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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안에 서본 사람들은 그 순간의 긴장감과 성취감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라고들 합니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재능은 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젊은이들의 열정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는 무대가 되어 주었고, 이렇게 확장

된 무대 덕분에 우리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을 즐기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무대라는 것의 속성이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고, 그 본질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 분명하게 변한 것은 그 무대 위에 선 이들 스스로 그 누구보다 즐거워한다는 점

일 것입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많은 무대 위에 서기도, 혹은 무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보다 넓은 무대, 보다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만들려 합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그 무대를 스스로 즐기고 원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대표이사 사장 안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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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CHO SUK & KIM JUNG MIN (INNOCEAN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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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장윤주 씨는 10대에 모델 일을 시작해서 20대

를 지나, 이제는 30대를 맞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

는 무대에 서서 10~30대를 보내신 듯해요. 그런데 갈

수록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빛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

각하세요?

장윤주: 사실 지금껏 제가 살아온 노선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무리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

든요. 물론 기획 마인드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업

적으로 ‘지금이야!’라며 무리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갓 데뷔했을 땐 빨리 유명해

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동료나 선배 중에는 연기를 

시작해서 유명해진 분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모델이라

는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뉴

욕에 갔었는데, 세계 패션의 중심인 곳에서 ‘멋있구나 

이게 최고야, 나는 모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빨리 성

공하기 위해 다른 분야를 기웃거렸다면, 한 분야의 전

문가라는 인정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대가 되어서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인

정받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껏 제가 한 분야에 대한 열

정과 사랑을 갖고 진지하게 보냈기 때문이 아닐까 해

요. 요즘 인기 절정인 정재형 씨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아 재형이가 이제서야,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이런 얘

기 하는데, 그분도 10여 년 동안 파리라는 동네에 가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남들이 알아

주든 아니든. 그런 시간과 그 사람만의 전문성이 바탕

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겨도. 사

람들이 단순히 웃긴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

요. 어떤 이중성? 그게 저한테도 해당되지 않나?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열정에 재능이 더해진다면 그 사

람은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되고 운이 따르면 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노션: 대한민국의 톱 모델로서, 작가, 싱어송라이터

로서 MC, DJ로서 본인의 무대를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

요. 그 이전에 없던 하나의 롤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데

요. 이런 인기의 이유가 뭘까요?

장윤주: 이런 얘긴 들었어요. 요즘엔 방송을 통해서 털

털한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남성 시청자들도 좋아해 주

시지만, 원래 남성에 비해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았거

든요. 지금도 여성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은 여성이 자신을 나타

내고 표현하는 데 많이 억압돼 있잖아요, 특히 ‘스물여

덟, 아홉 되면 결혼해야 돼, 그래야 애 둘은 낳을 수 있

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 그런데 장윤주는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삶과 다

르니까.

이노션: 모델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정식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 원래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었나요?

장윤주: 감사하게도 정재형 씨, 이적 씨는 원래 20대 초

반부터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

금 생각하면 웃겨요. 제가 완성되지도 않은 노래를 들

려주곤 했으니까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했을 거예

요. 그냥 특이하고 당돌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후 

공연도 보러 다니고, 21살 때 서울예전 다니면서 실용

음악과 친구에게 1년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제

가 연극영화과였는데, 실제로는 실용음악과 친구들하

고 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cmkm>이란 책을 내면

서 그때까지 만든 곡들을 함께 앨범으로 만들자는 이야

기가 나왔어요. 앨범을 낼 당시 워낙 모델활동을 10년

째 하고 있을 때라서 좀 지루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

면 오래 기다리고 준비해온 시간이거든요. 그 앨범의  

전곡을 다 작사작곡 했는데도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욕심내지 않고 만들었던 것 같아

요. 1집을 지금 들어봐도 메이크업 안 한 것 같지만 완

벽하게 꼼꼼히 했다는 건 자랑스러워요. 앨범을 낸다는 

것, 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일은 힘

들었지만 계속 하려고 해요. 이번에 GMF(Grand Mint 

Festival) 레이디로서 공연을 길게는 안 하고 짧게 하게 

되었는데, 아직 정규까진 버거워도 디지털이라도 나오

지 않을까 싶어요.

이노션: 무대를 넓혀서 더 큰 무대를 만드신 건데, 아까 

얘기하신 무대를 넓히는 시점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

나요?

장윤주: 사실 저도 한곳에 정착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

아요. 어렸을 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걸 표현하기엔 서울, 한국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의 활동을 다 정리하고 스물여덟 살쯤에 마치 

임상아 씨가 뉴욕에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내 삶을 넓

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산되고, 그 절망감 

때문에 더 음악에 몰두한 셈이지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가 워낙 제 자신을 표

현하는 일에 10년 이상 몰두해서 그런지, 어떤 무대가 

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 이런 트렌

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같은 강박관념은 

없어요.

이노션: 패션 모델로서 장윤주 씨를 생각하면, 무대를 

휘어잡는 능력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무대 위에서의 카

리스마는 타고난 것인가요?

장윤주: 무대 위에서의 표현을 위해서 경험도 필요하

고 소울도 필요하지만, 일단 타고나야 하는 것 같아

요. 워킹 실력이나 몸매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나

무대 위의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속의 클라이맥스와 닮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 

모델로서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는 지금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

고 매일매일 라디오 속에서 거침없이 웃어대기도 한다. 그녀에게 무대란 무한대로 

확장하는 블랙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무대 위의 킬 힐에서 내려온 그녀를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젊은 두 명의 AE가 만났다.

장윤주, 무대 위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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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향한 꿈은 아마도 
영원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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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듯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사

람이 있어요. 그런 선배들 무대를 모니터하면서 분석

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무릎

팍도사>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워킹은 마치 가창력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예요. 하지만 <나는 가수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창

력이 그 순간 관객들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런 능력

이 모델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노션: 사실 저희는 아직 경쟁PT를 하거나 클라이언

트 앞에 직접 서거나 하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회사에

서 크리에이티브 어드벤처(Creative Adventure)라는 무

대에 선 경험이 있어요. 그 순간 짜릿했어요. 저희 조가 

너무 재미있게 준비했거든요. 밤을 새우면서 좋은 아이

디어가 나오면 서로 손뼉 쳐주고, 무대에 섰을 때의 기

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준비과정에서 얼마나 즐겁게 

만들었고, 그것을 무대에서 얼마나 즐겁게 보여주느냐

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장윤주 씨는 이제는 무대에서 떨

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장윤주: 지금도 패션쇼는 떨려요. 신인 시절에는 무작

정 떨렸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짱’이어서 떨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이 있는데, 알 땐 겸손함이 있어야 해요. 또 어떨 때는 

후배가 너무 많아서 떨릴 때가 있었어요. 후배들이 너

무 예쁘고 무서워서. 또 지금은 ‘장윤주’라서 떨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저

는 모델이란 단어 자체에 운명 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

서, 그 떨림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노션: <Life is Orange> 이번 호의 주제가 ‘무대를 즐

기는 사람들’입니다. 장윤주 씨가 진행하는 <도전! 수퍼

모델 코리아>의 참가자들처럼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런 젊은이를 많이 만날 것 같은데, 본인과 비교했을 때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주: 좋죠. 저도 어렸을 땐 미친 듯이 ‘왜 못해, 그

냥 하면 되지 더 할 수 있어’라고 하던 사람이라서요. 

무대라는 곳이 작은 행동이나 말이 크게 보이는 자리

이긴 해요. 관객들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더 예의

를 갖추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일단 도전하

고 평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에게 박

수를 보내고 싶어요. 도전이 있어야 결과도 있으니까

요. 제가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1 보다 시즌2를 

더 편하게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시즌2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즐기는 경향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는 맘껏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이노션: 모델로 한창 활동하실 때에도 콜라보레이션식

의 화보를 많이 촬영하면서 과감한 모델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장윤주: 지금은 ‘미친 몸매’라고들 칭찬해주시지만(웃

음) 전 사실 누드 촬영에 대해서도 무척 열려 있는 사

람이에요. 그래서 신인 시절에는 선배들에게 혼나기도 

했어요. ‘윤주야, 너 그러다 너 시집 못 간다~’라고. 하

지만 저는 재미있는 작업에 흥분하고, 지금도 그런 열

망이 있어서 무대 위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없다고 생

각해요. 용기라기보다는 일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하

는데, 일 뿐만 아니라 저 자체도 재미있는 사람이었으

면 좋겠어요. 가끔 김창완 씨나 김수철 씨를 만나면 나

이와 상관없이 눈빛이 아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데 그런 걸 나도 갖고 싶어요. 

매년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해오

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 두 번 찾아뵙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자꾸 하다 보

니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번에도 여름휴가 대신 다녀

왔는데 할머니들 매니큐어 발라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염색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매니큐어 하나만 있으면 

할머니들하고도 여자라는 동질감으로 대화가 돼요. 눈

을 보면 ‘아~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예뻐지고 싶은 욕망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죠. 또 그 중

에서도 눈빛을 보면 장난꾸러기처럼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슴이 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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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장윤주스럽다, 장윤주처럼 되고 싶다라는 현상

을 보면, 장윤주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

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

각했을 때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장윤주: 거기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좋

아하는 스타일과 아닌 거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무

슨 일을 해도 제가 패션 모델이라는 기본은 잃지 않는 

것? 제가 지금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요즘 우리끼리 유

행하는 것이 하이 패션 포즈예요. 검은 비닐 봉지만 갖

고도 하이 패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비법은 그 순

간에 자신만의 명확한 이유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대 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개인의 무대

이고, 대중과 나누려면 어느 순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분명히 저 혼자 하기엔 어려울 테니 많은 분의 도움

이 필요하겠지만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게 참 잔인한 일

이에요. 정말 끝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한발짝 물

러서서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저라는 사람

에게 재미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이노션: 계속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요?

장윤주: 전 무리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연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고 묻

기도 하시는데.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일로 봤을 때 패션은 모델 활동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서 계속 하고 싶어요. 음악도 꾸준하게 하고 싶어요, 

들쭉날쭉 하더라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프로그램 진행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하는 고민과 생각들

이 쌓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다른 무대로 이어진다

고 생각해요.

이노션: 장윤주에게 ‘무대란 ○○이다’라고 정의 내린다

면?

장윤주: 멋있게 말해야 할텐데…(웃음) 노래 부르는 

무대에서 느꼈어요. 제가 그때까지 해왔던 패션 무대

와 이 무대가 다르다는 것을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에

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요.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 영원하기

를 바라는 순간을 가져보았다는 것도 행복이겠죠? 그

리고 그런 느낌은 무대 위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껴요. 

그래서 나의 무대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순간’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아마추어 합창단이 만들어가는 무대의 멘토로 활약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지휘자 윤학

원 음악감독과 이노션 월드와이드 컨텐츠전략본부의 한규형 이사가 만났다. 기존 매체의 광고 이외에 현실에서 소비

자와 만나고 교감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관장하는 한규형 이사와 윤학원 음악감독 사이에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교감하는 일을 ‘관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합창의 대부로서, 한국적인 콘텐츠로 세

계 무대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듣는 윤학원 지휘자는 인터뷰 내내 빛나는 눈과 풍부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꿈꾸

는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INTERVIEW HAN KYU HYUNG (INNOCEAN WORLDWIDE)

윤학원, 그가 꿈꿔온 무대와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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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형 이사(이하 한): 선생님께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최근이지만, 대한민국 합창을 오랫동안 이끌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 분야에서 합창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윤학원 지휘자(이하 윤): 중학교 때 성가대 하는 거 보면서 

‘아, 참 멋있다’하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성가대 들어

가고, 대학교는 작곡과를 갔어요. 연세대학교에 기독학생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

휘하면서 내가 지휘하는 데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창단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극동방송 합창

단도 지휘하고,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고, 그렇게 합창이라

는 것에 몰두하게 됐죠. 그러다가 마드리아 합창단을 만들

었는데, 그게 참 잘됐어요. 당시 명동에 있던 국립극장에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때 연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

휘했던 마드리아 합창단이 잘하니까 선명회 원장으로 계

시던 분이 ‘아. 저 사람 괜찮다’ 생각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선명회를 지휘하게 됐죠. 선명회 지휘를 하면서 본

격적으로 세계 순회도 하고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같이 연

주도 하면서 합창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은 인천시립합창단을 맡아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통해서 소

리를 내고, 합창은 사람이 소리를 내니까요. 사람이 그렇잖

아요?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소리 색깔부터 달라져요. 기

분이 얼마큼 좋으냐, 거기에 얼마큼 몰두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하고는 많이 다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꺼내오는

가가 중요합니다. 

한: 요즘 화제가 되었던 <남자의 자격>에서 조율이 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

하고,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떤 비밀이 있었나요? 

한: 합창단 지휘와 오케스트라 지휘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제가 한 일은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기가 큰 소리를 내면 남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요. 그래서 큰 소리를 좀 작게 내라고 주문했는데, 특히 소

프라노는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큰 소리

가 되죠. 그걸 죽여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야 합창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비

로소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것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가

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입

시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이

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합창하는 사

람들이 적어졌어요. 초·중·고에서 합창 경험을 해야 하

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일본만 해도 아마추어 합창단

이 2만 개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500개 정도입니다. 다

른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는 심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합창이 최고인데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것

이 안타깝습니다. 프로 합창단은 꽤 있는 편인데 아마추

어 합창단이 자생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

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스

웨덴도 합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마추

어 합창단은 돈을 주면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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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매스컴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올라와야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거기서 어느 날 알려

지면 스타가 되니까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무대의 경쟁보다 합창을 더 권하고 싶어

요. 합창을 하면 서로 같이 노래하면서 즐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라트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10만, 2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같이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소련 연

방에서 독립할 때는, 전 국민이 합창하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구장에서 함께 노래하려고 해도 

같은 마음으로 부를 노래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남자의 자격> 합창단 1탄 때, 박칼린 선생을 통해

서 합창단 열풍이 좀 불었어요. 기업에서도 합창단을 만들

고 학교에서도 합창을 해야겠다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2탄으로 새로운 합창단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집으로 찾아왔길래 ‘아, 하겠습니다. 이

거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지요.

한: 그런데 요즘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재능을 알리는 프로그램에 서

로 출연하려고 경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오

신 무대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연습을 하실 때와 무대 위에서의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무대에서 중요하게 생

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윤: 저희가 연습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음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엮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밸런

스를 맞추고 발음을 통일하고 테크닉을 가다듬는 작업을 하

는 거죠.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면, 그때는 하나의 정신으로 

모아서 나오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정신은 단원들 각자의 것이 아니고 지휘자가 느끼는 것이어

야 합니다. 지휘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창의 소리가 달라지죠. 한 이사님께서도 기업이 만들어내

는 많은 무대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윤: 무대에 올라가면 단원들이 지휘자를 뚫어지게 쳐다봅

니다. 단원들이 지휘자와 느끼는 것이 같지 않으면, 영감 

있는 합창 소리가 안 나와요. 지난번에 세계적인 합창제인 

‘ACDA컨벤션’에서 인천시립합창단과 함께 세계에서 모여

든 6천 명 정도의 지휘자 앞에서 두 번 연주를 했어요. 그

때도 단원들과 한 마음으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니까 지휘자들이 그야말로 야구장에서 홈런 

쳤을 때 일어서 는 것처럼 그렇게들 일어섰어요. 그것은 

그냥 합창했다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보고 정신

적인 쇼크 수준의 감동을 받아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

명회어린이합창단하고 호주로 두 달 공연을 갔을 때의 일

이에요. 호주 총리도 참석한 큰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는

데, 음악이 무르익으니까 단원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

로 지휘가  되더라고요. 단원들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엉

엉 울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음악이 너무 좋아서

라고 하더군요. 눈빛만으로 마음이 통해서 느끼는 행복, 그

런 감동은 느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예전에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주로 자신의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일방

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더 개방적이고 참여하는 무대로 바

뀌고 있습니다. 무대라는 것이 서로 교감을 이루어내야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감동을 무대 위에서 많이 경험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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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것을 최고로 만들어내야 비로소 세

계인이 인정하는 진정한 최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대입해도 

진리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면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콘텐츠로 모두의 감성을 울려야 한다

는 숙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한: 선구자 역할을 해오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을까 하

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세대도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들 보시면서 아쉬운 점

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세요? 혼내고 싶을 때도 많으시죠? (웃음)

한: 그렇다면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윤: 요즘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

면 시도하려는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전체

를 바라보고 먼 장래에 맺을 결실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추어 합창단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정신적으로 행복

하고 조화를 찾아나가는 과정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니까요. 그런 급한 

마음과 이기적인 태도가 아쉽습니다.

윤: 감동이죠.(단호하게) 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추어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따서 ‘윤학원 코랄’이라고 하는데, 단원이 한 50명 됩니다. 

그분들과 연주할 때마다 느끼는 게 많아요. 지난번 부산에

서 공연할 때도 단원들이 연주하는 중간에 음악에 도취되

어 눈물을 흘렸어요. 음악을 통해 울 수 있다는 것은 돈으

로 계산할 수 없는 행복이죠.

한: 공연 일화를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감동이 

있는 공연으로 어떤 공연을 꼽으실 수 있습니까? 

윤: 대우합창단과 독일에서 공연할 때의 일입니다. 작지

만 합창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흐 합창곡

을 했어요.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같은 곡을 뮌헨에서 다

시 하는 스케줄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뮌헨이라고 하면, 바

흐에 대한 전문적인 합창단도 많고, 비평가도 많고. 음악적

으로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시의 지

휘자에게 물었어요. 뮌헨에 가서 이와 똑같은 공연을 해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합창을 듣고 어떻게 느낄지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이 사람이 한참을 듣더니 ‘음정, 

소리, 질감, 박자 만드는 것은 최고다, 그런데 스피릿(spirit)

이 없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건 테크닉을 넘어

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느꼈죠. 우리가 우리 

노래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만들어야 최고가 될 수 있지, 

남의 것으로 해봐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없겠다 싶어서 한

국적인 합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

립을 맡게 됐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작곡가를 두자는 것이

었습니다. 작곡가와 함께 작업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어

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

국적인 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요? 그래서 그 다음이 세계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이 현대화되어야 한다. 세계 사람이 아무리 즐거워

해도, 현대적이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토로 노력했더니, 세계 지휘자들 앞에서도 최고의 합창

이라는 찬사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함께 무대에 올라가지만 지휘자는 관객과 합창단원들의 중간 위치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듯 보입니다. 지휘자의 역할이나 위치가 항상 보이지 않

는 것 같으면서도 대단해 보입니다. 

윤: 지휘자는 어깨로 청중을 조절합니다. 청중의 분위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자기 몸으로 청중을 자기 페이

스로 끌고 가는 거죠. 지휘자가 무대에 올라가서 어설프게 

서 있거나 그러면, 청중이 공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걸

어나가는 자세, 걸어나가서 인사하는 자세 하나하나를 조

율해야 그 분위기를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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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떤 상황에서 떨리시나요? 지휘를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경지까지 올라

오셨으니, 이제는 불안한 요소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한: 아직 남아 있는 꿈의 무대 같은 것이 있으신지?

한: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무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 혹시 무대에 섰을 때 떨린 적은 없으신가요?

윤: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웃음) 선명회

어린이합창단과 한 첫 번째 해외 연주가 아시아 투어였는

데 그 첫 공연 장소가 대만이었죠. 대만 텔레비전이 주최

한 공연이라 사장님이 저녁을 사셨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 대만 땅을 밟자마자 긴장한 탓에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 식사에 나오는 요리 접시가 스물한 개 정도

였는데, 한 접시 도 못 먹었어요. 공연 당일까지 도통 먹지

를 못해서 무대 뒤에서 애들 세워 놓고 ‘내가 쓰러져도 너

희는 그냥 계속 해라’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윤: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자 하는데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를 좀 도와

주십쇼(웃음)’라고.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공연 자

체가 허물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모두를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 글쎄요. 미국의 로버트 쇼(Robert Shaw)라는 분이 83

세까지 좋은 음악을 만들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

시기 직전에 브람스의 음악을 지휘했는데, 그분이 지휘하

는 음악을 듣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미국사람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과연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그런 지

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처럼 사람

들의 가슴을 울리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면 꿈입니다. 

윤: 무대는 ‘나의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아

닙니다. 그저, 무대는 꿈의 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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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즐기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대한 무대로 변한 듯한 대한민국. 너도나도 화려한 무대

를 꿈꾸고 그 어느 때보다 무대는 더 넓어지고 있다. 그러

나 순간의 화려함에 매혹된 우리들의 자화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대란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현실과 무대의 관계가 그렇게 동떨어져 

있을 수만은 없다. 누구와도 닮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욕

망은 오늘도 새로운 무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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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WHANG SANG MIN
 (PROFESSOR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심리, 특히 주위의 사람들

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의식하면서 과장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심리를 ‘무대 위의 심리’

라고 한다. 마치, 무대 위에 올라선 배우처럼 ‘상상 속의 청중’ 앞에서, 때로는 오버하는 듯이, 때

로는 위축되고 남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심리상태는 자신의 사

회적 역할이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심리특성으로 언급되기도 한

다. 무대 위에 서려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토록 열광하는 대중의 심리와 청소년 심리

의 유사성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가능한 한 감추고 또 스스로 튀는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

다’고 믿는 한국인의 대중심리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위에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행동 그 자체는 서로 역설적이다. 억제된 존재의 확인 욕구가 

‘튀고 싶은’ 심리로 무대 위에서 더 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일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무대 위에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오디션 프로그

램이 이 사회의 약자들이 새롭게 찾은 기회이자,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경쟁’, ‘기득권의 득세’에 대한 일종의 탈출구라는 

해석도 있다. 악셀 호네트라는 사회학자의 용어를 빌리면, 

이런 현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인

정을 얻고 그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자긍심을 획득하

려 하는 ‘인정투쟁’이라 한다. 인정투쟁은 바로 ‘무

시’를 당한 인간이 자신의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무대에 열광하는 개인의 심리가 ‘정체성 

탐색’인가 ‘인정투쟁’인가? 이 문제는 

현재 한국의 대중이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사회에서 뚜렷하게 

무대 위에 자신을 세우려는 

행위는 분명, 사회적 인

정과 물질적 이익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도 있지만, 무

엇보다 자기 

존엄을 부

정하는 

사회

의 무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에

서 보면, 이것은 자신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는 심리상태

이기도 하다. 자신의 정체나 현

실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자아도

취(narcissism)와 몰입의 심리이다. 

한마디로, 집단 속에서 자신의 가치

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 사회의 대

중들이 자기 개인의 ‘정체성’을 무대 위

에서 확인하려는 활동이다. 

무대 위의 ‘정체성’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다. 무엇보다, 정체성은 ‘남들이 뭐라 하든, 

한 개인이 자기 눈으로 자신을 일관되게 보는 

특성’이다. 개인을 앞세우는 서양 심리학에서 

‘정체성(identity)’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00년

이 채 되지 않는다.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보았기

에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것은 르네

상스 이후 자신을 신에게서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으려 하기

보다 스스로 의식하고 성찰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 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신

과 독립되는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정체성의 핵심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

갈지’에 대한 삶의 방향판을 갖는 것과 같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를 기억하는가? 이것은 고대 그리스 델피의 신전에 있는 메

시지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신탁의 계시를 받으려 할 때 이 경구와 함께했다. 인간이 ‘어떻게 살

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그것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에서 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일상의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찾는 방식은 ‘인정’

이다. 자신을 독립된 한 개인으로 인식하기보다 집단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집단 속에서 개인은 인정을 받기보다 무시가 일상화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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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간성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튀지 않으려 한다. 아니 튀지 않

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자신의 삶을 위해 나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와 동시에, 외향적인 편이고, 

사교적이고 싶어 한다. 경쟁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

하면서 남과 자신을 많이 비교한다. 아등바등 살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심리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것을 실현하는 무대이다. 남에게 이상

적이고 멋진 모습뿐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을 찾는 것이 무대가 된다. 

한국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은 연예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캐릭터 쇼 형태를 띠

며 결국 공감과 감동으로 몰고 간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꾸미지 않은 소박하고 평범

한 삶의 이야기라고 포장한다. 안타까운 그들의 과거사 이야기,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아픔을 담아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풀어낸

다.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가자들의 빼어난 노래실력

이 아니라 이들 모습 속에 담긴 꿈, 하나만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이들의 

진심이라고 칭송한다. 무시당했던 그들을 이제 무대 위에서 인정하겠

다는 공식 선언이다.   

“인정과 자기 확신을 얻고자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 한 외

신 기자가 성형 미인 열풍에 빠져든 한국인을 정의한 말이

다. 사회적 인정은 얼굴이나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좋

은 부모가 되려 하고,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과 학벌을 

갖춰주려 한다. 최고의 직장은 필수다. 무엇이 최

고인지 잘 모른다면, 명품처럼 남들이 부러워

하는 무엇이라도 가져야 한다. 무대 위의 인

물에 열광하고, 무대에 서려는 한국인의 

심리가 일상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이다. 여기에는 자기 성찰이나 자

기 탐색은 없다. 무대에 열광하

고, 멋진 모습을 보이려 하

면 할수록 더욱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

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다. 

인 에  대

한 무시나 

모욕이 일상

적으로 일어나

기 쉽다.  심리적 

분노, 굴욕과 좌절

의 경험을 누구나 하

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대 위에서 자신을 드러

내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누

구나 쉽게 공감하는 감동의 

성장 서사가 된다. 자신의 개성

을 뚜렷이 부각시키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 한다. 흔치 않은 이력, 좌절과 

무시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욱 멋있게 부각된다. 남에게 보여지고 싶

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기회

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정의 투쟁이다. 무

대에 서는 한국인의 정체, 한국인의 개성은 우

리 스스로 믿고 싶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서 잘 

나타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잘 웃으며, 대체

로 믿음직하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사려 깊다. 거의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자신

이 맡은 일도 철저하게 수행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작은 선물이나 호의에 쉽

게 감동하지만, 이따금 게으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한다.”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무난하게 사는 것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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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열린 무대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명배우나 정치인, CEO 등 다양한 직업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망설이며 조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너도나도 뒤따라 무대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러한 무대는 

유형의 무대뿐 아니라 무형의 무대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TEXT LEE JANG WOO (IDEA DOCTOR / twitter @leejangwoo)

이 의외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타형은 소

통을 적게 하고 오히려 대중미디어와 같이 일방적 외침이 효과

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사통팔달형’이다. 이 유형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모두 섭렵하여 수많은 사람과 사통팔달로 

소통한다. 그리고 혼자만의 소셜 무대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

위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

셜 무대 참여 방식을 알리기도 하며, 소셜 무대를 실제로 가꾸

어가고 만들어가는 무대의 주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러한 사통팔달형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은 소셜 진화의 진정

한 밑거름이 된다. 또한 사통팔달형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소셜 미디어를 알리는 데에도 앞장선다. 소셜 무대의 얼리어

답터인 것. 대표적인 예로 네트워크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인 포스퀘어(Foursquare)를 들 수 있다. 처음에는 뉴

욕을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던 서비스였던 것

이 지난 7월 1일에는 그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는 사통팔달형이 

소셜 무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폭넓게 늘려가는 것을 주저하

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형태도 한 몫했을 것이다. 다다익선(多

多益善), 이것이 사통팔달형이 소셜 무대에 참여하는 방식의 

큰 특징이다.

세 번째는 ‘선택참여형’이다. 일반적으로 소셜 무대에 참여하

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선택참여형은 말 

그대로 자기 취향에 맞고 자신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를 선택

하여 참여한다.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소셜 미디어에서만 소

통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선택참여형의 특징이다. 이들은 소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소비를 즐기는 ‘Hobbysumer’와 비슷한 유형

이다. 자신이 선택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을 지

키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기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적극

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소셜 무대 ’ 태동 

새로운 소셜 무대가 태동하고 있다. 오디션이나 서바이벌로 

대표되는 열린 무대보다 오히려 더 대중에게 열려 있고 소통

이 가능한 곳이다. 이러한 소셜 무대의 특징은, 첫 번째 대중이

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무대라는 것이다. 열린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대중’의 개념이 ‘목적과 의지를 가진’ 대중을 의미

한다면 소셜 무대에서의 ‘대중’은 ‘소통과 대화를 즐기는 일반

적인 대부분의 모든’ 대중을 의미한다. 소수를 위한 무대가 아

닌 그 어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공감하기를 꿈꾸는 대중이 

소셜 무대에 더욱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소셜 무대는 무형의 무대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중

앙원형무대와 같이 가시적이고 형태론적인 무대가 아닌 소통

이 이루어지는 무대이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배우나 관객이 

없고 무대 위의 사람(배우, 주인공)과 무대 밖의 사람(관객)이

라는 이분법적인 구별 또한 어려워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 다수들이 등장하는 소셜 무대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유

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소셜 무대에 등장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유형

을 나누는 것이다. 그 유형은 5가지로 스타형, 사통팔달형, 선

택참여형, 관객형, 거부형이다. 

첫 번째는 ‘스타형’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의 무대

에 비추어봤을 때 무대 위의 사람에 가까운 유형으로, 소셜 무

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유명 배

우나 인기인들 중에 이런 스타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

인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팝가수 레이디 가가다. 

레이디 가가는 현재 트위터 팔로워만 무려 1,400만 명에 육박

한다. 국내에서는 이외수 선생이 팔로워 100만 명을 바라보며 

소셜 무대의 스타형으로 대표된다. 이런 스타형은 일반 대중이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로 

유입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전체적인 소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1등 공신들이다. 하지만 스타형의 특징

인 일방적인 인맥관계는 소통과 대화의 소셜 무대에서 영향력

소셜 네트워크. 무대에 오르다 

참여하는 방식에 따른 소셜 무대  참가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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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관객형’이다. 고대의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관객들과 

유사한 참여 형태를 보이는 그룹으로, 소셜 무대에 직접 참여

하기보다는 지켜보고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들은 어쩌면 아직도 디오니소스 원형극장에 대한 향수로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

다고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유형이다. 관객형은 언제든 소

셜 무대에서 스타형, 사통팔달형, 선택참여형이 될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진 유형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신의 의지로 소셜 

무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 보기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직접 소셜 무대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

워서 가져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관객형 중에는 사회

의 실질적인 리더나 영향력 행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 소셜 무대의 흐름을 

주시하고 소셜 무대가 잘못 흘러가지 못하도록 감시자의 역할

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

사실 이러한 관객형은 소셜믹스(SocialMix)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소셜 무대 위에 직접 올라가서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소셜 흐름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고 느

끼면서 공정한 중간자 입장을 가지며 기꺼이 소셜 확산에 대

한 사회적인 저항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부형’이 있다 이들은 위의 4가지 주류적인 소셜 

참여자 형태 외에 소셜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유형이다. 주로 

언론에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한 

줄이라도 보도되면 자신이 소셜 무대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

한 논리나 근거 찾기에 몰두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에 소셜

이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소셜 무대 위의 소셜 참여

자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며 소셜 무대에 대한 저항감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거부형’도 있고, 반면 바쁜 일상이나 스마

트 기기의 부재, 또는 친숙함이 부족한 일부 세대에서 어쩔 수 

없이 소셜 무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용한 거부형’도 있다. 

하지만 거부형이라 하여 끝까지 소셜 무대를 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용한 거부형은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소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고, 소셜에 관한 강의나 특집기

사를 보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특징을 보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소셜 무대는 고대 그리스의 중

앙원형무대와 달리 누구나 혹은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소셜 무대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 여

기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소셜 무대를 활용하는 자신만의 방

법이 있다. 과연 많은 사람은 소셜 무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

는지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꼬끼오족’이다. 아침을 열어주는 닭은 자신이 일어나

자마자 ‘꼬끼오’라는 아침 인사로 사람들을 깨운다. 이처럼 꼬

끼오족은 새벽 4~5시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트위터, 페이스

북, 블로그를 하며 소셜 무대의 다른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

넨다. 이들에게는 일상의 시작이 곧 소셜 무대인 것이다. 

두 번째는 ‘개미족’이다. 바쁜 아침을 지나 본인의 업무나 학

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셜 무대에 등장하는 개미족은 부지런

한 것이 특징이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개미처럼 수시로 트

위터, 페이스북 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또한 점심시간에도 빠르

게 식사를 끝내고 소셜 무대에 올라오는 근면성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개미족은 모든 소셜 정보와 소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소셜 무대에 퍼뜨린다. 

세 번째는 ‘베짱이족’이다. 개미족과는 반대되는 소셜 무대 활

용법을 보이는데, 꼭 필요한 경우나 간혹 생각이 날 때 간간이 

소셜 무대에 등장하거나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는 특징을 보

인다. 방관자처럼 늘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베짱

이족이다. 

마지막으로 ‘올빼미족’이다. 이들은 꼬끼오족과는 반대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바쁜 일상으로 낮에는 소셜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다가 밤에는 소셜 무대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즐

거움을 찾는다. 어쩌면 소셜 무대의 참맛을 아는 주인공이 올

빼미족일지 모르겠다.

소셜 무대의 태동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아무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무대이다. 이에 소셜 무대에 

참여하는 형태별로 소셜 무대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소셜 무대

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특정 주인공들만이 무대를 독점하고 지배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소셜의 끈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서 모두를 소셜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소셜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소셜 활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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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저널리스트 켄 올레타(Ken Auletta)는 저서 <구글드>에서 ‘소비자들이 시간

을 보내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표현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25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장이자, 자신의 존재를 드

러내며 ‘무엇이든 원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최

근 조사에 따르면, 9월 초 한국의 페이스북 가입자는 401만 명, 트위터는 439만 명

이라고 한다.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 등 모바일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SNS

를 통한 ‘온라인 소통’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SNS에 능한 젊은 세대들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SNS에 능한 젊은 

세대(SNS 고사용자)는 일반 사람들(SNS 저사용자) 대비 어떠한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을까? LG경제연구원에서는 올 3월에 SNS 사용자 708명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수행했다. 

SNS 고사용자는 분명 일반 사용자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한다. 이 조사는  

SNS로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생성, 공유하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서도 SNS를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들을 소셜 커스터머(Social Customer)로 정의, 선별하고 이들

의 라이프스타일을 일반 SNS 사용자와 비교 분석했다. 소셜 커스터머의 선별을 위해 

소셜 커스터머의 정의에 부합하는 총 4개의 설문 문항 결과값을 활용했다.(선별을 위

한 설문 문항 예시: SNS를 통해 나의 일상을 알리고 주변인의 일상 보기를 즐긴다) 

분석 결과 SNS 사용자 708명 중에서 소셜 커스터머는 약 26%(총 183명)로 나타났다.

소셜 커스터머의 특성: 사회 의식, 글로벌 마인드, 자기표현, 人테크

소셜 커스터머는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그들은 SNS를 삶의 활력소로 느끼고 있다. ‘SNS는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SNS는 나에게 있어 재미있는 놀이다’라는 질문에 소셜 커스터머는 68.9%, 73.8%, 

일반 사용자는 19.8%, 26.3%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SNS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거부감 없이 희한하고 재미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댓글

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확대라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SNS 이용 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라는 질문에 소셜 커스터머는 76.4%, 일반 사용자는 41%의 긍정 응답률

을 보였다. 지난 6.2지방선거가 평일에 진행되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 같았으나 SNS

를 통해 순식간에 투표 확산 운동이 일어나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5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SNS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 빠

르게 찾고 확산시키며 공유한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마인드가 높다. ‘앞으로 나의 삶의 영역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로 확

대될 것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다문화 급우나 외국인 동료와 생활해도 어색하지 않

다’는 질문에 소셜 커스터머는 45%, 56%, 일반 사용자는 30%, 43%의 긍정 응답률

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SNS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발판이 된다. 국경이 사라진 SNS에서는 브랜드나 제품이 더욱 자연스럽게 노출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넷째, 전문가를 지향하고 경력 관리를 중시한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관리를 위해 부서 이동이나 이직을 한다’라는 질문에 소셜 커스터머

는 85.2%, 53.5%, 일반 사용자는 70%, 29%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다섯째, 개성을 추구하고 외모 관리에 힘쓴다. ‘유행보다는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한

다’, ‘자신을 꾸미는 데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라는 질문에 소셜 커스터머는 68.3%, 

51.3%, 일반 사용자는 51.4%, 36.2%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여섯째, 인터넷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제품 구매 후기에 영

향을 많이 받는다’, ‘SNS를 통해 반값에 구매하는 소셜 쇼핑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소셜 커스터머는 67.2%, 61.7%, 일반 사용자는 45%, 38.9%의 긍정 응답률

을 보였다.

일곱째, 인맥관리에 힘쓴다. ‘SNS를 통해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이나 제품의 정보를 

찾는다’, ‘SNS로 인해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넓어졌

다’라는 질문에 소셜 커스터머는 92.3%, 74.9%, 일반 사용자는 42.3%, 18.1%의 긍

정 응답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SNS 활용 기업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 소셜 커스터머는 일반 사용자에 

비해 SNS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기업

으로부터의 정보 수취 등을 통해 교감,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

반 사용자들 중 17%가 SNS 활용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SNS를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일방적인 메시지를 제공하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활보(闊步)하다, SNS

TEXT PARK JUNG HYUN(SENIOR ECONOMIS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미디어와 문화, 시대를 관통하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있다. 특히, 누

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인간의 커넥팅(Connecting) 욕망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는 무대에서, 지금 소비자들은 활보하고 있다. 

A LARGER STAGE IS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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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이고 진실한 소통을 통한 긍정적 브랜드 경험 제공 

최근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SNS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기업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국내 항공업계 최

초로 트위터 팔로워 5만 명을 돌파한 이후 트위터 팔로워, 페이스북 팬 등 SNS 관

련 회원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아시아나항공의 SNS가 인기를 끈 건 실시간으로 

여행 정보나 행사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항 현황, 유류할증료 안내

를 포함하여 여행 관련 질문을 고객 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SK텔레콤은 SNS 활동으로 소셜 유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트위터, 미투데이를 주축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

한 체험을 유도하는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것. 특

히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 기반의 SNS공감프로젝트와 캠페인 및 다양한 

이벤트는 성공적인 ‘SNS커뮤니케이션마케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기업 중에서 홀푸드마켓은 기업 트위터 계정으로는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

한 기업 중 하나다. 홀푸드마켓은 팔로워들과 유기농 식품, 서비스 관련 불만과 제안 

등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델컴퓨터

도 20개가 넘는 트위터 계정을 100명이 넘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12개국 소비

자들과 소통의 창으로 이용하고 있다. 두 개는 판매 계정이고 나머지는 델의 고객들

과 대화를 위한 계정으로 할인 정보 제공, 고객 불만처리, A/S 문의 등이 트위터로 

처리된다. 2009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약 650만 달러 이상의 매출까지 올렸다. SNS

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금융기관도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트위터 탄생 초기부터 트위터를 온라인 고객센터로 활용한 사

례로 유명하다. 자사 트위터를 오직 민원과 고객서비스(CS)의 채널로만 부각시켜 이

용자들에게 목적을 뚜렷이 전달했고, 적극적인 소셜 검색으로 불만요소를 발견 시 

선제 대응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 좋은 예이다. 웰스파고 역시 자사 관련 뉴스

와 기업 활동에 대한 콘텐츠 홍보 위주로 트위터를 잘 운영한 사례로, 금융관련 소

식 등을 발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많은 팔로워를 확보한 바 있다.

기업, SNS라는 새로운 무대를 창조하라   

소셜 커스터머의 증가는 기업이 SNS를 대내외 소통 채널과 마케팅 도구로 적극 활

용케 하며, SN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접근법과 전략을 고민하게 했다. 

SNS는 기업의 새로운 고객 접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효과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SNS를 통해 고객이 경험한 제품, 서

비스에 대한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소셜 커스터머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부정적인 사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SNS로 기업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신속한 응대를 원한다. 고

객의 대응에 반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지 않아야 한다. 즉각적이고 진실한 대

응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기업 SNS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적

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 뉴스 사이트 1위인 허핑턴포스트는 사용자 간 정

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활동 내역에 따라 배지와 등급을 부여한다. 기

사를 많이 공유한 사람에게는 슈퍼 유저 배지를, 많은 팬을 가진 사람에게는 네트

워커 배지를 부여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SNS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SNS 

마케팅의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유행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객 니즈 파악, 신상품 홍보, 입소문 강화, 판촉 활동, 

고객불만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단기 재

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활용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 단기성과 혹은 기업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고객과 함께 소통하며 Win-Win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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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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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입니다. 편집실의 트위터에 멘션을 달아준 트위터리안의 글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Inu*_S***

오랜 어시스턴트 및 직원 생활을 마치고 독립

된 나만의 공간(스튜디오)에서 파티를 했을 때, 

나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즐겼

을 때가 나에게 최고의 무대였다.

@ **ako**g 

초등학교 6학년 때 장기자

랑 무대요. 이유는 첫사랑 

그녀가 보고 있어서.

@kyon**un

미국 올랜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

던 시절, 마침 영화 <본 슈프리머시>

가 개봉을 했는데 우리 동네 극장에 

맷 데이먼이 무대인사를 왔던 시사

회가 가장 흥분됐습니다. 이유? 맷 

데이먼이야, 맷 데이먼이라고! 

@K**n*8**4 

교장선생님까지 참석한 고

등학교 첫 PT! 교장선생님과 

반대노선으로 발표해서 그분 

얼굴은 흙빛이었지만, 아이

들 얼굴은 햇사래 복숭아처

럼 밝아지는 거예요. 박수소

리가 우레같이 들리는 순간, 

그 쾌감은 말로 못해요.

@lee****7

스무 살이 되고 처음으로 가본 

클럽NB에서 ‘여기가 바로 내 무

대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스타

일로 춤을 춰댔던 기억이. 아, 4

년 전인데 지금 생각하면 온몸이 

쪼그라들어요. 

@**nine

애인이 서 있는 무대를 볼 때! 수

많은 사람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눈 맞추고 노래하고 멘트할 때! 

기분 참 묘하면서 최고로 흥분됩

니다! 

@like***c***ey

내 생애 최고의 무대는 목

욕탕! 아버지와 같이 등을 

밀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

았어. 어렸을 때 아버지 등

은 너무 높아서 쉽게 다가

가질 못했는데, 나이 든 아

버지의 등은 너무 연약해 

보여 슬펐어.

@ice**l*

어린 시절에 성당에서 

홀로 무대에 올라 구

연동화를 하는데, 마

이크 전원이 나갔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 무대를 마

쳤다.

@ST**3*dio

모두들 잠이 든 것이 확실한 시간에 

혼자 일렉트릭기타 칠 때. 

@li**h*lic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최고의 무대

를 선보였던 순간! 4분 10초의 시간이 왜 그리 

더디게 흘러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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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o11

정말 사랑했던 여자와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에  

가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을 잡는 순간 정말 연극무

대에 핀라이트가 하나만 켜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느꼈죠.

@g**62

초등학교 5학년. 아이스케키를 하다가, 담임선생님한

테 딱 걸려서 교탁 앞에서 바지 벗기를 실시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입고 간 잠옷 때문에 담임선생님도 빵 

터지고 훈훈하고도 쪽 팔리게 마무리되었던 일. 무대

에 셀럽들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 

@Z**Soo**

한때 블로그에 미쳐 있을 때, 블

로그가 나의 무대였던 셈이지. 

멋진 사진 찍겠다고 배경이랑 

패션이랑 맞춰가면서 놀았으니

까.  ㅎㅎ 

@V***793

부모님 앞에서 첫 재롱을 

피웠을 때? 사실 나도 기

억 못한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가장 스릴 

넘치는 무대가 아니었을

까? ^^ 

@soc**n*g

매번 코리안시리즈

에서 나만의 커스튬

으로 치장할 때. 

@*s*w*78

매일 아침 지하철 

출근길. 아무도 몰

라도 그곳은 나의 

무대이다. 

@SS***co

그냥, 내 인생 그 자

체. 이보다 더 스릴

넘칠 수는 없으니

까! 미래를 모르니

까 말이다. 
@m*4**lic

졸업전시회. 수많은 밤을 새우고 작업한 결과물이 전시장에 

걸리던 날. 그렇게 짜릿한 무대가 없었다. 

@va*w**ng

초등학교 운동회. 릴레

이 달리기 결승에서 역

전 1등으로 골인. 아직

도 우려먹고 있는 몇 안

되는 초등학교 때 자랑 

중 하나예요.

@bloss*m_i**and

고1 때, 학교 체육대회 장

기자랑에서 했던 반 대항 

가장행렬이요. 여고였는데 

제가 신랑을 맡아서 남장

을 했거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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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들에게 무대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없어

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장소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예술가와 관객 모

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정적이었다. 그래서 폭발하듯 넘쳐

나는 예술적 에너지는 제한된 장소를 넘어 보다 넓은 장소를 자신의 무대로 

삼아 관객과 교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거리’라는 보편적이고 가

장 넓은 무대의 주인공이 된 예술가들을 만나본다. 

TEXT   JIM SUTHERLAND (COLUMNIST)

거리라는 새로운 무대를 만난 예술가들

예로부터 예술을 보고 감상하는 일은 그렇게 할 시간과 자원을 모두 지닌 지극히 소

수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을 방

문하거나, 런던의 테이트미술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

미타주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려면, 그럴 만한 자원이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현실의 반대편에는 예술 작품은 보다 광범위한 대중이 감상할 수 있

도록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예술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거리 예술’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거리 예술이란 거리에서 만들어지거나 공연하거나 연습하

는 모든 예술적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 더 확장하여 해석하면 파리의 에펠탑이나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 제독 동상,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단일 구조물도 거리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거리 예술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국가나 종교 단체, 그 외의 어떤 기관

의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거리 예술은 ‘대중의, 대중

을 위한, 대중에 의한’ 예술로 간주되며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특징도 지닌다. 더 나

아가 혁명적이고 기존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거리 예술가 중

에 잘 알려진 존 페크너는 거리 예술의 개념을 ‘그래피티가 아니라 거리에서 행해지

는 모든 예술’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은 거리에 붙이는 스티커, 포스터 아트, 게릴라 

아트, 스트리트 일러스트레이션, 거리에서 행해지는 연극, 플래시 몹, 건물의 벽이나 

다리의 교각 등에 그려지는 대형 벽화 등이 모두 거리 예술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거리 예술을 만드는 이유는 거리 예술가의 수만큼 다양할 것이다. 어떤 사

람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데 거리 예술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

은 단지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일을 한다는 스릴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다. 많

은 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다 많은 이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거리를 선택하기도 한

다. 이 중에서 거리 예술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오가는 많은 대

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일 것이다. 

거리 예술 작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분야에서도 흔히 말하는 

‘뜨는 장소’가 있다. 독일 베를린의 미테, 프렌츨라우어 베르크, 크리우츠베르크 지

역, 영국의 런던과 브리스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호주의 멜버른, 이탈

리아의 안코나와 그로타글리,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를 가장 ‘핫’한 장소로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 파리는 거리 예술 운동의 시작이 된 장소로서, 건물의 벽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슬로건을 적는 레터리즘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에 거리 예술

의 중요한 곳으로 여겨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거리 예술에 대해 경찰 당국이 보

다 협조적인 도시로서, 멜버른은 시의회가 거리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그 작품을 보

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브라질의 상파울루, 노르웨이의 스타반거, 그리고 불가리아 

의 소피아도 인기 있는 장소이다. 특히 소피아는 구소련 군대의 기념비에 해마다 슈 

퍼맨이나 산타클로스를 변형시킨 캐릭터를 묘사한 벽화로 유명하다. 상파울루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벽화로, 로스앤젤레스는 선셋대로, 멜로즈 애

비뉴와 같은 주요 도로에 설치할 작품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기

를 끌고 있다. 뉴욕에서는 이와 같은 예술 작품들은 브롱스와 맨해튼의 이스트 빌리

지 지역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유행하는 트렌드의 갈래를 보자면, 이전의 텍스트 위주의 형태에서 벗

어나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전해가는 방향과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예술가들 스스로 더욱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와 관객 모두의 적극적인 자세 덕분에 거리 예술은 극

적으로 그 무대의 범위와 크기를 확장하고 있다. 

거리 예술의 의미는 플래시 몹이나 얼음 조각 같은 다양한 현상을 수용할 만큼 유연

하다. 플래시 몹은 마치 ‘어디에선가 갑자기 공공 장소에 나타난 듯’ 보이는 일단의 군

중이 다시 흩어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약속한 행동을 펼쳐 보이는 것을 말한다. 

플래시 몹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에서부터 풍자와 폭력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거리 예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거리 예술의 형태는 그 창조자와 관람자의 다양

함 만큼이나 현재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이다. 잠

재적인 관객이 항상 모여드는 거리로 자신의 작품을 옮겨놓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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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history, the ability to view and appreciate the fine arts has been 

limited to a distinct minority of people who have both the time and the fi-

nancial resources to do so. If you want to travel to St. Petersburg to visit The 

Hermitage, to Paris to visit the Louvre, to London to visit the Tate, or to New 

York to visit the MOMA, for example, you have to have the resources to do 

so. In opposition to this are those people who believe that artistic produc-

tions should be available to the broadest audience possibl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making art enjoyable to everyone is street art.

In its most wide-ranging meaning, “street art” can be used to refer to any 

artistic endeavour that is developed, performed, or practiced in or on the 

street. In this fullest context, then, the term could even be stretched to 

include such monolithic structures as the Eiffel Tower in Paris or Nelson’s 

Column in Trafalgar Square in London, England?even the pyramids in Egypt! 

In more common parlance, however, the term is limited to works of art that 

are produced and displayed without the sanction (or, often, the approval) of 

any official governmental, ecclesiastical, or other body. As a result, street 

art, produced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is profoundly 

democratic, even to the extent of being subversive, revolutionary, and coun-

tercultural. One commentator, a very well-known street artist named John 

Fekner, has gone so far as to define it as “all art on the street that’s not graf-

fiti.” This means that the phenomenon can embrace such differing artistic 

modes as sticker and street poster art, guerrilla art, street installations, 

street theatre, flash mobs, and large-scale murals produced on the walls of 

buildings, railway abutments, and other locations.  

The reasons that people create street art are as varied as the artists them-

selves. Some of them may want to use their art as a form of propaganda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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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e for the need for an increased awareness of political and social issues, 

while others may be drawn to it simply for the thrill of doing something illicit 

that is also highly visible. For many participants, the primary motivation is to 

see their work displayed in places where it can be readily seen by large num-

bers of people?as opposed, for example, to more traditional art galleries and 

other “elitist” venues. Perhaps the greatest attraction of street art, however, 

is its ability to make strong and effective political statements to a large, ap-

preciative, and constantly-varying audience.  

Although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street art can be viewed and appre-

ciated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there are a number of loca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hot spots” for its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They 

include those parts of Berlin, Germany known as Mitte, Prenzlauer Berg, 

Kreuzberg, and Friedrichshain; the English cities of London and Bristol; Bue-

nos Aires, Argentina; Melbourne, Australia; the towns of Ancona and Grot-

taglie in Italy, and Paris, France. Paris is especially important to the street 

art movement, since it is reputed to have had its origin there in Letterism 

and the later production of a situationist slogan on a wall. Buenos Aires is 

renowned for the cooperative attitude toward street art taken by its police, 

while some municipal councils in Melbourne, Australia have even gone so far 

as to support it and preserve its productions. 

Other popular venues include Sao Paulo, Brazil; Los Angeles and New York 

City; Stavangar, Norway; and Sofia, Bulgaria. The last city is famous in the 

annals of street art for its extremely subversive metamorphosing of the 

characters depicted on a monument to the Soviet Army into representations 

of such well-known cultural entities as Superman, Santa Claus, and so on. 

Sao Paulo is known for its large murals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art-

ists who visit it to participate in their production, while Los Angeles offers 

participants the opportunity to work on such major traffic arteries as Sunset 

Boulevard and Melrose Avenue. In New York City, the street arts scene is 

most evident in the Bronx and the East Village section of Manhattan.  

A number of trends can be detected as street art evolv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For one, there has been a gradual abandonment of the text-book- 

centered approach taken by earlier graffiti artists in favour of more sponta-

neous and free-form productions. As a concomitant to this, the artists them-

selves have become more adventuresome and innovative. Most importantly, 

however, both street artists and their audiences have dramatically enlarged 

the scope and size of the stage on which art can be produced, viewed, and 

enjoyed.

The meaning of street art is so fluid and plastic that it can even accommo-

date such differing phenomena as flash mobs and snow and ice sculptures. 

Flash mobs occur when a group of people appear, seeming from “out of no-

where,” in a public place. They then proceed to carry out their activities for 

a brief time before dispersing. The motivation for flash mobs is various and 

disparate, ranging from entertainment and satire all the way to violence.

As this brief outline has attempted to point out, the modes that constitute 

street art can be just as various and as variable as its practitioners and their 

audiences are. In the end, however, they are all united in one common and 

underlying desire: to bring art to everyday people in the places where they 

congregate most frequently--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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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이라는 무대를 걷는 사람들 

도시를 하나의 무대라고 본다면, 그 무대의 주인공은 도시의 시민들이다. 그들은 어떤 무

대를 원하고 있을까? 폐쇄적인 공간에서 점점 열린 공간으로 변해가고, 아무 목적 없이도 

한 번쯤 거닐어보고 싶은 거리가 늘어가는 것은 도시라는 무대를 즐기고자 하는 주인공

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절로 힘이 난다. 달리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날 약

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거리를 걸으며 배회하는 기쁨이 있다. 아무리 염세적인 사람

이라도 힘을 내서 걷게 하는 도시의 거리이기 때문이다. 빽빽이 늘어선 쇼윈도 구경에 

정신이 팔려 걷다 보면 어느새 거리가 끝나 있을 정도이다. 구경거리는 쇼윈도의 상품

만이 아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마네킹처럼 멋지고 세련되

어 보인다. 그들은 볼거리이면서 걷는 인파를 구경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도시의 거리

는 상품의 소비공간이지만 이처럼 시선과 시선이 교차하는 스펙터클을 이룬다.

그에 비하면 처음 성인이 되어 경험한 80년대의 카페에 대한 기억은 칠흑 같은 어둠

뿐이었다. 햇살이 한 점이라도 들어오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창을 꽁꽁 닫아두어서 

옆 사람의 얼굴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촛농이 기다란 촛불만이 하늘거리고 

있었다. 오래된 연인 사이에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었지

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서먹한 관계에서는 난감하기까지 했다. 최초로 경

험한 성인의 공간이었지만, 사회 모순에 대항하던 용기 있는 동료를 무기력하게 바라

보며 숨어드는 피난의 공간이었으며 점심보다 많은 돈을 커피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과잉 소비의 공간이기도 했다. 어두운 데다 칸막이까지 있는 낮고 작은 공간에서 청

춘은 희망하고 절망했다. 90년대를 지나며 카페는 진화한다. 어둠과 칸막이를 걷어내

고 탁 트인 공간에 여유 있게 소파를 놓아둔 카페가 유행한다. 이전의 카페가 시각작

용을 최소한으로 거세한 것과 달리 90년대의 카페공간은 순전히 시선을 위해서만 존

재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개방적으로 변한다. 동행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모두에

게 과시하고, 심지어는 창 밖의 행인에게까지 선보이는 노출의 공간이 된다. 탁자 위

에 올려놓은 자동차 열쇠처럼 말이다. 이러한 노출과 과시의 욕구는 공간으로 전이되

어 일종의 양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TEXT LEE KYUNG HOON
(PROFESSOR, ARCHITECTURE MAJOR OF KOOKM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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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건축과 사람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종속되

기보다는 하나의 스펙터클을 이룬다. 그 풍경에 참여

하고 그 풍경을 즐기는 상호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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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숭고한 건축가의 형태의지가 표상되는 도구이거나 사회의 거울로 시대의 문

제와 가능성을 표출하는 시각언어이기를 기대하는 건축가들의 바람과 달리 건축은 

유행을 쫓고 그 첨단에는 상업공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는 이전까지

는 은밀한 대화와 몸짓이 가능한 사적인 공간이었던 카페가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하

였음을 말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요건이 시각임을 말해준다. 주체와 시선의 

관계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후기구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자크 라캉에 의

해 구조화되었다. 시각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이해는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망막에 

투영되고 대상과 주체의 망막을 연결하는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하나의 이미지를 구

성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의 원근법이 이러한 이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표상이기도 했다.  

라캉은 이를 비판하며 주체로서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영역이 이미지를 구성한

다고 반박하며 수많은 시선의 그물망이 사회와 문화와 관계하여 만들어내는 집합적

인 시선을 응시라고 구분한다. 따라서 ‘나’라는 주체는 능동적으로 시선을 통제할 수

도 없고 시선의 중심에 있지도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 응시의 관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여러 응시가 집중되는 무대와 관객

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응시가 교차하는 거리의 관계가 가능하다. 전자에서는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관객의 관계로 역할이 고정된다면, 후자의 관계는 거리를 

걷는 이는 다른 행인을 보는 동시에 보임의 관계이다. 거리에서 건축과 사람은 주체

와 객체의 관계에 종속되기보다는 하나의 스펙터클을 이룬다. 그 풍경에 참여하고 그 

풍경을 즐기는 상호관계가 성립한다. 

가로수길을 걷는 경험은 도시라는 거대한 극장을 구경하는 관객이라기보다는 문예비

평가 벤야민이 말한 만보객과 흡사하다. 독일인인 벤야민이 파리를 칭송하며 부러워

했던 ‘만보객(Flaneur)’은 사실은 좀 애매한 개념이다. 누구도 이 정의에 부합하는 인

물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으며 이후에 인용된 수많은 언급도 벤야민의 글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만보객을 ‘거북을 데리고 거북과 보조를 맞추며 산책을 즐기는 신

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상징적인 묘사일 뿐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

만 그의 다양한 저작에서 만보객이 부유하고 세련되었으며 파리를 거니는 예민하고 

고독한 남자의 관념적이며 상상적인 이미지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만보

객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으나, 첫째로는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상품과 

대중을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인물을 뜻한다. 동시에 산업화의 속도와 생산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는 양가적 인물로 정의된다. 거리의 쇼윈도로 대표되는 현대의 새로

운 상업문화에 매혹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문화와 현대의 속도에 저항한다.

둘째로는 18세기 파리가 도회적 산책이 고상한 취미가 될 만큼 매력적인 도시였다

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공원과 거리를 자신의 거실과 응접실 삼아 주거 형태를 확

장하는 현대적 도시가 성립되있고 그 안에서 매력적인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시대적 배경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만보객은 파리의 발명품이며 

파리의 근대적 공간이 만보객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인 것이다. 

1800년대 중반 나폴레옹 3세의 지원 아래 파리의 시장이었던 오스망 파리가 시행

한 프로젝트는 중세의 파리를 세계 최초의 현대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대대적인 개

혁이었다. 이전까지 파리의 거리는 좁고 옹색했으며 불결했다. 궁전이나 성당, 공원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과 빈민가는 구분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스망 파리는 숲을 

베어내듯 중세의 좁은 도시에 대로를 내는 것으로 도시 정비를 시작했다. 주요 건

축물들과 광장을 잇는 널따란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를 ‘블러바드’라 부른다. 블러바

드 아래에는 거대한 하수관을 묻고 양편으로 쾌적한 인도를 만들어 만보객의 출현

을 가능하게 했다. 새로운 종류의 공공공간인 대로(大路) 덕에 파리시민은 본격적

인 의미의 도시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한가롭게 대로를 거니는 사람들로 가득

한 도시의 거리에서 사람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종속되기보다는 하나의 스펙터

클을 이룬다. 그 풍경에 참여하고 그 풍경을 즐기는 상호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자

연의 감상과 관찰과는 다른 새로운 현대적 경험이 되었다. 

상하이와 두바이 같은 신흥도시들이 쉽사리 파리나 뉴욕 같은 전통적인 도시를 따

라잡을 수 없는 것은 그 화려한 건축이 관객을 압도하는 일방적인 무대와 관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가로수길은 관객이 배우이며 관객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중요

한 도시적 풍경이다. 봄과 보임의 관계와 그 매개공간으로서 거리는 도시의 핵심요

소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가로수길을 만보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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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와 세상이 두려울 때, 
누가 나를 구해주지? 
누군들 무대가 두렵지 않겠나? <나는 가수다>에 나온 베테랑 가수도 긴장감에 가사를 잊어버린다. 40년 경력의 연극 배우도 대사를 까맣

게 잊어버리는 악몽을 꾼다. 모든 이를 호령하는 CEO나 장군도 가끔 단상을 박차고 내려가 아무도 없는 방에 숨고 싶다고 말한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다면 다행이다. 어떤 이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만 봐도 숨이 가빠지고, 말을 더듬거리고, 온몸

을 가눌 수 없어 기절해버리기도 한다. 과연 그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말더듬이 왕의 전담 치료사

‘세기의 연인’이 있었다.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는 이혼녀인 심슨 부인

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했다. 멋진 남자

다. 누군들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지 않겠나? 문제는 갑작스레 왕위를 

넘겨받은 그의 동생 조지 6세였다. 고질적인 위염에다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공개 석상에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말더듬이였다는 사실이다. 때는 파시즘이 대두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 벌어지기 직전의 위기의 순간, 게다가 라디오가 널리 퍼지면서 국왕의 

육성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때였다. 영화 <킹스 스피치>는 이 말

더듬이 왕의 입을 열게 만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다. 

호주의 언어 장애 전문가 라이오넬 로그가 왕의 전담 치료사로 등장한다. 

조지의 묶인 혀를 풀기 위해 여러 획기적인 기술이 동원되었지만 마음의 

매듭을 먼저 풀어야 했다. 라이오넬은 일단 그가 말을 더듬는 게 선천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음악소리를 크게 해서 헤드폰으로 들으

면서 책을 읽으라고 한 뒤, 그가 발성한 것을 녹음해 들려준다. 더듬지 않

고 읽고 있다. 라이오넬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심리적인 이유로 언어 장애

를 가지게 된 병사들을 도왔던 일이 큰 경험이 되었다. 준비도 없이 갑작

스레 물려받은 왕위. 커다란 책무 속에 공적인 대화만 해온 왕. 라이오넬은 

그런 왕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털어놓을 친구가 되어준다. 전쟁은 본격화

되고 공포에 질린 국민을 위해, 왕은 자신의 공포를 이기고 연설한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혀를 누르고 있던 강철의 덮개를 열어젖힌 것이다.

영화 <비틀 쥬스>에서는 사고로 죽은 유령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

기 주변이 기괴한 기하학적 공간으로 어지럽게 비틀린다. 바깥으로 나가

기는커녕 메스꺼움에 죽어버릴 지경이다. 그런데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SBS TV 드라마 <보스

를 지켜라>에서 문제아 본부장으로 등장하는 차지헌(지성)이 바로 그 주

인공이다. 그는 대기업을 이끌 재벌 3세지만 남들 앞에 서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 회의장에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불안해 딴전만 피우고, 백화

점 현장 방문을 갔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죽을 것 같은 두

려움에 쓰러진다. 본격적인 공황장애다.

TEXT LEE MYUNG SUK (COLUMNIST)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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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만든 트라우마가 뒷덜미를 잡는다  

최근 들어 이처럼 대인 활동에 극심한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

다. 의사들은 공황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6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일에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나 과도한 업무

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차지헌의 비서 노은설(최

강희)은 자신의 보스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알아내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

선다. 스피치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 시키고 규칙적인 운동 계획을 짠

다. 그럼에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차지헌이 재단 설립일에 창

립사를 연설하는데, 사방에 늘어선 마이크와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패닉에 빠진다.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실타

래를 풀어야 했던 것이다. 죽은 형에 대한 죄책감, 광장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과 같은 것들이 하나둘 풀어져 나온다. 

음악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남자 주인공 치아키도 트라우마를 가

지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클래식 지휘자가 될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저 일본에 머무르며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조한다. 비행

기를 타자니 어릴 때 사고를 겪었고, 배를 타자니 물에 빠진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무가내의 여자친구 노다메 덕분에 그 공포를 이겨내

고 유럽 무대로 나아간다. 어쩌면 치아키는 본격적인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 진짜 공포 때문에 비행기나 배를 못 탄다는 가짜 공포를 지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뮤지컬 드라마 <글리>는 여러 괴짜 주인공이 합창부에 

들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시아계 여학생 

티나 코헨 장은 고백한다. 자신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언어장애가 있

다고 거짓 행세를 해왔다고 말이다. 수줍은 성격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마음의 양말을 벗고 발톱을 세우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코미디 법정 드라마 <렉스는 너의 변호사가 아니야>에서는 공황장

애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변호사가 자신에게 변론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대 뒤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바이올렛

은 멋진 외모와 탁월한 노래 솜씨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그녀를 괴롭히는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으니 바로 무대공포증. 중

요한 오디션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버리곤 했으니 기회를 잡을 리가 만무

하다. 그녀는 가수가 아니라 그냥 작곡자로 살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녀

가 정말 바라는 일은 아니었다. 무대가 있다면 발톱을 세워 기어 올라가

야 한다. 그것이 코요테다. 

무대공포증은 연기자나 가수만이 겪는 것은 아니다. 공황장애는 재벌 3

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회인이 면접 시험이나 프레젠테

이션에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힌다. 회의의 진행이나 사회를 보게 될 때 

갑작스레 찾아오는 패닉에 어쩔 줄을 몰라한다. 마음의 문제를 찾아내고 

훈련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많은 가수가 맨발로 무대에 오

르거나 하우스 콘서트를 하면서 공포증을 이겨냈다고 한다. 우리도 마음

의 양말을 벗고 가까운 친구 앞에서부터 입을 열어보자. 

공황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공황장애는 인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으키는 일종의 응급반응

으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실제적인 위험대상이 없음에도 마치 죽

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황장애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2~3배 정도 많으며,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가장 많고 

10대에서 30대 초반 등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과다한 경쟁이 난무하는 연예계의 생리와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생활, 그 외에 심적 스트레스 등 ‘무대’에 오른다는 현실 자체가 

공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에 완벽을 기하는 사람이나 과도

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공황장애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개발, 마케팅, 제품기획, 디자이너, 광고업 분야에서 겪는 지나친 경

쟁의식, 강박관념은 공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 소견이다. 

도움말 = 맑은머리맑은몸한의원(구 국보한의원) 양회정(원인모르는 질환 뇌를 주목하라 저자) 원장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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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열광케 하는 ‘그들만의 매력’ 
과거에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타들이 사랑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요즘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실수를 하는 사람도 인기

를 얻는다. 연예인들도 과거에는 숨겼던 1차원적인 정서나 마음속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또, 비록 완벽하진 못해도 무대 위에서 

활기차고 일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것일까?

TEXT  HA JAE KEUN (COLUMNIST)

극대화된 자연스러움, 꾸밈없는 즐거움 

과거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상당히 ‘딱딱’했다. 그때는 틀에 짜인 

모습,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로 반듯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면 방송을 하기 

어려웠다. 마치 사령관의 시찰을 받는 군부대 같은 느낌이랄까? 일반 대중

도 그런 틀에서 어긋나는 상황을 어색해했다. 당시는 공식적인 장에서의 

엄숙함과 비공식적인 밤 세계의 일탈이 어색하게 공존하는 시기였다. 90

년대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기 시작

했다. 이때부터 일장연설식 훈화나 전통적인 대학교수식의 딱딱한 강연이 

사라져갔다. 반대로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

기를 얻었다. 2000년대에는 이런 경향이 훨씬 심화되어, 지식인 스타 강사

들까지 나타나게 된다. 요즘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망이 커져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스피치 학원까지 인기를 끈다. 방송

계에서도 자연스러움이 점차 강해졌다. 이런 흐름이 극대화된 것이 요즘의 

리얼 버라이어티나 독설 토크쇼다. 과거엔 숨기거나 준비된 틀 안에서만 

보여줬던 것을 이젠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서 다 드러낸다. 이런 프로그

램들에서는 예전처럼 미리 준비한 개그를 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

다.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꾸

밈없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그래서 사전에 개그를 짜오

는 개그맨보다 현장 무대에 익숙한 가수들이 예능에서 더 인기를 끄는 현

상까지 나타났다. 김C, 이승기, 개리, 은지원 등이 예능에서 보여준 것이 바

로 그런 자연스러움이다. 

무대 위에 뛰어든 친근한 스타 

과거에 스타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었다. 나와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

다. 그래서 과거 아이돌은 화장실 간다는 얘기도 함부로 못했었다. 상처나 

인간적인 고통도 잘 드러내지 못했다. 자나깨나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

했다.  하지만 이젠 카메라 앞에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한다. 러브라인부터 아

픈 가족사, 가장 창피한 일까지도 다 드러낸다. 심지어 리얼 버라이어티에

서는 실제로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그대로 공개한다.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런 것을 통해 시청자는 스타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밤

하늘의 별 같고, 깎아놓은 인형 같기만 했던 스타가 마치 내 옆집의 이웃처

럼 다가오는 것이다. 엄숙주의, 권위주의의 시대가 아닌 소탈한 자연스러

움이 통하는 시대가 원하는 스타의 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바야흐로 연예인 지망생 공화국 소리를 듣는 시대다. 연예인 지망생에게 

이런 ‘인간적인’ 스타의 모습은 희망이었다. 하늘의 별은 너무나 멀리 있지

만, 인간은 나의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 일반인에게 스타의 인간적인 모

습은 따뜻함과 위안을 줬다. ‘아, 저 스타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

나, 나나 스타들이나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 말이다. <무한도전>

이나 <1박2일>은 이런 친근한 느낌을 극대화했다. 이 프로그램들과 <남자의 

자격>은 모두 ‘평균이하’를 표방하는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강호동이 

강원도에 막대한 땅을 샀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네티즌이 아주 민감한 반

응을 보인 것은, 그동안 느꼈던 서민적 친근함과의 괴리에서 오는 충격 때

문이었다. 절대로 이미지를 무너뜨리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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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들이다. 그들이 <1박2일>에 나와 망가지자 시청자들은 환호했다. 김하늘

이나 최지우는 ‘여배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되냐’며 걱정했지만, 그들

의 인기는 오히려 더 올랐다. 이효리나 장윤주도 털털하고 친근한 모습으

로 인기를 모았다. ‘싼티’ 붐의 인기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

최근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 넘치는 태도를 

보이며 비주얼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김범수. 그의 이야기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데뷔 후 13년 동안 ‘얼굴 없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아온 아

픔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수다>에서 보여줬던 가창력

과 무대 퍼포먼스는 감동을 유발했지만, <놀러와>나 <승승장구>에서 보여

준 유쾌한 입담과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했

으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앨범 촬영을 할 때마다 사진작가와 

신경전을 벌여야 했으며, 선글라스를 벗고 무대에 오를 수 없었던 그의 친

근한 외모야말로 점점 매력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못매남(못생긴 매력남)’인 개리는 어떤가. 리쌍의 대표 곡들

을 만든 감성 작사가로, 독보적인 목소리를 지닌 가수로 활동한 그였지만, 

예능에 뛰어들 때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런닝맨>을 통해 

송지효와 월요커플, 직진 개리 등의 우직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면이 부각되며 시청자

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권모술수에 능한 다른 출연자들보다는, 실패를 

경험하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 <무한

도전>에서 보여준 조정 경기, 동거동락 편에서는 자막처럼 정말 ‘갖고 싶은 

강개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쿨하게 즐기는 자, 인기를 얻는다 

장근석에게 ‘허세근석’이란 별명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장근석이 스스로를 

보통 사람과 확연히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는 말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가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야말로 ‘허세’를 떤다며 비웃었다. 그 일로 인

해 장근석의 인기는 네티즌 사이에서 상당히 떨어졌었다.

옛날 같으면 그런 불편한 이슈를 지상파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릎팍도사>는 장근석이 나왔을 때 ‘허세근석’을 강조했다. 그때 장

근석은 오히려 즐겁게 허세근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프로그

램 내내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자 장근석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시청자는 쿨하게 즐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최근 지식과 입담을 갖춘 김정운 교수의 등장도 눈길을 끈다. ‘이 시대의 귀

여운 중년’이라 칭송받는 그는 <명작 스캔들>을 통해 문화・예술・여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풀어놓으며 시청자

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교양 지식을 색다른 관점에서 재미있

게 전달하는 그의 모습은 기존 지식인이 거창한 사회적 담론을 이야기하

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명작 스캔들>의 지난 방송, 브레송의 ‘결정

적 순간’ 편에서 김정운 교수는 브레송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크라상’이

라 말하며 여러 출연자의 실소를 자아냈다. 조영남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학위를 따고 박사를 땄는지 모르겠다’며 핀잔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김정운 

교수는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라며 멋쩍어하며 응대를 

했다. 시청자들에게 정형화된 지식인이 아닌,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지게 했다. 이런 노력으로 <명작 스캔들>은 화요일 밤, 늦은 시간에 방

영된다는 핸디캡을 딛고 인기를 얻고 있으며,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에서 ‘예능 늦둥이’로 변모한 윤종신도 있다. <라디오 

스타>, <비틀즈 코드>에서 펼치는 그의 입담은 함께 진행하는 김구라, 유세

윤의 폭소를 이끌어내고 <슈퍼스타K>에서는 심사평에 이견이 생겼을 때 

윤미래와 알콩달콩 말다툼을 하거나, 심사장에 날아든 파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엉뚱한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각별히 

애정을 가진 무대가 끝나면 속정 깊은 심사평을 건네며 훈훈한 마음씨를 

드러내기도 하며, 친근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 윤종신의 진짜 매력은 리

얼 버라이어티로 채워졌던 무대가 점차 전문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프로그

램으로 평정되고, 그 안에서 탁월한 음악적 전문성을 드러냄에 있다. 음악

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담긴 매끄러운 진행은 물론, 부드러우면서도 날카

로운 심사평을 선보이며 명품 뮤지션임을 당당히 입증하는 모습은 윤종신

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무대 위, 대중에 열광하고 반응하는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다. 완벽한 외모

와 빈틈없는 설정이 아닌, 재능 이면의 순수함과 솔직함, 친근함으로 무장

한 스타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함께 땀 흘리며 웃고 떠

들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중들은 ‘전혀 다르지 않음’

을 느끼고 있다. 결국 대중들은 나 또한 무대에 오를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뜨겁게 열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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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만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무대
무심하게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 사이에서 낡은 행색의 남자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에 반응을 보이며 그에게 말을 거

는 한 여자, 영화 <원스>는 주인공의 버스킹으로 시작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객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뜻의 ‘버스킹

(Busking)’은 이제 무명의 아티스트 이외에도 보다 넓은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고 싶은 기존의 스타들도 활용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

고 있다. 그러나, 버스킹의 진정한 매력은 정식 무대에 오르기 힘든 인디 아티스트나 아마추어들이 무대에 대한 갈증을 풀고 자신만의 진

정성을 아무 제약 없이 펼쳐 보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아티스트는 많지만 그들이 올라설 수 있는 무대는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한

다. 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른 해결책이 바로 버스

킹이다. 홍대 지역에서 활동하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10센치도 거

리 공연인 버스킹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장근석, 문근영이 주연을 맡

은 <메리는 외박중>에서도 홍대 인디 밴드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버스킹 공연은 정식 무대에 비해 음향 장비나 조명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정식 공연과는 다른 버스킹만의 신선하고 진정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비슷비슷한 아이돌 음악에 흥미를 잃은 대중들이 그 대안으로 선택

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다. 

순수하고 새로운 음악, 거리에서 듣자

독립영화 <원스>의 세계적인 성공은 버스킹 공연을 통해 한 뮤지션이 잃어

버렸던 음악에의 열정을 되찾고, 스스로 더 큰 무대를 찾아 나선다는 성장

담을 담고 있다. 관객들은 이 영화에 실제의 밴드 스토리가 깔려 있고, 아

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 별다른 기교나 화려한 무대 퍼포

먼스 없이도 음악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할 수 있고 순수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 

이런 버스킹을 통해 뮤지션으로 성장하는 밴드의 일화를 담은 영화가 한

국에도 등장했다. 남다정 감독의 데뷔작인 <플레이>는 메이트라는 이름의 

3인조 모던 록 밴드가 세계적 뮤지션 ‘스웰시즌’의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

정을 보여준다.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밴드의 일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2009년 영화 <원스>의 주

인공 ‘스웰시즌’이 내한했을 때 일어난 특별한 에피소드를 영화 속에 담아

낸 것. 당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로비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메이트’를 본 

‘스웰시즌’의 멤버이자 영화 <원스>의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던 글렌 한사

드의 즉흥 제안으로 ‘스웰시즌’의 무대에 게스트로 서는 행운을 잡게 된다.

남다정 감독은 자신의 데뷔작에 밴드의 일화를 담은 이유를 ‘풋풋한 열정

이 좋아서’라고 답했다. 이는 아마도 거리에서 자신의 음악만으로 관객을 

만나는 버스킹 밴드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한다. 무대와 관객

석의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객과 호흡하기에 그만큼 에피소드도 

많고, 관객의 직접적인 지원과 애정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팬덤과

도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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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하는 버스킹 문화  

대한민국의 대표 버스킹 밴드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밴드의 이름도 없이 

공연하던 그들에게 관객들이 이름도 붙여주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좋

아서 하는 밴드’이다. 이제는 각종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유명세를 누리고 

있지만, 이 밴드의 시작은 이름도 없이 전국을 돌며 시작한 거리 공연이었

다. 2009년에는 팬들의 도움을 받아 미니 앨범을 발매했으며,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담긴 진솔한 가사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아서 하

는 밴드’만의 음악을 일반 대중에게도 선보였다. 작년에는 전국을 누비며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 전국을 누비며 거리 공연을 하는 이들의 유

쾌한 여정을 담은 <좋아서 하는 영화>를 제천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 혹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하는 무대가 버스

킹이지만, 누군가의 버스킹 무대는 또 다른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

도 한다. 홍대 일대에서 버스킹 밴드로 유명한 ‘일단은 준석이들’이라는 2

인조 밴드는 좋아서 하는 밴드와 10센치의 버스킹 공연을 보고 음악의 길

을 선택한 이들이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들은 버스킹 공연이 불러일으

키는 교감의 장을 경험하고 과감하게 인디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한

다. ‘일단은 준석이들’은 연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가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도 고민은 있는데, 버스킹 공연은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서 유료 공연에 관객이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거리에서 그냥 보면 되는

데, 뭐하러 돈 내고 공연장에 가냐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버스킹 공연은 원래 음악을 듣는 청중에게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대

가를 요구한다. 작은 모자나 모금함을 두고 공연을 하는 모든 형태를 버스

킹이라고 볼 수 있다. 인디 밴드라고는 하지만, 음악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버스킹 밴드에게 관객의 호응과 적극적인 지원은 이 거리 

문화를 계속 풍부하게 이어나가는 필수 조건이 된다. TV에서는 볼 수도 없

고 들을 수도 없는 이 밴드들의 독창적인 음악을 마음껏 즐겼다면, 그에 대

한 대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리 관객의 문화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무대로의 도약 

버스킹으로 시작한 밴드들의 성공은 이제 공식적인 무대로도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rand Mint 

Festival)은 페스티벌의 오프닝 무대로 ‘버스킹 인 더 파크’를 마련한다. 본 

공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무대의 이름을 ‘버스킹’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

가 특이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의 오프닝으로 버스킹 밴

드만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가 

높고, 그들의 음악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버스킹 밴드들은 거리에서만 공연하기를 고집하는 밴드들이 아니다. 

그들은 쉽게 열리지 않는 기존의 무대를 기다리지 않고 대안으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낸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나 이 거리에서 살아남은 밴드들은 

공중파 등의 무대로 진출한 이후에도 거리 공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에너

지와 뜨거운 교감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피티 아트, 스트리트 패션 등과 함께 오랫동안 거리 문화의 한 축을 담

당해왔던 버스킹 공연이 지금 대한민국 청춘들의 지지를 얻는 배경에는 기

존 무대와 뮤지션에 대한 실망감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무

대는 단순히 공간의 확장이 아니다. 새로운 무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음악

이 만났을 때,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리 공연은 화려한 무대를 이길 수 

있는 뜻밖의 힘을 얻기도 한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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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트를 가지고 ‘노는’ 대중

디지털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대미술의 이미지 역시 TV와 컴퓨터가 추구하던 동영상(전자

이미지)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즉, 이미지가 일방향으로 생산, 수용되던 방식에서 이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소통 방식처럼 네트워크 안의 참여자가 이미지의 생산자, 소

비자라는 1인 2역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와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특성은 과거 문자문화 시대의 ‘전문가’ 개념이 변환된다는 점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전문가’라는 것

은 자신의 전문 영역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때에는 ‘창조자’로서의 권한을 갖지만, 전문가의 역

할을 떠나게 되면 그 역시 대중의 일원으로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화자(話者)와 청자(聽者)의 민주화는 

그동안 규정되어온 창작자와 수용자의 상관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화되어간다. 

망형 네트워크의 속성을 반영한 예술은 특히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적 매체예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전시 공간에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관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이 작품들은 예술가 고유의 특권인 예

술 창조 능력을 ‘관람자’에게 나누어주며 자신만의 무대를 관객에게 개방한다. 다시 말해, 관객의 행위가 없으면 작

품은 ‘완성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 때문에 오늘날 인터랙티브 예술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미디어를 ‘만드는 

인간(Homo Faber)’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노는 인간(Homo Ludens)’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객의 신체 체험으로 예술을 완성해가는 미디어아트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대부는 제프리 쇼(Jeffrey Shaw)와 골란 레빈(Golan 

Levin)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호주의 미디어아티스트 제프리 쇼는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상호대

화적 작품을 전개해온 인물이다. 그는 1989년 전시 공간에 합성이미지와 자전거를 설치한 작품 <읽을 수 있는 도시

(Legible City)>를 통해 관람자와 교류하는 방법을 실험했다. 이 작품은 관람자를 수동적 입장에 머무르게 하지 않

고, 게임센터의 각종 라이드물(자동차나 모터사이클)처럼 자전거 위에 앉아 직접 페달을 밟고 핸들을 움직이도록 요

구했다. 이때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거대한 스크린 속에서 여러 문자, 

또는 도시 사이를 달려가는 행위로 연결되었다. 즉, 관람자의 움직임과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시스템이 결합, 상호

작용하면서 작품 자체를 변형시킨 것이다. <읽을 수 있는 도시> 작품은 초기 버전 이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자전

거를 타고 가상의 도시를 탐험할 수 있게 하거나 장소를 세계 여러 도시로 확대하는 등 새 기술을 적용해가며 계속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있다.  

TEXT    SEO JUNG IM (DEPUTY EDITOR OF ARTICLE, MONTHLY ART CRITIC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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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 SHAW, LEGI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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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AN LEVIN, MANUAL INPUT SESSIONS

예술가이자 작곡가, 엔지니어인 골란 레빈의 경우, 인터랙티브한 시청각적 표현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오고 있다. 

그는 비언어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주목하며,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조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방문자들이 그래픽과 소리의 요소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오디오비주얼 인바이런먼

트 스위트(Audiovisual Environment Suite)>,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인 <스크리블(Scribble)>(2000)과 관중의 모바일 

폰을 이용한 콘서트 <다이얼톤즈(Dialtones)>(2001>, 그리고 확장현실감(augmented reality)을 이용한 <리마크 앤 더 히

든 월즈 오브 노이즈 앤 보이스(Remark and the Hidden Worlds of Noise and Voice)>(2002)에 이르기까지, 추상적인 

애니메이션과 합성사운드, 퍼포먼스를 동시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사람들과 기계와의 관계, 추상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

용성의 교차점을 탐험하며, ‘내’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시각화해 보여준다. 

이러한 제프리 쇼와 골란 레빈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의 예술작품은 주체(생산자)로서의 작가, 

타자(수용자)로서의 관람자, 그리고 매체를 통합하고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 

따라서 그러한 미디어아트들은 최근 특정 공간 또는 미술관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와 공공장소에서 예술을 맞

을 준비가 된, 혹은 준비되지 않은 불특정 관객을 대상으로 예술적 교감을 시도하고 있다.



MICHAEL BIELICKY, THE GARDEN OF ERROR AND DECAY, 2010-2011

도시민과 호흡하는 뉴미디어아티스트

공공장소에서 실현되는 미디어아트들은 대부분 도시의 빌딩 외벽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

다. 그러나 단순히 ‘보기 좋은’ 이미지를 건물 파사드에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물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 반응하면서 시시각각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작품 앞에 조정 장치를 두어 사람들이 직접 이미

지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파리에서 활동하는 뉴미디어아티스트 미구엘 슈발리에(Miguel Chevalier)는 

세계 각국의 여러 도시에 대중과 교감하는 공공미술을 설치한다. 약 30년 전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해온 그는 디지

털시대에서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이 빠르게 공유하는 지점을 추적한다. 대표작으로는 정보사회 속 보이지 않는 관

계를 가시화한 <메타시티> 시리즈, 모로코 시내에 지도를 픽셀화한 영상과 이슬람문화 특유의 문양이 반복된 패턴을 

장식한 풍선 등을 설치하여 이슬람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대규모 프로젝트 <디지털 아라

베스크> 등이 있다. 이 중 가상세계에서 13개의 홀씨가 꽃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초자연>과 근작 <프랙탈 

플라워> 작품은 감상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작품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 

거대한 꽃들이 정중히 인사하고 개화하는 등 매번 다른 장면을 만들어내며 도시민의 역동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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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활동하는 미디어아티스트 미하엘 비엘리키(Michael Bielicky) 역시 건물을 캔버스 삼아 인터랙티

브 아트를 구사하는 작가이다. 그의 작업 시스템은 주로 관객의 동작을 3D 픽셀로 재구성한 후, 즉각 스크린에 영사해 

실제 시간과 가상공간을 아우르는 여행으로 안내하거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앙과 관련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

송해 문자를 픽토그램으로 전환해 건물에 투사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인스톨레이션 <The Garden of Error 

and Decay>(2010-2011)는 실재와 가상, 지각과 경험의 관계를 시각화 테크놀로지 데이터로 실험하는 작품이다. 이 설

치물은 반복되는 주요 뉴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가하며, 구글(google) 뉴스와 같은 미디어, 트위

터 등에서 얻은 정보의 패턴을 다이내믹한 픽토그램 언어로 번역한다. 다른 작품 <Columbus 2.0>(2008)은 온라인, 실

시간 뉴스를 시각화해 실재 공간에 파도가 치는 듯한 환영을 만드는 항법 장치이다. 이것은 프로젝션과 항해 장치(배의 

조타, 스티어링핸들)를 사용해, 관람자가 벽면에 상영된 이미지를 핸들로 마음껏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사람들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며, 오늘날 정보의 급격한 증가를 대면하도록 했다.

MIGUEL CHEVALIER, SUR-NATUR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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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어느 학교, 어느 반에나 오락부장 역할을 하는 친구 하나쯤은 

있었던 듯하다. 잉여의 시간이 돌아오면 유독 자석에 이끌리듯 앞으로 나와 교단을 무

대 삼아 노래, 춤, 유머를 막론하고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했던, 마치 브랜드로 따

져보면 ‘환타’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설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시

와 요란하다며 염려도 했으나 사실은 그네들의 유쾌함에 즐거워하고 타고난 천성에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한데 요즘 들어 이런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재주와 소질을 단순히 교실 앞 교단 위에서 뽐내

던 친구들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이의 관심과 집중을 받

으며 자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쟁의 확장과 기

회의 확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순작용으로서 더 큰 자신

감과 의욕으로 선순환되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 청춘의 

르네상스 시기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본격

적인 디지털문명 시대(Digital-era)의 도래로 인한 기술

의 발달, 다양한 정보의 용이한 습득, 개방성과 확장성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 기

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현재 젊은 세대의 인문학적 

해석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청춘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 것인

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고르바초프가 선물한 르네상스의 씨앗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기억하는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사회주의 개혁에 앞장섰던 옛 소비에트 

연합의 대통령이다. ‘고르바초프 현상’이란 말이 있다. 

고르바초프 현상이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사회주의 개혁과 민주화로 1960~80년대 

세계 사회의 화두였던 냉전 시대의 종식을 이끌어낸 현상으로 더 이상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유명무실해졌음을 상징한다. 

이는 한국전쟁과 지정학적 특이성으로 인해 냉전 시대의 테스트 베드(Test Bed)와도 

같은 역할을 감내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춘들에게 더더욱 큰 변화를 의

미했으리라. 즉, 대한민국 청춘이 독재와 열악한 경제환경의 지난한 시기를 통과하고 

시대의식, 그 소명에서 일정 부분 자유의지를 찾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자연스레 자기 

자신,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보는 방향으로 그 시각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386세대의 학생운동이 끝을 맺고 대학 신입생들이 운동권가요를 

더 이상 외우지 않아도 되었으며 데모에 휩쓸리지 않고 총학이 비운동권으로 속속 바

뀌기 시작했던, 그리고 처음으로 개성을 중시했던 신세대라는 개념(X세대)이 등장했

다는 말이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러한 일련의 인과가 마치 유럽의 중세와 근대의 가

교 역할을 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배경과 닮았음을 느낀다. 흔히 유럽의 중세시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최근 젊은 친구들이 무대를 즐기는 적극적인 

자세에 놀라게 된다. 돌이켜보면 이런 친구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과

는 큰 차이점를 보인다. 앞으로 펼쳐질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의 무대를 즐기는 대담

함과 무대를 친숙하게 여기는 자연스러움에, 바라보는 대중도 그 무대를 함께 즐기게끔 만

드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 즐기는 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대의 청춘에게 고한다. ‘청춘

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청춘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다

TEXT  LEE SI WOO (INNOCEAN WORLDWIDE)



거대 브랜드와 마이너 컬처의 즐거운 동행 

대를 암흑의 시대(Dark Age)라 칭하는데 이는 오로지 신과 신의 소명, 교회 중심

의 시대로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와 인간중심의 사유가 부재했던 중세시기의 

특징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종교 일변도의 사회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타락

한 종교에 대한 반발심으로 점차 그 사고의 무게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지

게 되면서 인본주의의 발전, 르네상스의 서막이 시

작된다. 현대 한국사를 해석할 때 신(神)/종교 일변

도의 사유와 사회의 무게중심을 이데올로기의 대

립으로, 중세 인본주의의 대두를 개개인의 개성과 

관심사로의 시각 전환으로 보기 시작했던 시기와 

맞닿아 대한민국 버전의 르네상스의 씨앗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단군 이래 가장 경쟁력 있는 세대의 등장 

조선 말기, 서학이란 학문이 있었다. 바로 유럽의 

기독교를 일컬음이었으며 그 대척점에는 동학이란 

학문이 존재했다. 서학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 

중심의 학문이자 종교였다면 동학의 기본 사상은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란 사상을 갖고 있었

다. 동학의 이러한 사상은 또한 고려와 조선을 관

통하고 있던 유교의 기본적인 사상과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교의 기

본 사상은 공자에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점에는 극

기복례로 표현되는 기본 사상이 있다고 본다. 

공자가 수제자 안연에게 예가 아니면 듣지도 보지

도 행하지도 말라고 했듯, 극기복례(克己復禮)란 

자기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이겨내고 사회적 법칙

인 예를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고려, 조선의 시대를 거치며 형식과 예의범절에 치중한 것이 바로 유학의 병폐였

는데, 동학의 사상은 서학의 신 중심, 유학의 규범 중심을 거부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었던 학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진인사대천명’이란 말

이 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인데 스

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즉 자

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경쟁력, 자신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기 

확신이야말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면 시대를 앞서갔던 동학의 기본 사상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매우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알린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태

어났고  영어와 글로벌 문화에 익숙하며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 등 세계를 제패한 

동세대의 롤 모델을 가지고 있다(참고로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임춘애 선수가 있

었다). 대한민국의 콘텐츠(영화, 음악, 뮤지컬)가 세계의 무대를 빛내고 있으며 디

지털 환경을 통해 개개인의 생각과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체득한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중

심이 되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할 수 있다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신감, 자기 확신

이 지난한 이데올로기의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여 단군 이래 최고의 경쟁력

을 갖춘 세대가 아닐까? 

호모 루덴스의 시대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知之者 不

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는 말이 있다 ‘아

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

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광고회사를 다니는 필자가 36세의 어른도 아닌 어

린이도 아닌 어른이의 관점에서 위아래를 쳐다보

면 선후배들에게서 매우 이질적인 차이점이 나타

난다. 그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로 

동료 또는 후배들이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다. 후배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볼 때면 “와 정말 

이 시간을 즐기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물론 전문적인 매너, 태도, 능숙함은 조금 부

족할지 몰라도 무대를 즐기는 그 친구들, 후배들을 

볼 때면 예전 학창시절 때의 오락부장 친구를 봤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하위징아(Johan Huizinga)

는 인간의 유형 중 호로 루덴스라는 개념을 발표

한 바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한다

는 뜻인데, 호모 루덴스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수

단’이란 조건이 필요하다. 필자를 예를 들어 말해보

자. 필자는 광고회사를 다닌다. 왜 다닐까? 돈을 벌기 위해 다닌다. 여기서 목적은 

‘돈’, 수단은 ‘광고회사를 다닌다’이다. 다시 한번 필자를 예를 들어 말해보자! 필자

는 광고회사를 다닌다. 왜 다닐까? 광고가 좋아서 다닌다. 여기서 목적은 ‘광고가 

좋아서’이고, 수단은 ‘광고회사를 다닌다’이다. 

두 예의 차이는 위의 예는 목적과 수단이 다른 것이며 아래의 예는 목적=수단의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하위징아는 목적=수단의 등식이 성립되면 유희가 될 

수 있으며 호모 루덴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알아도 좋아해도 이길 수 없는 

즐기는 경지임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무대를 즐기고 자기 표현을 즐기는 요즘 

의 풍조 또한 호모 루덴스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 듯싶다. 그런 이들은 아마도 

그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일 것이며 ‘목적=수단’이란 등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젊음이 새로운 인본주의의 시대, 자아 중심의 시대, 즉 대한민국 청춘의 르네상스 

시대의 주인공은 아닐까? 

이번 칼럼을 마치며, 과연 나의 목적은 무엇이고 수단은 무엇인지? 나는 온전한 

인본주의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문자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PT를 잘하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PT를 하는 시간, 장소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시간

과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형식과 목적은 틀리지만 

당신을 연극, 뮤지컬의 무대 위 배우라고 생각하시

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자기 자신의 매력이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

다. 송강호와 김윤식이 같은 배역을 맡는다고 생각

해보세요.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비슷하지만 조금

은 다른 두 배우들에게 아마도 당신은 조금은 다른 

기대치가 생길 겁니다. PT 또한 그런 것 아닐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프리젠터에 따라 다른 매

력과 개성이 있을 것이고 그가 작성한 발표자료 또

한 그러하겠지요? 당신은 어떠한 매력과 본성을 가

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시작은 

자긴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타

고난 매력과 본성을 PT를 통해 보여주세요. 

그리고 배우는 당연히 자신의 모든 대사를 외우고 

연기하겠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에 어떤 단

어 문장이 있는지 이마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 아니면 슬라이드를 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대화를 영어로 하며 ‘Dialogue’인건 다 아시죠? 숫자 2를 상징하

는 ‘다이아(Dia)’와 논리를 의미하는 ‘로그(Logue)’가 합쳐진 뜻입니다. 말하는 자

와 듣는 자가 있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듣는 이들과의 교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외우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획서를 어렵게 쓰면 더 어려워지겠죠? (앞의 제가 쓴 칼럼처럼 말이죠) 제 미

천한 경험상 강한 논리, 훌륭한 영감일수록 매우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리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항상 제 후

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인데. 기획서의 한 장 한 장을 인쇄 광고라고 생각하는 겁

니다. 기획서 전체를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각기 하나의 페이지들은 그 캠페인을 

구성하는 광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 페이지가 

전체 흐름 속에서 맡고 있는 불렛 포인트를 강

력하게 전달한 메시지 또는 헤드라인이 무엇

인지 생각해보세요! 

피티할 때 목소리와 어투에도 고저와 강약이 

필요한 것처럼 기획서도 하나하나의 인쇄광고

의 모음, 즉 캠페인처럼 써보세요. 그렇게 써놓

으면 헤드라인만 배열해봐도 그 흐름이 심플

하고 강한지 바로바로 자가진단이 가능해집니

다. 하지만 헤드라인을 쓰실 때 주의할 점! 좀 

감수성이 있으면 좋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의미 전달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의미전달과 더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상

상력과 호기심을 일으킬 수 것! 왜 제가 키 클

레임이나 핵심문장이라 하지 않고 헤드라인이

라고 하셨는지 다들 이해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배우가 돈을 벌기 위해 연기를 하나요? 그렇

죠. 하지만 연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직업에 비교하면 왠지 높을 것 같죠? 광

고인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프레

젠테이션 무대에 서있구나’라는 생각만 하면 

막 즐거워져야 해요. 이번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기획서를 어떻게 써볼

까? 또 무엇을 시도해볼까? 저도 아직 현재 진행형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 있

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프레젠테이션 또는 어떤 과제가 있으면 막 흥분되고 

고민하는 과정도 즐겁습니다. 물론 발표하는 것도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즐기세요! 

여러분은 직장인이 아니라 광고인이니까요.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서 하

는 것! 그게 광고잖아요. 그런 광고인이 많은 이노션, 광고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노션이란 무대에서 신명 나게 난장 한번 필까요? 

지금까지 ‘Ra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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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과 난장피자

TEXT  LEE SI WOO (INNOCEAN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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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즐기는 무대, <INN0-PT Competition>
광고인에게 펼쳐진 가장 삼엄한 무대가 바로 프레젠테

이션이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INNO PT Competition>

은 2011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내 공개 프레젠테이션 경

연 대회로, 광고인이라면 한 번쯤 서게 될 프레젠테이션 

무대에서 자신의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보이며 그 

역량을 겨루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11년 9월 6일, 1차 

경연을 통과한 8명의 파이널리스트들에게 일명 ‘INNO 

STAR’라는 타이틀과 함께 이노션 월드와이드를 대표하

는 스타 프레젠터로 인정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파이널리스트들의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지던 최종 경연

을 참관한 이노션 피플들은 무대에 오른 동료의 PT를 

통해 소비자와 고객에게 설득을 넘어 감동을 전할 수 있

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파이널리스트들

의 창의적인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INNO PT Competition>은 언제나 클라이언트나 소비자

를 상대로 한 무대에 서야 하는 이노션 피플이 펼치는 

무대로 자신의 일을 뜨겁게 즐기는 능력을 보여주는 자

리였다. 이는 그들의 무대를 바라보는 동료에게도 에너

지를 전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노션 월

드와이드만의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Stage-Holic을 위한 두 가지 무대 

TEXT  EDITORIAL DEPT.

 

The most burdensome stage event for advertising 

experts is to give a presentation. INNOCEAN World-

wide’s “INNO PT Competition” was the first attempt by 

the company, this year, to create a presentation con-

test. The occasion called for participants to choose a 

topic that allowed them to express themselves best on 

stage. The eight finalists who passed the first round of 

the contest on Sept. 6 received the “INNO STAR” title, 

allowing them to gain recognition as an INNOCEAN 

Worldwide “star presenter.”

Fellow colleagues gave moral support and encouraged 

the contestants by sharing their thoughts and brain-

storming with them on how to give a persuasive and 

impressive presentation to consumers and clients.

The INNO PT Competition was an opportunity to show 

how “INNOCEAN people” enjoy and are compassion-

ate towards their work whilst using their stage skills 

when dealing with clients and consumers.

THE BRAV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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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의 INNO STAR는? 

1. 김상수 차장(아트디렉터) 2. 장성일 차장(프로모션) 3. 이시우 차장

(AE) 4. 박경호 차장(AE) 5. 서정훈 부장(AE), 6. 배진희 부장(AP), 

7. 최상언 부장(AE), 이호섭 차장(프로모션)

이시우 차장은 ‘Stage Holic’의 시대를 광고인의 시각에서 인문학적인 

식견을 더해 바라본 컬럼과 후배와 동료들에게 전하는 ‘이노션과 난장

피자’를 기고해 주었습니다. 50페이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3 4

7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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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INNOCEAN WORLDWIDE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 <Creative Adventure > 
2007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 <Creative Adventure>

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과 문화적 체험을 통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만

들어내야 하는 이노션 피플을 위해 자신의 꿈을 기획하고, 무대에서 펼쳐 

보인 후, 그 꿈을 이룰 기회를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료와 함께 조를 이루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여행 계획

을 발표하는 경쟁 프레젠테이션 무대를 통해 우승자를 가려내는 형식이

다. 그 동안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총 10개의 팀은 자신이 무대에서 펼

친 꿈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실현하고 돌아와 다시 한번 동료

들을 위한 무대에서 그 체험을 공유했다. 

(위 두 포스터는 2011 <Creative Adventure>의 포스터로 엘리베이터 용(좌측) 화장실 용(우측)으

로 각기 다른 버전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Since its launch in 2007, the “Creative Adventure” has been serv-

ing as a support mechanism for INNOCEAN employees by helping 

them to plan their dreams and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m on stage. The program is aimed at inspiring and generating 

new ideas and insight through new experiences and cultural experi-

ences.

The program calls for the employees to be divided into groups to 

plan a creative and unique journey and present it on stage. The best 

presentation is then selected. The total of 10 winning teams so far 

have had the opportunity to share their dream journeys with their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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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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INNOCEAN Worldwide China 
(Beijing, De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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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Au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Sydney, Aug 2008)

INNOCEAN Worldwide Austral ia 

was selected as one of the top 

3 0  a d v e r t i s i n g  a g e n c i e s  b y 

“mUmBRELLA,” a media blog site. 

mUmBRELLA, in the AdAge category, 

ranks 30th in the “Power 150,” a global 

marketing blog that gives ranks for 

marketing blogs across the world. 

Within Australia, mUmBRELLA ranks 

third, reflecting the professional 

blog site’s influence in the marketing 

industry. The ranking is based on an 

evaluation in 10 categories, which 

include creativity, ef fectiveness, 

and integration, and are judged by 

an expert group of panelists. IWAu 

garnered 48.78 points, placing it 27th 

among Australia’s advertising agencies.

이노션 호주법인(IWAu)이 미디어 블로

그 ‘멈브렐라(mUmBRELLA)’가 선정한 

30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멈브렐

라는 AdAge에서 일 단위로 전세계 마케

팅 블로그 순위를 매기는 ‘Power 150’에

서 세계 30위, 호주 내 3위를 기록하고 있

는 영향력 높은 마케팅 전문 블로그이다. 

Creativity, Effectiveness, Integration을 

포함한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전문 심사위

원들의 평가로 점수가 산정되며, IWAu는 

48.78점으로 호주 내 광고대행사 중 27위

를 기록했다.

*IWE
INNOCEAN Worldwide Europe 
(Frankfurt, Jul 2007)

INNOCEAN Europe RHQ hosted the 

“IAA 64th International Automobile 

Ausstellung,” and relevant events, 

from Sept. 13 to 25. This was where 

Hyundai Motor unveiled its newly 

designed booth exuding the essence 

of “Modern Premium.” The Kia Motors 

booth, however, took on the simpler 

theme of “wave.” It earned the title 

“Award-Winning Design.” The Europe 

RHQ not only managed the motor 

show booths but also oversaw the 

overall communication through the 

motor show, which featured a variety of 

events. The Europe RHQ is committed 

to providing a systematic service 

to help improve the brand image of 

Hyundai Motor and Kia Motors at the 

motor shows taking place in Europe.

이노션 유럽지역본부(Europe RHQ)

가 지난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

간 ‘2011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64th 

International Automobile Ausstellung)’ 

및 관련 행사들을 진행했다. ‘Modern 

Premium’을 표현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부스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기

아자동차의 부스 디자인 테마인 ‘Wave’를 

더욱 심플하게 강조한 ‘Award Winning 

Design’을 선보였다. Europe RHQ는 모

터쇼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모터쇼 커뮤니

케이션 전략개발에서부터 각종 행사를 주

관하는 등 모터쇼 행사 전체를 일관성 있

게 주도했다. Europe RHQ는 유럽에서 진

행되는 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

동차의 브랜드 위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IWCa
INNOCEAN Worldwide Canada 
(Toronto, J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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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Q office

IWC SH
    INNOCEAN Worldwide China
(Shanghai, Nov 2005)

INNOCEAN Worldwide China Shanghai 

held the “K5 Film Music Concert” at 

the Shanghai Oriental Arts Center on 

Sept. 16. The cultural marketing event 

had 1,500 invited guests, who included 

purchasers of the K5 sedan, industry 

reporters, and foreign guests. The “K5 

Film Music Concert” featured three 

movements and Zhang Liang of the 

Shanghai Symphony Orchestra was 

the guest conductor. Zhang is currently 

a spokesmodel for the K5 sedan. The 

concert received accolades for being 

a classy and world-class cultural 

marketing activity that successfully 

expressed the luxury image of the Kia 

Motors’ K5 sedan. IWC SH plans to 

hold K5 concerts in four to five more 

cit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o 

strengthen the impact of its cultural 

marketing.

이노션 상해법인(IWC SH)이 9월 16일 중

국 상해 동방예술중심에서 ‘K5 영화음악

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K5 고객, 매체기

자, 외빈 등 약 1500명의 관객들이 초대되

었다. ‘K5 영화음악회’는 총 3악장으로 구

성되었으며, 특히 K5의 전속모델인 상해

애락교향악단 지휘자 ‘장량’이 지휘자로 초

대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K5 영화음

악회’는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되고 품격 

높은 문화마케팅으로 K5의 고품격 럭셔리 

세단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

았다. IWC SH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4~5곳의 도시에서 ‘K5 음악회’를 추가로 

열어 문화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NNOCEAN Worldwide 
HQ 
(Seoul, M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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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NOCEAN Wor ldwide held the 

“1st Meeting of Partners,” with the 

participation of about 50 CEOs, at the 

Seoul Imperial Palace Hotel, on July 

8. INNOCEAN Worldwide CEO Ahn, 

Kun-Hee expressed his gratitude to 

the partners for leading the company 

towards growth throughout the past 

six years. He also entreated for their 

undivided support and cooperation, 

so INNOCEAN Worldwide can become 

a top-class advertising company that 

offers the best service to its clients 

through a reliable and transparent 

management system based on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t 

the inaugural meeting, INNOCEAN 

Worldwide executives also had the 

chance to share details about the 

company’s new win-win program and 

to hear any suggestions from the 

partner companies.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7월 8일, 서울 임페

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협력업체 대표 50

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회 협력업체 간

담회’를 가졌다. 안건희 사장은 지난 6년 

간 이노션의 성장과 함께 해준 협력업체들

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상생협력관계를 기

반으로 한 품질/투명/윤리경영을 통해 클

라이언트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

고의 광고회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이노션 월드와이드 임원진

이 새로운 상생방안과 관련한 실질적인 프

로그램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협력회사들

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The “Advertising Keywords Trend 

Analysis (ADKA) 2010 1Q vs. 2011 1Q” 

selected “novelty” as the most widely 

used term in advertisement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e findings were from 

the analysis of the keywords used in 

the ads, in terms of both frequency and 

context. 1,091 ads aired on TV in Korea 

in the first half of 2010 and 1,036 ad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ere used 

for this analysis. Last year’s most 

widely used term - “Dae-Han-Min-Guk” 

(or “Republic of South Korea”) was 

displaced to the fourth place, while the 

fifth-place word “world” had moved 

up to second place. Other popularly 

used words on this year’s top-10 list 

included “na” (or “me”) at the fifth 

place, followed by “world” (sixth), then 

“us and half-price” (seventh), “nature” 

and “health” (eighth), “meeting and 

happiness” (ninth), and “smart” (tenth). 

According to INNOCEAN’s Brand 

Communication Institute, last year’s 

most popular keywords imparted 

the spirit of mobilizing national unity 

because of major international events 

that had taken place namely, the 

World Cup and the meeting of the 

leaders of the G-20 nations. This year’s 

keywords, however, impart the feeling 

of expectation through the no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progress.

<2010 상반기-2011 상방기 광고 키워드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광고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로 ‘새로움’

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한민

국 공중파TV에서 방영된 1,091개의 광고

와 올 상반기 1,036개 광고에서 나온 키워

드 빈도수와 맥락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해 상반기 1위였던 ‘대한민국’은 4위로 내

려선 반면 지난해 5위였던 ‘세상’은 2위

로 올라섰다. 이 밖에 ‘나’(5위), ‘세계’(6위), 

‘우리ㆍ반값’(7위), ‘자연’ㆍ건강’(8위), ‘만

남ㆍ즐거움’(9위), ‘스마트’(10위) 등이 올 

상반기 많이 사용된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노션 브랜드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지난

해 월드컵, G20 등 국제적인 행사 때문에 

국민적인 결집과 일체감을 강조하는 단어

가 많이 등장한 반면, 올해는 기술의 변화

와 발전을 반영해 기대감을 심어주는 단어

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As is the tradition, INNOCEAN World 
Americas (IWA RHQ) celebrated 
“ INNOCEAN Family  Day 2011” 
on Aug. 16. The company sought 
to raise awareness of the tasks 
involved at an advertising firm to the 
employees’ families. To do this, each 
of the different departments of the 
company prepared presen tations 
to be given at a family picnic held on 
Huntington Beach, which is where 
IWA is located. The picnic featured 
tents and tables for the families, full 
of fun and games, which included 
the limbo, a hoola-hoop contest, 
watermelon-eating contest, and 
sand castle-making contest. Other 
activities for the children included 
kite-making, face painting, and 
balloon art.

이노션 미주지역본부(IWA RHQ)가 8월 16

일 매년 진행하고 있는 ‘INNOCEAN Family 

Day 2011’ 행사를 가졌다. 가족들에게 광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

고자 부서별 프레젠테이션으로 타운홀 미팅

과 사무실 투어를 진행했다. 행사의 하이라

이트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IWA

가 위치한 헌팅턴 해변가에서 보내는 피크닉

이었다. 해변에는 가족들을 위한 텐트와 테

이블이 준비되었고, 림보, 훌라루프 콘테스

트, 수박먹기 & 모래성 쌓기 콘테스트 등 다

양한 게임이 이어졌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연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를 하기

도 했다.



올해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크리에이티브 어드벤처 최종 우승자로 뽑

힌 조숙과 김정민 사원은 PT에서 ‘델마와 루이스’라는 제목으로 본인

들을 주인공으로 한 로드무비를 찍어올 것을 공표했다. 자신들만의 무

대에서 멋지게 1등을 거머쥔 그녀들이 이번 <Life is Orange>의 인터

뷰어로 만난 사람은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의 MC이자 무대 위 카리

스마로 유명한 장윤주. 본의 아니게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일정이 잡혔

지만, 모델 장윤주 못지않은 패션 센스와 스타일로 인터뷰 자체를 즐

기는 대담함도 보여주었다.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무대 위의 달

인 장윤주와 진정한 이노션의 스테이지 홀릭 조숙&김정민의 인터뷰

와 함께 인도에서 완성할 그녀들만의 ‘델마와 루이스’도 기대해본다! 

거리를 무대 삼아 예술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와 거리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준 짐 서더랜드. 한국

의 광고대행사의 시니어 에디터

였으며, 잡지에 다수의 글을 게재

하며 인문학적 정서를 독자들에

게 전달한 컬럼니스트다. 이번 원

고를 위해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서면 인터뷰를 감행한 그의 글에

서 거리의 예술을 만나보시길.

황상민은 온화한 미소 속에 날카

로운 시선을 던지는 셜록 홈스와 

같은 심리학자다. 그의 관심은 심

리, 대중문화, 디지털 매체, 소비자 

행동, 사이버 공간, 온라인게임, 광

고, 브랜드 이미지 등의 분야에 걸

쳐 있으며, 다양한 관심사를 통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과 통념 속

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 

왔다. 무대를 즐기고 무대에 환호

하는 대중 심리에 숨겨진 인문학적 통찰을 보여준 그는,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석은 여러 신문과 잡지에 라

이프스타일, 여행, 책, 만화, 영

화,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아

우르는 글 솜씨를 자랑해왔으며 

저서로는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 <여행자의 로망백서>,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등이 있다. 이번 

<Life is Orange>에서는 무대를 

즐기는 이면에 숨겨진 ‘공황장

애’라는 코드로 대중 문화를 분

석한 그의 칼럼을 읽을 수 있다.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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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주+조숙&김정민 (INNOCEAN Worldwide)

Jim Sutherland 

(Columnist)

이명석 LEE MYOUNG-SUK

(문화평론가)

윤학원&한규형 (INNOCEAN Worldwide)

이노션 월드와이드 컨텐츠전략본부 한규형 이사는 스포츠 마케팅, 공

간 마케팅, 가상광고를 포함한 뉴미디어 마케팅, 엑스포 사업, 고객 멤

버십 프로그램 등 기존 ‘광고’라는 매체와 비즈니스 영역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광고주에게는 

늘 새로운 무대를 제시하고, 이노션 월드와이드라는 조직 안에서는 70

여 명의 부원을 이끌어나가는 지휘자이기도 한 그는 윤학원 선생을 만

나서 인터뷰를 하는 일 또한 새로운 무대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겸손한 웃음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윤학원 음악감독과 질

문 하나하나를 성심껏 준비한 한규형 이사와의 만남은 옆에서 지켜보

는 것만으로도 깊은 여운을 남기게 했다. 

- Words By 이노션 월드와이드 이지숙&박성은 

황상민  WHANG SANG-MIN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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