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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0년을 주기로 세대를 구분 짓던 방식은 벌써 옛일이 되고, 나이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만

이 새롭다고 말하는 방식도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세대’라

는 이름으로 구분되고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주목해왔습니다. 이들의 변화와 열정이 

바로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과 성과로 무한한 가능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던 ‘선’을 

간단하게 넘어서버리기도 합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안에서도 이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세

대들이 우리의 항해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공존하고 협업할 때의 결과야말

로 우리가 늘 꿈꾸던 창조의 신기원으로 한발 더 다가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노션 월

드와이드는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발생하고 있는 세대의 분화를 환영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문화를 갖추어가는 그들이 있기에, 진화는 늘 아름다운 결과

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 봄, <Life is Orange>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노션 월드와이드 매거진도 일 년이

라는 사이클을 마감합니다. 늘 통찰력을 발휘한 키워드로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예민하게 포

착하려 노력한 <Life is Orange>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 년 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대표이사 사장 안건희 

We Focus on 
the Anoth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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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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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스물두 살을 살고 있는 

김연아. 그녀에게 2011년과 2012년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불모의 영역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성과를 내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셀러브리티로서, 스포츠 외교뿐 아니라 유니세프, 

장애인 올림픽 홍보대사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얼굴로서 잠시 스케이트를 벗은 

김연아에게 세상은 더 큰 경기장일지도 모르겠다. 

Let’s Talk 
About      
Queen 
YuNa Kim
김연아,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INTERVIEW  KIM JIN (INNOCEAN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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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라는 무대가 

4년에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두 번 경험하게 되는데, 안 

떨릴 수는 없겠죠.

어떤 일이든지 준비가 

잘되어 있으면, 실전에서 

떨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무대 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확신하는 데에서 오는 

자신감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한 만큼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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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 세계 최고의 자

리에 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인지, 이 아름답고 

확고한 표정의 피겨 퀸에게서 스물두 살의 신선함을 발

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쿠페 신차 발표회가 열리는 전남 영암의 코리

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만난 김연아와 이노션 월드와

이드의 2년 차 AE인 김진과의 인터뷰는 스스로를 새로

운 세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에

서 출발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 안녕하세요? 바쁜 스

케줄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김연아 선수를 만나는 영광

을 안게 된 이노션 월드와이드에서 광고 AE를 맡고 있

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김연아 선수의 근황이 궁

금한데요. 요즘 학교 생활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는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김연아 저는 운동을 하느라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올림

픽 준비를 하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하다 이제야 대학

생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학교에 가면 저를 알

아보시는 분이 많아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 가서 대부분 제 전공 

위주의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학교에 나오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덕분에 조용히, 잘 다니고 있습

니다. 

이노션 그래도 오랜만의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있

을 것 같은데요? 

김연아 일단 제 전공이 대부분 체육특기생들이 들어오는 과라서 교수님도,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선수 출신이 많아요. 서로 이해를 많이 해주죠. 

교양 수업을 들을 때는 좀 힘들기도 해요. (웃음)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학

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낯설어한다는 것이죠. 

이노션 올해에는 학교 생활과 방송 활동, 스포츠 외교 활동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본 일 년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보았던 것 이

외에 다른 관심 가는 분야는 있나요? 

김연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고, 지금껏 선수로 살았고, 또 제가 가

장 잘 아는 분야가 운동이어서, 나중에도 피겨 스케이팅과 관련된 일을 하

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노션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운동 이외에 하고 싶은 일은? 예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여행 가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 적도 있는데. 

김연아 저도 그런 대답을 하면서 ‘에이, 이게 당장 가능하겠어?’라고는 생

각했어요. (웃음) 아직 그런 소원에 어울릴 만한 여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경기를 위해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은데, 여러 나라를 가더라도 

겨우 경기장이나 호텔에 머무르다가 돌아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런 나라들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꼭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노션 당신은 어린 나이에 성공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간 새로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성공과 관심이 부담스러웠

던 적이 있나요?  

김연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마 그런 시간에도 저는 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일에 집중하는 시간도 모자라던 때여서, 주변의 시선에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했어요. 관심이 부담스러웠다기보다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시간들

이었어요. 선수 생활이란 매년 똑같은 스케줄로 일 년을 보내는 것을 의미

해요. 비시즌에는 시즌을 준비하고, 올림픽 전에는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

하고요. 요즘에는 주변에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그런 조언들을 참고해 이제부터의 일들은 

천천히 결정하고 싶어요. 

이노션 선수로서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본 경

험도 있는데, 그런 무대에서는 실력 이상으로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AE로서 제 자신의 무대를 갖게 될 때 떨면 안 된다는 생각

을 많이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긴장감을 컨트롤하는 노하우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김연아 원래 제 성격이 결과를 미리 걱정하고, 그런 소심한 면이 없어요. 결

과가 나오면 그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4

년에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두 번 경험하

게 되는데, 안 떨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경기를 경험해서인

지 올림픽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올림픽이라는 경기 때문

에 제 인생이 크게 변하고, 그 경기 하나로 제 인생 전체가 평가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올림픽 무대에서, 특히 여자 싱글 경

기에서 이변이 많았어요. 금메달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던 선수들이 정

작 올림픽에서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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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 금메

달을 못 따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마음을 비웠더니 연

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실전에서 떨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무대 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확신하는 데에서 

오는 자신감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한 만큼 결과도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노션 당신은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패션, 뷰티 분야

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어떤 

점이 이런 면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이 기술 이외에도 외모적인 부분

을 중요하게 보니까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코스튬도 그

렇고요. 아무리 선수가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해도 외적

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잘 조화가 안 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음악과도 잘 어울리고, 경기에서 전체적으

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잘 맞아야 하니까요. 시

즌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평가도 듣고 고칠 수 있는 부

분은 계속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아마도 피

겨 스케이팅의 이런 면 때문에 저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노션 일상 패션이 아닌데도 김연아 선수가 시즌을 시

작하면서 코스튬이 공개되면 패션 전문가들이 등장해

서 평가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패션이나 뷰티에 관심이 

많나요? 

김연아 제 나이 또래만큼의 관심? 아니 어쩌면 그만큼

도 아닐지 몰라요. 제 나이 또래보다 바쁘게 지내니까요. 

이노션 올해가 김연아 선수가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후

에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는 첫 번째 비시즌일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김연아 좋아요. (웃음)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게 새해는 

시즌 중반에 오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다는 그런 기분

을 제대로 느낀 적이 없어요. 3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

이 끝나야 한 해가 지났구나 하게 되죠. 올해는 올림픽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새 프로그램 준비하고, 4월에 세

계선수권 경기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계속 평창올림

픽 준비 때문에 10월까지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니 올해에는 제대로 된 새

해를 맞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6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

을 하게 될 날을 정말 기다렸거든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런 생

활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대학생으로, 제 나이 또래의 여학생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된 점이 좋아요. 

이노션 김연아 선수가 잠시 경기를 쉬면서 맞게 된 이 평화로운 시절에도 

사람들은 당신의 다음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편으로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이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광고를 꿈꾸면서 광고인이 되려고 노력했고, 제가 정말 원하는 광고 

회사에 들어와서 일단 첫 번째 꿈은 이룬 셈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꿈이

나 목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요. 쉽게 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

서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김연아 선수가 두 발 자전거를 못 

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김연아 보조 바퀴를 단 자전거까지는 타봤어요. 잘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

데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 

몸을 다치면 안 되니까요. 

이노션 저도 3년 전까지 못 탔어요. 나름 도전을 하겠다 해서 두 발 자전거

를 타게 되었어요. 바쁜 생활 중에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 생각은? 

김연아 일단 경기를 앞두고 힘들게 훈련하는 생활에서 잠시 벗어난 것만으

로도 만족해요. 지금은요. 

이노션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신에게 연하장을 쓴다면? 내년에

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김연아 행복하게 잘살 것! (웃음) 새로운 일을 많이 경험했고, 모두 잘 마무

리되어서 다행인 한 해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학교 생활도 시작했고, 모

두들 제 다음을 궁금해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시작했거든요. 그

래서 지금까지처럼 무엇이 주어지든 잘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반 위의 대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일구어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가 어리다

고 해서, 아직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포장하는 데 서툴다고 해서 그녀만의 

퀄리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연아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불가능

을 가능으로 만든 스포츠 선수이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대표한다. 잠시 스케이트화를 벗었지만,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새로운 얼굴로 김연아의 2012년은 또다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

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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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반 위의 대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일구어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가 어리다고 해서, 아직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포장 하는 데 서툴다고 해서 

그녀만의 퀄리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연아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스포츠 선수이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대표한다. 

잠시 스케이트화를 벗었지만,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새로운 얼굴로 김연아의 

2012년은 또다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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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 세션, 그들만의 제국이 시작된다 

INTERVIEW LEE YOON JU (INNOCEAN WORLDWIDE)

울랄라 세션은 한동안 대한민국을 휩쓸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종결자이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뛰

어난 실력, 그리고 네 명의 특색 있는 멤버들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스타성, 게다가 리더인 임윤택의 투병 사실과 그를 이겨

내는 인간승리의 가슴 찡한 스토리는 이 이상의 오디션 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파괴력을 선보였다. 전문

가에서부터 그들의 팬에 이르기까지 울랄라 세션이 <슈퍼스타K> 우승자에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이 보여

준 에너지와 당당함 그리고 실력만으로도 그들이 아이돌과 추억이라는 코드에 사로잡힌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지각변동을 

일으켜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직 감사 인사를 하기에도 바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

을 모으고 있는 울랄라 세션과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만났다. 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 그리고 함께하는 법을 듣고 나면 당신

도 울랄라 세션 제국의 건설에 동참하고 싶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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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 우선 <슈퍼스타K3>(이

하 슈스케) 우승 축하드리고요. 우승 전과 후가 많이 달

라지셨죠?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

세요?

승일 일단은 많이 바빠진 게 가장 달라진 것 같고요, 그

리고 주변에서 많이 알아봐주시고 또 뜸하게 연락하고 

지내던 분들한테 자주 연락 오는 게 달라졌어요. 주변 

분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죠.

광선 아침식사가 달라졌어요. (일동 웃음) 어머님이 고

기반찬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원래 잘 안 차려주시는 

분인데.

이노션 아,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노션 월드

와이드 카피라이터 이윤주입니다. 이렇게 마주 하니 많

이 떨리는데요.

광선 저희가 떨리게 생긴 외모는 아니잖아요. (일동 웃

음) 누나라고 부를게요.

이노션 제가 누나인 줄은 한번에 아셨구나. 방송 끝나

고 제일 먼저 뭐 하셨나요?

승일 촬영했습니다. 방송 촬영.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바로 다음 날부터 촬영, 촬영, 촬영.

이노션 그럼 바쁜 촬영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주무셨겠죠? (웃음)

광선 잠이 첫 번째죠.

명훈 전 진짜 먹고 싶은 걸 먹고 왔어요.

광선 저는 정말 고마운 분들께 전화했어요. 방송에서 

소감으로 다 말씀 못 드려서.

이노션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미래가 많이 달

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승일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

아요. 대중이 많이 알아봐주시니까 음악 하는 사람 입

장에서는 저희가 부러운 존재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가 바라는 진정한 성공은 윤택이 형의 건강이 완쾌되

는 거에요. 저희가 한번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또 한번

의 기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공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아무래도 서로 뭉쳐 있다 보

니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해요. 저희가 처음부

터 음악만을 하기 위해 모였다기보다 같이 있는 게 좋

아서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게 된 사람들이

거든요. 아무래도 붙어 있던 시간 동안 주변의 시선이

나 배경을 보지 않고, 솔직하게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

이 저희의 다른 점이 아닐까 해요.

명훈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한량처럼 보일 수도 있어

요. 하지만 그 안에 확고한 방향이 있었고, 리더가 제시

한 미래가 있었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긍정이 있었기

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승일 한 마디로 서로를 믿는데 거짓이 없었던 거죠. 

이노션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

게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한 이 모든 스

토리를 지켜보면서도 ‘아,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

나?’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서로 믿고 간다는 것

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광선 대중이나 저희를 바라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가 무대 위에서는 악동처럼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고 하

시는데, 막상 저희들의 사생활이나 살아온 길을 보면 

순수하다고 말씀하세요. 좋게 말해서 순수한 거지 사실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음악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이 바로 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음악

을 그만 두는 그 순간까지 철이 없고 싶어요. 저희가 걸

어온 한 계단 한 계단의 모습들이 기적이라고, 영화 같

다고 하시는데, 평소에 사생활도 다 영화 같아요. 같이 

있다 보면 모두들 정상인은 아니라서. (일동 웃음)

명훈 철이 없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생각 없는 바보 같

아 보일 수도 있는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옆 사람이 보

이고, 돈이 보이고, 관계가 보이고, 인맥이 보이고 서로

가 서로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노선이 바뀌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믿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

해요.

: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 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 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 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 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 스토리들이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모든 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싶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 그래도 15년을 함께 한다는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든 것 같아요. 5년을 싶어 그래도 15년을 싶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을 그래도 15년을 싶어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 그래도1을함께 한다는 것은 보고도 믿기 515년을

철이 없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생각 없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옆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관계가 보이고, 인맥이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노선이 바뀌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믿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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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물론 호흡을 오래 맞춰

오셨지만 너무 긴장도 안 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마인

드 컨트롤을 하는 비결이 있나요? 서로를 믿는다든지.

광선 제가 이건 어디에 가서도 이야기 안 했는데요, 사

실 멤버 모두 함께 호흡을 맞춘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들이랑 함께한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음악 하자’ 하고 시

작한 지는 2년 밖에 안 돼요.

승일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동고동락한 시간이 

길다 보니 눈빛만 봐도 서로의 심리를 다 알았던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말할 필요 없이 눈빛만으로도 알

아요.

이노션 오디션 과정에서는 무대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

잖아요. 그 일주일간 어떤 준비를 하시고, 어떤 모습이

었을지 정말 궁금해요.

광선 우선 윤택이 형이 모든 그림을 다 그려요. 그러면 

승일이 형이 거기다 색칠을 해요. 스케치에 제대로 확

실하게 색을 입히지 못하면 그냥 스케치에 머물잖아요. 

윤택이 형이 서바이벌 경연이 끝나면 토, 일요일은 치

료 때문에 쉬면서 다음 무대에 대한 생각을 해오세요. 

그리고 월요일에 만나자마자 승일이 형과 명훈이 형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승일아, ‘스윙 베이비’를 할 건데, 

‘스윙베이비’ 가운데 ‘Hit The Road Jack’을 넣어, 그

리고 스캣을 넣을 거야” 이러면 승일이 형이 “이렇게 부

르면 되겠죠?”라고 하면서 스캣 멜로디를 만들어요. 그

러면 명훈이 형이 편곡을 구상해요. 둘이서 같이 멜로디 

작업하고, 화성 만들고, 저는 그냥 놉니다. (일동 웃음)

명훈 얘(광선)가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얘가 빠지면 저

희가 그린 그림을 표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백지예요.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광선 저는 정말 하는 게 없어요. 형들에 비해서요. 

명훈 능력이죠. 이것도. (일동 웃음) 솔직히 이 친구는 

만물상이에요. 주문하면 다 나오니까요. 워낙 이것저것 

주문하는 대로 다 나오는 친구거든요.

이노션 서로에게 어떤 매력이 있다고 느끼세요? 

광선 우선 승일이 형은 좀 바보 같아요. (일동 웃음) 제

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바보 같지만 전 그런 점 때문

에 형을 정말 존경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계산적이

지 않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아직 22살이지만 살

아 오면서 나쁜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

람은 처음 봤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

지?’ 그래서 믿고 따라요. 날 속일 사람은 정말 아니니

까요. 그리고 명훈이 형은 여자 같아요. 둘이 성격이 정

반대예요. 정말 섬세하고, 다정해요. 명훈이 형은 엄마, 

승일이 형은 아빠 같아요. 윤택이 형은 약간, 그냥 신이

고요. (일동 웃음)

명훈 할아버지, 조상, 고조 할아버지.

광선 네 그렇고요. 정말 아빠(승일) 같고 엄마(명훈) 같

아요.

명훈 저도 광선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윤택이 형이 약

간 어머니 같은 느낌이고, 승일이 형이 아버지 같은 느

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요. 전 항상 광선

이한테 ‘형이 볼 때는 네가 최고야’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거만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

이죠. 자신감 더 가지라고요. 제 눈에는 광선이가 많이 

예뻐 보여요. 무대 위에서 배울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고. 나이가 어리다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

든요. 같은 팀 멤버한테 위아래로 배울 수 있다는 건 정

말 어마어마한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간에 끼어 

있고, 이 두 사람은 저에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승일 뭐 칭찬 퍼레이드 하는 거?

광선 제일 못하세요. 이런 걸. (일동 웃음)

일동 그럼 반대로 하세요.

승일 그건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웃음) 

명훈이는 여자처럼 마음이 여려요. 여자 같이 섬세한데, 

말은 별로 없어요. 어떤 친구냐 하면 말을 먼저 내세우

지 않는 친구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걸 몰라 준다

고 한들, 남들에게 애써 알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몰라주는구나. 하지만 다음에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 믿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의 중심이 

확고하고 순수해요. 사람이 그래도 가끔씩은 비겁하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

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운 친구구나’라고 생각했

는데,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보여

주는 걸 보면 정말 백지 같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인관계도 그렇고요. (일동 웃음)

광선 백지 같은 연애?

명훈 백지가 뭐 어때서?

승일 순수하다는 말이지요. 광선이는 사실 서로 붙어서 

지낸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친구를 보고 깜짝 놀

란 점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친구도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도리상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한

테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불의를 보

면 못 참아요. 살면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있더라고요. 광선이에게 놀랐던 또 

다른 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를 기

다릴 만큼 사리분별을 잘해요. 그런 것이 제 눈에 훤히 

보여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줄 아는 성숙함

이 있어요. 생긴 것도 되게 성숙하잖아요.

명훈 몸도 뭐… (일동 웃음) 튼실하죠.

이노션 이제 울랄라 세션이 다른 이들의 롤 모델이 되었

는데 울랄라 세션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승일 딱 한 분을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윤

택이 형이 가장 크긴 한데… 사실 윤택이 형이 보기보

다 구멍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윤택이 형이랑 너무 

오래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가족보다도 제가 더 많은 

부분을 가장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닮고 싶은 롤 모델

은 윤택이 형하고 명훈이, 광선이가 딱 합체된 사람, 우

리 멤버들이 제 롤 모델이에요. 저는 제 눈에 조금이라

도, 물론 저만의 기준이긴 하지만요, 인간적인 모습이 

엇나가 보이면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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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은 끝까지 다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쁘고 복받쳐 올랐겠지만 아예 저것까지 준비한 게 아

닐까라는 불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명훈 아마 저희한테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다

음 다음까지도 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마 <슈스케> 

첫 대전 지역 예선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윤택이 형 꿈이 제국 건설이거든요. 

이노션 그럼 다음 활동은 무엇인가요? 

광선 그건 말 안해주던데.

명훈 저희 앨범 활동이 아닐까요? 첫 앨범 활동. 

이노션 2011년을 한 단어로 정의해본다면 뭐라고 하시

겠어요?

명훈 기적이 아닐까요? 긍정과 기적의 힘. 긍정으로 태

어난 기적의 힘.

승일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있

구나 하구요.

명훈 근데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적은 저

보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윤택

이 형이 같이 융합이 된다면 최고의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명훈이 너 얘기해 봐.

명훈 저도 역시. (일동 웃음) 그렇다면 광선이 차례. 

광선 너무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윤택이 형이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번 MAMA 

무대를 보고 느꼈어요. 형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형을 닮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절대로 자기의 아픔을 남들에게 얘기

하지 않아요. 너무 강해요. 목숨이라는 것 앞에서 인간

이 그렇게 대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노션 마지막 무대에서 세 분은 우시는데, 임윤택 씨

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아, 

희끼리 이룬 게 아니고요. 저희를 봐주셨던 대중들, 심

사위원분들, TOP 11 멤버들이 모두 함께 만든 것 같아

요. 울랄라 세션만의 스토리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기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함께 

해서 가능한 기적 같아요.

이노션 혹시 10년 후의 이야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명훈 저희끼리 사담으로 종종 해요. 음악 하고 있을 것 

같고(승일), 옷 가게도 하고 저는 사진 찍을 것 같고, 이 

친구(광선)는 요리도 하고 싶고, 아마 제국 건설 안에 다

있지 않을까요?

이노션 크리스마스 때는 뭐하세요?

광선 저희는 촬영 때문에 일본에 가야 해요. 크리스마

스 당일에는 저희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노래도 좀 

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 날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명훈 이번 크리스마스는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가질까 

했거든요.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좀 가고, 가족들

과 보내고 싶었어요.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가족을 좀 돌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만큼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노션 마지막 무대에서 명훈 씨 어머니 너무 멋지셨어요.

명훈 올라와서 우신 것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세

상에서 가장 작은 분이거든요.

이노션 하지만 가장 큰 아들을 키우셨잖아요. (일동 탄

성) 제가 큰 선물은 준비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작

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명훈 정말 작네요. 농담입니다. (웃음)

이노션 네 분께 어울리는 책을 한 권씩 골라봤어요. <방

랑식객>은 요리를 좋아하는 광선 씨께, 소설 <흑산>은 

‘빅 마운틴’이라는 별명을 가진 명훈 씨께, 그리고 음악

을 디자인하는 승일 씨에게는 <디자이너 생각 위를 걷

다>, 저의 감성을 깨준 ‘도끼’ 임윤택 씨에게는 <책은 도

끼다>를 준비했어요. 첫 장에 제가 각각 여러분에게 메

시지를 썼어요.

울랄라 세션 감사합니다. 윤택이 형에게도 꼭 전해드릴

께요.

명훈 <방랑식객> 이 책, 재미있어. 현지에 가서 직접 나

물 뜯고 만들고 그러는 거라니까.

광선 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요리와 

다큐를 섞어놓은 ‘누들로드’ 같은 내용이요. 꼭 보겠습

니다.

울랄라 세션 감사합니다.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함께 dy오랜시간을 보냈고,속에서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그도 15년을 싶어래도15년을싶어요싶어요. 그래도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그년을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그래도15년을 싶어래도15년을 싶어요싶어요.그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 도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도‘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 스토리들이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실력이 나오고, 이런 오디션에서 우승하는현이 모든 스토리들이 보면서도 ‘아 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 그래도 15년을 . 그래도 15년을 함께 한다는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든 것 5년을 싶어 그래도 15년을 싶정말 이런게 있을 수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네 분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있나?’ 싶어요싶어요.요싶어요. 그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래도 15년을 싶어요싶어요. 그요싶어요.그래도 15년을 싶어래도 1. 그래도  싶어요싶어요. 그래도 1

제 눈에는 광선이가 많이 예뻐 보여요. 
무대 위에서 배울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고. 나이가 어리다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은 팀 멤버한테 
위아래로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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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일곱 명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있다. 

언제나 젊은 세대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일곱 명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신감과 다양한 경험, 무엇보다 긍정적인 

기운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과 충격을 안겨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전혀 다른 DNA를 지닌 젊은이들이다. 세계를 

무대로 진취적인 크리에이티비티를 선보이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와 함께 만난 젊은 크리에이터 

7명, 그들이 인도하는 발랄한 신세계를 함께 

꿈꾸어본다. 

젊은 크리에이터 7명의 

새로운 도전 

ANOTHER CHALLENGE, 
ANOTH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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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다른 세대로 불릴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YES! 나이로 보기에 새로운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에서는 분명 새로운 세대죠. 20

대 초반에는 한식을 하려는 세대가 많아요. 그런데 막

상 사회로 나오면 근무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탈리아, 프렌치, 일식, 중식은 멋진 레스토랑이 많아

요. 한식 레스토랑은 한정식 파는 곳이랑 좋은 고깃집 

밖에 없어요. 저희 스태프들은 모두 20대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2011년을 정의한다면?

천운이 따르지 않았던 해. 이스트 빌리지 인테리어 공

사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보름 만에 끝날 것이 두 

달 만에 끝났고. 오픈하는 날 새벽에 공사가 끝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한식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회의도 많았지요. 

2012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주방 스태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평생 부

끄럽지 않은 요리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음식

을 낼 때 접시 하나하나 부끄럽지 않게 내고 있어요. 그

런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강화해주려고 해요. 한식으로 

미슐랭 급 레스토랑을 만들어야죠. 

권
우
중
이스트 빌리지(East Village) 오너 셰프

그는 서울의 작은 지구촌인 이태원에서 한식 비스트로

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젊은 오너 셰프이다. 젊은 

나이에 한식을 들고 도쿄에서, 뉴욕에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이제 서울에서 진정한 모험을 

한다. 한국에서 글로벌한 한식으로 성공하기!

당신만의 새로움이 있다면?

정면승부! 한식으로 제대로 정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에요. 

‘정면승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인가?

음…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온 과정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셰프

로 일하다가 외국으로 나간 경우예요. 대학에서 조리과학을 배우고, 호텔을 거쳐 대기업이 도

쿄 롯폰기에 한식 레스토랑을 여는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처음 셰프가 되었죠. 그때가 스물여섯

이나 일곱 무렵이었어요.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곳을 가보자 해서 간 곳이 뉴욕이었어요. 혈혈단신, 어학연

수 비자를 받고, 영문 이력서 20장을 만들어서 혼자 뉴욕에 입성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고 있는 중에, 일식과 한식을 겸하는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곳에서 일

하게 되었어요. 일식이 메인이고 한식 몇 가지만 선보이는 곳이었는데, 1주일 동안 오픈 준비를 

하면서 한식에 서양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였어요. 제가 승부수를 던졌죠. 그리고 

오너를 설득해서 결국 한식 레스토랑으로 오픈했어요. 음식 평은 좋았지만, 지역에 비해 가격

이 비싼 편이라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입맛을 아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요.  

올해 8월 4일에 이스트 빌리지를 오픈했어요. 처음 3개월 동안 하루에 손님이 한 테이블, 두 테

이블 들어오는데,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4개월쯤에서부터 단골이 생기고, 이제 막 손님

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이니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왜 한식인가? 

평생 한식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테이블에만 앉아서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태원을 선택한 것 역시 연관성이 있어

요. 외국인들의 접근이 쉽고,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이태원은 제가 머물렀던 도쿄 롯폰기, 

맨해튼과 굉장히 비슷한 지역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트 빌리지 상호도 맨해튼에서 따왔고요.  

매출이 곤두박질하던 이스트 빌리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비법은 무엇인가? 

한식이냐 프렌치냐 상관하지 않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곧 찾

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고객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알

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냉면도 있었고, 녹두부침개 같은 더 한국적인 음식이 많았어

요. 그런데 냉면은 우래옥보다 맛이 없고, 녹두부침개는 어디 것보다 맛이 없고, 육회는 대구의 

무슨 집보다 맛이 없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들은 그것만 파는 집들이니 그게 제일 맛

있어야 해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메뉴가 20~30개 정도이니 모든 메뉴를 그 집보다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다양성에서 나오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한 가지 메뉴의 퀄리티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메뉴를 선보이기로 했죠. 또 해산물 음식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

각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매일 갔어요.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새벽 5시에 노량진 수산시장

을 가니깐 잠은 거의 못 자요. 재료를 신선한 것을 쓰니 손님들의 호응이 즉각적이에요. 시장에

서 재료를 보며 매일매일 메뉴를 개발해요. 이 재료는 어떻게 요리해서, 어떤 소스를 곁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서비스 음식이 많은데, 준비한 재료는 모두 당일 소진해야 되니까요. 손님들 오

시면 다 주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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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호
디자이너

사람들은 이광호가 가구를 만들면 가구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조명을 만들면 조명디자이너라

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을 작업을 하는 이광호라고 말한다. 정원에서 사용하는 호스

를 엮어 만든 소파와 샹들리에 조명을 비롯해 스티로폼을 깎아 만든 소파 등 그의 작품은 그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순간을 엮는 행위로 치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의 독특함

은 명품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미국의 유명 갤러리가 선

호하는 ‘작가’로서의 미래를 짐작케 한다. 

이전 세대와 다른 당신만의 새로움을 정의해 본다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전 세대와 비교한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여러 세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또 그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시

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전 세대 또 그 세대의 전 세대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어서 새롭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다른가가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세대에게는 그들의 세상

에서 빛을 발했던, 역사적으로 기록될 가치가 있는 일과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만의 새

로움이란 이전 세대가 이미 만들어놓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의 결

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2011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2012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인지 매 순간이 기억에 남고 서툴렀던 것들만 기억나요.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었던 순간,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순간, 아들이 매일 커가던 순간들

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 곳에서 전시를 하며 경험했던 일들, 친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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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효
주
영화감독

2011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2012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우선, <부서진 밤>이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들이 떠올라요.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갖게 

된 것을 꼽을 수 있고요. 사실 작년에 영화를 찍을 때는 이렇게까지 결과가 좋을지 몰랐는데, 

연말까지 독재자처럼 모든 상을 쓸고 다니고 있는 사태가 당혹스럽기까지 해요.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년에는 무조건 

장편영화를 찍을 거예요. 상업일지 독립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 당신의 직업, 혹은 작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직업으로서 말하자면, 영화감독이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좋아하니까 그만두지는 

못할 거예요. 최근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인간의 삶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요. 지금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 나는 하등 느껴지지도 않는 존재

라는 거예요. 일개 점 같은 존재인데 머리 아파서 뭐 하나, 인생 짧은데 즐기고 살자, 통장에 10

만원이 있는데 이걸 아껴서 15만원 만드느니 재미있게 놀고 쓰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

해졌어요. 지구 나이가 2억 5천만 살이라고 하더군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점 같은 

것인데, 그중에서도 티끌 같은 점인 내가 사라져도 내가 열심히 찍은 영화는 남을 거예요. 그래

서 영화감독이라는 것이, 나의 영화가 남아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당신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가?

영화감독으로서 죽기 전에 10편을 찍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스페인으로 성지순례

를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막 학교를 벗어났을 뿐이데, 그녀의 2011년은 상으로 시작해서 상으

로 끝날 전망이다. 감독으로서 처음 만든 단편영화 <부서진 밤>이 지난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단편 경쟁부문 은곰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청룡영

화상 단편영화상을 받았다. 젊고, 재능이 넘치며, 앞길이 창창하다는 말은 

바로 그녀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귀고 여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는 인간적인 일

들이 저에겐 가장 매력적인 부분으로 남아요. 친구들이 

작업실에 놀러 오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하고 있

는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

던 시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2012년에도 무언

가 특정한 일들이 생기길 바라기보다는 지금처럼 꾸준

히 작업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가족들

과 함께할 수 있길 바라요.

현재 당신의 직업, 혹은 작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저는 가구를 만들어요. 순수하게 저에 대한 고민을 하

는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을 사물로 

표현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얘

기를 할 수 있고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주변이 만들어

놓은 평가의 대상들로 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저만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

사하고요.  

당신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

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욕심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이 아파트보다는 자연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되었으면 좋

겠고, 경쟁보다는 상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

면 좋겠어요. 당연히 작업도 죽기 전까지 꾸준히 하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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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새로운 사람인가?

미술 안에서 다른 장르들은 현대적인 면을 많이 다루는 반면 저는 가장 한국적인, 한국성을 맥

락으로 잡고 간다는 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작업은 본래 동양화에 담긴 뜻, 본질을 회복

하고 싶어 한 데서 출발해요. 동양화를 왜 먹으로 그리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미술사

에서 보면 당(唐) 이후부터 먹이 회화 부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먹은 채색이라는 표면적

인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철학적인 개념도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먹

에 담긴 철학적인 개념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0년 전의 작품 속의 먹이 더 고차원

적인 것 같아요. 수묵 사상을 보면, 먹이라는 것이 세계의 부정을 통해, 형상의 부정을 통해 본

질을 바라보기 위해 쓰인다고 해요. 먹에서 점점 파생된 것이 동양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부정

을 통해 본질을 바라보는 동양화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화면에 불을 지르는 방법을 택했

어요. 시대가 변한 만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새롭다라는 규정은 수명을 짧게 만들기도 해요. 

작품의 본질적인 면을 끌어내고, 작품과 작가, 관객이 어떻게 소통하느냐를 고민하며 수명을 

늘려야겠죠.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이후에는 마음의 혁명이 아닐까 해요. 그 부분이 예술분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술을 가장 예술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자주적인 한국 미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목소리, 모습, 주위의 

형상들, 배경을 통해서 한글이 나왔듯이, 우리 그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011년을 정의한다면?

베스트셀러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있잖아요. 저는 ‘힘드니까 청춘이다’였습니다. 대학원 

공부에 조교일, 작품활동 플러스 창작의 고통까지. 정말, 힘드니깐 청춘이었어요. 얼마 전, 친

구들하고 모여서 올해를 돌이켜봤는데, 다들 힘드니까 청춘이더라고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청춘이니까. 

2012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개인적으로는 조교일이 끝나고 본격적인 작품 활동이 시작되겠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깐. 안분지족(安分知足)이라고 했는데, 안분이 안 되면 안 되죠. 하하. 

한
경
원
동양화가

그는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화가이다. 캔버스에 붓과 

먹 대신 불을 지르는 그는 동양화의 방법보다는 본질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는 동양화의 프로메테우

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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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ᅡ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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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전을 두 번 했는데 준비하면서 아쉬움이 많

았어요. 전시를 위한 작품을 고민하다 보니, 점점 다듬

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중심을 잘 잡아서 내

년에는 폭발해야죠. 

폭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얻어야겠죠. 한계를 넘어서는 재미를 위해, 

작품을 아주 크게도 만들었고요. 제 작품, 처음에는 다

들 안 된다고 했었어요. ‘불 난 이미지를 누가 좋아하겠

냐?’, ‘산이 탔네, 산불 났네’라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

래서 더더욱 작품으로 승부를 내야 해요. 부담감은 없

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면서 작

업을 하고 있어요. 잘되겠죠. 하하. 

희망이라면?

제 작업은, 작은 구멍들이 연결돼있고, 뭉쳐 있는데 일

부분에서 불이 시작되어 번져나가죠. 번져나간 불이 제 

작품을 완성해요. 비유하자면 인간이라는 세계, 소우주

가 상호작용하면서 크게 변화되고 역사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이쑤시개와 성냥이 소명을 다하고, 남겨져서 제 

작품이 되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희망이에요.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남겨지죠. 그게 제 작품이고, 제 삶이었으면 

하고 기대하죠.

한
유
주
소설가 

스물두 살에 <문학과 사회> 신인문

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소설가, 한

유주. 젊은 세대의 자유로움을 보여

주는 실험가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에 비해 당신만의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세대로 묶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전 세대를 겪어

보지 못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쪽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에게도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지요. 소설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쓸 소재가 없거나, 아무것이

나 다 써도 되거나, 소설이 어떤 거창한 것을 벗고 사소함의 시대로 넘어간 혼란의 시대에서 살

았어요.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숙제인 셈이죠. 

2011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2012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우선 사소한 것인데, 4월부터 다람쥐를 키우고 있어요. 이 작은 녀석이 저의 기분과 슬픔을 같

이해줘요. ‘다돌아, 이리 와’ 하면 강 건너 산 건너는 것처럼 와서 어깨에 척 올라와요. 이렇게 

친해지기까지 8개월이 걸렸어요. 풀어놓고 키우는데, 야생 동물을 이렇게 애완 동물로 두어도 

되는지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람쥐를 다독이다가, 물리고, 그러면 가두었다가 또 풀

어주고. 이런 과정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같아요. 

내년에는 장편 두 개를 낼 예정이에요. 하나는 2011년에 웹진에 쓰고 있는 것을 상반기에 정리

해서 내고, 또 다른 하나는 연말쯤 낼 예정이에요. 한 해에 장편 두 개를 내보낸다는 것이 부담

도 되지만, 쓸 수 있을 때 많이 쓰려고 해요. 내년에는 장편을 출판할 예정이라서 그런지 처음

으로 주목을 받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현재 당신의 직업, 혹은 작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공짜 책을 얻을 수 있고, 투 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설가’라는 직업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진

지하게 얘기하자면 글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소설은 정말 얼마든지 사소해져도 좋은 거고, 

그 안에서 완결성을 찾아나설 수 있고, 다른 장르보다 시간이나 장소, 돈과 사랑에 대한 제약을 

덜 받는 것은 장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당신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성공적인 작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책을 많이 파는 작가도 

못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건 아니어서, 좋은 작가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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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ᅡ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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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전 세대에 비해 당신만의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일단, 네임리스가 이름 짓기에서부터 가치 전복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기

성의 가치, 건축의 가치, 건축에서의 기존의 질서, 기존의 틀에서 의도적으

로 전복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시도하는 방식은 가치 전복이라고 해

서 혁명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절제된 방식으로 가치를 전복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치 전복이라는 것이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앞마당에 나뭇잎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기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을 구하면, 낙엽의 일부를 치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기존의 질서에 새로움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정리하면, 정해

진 큰 틀에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세상과의 질서와 관계를 맺는 일을 하

는 게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걸 다

시 해석해보면 기존 질서에 있는 것이지만, 그 해석을 달리해서 새롭게 보

여주는 거지요. 

2011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2012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2011년에는 상 탄 것, 이런 것들은 좀 진부한데요. (웃음) 그럼 2012년에 기

대하는 걸 할게요. 2011년에는 건축이 모두 단단한 소재로 이루어진다는 관

념에서 탈피하는 프래절(Fragile)을 얘기했다면, 2012년에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고 전복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 년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

과 미국에서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두 방향의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네임리스라는 언어의 건축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

대감이 있어요. 

네임리스를 이끄는 나은중, 유소래 소장은 아직 30대 

초반이다. 여느 건축가들이 막 자신의 작업을 시작할 

단계에 그들은 이미 뉴욕건축가협회상을 받았고, 캐나

다 위니펙 공모전, 뉴욕 거버런스 아일랜드 공모전, 서

울역사박물관 랜드마크 공모전을 통해 뉴욕과 한국에

서 주목받고 있다. 이토록 젊은 나이에, 잘 지은 건축물

처럼 자신의 영역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그들이 궁금

하다. 

(Con)temporary Infrastructure, New York, N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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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의 직업, 혹은 작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건축가죠. 건축에서 마음에 드는 건, 일단 너무 바빠요. 할 게 많고,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죠.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발전해야 

하고, 공부해야 해요. 공부라는 건 문화적으로 보는 눈을 높이는 것뿐만 아

니라 다양한 사회적 양식을 습득해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에 교회를 짓

고 있는데, 교회를 지을 때 지켜야 하는 법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법

규부터 해서, 수많은 건축주와 소통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에서 제시하는 법규도 알아야 하죠. 이처럼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양식도 습득해나가는 점이, 단순히 사고를 표현하는 다른 예술과 

건축의 차이점 같아요.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

아요. 사회적인 소통을 하기 때문에, 건축 이외에 또 다른 분야와 협업도 가

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신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사는 것이에요. 처음 네임리스를 시작할 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열심히 경쟁적인 프로젝트만 했더니, 저희만의 색이 

담겨 있기보다, 상을 타기 좋은 결과물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요. 네임리스만의 냄새, 그 냄새가 담긴 건물을 짓

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냄새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그건 형

태의 다름도, 색상의 다름도 아닌 네임리스를 하나의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함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진행

했던, 네임리스가 표현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관계와 형태, 의미에서의 

단순함인 거죠. 한데 그것이 단순히 작품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건축으로 연결되는 것

이야말로 건강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단순하게 살자’

예요. 어떠한 정신을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결혼을 하는 방식도 그렇고, 

관계도 최소화하고, 단순하게 살면서 하고 싶은 건축에 집중하자. 건축의 

이야기도 네임리스라는 언어 안에서 꾸려나가자, 이러한 것이 저희의 삶의 

목표이자 바람인 거죠.  

Whiteout, Winnipeg, Canad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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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대의 등장, 변화의 선물

시대를 읽는 관점에 따라, 사람의 

욕구에 따라 세대가 형성되고 발현된다. 

이러한 세대는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허물기도, 

다시금 확고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양산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분명한 이유,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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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KIM CHAN HO
 (PROFESSOR OF SUNGKONGHOE UNIVERSITY)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대부분은 변화가 매우 완만하였

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

리오대로 영위될 수 있었다. 전통이라는 것이 사회의 

작동 원리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동안, 그것은 세

대를 넘어 안정적으로 재생산된 것이다. 삶의 양식이 

대물림되고 복제되면서 ‘할아버지의 과거 = 손자의 미

래’라는 등식이 성립하였다. 여기에서 젊은이의 존재는 

그렇게 의미 있게 부각되지 못한다. ‘점잖다’는 표현에

서 알 수 있듯이, ‘젊지 않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수양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늙은이

들을 떠받들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바뀐다. 산업혁

명과 시민혁명을 두 축으로 사회 전체가 격동하는 가

운데 젊은이들이 그 혁신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이다. 

구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은 필

연적으로 기성세대의 부정을 수반하게 된다. 프랑스 혁

명을 주도한 조르주 당통의 경우 20대 청년으로서 동

료들과 함께 그렇게 엄청난 일을 꾀했다. 그러한 흐름

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중

문화(Popular Cultur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

대의 전유물로 출현하였고, 유럽의 68혁명에서 미국

의 반전 운동 및 히피 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고

루한 어른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한국에서도 4.19혁명, 

6.3학생운동, 87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의 핵

심에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렇게 격렬한 정치적·사회적 변동 속에서도 개인의 

일생은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전개되었

우리에게 세대는 무엇인가 
요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40대 중반을 넘은 여자 선생님을 ‘할매’라고 부

른다고 한다. 노인의 사회적 기준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

하는 화장품 광고 문구들이 있다. ‘안티에이징’, ‘에이지 어웨이’ 등이 그것이다. 동안

(童顔) 열풍 속에서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극심해지는 것이다. 거기에 맞물려, 노년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나이를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고 세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대는 무엇인가. 왜 그것이 점점 중요해지는가. 

Generation is Generat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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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화에 힘입어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상황

에서 사람들의 물질적인 삶도 함께 향상되었는데, 기

본적으로 그 혜택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

로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성숙하는 후기 

근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인생항로

는 점점 불투명한 것이 되어간다. 과잉

생산, 자동화, 글로벌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

에 따라, 취직 연령은 자꾸만 늦어지고 

퇴직 연령은 점점 빨라진다. 그런 가운

데 집값은 너무 비싸져서 젊은이들의 혼

인이 힘들어진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했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제는 같은 30대라 해도 그 처

지가 천차만별이다. 누구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경제적 기반을 착실하게 닦아

가고, 누구는 창업을 해서 사장님 행세

를 하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월

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빈털터리다. 누

구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고, 누구는 

벌써 이혼에 재혼 경력까지 있는데, 나

는 아직 연애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

다. 60대의 삶도 제각각이기는 마찬가지

다. 누구는 손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고, 누구네 아들은 취직도 결혼도 하

지 못한 채 아직 부모 집에 얹혀산다. 어

떤 이는 안정적인 연금에 자녀가 꼬박꼬

박 부쳐주는 용돈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

는데, 그 친구는 아들의 사업자금 융자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이

처럼 모든 세대에 걸쳐 같은 연령대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모습과 형편이 판이

해지는 상황에서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대 간의 단절

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강의실에서 한 

가지 간단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자

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휴대폰에 등록된 

이름들을 헤아려보도록 했더니 그 대부

분이 자기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익숙하게 

알고 지내는 몇몇 친구들끼리만 소통하고 있었다. 전화

만이 아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어른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 물건을 살 때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것 말고, 자

기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자

신의 심경을 털어놓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에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이라

는 개념이 있다.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한 개인의 

자기 평가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냥 스쳐 지나가거

나 무심하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자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상대를 말

한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의 인생에 어떤 식으

로든 영향을 주고, 그의 과거와 현재에서 자신의 미래

를 탐색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듯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관심도 생

기지 않는 사람,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접촉만 하고 소통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남남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성세대와 단절되어 있다면 젊은이

들끼리라도 단단하게 유대를 맺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그 점이 예전의 젊은이들

과 다르다. 근대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낡은 질서

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자부심

으로 꽤 탄탄한 결속을 다졌다. 한국에서는 4.19세

대부터 386세대까지 그러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등장한 신세대, X세대 등은 소비적인 감성 코드를 

중심으로 편제되고 호명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에 접어들어 ‘몇 만원 세대’가 새로운 칭호로 떠올랐

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라 상품시장과 노동

시장에서의 위치를 근거로 젊은이들이 대상화되는 것

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자립해가는 생애 경로는 

계속 비좁고 험난해진다. 능력이 있고 노력을 기울여

도 삶의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 그런데 이는 비단 청

년세대만의 정황이 아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20-40

이라는 세대 구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듯이, 생존의 버

거움을 느끼는 세대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고도

성장의 열매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집약되면서 

30~40대의 자가 소유가 갈수록 어려워질 뿐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빚을 얻어 집을 장만했다가 하우스푸어

가 된 이들이 많다. 이런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그들은 

20대와 비슷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SNS나 

팟캐스트 등의 미디어가 그 폭넓은 세대의 결속을 촉

진했다. 그 힘은 사회의 기틀을 쇄신하는 잠재력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50대 이상과 완전히 

절연하고 배타하는 구도가 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그 세대도 20대와 통하는 접

점이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

한 이들과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

들이 기존의 산업 영역 바깥에서 새로

운 경제를 창출해갈 수 있는 것이다. 물

론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도

가 필요하다. 그 도전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회와 경제의 비전을 외형적 성장이 아닌 

생활의 내실에 두는 정치권력이 탄생되어야 

한다. 작은 일상 세계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순환경제를 디자인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육아와 돌봄을 근간으로 지

역사회가 재구조화되어야 하고, 생태계 위기를 맞아 

문화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절실하다. 그런 문명의 

리모델링에서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와 함께 협

력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21세기에는 세대 간의 구별이 뚜렷해지는 한

편, 그들 사이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절실

해진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확실하고 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젊은이들은 자기 나름

의 삶의 양식과 인생의 항로를 암중모색하

고 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 

현실의 흐름을 폭넓게 조망하는 시야, 자

기의 잠재력을 냉철하게 발견하는 통찰, 

생애의 시나리오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 

좋은 삶에 대한 믿음과 열망, 그리고 실패

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며 창조할 수 

있는 용기…. 여기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존재인가. 젊은이들은 험준한 길 찾기의 

과정에서 어른들을 의미 있는 타인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안

목과 지혜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한다.      



30

TEXT PARK JAE HANG (INNOCEAN WORLDWIDE)

알파벳 수프 속의 세대들

원조 P세대 이후 어느 지루한 회의 자리에서 주제에서 

벗어나 혼자 머릿속으로 단어 퍼즐 놀이를 했다. 알파

벳을 가지고 이리저리 단어를 만들어보는 놀이였다. 그

러다 불현듯 지금의 20~30대의 속성과 ‘I’로 시작되

는 여러 단어가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터넷(Internet)으로 시작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인스턴트(Instant)적인 성격, 해외 경

험이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많고(International), 본능

에 따른 행동 경향이 짙고(Instinct), 깊은 뜻보다 재미

를 추구한다(Interest) 등등 여러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2003년 약 4년간의 미국 주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자리를 잡자마자, 몇몇 

친구가 그 층 구석의 회의실로 불렀다. 자신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세대 하나를 

파악하여 그들의 성격을 정리했는데, 그 세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작명과 관

련한 아이디어를 달라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그 세대에 관한 설명을 듣고, 며

칠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단어와 알파벳을 조합한 몇 가지를 내놓았으나 호평

을 받지는 못했다. 결국 다른 분이 낸 안이 채택되어서 세상에 발표가 되었다. 

바로 ‘P세대’였다. P세대는 그 해의 주요 신조어이자 시사용어로 선정될 정도

로 널리 회자되었다. 그리고 다른 알파벳을 단 세대들이 줄을 이었다. 2011년

에는 ‘애국심(Patriotism)’에 초점을 맞춘 다른 의미의 P세대를 모 신문에서 주

창하곤 했다.

브랜딩 관점에서 본 

세대 만들기 

From A Branding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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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을 ‘I 세대(Generation-I)’라고 명명하고 글

을 한번 쓸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I 세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았다. 다른 알파벳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는데, 알파벳을 이용하여 명명

된 여러 세대가 굳이 자료를 따로 찾지 않아도 툭툭 떠

올랐다. 호기심으로 세대명에 아직 쓰이지 않은 알파벳

이 있는가 찾아보았다. 웹사이트 검색 결과, 알려진 정

도나 설득력과 적합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26자의 알파

벳 모두가 세대를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었다. 

알파벳이 세대를 가리키는 데 잘 쓰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브랜드에 역시 알파벳이 많이 쓰이는 이

유와 일맥상통한다. 

1. 단순/강렬함 - 한 자로 표현한다.

2. 이해/용이함 - 누구나 대충이라도 읽고, 알고 있다.

3. 연상/확장성 - 자유롭게 뜻을 상상할 수 있다.

X세대 이전의 명멸한 세대들

알파벳 한 자만이 쓰인 것은 아마도 ‘X세대’가 효시가 

아닌가 싶다. 그 이전 서구에서는 주로 특정한 성격을 

지닌 소수집단에 대해 단어를 만들어 붙이는 경우가 많

았다. 1950년대 기성질서에 저항하는 문학을 추구하고 

공연을 하던 젊은 예술인 집단에 붙은 ‘비트세대(Beat 

Generation)’에서 ’비트닉(Beatnik)’이란 단어가 나왔

고, 이어 1970년대에 ‘히피(Hippie)’로 약간 성격이 변

하여 대를 이었다. 이 두 세대의 출생과 성장기를 가른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다. 비트닉은 한창 감수성 예민

한 10대에 전쟁을 겪었고, 히피들은 그야말로 전후 세

대이다. ‘40세 이상은 믿지 말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

하라’며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운동과 함께 기성세대에 

저항하고, 그들이 만든 질서를 조롱했다. 반전, 자연, 평

화운동을 주창했다고 해서 이들을 ‘플라워(Flower)세

대’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많은 히피가 암울했던 1980

년대를 거치면서 정반대 성향의 ‘여피(Yuppie)’로 변신

했다. 인구통계학적인 용어로 보면 여피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베이비부머에서 가

장 눈에 띄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피들은 자본주

의의 첨병 노릇을 하며 ‘탐욕의 80년대’를 이끌었다. 그

리고 여피들의 바로 아래 세대가 X세대이다. X세대 이

후로 예전에 온갖 알파벳이 난무하던 IBM의 제품명을 

두고 누가 ‘알파벳 수프’라고 표현한 것처럼 세대명에

서도 N세대, Y세대 하는 식으로 알파벳이 줄을 이었다. 

한국에서의 세대는 1980년대 말까지는 특정 시기의 정

치적인 사건을 두고 주로 명명되었다. 1945년에 태어

났다고 해서 ‘해방동이’라고 불리던 이들은 자신의 뜻

과는 상관없이 호칭 자체로 지난한 현실 속의 몇 안 되

는 위안 거리가 되었다. 1960년의 4.19혁명과 1963년

의 한일협정 반대 시위인 6.3의 주축이 되었던 이들

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자연스럽게 4.19세대, 6.3세대

로 불렸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도 정치권과 갈

등을 빚었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1972년 친위쿠데타

로 제정된 유신헌법 이후라고 해서, 유신 치하에서 수

시로 발동되던 ‘긴급조치’에 휘몰렸다고 해서, 당시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사건이었던 ‘민청학련’에 연루되었

다고 해서 각각 ‘유신 세대’, ‘긴조 세대’, ‘민청 세대’라

는 말이 쓰였다. 이들 용어는 대상도 극히 한정적이었

고, 사회학적이나 마케팅적으로 해석할 여지란 거의 없

었다. 386세대, 이제는 486을 거쳐 5자가 앞에 보이는 

세대도 정치적 함의가 앞선 조어였다. 1980년대 그것

도 1987년 이후에나 어느 정도 정치적인 숨통이 트이

고, 글로벌 소비체제에 편입되면서 사회문화적인 세대

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물론 미국에서 나온 X세

대도 있었지만, 일본의 영향이 더욱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세대 구분 기준은 천황이었

다. 쇼와(昭和)천황이라는 히로히토(裕仁)가 세상을 떠

났을 때, 어느 노인이 자결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천황

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메이지(明治) 세대’의 마음

을 이해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런 식으로 당사자들도 구분을 했고, 당연히 메이지세대

의 뒤를 다이쇼(大正)와 쇼와(昭和) 세대가 이었다. 전

후에 미국의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단카이(團塊) 세

대’가 나타났고, 반항적인 청년 세대로 이시하라 신타

로의 ‘태양족’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1960년대 이후 거

센 학생운동의 물결 속에 이름부터 전투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전공투(全共鬪) 세대’가 사회를 뒤흔들었다. 

‘전공투’란 ‘전학공투회의’의 줄임말로 1980년대 한국

의 ‘전대협(전국대학생협의회)’과 비슷한 기구였다. 전

공투 세대도 여러 가지로 분화했다. 적군파(赤軍派)와 

같이 과격 조직화하며 내부 다툼으로 비극적인 최후

를 맞이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정치적 이슈에서 한걸

음 빠져 작은 재즈바를 내며 소설을 쓰게 된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문화계로 진출한 인사도 다수 있다. 전

공투 세대와 같은 정치성향은 과감히 탈색시키면서 나

타난 세대를 일본에서는 그때까지 전혀 보지 못한 유

형이라고 해서 ‘신인류(新人類)’라고 불렀다. 어느 시대

에나 있는 ‘신세대(新世代)’보다 앞선 세대와의 차이가 

두드러진 표현이었다.  

한국에서는 신세대가 주로 쓰였다. 신인류가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 까닭도 있지만, 단순히 ‘새롭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충분히 차별화될 만큼 기성세대의 힘이 강고

했으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심리가 사회 전반

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세대’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부터 발아된 세대 브랜딩은, 한반

도와 정치라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권역과 라

이프스타일의 영역까지 아우르며 백화제방(百花齊放)

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X세대였다. 

세대명 짓기-관점을 명확히 해야

1990년대 초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집단간담회를 하는

데 한 친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발

언을 했다. 그러더니 바로 “그렇지만 저도 X세대라고

요”라고 덧붙였다. 세대도 브랜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기

성세대의 가치도 존중하지만, 그들과는 선을 긋고 새로

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말을 ‘X세대’라는 세대

명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했다. 당시 소위 미시족에 해

당한다는 소비자집단과도 비슷한 집단토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더 위라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시족이라고 표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름 우리가 

정했던 미시족의 요소들에 얼마나 많이 해당되는지 체

크한 연후에는 자신들도 미시족이라며 은근히 자부하

며 즐거워했다. 이들이 200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의 

쇼핑생활을 앞장서서 이끌어갔다. ‘아줌마’라는 시대와 

무관한 중성적인 존재감이 소비생활의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핵심인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미시족’이라는 

브랜딩에서 찾을 수 있다. 

브랜딩은 단순한 이름짓기가 아니다. 현재의 모습을 스

냅샷처럼 집어내기도 하지만, 작자와 대상의 방향성

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세대명과 다

른 점이 있어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런 면에서 ‘88만원 세대’는 탁월하다. 경제학자로서 명

명자의 관점이 명확하다. 그리고 해당 세대에게 현실을 

직시하며 기성 질서를 바로잡도록 행동을 촉구한다. 무

엇보다 알파벳 수프에서 빠져나온 숫자 브랜딩의 힘이 

있다. 

앞으로 어떤 세대가 나올 것인가? 시대를 읽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세대가 나올 수 있다. 같은 특징의 제품에 

다른 브랜드가 붙기도 하지 않던가? 역사가 현재의 역

사가와 과거의 사실 사이의 부단한 대화의 산물이라면, 

세대란 현재의 사실을 미래의 프리즘에 통과시켜 얻은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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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기본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0대 전반, 

20대 후반처럼 기간이 아주 짧지는 않지만 10년, 20

년, 30년 정도의 기간이 많다. 그냥 물리적 나이를 기

준으로 해서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4050 장년 세대, 

5060 노년 세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태어난 연도를 기

준으로 하여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IMF세대, Y세

대, N세대, G세대 같은 특정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

만 이러한 세대 구분도 처음에는 나름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별적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잘 

구사하는 N세대가 부상했지만 이제는 그 이전의 세대

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N세대의 중요성

이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편의상 세대 구분을 하

지만 이러한 세대 구분이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간 괴리

를 더욱 고착화할 수도 있다. 사실 위 세대의 일부 진보

적 사람들은 아래 세대의 느릿한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년 세대의 세분화, 뉴시니어 세대

노년 세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노년 

세대를 더욱 자세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들이 스

TEXT KIM MIN JOO (CEO, READ &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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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구분하는 다양한 잣대
우리 인간은 모두 소비자다. 소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마다 소

비하는 행태는 모두 다르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개성이 심할수록 소비

자의 행태는 더욱 다양해진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는 상품을 마케팅해야 하는 기업

은 편의적인 목적으로 소비자의 유형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동안 성, 연령, 세대, 

지역, 소득, 학력,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심리행태 등 수많은 잣대를 들이대며 소비자를 분석

해왔다. 때로는 특정 잣대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다양한 잣대

가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에 세대(Generation)는 중요한 잣대로 작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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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을 많이 보유하고 SNS도 많이 사용하면서 스

마트부머(Smart-Boomer) 세대라는 말이 최근 들어 

생겨났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 중 고소득, 고학력자

들은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

존의 시니어 세대와는 달리 감성적 소비가 많아 이들

은 뉴시니어(New Senior)로 구분짓기도 한다. 미국

의 워싱턴D.C. 바로 인근에는 메릴랜드 주의 베데스다

(Bethesda)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주

민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인지 최대 서점인 반스앤드노블 내의 스타벅스 커피전

문점에 가면 책을 보는 노인을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

다. 이곳에는 예술 영화를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예술

영화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 부부들이 이 영화

관의 주요 고객이다. 관람객의 평균 연령은 70세 정도

로 매우 높다. 미국의 최대 인터넷서점인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북리더인 킨들(Kindle)로 이북을 보는 사람들

은 생각보다 나이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들면 

책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텔리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성황을 이룰 것이다. 

장년 세대의 취미가 청년으로 확장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말에 산에 오르는 것은 주로 장

년 세대의 아웃도어 활동이었다. 노년 세대도 일부 등

산하기는 했으나 부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등산하는 노년층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산 정상

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자락을 트레킹하는 

길이 많이 개발되어 청년 세대도 트레킹을 즐기게 되

면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이 급팽창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도 출시되었

다. 장년층의 대중문화 취미도 청년층으로 얼마든지 확

산될 수 있다는 것은 ‘세시봉 콘서트’ 신드롬을 통해 알 

수 있다. 과거 7080세대가 흠뻑 빠졌던 포크 음악이 

세시봉 콘서트를 통해 2030세대에 퍼지면서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포크 뮤직 감상과 기타 배우기 붐

이 일어났었다.

커피 가격에 대한 세대 간 의식 차이

최근 들어 커피전문점의 커피 가격이 다양화되면서 커

피 가격이 약간씩 낮아지고 있지만 식사 가격에 비하

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커

피 가격이 과연 비싼가 하고 앙케트 조사를 해보면 비

싸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있는데 이런 

응답자 중에는 20대가 많다. 그 이유는 이들은 커피를 

음료 자체로 보지 않고 커피전문점에서 마음대로 공부

도 하고 책도 보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부담 

없이 보내는 수단으로 본다. 즉 커피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커피전문점 공간을 사용할 수 있

는 데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4천원 정도의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말에 커피전문점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장년층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또 커피전문

점에서 아이를 가진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교육을 하는 카페맘(Café Mom)도 자

주 눈에 띈다.

럭셔리 소비의 계층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럭셔리 소비는 지속적

으로 늘고 있다.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있지만 국내

에 럭서리를 판매하는 매장이 자꾸 늘면서 고소득층

은 럭셔리 소비를 늘리고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돈을 아껴서 럭셔리 소비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럭셔리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자는 

중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 여행객들이다. 또 럭셔리에

도 계층화가 이루어져 가격대가 매우 높은 위버럭셔리

(Uberluxury)가 형성되고 있다. 물론 이 위버럭셔리의 

소비층은 소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 세대다. 반대로 가

격대가 저렴한 맥럭셔리(Mcluxury)의 소비층은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이다. 

컴팩트 에코카는 젊은 층에서 다른 층으로 확산

에너지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연비가 높은 자

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연비가 좋은 기아

자동차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소형차 종류가 많은 기아자동차는 그동

안 젊은 층을 대상으로 경쾌한 이미지, 활력 있는 이미

지, 좋은 디자인 이미지를 강조했는데 컴팩트 에코카

(Compact Eco Car) 이미지도 크게 주효했다.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컴팩트 에코카

는 나이가 많은 소비자층으로도 확산될 것이다. 

은퇴 세대의 전 세계 여행 수요 증가

2012년에는 ‘버킷 리스트(Bucket List)’가 크게 유행할 

것 같다. ‘버킷 리스트’라는 이름의 영화도 이미 있었지

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적은 리스트다.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만 버킷 리스트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연령의 사람들

도 이 버킷 리스트를 쓸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을 달성하면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지우면 된다. 많

은 사람이 만든 버킷 리스트 중에는 전 세계 여행이 들

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되

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KT 대표 출신으로 

192개 국가에 부인과 함께 배낭여행을 한 이해욱님이

다.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 천 명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무려 39%의 응답자가 그를 은퇴 후 롤 모델

로 꼽았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욱님처럼 모든 나라를 배낭여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여행 방식을 통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욕구는 많

다. 만약 보험사나 은행이 사람들이 평소에 적금을 들

었다가 은퇴 후에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을 만든다면 50대와 60대의 해외여행 소비는 크게 늘

어날 것이다. 

블루 잡, 옐로 잡, 그린 잡, 레드 잡

최근 들어 청년 세대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

어지고 있다. 자조적인 88만원 세대라는 어휘는 이미 

구식이 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청년들에게는 네 가지

의 직업 유형이 있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안정적으

로 일하는 직업은 블루 잡(Blue Job)인데, 전체 직장 

중에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유형의 직

업은 옐로 잡(Yellow Job)인데, 개성이 매우 강해 조직

에는 어울리지 않아 아티스트나 디자이너처럼 개인적

으로 혹은 소규모 조직에서 제공하는 직업을 말한다. 

그린 잡(Green Job)은 친환경적이어서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거나 환경 NGO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

한다. 마지막으로 레드 잡(Red Job)은 건설 일용직처

럼 불안정하게 하루하루 일하는 직장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직장 유형 중에 어떤 곳에서 일하느냐에 따

라 그들의 소비행태는 매우 다르다. 이런 직업 분류는 

사실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세대에도 해당된다. 

문제는 블루 잡의 비중은 자꾸 줄어들고, 옐로 잡과 그

린 잡, 레드 잡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소득의 양극화는 세대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

다. 정부가 경제 성장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와 소비의 양

극화 현상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세대 간 소비 격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대는 앞으

로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양화되

면서 세대 간에 소비행태가 겹치는 크로스오버(Cross-

Over)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청년 세대의 소비

행태가 노년층으로 확산되고 반대 방향의 소비행태가 

확산 또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한때 성립되었던 세대 

구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과

거의 세대 구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리고 세대 구분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하면 사회적으

로 세대 갈등을 조장하게 되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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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과 차이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얼마 전까

지만 해도 한국의 세대 갈등과 차이는 아래 세대가 가지는 위 세대에 대한 존경과 의존, 그리고 

위 세대의 과도한 통제와 훈계에 대한 반항, 시대의 변화를 이해 못하는 어른들에 대한 불만이 

공존하는 유교질서 안의 세대차이와 세대 간 갈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장유유서라는 유교질

서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세대 갈등 및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교질서가 붕괴하면서 생겨나는 세대갈등 및 차이는 한 사회의 작동원리 자체가 바뀌는 신호

탄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즉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엄

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교육 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기술의 혁명적 변

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장유유서라는 유교질서가 붕괴할 정도로 혁명적인 변화를 표상하는 

새로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새로운 젊은 계급의 탄생

The Bir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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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유서 질서’의 의미

장유유서 질서라는 것은 농업경제가 근본이었던 전형

적인 전근대 사회의 질서이다. 전근대적인 농업경제 사

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산업생산을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나의 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했

는데, 이러한 속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안정을 해치게 

되어 있다. 농업경제는 유목경제와 달리 한곳에 오래 

정착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이 더더욱 중

요한 정치 및 경제의 덕목이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농

업경제에서는 부의 분배가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

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베풀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을 공경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장유유서의 유교

적 질서가 태동할 수 있었다. 또한 보편적인 근대교육

이 보급되지 않은 전근대의 시기에는 경험을 통해 습

득한 기술과 지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쌓아온 어른들이 사회의 주축

이 되고, 또 그들의 의견과 지혜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전근대적인 농업경제를 오래 지속해온 한반도에

서는 이웃한 패권국 중국의 이념적 영향을 받아 장유

유서 질서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러한 장유유서 질서의 붕괴가 최근 급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육의 보편화와 정보화 

기술의 발달,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일방적 충성의 관계

로 변질된 세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불만이다. 

‘장유유서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형태의 

세대 간 갈등

대한민국에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정

체된 경제가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따라서 능력과 기회와 운이 주어지면 나이의 벽을 뛰

어넘어 부와 권력을 획득, 축적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정치적으로는 현격하게 젊은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그 

정부의 파격적인 나이를 초월한 인사, 경제적으로는 젊

은 신흥 재벌들의 탄생 등 장유유서 질서를 넘어서는 

현상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 신흥 세력들의 노령화

와 기득권 세력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 장유유서 질서

는 쉽게 붕괴되지 않았다. 장유유서 질서의 붕괴는 더

욱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붕괴에 가

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근대적 교육의 보편적 보급

이다. 

과거에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지식이 주로 경험과 어

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전달, 전수되었고 지식 못지않

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역시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러한 것이 매우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교재를 통하여 

대다수의 젊은 세대에게 교육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

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 전수되면서 지식의 세대 

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어른들보다 훨씬 책을 

많이 읽고, 외국어도 잘하고, 글로벌한 견문도 넓고, 경

제가 돌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체계적으

로 습득한 젊은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경쟁력 우위는 정

보화 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현격하게 벌어진다. 소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기기는 세

상의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과 경제의 발달 및 세계화는 세

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정보의 부족은 곧 경쟁력

의 저하로 연결되는 세상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

의 위 세대는 정보 취득의 시간과 장소 및 정보의 질과 

양이 제약되는 종이신문과 TV만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

하고 있어서 정보화 기술에 능숙한 젊은 세대와 비교

할 때 현격히 떨어지는 정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농경사회와 달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과 

지식은 대부분 컴퓨터라는 정보기기를 사용하여 얻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위 세대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의 뒤편으로 밀려

나고 있다.

장유유서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

로 세대 간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의 균열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근대 농경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정체되

어 있었기 때문에 부의 분배와 사회적 역할분담이 나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나이가 들 때까지 젊

은 세대는 위 세대를 공경하면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고 

위 세대는 나이를 먹으면서 혜택이 늘어가는 동시에 아

래 세대에게 상당한 책임을 지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다. 그런데 이러한 장유유서의 질서가 근대화가 되어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

서 성장의 과실을 젊은 세대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여

유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이 더뎌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위 세대는 끊임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저성장의 과실과 특혜를 지속하려 하는 반면 아래

세대는 현재 시대에 맞는 객관적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

여 부와 권리를 나누고자 할 것이다. 

‘테크놀러주아지’의 탄생과 세대 간 갈등의 미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은 바로 이러한 전혀 

새로운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세대 갈등이 기존의 세대 간 갈등과 그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는 계급적 성격의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즉 과실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는 저성

장의 시대에서 정보지식,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부와 권리를 배분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와 전근대적인, 혹은 고속 성장 시대의 기준으로 

부와 권리를 배분하고자 하는 위 세대 간의 갈등이 형

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최근 부와 권력이 

소위 상위 1%에 의해 독점되면서 분배구조가 심하게 

왜곡되기 시작하고, 또 많은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닫

히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분배질서와 정보지식 경

쟁력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질서 간의 충돌이 더욱 심

해지기 시작했다. 신기술과 지식을 가진 지식경제시대

의 젊은 부르주아지와 옛날의 기준으로 특권을 요구하

는 산업화 시대의 위 세대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세대 간 갈등은 저성장 시

대에서 구질서를 지키려는 위 세대와 신질서를 만들려

는 젊은 세대 간의 계급적 갈등이 될 것이다. 이는 과거

와 같은 단순한 세대차이가 아니라 분배질서를 둘러싼 

정치적 세대 갈등이고, 이러한 갈등은 정치의 장인 투

표소와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정될 것이다. 

최근 안철수에 열광하고 박원순 서울 시장을 탄생시

키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젊은 세대는 바로 구질서

에 대항하여 저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자 하

는 새로운 계급이다. 즉 이들은 지식과 창조성, 정보력

이라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부와 권리가 분배되는 새로

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과거

와 같은 폭력적 혁명이 아니라 투표장에서 결실을 이

룰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학습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은 자신과 같은 젊은 구성원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정보화 네트워크

를 통하여 결집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최근의 몇 

차례의 재보선 선거는 이들 젊은 세대의 정치적 힘을 

확인해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새로운 세대를 다음

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1789년 프랑

스 혁명을 통하여 구질서인 앙상 레짐을 깨고 신질서

를 구현하려는 당시 부르주아지와 유사하게 오늘 대한

민국의 구질서에 대항하여 신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하

지만 이들은 폭력적 수단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선거

를 통하여 새로운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을 지식경제 시대에 정보화 테크놀로지라는 생

산수단을 보유한 새로운 형태의 부르주아지, 즉 ‘테크

놀러주아지’(테크놀로지 + 부르주아지)라고 부를 수 있

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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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에서 아들녀석의 가슴팍에 이병계급장을 달아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병이 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노파심에 이왕 군인이 되었으니 싫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아닌 잔소리를 하니 녀석의 대답.

‘엄마, 요즘 제가 군대에서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일하는 척 하는거예요’ 

얻어맞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에 자신을 속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녀석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한지 잔뜩 기가 죽은 목소리다.

겨우 솜털을 벗은 어린 남자들이 왜 군대만 가면 늙은이처럼 표정이 굳어지는 걸까 했더니

군기가 바짝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사회’라는 걸 배워서 겉 늙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싫어도 좋은 척,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척,

그렇지 않아도 그런 척,

......................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면 ‘척은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하지만 ‘척’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본래의 마음을 숨겨야 되니까 포카페이스를 하게 되고, 

포카페이스를 하다 보니 표정이 없어져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게 되고, 

그래서 마치 보톡스를 맞은 듯 얼굴이 부자연스럽거나 무표정하게 되고. 

고로 ‘척’하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 보인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아이들은 ‘척’ 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매우 자연스럽다. 

좋은 싫든 감정에 솔직하니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곧잘 매우 크리에이티브하다.

사실, 광고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동안(童顔)이 많은 것도

비교적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선천적으로 노안이신 분들을은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직업군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니니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광고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척’하는 시간을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생각이 그려지는 캔버스.

맛사지를 하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때론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지만 

의외로 쉬운 곳에 해결책이 있다. 

웃고 싶을 때 실컷 웃고,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뻐기고 싶을 땐 뻐기고, 미안할 땐 미안해하고,

빠질 땐 푹 빠지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  

감정에 충실해지면 크리에이티브해지고 젊어진다.

여러분, 동안(童顔)만들기 참 쉽죠. 

동 안 ( 童 顔 ) 만 들 기 ,  어 렵 지  않 아 요 .

Letter from 김혜경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광고 크리에이터 

김혜경 상무는 광고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이는 생각보다 맛있다>, 

<동경런치산책>과 같은 감각적인 글쓰기로 

대중과의 의미있는 소통에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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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왔다. 원고를 써달라기에 

“뭘 쓰는 거죠?”라고 물으니 “연말연시니까,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이 맘 때엔 

술집을 추천해달라는 원고가 밀려들었다. 

술 조심하란 경고였을 게다. 올해엔 나이인가? 

문득 자문했다. 나도 나이 들어가는 것인가?

내 주변엔 나이 불문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 있다. 

몇 해 전 12월 31일, 한 잡지 선배는 홀연히 지리산 

자락으로 떠나버렸다. 무계획이 상팔자! 

어떻게 살겠다는 밑그림도 없었다. 

단지 선배 곁엔 새로 만나 인생 씨줄과 날줄을 겯고 

살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진 선배는, 그렇게 새 인생을 시작했다. 

‘선배의 남자’는 가정과 직장에서 평생을 ‘순정품’으로 

살아온 모범생이었다. 떠나기 하루 전인 12월 30일 

아침, 그 남자는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십 수 년을 

하루같이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던 직장이었다. 

그는 사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임원이었다. 12월 

29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했었다. 그러던 

벼락사표를 내버린 것이다. 

사직서를 받아 든 사장의 표정은 어땠을까? 

“사표를 순순히 받아주던가요?” 그 남자 대신 선배가 

답했다. “평생, (이 사람) 등골을 빼먹었으면 됐지! 

기영아, 너도 회사 그만둬. 내일 같이 내려가자.” 잠시 

고민했다. 이 나이에 새 인생이라…. 나는 한참이나 

고개를 주억거렸다.

선배의 새 인생은 느리게 흘렀다. 

애초, 무슨 야무진 각오를 다진 것도 아니어서, 

새 삶의 품은 너르고 넉넉했다. 지리산을 거쳐 정착한 

곳은 충청북도의 산 높고 계곡 깊은 마을. 다시 

선배를 찾았을 때, 그 심산유곡에 일상을 내려놓은 

두 사람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도시에서 찌든 내 

마음의 독성을, 그들은 찬찬히 안아주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몇 년의 세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행복한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밤새도록, 그 산간 마을의 고요 속에서, 

술잔이 돌고 또 돌았다.

나이 든다는 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일 게다. 

쉽지 않다. 간단치 않다. 덜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워지고 번잡해진다. 그러니 덜어낼 수 

없다면, 그 무게와 가벼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선배를 다시 찾았을 때, 

내 옆엔 아내 될 사람이 있었다. 선배가 말했다.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기영이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하하. 기영아. 잘 됐다. 당장 회사 그만두고 같이 

내려오면 되겠다. 하하하하!” 

역시 사람은, 철들면 죽는 거다.

가

벼

워

 

지

기

Letter from 정기영 

영화전문지 <프리미어> 편집장으로 대한민국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유연한 글을 쓰는 이이다. 매달 발행하는 

대한항공 기내지 <비욘드> 편집장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장르를 넘나드는 유쾌한 문화 평론을 

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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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나에게 하나의 전시회로 마무리되었다. 

작가에게 전시회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보이는 부끄러운 행위일 수도 있고, 

나의 의식이 세계에 투영되어 무한히 확장되는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다. 

2011년의 전시회 <피안(彼岸)>은 끝없이 방랑하던 내 의식이 

드디어 일종의 화해, 열반의 경지를 찾은 고백이다.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자라면서도 

더러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꽃을 피워내는 연꽃 속에 누워, 물 속에 누워 

나는 망설임 없이 이 둥근 원의 세계로 합일되었다. 

물속에 내가 누워있다.

난 잠들어 있나.

아니면 죽어 있나.

아무런 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의식은 명료하다.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들 사이로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찰랑이는 물속에서 나는 평화롭다.

나는 살아서 내가 있는 세계를 다른 세상에서 본다.

나는 피안을 꿈꾼다.

아. 얼마나 오랫동안 꿈꾸워 왔던 풍경인가.

보는 것도 나고 보이는 것도 나다.

다른 세상에서 나를 보다.

이 곳과 저 곳의 사이에서 온전한 나를 느낀다.

이

쪽

과

 

저

쪽

을

 

한

 

번

에

 

다

 

보

기

 

Letter from 김용호

진부한 상업 사진 형식에 대항하며 이후로도 

오랫동안 새로운 혁신으로 도전해 온 포토그래퍼. 

다큐멘터리 구성의 카메라 워크, 포스트 모던한 

구도, 세련된 미장센, 대한 민국 하이엔드 

소사이어티가 공감하는 적절한 파격과 스토리적 

구성의 작품 활동으로 새로운 내러티브를 완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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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던 이슈 하나하나에

는 세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현상으로 발현된 

대한민국의 문화 현주소가 담겨 있다. ‘얼굴 

없는 가수’를 ‘비주얼 가수’로 재조명, 일약 스

타덤에 올린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

다’를 비롯, 그 외 마이너리티의 약진에 대해 

이야기한 ‘Indies but Goodies’, 최근 불거진 

한 국회의원의 개그맨 고소사건과 정치판 ‘무

한도전’, ‘나꼼수’를 통해 ‘디스’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본 ‘Check Diss Out!’, 친근한 ‘동

네 형, 누나’ 같은 스타를 탄생시킨 반면 그 파

급력 때문에 사소한 일마저 민감한 문제로 만

드는 ‘양날의 검’ 트위터 문화를 분석한 ‘Let’s 

Twit, Let’s Follow’, 마지막으로 새롭게 가

세한 종합편성채널을 해부하고, 앞으로의 행

보를 진단해보는 ‘Do or Die’ 까지. 

지난 일 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핫 키워드 4

가지를 통해 2012년 우리 대중문화계에 불어 

닥칠 새로운 바람을 <10아시아> 기자들의 날

카로운 시선으로 전망해봤다.

41

지금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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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멋있고, 배경마저도 훌륭한 ‘엄친아’와 ‘엄친딸’이 아니어도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어디 하나 모자라는 듯 보이는 이들이 누구도 

쉽게 토를 달지 못할 실력과 진지한 태도로 2011년의 스타로 등극했다. 이

제 메이저 무대로 도약한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릴까? 그리고 우리

는 다시 이런 인간미 넘치는 스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TEXT  KIM HEE JOO(10ASIA EDITOR)

작고 단단한 몸집의 남자가 제 키보다 높은 장애

물을 훌쩍 뛰어넘고 달려오는 사이클 선수 무리 

위로 날아오른다. 올해 상반기 화제가 되었던 한 

스포츠 슈즈의 광고 내용이다. 이 남자의 이름은 

김병만, 호는 ‘달인’이다. 2007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해 지난 11월 종영한 KBS <개그콘서트> ‘달인’

은 ‘김병만에 의한, 김병만의, 김병만을 위한’ 코

너였다. 지난 4년간 ‘달인’으로 살아오며 그리고 

올해 SBS <키스 앤 크라이>, <정글의 법칙>을 통

해 개그맨 공채 시험에 7번이나 떨어진 무명의 개

그맨이었던 김병만이 ‘몸으로 증명’한 것은 도전

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김병만에게 대

중은 박수를 보냈고, 그는 젊은 스포츠 스타가 아

닌 단신의 개그맨으로 광고 모델에 발탁되었다. 

이 같은 김병만의 성공은 ‘마이너리티의 약진’을 

시사하기도 한다. 올해 대중의 눈길을 끈 이들 중

엔 유독 발굴, 재발견 혹은 재조명된 이들이 많

다. 대중문화의 메가 트렌드가 되며 쏟아져 나온 

각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재능 있는 일

반인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었다. 압도적인 외적 매력을 가진 이들만 

혹은 SM과 JYP, YG의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이

들만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까지

도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들이 화려한 스

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되

었다. 지난해 명문대생 존 박이 아닌 환풍기 수리

공 허각에게 우승을 안긴 Mnet <슈퍼스타K 2>는 

올해 <슈퍼스타K 3>에서 울랄라 세션과 버스커 

버스커, 투개월을 발굴했고 MBC <위대한 탄생>

은 백청강을 낳았다. 

비단 일반인만이 아니다. 한때 많은 인기를 얻었

지만 세월과 함께 무대 뒤로 사라졌던 이들이나 

일부 마니아들에게만 소구되던 이들 역시 무대 

중앙으로 나올 기회를 얻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

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올해의 예능’이라 할 수 있

을 MBC <우리들의 일밤> ‘나는 가수다’는 김범수, 

임재범, 조관우 등에게는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

해준 기회의 땅이었다. 얼굴 없는 가수였던 김범

수는 ‘얼굴로 먹고사는 비주얼 가수’라 장난스럽

게 거들먹거리고, ‘은둔 고수’ 임재범은 자신을 둘

러싼 수많은 말을 오직 노래 하나로 잠재울 수 있

었다. KBS2 <TOP 밴드>는 태생적으로 마이너일 

수밖에 없었던 밴드가 주인공이 된 무대였다. 

‘나는 가수다’의 또 다른 수혜자인 김연우와 올

해 예능의 아이콘이 된 정재형의 재조명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마이너리티의 반란이다. 유희열이 

만들고 확장시킨, 이른바 ‘감성변태’ 영역의 새로

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이들에게 쏟아진 환

호는 단순히 탁월한 가창력이나 작곡 능력 혹은 

예민한 감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

한 개그 센스와 예능감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변

화의 징후는 기존 시스템 안에서도 포착되었다. 

SM, JYP, YG의 삼각편대의 위상과 위력은 여전

했지만 동시에 인피니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울림엔터테인먼트나 브라운아이드걸스를 통해 

‘걸 그룹’의 다음 혹은 다른 스텝과 새로운 비전

을 보여준 내가네트워크, 아이유라는 다른 아이

돌 모델을 보여준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주류 대

중음악 시장 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중소 

레이블들도 있었다. 

대중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마이너리티가 시스

템의 장벽을 넘어서는 성공 신화를 기대했고, 보

았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잊혔던 이들이 그들만

의 마이너리그를 만들거나 메인 스트림을 측면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열광하고 지지했다. 올해 

포착된 ‘마이너리티의 약진’은 치열한 경쟁 구조

와 심화되는 승자독식,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 

등 험난해지는 현실에 지친 대중의 ‘잘나지 않아

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바람과 

‘어쩌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영된 현상

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시스템을 흔들어 긍정

적인 변화를 만들고 지속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

수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12>에서 2012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비주류가 전면으로 나서는 ‘네오 마이너리즘’을 

꼽았다. 정말 2012년에도 얼굴 없는 가수가, 키 

작은 개그맨이 여전히 인기 있을 수 있을까. 그렇

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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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YOON HEE SUNG(10ASIA EDITOR)

둘이 있을 때 하면 농담이지만, 세 명 이상 있을 때 하면 디스다. 단, 전혀 찔리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 앞이라 해도 농담이다. KBS <개그 콘서트>의 ‘애정남’ 최효종이 정한 규칙이다. 

곱씹어보면 여전히 애매한 기준이지만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힙합에서 시작된 ‘디스’란 

공개적인 비난의 방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Disrespect’의 줄임말인 디스는 노래 가사 안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담은 것으로, 힙합 음악은 

가사를 래퍼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까닭

에 가능한 표현 방식이다. 그런 까닭에 디스는 비

난의 내용 못지않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위트 역시 중요하다. 디스에 대응하는 

수단 역시 답가의 형태를 띤 노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지난 11월 국회의원 강용석이 최효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응한 <개그콘서트>

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디스’의 조건을 두루 갖

춘 방송이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코너에서 ‘고소’를 소재로 유

머와 말장난을 선보였고, 이것은 직접적인 항의

보다 훨씬 큰 동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왕비호가 선보인 비난의 개그나, 일반적으

로 코미디에서 만들어지는 풍자와 유사해 보이

나 ‘입장’이라는 배경이 더해지면서 전혀 다른 양

상을 띠는 것이었다. 방송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었고, 이들이 불유쾌함을 드러내는 고유의 방

식은 고소라는 법률의 영역을 웃음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끌어들이는 위력을 발휘했다. 디스

가 다만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문화’라고 불

리는 것은 그래서다. 

이러한 디스의 방법론을 가장 잘 체화한 것은 단

연 <나는 꼼수다>라고 할 수 있다. ‘헌정방송’이라

는 반어법을 차용한 이 시사대담은 팩트를 수집

하고, 이것을 근거로 예상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내용은 틀림없는 공격이지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후렴구로 눙치면서 상대방의 분노를 

무력화한다. 본질은 비아냥이지만 웃음이라는 형

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언제든 농담이라는 퇴

로가 열려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힙합의 리듬처

럼 <나는 꼼수다>는 공격과 방어의 템포를 스스

로 터득한 것이다. ‘아이콘’과 ‘꼬깔콘’을 병치하

는 라임 역시 <나는 꼼수다>의 묘미다. 

다시 말해, <나는 꼼수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들이 유희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꽃노

래도 하루 이틀이라지만, 웃고 떠드는 콘텐츠는 

일관되게 특정 계층을 비판하는 무거움에도 불구

하고 30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반복이 가능

하다. 이들이 팟캐스트라는 플랫폼 밖에서 사람

들을 모으는 힘 역시 ‘콘서트’라는 다분히 유희적

인 형식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격의 

죄책감과 고단함은 희석시키는 유희의 힘은 또

한 가장 냉정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

는 함정을 판다. <나는 꼼수다>에 반발한 <명품수

다>는 그러한 점에서 스스로 디스의 게임에 걸어 

들어오는 실수를 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응하

는 내용의 진실성과 간절함은 두 번째 문제다. 웃

음과 즐거움이라는 선결 과제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나는 꼼수가>가 펼쳐놓은 디스의 세계

에서는 패배만이 기다릴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애정남에게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

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농담은 웃자고 비난하

는 것이고, 디스는 비판하자고 웃는 일이라고. 그

리고 장진은 <나는 꼼수다>로 증명된 디스의 힘

을 가장 적절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인물이다. 고정관념을 전복하며 웃음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SNL 코리아>를 지휘하는 그는 방

송에 직접 출연을 불사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어

조를 드러냈다. 그러나 코미디의 문법으로 쓰여

진 그의 일갈은 시청자를 웃겼고, 이것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역시 그 리듬과 라임으로 응수하는 

수밖에 없다. 요컨대, 웃음의 디스는 스스로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가장 단단한 모순이다. 그래서 

결국 디스는 답가를 불러낼 것이고, 이를 위해서 

상대방은 무대에 올라야 한다. 소통 불능의 시대, 

디스가 구차한 공격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케

이션의 방식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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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등장은 방송 및 미디어 관계자는 물론 시

청자인 일반 대중에게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우

선,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 날치기 통과라는 편법을 통해 만들어진 태

생적 결함에 더해 대기업과 신문 재벌의 언론 시

장과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편, 지상

파 중심의 경직된 방송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 같은 우려와 기

대 곁엔 호기심도 있다. 종편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제작진, 배우, 가수, 개그맨이 나오느

냐다. 이는 최근 웹상에 떠도는 ‘종편 출연 연예

인 명단’과 같이 출연 자체를 정치적 노선이나 철

학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는 입장일 

수도 있다. 또는 충분한 제작 인프라를 갖추지 못

한 종편이 지상파에서 활동하던 이들을 영입하

면서 새로운 링 위에 혜성같이 등장할 신예나 화

려한 부활을 꿈꾸는 베테랑 등 ‘종편의 수혜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다. 

특히 예능과 드라마는 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능 프로그램의 질은 PD의 능

력이 매우 중요하다. 능력 있는 PD가 있으면 훌

륭한 작가진과 출연진이 모인다”(중앙미디어네

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정철근 대변인)는 말처럼 

방송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종편 이적 시장’의 포

문은 예능 PD가 열었다. 여운혁(MBC <황금어

장>)을 시작으로, 김석윤(KBS <올드미스 다이어

리>), 임정아(MBC <우리 결혼했어요>) PD 등이 

JTBC로 옮겼다. 이들과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

거나 커리어가 다소 정체되어 있던 강호동, 유재

석 2강 체제하의 2인자 MC와 개그맨들도 종편

으로 향했다. 이수근은 김병만과 함께 JTBC <이

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와 채널 A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의 진행을 맡았다. 신동엽은 MBN 

시트콤 <뱀파이어 아이돌>과 채널 A <스토리텔

링 매직쇼>에 출연한다. 그 외에도 탁재훈, 컬투, 

붐 등도 종편의 프로그램에 등장한다. 배우나 가

수에 비해 방송사에 대한 로열티를 강하게 요구

받았던 예능인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플랫폼이 아닌 프로덕션이나 플레이어 위주의 

제작 환경이라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가장 쉽게 채널 호응도를 높이고 채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성

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청률을 위해 

지상파 수준의 스태프와 스타를 내세운 드라마

를 편성하는 것은 종편의 중요한 전략이다. 실제

로 대중이 가장 흥미를 보이고, 그래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콘텐츠가 바로 드라마다. 김규태 감

독(<이 죽일 놈의 사랑>)과 노희경 작가(<그들이 

사는 세상>)의 JTBC <빠담 빠담…그와 그녀의 심

장박동소리>에는 정우성과 한지민이 출연하고, 

이형민 감독(<미안하다 사랑한다>)과 윤선주 작

가(<황진이>)의 TV 조선 <한반도>는 황정민과 김

정은이 주연을 맡았다. 방송을 시작한 정하연 작

가의 JTBC 사극 <인수대비>에 대한 반응은 나쁘

지 않다. 

하지만 아직 종편의 경쟁 상대는 그들의 바람과 

달리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로 보인다. 실제 종

편의 시청률은 케이블 수준인 1% 내외이고 이는 

향후 3년 이내에는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다. 그렇다면 ‘종편 시대’를 맞은 케이블TV의 비

전과 전략은 무엇일까. 사업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5년의 노하우 위에 군살을 제거하

고 철저히 타깃과 ‘케이블다움’에 집중하는 전략

이 더해진다면 당장의 시청률, 광고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도

태되는 종편을 흡수하는 청사진까지 꿈꿔볼 수 

있다는 것이 케이블의 기대다. 

풍덩. 돌멩이는 던져졌다. 이것이 호수에 일으킬 

파문은 개국의 혼란이 다소 진정될 2012년이 되

어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2년은 총

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현 정권의 비호 아래 

탄생한 종편의 진검승부가 시작될 해다. 막대한 

자금과 축적된 노하우가 요구되는 방송 사업의 

특수성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극심한 시

기에 출범한 종편과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의 미

래는 어디로 향할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종

편에 사활을 건 이들과 몰락을 기대하는 이들 모

두에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뿐이다.

풍덩.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12월 1일,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이 개국했다. 단순히 채널의 증가가 아니라 미디어 환경의 대대적인 변혁으로 예고된 종

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이합집산 속에서 진검승부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따라 미디어의 역할과 성격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TEXT  KIM HEE JOO(10ASIA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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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생산하는 정보들은 개인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지극히 사적인 것들이지만, 그 방향은 

전 지구적인 사용 인구를 향하고 있다. 연예계 역

시 이런 흐름에 예외 없이 영향을 받는다. 스타들

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스포츠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이 아니

다. 스타가 직접 운영하며 그들의 일과와 동료들

의 소소한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트위

터야말로 가장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터

인 것이다. 

트위터의 등장 이전에도 물론 스타들은 팬들과 

소통의 창구를 유지해왔다. 팬클럽을 통해 캠프나 

팬미팅을 개최하거나 팬카페에서 시간 맞춰 채팅

을 하기도 했고, 유료 문자에 무작위로 직접 답장

을 보내주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트위

터는 스타와 팬 사이의 시간과 공간을 재편했다. 

스타의 선택에 의해 팬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이제 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

타의 트위터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박중훈, 남

희석과 같은 초창기 트위터 스타들은 이러한 시스

템의 특성을 이용해 모임의 주최자와 같은 태도로 

팔로워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

이크를 잡은 듯 이야기하고, 팬들은 발언권을 쉽

게 얻으며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트위터 매니지먼트가 본격적으로 그 특성을 드러

낸 것은 보다 젊은 스타들이 유입되면서부터다. 

해외 스케줄이 많은 아이돌 스타들은 자신의 위

치 정보를 적극적으로 노출해 장벽 없이 해외 팬

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팬들은 이제 공식적인 무

대가 아니라 스타들이 언제 입국을 했고, 언제 숙

소에 도착했는지 시시콜콜한 일상을 손쉽게 따

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장근석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스케줄까지도 빠짐없이 업데이트하

는 동시에 팬들의 멘션에 최대한 반응해줌으로

써 친밀감을 한층 높인 케이스였다. 팬들이 보낸 

메시지를 리트윗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된 이야기를 공개하는 그

의 태도는 오히려 스타가 팬들을 찾아가는 관계

를 형성함으로써 팬들로 하여금 강도 높은 긴밀

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11월, 장근석은 자신의 트위터 중단

을 선언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공개된 게시판

이며, 스타들이 팔로워들과 나눈 대화는 쉽게 전

달되고, 재단된다. 장근석 본인은 트위터를 떠나

는 이유가 농담처럼 “배터리 때문”이라고 했지

만, 마지막으로 남긴 멘션에는 “내일 또 장근석 

분노 가나요”라고 쓰여 있었다. 에릭 역시 트위

터를 개설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했

으나 종교와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를 문제로 이

내 탈퇴를 결정하고 말았다. 가장 개인적이고 자

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렇기에 공개 가

능한 진심의 범위를 연예인 스스로 판단하기 어

려운 트위터의 장단점은 검의 양날처럼 동시에 

발휘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트위터는 연예인들에게 말솜씨나 

다름없는 수단이다. 다만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그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없다

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김여진은 처음 트위터를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창구로 사용했지만, 그 

주장을 꾸준히 개진한 덕분에 특정한 입장을 지

지하는 집단의 대표인이 되었다. 그녀는 다만 이

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위터 바깥에서의 

행동을 자신의 트윗과 일치시킴으로써 그 주장

에 힘을 실었다. 모피에 관한 고민을 공개적으로 

나누었던 이효리 역시 마찬가지다. 일상을 전시

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위터

에서의 반성과 발견을 자신의 생활로 연결한 그

녀는 무대와 별개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

다. 결국 트위터가 중계하는 것은 사람이다. 방송

과 인터뷰가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거기 있다. 그래서 얼마나 현명하게 팬

들의 타임라인을 채워나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스타의 몫이지만, 빽빽한 멘션들 사이에서 스타

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팬들의 일이다. 새

로운 보물찾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집트여,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SNS를 통해 이집트 민주

화 시위를 지원한 구글 중동 마케팅 매니저 와엘 그호님의 이 

멘션은 트위터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트윗이다. 2위는 오사

마 빈라덴의 사살 작전을 중계한 미국 정부의 트윗이었다. 기

실 트위터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다. 

TEXT  YOON HEE SUNG(10ASIA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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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SEO JUNG IM (DEPUTY EDITOR OF ARTICLE, MONTHLY ART CRITIC MAGAZINE)

ANOTHER SIDE OF ART,

COLLECTIVE 
아이덴티티를 상호 공유하는 컬렉티브 세대

일반적으로 ‘예술가’라고 하면 현실적인 번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

해가는 이들을 떠올리게 된다. 외로움과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

을 창조해내는 고단한 숙명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들의 독자적인 작가정신은 오늘

날 예술가를 일컫는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예술성을 타인의 그것과 절

충하고 협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작업 경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솔로 작가들의 세대에서 듀오아티스트, 프로젝트팀, 콜라보레이션 워크스

(Collaboration Works)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컬렉티브(Collective) 세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을 자제하며 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거나,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다 프로젝트에 따라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하며 작가들 간

의 아이덴티티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한 이유로 공통된 ‘생각’과 ‘교감’

을 거쳐 탄생되는 하나의 결과물은 여럿의 개성이 녹아들어 한 차원 높은 결과물을 제

시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고독한 사투를 통해 예술혼을 불태우는 작가에 대한 통

상적인 환상을 유쾌하게 깨트려버리기도 한다. 지금부터 ‘나’가 아닌 ‘공동’이라는 일

종의 상대적 무명성을 내세우는 컬렉티브 세대에 주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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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 George, portrait © the artist, 
Courtesy White Cube

Pierre et Gilles, <legend> 1995, model Ma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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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lmgreen & Ingar Dragset,
<Table for Bergam> 2009, 
Galleria Massimo De Carlo, Milano. Courtesy 
MCH Swiss Exhibition (BaselZurich)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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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lmgreen & Ingar Dragset,
<Deutsche Scheune / German Barn> 2011,
Steel, plywood, concrete, hay, taxidermied goat, 
tyre, tools, farming tools, antlers and performers 
with typical German styled farmers costumes
800x700x1400m
Courtesy Elmgreen & Drag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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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아티스트, 둘이라서 좋은 수백 가지 이유

혼자에 익숙하고, 같이 하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위대한 작가정신이었다. 그러나 외로운 창조의 길목

에서 예술적 영감을 교감할 수 있는 정신적 ‘짝’을 만나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들을 풍요롭고 완성도가 높은 

예술의 세계로 이끌지도 모른다. 아니, 듀오아티스트들은 이미 그러한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듀오아티스트들 중 오랫동안 둘의 화합을 보여주며 한 몸처럼 불리게 된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스스로 ‘살아 있

는 조각’이라 주장한 길버트 & 조지(Gilbert & George)이다. 이제는 둘의 이름 조합이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불리게 된 그들은 동성 커플로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의 정체성에 대한 묘한 비틀기를 시도하며 지금까지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다. 초기 길버트 & 조지는 미술계에 익살맞은 행동을 하고 다니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살아 있는 조각>이라는 작품에서는 얼굴에 금속성 색채의 물감을 칠한 양복을 입은 두 신사(길버트 & 조지 

자신)가 전시장의 테이블 위에 조각처럼 서서, 그 앞의 녹음기에서 나오는 노래와 대사에 맞춰 기계적으로 몸을 움

직이게 해 미술전문가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조각처럼 제시한 것으로, 고전적인 조각의 

고정관념에 맞서며 개념미술이나 미니멀아트와 같은 기존 예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이후에도 그들은 사

진이란 매체로 작품을 발표하며 항상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신성모독, 성(sex), 배

설물, 십자가, 에이즈 등의 주제들을 작품에 끌어들여 예술적 도발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길버트 & 조지는 과학자의 

기록일지처럼 신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화면에 담아냈고 빨강, 노랑, 갈색, 흰색 등 원초적인 색채의 대비와 파노

라마식 구성으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작품들은 실제 삶 자체를 생물학적 대상으로 격하시켜버리고, 세상

에 만연하는 쾌락주의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것이었다. 이렇듯 삶과 예술의 일치를 주장한 그들은 지금까지도 다양

한 사회문제를 때론 진지한 어투로, 때론 해학적이고 유쾌한 제스처로 작품에 표현하며 이 시대의 가장 솔직한 자

화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길버트 & 조지처럼, 동성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작업하는 피에르 & 질(Pierre et Gilles)의 운명은 일본 디

자이너 겐조(Kenzo)의 파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피에르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제네바에서 사진을 공부한 사진작

가였고, 질은 회화와 콜라주, 잡지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전공한 페인터였다. 그들은 운명적인 만남 이후 예술적 협력

자, 동시에 인생 동지로서 40년 가까이 공동작업을 해오고 있다. 유명 스타부터 일반인까지 가리지 않고 모델로 삼

아, 질이 무대를 세팅하고 피에르가 초상사진을 찍어 인화하면 그 위에 질 특유의 장식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붓 

터치가 가미된 작업을 더함으로써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산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가수, 서커스와 장터, 흐드러지게 핀 꽃, 요정, 이국적인 풍물, 성자와 순교자, 에로티시즘과 게이문화, 사랑과 죽음, 

이교도(異敎徒)적인 암시와 해석, 키치와 팝 등 어울리지 않은 혹은 조합되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 

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상적인 인공낙원에 대한 예술적 판타지를 한껏 드러내며, 현실과 환상, 사진

과 회화,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고 한정하는 대신 경계를 넘나들면서 유연하게 사고하는 예술의 속성

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그들의 사진은 피에르 & 질이라는 두 개체의 삶의 연속성에서 함께해왔던 결

과물로서,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 자신들의 삶과 친구들에 대한 사진앨범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듀오’의 예술 형태는 길버트 & 조지, 피에르 & 질과 같이 연인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라이트 형제

나 영화계의 워쇼스키 남매처럼, 피를 나눈 형제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로테스크한 작품

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yBa의 채프먼 형제(Jake & Dinos Chapman)이다. 1962년생 형 디노스와 4살 어린 동생 제

이크는 영국 로열 아카데미 출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공동작업을 시작했다. 1980년대 가정용 비디오가 보급된 시기

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포와 쾌락이 쉴 새 없이 반복되는 B급 공포영화의 정서와 미

학을 작품에 담아냈다. 그렇기에 작품에서는 죽은 자를 따라다니는 불길한 기운의 검은 새, 제멋대로 봉합된 신체, 

좀비 군인 등 공포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채프먼 형제는 인간의 어두운 심리

를 세밀하게 표현한 고야의 작품에서 공포와 쾌락의 ‘양면성’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고야가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에칭 연작 중 <죽은 자에 가해진 위대한 행위>를 실물 크기로 입체화해 논란의 중심에 놓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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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잔혹함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이 그림을 절단된 신체 등 극사실적으로 묘사해, 성에 대한 불

건전성과 더불어 인간의 폭력성을 직설적으로 끌어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채프먼 형제는 오늘날 비이상적으로 또

는 왜곡되게 전개되는 휴머니즘과, 이를 기저로 한 인간관을 충격요법으로 보여주며, 평온한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

는 은밀한 독소, 공포와 쾌락이 공존하는 인간의 실존적 모순을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다. 

채프먼 형제처럼 현대사회의 권력구조와 인간에 대한 비평은 덴마크 듀오 아티스트인 마이클 엘름그린(Michael 

Elmgreen) & 잉거 드락셋(Ingar Dragset)에게서도 나타난다. 두 작가는 1995년부터 함께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감

상자의 고정관념을 깨는 조각과 설치 작품을 발표하면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나의 가시물을 만들어 전시

하기보다는 매번 주어진 문맥에 따라 이벤트를 생산하고 있다. 즉, 전시라는 방식은 수용하되,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고 감독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처럼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스토리 구조를 갖는 

‘해프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지어진 밀라노의 아케이드 바닥을 파내 마치 트레일러가 바닥을 

뚫고 솟아오른 형태로 제시하거나, 나무 박스가 전시장 천장을 뚫고 나오게 하는 등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상황과 

직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그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통적인 예술 

장르를 파괴하며 예술의 다양성-공공성, 행위성, 조각, 건축 등-을 작품에 끌어들이고 있다. 

프로젝트 팀, 뭉치면 배가 되는 예술적 영감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된 컬렉티브 팀들은 대부분 한 개인의 정체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익명의 상태로 남아 

서로 아이디어와 스타일을 교류하며 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간다. 때문에 이들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

며 프로젝트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업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러한 그룹이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프로

젝트 그룹 ‘슈퍼플렉스(Superflex)’이다. 1993년 덴마크 코펜하겐 로열 아카데미 출신의 야코브 펭거, 비에른손 로이

터 크리스티얀센, 라스무스 닐센 3인으로 결성됐으며, ‘세계화, 경제 권력, 상업지상주의, 환경파괴’ 등 글로벌 정치경

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날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러 비엔날레와 미술관에서 선보여왔다. 그들은 마치 사회

문제연구소처럼 글로벌 시대의 모든 문제를 화두 삼아 대안 사회를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활동을 구체화

하기 위해 슈퍼가스, 슈퍼채널, 슈퍼뮤직, 슈퍼사우나, 슈퍼카피, 슈퍼시티 등 ‘슈퍼’가 앞에 붙은 일종의 ‘도구’를 만

들어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사회적 이벤트를 만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

황에 맞춰 협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램프 ‘슈퍼가스’를 

개발하거나, 야외에서 불과 돌, 텐트, 삽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동식 사우나 ‘슈퍼사우나’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들은 미술가가 단지 미학에 국한된 실험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사회활동의 도구와 이를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며, 예술가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예술그룹의 

자선 사업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값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슈퍼플렉스와 유사하게, 여러 분야와 협력하며 예술의 사회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본의 컬렉티브 집단 ‘팀랩

(TeamLab)’은 프로그래머(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유저 인터페이스 엔지니어, DB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로봇엔지니어, 건축가, 웹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CG애니메이터, 편집자 등 정보화 사회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각자 지닌 전문성의 경계를 뛰어넘어, 팀 멤버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백년해

도권>이란 작품에서는 전통 일본화에 나타난 고전적인 공간 인식의 개념을 3차원 공간에 영상으로 재현했다. 길이

가 20미터를 넘는 이 작품은 서양의 원근법과는 다른 일본 고유의 공간 인식 논리를 토대로, 컴퓨터에 의한 물리 연

산으로 해면이 점차 상승하고 파도 섬이 가라앉는 등의 영상을 전시장에 제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술 작품 외에

도 팀랩은 백화점 매장에 전시된 상품이 걸린 옷걸이를 터치하면 매장 벽에 해당 상품을 착용한 이미지가 상영되는 

작품을 만들거나, 게임 산업과 미술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며 예술과 산업의 경

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듯 동시대에 컬렉티브 세대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역시 파트타임스위트, 옥인컬렉티

브, FF, 워크메이트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미술형식과 개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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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 George, <CanC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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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et Gilles,legend 1995, model Madonna

Gilbert & George, <Jesus Suits> 226×190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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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월드와이드를 이끄는 세대, ‘우리(We)’가 

궁금해졌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해외 14개 법인이 대답을 해주었다. 

어떤 모습과 생각으로, 어떤 존재감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만들고 있는지,

또 어떤 화두와 메시지로 우리에게 자극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대답에서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현재와 

미래를 읽을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이다.

이노션, 우리는 [            ]이다

WE ARE [         ]

THE BRAVEST [            ]

Lee Jae Sang, Park Sung Eun (INNOCEAN Worldwide HQ /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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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CEAN Worldwide India

We are [ God of Buzz ]
Saraswati: Goddess of Learning
Lord Krishna: God known for romance
Arjuna: Warrior prince known for his aim(never missing a target)
To be the buzz we must leverage our learning, romance the 
brands & consumer and aim like a warrior who never miss.
Buzz the bush, and catch the Golden Lion!

From the Left: Rudraksha Ghosh(Event & Promotion Account 
Executive)
Sanya Bharti(Account Executive)
Sayantan Bhattacharya(Account Executive)

우리는 [열광의 신이다]

사라와티: 연구의 여신

로드 크리시나: 로맨스로 유명한 신

아르주나: 결코 표적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전사 왕자

열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브랜드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얻어야 하며,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전사처럼 조준해야 한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황금 사자를 잡아라!

(Golden Lion은 해외광고제의 황금사자상을 뜻함)

  INNOCEAN Worldwide Canada

We are [ DARING ]
We believe that Discover Beyond [                ] means bringing Bold, 
Brave, New thinking to our clients’ business every day.
Unconventional thinking takes people and businesses outside 
their comfort zone. It’s only by Daring to look beyond what’s 
expected that we can find what’s truly possible.

WE ARE [ DARING ]
Perhaps not what you’d expect from Canada, but exactly what 
you can expect from IWCa 

From the Left: Delia Zaharelos(Print Producer),
Jeff Norton(Account Planner),
Shannon Beaver(Account Director),
Ross Webster(Account Executive),
Photo by Jamie Morren(Mac Artist)

우리는 [대담하다]

우리는 ‘[   ]를 넘어 발견하라’는 것이 대담하고, 용감하며, 

새로운 생각을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에 매일 가져다주는 

것을 뜻한다고 믿는다.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은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그들이 쾌적함을 느끼는 범주 밖으로 데려간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능한 것이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되는 것, 그 이상을 보기 위한 대담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대담하다]

아마도 캐나다에서는 기대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정확히 

IWCa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

  INNOCEAN Worldwide Spain

We are [ La caña de España ]
Hard to translate into English one to one. 
In rough English translation, it means Spain rocks.
:representing Spanish people’s energy and 
passion in life

Julita Pequeño(Art Director, Most energetic 
person in IWS)

우리는 [ 라 카냐 데 에스파냐 ]

‘라 카냐 데 에스파탸’는 영어로 완벽히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Spain Rocks’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페인 사람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는 말이다. 

  INNOCEAN Worldwide
Americas

We are [ NOMMOCNU ]
When we look at Discover Beyond [  ] we like 
the idea of discovering beyond common 
sense or the expected, common solution. 
We bring UNCOMMON SENSE to marketing. 
We innovate. 
We create.  
We uncomplicate. 
We bring a fresh, simple perspective to a 
not-so-simple world.

From the Left: Brian Betts(Senior Planner), 
Anya Liddiard(Planner)
Photo by Ben Chung(Account Planning 
Director)

우리는 [ 평범하지 않다 ]

‘Discover Beyond [   ]’라는 회사의 비전 

슬로건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상식이나 

예상되는, 일반적인 솔루션을 뛰어넘어 

발견한다는 개념이 좋았다. 우리는 

마케팅에 ‘비상식’을 적용한다. 우리는 

혁신한다. 창조한다.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세계에 

신선하고, 단순한 시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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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CEAN Worldwide UK

We are [ RULE BREAKERS ]
WE are <Rule Breakers> for imaginative, creative, unique 
and trendy ads, even though British is fairly classic and 
formal in some point of view.

From the Left: John Howkins(Planning Director),
Alex Taylor(Senior Account Manager)

우리는 [ 법칙 파괴자들이다 ]

몇몇 관점에서 영국인들은 상당히 고전적이고 

전형적이지만, 우리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 

이고, 독특하고, 트렌디한 광고를 하기 위한 ‘법칙 

파괴자들’이다. 

  INNOCEAN Worldwide Turkey

We are [ SEXY ]
Simple: We think Simple
Excellent: We do Excellent
X-traordinary: Our job is X-traordinary
Yummy: That’s why we are Yummy

Ozan Emre Acar(Business Director)

우리는 [ 섹시하다 ]

Simple: 우리는 단순한 것을 생각한다.

Excellent: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한다.

X-traordinary: 우리가 내놓는 성과는 평범하지 않다.

Yummy: 그게 우리가 매력적인 이유다.

  INNOCEAN Worldwide Italy

We are [ 100% Crazy ]
Have you watched the movie ‘Eat, Pray and Love’? As people 
are crazy with attractive Italian foods, we will make our clients 
positively crazy with our advertising.

Federico Merla(Business Director)

우리는 [ 100% 미쳤다 ]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 

사람들이 매력적인 이탈리아 음식에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광고로 고객들을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다. 

  INNOCEAN Worldwide France

We are [ Small but STRONG ]
Though we are still a small organization with few man power, 
small office, and low investment, we will be stronger with 
creative capabilities and a new KR president, Mr Choi.

From the Left: Patric Choi(IWF President),
Constance Nougues(Business Director)

우리는 [ 작지만 강하다 ]

우리는 아직 인력도 얼마 되지 않고, 사무실도 작고, 

투자금도 낮은 작은 조직이지만, 창조적 능력과 새로운 

한국인 법인장 패트릭 최 덕분에 더욱 강해질 것이다.

  INNOCEAN Worldwide Europe RHQ

We are [ a little bit CRAZY ]
Stephen Ward, new ECD of Europe RHQ is inspiring us 
with an idea that being ‘a little bit CRAZY’ is a way
to get ‘much more CREATIVE’.

From the Left: Stephen Ward(Executive Creative Director), 
Laurent de bar(Head of Digital)

우리는 [ 미쳤다 ]

‘크레이지’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다. 유럽 RHQ의 

새로운 ECD인 스티븐 워드는 ‘조금 더 미치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창조적’일 수 있음을 이노션 유럽에 

강조하고 있다.



57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We are [ The Land Downunder ]

From the Left: Damien Pashby(HMCA - Business Director)
Tania Templeton(Head of Broadcast) 
Michael Rossi(Event & Sponsorship Manager)
Emma Newell(Receptionist & Coordinator)
Photo by Steve Dube(Production Director)

우리는 [ 지구 반대편이다 ]

우리는 적도 아래에 위치한, 유일한 이노션이다.

  INNOCEAN Worldwide China Shanghai

We are [ the way ]
We know the way of China Ads. 
We see the way of China Car Market.
We Guide the way of Client’s future

Yu Yan(Associated Creative Director)

우리는 [ 길이다 ]

우리는 중국 광고계의 흐름, 그 길을 알고, 

우리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움직이는 그 길을 보고 있으며,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의 미래, 내일로 가는 길을 가이드한다. 

  INNOCEAN Worldwide Russia 
We are [ SWANs ]
We are not perfect yet and we have many problems.
But we have a passion and potential. WE ARE READY TO FLY HIGHER THAN 
ANYBODY.

From the Left: Viktor Galkov(Business Director),
Irina Alexandrova(Business Director)

우리는 [ SWAN이다 ]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열정과 잠재력이 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INNOCEAN Worldwide China Beijing
We are [ BOOOOM ]
BOOM! BANG! WHAAM! We are loud!
BOOM! The creative ad we made will bamboozle their brain.
BOOM! Our creation will rattle shake China.
Car, Car and Car! Our creation will be a BOOM in china.

From the Left: Zhang Jie(Account Planner)
Bian Peng(Account Executive)
Fu Shuang(Account Executive)
Li A shun(Account Executive)

우리는 [ 쿵!이다 ]

BOOM, BANG, WHAAM!  우리는 요란스럽습니다

쿵! 우리가 만든 크리에이티브는 소비자의 뇌리에 ‘쾅’ 박힐것입니다

쿵!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는 중국 대륙을 뒤흔들 것입니다

車 + 車 + 車 = 轟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는 현대자동차의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INNOCEAN-CBAC

We are [ HOT ] 
We make the creative HOT and passionate.
We make the team member working HOT 
and enthusiastic.
We make our Clients’ business HOT and 
flourishing.

우리는 [ 뜨겁다 ]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팀 구성원이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고객의 사업을 뜨겁게 그리고 

번영하게끔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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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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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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
INNOCEAN Worldwide India 
(New Delhi, Nov 2005)

IWC SH
INNOCEAN Worldwide China 
(Shanghai, Nov 2006)

IWCa
INNOCEAN Worldwide Canada
(Toronto, J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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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Au
����INNOCEAN�Worldwide�Australia�
(Sydney,�Aug�2008)

“Shell,”� a� launch� ad� produced� by�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to�

boost� sales� for� the� Hyundai� Elantra,�

was� named� a� “Silver� Winner”� in� the�

Visual� Effects� category� at� the� 2011�

London� International� Awards.� The�

judges� were� especially� impressed� by�

the� ad’s� “The� big� small� car”� concept,�

which�stressed� the�Elantra’s�value�and�

superior� performance.� They� also� gave�

it�excellent�reviews�in�terms�of�product�

appeal�and�creativity�(including�a�scene�

in�which�a�team�of�robots�disassemble�

a� vehicle).� IWAu’s� creative�capabilities�

have�been�recognized�at�a�large�number�

of� ad� awards� competitions,� including�

Spikes� Asia,� ADFEST� (the� Asia-Pacific�

Advertising�Festival),� The�Awards,� and�

the�New�York�Festival.

이노션 월드와이드 호주법인(IWAu)에서 

제작한 현대자동차 호주법인 엘란트라 광

고 ‘Shell’ 편이 11월 14일부터 10일간 열

린 ‘2011 런던국제광고제(2011 London 

International Award)’에서 비주얼 이펙트

(Visual Effect)’ 부문 은상(Silver Winner)

을 수상했다. 이번 엘란트라 론칭 광고는 

‘The big small car’라는 콘셉트로 차급을 

뛰어넘는 성능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으며, 

로봇이 차량을 분해하는 장면과 그 안에

서 나타난 차량의 모습이 창의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IWAu는 

2008년 8월 설립 후, ‘스파익스 아시아’, ‘애

드페스트’, ‘더 어워즈’, ‘뉴욕페스티벌’ 등 

연이은 해외 광고제 수상으로 글로벌 크리

에이티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IWE
INNOCEAN�Worldwide�Europe�
(Frankfurt,�Jul�2007)

INNOCEAN� Worldwide� Europe� RHQ�

held� a� workshop� on� “Creativity”� from�

November�16�to�18�in�Munich,�Germany.�

The� meeting� gave� the� more� than� 140�

employees�in�attendance�an�opportunity�

to� hear� about� the� company’s� success�

stories� in� the� region� over� the� past�

five� years.� They�also� learned�about� its�

visions�and�plans�for�2012.

Other� topics� that� were� discussed�

included� how� to� strengthen� Europe�

R H Q ’ s � s t a t u s � a s � a � m a r ke t i n g�

communications� company� within� the�

region,� and� suggestions� for� enhancing�

its� creativity� following� the� recent�

establishment� of� a� Creative� Team.�

Another�exciting� feature�was�speeches�

given�by�guest�lecturers.�

이노션 월드와이드 유럽지역본부(IWE 

RHQ)가 11월 16일부터 3일간 독일 뮌헨에

서 1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

크숍을 진행했다. ‘Creativity’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지난 5년간의 유럽 

비즈니스의 성공 스토리를 전 유럽지역본

부에 공유하고, 2012년의 비전과 계획을 발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규 크리에이

티브팀 신설에 따른 크리에이티브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하고 유럽 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외부 강사의 초청강

연이 이어졌다. 

INNOCEAN
WORLDWIDE
NEWSINNOCEAN

WORLDWID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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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Q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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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CEAN� Worldwide� China� RHQ�

held� a� workshop� in� Taian,� Shandong�

Province,�for�one�evening�and�two�days.�

Attended� by� over� seventy� employees,�

it� outlined� the� company’s� visions� for�

the� new� year� and� suggested� ways� of�

achieving� organizational� harmony.� In�

addition,� in-house� lecturers�shared� the�

firm’s�corporate�visions�and�discussed�

creativ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ad�

competitions.� The� participants� also�

climbed� Taishan� Mountain,� a� famous�

Chinese� landmark,� symbolizing� their�

wish� that� China� RHQ� will� grow� and�

prosper.

이노션 월드와이드 중국지역본부가 10월 

25일, 산동성 태안시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다. 7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한 이번 행

사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조

직의 화합을 위해 마련되었다. 내부 강사진

이 회사 비전과 국제 광고제의 크리에이티

브 전략을 공유했고 법인별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명

산으로 손꼽히는 태산 등반을 통해 더욱 도

약하는 중국지역본부가 되기를 기원했다. 

INNOCEAN Worldwide 
HQ 
(Seoul,�May�2005)

INNOCEAN� Worldwide’s� industry-

leading� creative� capabilities� were�

amply� rewarded� when� it� garnered�

twelve� prizes� at� the� 2011� Korea�

Advertising�Awards�on�November�9.�

The� company� won� its� second� straight�

grand� prize� in� the� Integrated� Media��

Media� category� for� its� “Bus� Concert”�

campaign� for� the� Hyundai� Motor�

Group.� It� was� especially� lauded� for�

its� innovative� use� of� new� advertising�

trends,� such� as� utilizing� a� wide� range�

of� customer� contact� points.� The�

company� also�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Promotions� category� for�

its�iPhone�Film�Project�for�KT,�entitled�

“iPhone� 4� Film� Festival.”� The� Project�

had� previously� received� extremely�

favorable� reviews� for� “Night� Fishing,”�

a� short� film� that� was� co-produced�

by� director� Park� Chan-Wook� and�

Park� Chan� Kyong� and� totally� shot� by�

iPhone4.�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11월 9일 열린 ‘2011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8개 출품 부문 중 2

개 부문 대상을 포함해 총 12개 상을 휩쓸

며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경쟁력을 인정받

았다. 통합미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현대

자동차그룹 ‘버스콘서트’ 캠페인은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기프트카’ 캠페인에 이어 

다양한 고객 접점을 활용하는 등 최근 광

고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적용했다는 평가

를 받으며 2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박찬욱-

박찬경 감독이 100%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단편영화 <파란만장>으로 독특하고 기발한 

스마트폰 마케팅이라는 호평을 받았던 KT

의 ‘iPhone Film Project’가 프로모션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INNOCEAN� Worldwide� hosted� the�

“INNOCEAN�Mentoring�Course� (IMC),”�

a� training�program�design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up-and-coming�

advertising� people,� in� November�

and� December.� Thirty-six� university�

students� who� had� been� selected� as�

first-term� IMC� scholarship� holders�

took� part� in� it.� Their� duties� included�

attending� two�week-long,� on-site�work�

operations,� at� which� they� received�

one-on-one� training� and� special�

lectures� from� nine� INNOCEAN� in-

house�specialists.�The�three�best�teams�

were� chosen� on� December� 22,� and�

everyone�who�participated�was�given�a�

scholarship.�The�program�is�one�of�the�

company’s� activities� to� contribute� to��

society.���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11월부터 12월까지 8

주간 차세대 광고인 육성을 위한 멘토-멘

티 프로그램인 ‘이노션 멘토링 코스(IMC)’

를 실시했다. 제 1기 IMC 장학생으로 선발

된 36명의 대학생은 사내 전문가들로 구성

된 멘토 9인과 함께 매주 1:1 교육 및 특강

에 참여하며, 2차에 걸쳐 현업과제 미션을 

수행했다. 12월 22일, 최종 발표를 통해 최

우수 1팀, 우수 2팀이 선정되었으며 수료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료식이 진

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재능기부를 실천하

고자 기획된 것으로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실현하기 위

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자 다방면으

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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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bile�website�which�was� jointly�
produced�by� INNOCEAN�Worldwide�
Americas(IWA)� and� Hyundai� Motor�
America(HMA),� received� the� top�
ranking� in� the� “2011� Automotive�
Mobile� Site� Study”� conducted� by�
JD� Power� &�Associates,� a� globally-
known� marketing� information�
se r v i ces � spec ia l i z i ng � i n � the�
automotive� sector.� The� survey,�
which� studied� a� wide� rang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mobile�
websites,� based� its� evaluations�
on� the� sites’� content,� appearance,�
speed,� and� ease� of� navigation.�
HMA’s� website� won� the� highest�
scores� in� three� of� the� categories.�
The�company�had�previously�ranked�
sixth� in� a� pilot� test� of� the� Vehicle�
Dependability� Study,� which� was�
conducted� in� 2010.� This� latest�
success� was� mainly� due� to� its�

efforts� to� enhance� the� loading�
speed� and� serviceability� of� its�
mobile� website� by� increasing� its�
multimedia� content� and�optimizing�
its�layout.�
이노션 월드와이드 미국법인(IWA)이 현대

자동차 미국법인과 제작, 운영한 HMA 모바

일 웹사이트가 <JD Power & Associates>

가 주관하는 ‘2011 자동차 모바일 사이트 조

사(Automotive Mobile Site Study : AMS)’

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JD Power & 

Associates>는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의 권

위를 자랑하는 미국 시장조사 기관으로 이

번 조사는 자동차 모바일 웹사이트를 콘텐

츠, 외관, 속도, 내비게이션의 4가지 기준으

로 평가하였고 HMA의 모바일 웹사이트는 

이 중 3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다. 이는 2010년 파일럿 테스트에서 6위에 

오른 데 이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대 및 

레이아웃 최적화를 통한 로딩속도 및 사용

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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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S

윤희성 & 김희주 <10아시아>

대중문화는 인간의 가치체계 전달이나 사회화 기능을 이끄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

드다. 때문에 세대와 문화, 역사 등의 연구에 앞서 늘 상 간과하지 말고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곤 한다. 한편 그 중심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맹렬한 추격능력을 겸비한 파수꾼이 서있

기 마련인데, 이들은 대중문화 성립의 기반, 그 자체이자 전국민의 문화 향수 범위 확대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대 간 고뇌와 갈등이 깊어지는 현대 사회의 대중문화를 첨단에서 바라

보고 있는 <10아시아> 윤희성, 김희주 기자가 그들. 지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중문화의 

대표 키워드 네 가지를 비롯, 이를 통해 본 2012년의 전망까지. ‘성숙함’ 이라는 문화 소비의 공

통분모를 그들의 칼럼 속에서 만나보자.

이노션 월드와이드 INNOCEAN Worldwide

‘시작이 반이다’라고들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거진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 권의 <Life is Orange>와 함께 2011년의 끝에 서 보니, 그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연말이며, 한 사이클의 완성,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2011 겨울호를 마치며, 김연아와의 인터뷰를 도와주신 한규형 이사님, 그

리고 울랄라 세션의 섭외를 도와주신 정영탁 이사님과 방송미디어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

가?’ 라는 질문에 이노션 월드와이드다운 답을 주신 해외 14개 법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리고 2012년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 Words by 이노션 월드와이드 이지숙 & 박성은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카피라이터 이윤주 대리는 일요일 늦은 밤에 진행된 울랄라 세션 인터뷰

에 흔쾌히 응해준 <Life is Orange>의 진정한 구원투수였다. 음악으로 감동을 전해주는 울랄라 

세션과 설득력 있는 카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녀와의 만남은 절묘했고, 그래서 즐거웠

다. 더욱이 울랄라 세션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건네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울랄라 세

션과 이윤주 대리와의 특별한 만남을 인터뷰 칼럼에서 읽을 수 있다. 

울랄라 세션 & 이윤주 (INNOCEAN Worldwide)

김혜경 (INNOCEAN Worldwide)

일하는 여성의 나이가 무기력함이 아닌 경쟁력임을, 젊음의 감각

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퀄리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 일하는 여

성이 나이를 맛있게 먹어갈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김혜경 상무. 이번 <Life is Orange>의 연말 분위기

를 책임질 ‘Letter from Me’ 칼럼의 오프닝과 일러스트를 채워주

었다. 연례 의식처럼 찾아오는 한 해의 마지막을 조금 더 따뜻하

고 폭 넒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의 글에서 우리 모두 

‘맛있게 나이 먹는 법’의 지혜를 빌릴 수도 있다.  

그녀 앞이라면 누구나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김진 사원도 마찬가지였

다. 김연아를 만나기 위해 F1이 열리는 전라북도 영암까지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김

연아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으로 인터뷰어 역할까지 충실히 해낸 그. 광고에 대한 ‘진심’과 ‘뚝

심’으로 이노션 월드와이드에 입사해 마음껏 재량을 펼치고 있는 김진 사원과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나가는 당찬 김연아는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김연아 & 김진 (INNOCEAN Worldw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