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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

바쁜 일상과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서 확신과 주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즘 

나의 욕구와 만족, 그리고 관심사를 생각

해보았다. 

가장 먼저 전기 자동차! 우선 지식을 채우

고, 자동차로서의 기본 역할에 문제없다는 

확신이 서는 적정한 가격대의 상품이 눈에 

띈다면 바로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리라! 

전기자동차는 지구환경과 자원고갈을 염

려하는 지식인으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평

소 생각해왔지만, 한 지인의 아들이 그룹 

부회장의 신임을 얻어 해외에서 2년 동안 

연수를 보내며 비밀리에 전기자동차를 습

득하라는 특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식을 채우기 위해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전기차가 무엇인

지, 현재와 미래는 어떠한지, 어떤 상품들

이 나와 있는지, 기술현황은 어떠한지 가

벼운 웹 서핑을 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는 대중적이며 기술 또한 나의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는 듯 했으며 어떤 기업의 전

기차는 디자인도 너무 멋져서 아예 구매하

고 싶은 모델을 정해버렸다. 

그 다음, 다소 식상하지만 사물인터넷

(IOT)이 내게 필요할 듯하다. 사물인터넷

까지는 복잡하더라도 LOT(Location of 

Things)는 당장 필요하다. 주차할 때 마다 

항상 주차지점의 사진을 찍어두고, 요즘은 

자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느라 평

소의 행적을 뒤지는 나에게 CES(소비자가

전쇼) 2016에 선보인 LOT 기술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아주 유용해 보인다. 디지털 

세계와 물질적 세계가 함께 뒤섞여가고 있

는 미래적인 삶 속에서 나의 정신을 붙들

어줄 필수가 될 것 같다. 

연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스마트 오피

스, 크리에이티브한 공간 등을 컨셉으로 

꾸며보았다. 비싼 가구나 사무용품은 우리

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빔 프로젝트는 지

능적이어야 하며, 흉물스럽게(?) 천장에 

매달리지 않아야하고, 스피커는 작지만 웅

장하고 좋은 음질과 블루투스 기능은 기본

이며, 모든 전자 기기들은 네트워킹과 운

영이 심플해야하며, 회의 탁자는 공간 어

디로나 이동하기 쉽고, 모든 배치가 유동

적인 유닛이 되어야하며,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으면 좋겠

다고 의견을 말했다. 크리에이티브팩토리 

가족 모두가 아이디어를 냈고 사무실 이사

를 무슨 프로젝트 수행하듯이 심혈을 기울

였다.

많은 부분 이케아 가구로 채워졌다. 실용

적이고 가성비와 디자인이 좋으며 잘 고르

면 싸 보이지 않는다. 이 브랜드에서 제품

을 구입해 조립하다가 누구는 부부 싸움했

다더라, 어떤 남자는 꼬박 이틀 걸려서 조

립하고 2Kg 체중이 빠졌고, 아내의 신뢰

를 잃었으며 아이들의 존경심을 잃었다더

라 하며 인상을 써가며, 웃어가며 사무실

을 꾸몄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열광한다. 한 때 취

향저격이라는 말이 등장하며 성공의 대표

적인 표현으로 이해됐듯이 소비자의 입장

에서는 그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서 자신의 

취향을 저격할 정보와 상품과 서비스를 찾

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욕구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우리

를 위해 레시피, DIY 등에 IT 기술이 도와

주며 새로운 경험과 충족감을 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렌드 전망 중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E-motional 

Economy’이다. 단어만 보고 짐작해보자면 

emotional이라는 단어는 'E'라는 테크놀러

지의 표현과 ‘motional’이라는 움직임(경

험)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기술이 기반

이 되어 감성적인 충족감과 경험적인 충족

감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경제성이 아닐까 

싶다. 불편을 감수하면 디자인과 품질에 

대비해 저렴한 가격을 받겠다는 이케아나,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발산해내는 특별한 

노하우들을 따라해 보고 응용해보며 새로

운 경험을 선사해주는 것이나 모두 취향저

격이 담겨 있다.

욕구의 스펙트럼, 주도적 취향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