험성, 더구나 힙합이라는 마니아 문화의 영역을 햄스터와 접목하여 대중 매체에 집행

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소재가 케이블과 극장광고만 집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인지도에서는 공중파에 집행한 듯한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대화면이 있는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30초 분량의 광고는 블로거나 트위터리안들에게 아주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광고라는 많은 리플을 유도하기도 했다.

프로젝트 진행: 2본부기획2팀, CR7팀 

[콘텐츠에 대한 기아]의 Little but Great

007시리즈의 BMW, 미션임파서블의 슈퍼카, 트랜스포머의 쉬보레 시리즈 등 자동차 PPL은 

실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투자는 종

종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 방영된 이병헌, 김태희 주연의 ‘아이리스’ 또한 적잖은 비용을 

투자하여 K7의 프리론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이렇게 공격적이며 대중적

인 공중파 노출과는 다르게 좀 더 타깃을 세그먼트화하여 정밀하게 접근한 콘텐츠로 브랜드

의 매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던 사례도 있다. 2009년 쏘울의 온라인 드라마인 ‘쏘울 스페셜’

이 그것이다. 당시 준중형급의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공격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웠던 쏘울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핵심 수요층에 대한 방어 전략이었다. 핵심 타깃층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 소스 멀티 유징(One source multi 

using)’하기 위한 온라인 드라마 콘텐츠에 관심을 두고 한효주를 주인공으로 한 12편의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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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드라마를 제작했다. 5분 정도로 짧게 구성되는 만큼 드라마의 내용뿐만 아니라 임팩트도 

매우 중요하여 일반 드라마가 아닌 뮤직드라마 형식을 채택했고, 이를 제작 발표회, 온라인 바

이럴, 뮤직 비디오 제작, PR, 케이블 광고 활용 등 다양한 소스로 확장하여 최대한 넓은 커버

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민했다.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집행되었던 드라마 콘텐츠는 드라

마만 약 400만 회 노출을 확보하여 실제 제작 비용 대비 효율성 높은 캠페인으로 평가되었다. 

제작된 케이블 광고 또한 좋은 평가를 얻어내어 경쟁이 치열한 준중형급에서 매력적인 디자

인의 쏘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당시 통상적인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자동

차 콘텐츠이지만, 음원 및 영상을 비즈니즈화하여 통신사와의 연계 마케팅을 통해 비용을 절

감하고 운영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프로젝트 진행: 2본부기획2팀, 브랜드플래이스먼트팀, CR7팀, 채널플래닝팀, 방송미디어팀, 

인쇄미디어팀, PR팀, 인터랙티브팀          

많은 사례가 그렇듯이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위험부담을 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

도 없이 소비자들에게 뉴스거리로 다가서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기아자동차의 

기존 자동차가 많이 시도하지 않은 매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기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언급해보고자 한다.

우선 최초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완벽한 창조로 새로움

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종 간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새로

움이 대중에게는 신선하면서도 최초의 시도로 느껴지는 것 같다. 따라서,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발전하여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더구

나 디지털 미디어나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발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동차 

캠페인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작은 것들

이 파괴력 있는 이슈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메이저급의 커

뮤니케이션 영역에 관심을 집중했던 자동차 카테고리에서도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매체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것도 최초의 새로움을 위한 변화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는 매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의 각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관심

을 끌 수 있는 이슈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트위터나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제품이라

면 그들에게 핵심 내용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이슈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비용을 많이 

쏟아 붓더라도 콘텐츠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파급효과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사전

에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매체 등 각 영역에 담는 내용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소비자들이 자생

적으로 확산시킬 만큼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마이너한 영역이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질적·양적 내용이 절대 공중파의 프로

세스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든 간에 협업하는 부서와 밀

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며 작은 영역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작게 보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작지만 위대한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더 위대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케이스들에 숨

어 있는 진실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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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하우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한

다. 빅 브랜드와 언더적 성향을 지닌 아티스트나 사진가와의 협동 작업도 그 노력 중 하나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끊임없이 이슈를 창출해내거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빅 브랜드들은 순수하고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의 ‘지금’에 힘입어 젊음을 수혈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서 지금 빅 브랜드들의 마케터들은 파리의 샹젤리제가 아니라 베를린의 지하 클럽이나 뉴욕의 뒷골목에서 천

재적이지만 아직은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을 찾아 헤맨다. 그들이 바로 경쟁자에게 들키기 전에 확보해야 

할, 미래를 위한 선투자종목이기 때문이다.

거대 브랜드와 마이너 컬처의 즐거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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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와의 찰떡궁합 Louis Vuitton

일본식 팝아트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무라카미 

다카시가 시작점이었던 듯싶다. 물론 그 이전

에도 빅 브랜드의 마이너 컬처 전략은 존재

했을 거다. 하지만 내가 알고, 당신이 기억

하는, 그리고 패션 역사상 상징적인 최초의 

협업은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의 그것이라 

장담한다. 루이 비통의 이런 행보는 명품 브

랜드는 낡고 고루한, 나이 든 어른들만이 사랑

하는 브랜드일 거란 편견을 멀리 던져버리게 했

다. 이런 시도 덕분이었을까. 루이 비통은 시장에서 

1등을 지켜가고, 구매력 있는 계층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1/2012 F/W에서도 예외 없이 루이 비통은 아티스트 프랑수아 카디에

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완성해냈다. 러시아와 일본으로의 모험을 선보였

던 지난 시즌에 이어, 루이 비통의 새로운 종착지는 베를린. 1960년생인 

벨기에 아티스트 프랑수아 카디에는 사진작가이자 핸드메이드 콜라주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명품 하

우스가 섣불리 손을 내밀기엔 파격적인 성향이 

농후하다. 하지만 루이 비통은 프랑수아 카디

에에게 그만의 특별한 시각을 통한 아름다

움을 표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한 기운을 간직한 도시인 베를린은 루

이 비통의 새로운 에덴 실크 스카프 디자인

의 영감이 되었고, 이 매혹적인 도시가 전달

하는 거리미술은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됐

다. 프랑수아 카디에의 작품이 담긴 스카프는 마

크 제이콥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클래식의 

혁명이라 말해도 좋을 혁신적인 디자인과 표현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스카프, 스톨, 숄이 옷 위에서 자유롭게 연출되면서, 

새로운 스타일링 방식을 창조해낸 것. 팝적인 요소에서 여행의 시적 낭만

에 이르기까지, 루이 비통과 프랑수아의 협업은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됐

다. 꽤 만족스럽지 않나. 

          

작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간 GUCCI

명품 하우스와 조금은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아티스트나 뮤지션, 그

리고 포토그래퍼와의 콜라보레이션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루이 비통은 

인피니티의 콘셉트 자동차인 에센스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얼마 전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는 프라다와 함께 제네시스 프라다 한정판을 출시했다. 

앞서 언급한 브랜드, 그러니까 명품과 명차라는 무난히 연결되는 퍼즐은 

아니지만 제 짝을 만난 듯 어울리는 도전에 구찌가 뛰어들었

다. 올해 초, 2011년 2월 23일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통

일 150주년과 구찌 창립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찌와 피아트가 만났다. 피아트는 대중적인 이

탈리아 브랜드로 구찌와 연결 고리를 찾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

이지만 피아트 500이란 클래식한 소형차를 

꾸미는 데 구찌가 함께한 건 꽤 반가운 소식

이었다. 

맞춤 제작한 ‘500 by Gucci’ 스페셜 에디션 

작업에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프

리다 지아니니가 참여했다. 프리다 지아니니는 

“1950년대에 처음 선보인 피아트 500은 당시 자동

차 스타일의 혁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

트 500은 곧 당시의 사람들에게 머스트-해브 카가 되었습니

다. 그리고 구찌오 구찌가 가죽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을 만드는 회

사를 1921년에 창립한 이후로 스타일리시한 여행은 구찌 브랜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 엘칸이 이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을 때, 저는 구찌의 90주년을 맞이해, 모던 트래블 

스타일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습

니다”란 말을 남겼다. 세계적인 스타일 아이콘으로 인정받는 피아트의 라

포 엘칸의 제안이 있긴 했지만, 전통의 구찌가 젊은이들 취

향의 모던 트래블 스타일이란 영역에 뛰어들었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다. 명품 브랜드들은 시간과의 싸

움에서 승자로 남아야만 쟁취할 수 있는 역사라

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트렌디한 브

랜드가 되기 위해선 매번 새로운 도전에 나

서야 한다는 숙명도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새로운 구매층을 브랜드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피아트와 구찌의 협업은 

그래서 더 반갑고, 긍정적이다. 글로시 펄 글

래스 페인트의 블랙, 화이트 2가지 컬러로 선

보이는 500 by Gucci는 신고전주의 흑백 영화 

속에 나올 것만 같은 모습을 지녔다. 

TEXT  SUNG BUM SU(FASHION 
DIRECTOR, AREN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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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신에 등장한 악어, LACOSTE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 선물 목록 1호가 

라코스테 피케셔츠였다. 폴로나 빈폴은 라코

스테에 비해 너무 젊은 브랜드란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선택은 언제나 라코스테. 브

랜드의 이미지 변신은 지극히 험난한 과정

을 수반한다.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고객은 

고사하고, 기존 고객들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

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라코스테는 

연령대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건 기

존 이미지를 완벽히 버리기 위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늘 위를 점프하고 있는 남녀 모델

들의 광고가 기억나나? 그 사진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사진 촬영을 하기

로 유명한 테리 리처드슨의 작업물이다. 이때부터 라코스테에 젊음의 분

위기가 조금씩 담기기 시작했고, 차츰 얼굴에 주름 없는 어린 친구들을 매

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라코스테 라이브’라는 홍대 클

럽에서도 환영받을 만한 새로운 라이브(L!ve) 라인을 출시했다. 2009년 

젊은 패션 감성의 레드(RED!) 라인에 이어 라코스테 라이브는 독특함, 차

별성,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느낌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라코스테 라이브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존중하면서 의류와 신발을 강조

한 제품군으로 긍정적인 사고, 활동성을 강

조하는 새로운 라인이다. 라코스테 라이브

에서는 패션에 음악성을 가미하는 것과 같

은 문화적인 트렌드가 중요한 요소이다. 한

편, 이에 따라 라코스테 라이브의 캠페인 비주

얼은 파티 사진으로 유명한 코브라 스네이크의 

포토그래퍼 마크 헌터가 맡았다. 라코스테 라이브가 

보여주는 패션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트렌디하고 힙한 

라이프스타일과 가장 밀접한 아티스트인 마크 헌터가 활기찬 

비주얼로 라코스테 라이브의 캠페인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모든 광고 캠페인에 등장한 모델들이 전문 패션모델이 아닌 리

얼 파티 피플이라는 것. 그는 직접 파리의 클럽 등을 돌아다니며 이번 광

고 캠페인을 위한 파티 피플들을 찾아내 더욱 흥분되고 신선한 비주얼을 

만들 수 있었다. 아아, 그리고 국내 론칭 파티에도 마크 헌터가 함께해, 젊

어진 라코스테의 느낌을 그의 사진에 담아냈다. 

만화책 같은 티셔츠, COMME des GARCONS

심각하지 않은 꼼 데 가르송은 세계적인 만화가인 맷 

그로닝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위트를 더했다. 

맷 그로닝과의 작업을 통해 탄생한 ‘빙키와 시

바 플레이(Binky & Sheba PLAY)’는 5월 중순 

전 세계 동시 론칭했다. 꼼 데 가르송 플레이 

라인의 최신 시리즈가 될 콜라보레이션 작

업물은 남녀 티셔츠 10종과 캔버스 백 2종

으로 총 12개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1977년 처음 발표된 

맷 그로닝의 주간연재만화 ‘지옥 같은 삶(Life 

in Hell)’에서 착안한 것으로, 각 아이템엔 주인

공인 ‘빙키(Binky)’와 ‘시바(Sheba)’를 비롯해 만화 

속 다양한 캐릭터가 유머러스하게 디자인돼 있다. 맷 그로닝

이 직업 만화가로서 처음으로 대중매체에 출간한 ‘Life 

in Hell’은 LA에서의 복잡한 삶을 다룬 자전적 작품

으로, 보잘것없는 직업에 형편없는 아파트에 살

며 우울증을 앓는 토끼 빙키와 그의 전 여자 

친구 시바가 등장한다. 그 밖에도, 빙키가 만

취했던 어느 날 밤의 결과로 태어난 사생아, 

봉고(Bongo)와 두부 요리 식당과 티셔츠 숍

을 운영하는 형제 혹은 연인으로 추정되는 

아크바(Akbar)와 제프(Jeff) 등 만화 속 독특

한 캐릭터를 이번 콜라보레이션 아이템을 통

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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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삼국지, 
메이저와 마이너 사이의 줄타기 
현재의 한국 대중음악계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하나의 상품군이 철저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단순히 가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

그램, 대학 축제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행사, 큰 규모의 콘서트 이 모든 것이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최적화돼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아이돌 그룹’은 현재의 ‘열풍’을 예인하고 있다. 모두 메이저 마켓을 위해 기획된 상품이라지만, 아

이돌들에게는 그들만의 탄생 비화가 숨어 있다. 대한민국 아이돌 왕국을 이끌고 있는 3대 명가의 프로듀싱 스타일을 따져보자면 대한민국

의 대중음악 소비자들의 마인드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예전만큼 한 가지 스타일만으로는 더 이상 독특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잘 만든 메이저 상품 속에 숨어 있는 낯선 요소, 그 이질적인 조합의 실험은 이미 아이돌 왕국에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메이저에 의한, 메이저를 위한, 메이저 SM

아이돌 그룹의 격전지라는 메이저 필드에서, 어떤 기획자는 처음부터 끝까

지 메이저 상품을 지향한다. 대표적인 예가 ‘소녀시대’라는 한국 걸 그룹 사

상 최고의 히트 상품을 론칭한 SM 엔터테인먼트다. 사실 소녀시대가 데뷔

할 때만 해도 ‘소녀시대’는 SM의 주력 상품이 아니었다. 아직 ‘걸 그룹’의 주

류화가 이뤄지기 전이었고 동방신기에 이은 ‘2진’ 격이었던 슈퍼주니어가 

의외의 큰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콘셉트로 시장에 내놓은 팀이었다. 하지만 

걸그룹의 메이저 히트 가능성이 ‘원더걸스’를 통해 증명된 이후 ‘소녀시대’

는 철저하게 메이저 상품으로 다듬어졌다. 해외의 메이저 음악 출판사를 통

해 구입한 악곡으로 승부했고 스타일링부터 안무에 이르기까지 메이저 문

화를 지향했다. 다른 여타의 걸 그룹이 노출이나 선정적인 안무를 통해 영

역을 확장할 때 소녀시대는 ‘명문 사립 학교 소녀들’의 룩으로 승부했다. 같

은 빠른 곡으로 승부하더라도 클럽 댄스보다는 방송용으로 적합한 댄스 뮤

직을 앞세웠다. ‘소녀시대’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상품’의 느낌이 강하다. 

SM은 여타 다른 그룹들을 운영할 때도 언제나 주류의 방법을 이용했다. 샤

이니나 f(x)가 거의 비슷한 패턴의 활동 양상을 보이는 것은 SM이 어떤 의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시장에 내놓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장르로 세

분화될 수 있는 음악보다는 폭넓은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

을 내놓으려 한다. ‘계층을 뛰어넘는 메이저 상품’을 지향하는 것이 SM의 

방식이다.

TEXT HYUN HYUN (POP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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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감수성의 음악, 메이저 마켓을 향한 도전 JYP

‘원더걸스’를 통해 이 땅에서 아이돌 그룹을 주류로 안착시킨 JYP는 SM과 

조금 다른 느낌의 프로덕션을 보여준다. SM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

의 악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곡가의 악곡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JYP는 철

저하게 프로듀서 박진영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박진영은 데뷔 이래 언

제나 ‘메이저의 위치’에서 활동했지만 그의 음악은 때로 대중의 취향을 살

짝 비틀어 공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디스코가 잊힌 시대에 디스코를 내놓았

고 21세기에 1980년대 댄스 뮤직의 용공돌기를 재활용하기도 했다. ‘선정성 

논란’ 같은 것을 결코 피하지 않았던 것도 박진영의 마이너적 감수성을 드

러내는 부분이다. 원더걸스는 멤버 전원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일정 이

상의 노출이나 육감적인 가사를 피하지 않았다. 현재 활동 중인 ‘Miss A’ 역

시 마찬가지다. 메이저 필드에서 마이너적인 감수성으로 대중의 ‘의외의 취

향’을 공략하는 것이 바로 JYP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박진영은 세계 팝

의 메이저리그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지니

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영은 처음부터 미국 백인 주류 사회의 취향에 맞춘 

음악과 스타일링을 구사하지 않았다. 원더걸스의 미국 활동을 통해 박진영

이 보여준 프로듀싱은 ‘아시아적 감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모두들 아

시다시피 ‘아시아적 감성’은 미국에서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한 감성이다. 

마이너 스타일의 역습 그리고 승리, YG 

현존하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어느 팀이냐는 질문에 빅뱅이라는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빅뱅은 아이돌 천하가 시작되던 무렵 정상

을 정복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아이돌계의 철옹성이다. 빅뱅은 한국 아

이돌계의 최고 메이저 상품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빅뱅의 프로듀싱 방식은 현재 메이저 기획사들의 스타일과 상당히 다

르다. 데뷔할 때부터 자신들의 음악을 자신들이 만드는 셀프 프로듀싱 그

룹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빅뱅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 차별화된다. ‘히트 

머신’이라고 불리는 메이저 작곡가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낸 음악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주문자 상표 생산방식’이 보편화된 메이저 

아이돌 그룹의 필드에서 상당히 벗어난 느낌이다. 굳이 ‘마이너한 정서’라

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빅뱅의 프로듀싱은 메이저 그룹들과 다

른 것이 사실이다. 현대 한국 대중음악의 마이너리그를 차지하고 있는 수

많은 실력파가 ‘셀프 프로듀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미소녀들의 각축장인 걸 그룹 필드에서 매우 대안적인 

느낌을 주는 2NE1 역시 빅뱅과 같은 YG 소속이다. 2NE1은 다른 걸 그룹

들과 차별화되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매우 차별화된

다. 때로 스트리트 패션이나 팝아트를 연상시키는 그들의 스타일링은 확

연하게 메이저의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번연하고 흔한 

느낌의 팝이 아니라 장르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으로 승부하는 것 역시 마

이너적인 스타일로 공격해오는 느낌이 강하다. ‘헤비 리스너’인 장르 청취

자들로부터 그들의 음악이 환영받는다는 것은 YG가 추구하고 있는 메이

저와 마이너의 조화로운 결합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메이저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프로듀싱은 어느 한 방

향으로 쏠리는 것보다 조화로운 균형감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웰 메

이드’는 잘 만든 상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저 잘 만들기만 하고 재미없

는’이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문화 소비자를 공감시키고 또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메이저와 마이너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메이저 문화를 상징하는 아
이돌 그룹들의 프로듀싱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보다 조화로운 
균형감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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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속의 솔직 당당한 
마이너 캐릭터들
소설 속의 마이너 캐릭터들은 항상 현실의 삶에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대안의 삶,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안겨준다. 그러나 문

자화된 소설 속의 삶과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과의 간극처럼 소설 속의 해피엔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이는 없을 것

이다. 대신 소설 속 주인공의 당당한 선택에서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뜬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 마이

너 코드의 삶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접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TEXT  PARK JIN (LITRERATURE CRITIC)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시스템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더 높은 자

리에 오르고, 성공한 사람이란 으레 그러하다는 식의 보편적인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삶? 하지만 그런 삶을 획득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앞만 

보고 달려야 하고, 그러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희생시켜야 하

는 건 아닐지? 그런 게 성공이라면, 아무리 그럴 듯해 보이고 남들의 부러

움을 사도 그 자신은 행복할 수 없지 않을까? 도무지 행복하지 않다면, 이 

대단한 성공이 다 뭐란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삶보다 더 이루기 어려운 것이 행복한 삶일지 모른

다. 남보다 앞서나가고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라

고 다그치던 자기계발서 붐이 지나가고 위로와 긍정, 행복의 가치를 전파하

는 심리치유 에세이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휩쓰는 이유도 이런 깨달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남들이 시키는 대로 이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보다 차라리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는 소설들도 큰 인

기를 모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줘』(문학동네, 2010)다. 일곱 살

의 내성적인 소년 강연우는 무엇다워야 한다거나 커서 꼭 뭐가 돼야 한다거

나 하는 강요된 틀을 부담스러워한다. 연우의 엄마 신민아는 옷 칼럼니스트

이자 여덟 살 연하의 애인을 둔 싱글맘이며, 그녀의 애인인 문화평론가 조

재욱 역시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자

유인이다. 이들 세 사람의 모습은 모범답안 같은 ‘단란가정’의 모델에서 한

참이나 벗어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자기 몫의 고독을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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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냥 ‘나’일 수 있는 세계. 
이 세계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더 이상 비겁해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약하지 않다.”

해내는 꽤 근사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사람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해야” 

하며 “당연히 그건 마이너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신민아의 말처럼, 이들

의 삶이 그리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다. 실제로 그녀는 남들의 비뚤어진 시

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재욱 또한 “배경 든든하고 돈 잘 벌

고 학벌 좋고 리더십 강하고 사교적인 남자들의 사회에서 비켜나 있는 불안

감”을 깨끗이 떨쳐내진 못한다. 그렇긴 해도 “경쟁을 피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남과 다른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일이라면”, 그 마이너의 길

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다고 이 소설

은 강조한다. 

“내가 그냥 ‘나’일 수 있는 세계. 이 세계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더 이상 비겁해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약하지 않다.” 마이너의 

길을 선택함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불안과 고독을 기꺼이 자기 것으로 수락

함으로써, 심약한 소년 연우 또한 솔직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힙합 작사가 ‘노랑머리 깡’으로 자라나게 된다. 

‘져본 적’이 별로 없는 서울대생들이 암만 해도 안 되는 야구에 빠져버린 서

울대 야구부 이야기는 또 어떤가? 이재익의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황소북

스, 2011)은 ‘1승 1무 265패’의 기록을 지닌 서울대 야구부의 실화를 바탕으

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공가도를 달

리다 실직과 이혼이라는 ‘연타’를 맞고서야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김지웅

은 서울대 야구부 시절의 기억을 시나리오로 재창조하면서 처음으로 ‘내 이

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야구부 시절에도 “처음부터 안전한 공을 골라서 

던지는 투수”였던 그는 이제야 “얻어맞을 때 맞더라도, 한 번쯤은 던지고 싶

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진짜 투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안정된 미래 대신에 롯데 자이언츠 2군 

포수의 삶을 선택한 선배 장태성이 있다. “서른여섯 살에 2군 야구선수라

니, 서울대 법대생이 갈 수 있는 최악의 막장 아닌가요? 형은 루저예요. 왜 

그걸 인정 못해요? (…) 왜 형은 비겁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냐고요?”라는 지

웅의 말은 태성의 내면 안에서도 이미 수없이 울려 퍼진 자책의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 그래서 열정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끝내 지켜낸다. 2군 선수 장태성의 은

퇴식을 지켜보기 위해 사직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서울대 야구부원들의 

진심이 네티즌을 움직인 결과)과 그들의 뜨거운 함성은 기꺼이 마이너의 길

을 선택한 이들에게 바치는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숨 가쁘게 메이저의 삶을 향해 달려가거나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의 지친 마음에, 이들 소설은 위로와 대리만족을 

제공한다. 하지만 훈훈한 감동과 안락한 해피엔딩에 묻혀버린 또 다른 목소

리에도 잠시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시스템이 틀렸을지도 모

르잖아요. (…)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건 바뀌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녜

요?”(은희경,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마리의 말, 혹은 서울대 나와봤자 별

거 아니라는 식의 얘기는 “지금도 잉여인간 소리 들으면서 박박 구르고 있

는 88만원 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구요! 감사하면서 사세요”(이재익,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라는 이슬의 말 같은 것. 

혹시 마이너의 길을 지지하고 예찬하는 이야기들은 시스템에 내재한 더 큰 

문제를 개인적 선택의 차원으로 돌리고,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제당한 삶

의 절박한 고통에는 슬며시 눈을 감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든 ‘메이저’로 살

면서 ‘마이너’의 감수성을 적당히 곁들이고 싶어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 

같은 모순적 한계가 얽혀들어 있진 않은지? 베스트셀러 소설 속의 마이너 

캐릭터들에 열광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끌리는 내 안의 욕망을 가만히 들여

다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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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에 비친 조선족과 연변, 
그리고 백청강의 위대한 탄생
국적이나 사는 곳이 어디든 한국 대중음악으로 자신을 뽐내 보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도 있단다.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끝에 자신의 스타성을 대중음악 전문가와 청중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무려 3억의 상금도 받고,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

도 잡게 되는 MBC 공개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서 최종우승자 백청강이 이룬 것은 자신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마이너인 ‘조선족’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재외 한인 가운데 가령 미국 거주 한인은 재미 교포, 일본 거주 한인은 

재일 동포라고 하면서도 유독 재중 한인에 대해서만큼은 교포나 동포 같은 살가운 말 대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바탕에는 차별, 멸시, 거부

감 따위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 백청강은 ‘조선족’보다는 ‘연변청년’으로 불린다. 사회의 주변에서 마이너 

인생을 살던 그가 이른바 대한민국 메이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문화 예술 컨텐츠의 힘이다.  

예전에는 한겨레로서 ‘연변동포’라고 살갑게 부르던 재중한인은 한국이 외

국인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험하고 보

수 적은 일을 하러 오는 이들이 많아지자 차츰 ‘조선족’이라는 야박한 표현

으로 바꿔 불리게 되었다. ‘조선족’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

국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한족을 빼고 13번째로 많은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재중 한인을 가리키는 중국의 공식 용어다. 그러나 법무부 자료에서는 ‘한

국계 중국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니 ‘조선족’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공식 

용어가 아니다. 

KBS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 학당에서 ‘우리 연변에서는

~’으로 시작하는 허풍쟁이 이미지로 재현되던 조선족의 모습은 우습지만 

친근했다. 그런 조선족의 이미지는 영화 <댄서의 순정>(2005년)에서 ‘국민 

여동생’ 소리를 듣던 문근영을 통해 자본의 힘에 팔려와 공권력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를 돌이켜보게 하는 애처롭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이 되는 징검다

리였다. 

‘조선자치주 댄스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한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언니 대

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으로 온 채린은 조선족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며 

뭐라도 하기 위해서는 영세(박건형)와 위장결혼을 해서 체류 자격을 확보한

다. <댄서의 순정>은 리얼리티를 배제하고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영새의 주

거 공간, 화려한 댄스스포츠 의상과 무대가 주는 시각적 판타지와 간드러지

게 ‘아즈바이~’를 부르는 애교 섞인 목소리가 주는 청각적 판타지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면서 연변 자체를 판타지로 만들면서 조선족 문제를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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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대신 상업영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 상황, 사건을 구성하는 장식적 

요소로 소비했다. 

그렇게 조금 낯설면서도 친근하던 조선족의 이미지는 연변의 택시운전사 

구남(하정우)이 한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아내를 찾기 위해 불법적으

로 위험천만한 뱃길로 황해를 건너 청부 살인에 말려드는 살육극 <황해>를 

통해 소름끼치게 무시무시한 살인자 무리로 바뀌었다. 치정과 불신 때문에 

사람 죽여 달라고 돈뭉치를 건네며 병에 걸려들게 한 건 한국사회다. 힘들

고 보수 적은 일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 치정 살인조차 조선족에게 떠맡기고

서는 그 뒷감당을 못해 서로 쫓고 쫓기며 죽고 죽인다. 여기서 조선족 사회

는 돈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며, 연락 끊긴 가족을 대뜸 오입질에 

넋 빠진 원수 취급하는 모진 세상으로 그려진다. 

나홍진 감독의 <황해>가 한국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조선족을 상상하고 재

현한 영화적 악몽이라면, 장률 감독의 <망종>은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지를 실제로 드러내는 현미경이다. 중국에서 소설가이자 중

문학 교수로 재직했던 경력을 가진 조선족 감독 장률은 첫 장편영화 <망종

>(2005년)에 이어 올해 개봉한 <두만강>(2009년)에서도 중국 안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는 조선족을 그리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주로 조선족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던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 

공동체를 떠나 도시지역으로 재이산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문제, 소

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망종>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리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김치를 팔아 생활하는 조선족 순희가 팔고자 하

는 것은 자신의 노동과 문화가 집약된 생산물인 김치이지만, 남성들은 그녀

로부터 김치를 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성’만을 탐한다. <망종>은 여성

으로 사는 게 처절하다는 이유로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않는 상황에서 조

선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인 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조선

족을 소재로 써먹는 영화든, 정치적으로 현실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든 조선

족 문제에서 가장 밑바닥 어두운 그늘에 여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만강>에서 장률 감독은 카메라를 자신의 실제 고향이자 순희의 고향이

었을 연변으로 가져간다. 할아버지와 말 못하는 누이와 살고 있는 소년 창

호의 어머니는 연변의 다른 많은 어른들처럼 한국으로 돈벌러 떠나 가끔 전

화로나 서로의 그리움을 나눌 수 있다. 연변의 조선족 사회에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넘어 식량을 구하러 오는 북한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든다. 굶주린 

북한 사람들은 작정하고 기획 탈북을 하기도 하고, 조선족 마을에서 식량을 

얻거나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강간도 저지른다. 소년 창호에게 한국으로 

떠난 엄마는 여전히 그리운 가족이고, 병든 동생을 위해 음식을 구하러 오

는 북한 소년은 함께 축구를 하고픈 벗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조선족을 

차별하고 의심하듯, 중국 당국과 조선족 사회도 북한 동포를 꺼리고 몰아내

려 한다. 

이렇듯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 사이에서 제대로 고정되지 못하고 떠도

는 조선족의 이미지 때문에 백청강은 <위대한 탄생> 우승을 향해 가는 과정

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근거없는 비난에 시달리고, 조선족의 몰

표로 우승한 것이라는 시샘도 받았다. 그러나 마침내 백청강은 자신과 한국 

대중 사이에서 ‘조선족’에 대한 색안경을 벗겨내고, 스스로를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같이 즐기고, 그 노래로 우리를 더욱 흥겹게 만드는 친근하고 성실

한 이웃이자 충분히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스타의 모습으로 바꾸어냈다. 

자신이 받은 상금 가운데 음반제작비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보육원에 기부

하는 인정 많은 백청강은 그러나 여전히 ‘동포’보다는 ‘연변청년’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마이너로 부류되는 많은 종류의 소

수인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남아 있다. 백청강은 태어난 지역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표면에 떠오르지 못한다. 그

러나 문화예술 컨텐츠들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마이너 인생들에게 새로

운 가능성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시선도 역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새로운 영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방에서 태

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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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HONG HAN (ART CRITIC)

그 시작은 비록 보잘 것 없었으나,

키치와 뒷골목 문화. 최근에까지 마이너 장르로 여겨지던 이들 낯선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최근 대중과 기업의 주목을 받

으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도시의 예술로 주목받으며 이제는 당당히 현대 미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그래

피티는 196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마이너 아티스트들의 저항 의식을 담은 메시지에서 시작했다. 근엄하고 경직되어 있던 

기존 엘리트 미술에 반기를 든 키치적 감성의 아티스트들은 흔히 조잡하고 경박하게 여겨졌지만, 대중은 평단의 평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해하기 쉽고, 정서적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캐릭터와 함께 즐겁게 한 번 보고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만 한 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메시지까지 담은 마이너 아티스트들의 작품은 이제 거리와 뒷골목을 벗어나 세계 

최고의 미술관들이 앞다투어 모시는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아이러니 덩어리, 제프 쿤스(Jeff Koons) 

미술계의 스캔들 메이커, 키치의 황제라는 유명세와는 달리 전시회나 공공 

행사에 등장하는 제프 쿤스는 언제나 넥타이에 날렵한 슈트를 입고 옷맵시

를 자랑한다. 그가 미술을 시작하기 전에 증권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의 패션 센스도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

을 자랑하며 최고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모셔가기 바쁜 셀러브리티 아

티스트 반열에 올랐으나, 그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았다. 20세기

에 앤디 워홀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제프 쿤스라는 말처럼 시대를 대표하

는 팝아티스트이지만,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는 그의 초기 작품들은 보는 이

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적나라한 면이 많아서, 예술과 쓰레기 사이를 오

고 간다는 평도 들었다. 사실, 이것은 쿤스의 의도이기도 하다. 지난 2008

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현대미술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면서 그 첫 

번째 아티스트로 제프 쿤스가 선정되자, 그는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랑스 최고의 문화재를 경박한 현대미술이 더럽힌다는 거센 비난에도 불

구하고, 그의 전시회는 절대 권위주의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마저 더할 나위 

없이 가볍고 유쾌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제프 쿤스 작품의 가격과 가치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보내진다. 그러나, 대중은 상관없다. 제프 쿤스의 작품 앞

에서 사진을 찍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중충한 대도시에 놓인 그의 거대한 

조각들은 실상과는 달리 금방이라도 하늘로 떠오를 것 같은 환상과 함께 

상큼한 컬러로 현실을 잊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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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미술관으로, 키스 해링(Keith Haring) 

‘41번가 6th 애비뉴에서 F라인을 타기로 했다. 조금 전까지 감돌던 화려한 

거리와 대조적으로 지하철역은 어둡고 칙칙하다. 오래된 광고를 가리기 위

해 붙여둔 검은 종이가 눈에 들어온다. 순간 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

에 사로잡혔다. 얼른 거리로 뛰쳐나가 분필을 샀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다! 뉴욕에 와서 지난 2년 동안 내가 지켜보며 관찰했

던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이다.’- 키스 해링, 1980

두꺼운 아우트라인으로 간결하게 그린 사람의 형상과 도드라져 보이는 레

드 컬러의 하트로 유명한 키스 해링은 1980년대의 뉴욕 스트리트 컬처에

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쳤으며, 지하철역 그림 

(Subway Drawing)은 뉴욕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소통을 꿈꾸는 팝아티스트이자, 사회운동가였던 그는 탄생과 죽음, 사랑과 

성 등의 보편적인 주제들을 단순한 선과 명쾌한 메시지로 표현해 지금까지 

잊히지 않고 있다.

전 세계를 여행 중인 고양이, 또마 뷔유(Thoma Vuille)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함박웃음, 통통한 노란색 몸, 가끔은 흰색 날

개를 달고 조금씩 다른 포즈로 달리거나 날고 있는 고양이. ‘또마’라는 이 고

양이는 그래피티 캐릭터이다. 1997년 오를레앙의 한 미술학교에 입학한 또

마 뷔유는 파키스탄의 어린 소녀가 그린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

다. 소녀는 이 고양이가 사방에 웃음을 전해주는 특별한 고양이가 되길 원

했고, 뷔유는 이 신선한 미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행복과 평화를 상징하

는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했다. 이후 그는 프랑스 전역에 또마 벽화를 제작했

는데, 파리에만 약 80마리가 넘는 또마 고양이가 벽에 살고 있다. 프랑스를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에까지 이어진 또마의 여행 스토리는 

2008년 서울로도 이어졌다. 한강 교각, 서강동의 벽, 프랑스 문화원 도서관, 

아트선재센터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또마의 행복한 웃음은 소박하지만 특

별한 감성으로 행복을 원하는 이들에 의해 ‘모두를 위한 예술’로 승화된 경

우이다. 우리가 또마를 다시 볼 수 있는 다음 공간은 어디일까? 

THOMA VUILLE, TTOMA AT TTOM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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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AVEST [              ]

TEXT  INNOCEAN WORLDWIDE
PHOTOGRAPHY  LEE SEUNG JUN

1. 메이필드 호텔 가든 파티 전경 

2. 안건희 대표 축사    

3. 6기 신입사원 축하공연    

4. 가수 김태우 축하공연 

1. View of garden party held in  

 Mayfield Hotel

2. President Ahn, Kun-Hee  

 delivers congratulatory speech

3. Performance by new recruits

4. Performance by singer Kim,  

 Tae-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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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주년 기념 포토월 이벤트 1

6.  신임팀장과 신입사원 대표의 답사 

프레젠테이션 

7. 6주년 기념 포토월 이벤트 2

8. 저녁만찬

9. 브릿지 게임 1

10. 브릿지 게임 2

5. Photowall event 1

6. Answering speeches by new  

 team leaders and new recruits

7. Photowall event 2

8.  Dinner

9.  Bridge game 1

10.  Bridge game 2



THE BRAVEST [              ]

TEXT  EDITORIAL DEPT.

공간 안에 이노션을 담다 

일하는 공간은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대하는 자세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디자인적 영

역에서만 용감했던 것이 아니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담아

낸 예술적인 시도로서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공간을 바라본다.  

A workspace is just like a portfolio demonstrating the attitude 
those working in the space have toward their work. Let’s take 
a look at the space design at INNOCEAN Worldwide: an artistic 
attempt to display the spirit of the company bravely rising to the 
challenge of innovation.

52



53



54

광고대행사의 공간 디자인은 그 기업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성을 녹여내고 감성을 자극하여 보다 더 훌륭한 퍼

포먼스를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혁신이다. ‘이

노-스페이스(inno-Space)’라고 명명된 이노션 월드와

이드의 공간 리뉴얼 작업은 지난 6년간 전례 없는 성장

을 거듭하고 있는 성공 스토리와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을 비롯하여 해외 15개 오피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으로서의 면모를 백지 삼아 성공적인 크리에이티브를 

실현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사의 6개 층에 걸쳐 진행된 이번 리뉴얼 작업은 강력

한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

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확고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다. 글로벌 매거진 미디어인 <모

노클(Monocle)>은 이번 작업에 대한 단독 기사를 통해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이라는 문화적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를 이루어냈다고 보도했으며, 성공적인 기

업의 이미지화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예

를 들어, 직원들을 위한 라운지로 사용되는 3층이나 지

하 1층의 다이닝 공간은 부드러운 곡선과 오크 소재의 

가구를 낮게 배치하여 한국의 전통적 미감을 반영한 반

면, 23층의 접견실에는 1930년대의 유럽풍 빈티지 가구

와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소품을 함께 어울리

도록 한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다. 이 접견실 인테리어 

디자인의 메시지는 서로 각기 다른 개성으로도 아름답

지만 함께 협업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는 기업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같은 층의 세미

나 룸은 세계적인 스타 디자이너인 부훌렉 형제(Ronan 

& Erwan Bouroullec)와 비트라(Vitra)가 마치 자연 그 

자체를 상징화하여 제작한 듯한 ‘식물성’ 의자(Vegetal 

Chair) 90여 개로만 채운 감각적인 공간으로 완성되었

다. 모든 직원이 감성과 지성을 채우는 곳인 세미나 룸

의 베지털 의자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연의 본질적인 

힘을 창조적 영감으로 연결하는 주인공으로 보인다. 

20층 로비에 도착하면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고 있

는 한국의 목가구 디자이너 배세화의 작품이 한눈에 들

어온다. 배세화의 작품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세계적으

로 성장하고 있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현재와 미래를 

예술적인 언어로 표현해낸 최선의 선택이다. 같은 층에 

위치한 컨퍼런스 룸에는 수공으로 완성해 나무의 살아 

있는 질감이 그대로 표현된 월넛 소재 테이블에 모던한 

비트라의 AC 4 체어를 놓아, 자연과 사람의 호흡이 순

간적으로 응축된 듯한 힘을 보여준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새로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은 바로 브랜드 에센스 그 자체이다. 창조적인 감성을 

시각적인 언어로 풀어낸 공간 리뉴얼 작업은 이노션 월

드와이드가 미치는 어떤 영역에서도 그 정신을 유지해

나갈 근본이 되어줄 것이다. 



55

1. 23층 세미나 룸 (앞 페이지)

2. 배세화의 작품이 보이는 20층 로비   

3. 서로 다른 소재의 결합이 돋보이는 23층 접견실   

4. 따뜻한 나무 질감을 강조한 3층 전경

5. 지하 1층 이노라이브러리

6. 20층 이노카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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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ce design shown in a communications 

company aims to inspire creativeness and stimu-

late the emotions of employees to generate great-

er performance. It is in this sense that we can 

consider it an “essential innovation.” The renew-

al of the INNOCEAN Worldwide office building, 

named “Inno-Space,” is an innovation signify-

ing six years of unprecedented growth and the 

strength of the global communications compa-

ny, which has fifteen global network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S., Europe, India and China. 

The six renovated floors of the building have been 

receiving pretty high evaluations for how they 

successfully reflect the solid image of INNOCEAN 

Worldwide. <Monocle>, a global magazine cov-

ering international affairs, business, culture and 

design, says in its article that Inno-Space shows 

a perfect harmony between Seoul’s 600 year cul-

tural tradition and its modern history. It also high-

ly appreciates how the company’s success has 

been visualized. The Lounge on the third floor and 

the cafeteria on the basement level reflect a tradi-

tional Korean sense of beauty with their inclusion 

of softly curved oak furniture while Reception 

Room on the 23rd floor boldly juxtaposes 1930s 

European-style vintage furniture with trendy 

design artifacts. The Reception Room interior 

seems to be symbolic of the company’s philoso-

phy that each employee has a different innova-

tive power, which is beautiful itself, and they can 

generate ever greater results as a cohesive whole 

that far exceeds its individual components. The 

Seminar Room on the same floor has a modern 

design that includes 90 “Vegetal Chairs” (based 

on the shapes of vegetables) made by Ronan & 

Erwan Bouroullec’s. These Vegetal Chairs serve 

to link the unstoppable force of the nature to cre-

ative inspiration.

Arriving at the Lobby on the 20th floor, you will 

be greeted by the work of Bae Sehwa, the lead-

ing Korean artist who designed the amazing and 

heart warming wooden furniture. The cool furni-

ture by Bae Sehwa superbly expresses the pres-

ent and future of INNOCEAN Worldwide, with its 

roots in Korea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artistic expression. A handmade walnut 

table that shows the texture of the wood and “AC 

4” chairs can be found in the Conference Room 

located on the same floor, giving one the sensa-

tion that the breath of the nature and humani-

ty has been momentarily condensed to a unified 

expression. 

The new space in INNOCEAN Worldwide coveys 

the “brand essence” of the company. The space 

design, which turns a sharp creative sensibili-

ty into a vivid and affecting visual language,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supporting INNOCEAN 

Worldwide in its future ende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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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

IWUK
INNOCEAN Worldwide UK 
(London, Ju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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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S
INNOCEAN Worldwide Spain 
(Madrid, Nov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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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R
INNOCEAN Worldwide Russia 
(Moscow, Jan 2009)

Nanjing
INNOCEAN Worldwide China 
Nanjing office (Nov 2008)

IWC SH
INNOCEAN Worldwide China 
(Shanghai, Nov 2006)

*IWC BJ
INNOCEAN Worldwide China 
(Beijing, De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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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Au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Sydney, Aug 2008)

The launching advertisement for 

Kia Motors’ Sportage has received 

back-to-back awards at international 

commercial festivals. The “Grow Up, 

Not Old” ad made by IWAu won the 

silver award in the Craft section at 

the 2011 The AWARD held in Sydney, 

Australia, on Feb. 25. On March 17, it 

also received the silver award in the 

Film Craft Lotus section of ADFEST 

2011, one of the largest advertisement 

festivals held in Asia. The company 

has made such achievement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s it was first 

established only in August 2008.

이노션 호주법인(IWAu)이 제작한 기아자

동차 스포티지 런칭 광고 ‘Grow up, Not 

old’가 연이은 국제 광고제 수상으로 세계

적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 이 광고는 지난 

2월 25일, 호주 시드니 캐리지 웍스에서 

열린 ‘더 어워드(2011 The AWARD)’에서 

Craft in Film 부문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3

월 17일에 개최한 아시아 최대 광고제 ‘애

드페스트(ADFEST 2011)’에서도 Film Craft 

Lotus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IWAu는 지난

해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스파익스 아시

아(Spikes Asia 2010)’에서 i45(YF소나타) 

광고 ‘Falling Water’로 Crafts 부문 동상과 

ACSA(호주촬영협회 광고제) 금상을 수상

하는 등 2008년 8월 설립 후 단 기간 내에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IWCa
    INNOCEAN Worldwide Canada 
(Toronto, Jan 2010)

The “Live Smart” campaign created 

by IWCa for Hyundai Motor received 

the bronze award in the “Excellence 

in Branding” section at the 89th 

Marketing Awards held on June 15. 

Earlier, the campaign had drawn 

keen attention for its pursuit of zero 

carbon emissions from start to end. 

Just as the ad ends with the copy 

“This commercial was made with no 

carbon footprint,” many agreed that 

the ad ably demonstrated Hyundai 

Motor’ commitmen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producing vehicles.

Last year, the commercial received 

keen recognition at such large-scale 

international award festivals as the 

“Communications Arts/Interactive” 

and “The15th Annual Webby Awards.”

이노션 캐나다법인(IWCa)에서 제작한 현

대자동차 ‘Live Smart’ 캠페인이 2011년 6

월 15일, 캐나다 최고의 광고 마케팅 전

문지인 <Marketing Magazine>에서 주

최하는 종합 광고제 ‘제89회 마케팅 어

워즈(The 89th Marketing Awards)’에서 

Excellence in branding 부문 동상을 수상

했다. 이 캠페인은 광고 촬영의 전 과정을 

‘탄소 배출 제로’의 환경에서 제작해 화제

가 된 바 있다. ‘광고 제작을 위해 이산화

탄소를 쓰지 않았다’라는 마지막 카피처

럼 환경까지 생각하는 현대자동차의 진정

성이 느껴지는 광고라는 평가와 함께 지난

해 ‘Communication Arts/Interactive’, ‘The 

15th Annual Webby Awards’ 등 대규모의 

국제적인 어워즈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IWE
INNOCEAN Worldwide Europe 
(Frankfurt, Jul 2007)

IWE RHQ, a very multicultural organ-

izat ion with many nat ional i t ies, 

organizes a ‘Town Hall Meeting’ as 

regular internal event in the beginning 

of the month. This meeting has two 

main objectives; “Secret Sharing” and 

“Friendliness.” Through this meeting 

staffs have the opportunities to better 

understand their colleagues, as well as 

business.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다문

화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이노션 유럽지역

본부(IWE RHQ)에서는 ‘시크릿 쉐어링’과 

‘프렌드쉽’을 목적으로 매달 초 전 직원이 

모여 타운 홀 미팅을 연다. IWE RHQ 직원

들은 타운 홀 미팅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회사 비즈니

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앞

으로도 동료애와 소속감을 동시에 만족시

켜주는 미팅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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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Q office

IWI
    INNOCEAN Worldwide India 
(New Delhi, Nov 2005)

IWI held an event to unveil New Verna 

of Hyundai Motor, on May 11, at the 

Taj Palace Hotel in New Delhi. The 

event was attended by about 200 

people, including journalists from such 

media as NDTV, CNBC and The Times 

of India, along with local dealers and 

advertisers. Observers say that many 

Indian people were surprised and 

impressed by such large-scale and 

high-tech performances, the likes of 

which they have rarely experienced 

before. 

이노션 인도법인(IWI)이 2011년 5월 11일, 현

대자동차 ‘뉴 베르나(프로젝트명 RB)’ 신

차 발표회를 가졌다. 뉴델리 따지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NDTV, CNBC, 

Times of India 등 언론매체와 현대자동차 

현지 광고주 및 델리 지역 딜러단을 포함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

규모 3D 홀로그램 기법을 활용한 감각적인 

쇼와 인도 유명 가수 샨(Shaan)과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현악기밴드 ‘일렉쿠키’의 등

장으로 큰 호응을 얻어 냈다. 인도 현지에

서는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웅장한 스

케일과 최첨단 이벤트 기법을 대거 동원한 

예술적 연출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

운 감동과 놀라움을 주었다는 평이다.

INNOCEAN Worldwide 
HQ 
(Seoul, May 2005)

*IWA
INNOCEAN Worldwide Americas 
(Huntington Beach, CA, Dec 2008) 

On May 13, INNOCEAN Worldwide 

HQ held a ceremony at the Mayfield 

Hotel to mark the six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At the garden 

party-style ceremony, Ahn, Kun-

Hee, the President of INNOCEAN 

Worldwide, unveiled the company’s 

new corporate philosophy framework, 

which consists of four elements: 

management philosophy, vision, 

core values and action principles. 

He urged employees to share the 

newly-unveiled corporate philosophy 

under the slogan “Discover the 

innovative power in you” and called 

for their cooperation in creating 

a new corporate culture. Praising 

the employees for helping turn the 

company into the leader in the field, 

he vowed to provide his full support 

to ensure that they all grew into the 

most competitive advertising men in 

the world. His speech was followed 

by the answering speeches by newly 

appointed team leader and the 

representative of new recruits.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2011년 5월 13일, 창

립 6주년을 맞아 메이필드 호텔에서 가

든 파티 형식의 창립 기념식을 열었다. 안

건희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경영철학, 비

전, 핵심가치, 행동강령 4가지 요소로 이

루어진 새로운 경영이념체계를 발표했다. 

더불어 이날 선포된 ‘Discover innovative 

power in you’라는 비전 슬로건을 포함한 

경영이념체계의 공유를 통해 이노션의 기

업 문화를 전 직원이 함께 창조해 나가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6년 만에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최고의 자리에 오

른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격려의 

뜻을 전하고, 임직원 개개인이 최고의 경

쟁력을 가진 광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신임

팀장과 신입사원 대표의 답사 프레젠테이

션, 전 직원이 참여한 퀴즈대회, 공채 6기 

신입사원과 가수 김태우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진 행사는 전 직원이 5월의 녹음 아래 

하나로 어우러진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After winning the Golden Bear Award 

for best short film at the 61st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ight 

Fishing” (Paranmanjang) had the honor 

of being invited to the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and screened on June 23. The movie 

was produced by world renowned 

director Park, Chan-Wook and his 

brother Chan-Kyong. The movie drew 

attention from the beginning as it was 

produced using a smart phone. It is 

unprecedented that a movie receives 

an invite just for a screening regardless 

of the competition at the festival. It is 

very meaningful that Korea had the 

chance to demonstrate its creativity 

to the world by screening a movie 

produced in an unconventional way.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 영화제 수상의 영예

를 안았던 박찬욱-박찬경 감독의 KT 스

마트폰 영화 <파란만장>이 2011년 6월 23

일, ‘2011 칸 국제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

벌(구 칸 국제광고제)’에 공식 초청되어 상

영회를 열었다. 이번 상영회는 이례적으

로 출품이나 심사와는 무관하게 조직위원

회의 초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영화 작품

이 국제광고제의 초청을 받은 이유는 이 

영화가 창조적이고 기발한 스마트폰 마케

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는데 있다. 프

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새로운 시도였던 <

파란만장>이 국제영화제 수상에 이어 전 

세계 광고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 

초청된 것은 한국의 크리에이티브를 널리 

떨치는 계기로 의미가 깊다. 

IWA opened its office in Chicago 
on May 2. The North River area, 
where the new office is located, is 
known as a trendy location where 
many trend-setting and creative 
people work. The office provides 
the optimal environment for its 
workers to come up with creative 
and insightful ideas by allowing 
them to enjoy diverse buildings 
and modern landscapes through 
its all-sided glass windows. IWA 
is also continuing its efforts to 
provide a creativity-driven working 
environment for its workers in 
other areas as evidenced by the 
Sea Building located in Huntington 
Beach, a paradise of surfers, and 
the IWCa located in the Brick & 
Beam area of Canada, home to 
many creative powerhouses in the 
advertisement industry.

이노션 미국법인(IWA)이 2011년 5월 2일, 

시카고에 새로운 사무소를 오픈했다. 시

카고 사무소가 위치한 리버 노스(River 

North) 지역은 최근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들을 재정비하며 이노션 이외에도 갤

러리, 디자인/건축 회사 등 크리에이터들

의 오피스가 모여드는 가장 트렌디한 장소

이다. 360도 전경 창을 통해 시카고의 다

양한 건축물의 코스모폴리탄적인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곳은 이노션만의 크

리에이티브와 인사이트를 만들어 낼 최

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노션 미주

지역본부(IWA RHQ)는 이번 시카고 사무

소 이외에도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서퍼

의 고향 헌팅턴 비치에 위치한 IWA의 Sea 

Building, 광고계의 Creative Power House 

들이 모여 있는 캐나다 토론토 Brick & 

Beam 지역에 위치한 IWC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피스 환경까지 크리에이티브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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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월드와이드와 만나는 가장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Life is 

Orange>. 마케팅적인 시각으로 키워드를 풀어내며 인터뷰어와 필진

으로 참여해주신 마케팅본부 박재항 이사, 브랜드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근한 소장과 팀원들, 멀리 호주에서 원고를 위해 도움주신 최익창 

법인장 외 IWAu 식구들, 다양한 부서의 협업을 통한 기아자동차의 크

리에이티브 전략을 소개해주신 조광익 차장, ‘우주대스타’ UV를 만나

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한줄기 빛으로 다가왔던 정건영 대리, 

마지막으로 ‘Thinking Minor, Living Major’란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한 아이퍼블릭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Words by 이지숙 부장 & 박성은 대리 

UV +   이노션 월드와이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아마도 일반적인 언론과의 인터뷰와는 달랐을 UV와 이노션 월드와이

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의 만남.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용어들로 인해 초반에는 UV도 당황해하는 듯 

했지만, 이내 열정적인 탐구 의식을 발휘한 서대웅 차장과 김윤정 대

리, 김의영 사원, 김효중 사원의 질문 세례에 그들도 점차 적응해 나갔

다. 꼼꼼하게 인터뷰 질문지부터 준비해준 서대웅 차장과 초반 까칠해

보이기도 했던 UV마저 ‘재미있었다’고 말하게 만든 브랜드커뮤니케이

션연구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Scott Lambert

(of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AD FEST’, ‘The AWARD’ 등 올

해 국제광고제에서 연이은 수상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호주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 광고의 크리에

이티브 디렉터 스콧 램버트. 그는 

‘Thinking Minor, Living Major’라

는 키워드가 광고를 만드는 사람

에게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말이라고 전한다. 주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의 결합은 우리가 기

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콘셉트로 만들어내

기 때문이다. 극과 극은 끌린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범수 기자 SUNG BUM-SOO

(패션매거진 <아레나> 패션 디렉터)

남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패션 솔

루션을 제공하는 <아레나> 매거

진의 성범수 패션팀장은 기자로

서 셀러브리티 급에 속하는 사람

이다. 이미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에서 케이블 TV의 패션 스타일링 

프로그램에서 글 솜씨 못지 않은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

다. 패션에 있어 마이너 컬처 혹

은 마이너 아트와의 결합은 새로

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자 일종의 공식이다. ‘Thinking Minor, Living Major’라는 키워드를 시

각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인 패션의 속성과 최근의 흐름을 유

연하게 짚어낸 그의 글에서 그 생생한 현장감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김난도 교수 KIM NAN-DO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시대의 멘토’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김난도 교수의 연구실에

서 진행된 인터뷰는 이노션 월드

와이드 마케팅본부 박재항 이사

의 진행으로 그 어떤 인터뷰보다

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다. 2011년 상반기 내내 베스

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내

용과 <Life is Orange>의 키워드 

‘Thinking Minor, Living Major’는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많았다. 그는 막연하게 메이저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야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의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깝다고 했다. 멘토 그리고 트렌드 전문가라 불

리는 그만의 따뜻하고도 냉철한 시각이 발휘될 그의 다음 저서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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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내 놓는 두 번째 오렌지, <Life is Orange> 여름호는 시대의 젊은 영혼들과 교감하는 멋진 이야기들로 

채웠습니다. ‘우주대스타’로 대한민국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주로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UV와 

이노션 월드와이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의 한바탕 탐색전, 불안한 젊은 영혼을 위한 특약처방서인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시대의 멘토에 등극한 김난도 교수와의 대담, 그리고 소수의 한계, 변방의 문화까지 

멋지게 끌어안고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국내 캠페인과 호주의 광고에 이르기까지. 

<Life is Orange>는 이 선명한 오렌지 컬러처럼 명백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젊은 세대에게 주목합니다. 

지금, 그 세력이 미미해 보이더라도 그들을 움직이는 힘들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의 주류적 가치로 떠오

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때가 되면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한 발 앞서, 새로운 마이너 코드의 감성을 찾아나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 것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