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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을 분석대상이자

배경으로 설정하여 접근한 연구이다. 1999년 멕시코시티에서 시작된 키자

니아는 2020년 현재 22개국 29개 도시에 진출하였으며, 2010년 개장한

‘키자니아 서울’은 현재까지 연평균 7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직업을 놀이로 체험하며 아이에게 “꿈”을 심어

준다’는 키자니아의 목표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키자니아에 실

제로 내재되어 작동하는 담론, 목표, 규칙, 전략, 즉 장치성의 내용을 분

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키자니아 활동의 순간과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아이’와 ‘엄마’가 기획, 생성, 조작, 전수하고자 하는 미래를 향

한 마음, 즉 ‘꿈’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주된 이론적 배경은 ‘꿈의 사회학’이다. 이 관점에서 꿈은

미래의 이미지이자, 그 표상된 미래를 향한 마음의 동학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꿈의 형성과 통치의 역량인 ‘꿈-자본’,

그리고 꿈의 주조, 향유, 전수를 위한 구성체인 ‘꿈-장치’의 이론적 탐구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5회의 현장관찰과 26명(성인 17, 아동 9)의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거친 질적 사례연구이

자 비판적 담론 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본문인 Ⅱ장에서는 먼저 ‘키자니아’ 내부 공간에

구현된 여러 요소와 특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며 이 공간을 ‘꿈-장치’의

한 특징적 사례로 지목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는 ‘키

자니아’가 소유한 독특한 세계관과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행위양식과 도

구를 통해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꿈’을 ‘직업’과 동치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놓인 끊임없는 교섭의 양상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나아가 안전과

위험에 관한 면역학적 감각을 개발하여 꿈-자본의 일면을 이루는 ‘회복탄

력성’을 신장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키자니아’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통과한 아이들이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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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해석하고 전유하며 새로운 꿈을 확보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주체적

연행의 양상을 논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아이들은 그들의 다양한 내적, 관

계적, 환경적 요인에서 획득한 꿈의 질료를 선택, 반복, 증표화와 같은 일

련의 과정을 통해 ‘장래희망’의 형태로 물화, 경화한다. 그렇게 주조된 장래

희망은 부모와의 교섭의 대상물이 되며, 이 과정에서 ‘공부’에 결부된 이중

적 의미는 아이를 다시금 꿈의 성취를 위한 노동으로 호출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키자니아를 방문했던 엄마들이 삶 가운데서 내면

화한 ‘모성’의 유래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교육, 양육의 장에서 드러낸 실

천의 양상을 통해 아이에게 전수하고자 했던 마음의 내용을 밝히고자 했

다. 구체적으로, 키자니아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엄마의 모성은 자신의 직

업을 포기 혹은 조정했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위

험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파국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모성의 발현

과정에서 전개된 다양한 교육적 실천들은, 한편으로 위험한 미래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생존을 위한 적당한 성취에 ‘안주’하는 마

음을 아이에게 상속하려는 이해관심의 결과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학계 관심의 주변에 위치해 있던 ‘아동’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상정함으로서 미래를 논의하는 것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또한, 질적 접근을 통해 꿈의 형성과 물화, 상속의 과정

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며, 꿈의 통치와 주체화 전략을 수행하는 ‘꿈-장

치’의 분석 가능성과 그 방법적 사례를 제안하였다. 올해로 한국 진출 10

주년을 맞이한 키자니아는 향후 국내외에서 그 미래 생산적 영향력을 유

지, 확장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키자니아에 대

한 구조적, 역사적, 장기적 차원의 후속 연구를 요청하며 그 초석적 기틀

을 마련하고자 하는 함의를 가진다.

주요어 : ‘키자니아 서울’, ‘꿈-장치’, 직업체험 테마파크, 장래희망, 꿈

의 사회학, 생존주의

학 번 : 2018-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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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2010년 2월 27일 아침, 부모의 손을 꼭 붙잡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잠

실로 모여들었다. ‘직업을 놀이로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

에 도착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한껏 묻어났다. 이윽고, 개장 시

간에 맞춰 입국장을 통해 내부로 달려 들어간 그들이 마주한 것은 실내

에 비치된 거대한 항공기 동체와, 수많은 기업의 브랜드 로고가 달린 체

험부스들과,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고 환한 얼굴로 자신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었다. 그곳의 모든 시설과 사물들은 모두 아이의 눈높이

에 맞춰 2/3 크기로 축소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그곳을 찾은 아이들을

한 명의 ‘어른’이자 ‘직업인’으로 대우하며 반겼다. 북적거리고 낯선 환경

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을 느끼던 아이들은, 이내 그곳의 컨셉과 규칙

에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새로

운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본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었고, 부모들 또한

그곳을 찾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큰 만족을 느꼈다. 직업이 놀이가 되고,

놀이를 통해 꿈을 만드는 곳.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세상”

인 ‘키자니아’는 그렇게 대한민국에 무사히 착륙했다.

키자니아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이자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에

듀테인먼트(edutainment)’ 시설로, 자비에르 로페즈 앙코나(Xavier López

Ancona)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1999년 멕시코시티에서 시작되었다1). ‘어

1)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1995년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미국과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고용시장 유연

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김경수, 2000). 경제위기 이후 신자

유주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수반된 빈부격차 확대, 직업안정성 약화와 같은 파생효과

가 키자니아 탄생을 추동한 사회적 배경일 것이라는 가설은 일견 상당한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키자니아의 기원과 역사적 맥락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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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들의 도시(la ciudad de los niños)’를 만들겠다는 이들의 꿈은 2020

년 현재까지 22개국 29개 지점에서 약 9천만 명의 방문객들을 불러들이

며 전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키자니아코리아, 2020). 한편, 2010년 전 세

계에서 8번째로 문을 연 ‘키자니아 서울’은 개장과 동시에 연평균 7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전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다. ‘키자니아 서울’이 개장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전까지 국내

에서 생소한 개념이었던 ‘직업체험교육’은 이제 유아·초등 교육의 필수

과정이자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a).

키자니아의 성공을 목도한 민·관단체들은 저마다 이를 벤치마킹한 직업

체험시설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키자니아의 아성을 뛰어넘

는 곳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모와 아이, 그리고 교육 관계자 모두

에게 키자니아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 최고의 어린이 직업체험시설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여지는 키자니아의 파급력과 그 교육적, 사회적

함의에 비교할 때, 키자니아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의외로 희소하다.

특히, 키자니아를 분석하며 방문객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발화의 내용

을 연구자료로 활용한 질적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넓은 차원에서, 흔히 ‘미래’의 주인공으로 간주되는 ‘아이’를 논의의 주인

공으로 삼은 사회학적 연구는 그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해석

을 위한 이론적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시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

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역사와 문화의 변화를 추동하며 미래를 현

실화하는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등한시되어왔던 세

태에서 기인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장경섭, 2006: 97).

한편, 세대 간 유·무형의 가치, 혹은 자본을 전수하는 가족 차원의 행

위전략(주로 교육)에 관한 최근의 사회학적 연구는 계층이라는 분석단위

에 기초한 구조적 접근의 경향을 보여왔다(최은영·홍장표, 2014; 최필선·

민인식, 2015). 물론 세대 간 자본 이동에 관한 계층적 접근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명력을 갖지만, 이는 가족 내 인적, 물적 자본 이동의 유일한

한 논점에 집중하기 위해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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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계층 상향이동의 추구라는 일원화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실

제로 최근의 연구들에서, 세대 간 계층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한 이들이 계층 상향이동을 추구하기보다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고자

하는 집단적 의식을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었다(계봉오·황선재, 2016).

특기할 점은, 이러한 계층적 상향이동의식의 하락은 특별히 1970년대 이

후 출산 코호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이왕원·김문조·최

율, 2016: 275-277). 이러한 현실에서,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강력한 욕망

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이 곧 부모(세대)의 ‘마음’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한 성찰적 점검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키자니아를 부모와 자녀가 상호적으로 꿈-자본을 교

환하며 미래상을 형성하는 ‘장치’(dispositif)의 특징적 사례로써 지목하고,

이 키자니아의 안팎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현상과 언표들에 얽힌 ‘이야

기’(narrative)를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전개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목

적에 따라, 본 연구는 본문의 각 장마다 ‘키자니아’, ‘아동’, ‘엄마’라는 주

인공을 설정하고 다음의 질문에 기반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① 키자니아가 담지한 구성요소와 행위양식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통해

키자니아가 포획, 전수하고자 하는 담론, 목표, 규칙, 전략, 즉 ‘장치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② 아이들은 키자니아 방문 경험을 전후해 어떠한 형태의 꿈을 담지한 주체

로 재탄생하며, 이후 그들의 꿈은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 조작, 추구, 교

섭, 혹은 좌절되는가?

③ 키자니아의 탄생과 작동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 아이에게 모종의 ‘꿈’을

갖도록 요청하는 부모(특히 ‘엄마’)들의 미래상과 기대, 즉 ‘마음의 레짐’과

그 실천의 전모는 어떤 모습인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키자니아’에서 출발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아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안하며, 부모에게서 공유

되며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집합적 욕망의 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우

리 사회의 ‘미래상’과 ‘꿈’의 일면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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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키자니아 관련 연구

키자니아가 입점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키자니아가 소위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로 일컬어

지는 국가, 그리고 대륙을 중심으로 진출했다는 사실이다2). 이러한 키자

니아의 입지적 특성은 키자니아의 흥행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계,

특히 영미권 학계의 연구 관심이 적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대부분의 키

자니아 연구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남미권(Castrorena and Prado,

2013; Saran, 2015; Manuell, Vera-Cruz and Fernández, 2017;

Rodríguez, 2019 등), 그리고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키자니아가

입점한 지역인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陽介関口 and 浩昭

河田, 2014; Tagg and Wang, 2016; Tamhankar and Pandit, 2018;

Azizah and Sunarya, 2019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영미와 유

럽 지역에서도 키자니아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연구들은 대

체로 키자니아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성공 전략(Marsh and Bloom,

2014; Di Pietro et al., 2017), 키자니아 입점 파트너사들의 마케팅 효과

분석(Arthur and Sherman, 2016), 혹은 에듀테인먼트적 관점에서 직업

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Magalhães, 2018) 등 세 차원의 연구

지형에 포함되었다. 키자니아 내부 시설과 참여자들의 모습을 비판적 관

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지만(Lonsway, 2016), 아쉽게도 그 비율이

나 수준은 기초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의 키자니아 연구는 키자니아 서울이 설립된 2010년 이후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다. 키자니아 사례를 다룬 최초의 국내 연구는 키자니아

2) 이러한 키자니아 프랜차이즈 확장 전략의 근거를 본 연구에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

만, 국가별로 상이한 아동 시설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 도시 중심부 입점 비용, 노동과

직업 선택의 가치와 관련한 상이한 국가적 맥락 등을 그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

다. 키자니아 입점 국가 및 도시의 목록은 [부록 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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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의 설립 대표이사였던 최성금(2011)의 학위논문이다. 저자는 현직

자의 이점을 살려 풍부한 내·외부 자료를 활용해 키자니아 브랜드의 성

공 요인을 방문자 중심 스토리텔링, 현실 세계의 일상성 연출, 교육과 놀

이의 자연스러운 결합, B2C와 B2B의 결합을 통한 고객-기업의 욕구 동

시 충족의 4가지로 제안했다.

이후 발표된 대부분의 국내 키자니아 관련 연구들은 키자니아의 교육

적 효과, 그리고 마케팅적 효과를 분석하는 흐름을 따른다. 조준희(2012)

는 키자니아를 해외의 디즈니 씨(Disney Sea), 푸이 뒤 포우(Puy du

Fou) 등과 같은 공연 전문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파크로 분류하고 다

른 곳들과의 차별적 요인을 분석했다. 최지선(2013)은 현장체험 교육연

극(educational theatre)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연극을 통한 아동 직업 교

육 서비스의 대표적인 두 사례인 ‘키자니아’와 ‘잡월드’를 소개했다. 이은

석·이형국(2019)은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직업체험 경험

의 효과 검증을 통해, 방문 집단이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인식, 자기주도성

등의 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접근한 키자니아 연구는 곽경희(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고객의 체험 경험이 기업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

다는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 그리고 실제 기업의 재원 제공을

통해 테마파크의 초기 투자 및 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스폰서십

개념을 활용해 테마파크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위군 외(2013)는 중국 내 직업체험 시설들의 문제들을 진단한 후 키자니

아 서울을 중국 초등학생 대상 교육관광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연구들과 거리를 두고 키자니아의 공간성과 가상성의 특성에 천

착한 연구를 진행한 서동수(2017)과 강재혁(2018)의 작업은 본 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서동수(2017: 249-260)는 키자니아

를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파타피지컬한 세계(pataphysical world)이자,

스펙터클들의 축적물로 실재가 재구성되는 공간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

르면, 키자니아 방문객들은 입구에서부터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제의를 거친다(Ibid.: 250). 키자니아 안에서 아이들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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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자유롭게 놀고 배우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한 명의

임노동자이자 소비자(Ibid.: 260-264)로서 정해진 역할을 충실히 따를 뿐

이다. 이렇듯 스펙터클의 화려한 무대를 통해 자본주의적 꿈을 지속하고

자 하는 일종의 ‘장치’(Ibid.: 265)로 키자니아를 이해하는 서동수의 작업

은 많은 부분에서 본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과 지향점을 공유한다. 그러

나, 본 연구는 키자니아의 내적 구성 뿐 아니라 그 공간을 빠져나온 이들

의 기억과 서술을 통해 키자니아가 재생산하고자 했던 꿈의 전모를 더욱

소상히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2) 아동의 놀이 공간에 관한 연구: 테마파크, 놀이터, 키즈카페

‘어린이들의 즐거운 나라(Kid+Z+Ania)’라는 뜻의 키자니아는 그 명칭

대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배우고자’ 하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공간

이다(최성금, 2011: 15-6). 다시 말하면, 키자니아는 아이를 위한 놀이 공

간과 교육 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그

중에서 아이의 놀이 공간 관련 선행연구를 요약하며 키자니아 연구의 위

치를 정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3).

첫 번째로 살펴볼 놀이 공간은 ‘테마파크’이다. 테마파크의 개념에 대

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테마파크는 주제성, 유희성, 비일상성, 환

3) 전통적으로 출산에서 취학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양육·교육의 주된 장소는 다름 아닌

가정이었다(은난순, 2005). 그러나, 근대화 이후 아동의 육아와 교육은 다양한 공간과 행

위자에 의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핵가족화로 대표되는 가족 형태의 변

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맞벌이가정의 비중 증가는 유아·아동에 대한 ‘돌봄’의

주체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공적 영역으로 이동시킨 요인

으로 여겨졌다(송다영, 2014; 성사우, 2018). 이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가장 주요한

유아 보육시설로,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육아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키

자니아는 특정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회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므로, 아이의 일상적 케

어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놀이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 영·유아 교육제도의 흐름에서, 아이의 놀이 공간과 교

육 공간을 명확히 구분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연구조사 과정

에서 키자니아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연구자료에서 반복해 등장했던 놀이 공간들인 테

마파크(놀이공원), 놀이터, 그리고 키즈카페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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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 집약성의 특징을 갖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이주한, 2001: 9-10;

김희진·안태기, 2016: 32). 이러한 ‘테마파크’의 유래는 17세기 유럽의 정

원(garden)과 박람회(exhibition)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 의미에

서 최초의 테마파크는 1955년에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개장한 디즈니랜

드로 여겨진다(김희진·안태기, 2016: 31).

특히 자신들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현실에 구현하고, 그 가상의 세계

를 핍진하게 유지하며 전세계에서 방문객에게 환상과 유희의 경험을 제

공하는 ‘디즈니랜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상징적, 담론적 의미에 관

한 풍부한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Gottdiener, 1982; Marling, 1991;

Sorkin, 1992; Weinstein, 1992; Craven, 2002 등).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과 사회, 담론, 장치 등

을 분석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디

즈니랜드’를 “참도 거짓도 아닌, 실재의 허구를 역으로 재생하기 위해 설

치된 반대 기계(opposite camp)”이자 미국 사회의 상실된 실재성을 은폐

하기 위한 일종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묘사한 보드리야르(2001: 39-43)

의 사유는, 테마파크가 공상과 허구의 공간이라는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현실’의 이데올로기, 가치, 정신, 꿈을 재현하며 나아가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능을 보유함을 상기시켰다4).

두 번째로 살펴볼 아동의 놀이 공간에 관련 연구는 ‘놀이터’에 관한

것이다. 본래 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소위 ‘어른들의 공간’의 주변부에 놓

인 골목이나 공터와 같은 곳이었다(강승지·손연주, 2018: 3). 그러나 도시

4) 이렇듯 ‘테마파크’라는 공간적 속성에 기인한 디즈니랜드와 키자니아의 공통점과 대조

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키자니아가 디즈니랜드와 구별되는 몇 가지 지점을 생

각해볼 수도 있다.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즈니랜드는 모든 방문

객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도록 요청하지만, 키자니아는 아이들이 직업을 가진 ‘어른’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 두 번째로, 디즈니랜드는 모사의 대상이 애니메이션 등 본질적으로

‘상상된 허구’를 향하지만, 키자니아는 기업과 직업이라는 더 현실적인 대상을 모사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디즈니랜드는 공간 내에 마련된 각종 조형물과 어트랙션, 캐릭터들

을 탑승 혹은 관람하는 수동적 의미의 ‘경험’이 주가 되는 반면, 키자니아의 활동은 아이

들의 참여와 퍼포먼스를 중점으로 하는 능동적 활동인 ‘체험’에 방점이 찍힌다. 위와 같

이 다른 테마파크와 구별되는 키자니아만의 독특성은 이 사례를 통하여 현실의 꿈과 욕

망, 그리고 미래상을 읽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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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세계의 물리적 환경이 급변하며, 아이

들의 자유로운 야외 놀이 공간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Senda, 1992). 이

렇듯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환경과 범죄의 위험

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자유로운 야외 놀이 활동 기회가 축소

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상당수 진행되었다(Veitch,

Salmon & Ball, 2007; 김진희, 2009; 김정원·최은영·김경본, 2010).

최근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고 올바른 아동 발

달을 위해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의 균형성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서5), 야외 놀이 공간의 대표격인 ‘바깥놀이터’와 관련한 연구들도 상당수

진행되었다. 이효원·조희숙(2016)은 참여관찰, 사진 면접,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놀이터의 경험과 의미를 ‘자연

으로 이끄는 공간’, ‘몸의 감각과 운동성을 표출하는 공간’, ‘드러난 공간

과 숨은 공간’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관점에서, 전가일(2015)

은 서울 내 놀이터를 관찰하고 이를 시간, 관계, 공간, 신체, 사물이라는

다섯 가지 실존체의 현상학적 틀(van Manen, 2014)로 분석하였다. 이러

한 놀이터 연구들은 첫째로 아동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존재이자 능동

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점(신

세니 외, 2008; 이효원 외, 2015), 둘째로 아동의 놀이공간이 지닌 속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점(Niklasson & Standberg, 2010)에

서 본 연구의 방향에 직·간접적인 참고점을 제공했다.

한편, 20세기 이후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이 역설적으로 아

동들의 놀이 공간을 침식해나갔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상품화된 놀이터, ‘키즈카페’다(김보성·김향수·

안미선, 2014: 114).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늘어난 키즈카페는 영,

유아기 아동에게는 안전한 놀이시설을, 부모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

하는 복합시설이다(문자영·신경주, 2011). 키즈카페 관련 연구는 주로 공

5)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을 ‘유아·놀이 중심 교육’으로 지칭하며,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누리과

정의 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동의 보육·교육 과정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

음을 방증한다(교육부·보건복지부,『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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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구성과 디자인적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주희문·변대중, 2012; 문자영·

남경숙, 2014; 이수복·남경숙, 2019)와 키즈카페 이용자의 행태와 만족도

를 조사한 연구(양지영·황연숙, 2014; 문자영·신경주, 2012)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이 중 눈여겨볼 만한 연구는 강승지·정혜영·이연선(2018)과

강승지·손연주(2018)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 소재 200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터’와 ‘키즈카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비

교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부모들은 ‘놀이터’와 ‘키즈카페’

모두를 놀이 공간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인식하지만, ‘놀이터’는 유아를

위한 공간으로써 위험, 위생,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반

면, ‘키즈카페’는 유아와 부모 모두를 위한 공간이며, 요금, 중독, 협소공

간과 같은 부정적 심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승지·정혜영·이연

선, 2018: 296-300, 강승지·손연주, 2018: 1, 16-20). 본문에서 더 본격적

으로 살펴보겠지만, 키자니아를 ‘놀이터’이자 ‘키즈카페’의 변형으로 표현

하는 부모들의 발화에서 이와 유사한 공간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부모들의 응답은 키자니아의 상업성과 공간의 혼잡성을 토로하는 맥락에

서 키자니아를 키즈카페의 한 분화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아동·청소년의 진로포부와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청교도적인 직업·노동의식과 생활양식이 자본주의 정신의 원천이라는

베버(2018)의 기념비적 분석 이래, 사회학은 직업과 노동을 자신의 학문

분과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이자 설명항의 하나로 다루어왔다

(Abbott, 1993). 그러나, 주로 사회학과 경제학의 영역에서 행해진 직업,

그리고 소득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은 성인을 대상으로 세대(최은영·홍

장표, 2014; 최필선·민인식, 2015; 현은주, 2018), 성별(신인철·이상운,

2007; 허은, 2013), 교육수준(방하남·김기헌, 2002; 김경근, 2013) 등과 같

은 사회경제적, 계층적 요인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청소년 시기의 환경적, 교육적 요인이 미래 직업 선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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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사회)학과 발달심리학의 영역에서 이루

어졌다. 특히 진로발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이론가

로는 Super(1953; 1980)와 Gottfredson(1981)이 있다(유홍준·신인철·정태

인, 2014). Super(1980: 282)는 진로를 개인의 일생에 걸쳐 수행되는 역할

의 결합(combination)과 순차적 진행(sequance)로 정의하며, 인생의 시기

에 따른 진로발달의 단계를 성장기(출산~14세)-탐색기(15~24세)-확립기

(25-44세)-유지기(45-65)세-쇠퇴기(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공윤정·박

한샘, 2009: 80).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Gottfredson의 제한-타협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이론은 아동기 내에서의 발달 경로의

과정에 집중하여 유아-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서열 획득단계(3~5세)-성

역할 획득단계(6~8세)-사회적 가치 획득단계(9~13세)-내적 자아 확립단계

(14세 이후)의 4단계로 구분한다(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4: 117). 이러

한 발달 단계를 통과하며, 아동은 해당 시점에 가장 좋은 대안으로 선택

된 단일 직업에 대한 기대, 즉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를 획득하게

된다(Gottfredson, 1981: 545-548). 위와 같은 Gottfrdson의 진로포부 개념

은 국내외의 진로발달의 요인과 발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들에 적극 활용되었다(최인화·임경희·박미진, 2012; 최재혁·홍혜영, 2016).

아동·청소년의 진로포부 개념의 소개와 함께, 진로의 체계적인 개발이

향후 미래의 직업 선택과 결정과 획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은 2000년대 이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주

목받게 된 교육개념이 바로 ‘진로교육’이다(Watts, 2005; 정철영 외,

2015). 본래 진로교육은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임박한 청년 혹은 10

대 후반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Finch et al., 1991;

Guile·Griffiths, 2001), 2010년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중요

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와(이승건·정남용, 2014; 최승복, 2014; 장현진,

2018), 진로교육의 하위 개념이자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방식으로

써의 직업체험활동(최정재, 2012; 정철영 외, 2012; 원진·문성환·함승연,

2013),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조성된 직업체험시설에 관한 연구(주

희문·변대중, 2013; 설미상·홍관선, 2014)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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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교육 관련 연구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

입된 2016년을 기점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서우석, 2015; 김영우·김

종두, 2016; 김유리·문용은, 2017; 이혜숙, 2018).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대

체적으로 진로교육과 직업체험교육을 미래 아이들의 직업적 열망을 실현

시키기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당위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다. 결국, 아동기

에서부터 진로포부라는 형식 아래 스스로의 꿈을 갖도록 하고, 이를 적극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 구조적, 관계적, 담론적 의도에

관한 접근은 현재까지 여느 학문 분과를 막론하고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진로포부, 직업체험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적 차원의

담론을 ‘꿈의 사회학’적 맥락에서 재검토하며, 이것이 현장의 당사자들에

게 형성, 작동, 공유되는 과정을 ‘키자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

3. 이론적 자원

1) 꿈의 사회학적 개념과 본 연구에의 적실성

일반적으로 ‘꿈’은 현실과 대치되는 환상, 기대, 억눌린 욕망, 공상, 무의

식과 같은 순간적이고, 주관적이며, 가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꿈은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개인의 각인된 무의식과 트라우마를 상징적으

로 재현하는 개인적 차원의 체험으로 국한되거나(McCurdy, 1946), 이데올

로기적 논쟁에서와 같이 계몽되고, 깨어나야 할 집단적 환각 상태를 부정

적으로 은유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곤 했다(Lieberman, 2000; 박명규·김홍중

외, 2018).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면 중에 나타나는 생리적 활동인 꿈은 그

풍부한 상징적, 현상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 뿐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 매

우 광범위하고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미래를 향한 인간의 희

망적 태도, 목표, 행위에의 의지’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꿈을 개인의 행위

자원일 뿐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표상이자 실천의 동력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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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Morewedge & Norton, 2009;

Hauhart, 2015; 최혜지, 2017; 조민서; 2018, 박명규·김홍중 외, 2018; 김반

석; 2019).

본 논문은 그중 김홍중(2015b; 2016; 2018)이 일련의 작업을 통해 정

교화한 ‘꿈의 사회학’의 이론틀과 접근방식에 기반해 ‘키자니아’와 그 안

의 행위자들을 해석해 나가도록 한다. 김홍중은 꿈을 1) 욕망과 희망의

작용을 통해 구성, 교섭, 변형하며 2) 실천의 흐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

하는 3) 미래의 희망표상으로 정의하였다(2015b: 41). 이 ‘꿈’ 개념에서 중

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꿈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바람’(望)의 세 가

지 형태, 즉 소망, 욕망, 희망이다. 꿈 자체에 표상된 기대(소망), 특정 대

상을 향한 심적 에너지(리비도, 욕망), 욕망을 지원하는 감정적 에너지(희

망)을 포괄하는 꿈의 요소들은(Ibid.: 212) 꿈의 결과적인 지향이 ‘미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쉽게 말해 꿈은 ‘미래의 이미지(콜린스, 2009:

149)’ 이자, ‘그 표상된 미래를 향한 마음의 동학’(김홍중, 2015b: 35)이다.

이러한 설명을 견지할 때, ‘장래희망’, 혹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직

업포부(열망)’ 등과 동치될 수 있는 아동의 꿈은 자명하게도 미래를 향한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미래 인식, 즉 꿈의 형성에는 부모, 또

래 집단, 미디어, 교육기관, 선천적 ‘기질’과 같은 수많은 기제가 작동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라루, 2012). 나아가, 아이를 향한 부모(세

대)의 기대가 결국 아이의 미래를 조향하고 추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경험적 사실(박위상, 1981)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본 연구에서 꿈

해석의 작업을 부모-아이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은 적실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일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꿈-자본’과 상속의 가능성

본 논문은 부모 세대의 꿈이 아동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논의

의 기초로 삼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꿈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고

가공되어 전달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써 본 논문이 활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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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론적 자원은 바로 ‘꿈-자본’(김홍중, 2015b; 2016; 2018)이다.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보유한 ‘자본’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들

(김은정, 2006; 이봉주·김선숙·김낭희, 2010)은 대부분 Coleman(1988)이 정

교화한 ‘사회자본’6) 개념을 이론적 기초로 삼는다. Coleman은 가정에서

보유한 재화 등의 경제적 자본,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인

적자본의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되는 ‘실재물’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통로로써 사회자본을 상정한다(이봉주·김선숙·김낭희, 2010:

112). 그리고 사회자본의 특징을 1) 사회적 환경의 신뢰성에 기댄 의무와

기대, 2) 사회 구조의 정보 유동성 능력, 3) 재가(sanction)에 의해 성취된

사회적 규범으로 설명하였다(Coleman, 1988: S119). 다시 말해, Coleman에

게 사회자본은 특정한 결말의 성취를 향한 가능성을 만들고, 이를 성취하

도록 추동하는 역능이자 구조이다(Ibid.: S98).

그러나, Coleman은 사회자본을 부모 세대의 자본이 자식에게 전수되

는데 필요한 일종의 선행 조건이자 기능으로 상정하는 듯이 보인다(Idid:

S95-6). 이러한 Coleman의 설명은 그가 물적, 인적 자본과 차별화하고자

했던 사회자본이 사실 앞선 두 자본과 마찬가지로 축적과 전수가 가능한

실재적 구성물이라는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부르디외가 자본을 유형화

하며 사회자본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과 동위의 개념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Bourdieu, 2011[1986]). 따라서, 우리는

Coleman의 사회자본 개념을 분절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앞에

서 살펴본 꿈의 이론적 정리와 부르디외의 상징자본 개념을 참고할 때

‘꿈-자본’의 탐구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7)

6) Coleman의 사회자본은 그보다 앞서 사회학계에서 자본의 여러 양태를 형식화한

Bourdieu의 사회자본 개념과는 그 설명의 차원과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Bourdieu에게

사회자본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일루지오(illusio)의 획득과 인정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동원하는 사회적인 관계망이라면(부르디외·바캉, 2015: 518-520), Coleman은 사회

자본을 가정 내부의 육아, 그리고 교육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세대 내-세대 간의 물

적, 인적 자본 전수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행위전략으로써 상정한다

(Teachman, Paasch & Carver, 1997: 1334).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oleman의 사회자본 개념의 전개에서 다음의 두 가지 특

징을 ‘꿈-자본’의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꿈-자본은 단지 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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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은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을 원용해 ‘꿈-자본’을 이론화하며, ‘꿈

-자본’을 ‘행위능력으로 기능하며 실천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꿈꾸는 능

력’(2015b: 44)이자 ‘행위자가 미래상을 품는 강도와 확신과 욕망의 총

체’(2018: 38)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꿈-자본이란 희망/욕망을 일으키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심적 동기이며, 미래에 관한 소망을 소유, 개발, 투

자할 수 있는 역량의 척도라 할 수 있다(김홍중, 2015b: 45-54; 2018:

37-42). 이때 ‘꿈-자본’의 ‘꿈’과 유사한 위상을 차지하는 부르디외의 개념

적 구성물은 바로 ‘일루지오(illusio)’다. 부르디외에게 일루지오란 ‘역사적

으로 경계가 명확한 장들의 기능 작용에 의해 전제되고 생산되는 특수한

이해관심’(부르디외·바캉, 2015: 200)이다. 이 일루지오는 ‘모두에 의해 만

장일치로 인정되고 공유된 환상’(bourdieu, 1992: 36; 김홍중, 2015b: 47에

서 재인용)으로써, 기본적으로 환몽성, 즉 꿈의 성격을 공유한다(김홍중,

2015b: 46).

또한, ‘꿈-자본’은 부르디외의 자본 유형 중 ‘문화자본’, ‘상징자본’과

외형적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이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범주적 차이에

따른 개념적 독창성을 획득한다(Ibid.: 51-2). ‘꿈-자본’을 통해, 행위자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을 소유하기를 욕망하고,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며, 꿈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꿈의

실현 과정을 통제하고 경영할 힘을 얻게 된다(김석호 외, 2017: 295-6).

이렇듯 본 연구에서 ‘꿈-자본’을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까닭을 요약하면, 키자니아 방문으로 대표되는 육아 활동이란 결국

부모가 자신들의 생존 경쟁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꿈’의 원형을 자본의

형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실천의 목표이자 방식임

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분석 가운데 ‘꿈-자본’을 부모와

자식 간에 상속, 교섭, 충돌하는 ‘사몽(私夢)’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관

서 고정된 규칙이 지배하는 특정한 장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재화가 아니라, 사회 공간의

변동과 함께 시간과 세대에 걸쳐 증여되고 상속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다(Teachman.

Paasch & Carver, 1997: 1334). 두 번째 고려사항은, 꿈-자본은 개인 혹은 가족과 같은

소규모의 집단을 초월해 더 넓은 차원에서 공동으로 개발되고 상상되고 공유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Coleman, 1988: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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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것이다(김홍중, 2015b: 45-54).

3) 꿈의 (재)생산과 실천 기제로서의 ‘장치’

만약 꿈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자본과 같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면, 그 꿈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모종의 힘(power)과 기술(technology)

의 총체는 과연 어떠한 이론적 언어를 취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푸코(M. Foucault)의 ‘장치’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담론과 권력, 주체에 관한 사유에 일생을 헌신했던 푸코는 콜레주 드

프랑스 1978년 강의의 첫 세 주간에 걸쳐 안전장치의 일반적 특성을 설

명한다. 사법체계, 규율메커니즘과 구분되는 안전장치의 특성은 바로 공

간의 생성과 정비, 사건의 확대와 방임,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통계와 예

방이다(푸코, 2011: 17-129). 이어 푸코는『성의 역사』에서 성과 성생활

(sexualitè)에 관한 그의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성이 어떻게 개인의 성적

실천과 담론의 가운데에 위치되고 권력에 의해 통치(혹은 관리)되는지를

파헤친다(박승일·원용진, 2015: 191). 이때의 성은, 말 그대로 통치성과

주체화를 향한 ‘성 장치’가 된다(Ibid.: 192). 이렇듯 푸코는 1970년대 중

반 이후 인간의 지배와 통치전략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전개하며 ‘장

치’(dispositif)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지만(강진숙, 2015: 7), 실제로

자신의 글에서 장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아감벤은 자신의 장치론을 전개하기 위해 먼저 푸코의 장치를

권력관계와 지식관계의 교차로부터 생겨나며, 늘 구체적인 전략적 기능

을 갖고 권력관계 속에 기입되고,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이질적 집합이자 네트워크로 정의한다(아감벤, 2010: 16-8). 이어서 아감

벤은 자신의 장치 개념을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강진숙,

2015: 12). 푸코와 아감벤의 장치 개념과 사례에 관한 비교는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Ibid.). 나아가, 아감벤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최종

단계인 현대의 특징을 장치들의 거대한 축적과 증식으로 정의하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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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는 어떠한 개인도 살면서 장치의 주조, 오염, 제어를 피해갈 수 없다

고 선언한다(아감벤, 2010: 35). 따라서, 아감벤에게 장치는 권력과 주체

화의 기능 뿐 아니라 장치를 활용한 인간의 ‘열림’과 해방, 다시 말해 존

재를 인식하고 세계를 구성할 가능성을 가진다(강진숙, 2015: 13).

[표 1] 푸코와 아감벤의 장치 개념과 사례 비교

푸코 아감벤

장치의

정의

담론과 비담론적 영역을 포함하

는 네트워크 혹은 구성체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

장치의

사례

감옥, 정신병원, 판옵티콘, 학

교, 고해, 공장, 규율, 법적조

치 등

펜, 글쓰기, 문학, 철학, 농업,

담배, 항해(인터넷서핑), 컴퓨

터, 휴대전화, 언어 등

출처: 강진숙(2015), p.12

위와 같이 푸코에서 아감벤을 걸쳐 확장된 장치 개념은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키자니아 연구와의 인접

성을 고려하며 Bernstein(2000)의 교육학적 장치(pedagogic device)8) 개

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Bernstein은 교육 장에서의 지식 생산과 전수의

사회학적 설명을 위한 이론적 도식화를 시도한다. 그는 교육학적 장치가

교육학적 담론을 생산하는 교유한 문법을 제공한다고 보았다(Bernstein,

2000: 28). 그 문법은 분배(distributive), 재맥락화(recontextualising), 그

리고 평가(evaluative)적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Ibid.). 특히, 재맥락화

의 규칙은 사회적 집단과 지식, 권력, 의식들을 서로 중개하며 교육학적

담론(pedagogic discourse)을 생산한다(Ibid.: 31). 교육학적 담론은 습득

8) Bernstein은 자신의 이론적 구성물을 ‘Device’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이론이

Chomsky(1986)의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개념을 참고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하지만 Bernstetin의 교육학적 장치는 담론의 구성과 실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자 한 점, 그리고 권력과 지식이라는 요인을 분석틀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푸코적 의미

에서의 장치 개념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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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 전수의 과정을 통해 교육학의 장 내에서 실천된다(Ibid.: 35-6).

그에 따르면, 결국 교육학적 장치란 사회에서 생성된 지식과 권력, 담론

등을 재맥락화하고 평가하여, 이를 교육 수혜자에게 전수하기 위한 구성

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학적 장치의 작동 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사회적 집단 규칙 현장 절차

분배의 규칙

: 권력

재맥락화의 규칙

: 지식

평가의 규칙

: 의식

교육학적

장치

분배

재맥락화

평가

담론의 생산

재맥락화

재생산

창조

전수

습득

형식적 모델 실제적 모델

[그림 1] Bernstein(2000: 37)의 교육학적 장치와 체계

Bernstein이 교육학적 담론의 형성과 실천 과정을 ‘교육학적 장치’라

는 개념을 통하여 분석한 것처럼, ‘정동-장치’(Seyfert, 2012), ‘금융-장

치’(박승일·원용진, 2015), ‘사회-장치’(이호규, 2010) 등 ‘장치’ 개념을 확

장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만약 키자니아를 어떠한 꿈을 포획, 주

조, 습득, 전수하는 장소이자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본 연구

를 통하여 키자니아를 어른과 아이의 꿈이 만들어내었고, 동시에 그들의

꿈을 만들어나가는 일종의 ‘꿈-장치9)’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

9) ‘꿈-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김홍중(2015b: 59-63) 의 ‘몽상구성체’ 개념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몽상구성체란 벤야민의 사유를 통하여 꿈의 공간성과 역사성을 강조

하기 위한 이론적 산물로, ‘꿈의 에너지와 리얼리티의 물질적 양태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꿈-현실의 혼합물’이다. 예를 들어, 근대 도시는 그 자체로 물질적 실체를 갖지만, 실체

에 부여된 형식들의 기원에는 집합적 몽상이 자리잡고 있는 ‘몽상구성체’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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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키자니아는 내부의 다양한 사물과 프로그램, 행위양식을 통해 ‘꿈’을

‘자본’의 형태로 주조하며, 방문객들에게 이를 선택, 향유, 전수할 수 있

는 공간이자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키자니아에 구현된 체험 프로

그램은 아이에게 상징(symbol)과 기표(sign)를 통해 세계를 재현하고 모

방하도록 하여 아이의 발달과정10) 가운데 꿈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욕망

하도록 이끌 것이다(Singer & Revenson, 1978; 비고츠키, 2009). 또한,

키자니아는 그 장치를 현실에 구현하며 그것의 존속과 성공을 이끈 성

인, 특히 ‘엄마’들의 ‘기대’와 ‘욕망’이 투영되고 물화된 독특한 꿈적 공간

이기도 할 것이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가정적으로 설정한 키자

니아의 ‘꿈-장치’적 기능과 전략을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4. 연구설계

1) 연구대상

2020년 4월 현재 ‘키자니아 서울11)’에는 약 70여 개의 체험시설과 90

여 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으며, 이 시설 중 대부분은 40

여 개에 이르는 파트너사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12). 본 연구는 서

10) 피아제(Piaget)는 아동의 모방 행위 단계를 ‘모방 준비 단계’부터 ‘순연된(deffered) 모

방’까지 총 6단계로 분류하며, 각 모방 단계로의 이행과 병진하는 아동 놀이의 분화 양상

을 실행(practice), 상징(symbolic), 규칙(rule)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였다(Piaget, 1962:

5-86; 110-113). 한편, 비고츠키(Vygotsky)는 아동이 선천적으로 지닌 주의, 감각, 지각,

기억, 의지 등의 기본정신기능이 사회 또는 문화에 의해 지적으로 보다 새롭고 높은 수준

의 고등정신기능으로 발달되어 간다고 보았다(심우엽, 2003: 212). 발달심리학을 대표하는

이 두 거장의 이론적 작업은 아동의 발달 과정 가운데 행위되는 놀이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속성을 설명하며, 아이가 놀이를 통해 ‘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11) 현재 키자니아 코리아는 서울과 부산(2016년 개장) 두 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중 ‘키자니아 서울’의 공간과 방문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며, 이후 별도

의 설명이 없을 때 키자니아는 ‘키자니아 서울’을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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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잠실에 소재한 ‘키자니아 서울’을 현장 방문과 온·오프라인 상에서 얻

을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일차적인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동시에, 본 연구는 키자니아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뿐 아니라 키자

니아를 경험한 이들, 즉 키자니아 서울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보호자

(부모)와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필자

는 연구참여자 모집 기준을 최근 6개월 이내 키자니아를 1회 이상 방문

한 만 5-10세 사이의 아동과 그 보호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준비

와 섭외 단계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었고, 연구질문이 구체화되면서 키자니아의 방문 시점보다 그와 관

련한 일상적 행위들과 그 인식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키자니아

방문 시점에 대한 기준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발적 의사를 밝히고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총 26명(성인 17, 아동 9)이

었다. 연구참여자의 식별번호는 앞자리를 각각 1(성인), 2(아동)으로, 하

이픈(-)으로 구분한 뒷자리는 면접 진행순서에 따라 분류해 표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현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12) 키자니아의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세부 목록은 [부록 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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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참여자 목록(성인)

13) 해당 연구참여자의 경우 직접 키자니아 내부에 입장하지는 않았으나, 키자니아를 다수 방문한 자녀(자녀의 연령이 만 10세를 초과하

여 연구참여자 목록에는 생략)와 함께 면접에 참여해 키자니아 방문 경험을 제외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분류 거주지 성
별

출산
연도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자녀
연령
(첫째)

자녀
연령
(둘째)

자녀
연령
(셋째)

방문
횟수

최근
방문일시
(년/월)

비고

1-1 광주광역시 여 1981 회사원 회사원 대졸 대졸 2012 - - 4 2019. 2

1-2 서울 여 1982 회사원 해외 사업 대졸 대졸 2011 2013 - 4 2018

1-3 서울 여 1982 자영업 회사원 대졸 대졸 2011 2016 - 4 2019. 8

1-4 서울 여 1976 프리랜서 회사원 대졸 대졸 2008 2012 - 1 2016

1-5 서울 여 1979 파트타임 회사원 석사졸 대졸 2010 2014 - 2 2019. 8

1-6 서울 여 1976 전업주부 회사원 전문대졸 대졸 2004 2008 - -13) -

1-7 서울 여 1977 전업주부 회사원 대졸 대졸 2008 2012 - 2 2018

1-8 서울 여 1981 전업주부 회사원 석사졸 대졸 2011 2017 - 1 2019. 6 1-10의아내

1-9 서울 여 1982 육아휴직 중 회사원 대졸 대졸 2013 2015 - 1 2019. 5

1-10 서울 남 1981 회사원 전업주부 대졸 대졸 2011 2017 - 1 2018 1-8의남편

1-11 서울 여 1982 대학원생(수료) 교수 석사수료 박사졸 2013 2015 - 1 2019. 10

1-12 서울 여 1981 파트타임 회사원 대졸 대졸 2013 - - 1 2019. 10

1-13 경기 부천시 여 1977 전업주부 회사원 대졸 대졸 2007 2010 2012 1 2017

1-14 서울 여 1982 파트타임 회사원 대졸 석사졸 2011 2014 - 2 2019. 12 1-17의아내

1-15 경기 부천시 여 1978 전업주부 회사원 대졸 대졸 2007 2010 - 1 2017

1-16 서울 여 1984 전업주부 회사원 대졸 대졸 2012 2014 - 1 2018

1-17 서울 남 1977 회사원 파트타임 석사졸 대졸 2011 2014 - 1 2019. 12 1-14의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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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참여자 목록(아동)

분류 거주지 성별 출산연도 방문횟수 최근
방문일시

보호자
분류코드

2-1 서울 여 2011 4 2019. 2 1-02

2-2 서울 남 2012 1 2018 -

2-3 서울 여 2011 4 2019. 8 1-03

2-4 서울 여 2013 1 2019. 10 1-11

2-5 부천시 남 2010 2 2019. 5 1-13

2-6 서울 남 2011 1 2017 -

2-7 서울 남 2011 2 2019. 12 1-14/1-17

2-8 부천시 남 2010 1 2017 1-15

2-9 서울 여 2012 1 2018 1-16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먼저, 연구

의 착수에 앞서 키자니아 홈페이지와 공식 카페, 그리고 검색엔진 등

을 통해 키자니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는 키자니아

의 기본정보는 물론, 키자니아 공식 홍보자료(CF 및 Press Kit)와 언

론보도, 방문객들의 체험 수기 등을 망라한다. 다만, 사전에 연구 활

용에 동의를 받지 않은 방문객 체험 수기의 경우 배경적, 맥락적 이

해를 위하여만 참고하고 직접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키자니아 내부 공간의 시설과 활동의 배치와 같은 조

형적 특징을 이해하고, 각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실제 방

문객들의 활동 모습을 파악하며, 이후 키자니아 방문자 대상 심층 면

접의 방향과 목적을 정교화하기 위해 키자니아 현장 관찰을 진행하였

다. 본래 키자니아는 운영 정책상 성인의 단독 입장이 불가능하나,

MBC Playbe 사 측과의 기관 연구 수행 협조를 통해 연구자 본인의

단독 입장을 허가받았다. 키자니아 현장 관찰은 2019년 8월부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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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총 5회 수행하였으며, 관찰 중에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현

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필드노트 작성과 정·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

하여 이후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자료수집 방법은 키자니아 방문객에 대한 심층 면접이다.

심층 면접은 먼저 위의 연구대상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는 키자니

아 방문 경험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

다. 성인 연구참여자 모집은 일차적으로 연구자의 지인이나 주변에서

소개받은 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하였고, 이후 면접을 완료한 이들에게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연쇄적으로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기법을 활용하였다(Biernacki and Waldorf, 1981). 아동의

경우, 먼저 면접을 완료한 성인(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의향을

문의하여 이를 승낙한 아동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 별로 각 1회 실시하였으며, 면접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된 개인 및 가족사항과 가정적 배경, 키자니아 방문 경험

과 평가, 자녀의 양육 관련 상황, 아이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인식 등

전반을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제시하면 이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동의 경우는 키자니아 방문 경험과 미래 장래희망에

관한 질문을 더 축약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면접은 어른의 경우 1

시간-1시간 20분, 아동의 경우 20-40분 가량 진행하였으며, 면접의 모

든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하고 면접 종료 후 녹

취록으로 채록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이론적 기반과 방식을 따른다. Fairclough(1997: 357)은 비

판적 담론 분석이 특정한 문제, 사건, 현상에 기반한 간학문적 연구 흐

름으로서, 기호적, 언어적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 내의 정치경

제적 혹은 문화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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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의 담론이란 사회적 실천의 형식을 말한

다(Ibid.: 358). 본 연구 또한, 담론을 언어와 비언어의 영역을 가로지

르며 행위자들의 인지적, 행위적, 감정적 변화를 추동하는 광의적 의미

로써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이론적 자원과 방식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키자니아’를 둘러싼 공간, 사건, 행위자, 언어, 감

정, 의미 등을 상이한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순환적으로 해석하기 위

한 접근으로써 일종의 사례연구(case study)적 성격을 지닌다. 사례연

구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심층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크레스웰, 2010: 125). 종합하면, 본 연구는 키자니아라

는 하나의 ‘사례’이자 담론적 ‘장치’를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허용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해나가며 그 결과를 필자가 수립한 주제를 통하

여 하나의 ‘키자니아 스토리’로 구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

집한 자료들을 질적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Nvivo 12’를 통해 그

형식과 출처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한 세부적인 의미 단위를 내포

한 ‘의미 단락’(code)들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코딩 절차는 원자료들을

일종의 자료 정화(data cleaning)를 거친 가공된 자료들로 변환함으로

써, 질적 연구에 대한 주된 비판인 지나친 개념적 비약과 주관적 환

원을 방지하고 더 자료 밀착적이고 개방적인 의미 획득을 가능하도록

한다(차마즈, 2013: 110-1). 이렇게 작업한 의미 단락들은 구성주의적

근거이론14)의 설명에 따라 의미 단락의 범주를 생성하고 정렬, 병치,

통합해나가며 최종적으로 사례에 대한 이론적 구성물을 직조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방식을 최종적이고 주된 분

석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일종의 중간 자료처리

14)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은 연구 현상에 우선권을 두며, 참여자가 구체적 상황 속에

서 의미와 행위를 어떻게(혹은 왜) 구성하는가를 해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반면,

객관주의적 근거이론은 실증주의의 전통에 바탕을 두며 참여자와 실재물에서 거리를

두고 자료 자체에서 개념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두 이론적 전통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차마즈, 2013: 260-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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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참고하며, 최종적으로 분석의 결과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들의 문법을 따르고자 한다.

3) 연구윤리

본 연구는 보통의 연구와 비교해 특수한 연구윤리 준수가 요구되었

다. 먼저, 본 연구는 그 목적상 취약한 연구참여군으로 분류되는 만

5-10세의 아동이 포함되었다.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때는 먼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필자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

해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에 참여를 완료한 성인에게 자녀의 연구 참

여를 사후적으로 요청하였다.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연구참여

아동의 면접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대동하도록 하였으며, 보

호자가 원할 경우 면접 진행 과정에서 동석하도록 했다. 아동을 면접

할 때는 질문의 길이와 어휘 수준을 최대한 아동의 이해도에 맞게 준

비하여 제공하였으며, 면접 초반에는 아동이 짧게 답변할 수 있는 폐

쇄형 질문(오렐리 & 도그라, 2017: 42)을 제시하여 면접 참여에 대한

긴장을 낮추고자 했다. 아동의 피로도와 집중도를 고려하여 면접의 길

이는 최대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고, 결과적으

로 각 아동의 면접을 15분에서 40분 사이에 마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키자니아’라는 사업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운영의 책임을 지는 ‘MBC PLAYBE’ 측에 연구 진행에 관한 사전 동

의가 요구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사측에 연구 진행의 계획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MBC PLAYBE’ 대표이

사 명의의 연구 수행 허락서를 승인받았다15). 사측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본 논문은 논문의 심사 및 발표 이전에 원고를 회사 측에 사전

제공하여 기재된 각종 수치와 표기 및 내용의 사실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15) 이 지면을 빌어 본 연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아낌없는 협조를 제공해 주신 ‘키자

니아 서울’과 ‘㈜ MBC PLAYBE’의 직원 및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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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키자니아: ‘꿈-장치’의 성립

이 장은 키자니아 내외부의 사물과 사람, 장면과 사건, 정보와 해

석, 대화와 기억을 재구성하여 키자니아라는 공간이자 사건을 기술

(descriptio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키자니

아를 기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특히 국내에서

‘키자니아’라는 사례에 관한 학술적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두 번째로, 현장에 관한 일

정 수준의 실재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뒤이어 전개할 키자니아 방문

자들의 꿈에 대한 분석의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이 장에서는 현장의 평면적인 사례기술을 넘어 키자니

아에서 도출 가능한 각 영역과 요소들을 재구축하여 현실에 새롭게 등

장한 키자니아의 조감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자료와

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키자니아가 내포한 장치적 속성을 밝히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 장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상들의 조

합인 키자니아가 어떻게 실제 세계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꿈’이라는

새로운 심성적 영역을 개척하는지, 그리고 그곳을 방문한 이들의 ‘마음’

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키자니아 내부의 체계

1) 입장과 여행 스토리텔링

키자니아의 컨셉 상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다. 키자니아 공화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수속을 거쳐 키자니아행 항공편의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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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권(입장권)을 발권해야만 한다. 키자니아 입장 대기 공간(1층)은 공

항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수속 카운터를 재현해놓았고, 카운터에서 발

권 업무를 돕는 직원들도 파트너십 항공사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실제로 항공사 직원이 아니다). 이러한 연출은 ‘키자니

아로 여행가기’라는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보강하며 앞으로 시작될 비

일상적, 환상적인 키자니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갖는다(최성금, 2011: 23-4).

[그림 2·3] 키자니아 입국카운터와 입장권

입국수속 카운터에서는 실제 항공기 탑승권과 유사한 형태의 입장

권을 발권한다. 입장 시간(오전 10시, 오후 3시) 전부터 키자니아 1층

로비에는 방문객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이들이 이토록 남들보다

서둘러 키자니아에 모이는 이유는 앞 순번의 ‘입장그룹’(class)을 받기

위함이다. 앞선 클래스 입장권을 소지하면 남들보다 먼저 키자니아에

입장할 수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직업체험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입장권에는 키자니아와 파트너십 항공사의 로고가 병기되어 ‘키자

니아로의 여행’ 스토리텔링의 실제감을 유발한다. 입장권과 함께 각

아이에게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이 입력된 안전팔찌와 50키조

상당의 여행자 수표를 함께 제공한다. 안전팔찌는 체험시설에 입장할

때 태깅(tagging)하여 입장 인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다. 여행자 수

표는 일종의 씨앗자금(seed-money)으로써 별도의 환전 없이 키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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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체험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국 게이트 앞에 ‘A’클래스 티켓

을 소지한 인원부터 입장을 준비한다. 이윽고, 입장 사인이 떨어지면

아이와 보호자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 키자니아 내부로

들어간다. 수퍼바이저(현장직원)들은 경쾌한 트럼펫 소리가 인상적인

‘키자니아 테마송’에 맞춰 춤을 추며 키자니아 공화국에 도착한 아이

들을 맞이한다.

언제나 꿈꿔오던 바람들이 현실로 이뤄져요 모두 다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어 환상의 나라가 있으니

Get ready for a better world

자 어서 모여 여기 키자니아 우리 모두가 어른이 돼 봐요

멋진 상상으로 만들어 키자니아 새로운 꿈을 펼쳐봐 키자니아

(키자니아 테마송, 2절16))

당신이 키자니아 내부에 입장했다면, 가장 먼저 입구 우측에 놓인

‘실제’ 항공기의 거대한 자태가 눈을 사로잡을 것이다.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체험시설로 활용되는 이 보잉 727기 동체는 입장 공간에서부터

시작된 키자니아 여행 컨셉을 유지, 강화하며 방문객에게 키자니아 세

계관에 몰입하도록 기능한다(최성금, 2011: 23). 항공기는 ‘키자니아로

의 여행’이라는 테마파크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형물

중 하나로, 세계 대부분의 키자니아 지점에서도 이와 같은 항공기 동

체가 설치되며, 각국의 키자니아에서는 이러한 항공기 설치와 항공사

의 파트너사 참여 제안을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다(Ibid.: 41).

2) 시설의 구성과 배치

키자니아 내부 시설은 총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다수의

체험시설은 사실상의 1층으로 간주할 수 있는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16) 키자니아 테마송. https://www.youtube.com/watch?v=CAoidO8ZAGw (2020. 5.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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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체험시설은 유리벽으로 분리된 10-20평 사이의 부스 형태의

공간 안에 구성된다. 체험시설은 각 직업인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혹

은 기업의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조성된다. 예를 들

어, 현재 은행 체험시설은 ‘신한은행’이, 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파트

너사로 참여하며, 각 체험시설은 해당 파트너사의 로고와 내·외부 디

자인 컨셉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마치 실제 은행, 백화점처럼 보

이도록 꾸며져 있다.

[그림 4·5] 키자니아 내 항공기 동체와 은행 체험시설

각 체험시설의 입구에는 기다란 형태의 의자가 놓여있다. 의자에

는 체험 대기 순번을 표시하기 위한 숫자가 부착되어 있으며, 아이들

은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대기

의자에는 어린아이만 앉을 수 있다. 보호자가 대신 의자에 앉아 대기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자에 차례대로 앉아있는 아이

와 그 앞에 서 있는 어른들의 모습은 키자니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또한, 각 체험시설의 입구에는 체험시설의 개요와

함께 실제로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요건, 지식, 성향에 관한 정보를 담

은 게시판이 부착되어 있다. 이 정보 게시판은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호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안내 내용과 현장의 대기

인원을 고려하여 아이에게 직업체험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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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체험시설 대기 의자와 정보 게시판

키자니아는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한

다. 이 키자니아의 도시성은 공간의 중심부에서 확연하게 관찰된다.

키자니아에는 쉼터 기능을 겸하는 중앙광장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은행, 경찰서, 법원, 극장 등 도시의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은행을 제외한 시설들은 별도의 파트너사 없이 키자니

아의 자체적인 컨셉에 따라 설치, 운영되며 ‘키자니아’의 도시적인 풍

경을 이룬다. 때때로 중앙광장은 연기학교에서 퍼포먼스를 연습한 어

린이들의 공연장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절기나 기념일에는 중앙광장

에 커다란 조형물이 놓이고 관련된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앙광장은 마치 유럽의 중세적 소도시에

서의 광장과도 같이 키자니아의 사회적 영역을 구성하며 방문객들을

키자니아의 시민으로 호출해 낸다(Giddings, Charlton & Horne, 2011).

키자니아는 원형의 도로에 둘러쌓인 형태를 띄며, 대부분의 체험

시설은 이 도로의 주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체험시설은 활동을 통

해 키조를 벌어들이는 (+)키조 시설과, 체험과 함께 소비 가능한 재화

(주로 식음료)를 얻을 수 있는 (-)키조 시설로 나뉜다(최성금, 2011:

30-31). 체험시설들은 별도의 업종이나 직업, 파트너사 규모의 구별

없이 자유롭게 위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17), 실제로는 식음료, 의료

17) 곽경희(2012: 437, 442)는 키자니아의 체험시설 위치 선정은 파트너사 기업의 스

폰서십 비용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스폰서십 금액에 따른 입지 선정 과열 현

상이 키자니아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저해시키는 요소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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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 같은 몇몇 업종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느슨한 형태의 블록을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시설의 배치 전략은 체험객

들에게 동선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키자니아 공간을 전반적으로 조망

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제공한다.

[그림 8·9] 키자니아 내부 배치도18)와 중앙광장 전경

3) 체험활동의 진행과정

대부분의 키자니아 직업체험은 4-12명 정도의 정원을 대상으로 20

분 가량의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체험의 형태와 내용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체험 활동은 준비, 사전교육, 임무/사건의 부

여, 임무/사건 해결, 마무리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 체험활동 프로그램

의 시퀀스는 대략적으로 30분마다 반복하여 진행된다. 키자니아의 운

영시간은 1부가 오전 10시, 2부가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약 5시간(2부

는 4시간 30분) 가량 이어진다. 평균적으로 방문객들은 한 번 방문에

4-7개 사이의 직업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1) 준비

체험활동은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각 시설의 활

동을 관장하는 직원(수퍼바이저)은 다음 차례의 아이들에게 유니폼을

18) 키자니아코리아. 2020.『놀이가 꿈이 되다, 키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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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후 기다리도록 안내한다. 아이들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의상

을 착용한다. 앞의 체험이 종료되고 시설 내부를 정돈한 후, 예정된

시각이 되면 직원들은 아이들의 입장을 안내한다. 아이들은 시설에

입장하며 준비된 자리를 배정받는다. 만약 식음료를 제조하는 체험시

설이라면, 아이들은 자리에 가기 전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

를 사용하도록 지도받는다. 다른 시설과 달리 식음료 제조 시설에서

는 입장과 함께 체험을 위해 15Kz(키조)를 직원에게 지불한다.

(2) 사전교육

체험 준비를 마친 뒤 직원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어린이들에

게 인사를 건넨다. 키자니아의 독특한 인사법19)은 아이들의 주의집중

을 환기하며, 각 직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음을 알린

다. 본격적인 체험활동에 앞서, 직원들은 어린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직업에 관한 개요와 함께 파트너사, 제

품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시설에 따라 교육을 위해 준비된 슬라이드

혹은 동영상 자료가 활용되기도 한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실제 체험과 관련된 연습이 이뤄진

다. 예를 들어, 승무원 체험에서는 승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인사

법, 손님 응대 요령, 이륙 전 안전 안내 멘트와 행동 요령 등을 배운

다. 마찬가지로, 패션 부티크에서는 모델의 걸음걸이를 익히고, 녹음

실에서는 성우 연기 대본을 읽으며 연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

이는 체험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 규칙과 역할을 습득한다.

(3) 임무/사건의 부여와 해결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실제 직업인으로서 특정한 임무 혹은 사건에

19) 키자니아 안에서, 사람들은 오른손 두, 세 번째 손가락을 펴 V를 만든 다음 왼쪽

가슴에 대고 ‘카이’(Kai)라고 인사한다. 이 인사법은 세계 모든 키자니아에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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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것을 요청받는다. 임무는 정해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

되는 반면, 사건은 연출된 ‘우발적 상황’에 의하여 시작된다. 때로는 임

무와 사건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직업이나 체험시설과의 연계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어떤 직업들은

정해진 체험 부스 내에서만이 아니라 키자니아 공간 전체를 범위로

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도시를 순찰하던 중 무전

을 통해 유실물 신고를 받는다. 국세 공무원은 안경원 등의 시설을 방

문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제빵사, 라면 연구원, 음료수

공장 직원들은 저마다 해당 시설에 입점한 파트너사의 실제 제품을

동일한 재료와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

(4) 마무리와 퇴장

임무/사건이 종료와 함께 전체 체험활동의 마무리가 이뤄진다. 마

무리 과정에서는 임무의 성공적인 완수를 서로 축하하고, 직원이 직

업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다시 상기시킨다. 이어 작별의 인사와 함께

체험을 완수한 대가로 키조를 받고 시설에서 퇴장한다. 식음료 체험

시설에서는 키조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물을 보상으로 가져간

다. 동시에, 어떤 체험시설에서는 활동 결과를 인증, 기념하도록 증정

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수의사 체험을 완료한 아이에게는 수의사

자격증이, 기자 체험에 참여한 아이에게는 아이가 직접 작성한 기사

가 담긴 신문이 제공된다.

4) 키자니아의 행위자들

(1) 아동20)

20) 이 연구에서는 키자니아를 방문한 부모과 그 자녀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

였지만, 실제로 키자니아를 방문하는 아동의 30% 가량은 유치원, 학교, 복지기관과

같은 단체방문으로 키자니아를 찾는다(최성금, 2011: 44). 이렇듯 제도권 교육과정에

서 키자니아와 같은 직업체험시설로의 단체방문을 장려하는 실태에 관하여는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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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니아에서 아동은 키자니아의 명시적인 주인공이자 활동의 주

체가 된다. 키자니아의 체험 가능 연령은 만 36개월부터 16살(중3)까

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체험시설은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4

세, 6세, 8세 등으로 권장 이용 연령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많은 체

험 수기와 인터뷰 응답에서는 대부분 아이가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6세 이상부터 키자니아에 방문하는 것을 권하고 있었다. 실제로,

키자니아에 방문하는 아동은 미취학 아동이나 10살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이 다수를 차지한다.

(2) 성인 보호자

어린이가 주인공인 키자니아에서 성인 방문자는 철저히 보호자의

역할에 머문다. 성인은 체험시설 내부로 입장하거나, 체험 순번을 대신

기다려줄 수 없다. 그렇지만, 10세 이하의 모든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

의 인솔이 있을 때만 키자니아에 방문할 수 있다21). 앞으로의 논의에

서 드러나겠지만, 실제로 성인은 키자니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며 키자니아의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한다.

(3) 직원 (수퍼바이저)

키자니아는 다른 테마파크와 달리 사람의 연출과 지시에 의한 직

업체험 역할놀이가 놀이기구(어트랙션)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체험 프로그램을 이끄는 키자니아의 현장 직

원들은 ‘수퍼바이저’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들은 해당 직업

혹은 기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지만, 실제로는 키자니아

구에서 자세히 논하지 않지만, 이에 관한 후속 연구는 충분한 (교육)사회학적 함의를

가질 것이라 보여진다.

21) 키자니아 서울에서는 부모의 동의 아래 아이가 단독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스스로 키자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담당 직원이 최대 4명의

아동과 동행하며 직업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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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LAYBE)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특정 파트너십 기업과는 무관

하다. 이들은 하나의 체험시설을 고정적으로 전담하지 않고, 근무 일

정이나 희망에 따라 몇 개의 시설에 순환하며 근무한다. 직원들은 대

부분 20대이며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때때로 40대 이상의 주부

사원들도 키자니아의 수퍼바이저로 근무하며, 이들의 참여와 활동은

많은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2. 방문자들의 행위양식

이 절에서는 키자니아 방문자들의 행위(action)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위는 몸이라는 공간이자 수단(Wolputte, 2004: 252-254)을 통

해 사회적인 것(Parsons, 1968)과 상징(터너, 2018), 그리고 자아(미드,

2010)를 생산한다. 즉, 꿈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현상일 뿐 아

니라 우리의 몸과 행위를 통해 체현(embodiment)되는 것이다. 이 행

위양식들은 매우 간단하고 표면적으로 제시되겠지만, 키자니아가 가진

수행 추동적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뛰기

뛰기는 키자니아 입장부터 퇴장까지 방문객들의 이동 방식이자 심

적 흥분 기제로 작용한다. 사람들의 뛰는 모습은 테마파크로서의 키

자니아에 생동감을 불어넣지만, 동시에 어수선함과 분주함, 시끄러움

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그냥,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네, 계속. 그거 참여하기 전까지 계속 뛰어다녔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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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아이가 체험하는 동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걸 시키고 싶으니까 그다음 걸 뭘 해야 할지 미리

알아봐 놓았다가 애가 나오면 손을 잡고 뛰는 거예요.

(1-14)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나듯, 키자니아의 뛰기는 두 가지 양상

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신나고 흥분된 아이의 뜀박질이다. 아이들

은 심리적 고양에 의해 자발적으로 뛰며, 그들의 뜀은 목적지가 없거

나 시시각각 변한다. 두 번째는 남들보다 더 빨리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뛰는 어른들의 뜀이다. 어른의 뜀박질은 목표

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며, 경쟁적

이며 모방적인 움직임이다. 아이는 뛰고 싶을 때 뛴다면, 어른은 뛰어

야 할 때를 미리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손을 붙잡고 즐겁게

키자니아를 뛰놀지만, 어른은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하고 조급한 감

정에 휩싸여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려간다.

2) 기다리기

다른 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키자니아 방문객들은 체험보다 더 많

은 시간을 기다리는 데 소비한다. 특히 보호자는 아이가 시설에 들어

가있는 동안에도 아이의 체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이 끝없이 이

어지는 기다림은 어른들에게 지루함과 피곤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하

지만 어른에게 ‘기다림’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

는 중요한 행위요소로 기능한다.

용변을 위한 5분 이내의 이석을 제외하면, 아에에게는 대기 장소에

서의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다. 체험 대기는 그날의 입장 인원과 직업

체험시설의 인기도에 따라 1-3타임, 시간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반까

지 걸릴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이들은 그 오랜 기다림을 생각보

다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 기꺼이 오랜 기다림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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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이들의 놀라운 ‘참을성’에 어른들은 신기함과 놀라움을

느낀다. 동시에, 그들은 기다림의 체험 자체가 아이에게 키자니아에서

배울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렇듯 키자니아에

서의 기다림은 체험을 향한 열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상에서도 노

력과 인내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체험’이 된다.

3) 체험하기

방문객들이 꼽는 키자니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놀이를 통해 직

업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방관이 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응급구조대원으로 위급환자를 살리고, 셰프가 되어 스스로 음식을 만드

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긴다. 키자니아에

서, 어린이는 한 명의 완전한 성인이자 직업인으로써 대우받으며 체험

에 참여한다. 아이의 존재와 체험이 없는 키자니아는 존속될 수 없다.

좁은 의미에서 키자니아의 체험22)은 앞서 서술한 각 직업체험 부스

에서 진행되는 활동에의 참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키자니아에서 체험되는 것은 직업체험 뿐 아니라 본 항목에서 설명하는

키자니아 내의 모든 신체적 연행과 감각적 반응을 포함한다. 자기 차례

를 기다리고, 유니폼을 입고, 키조를 벌고 쓰는 등의 모든 행위들은 키

자니아에서만 배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들인 것이다.

한편, 키자니아의 ‘체험’은 개념적으로 다소간의 수동성과 가상성을

내포한다. 이는 키자니아의 체험 진행 가운데 아이가 주도적 행위자

(actor)로서 체험을 이끄는 권한을 가지기보다 각 시설에 마련된 통제

된 시나리오과 수퍼바이저의 지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수동적 연행자

(performer)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22)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의 응답에서 ‘체험’과 ‘경험’의 의미는 일정 수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응답에서, ‘체험’은 대개 각 직업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이를 완수하는 활동의 차원을 지칭하는 반면, ‘경험’은 키자니아에서의 활동과

행위, 감정, 대화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억과 그 평가를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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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찍기

사진찍기는 성인이 키자니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자원이다. 키자니아의 적절한 조명과 다채로운 색감, 환

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은 부모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을 찍

기에 최적화된 조건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체험시설은 내외부가 유리

벽으로 분리되어 소리가 차단되어 동영상보다는 사진 촬영에 더 적합

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몇몇 체험은 자체적으로 사진 촬영을 위

한 별도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찰관, 소방관, 특수부대원, 항공

조종사 체험 등에서 아이들은 프로그램 중간 혹은 마무리 시간에 보

호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일렬로 줄을 서서 경례 자세를 취하

도록 요청된다. 제복을 입은 아이들이 거수경례하는 모습은 키자니아

의 풍경을 이루는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이다.

사진은 근원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매체이지만(매클루

언, 2011: 336), 키자니아의 사진은 이미지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감정

과 기억까지도 재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 재현의 주체는 대체로

부모가 된다. 부모는 아이의 귀엽고 예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부모의 ‘기계화된 눈’(김경화, 2017)은 언제나 아이

를 향한다. 이러한 키자니아의 사진찍기는 일반적인 포토그래피 촬영

과 같이 촬영자(주체)와 피사체(대상)의 불평등한 시선권력의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Berger, 1995). 키자니아의 현장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어른들로부터 사진 찍힐 것을 요구받고 포즈를 취한다.

키자니아의 사진은 성인의 기대와 소망의 상(像)이 투영되어 해석될

때 진정으로 완성된다. 이는 사진의 촬영 뿐 아니라 해석의 권한이 성

인, 즉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100여 년 전 다게레오타이

프(daguerreotype)로 촬영된 유아의 사진23)에서 엄마들은 기술적 한계

로 사진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자 부단히 노력

23) 이탈리아의 사진 연구자이자 아티스트인 나글러(L. Nagler)는 아이를 찍은 사진

과 그 뒤에 천을 뒤집어쓰고 숨어있는 기묘한 사진들을 엮어 <숨겨진 엄마(The

hidden mother)>라는 사진첩을 펴냈다. 관련 내용은 김경화, 2017: 56-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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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김경화, 2017: 57). 반대로, 키자니아의 사진에서 부모는 직접적으

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신 스스로의 존재와 해석을 사진에 ‘태그하는’

행위을 통해 전면에 등장한다. 키자니아의 사진은 이미지로만 존재하

지 않는다. 블로그, 카페, SNS 등 플랫폼의 형식을 막론하고 키자니아

의 사진은 촬영자의 해석이 따라붙는다. 그 내용은 대개 즐거움, 만족,

행복과 결부되어 있다. 그렇게 아이의 이미지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

고 온라인 네트워크와 플랫폼에 유통되며, 또 다른 가족들을 키자니아

이미지의 연쇄적인 재생산 네트워크로 불러들인다.

3. 리얼리티-판타지 공존의 도구들

본 절에서는 키자니아가 현실과 ‘상상된 미래’(Frye, 2012)의 재현,

생산, 공유 장치로서 어떤 수단과 사물들의 배치를 통하여 작동하는

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키자니아에서 재현되는 미래는 철저히 리얼리

티에 기반해 구축된 이미지이다. 다시 말해, 키자니아는 현실을 모사

해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취할 수 있는 목표라고 믿게끔 하는, 그리

고 그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공간이다(Adam, 2010: 366). 그들이 자랑

스럽게 홍보하듯, ‘리얼리티’와 ‘판타지’의 공존은 키자니아를 다른 테

마파크들과 차별화하며 꿈을 현실로 구현해 낸다(키자니아코리아,

2020: 145). 따라서, 키자니아는 자신이 표방하는 장치성의 발현을 위

해 현실을 가능한 그 실존의 원형과 유사하게 재현해야만 한다.

1) 파트너사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아동을 향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

니다(Calvert, 2008). Kenway와 Bullen(2001)은 부모와 학교, 그리고

교육당국이 교육(education)과 놀이(entertainment), 그리고 광고

(advertising)를 활용해 아이를 소비하는 주체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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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낸 바 있다. 결국, 놀면서 배운다는 키자니아의 ‘에듀테인먼트

(edutaionment)’에는 아이를 소비자로 호명하는 광고의 기능이 동위적

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키자니아에서 아이들은 다른 직업체험시설처럼 단순히 ‘햄

버거’와 ‘아이스크림’, ‘라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롯데리아’와 ‘베스

킨라빈스’, ‘오뚜기’의 제품을 만들고 소비(섭취)한다는 것에서 더 큰

관심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 상품들은 키자니아 뿐 아니라 ‘현

실’에서 ‘동일한’ 것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아이들에게 친숙

함을 불러일으킨다. 즉, 체험을 통해 특정한 상품을 오감으로 느끼며,

아이들은 브랜드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최성금,

2011: 36). 나아가, 식음료 체험은 아이의 식성과 같은 신체적 취향을

개발하는 데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래서, 키자니아에서 라면을 한 번 만들어서 집에 와서 먹었는데, 매

운 걸 아예 못 먹거든요. 그런데 먹기 시작했어요. 키자니아 갔다 와

서. 자기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1-03)

이렇게 식음료 브랜드 체험이 직접적인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측면이 큰 반면, 그 밖의 직업체험 활동들에서 기업들은 비교적 간접

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도를 투영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파트

너사 기업의 존재는 직업체험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직업체험 부스의 인테

리어와, 본사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한 현장직원의 모습은 직업체험

활동을 마치 실제 기업에서 진행하는 듯한 신뢰감을 안겨준다. 실제

로 키자니아 체험시설의 디자인과 설비, 프로그램 활동의 세부 내용

은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된다(Ibid.: 41-42). 이들은 자신들

의 기업 정체성과 직무내용, 그리고 마케팅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체험시설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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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조

키자니아의 경제는 아이들이 키조(Kidzo)를 벌어들이고,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기부하고, 세금을 내며 유지된다24). 키조를 매개

로 한 키자니아의 경제 체제는 상당히 정교하게 작동한다. 백화점에

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 즉 물가는 키조의 통화량에 따라 조절된

다. 은행에 저축된 키조는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불어난다. 심지어,

키조는 전 세계의 키자니아에서 동일한 가치로 통용되는 일종의 글로

벌 화폐다. 키자니아 내에서, 키조는 단순한 가상 화폐를 초월해 실제

로 교환가치를 지닌 재화로 기능한다.

[그림 10·11] 키조 도안과 전용 인출기

그러나 처음 키자니아에 방문한 어린이는 대개 키조의 가치를 명확

히 알지 못한다. 체험의 대가로 얻은 키조는 바로 엄마에게 맡겨지거

나, 미리 준비한 지갑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현장 관찰과 인터뷰의

내용을 검토하면, 아이들이 키조를 교환가치가 있는 재화로 인식하고,

계산하고, 축적하고자 하는 성향은 대체로 약 7-8세 사이에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키조를 달라는 대로 주

고, 주는 대로 받는다. 금액을 세거나, 실제 화폐처럼 키조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부주의하게 돈을 바닥에 늘여놓거

24) 키자니아 영문 홈페이지. https://kidzania.com/en/what-is-kidzania#section-3

(2020. 5. 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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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흘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은 ‘돈을 잘 간수하라’고 가르친다.

아이는 키조를 벌 때보다 그것을 지출할 때 비로소 키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차리게 된다. 키조를 받을 수 있는 (+) 체험시설에서는 보

통 8키조를 벌지만, 대부분의 (-) 체험시설은 15키조를 지불한다. 산술

적으로 하나의 (-) 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두 개의 (+) 체험시설

에서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키조를 받는 걸로만 알았

던 어느 아이는, 어떤 체험시설에서는 자신이 더 많은 키조를 지불해

야만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그

러나 아이들은 이내 화폐와 재화의 교환관계를 이해하고, 점차 키조를

벌어들이고 모으는 것의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단순히

자신의 흥미나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던 아이들에게 키조

를 벌거나 쓰는 행위는 또 하나의 즐거운 선택지로 제안된다.

3) 의상

패션을 ‘사회적 적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어진 예제들에

대한 모방’으로 설명한 Simmel(1957: 543)의 제안 이후로, 복식의 사회

적 기능과 상징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학적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Crane & Bovone, 2006). 사회학에서 복식은 사회

화를 위한 수단, 혹은 문화적 규범의 저항 수단이라는 양면적 도구로

써 이해되었다(Ibid.: 320). 이 단순한 구분법에 따른다면, 키자니아의

의상들은 리얼리티적 재현을 통해 직업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

도록 하고, 직업체험 활동의 몰입성을 증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하였듯, 키자니아의 체험은 직업을 상징하는 의상을 착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의상을 착용하는 의식적 행위는 아이가 해당 직업

의 자격과 의무를 부여받았음을 뜻한다. 옷을 입고 난 뒤,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그 직업인이 된 것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인다.

소방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러 가는 아이들의 눈은 기대와 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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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차 빛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체험의 과정에서 제복을 입은

아이는 실제로 몸소 직업의식을 체현한다.

의상이 가진 감정 추동의 동학은 부모에게도 유사하게 작동한다.

부모들은 의사가운과, 소방복과,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아이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사실상 어른들이 키자니아에서 하는 행

동은 아이가 ‘귀엽게’ 제복을 입고 역할에 몰입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남기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어른들은

의상을 입은 아이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투사하여

아이의 미래를 상상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도 부모님들도 선호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예뻐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예뻐

보이셨어요, 어머님은?) 어… 저는, 조종사? (웃음) 비행기에 대한 아무

래도 그런 로망들이 있으니까, (…) 음… 뭔가 그 제복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 좋긴 한 것 같아요. 의사라던가 아니면 영양사, 그런 그 깨끗한

위생관리사나 그런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 좋다?

(1-15)

위와 같은 의상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아이의 응답

에서 의상과 연관되어 몇 가지의 직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직업은 의상이 곧 직업을 대

표한다. 종교, 군대, 법률, 의료 등의 직종은 의상(제복)을 통해 자신

들의 사회적 지위를 구분 짓고, 직업과 결부된 관습적 이미지를 전달

한다. 이러한 제복 착의를 특징으로 하는 직업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도 선망과 인정의 대상이 된다. 제복을 입은 아이에게는 부모의 욕망

이 간접적으로 투영되고, 그것은 곧 아이의 욕망으로 전이된다.

4) ‘잠실’

키자니아는 자신이 보유한 시설 뿐 아니라 그 지리적 위치에 의해

서도 특유한 환몽성이 발현된다. 이 항에서는 특별히 키자니아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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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재한 ‘잠실’과 결부되며 나타나는 이 새로운 의미를 문화지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래 잠실은 뚝섬과 연결된 일종의 섬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송파로 육속화(육지화)된 이후 대규모 아파

트단지가 들어서며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장두식, 2000: 75). 이

후 잠실에 1989년 총면적 약 13만㎡에 이르는 거대한 ‘롯데월드’ 콤플

렉스가 들어서면서, 잠실에는 소비와 유희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덧붙

여지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 최대25)의 실내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

벤쳐’는 가족들의 야유 공간이자 학생들의 소풍 장소, 연인들의 데이

트 공간으로 자리잡았고, 사람들은 잠실을 ‘놀거리’와 ‘팔거리’가 가득

한 도시 속 또 하나의 도시, ‘환상의 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Ibid.:

77-78). ‘잠실에 간다’는 말은 곧 ‘롯데월드’에 간다는 말과 동의어나

다름없었다. 1989년부터 제2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한 최근에 이르기까

지, ‘롯데’라는 거대 자본은 이렇듯 잠실을 환몽적 유희문화와 소비의

욕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앞서 소개하였듯, 키자니아는 롯데월드 건물 내 과거 수영장이 있

던 부지에 건설되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키자니아에 방문한 이들은

동선상 ‘롯데월드 어드벤쳐’를 지나치며 그곳의 흥분된 분위기에 전염

된다. 많은 이들에게 키자니아는 ‘롯데월드’에 딸린 또 하나의 ‘테마파

크’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롯데월드 어드벤쳐’는 키자니아

의 환상성과 유희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롯데월드를 가면서 키자니아를 자연스럽게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

이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보는 순간부터 (아, 그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 솔직히, 이게 그

런 느낌인 것 같아요. 롯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냥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를 하나 더 만들었구나.

(1-01)

25) 개장 당시의 롯데월드는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

재되기도 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는 두바이에 위치한 ‘IMG Worlds of

Advent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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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키자니아 서울’의 설립과 운영은 롯데가 아닌 공영

방송사인 ‘MBC’의 자회사 ‘MBC PLAYBE’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

실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키자니아 서울의 운영권이 MBC에 있다

는 사실을 아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키자니아가 당연히 ‘롯데

것’이라 생각하던 부모들은, 이 ‘숨겨진 사실’을 알고 적잖게 놀란다.

키자니아 서울이 공영방송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은 특히 파트너사

들에게 키자니아의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지만(키자니아

코리아, 2020: 8), 실제 고객들에게는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키자니아는 MBC가 아닌 ‘키자니아’

브랜드 그 자체의 상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키자

니아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효과, 그리고 ‘롯데월드’와 ‘잠실’이라는 상

징적 근접성은 키자니아의 환상적 공간감을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

4. 키자니아의 목표와 전략

Ⅱ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키자니아가 어떤 담론, 사물, 사건, 기술들

을 포획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떠한 목표와 전략에 따라 배치, 작동하는

지를 비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만약 키자니아를 ‘꿈-장치’로 보려 한

다면, 우리는 아감벤(2010)의 설명처럼 키자니아가 방문객들의 행동과

인식을 포획, 지도, 제어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종의 ‘꿈’을 꾸고 이

를 전유하는 주체로 호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26). 여기에서

제시하는 키자니아의 속성은 키자니아가 표방하는 목표나 사람들이 키

자니아에 부여한 도상과는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절에서

26) 본 장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반대로 키자니아는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형성,

공유되는 ‘꿈’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이자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키자니아는 사

람(부모와 자녀)들의 꿈에 의해 만들어진 동시에 그들에게 꿈을 전하는, 다시 말해 꿈

이 상호적으로 형성되고 공유되는 장이다. 이러한 키자니아의 등장을 가능케 한 요인,

즉 사람들의 ‘마음’의 형상은 Ⅲ, Ⅳ장을 통해 더 자세히 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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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키자니아라는 ‘꿈-장치’가 은밀하게 감춰져 왔던 작동 원리와 전략을

드러내고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키자니아의 행위자’들의 꿈의 형성, 실

천과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1) ‘직업=꿈’ 도식의 전개와 심화

덴마크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보다 ‘자신이 좋아하

고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

는 물론이고 처음 만난 어른도 스스럼없이 커서 뭐가 될 거냐고 어린이

에게 물어본다. 두 나라의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다(키자니아코리아, 2020: 23).

키자니아 서울 개장 10주년을 기념하며 출간된『놀이가 꿈이 되

다, 키자니아』의 첫 장은 한국과 덴마크 간의 직업 인식 차이를 비

교하며 시작한다. 하지만 오묘한 기시감을 자아내는 이 이야기는 의외

로 ‘아이가 직업이 아닌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인

결말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키자니아는 꿈과 직업은 구분되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쓸모’를 꿈꾸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맺는다.

당장 꿈이 없더라도 아이가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찾아내

는 것, 거기에서 가치를 찾고 그것이 이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꿈

의 방향이다(Ibid.: 27).

키자니아는 위의 글을 통해 꿈과 직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결부시

킬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책에서는 직

업의 전통적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의 실현이며, 사회적 차원

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이라는 설명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키자니아는 ‘직업=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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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명제를 부정하는 대신, 이 식에 몇 가지 변수를 투입하고 이를

계산을 통해 풀어내야 하는 일종의 방정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친절하게도 키자니아는 ‘직업=꿈’의 도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항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놀이’다. 키자니아에는

놀이로 구현된 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아이에게 쉽고 재미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키자니아가 부모들에

게 반복적으로 어필하는 자신들의 장점이다. 많은 부모는 이러한 키

자니아의 제안에 동의하며 아이와 함께 키자니아를 찾는다.

하지만 아직도 키자니아의 효용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부모들을 위

해, 키자니아는 자신들의 방정식을 더 구체화한다. 키자니아의 교육국장

이기도 한 영국의 교육학자 Ger Graus 박사는 “아이들은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꿈꾸고 열망할 수 있다27)”고 여러 차례 단언한다. 그의

코멘트는 키자니아가 자신들의 교육적 효과를 설파하는 자료들에도 반

복해서 인용된다. 아이의 꿈은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의 범위 내

에서만 상상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부모로 하여금 반드시 아이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요구로 이어진다. ‘꿈

(=직업)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꿈을 열망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부

모들의 열정적인 체험교육에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추동한다. 이

렇게 키자니아는, ‘직업=꿈’의 도식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적절히 변환

함으로써 부모의 욕망, 혹은 불안을 날카롭게 건드린다.

문제는, 이 [직업 → 놀이 → 꿈]의 도식에서 직업을 꿈꾸도록 하는

조작적 활동인 놀이는 명백히 직업의 수행적 측면, 즉 노동 행위를 재

현해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직업을 놀이로 체험하며 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삼단 논법에는 ‘노동’이라는 변수가 추가된다. 만약 Graus의 주

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은 직업을 놀이(=노동의 퍼포먼스)

으로써 경험하였기에 직업에 대한 심상이 곧 노동의 형상으로 상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직업이란 곧 그러한 일을 행위하는 것’이라는,

27) “Exploration as education”. Travel Weekly. 2018. https://content.yudu.com/

web/28qwf/0A2cmtz/GBIFeb18/html/index.html?page=12&origin=reader (2020. 5.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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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노동의 등치가 키자니아의 체험 가운데 전제된다.

여기에서 키자니아의 역설이 드러난다. 놀이의 여러 정의들은 공통

적으로 놀이란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이며, 자신의 의지로 시작과 끝

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카이와, 2018: 29).

그러나 노동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키자니아의 체험은 놀이를 ‘꿈’, 다

시 말해 ‘장래희망’을 획득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노

동으로 재구성했다. 때때로 키자니아 체험을 통해 아이가 특정 직업활

동에 흥미나 적성을 보일 때, 그 대상은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할 목표

로 새롭게 설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키자니아의 직업체험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이기보다 ‘꿈’이라는 마땅히 담지되어야만 하는

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적 과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2) 백화점과 아이의 위태로운 자유

전 세계의 모든 키자니아 지점에는 반드시 은행과 백화점이 입점

한다(키자니아코리아, 2020: 158). 은행과 백화점은 직업체험시설로 활

용되는 동시에, 저축과 소비라는 경제적 활동의 교육 공간으로 기능

한다(최성금, 2011: 31). 그 중에서도 백화점은 아이들에게 소비의 즐

거움을 일깨워 다른 직업체험에 더 열의를 갖고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백화점은 때로 키자니아에서 아이에게

부여되었던 자유의 환수가 시도되는 장소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 항

에서는 백화점 사례를 통해 ‘어린이들의 도시’를 표방하는 키자니아에

서 실제로는 아이의 자유가 어떻게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비판적 시각에서 들여다본다.

평소 백화점은 점원 교육과 체험이 이뤄지는 일반적인 체험시설로

운영된다. 하지만 키자니아 운영 종료 2시간 전부터 백화점 직원들은

큐라인을 세우고, 카운터 위에 지폐 개수기를 설치하며 곧이어 밀려

들 손님들을 맞이할 채비로 분주해진다. 잠시 후 체험 마감시간이 임

박하자, 하루종일 땀 흘려 모은 키조를 손에 쥔 아이와 부모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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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 기대를 안고 하나둘 백화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18:25 백화점에 긴 줄이 늘어섬. 입구에는 입장을 관리하는 직원

을 배치. 마이크를 들고 현장 통제. “백화점 입장은 이쪽으

로 서주세요.”

18:43 본격적인 입장 시작. 엄마들은 대기선 옆에서 돈 세주고,

가진 금액과 살 수 있는 물건 알려주기. “엄마는 못 들어

가서 답답”

19:05 백화점 앞이 인산인해를 이룸. 돈 세는 어른들.

“내일 사자, 오늘은 늦었어”

“너가 158(키조)가 있어. 158 중에서 사고 싶은 거 골라.”

운영 종료한 체험시설 직원들이 백화점 운영 지원.

“아까 골라준 거 주세요.” - 부모가 직원에게.

입구 앞에서 아이가 가진 돈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는 직원.

“백화점은 50키조 이상 있어야 입장해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19:20 백화점 앞 혼잡도 최대. 한 아이가 울기 시작.

엄마가 안에 있는 아이를 소리쳐 부름. “너가 사고 싶은 거 사.”

직원의 의상 단추에 머리카락이 걸린 아이가 소리를 지름.

신경질적인 두 부부의 대화.

직원이 보호자에게 물건을 보여주며 뭘 사게 할지 고르도록 함.

물건을 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하는 아이.

(필드노트 5회차(19. 11. 15) 중 백화점 관련 내용 발췌)

자신이 가진 키조로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의

기대는 때때로 백화점에서 좌절되곤 한다. 서동수(2018: 260-1)는 아

이들이 백화점에서 완벽하게 ‘소비’를 수행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아이

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간과한 주장이다. 사실 백화점의 소

비 체험은, 최대한으로 분절된 상품에 대한 기호(preference/sign)적 소

비(보드리야르, 1999; 박대진, 2003) 행태이기보다는 매우 한정적인 조

건에 대한 택일에 가깝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보유한 재화와 제시된

상품의 한도 내에서 새로운 욕망을 ‘재구성’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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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욕망의 선택과 자기합리화의 전략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물

건을 구매하고서도 소비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얼떨떨한 표

정을 지으며 키자니아를 나서기도 한다.

[그림 12·13] 백화점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가격표

한편, 부모 또한 백화점에 늘어선 대기줄과 상상 이상으로 비싼

가격표를 마주하며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소비의

전문가답게 아이의 선택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적어도 백

화점에서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수퍼바이저’로서 아이들의 체험을 이

끈다. 그래서 키자니아의 백화점 체험에는 ‘매뉴얼’이 필요 없다(서동

수, 2018: 260). 부모는 자연스럽게 키조를 세고, 가격표를 확인하고,

지금 물건을 구매할지, 아니면 다음 방문을 위해 오늘의 소비를 유예

할지를 결정하도록 제안한다. 어떤 부모는 아이의 선택에 대한 가부

를 판단하거나, 나아가 무엇을 살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기도 한다. 이

제까지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던 부모는 백화점에 이르러 체

험활동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특히 구매 선택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감독자(supervisor)가 되고자 한다.

아, 밖에서 이제 쇼윈도에 키조 얼마에 물건이 얼마다 이래서, 이 돈은 이걸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이 아이한테는 이걸 알려주고 다른 아이한테는 너

는 그럼 이 정도 살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더 좋

은 걸 말하잖아요. 어 그건 안 돼,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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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난감 구매의 전 과정을 아이에게 일임하는 부모도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혼자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에 ‘불

안을 느낀다’. 이 불안함은 백화점의 혼잡한 분위기, 임박한 퇴장시간,

아이의 부족한 계산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된다. 때로 아이

를 백화점에 혼자 들여보내는 것이 불안한 부모들은 체험시설 입장

불가라는 제약을 망각하고 아이와 함께 백화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

하기도 한다. 그런 부모를 위해 직원은 아이가 살 수 있는 장난감을

부모에게 직접 보여주며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처럼 부모가 아

이에 대해 불안을 느낄 때, 부모는 아이에게 보장하였던 자유를 환수

하고자 시도한다. 이때 아이의 자유는 사실 키자니아와 부모에 의해

언제든 제어되고 몰수될 수 있는 임시적인 권한으로 약화될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키자니아에서 정교하게 제어되던 부모-아이 사이의 불

평등한 권력관계는 백화점에서 극적으로 폭로된다.

3) 시뮬레이션된 위험과 회복탄력성

직업흥미와 경제관념에 대한 키자니아의 교육적 효과는 기존의 연

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키자니아는 그 내부에

구현된 독특한 환경과 시스템을 통해 내면적 차원의 인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그것은 위험과 안전에 관한 인식, 구

체적으로 ‘안전장치’의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위험관리 테크놀로지

를 체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소방서는 키자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시설이다.28) 소방서

28) 소방관 체험에 관한 선호는 남아에게서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

적으로 유아기의 성 역할과 고정관념의 차별적 인식은 만 2.5-3.5세에서부터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곽금주, 2016: 289), 키자니아에 방문하는 아동들은 대부

분 일정 정도의 성 역할 인식 및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아동의

성 역할과 고정관념의 발달에 대한 논의는 Gelman, Taylor & Nguyen(2004), 정유

리·권귀염(2017)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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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는 언제나 체험을 기다리는 아이와 어른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30분마다 한 번씩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꼬마 소방관들의 모습은 키

자니아의 상징과도 같다.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무려 절반 이상의

면접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소방과 관련한 발언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방체험이 이토록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거기가, 삐뽀삐뽀 거리면서 제일 시끄럽게, 막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소방차, 구급차 두 대.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막 저거

타고 싶은 거예요.

(1-14)

우리는 키자니아의 소방체험 시설이 인기를 끄는 두 가지 이유로

체험의 역동적 구성,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부여되는 영

웅적 서사의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본격적인 소방관 체험은 아이들

이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에 탑승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소방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키자니아 둘레의 도로를 따라 화재현장으로 이동한

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소방대장의 신호에 맞춰 물대포를 이

용해 소화를 시행한다. 이렇게 길가에서만 보던 소방차를 직접 탑승

해 보고, 소화수를 발사해 긴박한 화재 상황을 해결해내는 과정은 아

이들에게 다른 체험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현실감과 흥분을

느끼게 하며 뿌듯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의 모습

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며 아이들에게 바람직

하고 선망할 만한 대상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29).

소방서를 위시한 치안기관들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현실의 위험 혹

29)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살펴보면, 꼬마버스 타요

(2009), 변신자동차 또봇(2010), 로보카 폴리(2011), 헬로 카봇(2014), 터닝메카드

(2014), 다이노코어(2016) 등 유난히 ‘차량’을 주요 등장인물로 설정한 작품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들에는 대부분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특수목적 차량 캐

릭터가 등장하며, 이들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아이들의 친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

직업을 희망하도록 유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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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악에 대응하는 ‘선한’ 집단으로 인식되곤 한다. 사실 소방, 경찰, 군

대와 같은 치안 유지 기구(apparatus)들은 국가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

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키자니아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국

가 기능이 매우 세련된 형태로 구현된 공간이다. 소방서, 경찰서, 법원

등 국가권력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직업과 기구들은 키자니아의 중요

한 체험시설로 재현되어 있다. 심지어, 키자니아 서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수부대 훈련소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키자니

아의 통치술은 첫 번째로 국가의 ‘내치’의 차원을 물상적, 미적으로 재

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푸코, 2011: 421-448).

[그림 14·15] 소방서와 화재현장(호텔) 전경

한편, 키자니아의 안전장치적 기능은 더욱 내밀한 차원에서 발견되

기도 한다. 그것은 푸코가 법, 규율과 함께 제시한 권력의 매커니즘을

이루는 안전매커니즘(Ibid.: 27)과 관련한 특징이다.

다시 키자니아의 화재현장을 살펴보자. 전 세계의 모든 키자니아에

서 화재는 플라밍고30)(flamingo) 호텔이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발생한

다. 이 호텔에서는 정확히 매 30분마다 화재가 ‘연출’되며, 화재가 발생

하면 어김없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연출된 화재는 이내 ‘진압된다’.

화재진압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불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발

생하고, 똑같이 소화된다. 이렇듯 키자니아에서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30) 이 호텔들의 간판을 유심히 살피면 ‘flamingo’의 마지막 스펠링인 ‘o’ 부분이 그을

린 듯 연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철자 ‘o’를 제외한 호텔의 이름은 ‘flaming hotel’,

말 그대로 ‘불타는 호텔’을 표상한다(키자니아코리아, 202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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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통제된다. 키자니아의

화재는 이를테면 ‘시뮬레이션된 위험’이다(보드리야르, 2005). 이 현장

은 열기와 유독가스, 유리조각과 같이 실제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제거된 위험의 기호(sign)들로 재현되었다. 아이들은 스피

커에서 재생되는 화재현장의 소음을 들으며, 붉은 조명이 번쩍이는 호

텔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다. 화재를 안전히 제압한 꼬마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안전 최고’라고 외친다. 이렇듯 키자니아라는 위

험의 스펙터클은 위험의 실체적 유해성이 억제된 ‘안전한 위험’을 제공

함으로서 외부에 위험에 대한 ‘면역성’을 형성하는 또 다른 기능을 수

행한다(Esposito, 2010; 김성도, 2017: 90-94에서 재인용).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통치 레짐에서 위험은 제거되거나 통제

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고, 계획되며, 정상화(normalisation)된다(조연

화, 2020: 31). 키자니아는 이 제거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매우 매력적

인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위험, 정확히는 위험의 기호에 대한 ‘회

복탄력성31)(resilience)’이다(김석호 외, 2017). 즉,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체념하지 않고 그것을 의연히 받아들이며, 나아가 이를 극복하

고자 하는 정신적인 ‘면역력’(Rutter, 1987)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키자

니아의 숨겨진 기능이다. 위험은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체

화된 아이들에게는 더이상 사이렌 소리가 놀라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사이렌 소리는 ‘소방관’이라는 영웅이

등장해 화재를 진압할 것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가 된다. 나아가,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위험에 맞서 싸울 ‘영웅’을 꿈꾸기도 한다. 이 과정에

서 아이의 ‘회복탄력성’은 그가 앞으로 꿈의 형성과 실천 과정에서 겪

게 될 다양한 역경을 이겨낼 자원이자 능력으로 이해된다. 결국, 키자

니아의 위험관리 테크놀로지란 ‘꿈-자본’의 일부를 이루는 ‘회복탄력성’,

즉 개인화된 위험에의 저항력을 함양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된다.

31)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을 ‘역경, 위험과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려

는 역동적 과정이자 능력’(Brooks & Goldstein, 2013)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회복탄력

성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이론적 개념에 관한 정리는 기경희·김광수(2018)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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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이: 꿈의 물화와 경화

이 장에서는 아이가 키자니아 방문과 그 이후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어

떤 형태의 꿈을 주조하게 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아이들은

세계를 모방하고 놀이하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나간다(위니캇, 1997). 우

리는 그 세계 형성의 도구가 바로 ‘꿈’임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아이의 꿈

은 ‘장래희망’이라는 형태로 굳어지면서 그 상상과 유희의 역능이 상실되

고, 대신 개발과 지도의 대상으로 포섭된다. 본 장의 1절에서는 먼저 키

자니아에서 아이들이 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의 목록을 제시

하고, 이 중 ‘친구’와 ‘엄마’라는 두 관계적 요인의 작용 과정을 키자니아

내부에서 관찰할 것이다. 이어서 2절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물화’

와 ‘경화’라는 과정을 통해 양식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논

증할 것이다. 마지막 3절에서는 ‘직업체험교육’의 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키자니아의 위상을 해석하고, 아이들의 ‘장래희망’의 구성적 특징을 살핀

뒤, 아이가 꿈의 선택과 실천 과정에서 마주하는 부모와의 교섭 상황과

그 순간 드러나는 ‘공부’의 다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아이의 꿈 형성 요인과 실례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나이는 대체로 만 2세 정도이지만, 꿈

의 길이와 내용의 복잡도가 성인과 유사하게 발달하는 것은 만 5세

이후라고 한다(Foulkes, 1990). 이는 아이의 정보기억력, 그리고 기억

의 조합, 변형을 위한 논리 및 추론 능력의 발달이 의미 있는 꿈꾸기

의 조건임을 암시한다. 특히, 꿈의 구성에 있어 모방의 대상(모델)은

필수적이며, 이것은 자신의 주변에서 마주하는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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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과 환경을 ‘타자’로써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아이가 꿈꾸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며, 아이들의 꿈을 형성하도록 조력하는 이들은 누구인지를 키

자니아를 중심으로 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물론 이 절에서 제시한 요

인들이 아이의 꿈을 추동하고 형성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키자니아 관찰과 아이와의 면접을 통

해 얻은 연구자료에서 발견되는 현상과 담론 가운데 포착된 것들을

사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꿈이 우

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

는 구체적 구성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1) 꿈 형성의 요인

우리는 아이가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전유하며 자신의 꿈을 형성하

고 발달시킬 것이라는 사유를 논의한 바 있다. 즉, 아이는 ‘자신의 세

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장치를 활용해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전제를 확장하여 꿈의 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의 목록과 그 관계를 제안할 수 있다. 앞서 요약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자원, 그리고 키자니아 조사를 통해 추출한 아이의 꿈 형성 요인은 다

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4] 아이의 꿈 형성 요인과 예시

아이의 꿈 형성 요인은 크게 내적, 관계적, 문화적 요인이라는 세

1차요인 2차요인 작용 방식 예 시

내적 기질 요인 해석, 조직화, 구성 성격, 성향, 성별, 재능, 지능

관계적
가족 요인 상속, 조정, 주입 (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또래 요인 공유, 모방 친구, 또래 집단

문화적
교육 요인 제안, 표준화, 평가

유치원, 학교, 학원, 과외,

교육제도, 선생님

환경 요인 인식, 대상화 대중매체, 인터넷,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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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내적 요인은 아이의 내면적인

기질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생득적으로 보유하며 생애 과정에서

개발되어지는 특성을 말한다(곽금주, 2016: 340). 주지하듯, 아이는 자

신이 세상과 관계맺기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적 지식을 조작하여

꿈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체화한 성격, 성향, 인식

구조 등에 기반해 꿈을 만들어갈 것이다. 물론 아이의 내적 기질이

온전히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 아이의 성격,

정서와 같은 기질들은 뒤이어 살펴볼 다양한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

되는 일종의 중간요인이자 ‘에토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일정하게 형성된 아이의 기질은 이후 그가 꿈

을 조형하는 최종적 관문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두 번째로, 관계적 요인은 아이가 가장 가깝게 인적 교류를 맺는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가족과 또래 등의 인물이 포함된다. 아이가 꿈

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족과 또래 집단의 압력, 지지, 유혹과 같

은 작용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32). 또한, 아이는 자신와 양육

관계로 얽혀있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자본 형태로 가공

된) 꿈의 질료를 얻고, 이를 기억의 형식으로 저장하게 될 것이다. 물

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가족과 친구들 또한 이 ‘아이’의 존재와 관계

에 의해 자신들의 꿈을 (재)조직하는 꿈의 행위자들이다. 한 아이의

친구 또한 누군가에 의해 양육되는 아이이며, 그 아이를 기르는 가족

(부모)은 아이를 통해 양육과 교육의 장에 접속되어 다른 이들과 관

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꿈 형성과 관련된 마지막 요인은 아이의 삶을 둘러싼 다양

한 문화적 요인으로서, 여기에는 교육과 환경 요인이 포함된다. 교육

요인은 아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시작으로 교육제도에 진입하며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들을 말한다. 교육적 요인의 차원에서, 아이는

사회의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향유하도록 제안되는 꿈과 미래상을

32)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a)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15.3%는

자신의 희망 직업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부모님(36%)과 대

중매체(32.1%), 웹사이트·SNS(27.2%)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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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다. 이러한 교육 요인에는 누리과정이나 국가교육과정과 같은

교육제도, 개별 교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 한 교육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세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키

자니아 또한 교육적 목적과 기능을 지닌 시설이자 공간으로서 이 교

육 요인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 요인은 아이

가 자신의 꿈을 인식, 혹은 대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직·간접적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

한 사회적, 공간적, 문화적 장치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이의 가

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소위 ‘학군’으로 대표되는 교육문화적 위치성에

의해 교육의 질이나 또래집단의 구성 등의 조건을 결정하는 기반으로

이해된다. 한편, 아이는 TV, 스마트폰 등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를 자

신의 희망 진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

이 문화적 요인은 꿈 형성 과정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자 맥락으로

서 꿈의 행위자에게 받아들여지며, 동시에 꿈을 담지한 행위자들에

의해 역사적, 제도적, 실체적인 변형이 이뤄지기도 한다.

2) 키자니아 경험과 꿈의 조력자

본 절에서는 위에서 간략하게 제안한 꿈 형성의 요인 중 키자니아

에서 가장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계적 요인의 두 사례인 친구와

부모를 중심으로 그들의 조력적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친구와 엄마는 키자니아라는

‘꿈-장치’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적, 행위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아이가

꿈을 발견하고 개발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

인다. 하지만, 때로 이들은 키자니아라는 ‘꿈-장치’에 깃든 포섭적 ‘아우

라’에 균열을 내거나 파훼시키며 아이가 키자니아의 통치전략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한다.

(1) 친구: 가장 가까운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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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또래 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며 다양한 관

점에서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곽금주, 2016:

429). 특히,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심과 같은

친사회성을 발달시킨다(현미자·김영희, 2013). 여기서 모방은 아이들이

새로운 의미와 개념, 그리고 형식을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학습 방식

으로 부상한다. 걸음마를 배우고, 언어를 익히는 과정은 모두 타인의

행동과 발화를 모방하는 시도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아이의 교육

기능 중 상당 부분이 가정에서 영·유아 교육시설로 이관된 최근에 이

르러서는, 아이가 가지는 모방 모델(model)도 부모라는 일원적 대상

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 등으로 다변화되었을 것이다.

키자니아와 관련한 아이의 또래 참조는 그 장소를 인지하고 욕망

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많은 아이는 키자니아를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구에게서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가 키자니아를 다녀온 후 전하는 경험담을 듣고 아이들

은 자신도 모르게 키자니아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다.

아이들끼리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친구, 그러니까 어느 아이는 키자니

아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치원에서 친구가 '야, 나 어제 여기 갔는데

운전도 했고 면허 땄다' 그렇게 하면 되게 부러워지잖아요.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다만, 친구가 운전하는데 운전면허증을 땄어. 나 어제 뭐 체험했다,

직접 빵 만들었다, 하면은 그런 친구가 자랑하는 걸 통해서 환상을 접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래들끼리 그 정보에 의한 환상인 것 같아요.

(1-12)

대부분의 아이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키자니아에 가고 싶어한

다. 키자니아에서 친구와 함께 체험시설에 들어간 아이를 기다리며 대

화를 나누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낯설지 않다. 이렇게 친구들

과 키자니아를 찾은 아이들은 부모들과 있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험 직업 선택에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고자 했다. 친구와 함께 키자

니아를 찾은 아이들은 혼자 온 아이들에 비해 각자가 체험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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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비교적 능동적으로 협상하고 조정하며 선택해나갔다.

아이의 또래 참조적 성향은 단체 방문객 비율이 높은 평일 오전의

키자니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단체로 키자니아를 찾은 초등

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보통 2-6명 사이의 무리를

이루어 자유로이 키자니아를 누비며 원하는 체험을 서로 협의해 참여

했다. 성인 보호자의 개입 없이 단짝과 함께 키자니아를 다니는 아이

들에게 체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함께 다니는

다른 친구의 의향과 동의였다. 이와 관련해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은,

단체방문객이 많은 평일 오전 시간에는 다른 운영시간대와 비교했을

때 식음료 체험시설의 인기도가 비교적 더 높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부모 등 성인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무형적 가치를 추구

하는 직업 경험보다 맛있는 음식을 얻고자 하는 현재의 욕구에 더 우

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래에 대한 상호 모방과 욕망의 성격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장면

은 아이들이 키조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다. 체험을 기다리거나 이동

하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은 서로가 가진 키조를 빼앗아 달아

나는 장난을 치곤 했다. 물론 이것이 정말 다른 친구의 키조를 빼앗

으려는 진지한 행동은 아니겠지만, 친구의 ‘키조 빼앗기’ 시도는 아이

에게 키조를 더 아끼고 소중히 보관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서로가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 벌어들인

키조를 ‘마치 실제 돈처럼’ 부채꼴로 펼쳐 금액을 계산하며 서로의 자

산을 비교하기도 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활동을 함께 한 친구들은

서로 가진 키조의 양도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한 아이가 더 많

은 키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더 적은 키조를 소유한 아이는 부러움,

실망, 때로는 시기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이는 장난스러워야 할

키조 놀이에 진지함이 깃든 감정이 들어서게 하고, 결국 두 아이의

‘장난’은 ‘싸움’이라는 파국적 결말로 이어질 개연성을 제공한다.

이와 상반된 측면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모습은, 백화점

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때로 아이들 사이에 매우 무조건적이



- 60 -

고 자발적인 증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살

키조가 모자라 낙심하고 있을 때, 다른 아이가 자신에게 남는 키조를

흔쾌히 전해주는 장면이 종종 나타났다.

그런데 가진 돈과 살 수 있는 것은 달라가지고 아이가 그런 부분을 조금

슬퍼했어요. 첫째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키조가 많이 필요했고

(더 비싼 거여서) 네. 그래서 첫째가 결과적으로 제일 최저 금액을 사고, 남

은 돈 친구 조금 주고, 그래도 좀 남은 건 아껴놨다가 다음에 갈 때 쓰겠다

고, 지금 집에 있어요.

(1-11)

위의 아이는 친구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키조

를 양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른의 제안이라는

개입이 있기도 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

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키조를 모두 소진하기보다 친구와 나누며

구매의 만족감을 공유하고자 했다. 이렇듯 재화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또래 친구, 그리고 그들의 행복과 만족은

장난감이라는 재화에 비해 더 큰 가치를 지닌 욕망의 대상이 된다.

(2) 엄마: 기대를 뭉근히 전수하기

엄마는 다른 또래 엄마나 자신의 아이, TV광고 등을 통해 키자니아를

접한다. 아이와 함께 키자니아를 방문하기로 결심한 엄마는 가장 먼저 인

터넷을 통해 키자니아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한다. 마음 한 켠에

는 단지 놀이공원에 놀러갈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아이

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엄마들은 키자니아 방문 전 더 많은 정

보를 얻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완벽한 준비와

함께 키자니아에 도착한 엄마는, 생각보다 더 넓은 내부와 북적이는 인파

를 마주하며 적잖은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엄마는 키자니아의 생경함에 그저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 없

다. 엄마는 인터넷으로 찾았던 정보를 떠올리며, 한 손에는 현장에서 챙

겨둔 팜플렛 지도를, 다른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장 먼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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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계획했던 직업체험시설을 찾아 달려간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는

첫 직업체험을 시작하고, 엄마는 그제야 잠깐 한숨을 돌린다. 하지만 엄

마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이가 체험에는 잘 참여하는지, 다음

체험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엄마의 눈은 쉴틈없이 키자니아 곳곳을 날카

롭게 훑는다. 키자니아 시설 주변에는 어른들이 앉아 쉴 공간이 거의 없

다. 부모를 위한 라운지와 카페가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아이를 혼자 두

고 휴식을 취하는 부모는 매우 드물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는 점점 지

치지만, 열정적으로 아이를 케어하며 가르치는 다른 엄마들의 모습을 보

며 엄마는 다시금 없는 힘을 쥐어짜낸다. 그렇게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직업을 체험하도록 한 엄마는 오늘도 ‘엄마노릇’에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

며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비록 ‘가성비’를 따지자면 조금 아깝기

도 하고, 여러 번 가기에는 비싼 입장료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무언가 교육적인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에 엄마는 언

젠가 다시 키자니아를 방문해보리라 마음 먹는다.

여러 엄마의 응답을 재구성한 위의 ‘키자니아 방문 이야기’는 사실

상 수많은 엄마들이 육아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일상적인 경험이 특별

한 하루의 경험으로 변주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엄마들은 자신이

육아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략적 노동(벡-게른스하임, 2000)을 키자니

아에서 재현한다33).

그렇다면 키자니아 방문 시간 가운데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기대를 아이에게 전달하려는 것일까? 한 가지 사실은, 엄마의 기대 전

수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적

어도 키자니아에서 엄마는 자신의 생각을 아이에게 직접 전하고자 하지

않는다. 대신, 부모의 강요가 아이의 창의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요즘

엄마’들은 대체로 직업체험의 선택권을 아이에게 맡기고자 한다.

부모(1-14, 1-17)와 함께 키자니아를 찾은 한 아이(2-07)의 예를 살

펴보자. 이 아이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불과 2주 전에 키자니아를 방문

해 그 경험을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이 키자니아 두 번

33) 이 육아 테크놀로지의 전모와 이를 추동하는 부모의 ‘마음의 레짐’(김홍중, 2014:

185)에 관한 논의는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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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방문이었던 아이는 입장 직후 혼자 지도를 보며 5분 정도를 숙고한

끝에 환경복지센터(친환경에너지연구소)를 첫 체험 시설로 선택했다.

그리고 뒤이어 CSI 과학수사대와 철강센터(철강 신소재 연구소), 난민

구조센터, 동물복지센터, 소방서 체험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아이와 처

음 키자니아에 방문한 부모는, 아이가 선택한 직업체험의 목록을 보며

키자니아에서 아이의 새로운 성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뛰지 않고 일단 지도를 봐요. 그래

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 골라서, 그거 위주로 다녔어요. (…) (그걸 고

르는 기준이 뭐였다고 보세요?) 어, 글쎄요. 저도 그걸 기준까지는 잘 모

르겠고, 의외로 그거를 골라놓고 나니까, 아 이 아이 성향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겠더라구요 오히려. (…)

(1-14)

엄마(1-14)는 아이가 혼자 진득히 앉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키자니아에 가기 전 집에 있는 과학

만화책을 재미있게 읽었었다며 아마도 이러한 경험이 아이가 친환경

에너지연구소와 같은 직업들을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이처럼 체험 선택에 자유가 보장된 아이는 직업에 대해 자신이 느끼

는 재미나 흥미,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쌓은 여러 지식과

경험에 따라 어떤 직업을 체험할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

듯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관여가 일정 수준에서 통제되었을 때, ‘아이

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직업의 탐색’이라는 키자니아의 표면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처럼 아이에게 자유를 완전히 양도하는 것

은 아니었다. 적지 않은 부모는 직업체험의 선택 과정에서 제안, 거

부,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관철

하고자 했다. 우리는 앞서 백화점 사례를 통해 부모와 아이 사이에

놓인 권력적 긴장의 전말을 살펴본 바 있다. 백화점에서는 ‘불안’이

부모의 개입을 추동하였다면, 직업체험의 결정에 있어서는 ‘기대’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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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걸 체험

할지 결정은 누가 했었었나요?) 애(2-04)가 한 것 같아요, 거의. 아 근데,

제가 유도는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거 해볼래?’ 뭐 이렇

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권유를 하시고, 그러면 아이가 결정을 하

고 좋다 싫다 이렇게요) 네네. 싫다 그러면 안 했었어요. 방송국을 갔었는

데, 저는 그걸 해보길 원했는데 아이가 싫다고 하기도 했어요. (…) 저는,

아나운서를 시켜보고 싶었어요. (아나운서요) 네, 말을 전달하는 그 직업

도, 정확한 발음과 그리고 그 끊어읽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제가, 아나운서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꼭 시켜

보고. 그런데 그 때는 못 했어요.

(1-11)

위의 연구참여자는 체험의 최종 결정권을 아이에게 주는 듯 했지

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의 조건을 편집해 제공하며 아

이의 선택을 유도했다. 이 조건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품었던 ‘아나운

서’라는 꿈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가 된 그

녀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이

가 아나운서를 대신 ‘체험’하는 모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아이의 거부로 그 기대를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는

아이가 자신의 꿈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 아이가 그 꿈을

품도록 요청함으로써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다.

위의 사례는 인터뷰를 통해 엄마의 기대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이지만, 엄마들은 자신이 가진 기대의 원형을 가급적 내비치지 않고자

했다. 실제로 현장의 엄마들은 끊임없이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이

나 평가를 아이에게 전하고자 했지만, 그 내용을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한 연구참여자는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의 미래

를 꿈꾸고 기대할 권리를 완전히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일단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지켜보려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 깊숙이에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모종의 기대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다. 이렇듯 수면 아래 감춰



- 64 -

두었던 엄마의 욕망은, 타인을 경유하여 발화될 때 새로운 모습으로

표현된다. ‘내가 원했던 기대’가 ‘남이 원할 것 같은 기대’로 번역될 때,

그 기대라는 이름의 욕망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 일단 저는, 저희 아이만 데려갔으면 저희 아이 위주로만 했을텐데,

다른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이게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체험을

했을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상 마트,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택배, 이런 체험들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결과물을

가져가면 엄마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그래서 치과(헛웃음)의사를 먼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치과의사를 갔

고, 그리고 패션쇼랑, 메이크업 하는 데를 갔고, 그리고 마트하고 택배,

(…) 처음에는 좀 엄마들이 좋아할 위주로 갔었구요, 나머지는 그래도 아

이들이 좋아하는 곳을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 군데는 엄마들이 좋

아할 곳, 세 군데는 아이가 좋아할 곳으로 갔어요.

(1-07)

위의 연구참여자는 유치원 아이들의 단체 방문에 보조자로 동행하

며 자신의 딸과 다른 두 여아를 인솔하는 역할을 맡았다. 키자니아에

가기 전 아이들에게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엄마는, 아이들

이 ‘마트’, ‘택배’와 같은 직업을 선호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이 직업들

은, 이를테면 ‘다른 엄마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을’ 직업들이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녀는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이 키자니아에서 체험을 시켰

으면 하는 직업들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그 답을 ‘치과의사’와 ‘패션

쇼’, ‘메이크업’으로 내린다. 그리고, ‘엄마들이 원할 것 같은 직업’과 ‘아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절반씩 협상해 아이들이 체험하도록 했다.

이처럼 위의 연구참여자가 다른 엄마의 생각을 빌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직업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치과의사와 패션쇼, 메이크

업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가질 만한, 혹은 체험할 만한’ 직업

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게 아이들의 희망과 자신의 욕망

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그녀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키자니아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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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지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면 했던 ‘마땅히 감

춰야 할 욕망’을 다른 엄마들을 빌어 은근히 드러내보이며, 엄마는 겸

연쩍은 ‘웃음’을 잠시 내비쳐 보였다.

2. 꿈 주조의 테크닉

이 절에서는 아이가 꿈의 한 구체적 형태인 ‘장래희망’을 주조해가

는 과정을 행위적, 실천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다소 허황해 보이며

비조직적인 꿈의 원형을 소유하던 아이들은, 키자니아 체험을 필두로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적은 수의 ‘단단한’ 형태로 제련해

나간다. 다시 말하면, 아이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꿈 형성의

압력에 반응하며 꿈을 객관적 형태로 ‘물화’(物化, reification)하고 이를

변치 않는 욕망의 대상으로 ‘경화’(硬化, solidization)한다.

1) 선택과 현실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표현되는 그들의 꿈은 풍부한 상상과 의

미로 가득 차 있다. 아이에게 꿈은 하나의 주권이자, 주권적 통치의

대상이다. 그곳은 아이의 영토다. 아이의 꿈은 형식과 논리의 구조에

의해 제한된 세상이 아니다. 아이의 꿈은 어른들에게는 엉뚱하고, 일

관되지 않고,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세계에서

는 그것이 통용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다고 여겨진

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성취 혹은 실현해야만 한다는 당위에서

자유롭다. 그것은 단지 의식 속에서 상상되고, 놀이되는 것만으로 아

이에게 재미를 준다.

저, 저는 거의, 한 육십 몇 개, 칠십 몇 개 정도 되요. (왜 그렇게 많아요

꿈이?)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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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2-02)

어른은 아이의 꿈을 해석해보려고 시도하지만, 이내 자신들의 제

한된 상상력에 한계를 느끼며 아이의 꿈을 재미있는 ‘순간의 환상’으

로 치부한다. 그렇게 어른은 자신의 아이가 아직 꿈이 없다고 간주하

곤 웃는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꿈이 없다고 말할 때는, 사실 아

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어 아직까지 하나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첫째는 체육교사, 둘째는 야구선수, 그러면 셋째는요?) 걘 자유로워요.

(아직은?) 네, 영혼이 너무 자유로워요. 노여움도 없구 [웃음], 자유로워요

얘는 그냥 뭐가 없어요. [웃음] 자유로워요.

(1-13)

하지만 어른의 세계에서 지향점이 없는 꿈은 부정적 의미의 ‘몽상’

으로 치부된다. 그리하여 아이의 꿈은 일정한 양식과 의미, 그리고 계

획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아이의 꿈을

가꾸어주어야 한다는 언명은, 그가 가진 ‘지저분한’ 꿈의 원형을 가지

치고 솎아내 ‘보암직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과도 같다. 이 과

정에서 아이의 꿈은 확장이 아닌 축소와 정형화의 방식으로 변형된

다. 다시 말하면, 아이의 꿈은 하나의 가시적인 목표이자, 그 실현을

위한 열망과 노력으로 상상, 실천될 수 있도록 형태화한다.

그렇다면 이 꿈의 축소는 키자니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키자

니아는 ‘아이의 자유’라는 현대 육아의 중요한 가치를 보장하는 공간

으로 간주된다. 적어도 키자니아의 표면에서는 아이의 자유로운 선택

이 직업(체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아

이는 키자니아에서 자신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흥미를 느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

지만 그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일정한 범위와 형식의 제약된 현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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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주어진 자유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바우만(Bauman)이 지적

한 대로 사전에 결정되고 제약된 하나의 선택 매커니즘과도 같다

(Davis & Bauman, 2008: 75). 선택의 제약 매커니즘은 선택 가능한

대상(agenda)들의 범위를 한정시키거나, 선호와 같은 개인의 결정 요

인(code)과 방식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소비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인

방식으로 제약되고 왜곡된다(Ibid.).

아이는 사실 1, 2, 3 선택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고르는데 이 선택지

는 일단 부모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식을 하는데, 아

니면 대화도 부모와 굉장히 많이 하니까 가치관이 스며들고, 제가 아까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낭비하면 나중에 더 원하는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반복하는 것 처럼, 애 사고에 흐름도 완전히 영향을

주는 거 같고(…)

(1-05)

위 연구참여자의 응답에서도 볼 수 있듯, 키자니아에서 이 선택의

제약 매커니즘은 일차적으로 부모(혹은 보호자)의 등장과 개입에 의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넓은 차원에서, 이 매커니즘은 ‘키

자니아’라는 공간 그 자체에 배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서,

키자니아의 직업이 때때로 회사 측의 판단에 의해 바뀌는 것은 키자

니아에게 부여된 선택의 우위를 확인하게 해 준다.

예를 들면, 소방관 체험 바로 옆에가 지금 무슨 1인방송인가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예전엔 거기가 외교관 체험하는 데였거든요. 지도상에도 거기

가 외교관 체험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소방관 체험을 우리 아들이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아빠랑 왔는데, 외교관 체험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스에

딱 물어봤더니, ‘아 거기는 별로 이제 인기가 없어서 없어지고 이걸로 바

뀌었다’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거의 울려고 할

정도로. 그거 너무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도 상에도 외교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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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그랬는데 가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도 결국은, 애들한테

인기 없는 체험관은 바뀌는구나.

(1-17)

실제로 2019년 12월까지 외교관 체험시설이 있던 자리에는 1인 방

송 PD를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위의 사례에서 스튜디

오 체험시설의 입점은 ‘1인 방송에 대한 직업적 관심의 증가’라는 사회

적 추세와 ‘기존 체험시설의 낮은 인기’라는 현실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렇듯 키자니아에서 체험의 ‘선택지’는 그 선택지를 제공하는 주체,

즉 회사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다. 물론 이러한 사측의 결정에는 한

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할 것이

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 기업과의 이해관계, 혹은 인기-비인기 직업의

구분 등의 이유로 인해 이뤄지는 체험시설의 변동은 아이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키자니아는 아이가 무한의 수준에서 향유되던 자신의 꿈의

원형을 몇 십 개로 축소된 선택지 안에서 선택해 이를 자신의 꿈으로

형상화하도록 추동하는 보이지 않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이러한 선

택의 제약 상황은 키자니아 뿐 아니라 가정, 학교, 놀이터, 마트 등 아

이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장소에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일련

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꿈은 계수되고 분류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

성 아래 통합된다. 즉, 무한의 가능성을 담지하던 아이의 꿈은, 이제

적절한 추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분석, 관리될 수 있는 몇 개의 직업이

라는 형식으로 축소된다.

2) 체험의 반복

키자니아를 처음 방문한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가지의 직

업을 마주하곤 그것들을 모두 체험하겠다는 당찬 희망을 품는다. 하

지만, 한 번의 방문으로 아이가 키자니아에 조성된 모든 직업을 체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키자니아를 정복하겠다는 아이의 원대한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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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간적, 경제적 이유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만다.

한편, 부모들은 제한된 방문 기회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원할 만한 직업을 미리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

이의 첫 번째 키자니아 방문은 보통 아이의 선택과 부모의 판단에 기

초해 최우선으로 선별된 직업에 맞춰 동선이 구성된다. 아이는 직업

체험을 통해 특정한 직업활동에 대한 선호와 재미를 자연스럽게 강화

한다. 부모 또한 직업에 대한 흥미 개발과 지식 습득의 효과에 만족

을 느끼고 조만간 키자니아를 또 한 번 방문하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두 번째 방문에 이르러 부모와 아이의 의향은 서로를 빗겨

나간다. 부모는 더 많은 직업을 경험하는 것이 키자니아의 효과를 극

대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아이에게 지난번에 선택하지 않았던 직

업을 체험하길 권한다. 하지만, 아이는 이전 방문에서 자신이 어떤 직

업을 자신에게 재미있고 만족스러워 했는지를 기억하고, 마치 테마파

크에서 가장 재미있게 느꼈던 놀이기구를 또 한 번 탑승하듯 자신에

게 익숙한 직업을 다시 선택해 체험하고자 한다. 그렇게 두 번째 방문

에서 반복적으로 체험된 직업은 때로 세 번째, 네 번째 방문에서도 계

속적으로 선택된다. 부모는 최대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도록 해주려

던 자신의 의도가 틀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아이가 좋아하

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자신의 적성을 찾

은 것 같으니 키자니아를 그만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혹시 나중에, 키자니아에 다시 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저는 안 갈 것 같

아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애가 가고 싶다고 하면은 데리고 가겠지만,

뭐 키자니아 한 번 더 가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또 갈 필요는 없

는 것 같다?) 네. 애가 어느 쪽에 관심을 보이고 성향이 있는지 벌써 이

렇게 보여지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진로를 탐색한다거나) 네

더 가면 그냥 이제 완전 놀이공원 가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1-17)

그렇다면 아이는 왜 한 번 경험했던 직업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고자

할까? 가장 단순하고 표면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직업체험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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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한 직업체험이 아이에

게 재미를 주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그 직업이 이미 아이에게

‘꿈꿀 만한’ 직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키자니아에 방문하기

전 이미 자신의 장래희망이 확고했던 아이도 있고, 체험 이후 해당 직

업에 재미와 흥미를 느껴 그 직업을 자신의 희망 진로로 선택한 아이

도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은 키자니아에서 특정 직업을 여러 번 반복

함으로써 자신이 품은 꿈, 즉 열망을 점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메이크업.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냥 화장하는 게 놀랍고, 어린이가 화장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그 전에 메이크업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장난감

한테는 해 봤어요. (직접 해본 적은 없고? 메이크업 체험 했을 때 어떤 일

을 했어요?) 가서, 그 막 첫 번째 하는 머리 꾸미는 것도 해봤고, 화장하

는 것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였나? 그 때 갔을 때는 매니큐어 발랐어요.

(2-03)

위의 아이는 인터뷰 시점까지 키자니아를 총 4번 방문했고, 방문

때마다 뷰티살롱 시설에 마련된 헤어, 네일, 메이크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이는 체험의 반복을 통해 그 전에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

던 꿈의 원형을 헤어 아티스트라는 구체적인 직업으로 발전시켰다. 막

연한 흥미의 수준에 머물던 아이의 꿈은 키자니아의 반복적인 방문과

체험을 통해 점차 선명하게 구체화되었다. 아이는 다음 키자니아 방문

때도 뷰티 살롱 체험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금 ㅇㅇ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헤어 아티스트예요. (어떻게

해서 그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냥, 머리를 만지는 것도 좋고. 어렸을

적에 유치원에서, 친구들 머리 많이 해줬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 (그

러면 키자니아에서도 헤어 아티스트 하는 거 체험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

게 ㅇㅇ이가 꿈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줬던 거 같아요?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게, 처음에 그 전까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그런 사

람이었는데, 그 헤어 아티스트, 헤어 그거 한 번 해보고 그 헤어 아티스

트도 어떤가 생각해봤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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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이었다가, 키자니아에서 헤어 체험을 해보고 그

리고 바뀌게 된 거예요?) 네.

(2-03)

이처럼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장래희망을 키자니아에서 ‘연습’하고

자 했다. 일정한 수준으로 꿈의 형상을 주조한 아이에게, 키자니아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제련해 익히는 ‘꿈의 대장간’이 되는 것이다. 물론

아이의 꿈은 그의 성장 과정 가운데 언제든지 변형되고, 때로는 대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한 꿈은, 마치 아

비투스와도 같이 그것의 존재 자체로 아이의 사고와 판단, 행위의 주요

한 준거이자 목표로 정립되며 스스로 강화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다.

3) 증표의 획득과 욕망

위처럼 체험에의 반복적 참여가 아이의 꿈을 형성해나가는 하나의

능동적인 방법이었다면, 키자니아에서는 꿈의 질료를 더욱 물적인 형

태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그것은 직업체험을 마친 뒤 아이들

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이다. 키자니아의 증정품은 식음료 체험의 음식

물, 파트너사의 상품, 혹은 신문과 같은 체험활동 결과물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키자니아 서울은 다른 국가의 키자니아에 비교해 더 높은

비율의 증정품을 제공함으로써 키자니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

다(최성금, 2011: 48-50). 그 중에서도, 몇몇 직업체험시설에서 제공하

는 자격증과 면허는 그것 자체가 체험의 목표이자 성과로 인식될 만

큼 매우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비록 키자니아의 자격증은 현실에서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마치 실제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키자니아의 자격증에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자격증은 방문 당시의 즐거운 기억을 회상시키는 기

념품의 기능을 갖는다(Ibid.: 50). 하지만, 아이가 특정한 자격증과 관

련된 직업을 꿈으로 설정하는 순간, 자격증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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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에게 자격증은 특정한 직업, 즉

꿈을 성취하였을 때 얻게 될 ‘자격’이자 그리고 ‘보상’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자격증은 꿈의 원형이 현실에 응축된 물적 장치이자 상징

으로서, 그 자체로 열망의 대상이자 증표가 된다.

(그럼 그 중에서 ㅇㅇ는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수의사. (수의사가 제

일 재미있었어요? 수의사 체험에선 어떤 걸 했었어요?) 강아지 아픈 거

치료해줬어요. (…) (ㅇㅇ는 어떻게 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키자니아에서 해봐서…. (그럼 키자니아에서 수의사 체험을 한

게, 재희가 장래희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거네요?) 네.

(2-09)

수의사를 하고 오면 그렇게 수의사 증을 주거든요. 그런 걸 주면 이제 냉

장고에 붙여놓고, 다녀왔을 때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니면 재희가 했던

사진도 찍고. 그래서 재희는, 수의사가 꿈이었으니까 이제 공부해(웃음)

(…) 공부해야 된다고. 어 그래야지 아픈, 그 강아지 고쳐줄 수 있고 (…)

음... 그래도 뭔가 제가 설명하기는 편하고, 아이도 이해를 하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 거 같아요.

(1-16)

키자니아를 방문한 뒤 자신의 아이(2-09)가 수의사를 꿈꾸게 된

것을 알아차린 엄마(1-16)는, 아이의 꿈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다. 엄마는 아이가 키자니아 체험 후 받았

던 수의사 자격증을 냉장고 문에 부착해 아이에게 자주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수의사 자격증은 아이에게 키자니아의 즐거운 기억

을 회상하게 할 뿐 아니라, 수의사가 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

고 그것을 열망하도록 하는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그녀는

수의사 자격증이 아이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뒀

다며 흡족해 했다. 이렇듯,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해 요청되는 자격,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노력의 중요성은 자격증이라는 물화된 ‘꿈-

장치’를 경유하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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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7] 드라이빙 트랙과 면허시험장 전경

한편, 키자니아를 통해 아이들은 ‘직업’ 뿐 아니라 ‘운전하기’로 대

표되는 어른의 ‘행위’를 욕망/충족하기도 한다. 드라이빙 트랙은 특정

한 직업과 관련이 없지만, 아이가 스스로 직접 전기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시설 중 하나다. 하지만, 아이가 자동차를 운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랙 옆에 마련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

통 교육과 시험을 거친 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실제로 아

이들은 면허시험장과 드라이빙 트랙에서 각각 10키조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자동차 운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아이들은 그 비용에 상관없이 키자니아에서의 첫 번째 체험

으로 면허시험을 선택했다. 그리고 어른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운전

하기를 ‘미메시스34)’적으로 경험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이처럼 수의사 자격증은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운전면허증

은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아이의 욕구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시키고,

성취의 즐거운 기억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아이는

34) 미메시스는 흔히 ‘모방’ 혹은 ‘모사’로 옮겨지고는 하지만, 이는 미메시스의 성격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표현한 것이다. 플라톤에서 벤야민, 아도르노, 데리다를 거쳐 거울

뉴런과 같은 뇌신경과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방과 재현, 전유의 능력을 설명하는

미메시스의 의미와 작동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게바우어·울프,

2015). 특히 미메시스는, 20세기 이후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고(위니캇, 1997: 152), 읽어

내며(Derrida, 1973: 52; 오길영, 2018: 248에서 재인용), 꿈꾸고(벤야민)(최성만, 1996:

200), 놀이하고(하위징아, 2010: 308-310; 터너, 2014: 41), 욕망하는(지라르, 2004: 19)

능력과 그의지를 설명하는 매력적인 개념으로 재부상한다(게바우어·울프, 2015: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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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면허) 취득 경험을 통해 -마치 키조의 획득과 지출 경험과 같이

- 욕망을 ‘사물’에 투영하는 법을 학습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욕망

충족의 수단이었던 자격증(면허)은 동시에 아이의 ‘장래희망’, 즉 구체

적으로 욕망되어야 할 꿈의 표상이자 목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아이

들은 키자니아에 마련된 다양한 사물과 장치의 대상화를 통해 내면의

꿈을 외화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일련의 매커니즘에 익숙해진다.

3. ‘장래희망’의 확증과 점검

이 절에서는 삶의 여정을 통과하며 아이가 주조한 꿈의 구체적 형

태인 ‘장래희망’의 특성과 이를 둘러싼 수행의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1항에서는 아이의 꿈을 직업과 동치시키는 ‘직업체험교육’의

개요를 바탕으로 아동 대상 직업체험교육 시스템에서 키자니아가 차

지하고 있는 위치를 탐색한다. 2항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꿈의

형성 요인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장래희망’이 실제로 어떠한 구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3항에서는 자신의 꿈을 ‘발견’한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부모와의 충돌·교섭의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중적으로 드러나는 ‘공부’의 의미를 사례와 함께 보이고자 한다.

1) 직업체험교육의 단계

우리는 지금까지 키자니아를 아이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경험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아

이의 꿈 형성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장치와 전략 가운데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0년대 이후 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와

관련한 여러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진행되었다. 2011년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으며, 2015년에는「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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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이 제정되어 진로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장현진,

2016: 66-67).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

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

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2015).

진로교육법에 의거해 매년 작성되는「진로교육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진로활동은 크게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창업체험’의 총 5개 분류로 나뉜다(교육부·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19a: 90). 그 중 직업체험교육은 실제 직업 현장에

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과, 직업적 특성과 직무내용 등을 별도의 환경

으로 재구성한 모의 직업체험의 두 형태로 분류된다. 이 기준을 따르

면, 키자니아와 같은 직업체험시설들은 모의직업체험에 속한다. 이러

한 (모의)진로체험활동은 초등학생들에게 여러 진로활동 중 가장 높

은 만족도와 재참여 희망률을 보이며, 아이의 진로 적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표 5] 학교 진로활동 별 참여 현황 및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초등학생)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만족도 향후 참여 희망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수업 중 진로탐색하기 6,772 90.3 4.13 0.84 6,424 85.6

진로심리검사받기 6,187 82.5 4.18 0.84 6,262 83.5

진로체험하기35) 6,048 80.6 4.27 0.85 6,655 88.7

진로상담받기 4,090 54.5 4.19 0.87 5,338 71.2

창업체험하기 4,127 55.0 4.25 0.86 5,584 74.4

N 7,501 7,273 7,501

(단위: 명, %, 점)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a

모의직업체험의 효과와 그 사업적 가능성을 인식한 정부, 지자체,

35) 초등학생의 경우 실제 직무현장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

로, 진로체험 항목의 경우 사실상 ‘모의’진로체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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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기업에서는 저마다 경쟁적으로 직업체험시설을 설립, 운영

하기 시작했다. 특히 특정한 공간에서 아이에게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

해 현존하는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인 ‘어린이 직

업체험관’은 키자니아 서울이 개장한 201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

세를 보였다. 이 중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키자니아 서울’과 함께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키즈앤키즈’, 그리고 성남에 위치한 ‘한국잡월드’가 아

동을 위한 3대 직업체험관으로의 위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표 6]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주요 직업체험관 현황 비교

구 분 키자니아 키즈앤키즈36)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설립연도 2010 2014 2012

소재지 서울 송파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시

운영주체 민간(MBC Playbe)
위탁운영

(영등포구/키즈앤키즈)
공공기관(고용노동부)

대상연령 만 36개월 – 중3 만 3 - 11세 만 4세 - 초 4 초 5 – 고 3

직업종류 90여 개 20여 개 50여 개 70여 개

입장료

(아동/평일)

38,000-42,000 (반일)

61,000 (종일)

27,000-29,000(반일)

42,000(종일)
16,000 8,000

이렇듯 유사한 목적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 직업체험관들은 현실에

서 시설의 규모, 직업의 수, 체험 프로그램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적

인 지위를 확보한다. 비록 공식적인 방문 대상 연령은 시설마다 대동소

이하지만, 아이의 나이에 따라 방문해야 할 직업체험시설은 다르다는

규범이 엄마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엄마들은 키자니아보

다 키즈앤키즈를 먼저 방문한 경험이 있어 직업체험시설의 구성과 활

동 규칙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키즈앤키즈는 키자

36) 키즈앤키즈는 지난 2019년 12월 21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조사 당시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 인식과 그로 인해 형성된 관습에 관한 논의를 위해 키즈앤키

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키자니아에 방문하기 전 일종의 사전연습 공간으

로 인식되던 키즈앤키즈가 폐점함에 따라, 앞으로 부모와 아이들은 키자니아를 첫 방

문할 때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를 더 강하게 느낄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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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에 비해 입장료가 저렴하고 도심과 가까이 있지만, 직업체험의 가

짓수가 적고 체험수준이 더 어린 연령의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인식되

었다. 반면, 한국잡월드는 공간이 쾌적하고 가성비가 훌륭하지만 거리

가 서울과는 너무 멀어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고 부모들은 응답했다.

영등포에 키즈앤키즈라고 아세요? (네네) 거기를 먼저 갔어요. 거기가 제

일 작고, 약간 선배들이 해주는 말이 애들 직업체험 할 때는 약간 단계

가 있는데, 키즈앤키즈가 제일 어린 연령이고, 그다음이 한국 잡월드, 그

다음이 키자니아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키즈앤키즈를 몇 번 갔

다가, 이제 한 번 키자니아를 가본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해주신 선배가

있었어요?) 네네. 그 ‘XX’(교내 온라인 맘 커뮤니티) 선배가 있어요. 그렇

게 저도 느껴서, 그렇게 추천하고 다녀요.

(1-05)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위의 엄마는, 학교에 근무 혹은 학업

중에 있는 엄마들의 모임과 아이의 어린이집 또래 엄마들로부터 어린

이 직업체험관의 방문 순서에 관한 규칙을 전해 들었다. 엄마는 그

절차에 따라 체험 시설을 찾았고, 결과에 만족해 다른 엄마들에게 동

일한 규범을 전수하고자 했다. 이처럼 적정한 연령(대략 만 6세)대의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직업체험시설 ‘키자니아’에 방문하는 것을 직업

체험교육적 차원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여겼다. 나아가, 엄마들은

위의 연구참여자와 같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업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세부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고할 만한 정보

를 서로 전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부모들은 친밀하게 지내는 다른

부모나, 인터넷 후기와 같은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며 직업체험교육의

수행 규범을 스스로 체득해나갔다. 아이들 또한, 현실에 마련된 여러

직업체험시설의 단계를 따라 진로체험교육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장

래희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2) 장래희망의 구성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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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직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이를

‘장래희망’으로 표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교육부·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진로교육 현황조사」37)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어떤 구성과 특징을 보이며, 그 결과

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표 7] 초·중·고 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 10개)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11.6 교사 10.9 교사 7.4

2 교사 6.9 의사 4.9 경찰관 3.8

3 크리에이터 5.7 경찰관 4.9 간호사 3.7

4 의사 5.6 운동선수 4.3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개발자
3.6

5 조리사(요리사) 4.1 뷰티디자이너 3.2 군인 2.9

6 프로게이머 4.0 조리사(요리사) 2.9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2.6

7 경찰관 3.7 군인 2.6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2.3

8 법률전문가 3.5 공무원 2.5 항공기승무원 2.1

9 가수 3.2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개발자
2.5 공무원 2.0

10 뷰티디자이너 2.9 간호사 2.2 경영자/CEO 1.9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a

위의 표는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장래희망의 목록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집단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37) 미취학 아동의 진로현황에 대한 국내 조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대상에는 초등학생 외에 미취학 아동이 포함되었으

나, 실제 연구참여자의 연령 분포를 고려할 때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조사결과

를 원용하는 것에 큰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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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목록에서는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가수, 뷰티

디자이너와 같이 대중문화 및 뉴미디어 관련 종사직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초등학생들의 꿈은 그 윗세대의 청소년들보

다 몇 가지 특정한 직업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사연도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발견되는 이러한 경향성은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초등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직업체험

교육 제도에 편입된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청소년에 비해 주어진 직

업 선택지의 목록과 그 정보의 양 자체가 적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두 번째 요인은, 아이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미디어, 또래 집단, 부모 등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것이

라는 설명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를 더욱 쉽게 향유할

수 있게 된 최근의 초등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다양한 플랫폼과 그 안

에서 생산, 제공되는 콘텐츠들에 훨씬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러한 해석은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이 시기별로 변화한 추세를 살펴봄

으로써 일정 부분 지지될 수 있다.

[표 8] 초등학생의 상위 10개 희망 직업 비교 (2007, 2015, 2019년)

(단위: %)

구분
2007년 2015년 2019년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교사 15.7 교사 11.1 운동선수 11.6

2 의사 10.5 운동선수 10.4 교사 6.9

3 연예인 9.9 요리사 7.2 크리에이터 5.7

4 운동선수 9.4 의사 5.0 의사 5.6

5 교수 6.5 경찰 4.4 조리사(요리사) 4.1

6 법률가(법조인) 5.4 법률전문가 3.7 프로게이머 4.0

7 경찰 5.2 가수 3.1 경찰관 3.7

8 요리사 4.2 과학자 2.8 법률전문가 3.5

9 패션디자이너 2.8
제빵원 및
제과원

2.4 가수 3.2

10 프로게이머 2.2 프로게이머 2.2 뷰티디자이너 2.9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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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호 직업에 대한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초등학생 남아와

여아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직업에 대한 차별적 성 역할

인식이 매우 어린 연령에서부터 형성된다는 기존의 연구들(Weinraub,

Clemens, Sockloff & Ethridge, 1984; Burke, 1989; Eccles, Jacobs &

Harold, 1990)을 확증한다.

[표 9] 초등학생 성별 상위 10개 희망 직업 비교 (2019년)

(단위: %)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20.5 교사 11.0 교사 9.3 교사 12.7

2 크리에이터 8.9 뷰티디자이너 6.0 운동선수 7.1 뷰티디자이너 5.9

3 프로게이머 7.3 의사 5.9 경찰관 5.6 의사 5.2

4 의사 5.4 제과·제빵사 4.6 의사 4.7 간호사 4.2

5 경찰관 4.7 가수 4.3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4.2 경찰관 4.1

6 요리사 4.2 요리사 4.1 요리사 4.0 항공기승무원 3.3

7 법률전문가 3.5
만화가
(웹툰작가)

4.0 군인 3.5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3.1

8 교사 3.1 법률전문가 3.5 경영자/CEO 2.9
심리상담사/
치료사

2.8

9 과학자 3.0 경찰관 2.7 공무원 2.6 일러스트레이터 2.7

10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2.9 패션디자이너 2.6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2.5 제과·제빵사 2.4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a

영·유아의 성 정체성 형성에는 부모의 성 인식과 고정관념, 육아시

설 및 학교, 호르몬 등 선천적 요인 등 다양한 기제들이 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키자니아는 이러한 아이들의 성 고정관념, 특히 직

업에 대한 젠더 차별적 인식을 고착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아이들은 키자니아에서 직업에 대한 매우 강한

수준의 성 역할 구별 인식을 나타냈다. 플라워 아뜰리에, 패션 뷰티크,

뷰티 살롱 같은 시설은 여아의 참여율이 90% 가까이 되었다. 반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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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소방, 특수부대 등 관습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수용되는 직업에

는 남자아이들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다. 물론 키자니아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성 중립적인 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키자니아코리아, 2020: 51-55). 그러나, 성 고정관념과 관련

해 부모와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자니아 내 경험의 양상을

고려할 때, 키자니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 역할 고착화의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꿈-교섭과 공부의 이중적 의미

부모, 친구, 선생님, 대중매체 등 다양한 기제를 통해 삶의 과정 가

운데 자신의 꿈을 주조한 아이들은, 이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요

구되는 여러 과제의 절차와 꿈의 실현 가능성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아이의 꿈은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키자니아의 광고 카피

와 같이, “아이는 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어간다38)”.

옛날에 2학년쯤에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들이 야구라는 걸 알아가지고,

야구를 같이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엄마한테 야구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일단은 리틀야구단 그런 데를 다니다가 야구선수가 엄청 되고 싶

어가지고 전학을 가서, 야구 학교 야구부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

(야구를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희범이는?) 어…. 땅을 파서 다이아몬드

가 나오는 것, 부터 지구 끝이 나올 때까지.

(2-5)

위의 아이(2-5)는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야구의 매력에 푹 빠

져, 자신이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아이는 이미 태권

도를 3품까지 딸 만큼 운동에 소질과 흥미를 보였다. 본격적으로 야구

를 배우고 싶어진 아이는 엄마에게 야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보내

38) “아이들의 꿈, 아이들이 스스로 키우게 해주세요!” https://youtu.be/s2mvyG_2trM

(2020. 4. 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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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간청했다. 이와 같이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확고히 세운 꿈의

관철과 실현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야구선수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반대했던 게, (아 반대를 하셨어요?) 그

럼요. 그래서 걔도 취미반을 1년을 보낸 거예요. 학교 간다는 소리 못 하

게 하려고. 본인이 입단테스트 너무 받고 싶다고. 저희 사촌도 야구를 했

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는데 부상이 많잖아요. 부상 당하면 선수

를 못해요. 재활을 잘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짧잖아요 수명이.

(1-13)

처음 아이의 꿈을 알게 된 엄마(1-13)는 아이의 희망이 조만간 가

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아이의 열정은 점점 커져만 갔고, 아이의 꿈이 진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엄마는 그제야 야구선수라는 꿈이 추구할 만한 것

인지 그 적합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정보와

판단에 근거해 우선적으로 아이의 꿈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20.2%)들은 중학생(13.6%) 혹은 고등학생

(12.2%)보다 부모와 희망직업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b). 특히, 아이의 장래희망은 위의 사례처럼

그것이 예체능이나 비교적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새로운 직업군과

관련될 때 부모들에게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아이의

꿈의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부모들은, 직업의 (미래)안정성이 낮거나,

다칠 수 있거나, 일정한 소득 혹은 계층에 다다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아이를 설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아이의 꿈

과 관련한 하나의 역설이 발견된다. 어른들은 아이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꿈을 찾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하나의 꿈

을 갖게 되면, 때로 그것은 응원과 지지가 아닌 협상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꿈이 일정한 반대나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때 아이는 선택

의 갈림길에 놓인다. 아이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이 그

꿈을 정말로 열망한다는 ‘진정성39)’ 있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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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꿈이 진정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부모를 설득하고자 한다. 부모는 아이의 열정이 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반대 의사를 철회한다.

이렇듯 부모와 아이의 꿈의 교섭 과정은 아이가 꿈에 대해 보이는 열

정, 즉 진정성의 강도에 따라 체결의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반대를 하셨던 건데. 그래도 다시 허락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열정이 너무. 잘 때 빼고는 야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닝콜도 야구 응원가고, 그리고 그냥 잠꼬대도 야구로 한다고 생

각하시면 돼요. 오로지 야구밖에 없어요.

(1-13)

위에 사례에서는 아이가 야구선수라는 꿈을 너무나 강력히 열망했

기에, 결국 엄마는 아이의 요구를 수락하며 전학을 보내주었다. 하지

만 아이가 오직 진정성만으로 엄마를 설득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말

했듯, 아이는 운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을 보이기도 했다.

즉, 엄마는 아이가 자신의 꿈을 성취할 만한 심적 추동력, 즉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의 꿈의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위의 사례처럼 부모와 아이의 교섭이 언제나 아이의 뜻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향해 거는 부모의 기대가 너무 구체적

이고 강력할 때, 아이의 잠정적인 꿈이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혹은 아이가 꿈에 대해 담지한 진정성 혹은 재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39) 김홍중(2009b)은 진정성(authenticity)이 하나의 마음의 레짐이자 체제, 장치이며,

진정성을 추구하는 주체는 내면과의 성찰적 대화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

고, 이를 공적 의미의 지평에서 실현시키고자 참여(앙가주망)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2016)에서 그의 진정성 개념은 일정한 제도와 집단, 관계 내에서

표상되는 ‘진정’하다고 인정되는 가치, 규범, 혹은 ‘마음’, ‘꿈’에 대한 열망의 형성과

그 실천을 설명하는 용어로 그 분석의 수준을 확장하였다. 이렇듯 ‘진정성’ 개념을 경

유하여 아이의 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꿈을 단순히 타자 추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내적 성찰과 교섭의 결과물로써 파악할 수 있으며, 아이에게 주어진 행

위능력과 주체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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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때, 부모는 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포부’를 요구한다.

일단,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가서 경찰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경찰

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말하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런

다고 해서 대학은 무조건 가야지 경찰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엄마 말 듣고 나서, 또 다른 제 생각에는요. 경찰관이 되려

면, 일단 무술 같은 건 배워야 된다고…. (부모님은 ㅇㅇ이가 어떤 사람

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한 적은 있어요?) 아 있어요. 목사님이 됐으

면 좋겠다고. (아, 그래요? 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을까요?)

어 제가, 성경을, 앞으로 자주 읽기로 어머니는 바라시구요. 그래서 목사

님이 되라고 하시는 거 같구요. 제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목사님을 하라

는 것도 맞고, 제가 발표 같은 걸 좋아하니까 앞에 나와서 말씀 선포하는

거니까 (설교를) 네 설교를 하니까,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걸 수도 있구요.

(2-6)

위 아이(2-6)의 엄마40)는 매우 늦은 나이에 자녀를 갖게 되었다. 독

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엄마는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아

이가 장차 목회에 뜻을 품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의 바람인

목사보다는 경찰이 되기를 원했다. 아직까지 아이의 꿈이 충분히 굳어

지지 않았음을 간파한 엄마는, 아이에게 경찰이 되는데 필요한 여러 조

건–공부, 대학, 무술-을 언급하며 경찰이 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했

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쉽게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

이의 순진한 희망은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결부되는 수많은 난관

을 알게 된 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아이와의 꿈-교섭에서 부모는 ‘공부’라는 협상 카드를 상황

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며 아이의 꿈을 조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공부와 결부된 여러 의미자원 중 몇 가지를 조합해 활용하는

40) 본 내용은 아이의 심층면접에 동행한 어머니에게 얻은 간접적 정보로써, 정식 면

접을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맥락적 이해를 돕고자 아이의 면접을 진행하는 중 개입했던

엄마의 구술 내용에 기초해 작성한다. 본 내용의 활용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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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 공부는 두 가지 의미로 분절된다. 첫 번째 의미는 위의 사례

(2-6)처럼 꿈-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 공부를 아이의 꿈을 단념시

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때 나타난다. 이때의 공부는 아이가 꿈을

달성하는 데 놓인 일종의 장애물이자 극복해야 할 고난의 여정이다.

이렇게 부모가 ‘공부’와 ‘대학’으로 대표되는 역경을 강조할 때, 아이는

꿈의 유지를 재검토하거나 나아가 포기하게 될 수 있다. 반면, ‘공부’의

두 번째 의미는 부모와 아이의 꿈-교섭이 타결된 뒤 드러난다. 이때의

공부는 아이가 자신의 열정과 진정성을 증명해내는 수단이자, 꿈을 실

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의 총체를 가리킨다.

저희 아이는 약간 좀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주목 받으면서 이

게 막 튀는 주목이 아니라 약간 은근히, 알림을 원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아나운서들도 다 예쁘잖아요. 항상 그 깔끔하고, 똑똑해 보이

고. 그런게 본인이 추구하는 어른들의 좋아보이는 상과 매칭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애가 도전 골든벨 되게 좋아하는데(웃음) 거

기 예전에 이혜성 아나운서가 진행했었어요. 지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저

는 아이가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여러가지 하기 싫은 공부가 그런 게 있

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도록 설득할 때 너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갖춰야 하는데, 사실 아나운서는 어떤 지적인 게 되

게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저는 만족하죠.

(1-05)

위 엄마(1-05)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와의 꿈-교섭이

타결된 후 그 장래희망을 활용해 아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아이는 ‘수의사’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노동’

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스스로 받아들였다. 엄마는 아이가

꿈이 생긴 이후 아이에게 공부를 요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

다. 위 사례와 같이 꿈을 결정한 아이들에게 공부는 일종의 ‘노동’(해

리스, 2019: 35-51)행위로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면접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 꿈의 형태와 분야에 관계없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기를 응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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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미래 직업과 연결된 꿈은 단지 상상되고 향유되는 대상에서

나아가, 성취를 위해 진력해야 할 목표로 재설정된다. 이러한 아동의

학습행위는 사회에 있어서도 미래 경제적,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매우 필요불가결한 노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동의 노동은 사회

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주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에서 그것은 정당한 노동의 일부로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적 성취

를 향한 일종의 지적 소비 활동으로 정의되어 버리는 것이다(Ibid.:

35). 더욱이 교육 장 내에서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아이들의 노동 강

도는 강해져만 가고, 그들이 생산한 교육적 산출, 즉 학업성취도와 인

적 자원의 질은 더욱 높아지지만,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마저도 점점 확실해지지 않는)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의 기회’다

(Ibid.: 41). 그리고, 그들이 생산해낸 가치는 미래에 결국 이 아이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고용자에게 돌아간다(Ibid.: 50).

이렇듯 아이에게 환류적으로 요청되는 ‘공부-노동’은 현실적으로

아이 혼자만의 노력과 재능으로만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공부-노동이

미래의 삶을 꿈꾸고 욕망할 수 있는 가치이자 역량, 즉 ‘꿈-자본’을

획득, 증식, 전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아이들은 부모와의 교섭을 통해 가족이 함께 추구하여야 하는 꿈-자

본의 개념도를 설계한다. 그 꿈-자본은 아이의 공부-노동과 부모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유기적으로 실행됨으로써 상속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꿈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의 의무와 교섭

의 권리를 동시에 지닌 ‘꿈의 노동자’로 재탄생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는 이제 아이가 미래를 상상하고 추구하는 힘을 잃어 학생이라는 본

업에서 ‘실직’하지 않도록 자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매니저’(박소진, 2017)의 역할이 요청된다. 그 순간, 아이의 꿈은 더이

상 아이만의 것이 아닌, 가족이 함께 욕망하고 추구하여야 하는 ‘가

몽’(家夢)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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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엄마: 미래의 기획과 실천

본 장에서는 키자니아를 방문했던 부모들이 담지한 미래상, 즉 아이

를 향한 욕망의 실체를 밝히고, 이 미래상에 따라 모종의 ‘꿈-자본’을

아이에게 전수하려는 그들의 분투를 특별히 ‘엄마’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엄마’에 결부되는 사회적 압력인 동시에 여성

이 스스로 향유하며 욕망하려는 심적 동기인 ‘모성’의 기원을 7-80년대

생 엄마들의 경험과 최근의 이론적 논의 속에서 탐색한다. 2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키자니아 밖에서 아이의 꿈 형성과 추구시기에 취했던

전략적 실천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1절에서 사

전적으로 살펴본 ‘모성’과 2절에서의 실천 전략들 가운데 징후적으로

포착된 아이를 향한 엄마의 꿈과 욕망의 실체, 즉 ‘일루지오’의 형상을

그려내고자 한다.

1. ‘키자니아 엄마’의 모성

20세기 말 이후, 국내에서는 ‘모성’, 즉 출산과 함께 뒤따르는 ‘어머

니노릇41)’의 당위와 실천양식의 형성 요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

개되었다. 본 절은 키자니아의 엄마들이 내면화한 ‘모성’이 어떠한 경

험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논의하여 이후 전개할 엄마의 ‘꿈’ 탐색의

41) 최은영(2014: 19)은, 한국적 맥락에서 모성은 어머니노릇(mothering), 생물학적 어

머니 됨(maternity), 그리고 어머니 됨에 필요한 성품, 혹은 인성적 차원의 어머니 정

체성(motherhood)라는 세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연속체적 의미로 사용되며, 특히 한

국 사회에서 임신-출산이라는 생물학적 몸의 경험과 그 이후의 양육 경험은 자연스

럽게 맞물리며 이러한 출산-양육의 모성경험을 통해 여성의 ‘진정성’이 구성되는 것

으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모성과 그 세부 구성요소의 정의를 참고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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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삼고자 한다. 1항에서는 7-80년대생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와 이탈에 관한 몇 가지 분석과 실제 경험 사례를 기반으로 ‘엄마되

기’의 구조적 제약과 전략적 선택의 양상을 짚어볼 것이다. 이어 2항

에서는 최근 ‘모성’ 담론의 주된 이론적 기반으로 논의되는 신자유주

의적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엄마들의 ‘위험한 미래’ 인식과 그에 대비

하려는 ‘생존의 꿈’의 특징을 논할 것이다. 이러한 엄마들의 모성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 키자니아가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 가

장 주요한 심적 동기이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간술하자면,

엄마들이 경험한 (특히 여성에게 강하게 경험되는)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과 아이와 결부되어 형성된 엄마들의 ‘파국적 미래’ 인식은, 아이

의 미래를 ‘대비’시키기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서 키자니아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1) ‘엄마’ 되기 준비: 직업노동의 병행 혹은 포기

최선영(2020: 181-256)은 1990년대 이후 일과 결혼에 대한 대중적

담론, 결혼이행패턴과 생애과정, 그리고 사회구조와 혼인행동의 총체적

인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출산코호트 여성(구체적으로 1976-84년생)들

의 혼인 행동이 바뀌어왔음을 논증했다. 그녀에 따르면, 해당 출산코호

트 여성은 그 윗세대에 비교해 더욱 커진 고용유동성을 경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의 경쟁 심화와 고용조건의 악

화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족 형성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Ibid.:

217-230). 또한, 이 시기의 여성은 결혼에 대한 선택적인 태도를 더욱

강하게 견지하였고, 이전까지 강하게 유지되었던 결혼이행패턴, 즉 보

편혼과 결혼연령 규범을 구체적으로 결혼의 유보와 지연이라는 전략

을 통해 현저히 약화시켰다(Ibid.: 181-191). 한편, 2010년 이후 직계가

족과 부모 생계부양에 관한 태도는 세대타협적으로 변화하였고, 기혼

여성의 경우 양가, 특히 돌봄자원의 활용을 위해 친정과의 관계의 밀

도가 높아졌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성인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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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해당되는 1970-80년대생 코호트의 경우 분명히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시대구조적 변화, 구체적으로 직업과 노동시장, 결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에서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인 ‘엄마’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

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고, 계층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구가

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키자니아의

엄마’들은 가족과 재생산의 위기로 표상되는 1990년대 말 이후 ‘가족

의 위기’로 대표되는 급격한 가족 담론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도 일

련의 계산과 선택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형태의 가족을 꿈꾸며 이를

유지해나가려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 중 상당수는 전업주부이거나 프리랜서, 혹

은 파트타임과 같이 비정규적인 노동시간과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

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42). 특히, 전업주부들의 경우 결혼 혹은 출

산과 함께 선택한 경력단절 상태가 몇 년 이상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

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혹시 대학교 때 어떤 전공을) 도시계획이요. 거창하지만 [웃음] (혹시 일

을 결혼 전이라던지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네, 일도 했고 다른 일도 했

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일을 쭉 할 수는 없더라구요.

(그러면 일을 그만두시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시죠?) 어, 아이 임신하고

낳기 전에 그만두었어요. (…) 저도 일을 계속하려면 석사과정도 해야 해

고 더 자격증 따야 하고 더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 좀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1-07)

위의 연구참여자(1-07)는 결혼과 육아라는 현실을 마주한 여성이 결

42) 물론, 전업주부 혹은 파트타임 직업의 엄마들이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들이 일반 직장 노동자보다 면접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표집의

편향성이 지적될 수도 있다. 하지만 키자니아 운영시간 자체가 오전/오후 시간으로

특히 평일의 경우 상용직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방문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로 아이

와 함께 키자니아를 방문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나 임시직, 파트타임과 같이

아이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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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자신의 직업성취와 경력을 포기하고 주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전

형적인 경험을 서술했다. 자신이 보유한 시간적, 재정적 자원이 자신의

노동가치 개발과 아이의 출산, 육아라는 두 상이한 영역에 양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낀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직업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

념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여성 중 일부는 이렇듯 결혼 이

전 자신이 추구하던 직업적 생애를 포기하며 육아를 위한 ‘남는 시

간’(Ibid.: 235)을 확보하고자 했다.

출처: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8]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2000-2019)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추세의 지속 상황은 최근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연구

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고학력화와 성평등의식의 확산으로 연

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M자형 그래프가 완만한 원곡형으로 변

화한다는 분석이 있었으나(신인철·이상운, 2007), 이는 2000년대 이후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혼인율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나타난 통

계적 착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30-34세 집단은

2000년 이후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40-44세의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치(65%)로의 수렴이 나타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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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탈을 경험하는 연령

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출산코호트로 올수

록 결혼보다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

로 나타나고 있다(은기수, 2018). 즉, 7-80년대생의 젊은 기혼 여성에

게는 결혼보다 출산 여부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지만, 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중 상당수는 결혼과 출산의 과

정에서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그 노동의 형태와 강도를 육아

와 병행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대학원 랩매니저

(1-05), 방과후 학교 강사(1-14) 등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육아를 위한 시간적 여유의 확보 여부가 직업 결정의 최우선 고려사

항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키자니아의 엄마들은 자신이 가진 학력, 경

력, 전문기술 등을 활용해 자신의 직업지위를 출산, 육아 계획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고자 했다.

(그럼 지금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런데 제가 중간에 경력단절

되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일한지는 지금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일하다가 첫 아이 임신해서 그만뒀다가 중간에 다시 또 첫 아이 낳고 다

시 또 한 2년 일을 하다가 둘째를 가지면서 끝냈다가 조금 더 키웠는데

인연이 닿아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다

니신 거는 얼마나 된 건가요?) 이 회사에, 이제 첫째를 낳고 한 번 복직

했다가 둘째를 가지면서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회사에 온 거예

요. 이제 두 번 재입사를 한 거죠.

(1-02)

면접 당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위 연구참여자(1-02)는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의 복잡하고 흥미로운 노동이력을 서술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출산 과정 가운데 각각 퇴사를 경험했지만, ‘운이 좋게도’ 두 번

모두 같은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동복 디자이너로서 상당

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출산과 육아에 따른 퇴사에도 불구하고 전

직장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키자니아 방문



- 92 -

엄마 중 일부는 높은 학력과 경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있

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로이 취

업 및 노동시장을 ‘드나들고’ 있었다. 비록 직업의 안정성이나 급여 수

준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직업은 육아와 교육, 즉

‘엄마’라는 자아의 실현을 위한 수단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처럼 키자니아 방문 엄마들은 대체로 아이의 육아를 위해 전업

주부 역할에 전념하거나, 혹은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확보해 일과 육

아의 균형을 도모하는 두 가지 형태의 ‘엄마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들은 혼인 혹은 출산 이

전까지 추구하던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지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엄마’

가 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 출산 이후 가족의 경

제적, 재생산적 기능의 재분배 과정에서, 남성의 직업과 소득은 고정

된 상수로, 여성의 직업과 소득은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변수로

여겨졌다. 즉, 표면적으로 키자니아 방문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형태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것은 어디까

지나 엄마에게 부여된 ‘모성’이라는 문화적 기대이자 제약과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엄마 정체성(worker-mother identity)을 구성하려는 시

도였다고 볼 수 있다(Johnston & Swanson, 2007).

지금까지 여성의 직업 선택에 관해 논의를 집중했지만, 결혼 이후

엄마의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포기, 협상의 누적,

즉 ‘엄마되기’의 과정은 아이를 향한 엄마의 꿈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

단이자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엄마되기’를 열망하는 이

키자니아의 엄마들에게 생애 과정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자원은 그들

에게 주어진 구조적 제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한다.

2) ‘위험한 미래’ 인식과 생존에의 꿈

앞서 기혼 여성이 그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일련의 압력 가운데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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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되기’의 전략적 이행을 시도하였음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항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이 가진 ‘위험한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낙담의 정서, 그리고 생존을 향한 근원적 욕망이 가족이라는 제도

내에서 ‘엄마’라는 존재에게 요구되는 아이를 향한 ‘마음’(김홍중, 2014)

이자 행위양식, 즉 ‘모성’의 주요한 형성 요인임을 논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의 모성은 조선 후기 및 일제강점기 하의 유

교적, 제국주의적 맥락과(조은, 1999; 김현경, 2000), 해방 이후 ‘압축

적 근대화’ 속에서 발현한 가족자유주의(장경섭, 2018)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온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체제의 지배적 확장이 현재의 ‘모성’ 지식과 실천의 주

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다양한 사례와 관점에서 제시되었다(조은,

2004·2008; Park, 2007; 박혜경, 2008; 최은영, 2014). 이 신자유주의적

모성 담론은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에 기반하여 모성

을 신자유주의적 지배와 주체화의 형식을 잇는 통치성의 한 접점으로

이해한다(조은, 2010: 72).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권력 분

산과 자기 통제의 규율을 개인과 ‘사적 가족’에게로 향하고자 한다(푸

코, 1994: 142-3). 특히 한국에서 모성은 욕망과 동인의 주체화 방식

과 결부되면서 자발적 통제의 중심축이자 계급-젠더의 교차적 재생산

을 추동하는 교량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모성 담론의

기본적 설명이었다(조은, 2010: 75-76).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체제에 포섭된 ‘모성’의 형상은 ‘엄

마’를 헤게모니적 압력에 억압된 수동적, 피지배적 존재로 환원할 위험

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고정된 체제이자 추상적인 사회구조로 이

해할 때, 신자유주의적 모성은 엄마에게 일방향적으로 주입, 수용되는

것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담론

의 이론적 숙명론을 극복하기 위해 엄마라는 행위자가 신자유주의적 현

실을 수용 혹은 거부하고자 하는 인지적, 실천적 차원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는 아이와 함께 상상되는

‘미래’를 형성하는 이미지들과 그 성찰적, 수행적 역능이 모성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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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김홍중, 2014).

그렇다면 엄마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표현한 미래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연구참여자들의 발화에 기초해 답하자면, 그것은

바로 ‘위험’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미래를 ‘불안과 위험으로 점철된,

아이들이 고난을 겪게 될 미지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위험의

구체적 양태는 ‘미래 전망’과 관련 질문에 대한 부모의 응답 내용을

통해 다음의 네 지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표 10] 부모의 응답에서 나타난 미래 위험 인식 유형

순번 위험의 내용 관련 응답 발췌

1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

초래될) 직업적 불확실

성의 심화

“글쎄요... 그냥 지금, 일단 점점 그런 직업

의 폭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야

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보다

더 두렵죠 저는.” (1-06)

2

미세먼지, 방사능 등 환

경 오염·파괴와 결부되

는 신체적 위험

“환경적인 문제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

금도 뭐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오염이 많잖

아요. 이제 뒤로 갈 수록 그런게 더 심해질

테니까, 그런 우려는 좀 될 것 같아요.”

(1-10)

3
아이를 대상으로 한 사

건·사고, 범죄의 증가

“그런데 사회 범죄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게 너무 많이 걱정돼요. 요

즘 그, 정신이상, 조울증 환자들 되게 많잖

아요. 심리적인 그런 것도 많아서. 그런 거

에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많잖아요.” (1-14)

4

우울증, 왕따 등 아이의

정서적, 관계적, 사회심

리적 위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애

들이 취업이 지금 20대들이 우울증에 자살

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거기

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얘기하더라구요. 그

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그렇고.

사회적으로 솔직히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요.”(1-04)

이 위험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공통적으로 미

래의 정상적인 삶, 즉 ‘서바이벌’을 위협하는 상황이자 조건들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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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의 위험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의

내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총체적이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불가

역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졌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엄마들은 때로 미

래를 상상하며 그 주체의 자리에 ‘나’가 아닌 ‘아이’를 위치시키는 모

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엄마에게 미래는 자기 자신뿐 아니

라 아이와 결부되어 상상되는 시공간이었다. 이렇듯 위험한 미래에

아이를 투사한 엄마는, 아이에게 다가올 향후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

하고, 그 위험의 요인을 감소, 제거, 회피해야 할 존재로 스스로를 정

체화한다(벡·벡-게른샤임, 1999: 187-214).

즉, 엄마는 자신의 사회구조적, 역사적, 젠더적 위치성에 연결된 현

실 인식에서 미래상의 내용을 구상하고, 그 구성체의 내용을 아이에게

투영하며, 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구사할 것

이다. 다시 말해, 엄마는 아이가 위험한 미래에 맞설 ‘생존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할 것이다. 실

제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마들은 신자유주의를 행위

의 준칙이자 사회적인 행위자원, 즉 ‘에토스’로 수용하며 이를 기꺼이

체화하고자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김홍중, 2009a). 때로 키자니아의

엄마들은 신자유주의를 단순히 ‘육화’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점검, 교

정, 저항, 혹은 재맥락화하며 미래의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향하는 부모의 ‘생존의

꿈’의 실천과 그 전개의 과정을 엄마의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며 그

안에 결부된 함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2. ‘꿈-자본’의 취득과 상속 전략

우리는 앞서 ‘엄마의 마음’이 역사적, 사회적, 생애적인 경험과 그것

의 해석을 통해 구축된 것임을 사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특히 교육과 육아의 장에서 관찰되는 키자니아 방문 엄마들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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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며, 이들이 아이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자본화(취득)하고, 이것

을 아이에게 전수(상속)하고자 하는 전략적 실천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흔히 ‘사회적 위세와 차이를 상징하는 사

회적 욕망의 기호’로 설명되는 ‘교육열’(강창동, 2008: 14-15)과 결부된

현상들을 ‘꿈의 사회학’적 시각에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어: 세계시민의 기본적 소양

20세기 말 이후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은 ‘세계시민’ 개념에 주

목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

했다(박소진, 2017: 114). 특히, 당국은 ‘국제어’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등학생(당시 국민학생)에게 영어는

1982년부터 각 학교의 선택적 재량으로 교육되기 시작하였으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체육행사가 개최된

이후 활발해진 해외 교류와 함께 영어에 관한 조기교육의 유용성에 관

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신동일·심우진, 2011: 265). 그리

고 1997년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Ibid.: 267).

지금까지 제도권 교육에서는 만 8-9세(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

작할 것을 권장해왔다.43) 하지만, 오래 전부터 엄마들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자녀의 영어교육을 시작했다. ‘언어는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꾸준히 노출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교육학적, 발달학적 지식이

43)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한

정부의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

견으로 현행 영어교육 과정의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의 교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 배당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

재는 이 판단의 근거로 너무 어린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결정(종합)”. https://www.yna.co.kr/view/

AKR20160225139651004. (2020. 5. 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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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마들의 경쟁적 조기 영어교육 열기를 부추겼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들의 영어 사교육비용은 전체 사교육비의 약

45.3%를 차지했다(통계청, 2019: 9). 심지어, 키자니아에서도 2020년 5

월부터 몇몇 체험시설에서 해당 직업과 관련된 영어 단어나 표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44).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엄마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아이에게 영

어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어의 조기교육은 마

치 엄마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일종의 규범과도 같았다.

영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영어유치원도 보내봤고, 그냥 일반 병설유치

원도 다녔고, 미술학원 일반 유치원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영어에 대해서 얘가 조금 애가 거부반응을 가지더라구요. (어떤 계기 떄

문에 그랬을까요?) 영어유치원에 갔던 게 자기는 별로 안 좋았다고. 안

맞고, 원어민 수업도 1년 정도 시켰거든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시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그룹으로 하는데 같이 하자고 자꾸

해가지고, 제가 시켰는데 그게 좀 역효과가 나가지고. (…) 이제는 영어를

해야될 것 같아서요. 영어는 일단 일반 학원에서 기초 3개월 정도 하고,

과외선생님을 다행히 만나가지고 그분한데 내년에 1년 동안 바짝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4)

위의 엄마는 자신을 ‘마당발’로 표현할 만큼 평소에도 주변의 친한

엄마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함께 구청의 지

원을 받아 아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

인 모습을 보였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주변 엄마들에게 영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고, 주변의 추천에 따라 영어유치원, 원어

민 교육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영어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했다. 하지

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갑작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는 교육환경에 적응

하지 못했고, 영어에 대한 일종의 거부반응까지 보였다. 엄마는 너무

44) 키자니아코리아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https://www.instagram.com/p/B_103uRJk

xt/?igshid=j6nogde7owk7 (2020. 6.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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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기에 영어를 교육시켰던 것에 뒤늦게 후회해 보았지만, 이미

아이는 영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듯, 과도한 영

어 조기교육은 아이들에게 아이의 언어 환경에 혼란을 끼치며 영어에

흥미를 잃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엄마들은 아이가 영어에 가질 부담과 어려움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영어만큼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믿음을

견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편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그중에서도 키자니아의

엄마들은 해외여행을 통해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열망을 만들

어주고자 했다.

아이가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어만큼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가 뭐냐면, 대학교 그런 것 상관 없이 아이가 여행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

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여기를 가려면은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놀 수 있구나. 뭐 일본은 많이 다닌 편이었거든요. 그

런데 이제 엄마가 일본어 전공이니까 하는 모습 보면 아 일본에서 또 이렇

게 해야 되네. 와,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래서 막 졸라서 한 거

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 외에 그러면은 미국 가서 여행할 건데 영어

해야지, 빨리 배워야지 이렇게 해야지,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게 되

게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의

경험이 그 이상으로 아이에게 얻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영어

교육은 조금 교육이랑 별개로 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시켜주는 거

고, 대학이나 뭐 그런 가치가 그런 거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1-12)

위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언어적 감각과 남편의 재력을 활용해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수차례 경험했다. 이 엄마는 반복적으로 영

어는 공부이자 교육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치 키자니

아에서 직업을 체험시키듯 그녀는 여행을 통해 아이가 영어를 ‘욕망’

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때, 여행은 단순한 여가의 목적

이 아니라,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동시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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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흥미도 일깨워주는 교육적 활동의 연장선에 놓인다.

이처럼 영어의 조기교육화와 사교육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이

유는 영어를 향한 엄마들의 인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일찍 가르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아

래와 같이 응답했다.

그냥, 아이 요만한 대한민국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해외 어딜 나가도 봉

사활동도 할 수 있고, 00를 하던 뭘 하던 00이 좋아하는 게 꼭 한국에 국

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냥 영어공부는 이제 글로벌

시대 필요하니까(…)

(1-12)

유튜브 약간,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같아요. 유튜브

찾아서 다른 학교에 좋은 대학에 캠퍼스같은거 막 보여주면서, 약간 이래

서 영어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거?

(1-05)

엄마들의 말에서,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닌 ‘글로벌한’ 미래를 살

아갈 아이가 생존을 위해 갖춰야 할 ‘도구’이자 ‘기술’의 의미로 표상

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한글만을 쓰며 한국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미

래의 기회가 축소되고 곧 생존 경쟁에서 불리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일정 수준의 경제력과 해외 경험을 갖춘 ‘키

자니아의 엄마’들은 아이의 미래가 한국이라는 지리적 경계 안에서만

한정되지 않기를 원했다. 결국 ‘영어를 잘 구사하기만 하면 미래의 생

존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해 보이면서도 일면 현실에 기반한 믿음

이 이들 사이에 작동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영어는 세계화라는 ‘위

험’, 혹은 ‘기회’에 대비해 아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력이자 방어

력으로서 아이에게 훈육되고 있었다.

2) 소소한 미래를 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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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45)’은 지금 우리 사회의 행복의 단상을 가장 적확히 보여주

는 키워드다. 내일의 불안한 미래에 목매기보다 작지만 현재에 확실

하게 취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소확행’은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며 ‘웰빙’, ‘힐링’, ‘욜로’를 이어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대표하고 있다. 이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이승한,

2018: 179)는 이제 개인적 소비성향의 차원을 넘어 특별히 엄마들이

꿈꾸는 미래상과 결부되어 상상되며 지향되고 있었다. 엄마들은 (적어

도 겉으로는) 아이들을 무한 경쟁에 빠져들게 하는 교육 시스템에 우

려와 회의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아이는 자신들처럼 생존에의 경쟁에

함몰되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하

는 희망을 표현했다.

(아, 네네. 아이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러 체험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만

족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수술실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외과? 외과

수술? 그 사람 배 열어가지고 하는 그거. (…) (혹시 어머니께서는 제일

좋아했던 아이의 체험이, 외과의사가, 그게 만약에 실제 직업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웃음] 별로인데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 돈

벌고 명예나 이런 건 있어도, 사명감이 있어서 보람을 찾는 거면 모르겠

지만, 어떤 개인의 행복?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1-09)

45)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한스섬의 오후”(1986)에서 처음 소개된 ‘소확행(小

確幸)’은 문자 그대로 미래를 향한 최종적인 행복을 기대하기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을 향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소확행 담론이 본격적으로 범람하기 이전인 2017년

에 박주현은 ‘킨포크 문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동경하며 지향하는 ‘신흥 문화 자본’으로

써의 ‘소박함’의 의미를 분석하였다(박주현, 2017). 이 연구에 따르면, ‘소박함’은 과함을

절제하고,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며, 경쟁과 부유함에 관한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거부를 표명하고, 완결과 정점이 아닌 분절과 축소의 미학을 향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박함’의 개념은 우리가 논의하려는 ‘소소함’과 상당한 의미적 유사성을 가진

다. 그러나, ‘소박함’이 일련의 생존주의적 극한 경쟁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기왕의 목적

에서 유리된 새롭게 동경하고 추구할 만한 또 다른 감각, 스타일, 가치, 나아가 ‘자본’이

라면(Ibid: 121-122),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소소함’은 뚜렷한 지향 혹은 통일된 형식이

기보다는 개인적 선호의 수준에서 즉각적인 만족, 충족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 가깝다.

우리는 이 ‘소소함’이라는 개인적, 비형식적 욕망이 어떠한 이유로 엄마들에 의해 삶의

지향으로 변화되고 나아가 아이에게까지 전수되고자 하는지를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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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참여자는 키자니아에서 ‘외과의사’ 체험을 가장 좋아했던

자녀가 만약 실제로 의사가 된다면 어떨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부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에게 직업적 지위나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요인이었다. 의사가 행복도가 떨어질 것

이라는 생각의 근거로 그녀는 ‘사명감’을 제시한다. 이 사명감은 주어

진 지위, 임무를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구시대적’인 행복

추구의 방식과 상통한다. 사명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안위와 보신의

추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 집단,

국가를 향하는 사명감 대신, 엄마는 아이가 자신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미래의 직업을 갖기를 원했다.

예, 살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 소소한 뭘 하더라도, 진짜 돈을 많이 못 벌

고 그렇더라도, 개인이 행복한 그냥? 옛날이랑은 어떤 행복에 대한 그런,

옛날에는 성취를 위해서 대기업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어떤 목표

를 향해서 달리기보다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소소한 행복 찾는

그런 사회로 점점 더 가지 않을까.

(1-09)

흥미로운 것은, 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태도는 앞으로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미래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점이었다.

(위 응답에선 ‘좋은 직장’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성취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도 크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우위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의 정도,

그리고 개인의 만족도에 따라 추구된다.

하지만, 과연 모든 엄마가 실제로 이처럼 행복에 대한 변화된 인

식에 기초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까? 이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앞서 엄마들에게 ‘타인은 어떨지’라는 재귀적인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이 더 깊숙한 내면에 감춰두었던 불안 혹은 욕망

의 모습을 꺼내보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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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른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는, 비슷하다고 느껴지세요? 아

니면 좀) 아니요,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식

으로요?) 약간 애가 좀 미술 좀 못하면, 학교 가서 미술, 학교 수업이 미

술도 있고 하니까, 좀 미술 스킬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미술 학원을 보내

기도 하고. 영어도 미리 안 해 놓으면, 가서 뒤쳐지니까, 학원을 또 보내

고. (…) 제가 개포동 쪽에서 살았었는데, 강남권은 그런게 또 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사회적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내 자식도 이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기본적인 정서가 아닐까.

(1-09)

앞서 아이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위의 엄마는, 다른

부모들의 양육 방식은 어떨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과 달리 걱정과 불

안의 마음에 아이에게 공부를 강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위의 엄마

를 포함한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은 아이의 소소한 행복을

원하지만, 아직 다른 엄마들은 아이에게 공부를 통한 성공을 원할 것’

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즉, 자신의 희망에 상관없이 아직은 사회에

‘성취 중심 도구적 모자관계’(윤택림, 2001)가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부모들에게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우리는 3장에서 엄마들이 아이에게 자신의 기대를 ‘뭉근히’ 전수하

고자 하며, 자신의 욕망을 타인에게 직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지 않

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욕망 감추기’는 위와 같이 가까운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더 빈번하고 강력히 작동한다. 선행학습, 학원

돌리기 같은 ‘과도한’ 교육방식이 적어도 당위적으로 비판받는 현재에

이르러, 이제 아이 교육의 규범은 ‘누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 아이

가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적절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아이를 건강하고 키워내는지’가 (표면적으로) 더 중요하

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키자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엄마의

욕망은 은밀하게 내비쳐지며 전수되어야 한다. 암묵적으로 합의된 범

위를 넘어서는 교육 자본을 투입하는 엄마는 ‘유별난 엄마’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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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게 된다. 물론 그러한 낙인에 굴하지 않고 아이에게 최대한의

교육을 투입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는 투입 대비 성과

가 확실치 않은 ‘올인’ 전략 대신 섬세하게 설계된 교육방식을 통해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

엄마는 자신의 눈과 귀를 ‘타인’에게로 맞춘다.

3) 동네 엄마, 목동 엄마

몇 번의 단편적인 면접으로 한 엄마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완전히

형상화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참여자들의 발화에 따르면 엄마의 사회

적 관계망은 아이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고 볼 수 있었다. 출산 직후의 짧은 산후조리원 생활을 제외하고 사

회적 활동이 전무했던 엄마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이다.

(다른 부모님들이랑 교류는 많이 가지시는 편이세요?) 어… 한, 저도 일을

하다보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1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고, 이제 카

톡방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시는 그룹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

냥 큰 아이 그룹, 작은 아이 그룹인데, 그 그룹이 한 10명, 10명 이렇게 돼

요. (첫째 아이 그룹도 또 유치원 때부터 아시는) 네 그렇죠. 되게 오래 됐어

요.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대화나 카톡같은 거 하실 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음... 이제, 아이들의 일상 생활? (아이들의 그런) 네 그런, 오

늘 뭐 했대. 큰 아이일 수록 학원, 학습 쪽 이야기도 가끔 하긴 하는데. (…)

(1-14)

위의 연구참여자는 10살 아들과 7살 난 딸을 둔 엄마다. 그녀는

2011년 결혼 직후 다니던 미술학원 일을 그만두고 가사노동에 종사해

오다, 3, 4년 전부터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과 홈스쿨링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을 시작하며 다른 엄마들을

전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첫 키자니아 방문도 둘째 딸

의 친구 엄마 네다섯 팀과 함께 갔을 만큼 그녀는 어린이집에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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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엄마들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거주지역의 교육·보육기관을 기

반으로 만들어진 엄마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망은 실제로 엄마와 아이

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맺어졌던 그

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로

변한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제는 다름 아닌 ‘동질감’이었다. 엄

마들은 출산과 육아, 자녀 교육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비

슷한 상황과 감정을 겪는 다른 엄마들과의 “보살핌과 어울림

(tend-and-befriend)” (Taylor et al., 2000: 411)을 통해 견디고자 했

다. ‘처음 육아를 경험하며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색할 때 쉽게 의견

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친구’,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

며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써, 자녀 친구들의 엄마 그

룹은 상당한 결속력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한 번 형성된 엄마 그룹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의 반이

바뀌거나 초등학교로 진학한 뒤에도 비교적 꾸준히 유지된다. 대체로

‘전업맘’들이 ‘직장맘’들에 비해 더 빈번한 모임과 교류를 갖지만, ‘직

장맘’들도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휴일 시간을 활용해 자녀 또래 엄마

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엄마들의 대화 주제는 일상의 전반

을 아우르지만, 그 중에도 자녀에 관련된 주제가 대화의 가장 주요하

게 다루어졌다. 특히, 학원이나 과외 관련 정보, 자녀의 정서나 생활

습관의 지도, 전시회나 체험 활동 정보와 같은 자녀의 교육, 학습에

관련한 주제들이 대화의 단골 주제였다. 나아가, 엄마들은 단순히 정

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또래 엄마들과 학원의 ‘레벨 테스트’나 ‘키자

니아’ 방문 등의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동네 엄마’ 커뮤니티가 무조건적인 친밀감과 호의로만

유지된다고 하기엔 어려운 지점들이 미묘하게 드러났다. 이는 커뮤니

티 내에서 스스로가 ‘유별나’ 보이지 않도록 처신하고자 하는 일종의

‘연극적’ 규범이 나타남을 뜻한다(터너, 2014). 만약 한 구성원이 자녀

의 학습능력이나 재력의 우월함을 ‘티나게’ 뽐낼 경우, 그에 대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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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는 쉽게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엄마들은 점점 커

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제인 ‘동질성’을 해

하는 언행을 삼가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엄마들의 모임이 형

성될 수 있었던 ‘자녀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더욱 명백하게 보여졌다.

(그분들이랑은 주로 어떤 대화를 하세요?)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

을 하구요. 오히려 학원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많이, 저도 모르고 생소하고, 어 그 사교육이 신세계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에는 거기서 듣고 온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알고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거든요. (…) (다른

엄마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 같으세요?) 음…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말은 우리 친해, 라고 하지만 툭 터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솔직

한 마음을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는 더 숨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얘

기하는 게, 지금 처음 뵙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

요.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1-16)

위 연구참여자는 첫째 아이의 유치원 때 알게 된 다섯 명의 엄마

들과 가장 친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친한 동네

엄마들과 자녀의 교육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다고 말

했다. 그녀는 외부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교육 정보들을 동네 엄마들

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했는데, 그것이 집단 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겪은 뒤, 위의 연구참여자는 더

이상 친한 동네 엄마들과 아이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툭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네 엄마 사이의 교육 관련 정보는 때로 일정한 수준

에서 점검을 거치며 경우에 따라 기각되기도 했다. 실제로 어떤 엄마

들은 가장 친한 집단으로 여겼던 동네 엄마들의 정보를 전적으로 신

뢰하지는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 동네 엄마 그룹을 통해

얻은 정보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었다. 오히려 이들은 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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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통해 정보를 더 풍부하게 수집하고, 그 정보의 사실 여부와

적실성을 스스로 ‘발품을 팔아’ 확인하고자 했다.

(…) 그냥 제가 직접적인 경험 안 하면 저는 약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해도 크게 그거에) 네 좀, 저는 제가 좀 알아보

고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알아서 키우는 거

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04)

이렇게 동네 엄마들과의 자유로운 교류에 제약이 생기며 그 안에

서 통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이 손상되자, 이 엄마는 자녀교육에 있어

서 자신이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엄마’(박소진, 2017: 65)의 모델을 동

네 울타리 바깥에서 찾고자 했다.

음... 다들 그렇게 하더라구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시작이 빨

랐을 뿐이지. (지금은 다들) 네 지금은, 소소하게 다들 그렇게 아이들 시

키고 있고, 또 목동에 나가면, 이제 목동 엄마들이랑 친분을 갖게 되면,

학교 엄마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학원 다니는 엄마들이랑 얘

기했을 때 좀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1-16)

자신이 사는 지역 가까이에 ‘목동’46)을 끼고 있던 이 연구참여자

는, 자신이 배우고 따라야 할 좋은 교육의 모델을 목동에서 찾아냈다.

그녀에게 목동은 자녀교육의 전문가들과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가 있

는 특권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제 이 엄마는 목동의 학원가를

돌며 설명회에 참여하고, 맘카페에 가입해 게시글을 정독하며, 어떻게

46) 박소진(2017: 65-103)은 ‘보통의 엄마’들이 ‘강남’에 대하여 가지는 환상적, 차별적

인식과 욕망을 ‘공간적 위계수사’(spatial stratification trope)로 명명하며, 이 공간적 수

사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동원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

남의 차별적 위상을 ‘목동’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목동과 관련된 응답을 나타낸 엄마

들은 주로 구로구 등 서울 서부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비교적 접근 가능한

목동에 대하여 강남과 유사한 공간적 위계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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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알게 된 목동 엄마에게 아이 교육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며

‘고급 정보’를 얻고자 했다.

그렇게 목동으로 학원 보내는 엄마들은 아무래도 학습에 관심이 많은 거거

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났을 때는, 거의 100프로 학원 얘기, 앞으로 스케

쥴 얘기, 중학교 어디 보낼 건지, 이런 게 다 계획이 짜져 있고, 왜, 뭐 이

렇게 어느 정도 한 3개월 분기마다 계속 테스트를 해서 레벨을 업 시켜주

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무튼 그런 교육적인 정보에 대해서 그 엄마

를 만났을 때만 그렇지, 일반 엄마들 그룹에서는 그렇게 공부 얘기를 하진

않는 편인 거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어머니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어떤

걸 시키고 있나요?) 되게 많이 시키던데, [웃음] 바이올린, 뭐, 인라인, 뭐 이

런 것도 하고, 수학 과학 한자, 이런 거 다 하고. 영어도 하고.

(1-14)

앞서 동네 엄마들과 비교적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던 위의 연

구참여자(1-14) 또한,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동네 엄마보다 목동

엄마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에게 목동 엄마는 아이 교

육에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아이를 위해 헌신

하고자 하는 ‘매니저’의 전형이었다(박소진, 2017: 65-67). 미술강사라

는 자신의 본업 때문에 목동 엄마들만큼 자녀 교육에 매달릴 순 없지

만, 그녀 또한 아이를 목동 학원에 보내며 가능한 한 자신과 아이를

목동이라는 차별화된 공간에 ‘결속’시키고자 했다. 이처럼 아이를 목

동 학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목동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길 원하는 욕망의 발현이었다.

목동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동 학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반은 목동 아이들만 넣어 주

세요. 다른 지역 아이들은 넣어주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런 것부터

되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저학년인데 물어본다고

하더라구요. '너는, 학교가 어디야? 어디서 왔어?' 워낙 타 지역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물어본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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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정한 ‘목동 엄마’는 목동에 학원을 보낼 뿐 아니라, 실제

로 목동에 거주할 때에만 온전히 인정되는 차별적 지위다. 위의 사례

에서처럼, 목동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교육장 내에서의 특권

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진입 시도에 일정한 거

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주거지역의 위계는 실제로 자녀교육의

형태와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척도로 인식되며, ‘목동’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구별짓기와 차별적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유지될 수 있던 것이

다. 타 지역의 엄마들 또한 ‘목동 사람’들이 보이는 차별과 배제의 눈

초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아이를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계층의 한계를 벗어나 가능한 여러 자원과 정보를 동원

하고, 또 다른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

망의 ‘이중 형성’은, 정서적, 사회관계적 교류의 욕구는 ‘동네’에서, 그

리고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들은 ‘목동’에서 충족하려는 전략적

행위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네 엄마’와 ‘목동 엄마’는

서로 다른 의미에서 욕망의 대상이 된다.

4) 육아 프로젝트 기획과 가족 구성원의 동원

20세기 말까지 한국에서 자녀의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이나 가족

내 가부장적 문화의 압력에 상당 부분 종속되어왔다(배은경, 2012:

199-214). 하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규범이 보편화되며, 적어도

자녀 출산에 관한 결정권은 결혼 당사자들에게 상당 부분 이양되었

다. 이제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 경제적 여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출산을 선택한다. van de Kaa(2004: 77-81)가 지적하였듯, 이제 자녀

의 출산은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성찰적 고려를 통하여 개

인에 대한 자아실현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결정된다.

한편, 자녀 출산의 선택 뿐 아니라 양육 과정에 있어서도 가족 구

성원들의 권한과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성평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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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점진적 확산, 여성의 사회진출 참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들은 가사와 돌봄 노동의 참여 의무를 엄마에게 전가하는

것에서 부부, 그리고 가족이 일정 부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안병철,

2010). 또한, 보수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가족정책은 육아 책임의 사회

적 분담을 특징으로 하던 탈가족적 보육정책의 흐름을 회귀시켜, 양

육의 일차적 책임을 재가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전윤정,

2015).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한국에서 매우 강력한 이데올로

기적 요소로 작동하던 남성 중심 생계부양자 모델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신경아, 2014),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과 확산이 진행되었다(Kwon and Roy, 2007; 채화영, 2012; 김연진,

2013; 홍승아, 2018 등)47).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에서도 자녀 육아와 교육과 관련한 부모

의 분업적 역할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는 자신의

직업과 소득을 일부 혹은 전부 포기하는 대신 아이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계획, 운영의 주도권을 쥔다. 반면 남편은 자녀교육과 가계 운영

을 위한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가능한 여력 안에서 자녀의 돌봄

에 일정 부분 조력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엄마는 더 전문적이고 꾸준

한 정보 수집과 효율적 시간관리가 필요한 아이의 공부를 주로 전담

하고, 아빠는 퇴근시간과 휴일을 활용해 아이들의 여가와 놀이를 담

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에게서는

‘공부시키는 엄마’와 ‘놀아주는 아빠’의 역할 구분이 비교적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다(강몽우, 2018). 아이의 손을 잡고 키자니아를 방문한

아빠들의 모습이 드물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돌봄 노동의 분화와 무

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불평등한 성별 분업 체계, 특히 돌봄 노동 의무의

여성 편중의 현상이 잔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안숙영, 2018). 본 논문 또한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해 현재까지도 육아의 ‘주체’가 되도록 견인되는 엄마들에게 논의를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항은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키자

니아의 엄마’와 그 가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젠더 체계의 교차·균열의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고, 나아가 활용하고자 하는지를, ‘돌봄 노동’의 부부 간 역할 분화와

조부모의 육아 재정 분담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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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에 대한 관점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나 이런 데서는

좀 두 분이서는 의견이 일치하시는 편이세요?) 그, 부딪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수용하는 편이고, 얘기해주면 저도 수용하는 편이

고. 부딪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예

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보통 한두 시간밖에 아이랑 함

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워낙 회사가 멀어서 퇴근해서 오다 보면

한 여덟 시쯤 넘거든요. 그때부터 아빠랑, 맹목적인 아빠바라기들이라,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딱히 나눠져 있진 않아요. 도와줄 수 있

는 건 최대한 도와주고, 아이들이랑 놀아줄 땐 놀아주고.

(1-08)

(그러면, 역할 분담을 따지면 어머님과 아버님과 어떻게 역할이 나눠질까

요?) 뭐 크게는, 저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가사

를 보고. 일단 그게 제일 클 것 같고. 육아에 대한 건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엄마가 많으니까. (…) (뭐, 다른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 같은 걸 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은 없구

요, 둘째랑 첫째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데 첫째는 컸으니까 좀 어디

데리고 다닐 만하다고 보고,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하면 첫째만 데리고 가는 편이죠. (그래도 아이가 어리다보니까 좀 둘째가

좀 더 엄마랑 많이) 맞죠. 이렇게, 음, 둘째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이 있으

면, 만약에 딸이 방학이거나 이러면 그 때는 엄마랑 또 어디 가기도 하고.

(1-10)

위의 가정은 부부 사이의 육아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아내(1-08)는 결혼 후 아홉 살 딸과 세 살 아

들을 둔 전업주부고, 남편(1-10)은 식품 관련 기업의 IT 기획 직렬에

종사하는 회사원이다. 남편은 혼자 가계의 수입을 담당하면서도 아내

의 돌봄 노동을 ‘돕고자’ 했다. 작년(2018년)에는 어린 둘째를 돌봐야

하는 엄마를 대신해 큰딸과 함께 키자니아를 찾기도 했다. 비록 멀리

떨어진 회사로의 출퇴근에 몸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두 아이를 혼

자 돌보는 아내를 위해 가능한 한 아이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려 했

던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과 잘 놀아주는 아빠에게 아이들은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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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을 표현한다. 아빠는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는 아이의 사랑스

러운 모습에 푹 빠진 ‘딸바보’가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부부의 공부/놀이 역할 분담은 결국 육아노동의

여러 항목 중 가장 긴 시간과 집약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녀교

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자녀의 학습지도와 교육은 결국 엄마의 책임’이라는 인식

이 지금의 부모들에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육아 과정에서

의 변화한 성별 역할 인식은 특히 부부 맞벌이 가족보다 남편의 외벌

이 가정에서 더 뚜렷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였다. 즉, 남성 1인의 소득

이 가정 부양에 충분할 경우, 여성은 “남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자녀의 미래 활동에 대한 지원, 지위 유지를 위한 정략적 활동,

의례적 행사의 주관”의 역할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실

천하게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일정 부분 지지된다고 볼 수 있

다(조한혜정, 2010.10.8.; 남미자·배정현·오수경, 2019: 146에서 재인용).

한편,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때로 자신의 부모들에게 양육의 참여

를 요청하기도 한다. 요즘 시대에 ‘아이 키우기’가 녹록치 않음을 아

는 조부모들은 흔쾌히, 혹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들의 육아 참여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조부모는 자녀계획과 양육의 결정권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일본에

서 등장했던 ‘six pocket’ 담론48)(Buckingham, 2011: 105-106)을 떠오

르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결혼은 부모세대와의 완전한 독립을

뜻하지 않는다. 특히, 결혼 이행과정에서의 경제적 비용 부담은 혼인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도록 이끈다(권오

재, 2017: 47-51). 신혼부부의 ‘불완전한 독립’, 혹은 의존 상태는 혼인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며, 특히 계층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러

48) ‘six pocket’이란 ‘one child six pocket’의 줄임말로, 1990년대 이후 출산률의 감소

하며 각 가정마다 1-2명만의 소자녀만을 갖게 된 일본 가정에서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어른이 모두 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다. 즉, 아이의 양육을 위해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 세대에 이르기

까지 아이를 향한 물적, 인적 소비를 아끼지 않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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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이 더 뚜렷하다(최선영, 2020: 208).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넣어 주세요. (아 진짜요?) 태권도 갈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아빠 올 때 빼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

시거든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돈, 돈이 없

으면 넣어주시고. (…)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처에 살아요?) 네, 아마 태

권도 근처에 있는데. 가려면 한, 10분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럼 자주 보는 편이예요?) 거기, 중학교 옆에 있어가지

구. 어, 토요일 날에는 많이 보고요. 태권도 갈 때도 많이 봐요. (그럼 ㅇㅇ

는 학교에 갈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올때 혼자 왔다갔다해요? 아니면 누가

데려다 줘요?) 그, 아빠가 와 있을 때는 아빠가 데려다주구요. 이제 좀 있

으면 할머니도, 회사 일을 그만 둬서 제가 할머니 집에 있을수도 있구요.

(2-01)

위 아이(2-01)의 아버지는 해외 무역 사업가로 일하고 있어 오래

집을 비우곤 한다. 엄마(1-02)도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기 때문에 육아

에 관심을 온전히 기울이기가 어렵다. 하지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아이는 학교나 태권도 학원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다. 아이의 엄마 또한 회사 업무 상 지방이나 해외 출장

을 나갈 때마다 친정 엄마의 손길을 빌려 아이의 돌봄을 해결했다. 한

편, 아이는 시시때때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으로 자신의 필

요를 해결했다. 위 아이처럼, 면접에 응한 아이 중 다수는 용돈을 ‘부

모님’이 아닌 ‘할머니’에게서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부모들 또한, 조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저축하거나 계획적으로 쓰도록

지도하며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길려주고자 했다. 이처럼, 조부모 세대

의 양육 참여는 크게 경제적 지원과 돌봄 노동의 분담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렇듯 육아에서의 조부모의 직간접적 조력은 젊은 부부에게 거의

필수적이라 할 만큼 커다란 도움이 된다. 특히, 이 조부모의 육아 참

여 여부는 맞벌이 부부에게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엄마들에게 ‘친정’ 혹은 ‘시댁’은 없어서는 안될 돌봄 조력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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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맘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친정어머니 도움 없이는 직장 못

가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비록 양육 방식이나 분담의 비

율에 있어 세대 간의 갈등이 분출하기도 하지만(김보성·김향수·안미

선, 2014: 96),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엄마는 적절한 타협과 보상으로

‘친정어머니’의 손을 빌린다. 앞서 검토하였듯 키자니아 방문 가정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계층지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러한 가정들에게도 조부모의 조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되며,

장려되고 있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육아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가족과 지인, 지역, 사회구조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개입

되는 집단 매니지먼트 사업이 되었다. ‘엄마’는 이렇듯 복잡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총책임자로서, 자신이 가용 가능한 자원과 주위에서

징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아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능력치와 기대치를 고려해 적절한 규모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행위자와 지식, 테크놀로지, 그

리고 규칙이 착종된 육아라는 이름의 장(field)은, 때로 아이와 부모가

필연적으로 접속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게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Storeng & Béhague, 2014; Walker, 2019). 그렇다면 이 육아라는 ‘매

니지먼트 게임’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플레이어’는 어떤 결말을 상상

하며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할까? 그 바람(望)의 내막에 대한 탐구는

다음 절에서 이어나가도록 한다.

3. 엄마의 일루지오

전술하였듯, 부르디외의 ‘일루지오’는 우리 연구의 전체적인 논의의

테마인 ‘꿈’의 형성과 실천을 이해하는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특정

한 ‘장’ 안에서 공통적으로 욕망되는 자본을 향한 이해관심, 즉 사회

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믿음, 혹은 ‘환상(illusion)’으로써의 일루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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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장에 편입된 이들에게 (상징)자본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투쟁을 위한 활력을 제공한다(부르디외·바

캉, 2015: 515-6). 다시 말하면, 각각의 장에는 상이한 꿈의 세계가 형

성되어 있으며, 그 장의 행위자들은 ‘꿈’이라는 미래적 자본을 획득하

기 위한 일루지오에 사로잡힌다(김홍중, 2015b: 45-8). 이 절에서는

육아와 자녀교육이라는 장 안에서 ‘사회적 게임’(Ibid.: 48)의 ‘미션’을

수행하던 엄마들이 보유한 일루지오의 형상, 즉 그들이 꿈꾸는 미래

상을 ‘건사’와 ‘안주’라는 두 개의 큰 틀 안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1) 제 스스로 건사할 수 있는 아이

김홍중(2017: 247-253)은 한국의 역사에서 생존주의가 1894년의 제

국주의적 만국공법 생존주의 레짐,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냉전 질서

적 레짐, 1997년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레짐이라는 세 차례의

파동과 같이 전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생존주의적 레짐은 생존에

대한 강박적 심상, 즉 생존의 에토스를 생산하는 동시에, 행위자들로

하여금 서바이벌의 실천을 강제한다. 특히, 그는 1997년 레짐이 국가

경제의 충격적인 붕괴가 개인, 가족, 조직 등 다차원적 수준에서 생존

위기의 탈출과 맞닿은 담론, 문화, 실천을 추동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존주의 레짐의 시기적 구분을 따른다면, 2020년의 키자

니아의 부모들(70-85년생)은 10-20대에 IMF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전

개된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 레짐을 학습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몸소 대학입시와 취업시장, 그리고 결혼이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을 겪으며 생존에 적합한 마음가짐과 지혜를

체화해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 레짐의 체현자

에게는 이제 ‘부모’로서 새로운 세대를 재생산하고 양육하며 함께 생

존해야 할 의무가 부가되었다.

우리는 앞서 이 신자유주의적 생존주의 레짐 세대에 속한 부모들

이 주조한 미래상의 내용이 ‘위험’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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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양상은 크게 ‘급격한 변화’와 ‘불변’이라는 상반된 전망으로 재

범주화해볼 수 있다. 먼저, 이들은 4차 산업혁명, AI 등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가

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때로 과학은 아이들의 생존 경쟁의 완화, 경

제적 성장, 삶의 편의성 증대 등의 효과를 통해 ‘살기 좋은’ 미래 생

산을 견인할 것으로 여기지기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답변에서 과학

기술은 미래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회변화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

는 일종의 ‘위험’으로 이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과학기술에 발전

에 의한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급진적이어서, 부모들은 그 변화에 대

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웃음] 글쎄요. 진짜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2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쓸 줄 알았나? 자율주행차가 2020

년에 나올 줄 알았나. 몰랐잖아. 애가 크고, 지 이제 10살이니까, 애가 정상

적인 이제 사회생활 할 서른 살 정도 되면 20년 뒤인데, 진짜 그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1-17)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사회상과 삶의 방식을 (대체로

부정적 의미에서)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엄마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생존에의 무한한 경쟁이라는 ‘파국적 사회구조’는

앞으로도 지속, 혹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속되는 파국’

(김홍중, 2019: 34)의 감각은 개인화와 이기주의화에서 비롯된 인간성

의 타락과 상실, 지구적 차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의 재귀적

충격, 가진 자들의 탐욕과 부정에 의한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와 같

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렇듯 현실에 정초된 ‘상상된 미래’의 이미지

는 부모가 아이에게 갖는 부채감과 죄의식의 원인이 된다.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요. (왜요?) 환경적인 부분들, 지금도 솔직

히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 환경이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

애들이 20대 되었을 때, 30대 되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 116 -

이 들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애들이 취업이 지금 20대

들이 우울증에 자살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

하는 사람도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그렇고.

사회적으로 솔직히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1-04)

이러한 미래 인식 가운데 엄마들은 이제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신분

성취라는 인과적 계층 이행(강창동, 2008)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확

고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제 한정된

지식의 주입식 암기를 통해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이상 급변하는 미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자 조

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성공의 공식’에 균열이 일어

나고 있음을 간파한 엄마들은, 현실에서 정말로 아이에게 필요한 새로운

생존능력(survival ability)은 무엇이며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 어떤 교육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를 숙고한다. 그 결과로, 엄마들은 미래를 향한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처능력이 앞으로의 생존에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리하여 작금의 유아교육은 아이가 불확실한 미래에 휩쓸

리지 않고 스스로 생존을 구가할 수 있는 능력, 즉 ‘자립심’과 ‘회복탄력

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그 초점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다.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만큼 크기 전까지

는, 제가 살아온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보완점을 보완해서 키우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키우면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

을 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나서는, 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좀 겁이 난다라는 생

각이 들더라구요 (…) 그리고, 우연히 '그릿'이라는 단어를, 설명, 연설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단어를 항상, 상기하고, 그

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서,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편이예요.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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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2장의 마지막에서 키자니아가 아이에게 ‘회복탄력성’이

라는 ‘꿈-자본’을 전수하고자 고안된 공간임을 살펴본 바 있다. 이 회

복탄력성에 대한 추구는, 앞서 언급하였듯 일정 부분 부모들 각자가

담지한 일련의 불안과 혼란의 체화된 감각에서 비롯된다. 엄마들은 자

신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 겪었던 어려움을 자신의 아이들이 똑

같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하지만 그 바람은 가까운 미래

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기적에 가까운 소망인 것을 부모들도 자각

하고 있다. 이렇듯 불안하고 암울한 미래를 이겨낼 수 있는 ‘최소’의

여건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다. 아이에게 다양한 체험

과 교육을 통해 꿈을 발견토록 하고, 넓은 시야와 건강한 심신을 갖춘

독립적이고 유연하며 능동적인 개인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부모가 가지는 최소의 도리인 동시에 엄마로써 아이에게 갖는

올바른 ‘주체상’, 즉 미래의 아이를 향한 꿈의 내용이 된다.

네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

들이 우리한테 의존을 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

고 해서 아예 기반이 없이 애들이 사회로 뛰쳐나가게 만들고 싶지도 않

아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만큼은, 기본 베이

스는 깔아주고 싶어요.

(1-04)

이처럼 엄마들이 아이를 향해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은 ‘성취자’이기

보다는 ‘생존자’에 가깝다. 이제 엄마들은 아이가 커다란 꿈을 꾸며 그

것을 성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이에게 꿈을 가

지고 공부를 하도록 재촉하는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미래에 더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는 ‘성공’을 쟁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는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해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가정의 여건에 비해

‘큰’ 꿈을 꾸는 것을 썩 반기지 않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가 적당한 노

력으로 이룰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꿈을 갖길 원한다. 그리고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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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꿈이 좌절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민첩함

과 유연성을 갖추길 원한다. 이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향한 분투’(박

고형준, 2014), 즉 자신들의 계층적 위치를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소극

적 소망은 엄마의 꿈을 이루는 원초적인 이해관심이 된다.

2) 생존에 안주하며 행복을 구하기

(엄마랑 아빠랑 무슨 일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어, 아빠는 회사 다

니고 엄마는 학원…. (학원 다니고 있어요?) 학원 데려다줘요. (…) (지금

ㅇㅇ은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요,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요?) 엄마

랑. (엄마랑 시간 보내면 뭐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같이 마트 가

요. (마트도 가고? 그리고) 학원 가요.

(2-09)

(…) 목동 쪽으로, 수학이랑 과학은 목동 쪽으로 다니고. 영어는, 대형 체인

회사를,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영어도 목동 쪽에 있는데 (…) (그럼 학원

이렇게 통학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다 차량으로, 다 데

려다줬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엄마는 학원 데려다주

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1-16)

올해로 2학년이 된 위의 아이(2-09)는 일주일이 빽빽할 만큼 수많

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학교에 다녀오자마자 집에서 쉴 틈

도 없이 목동의 학원가를 돌았다. 아이의 등원을 책임지는 것은 엄마

(1-16)의 몫이었다. 자연스럽게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

분을 ‘학원가는 차’에서 보냈다. 그렇게 아이는 엄마를 ‘자신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이 전형적인 ‘매니저엄마’는

이렇게 아이에게 많은 학업을 요구하는 이유로 ‘대입’과 ‘선택의 기회’

를 꼽았다. 비록 아이가 자신을 ‘학원 데려다주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해도,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가 가진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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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엄마들은 아이에게 과도한 공부를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하기도 했다. 이전에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벗

어나고자 발버둥쳤던 경쟁의 소용돌이에 나도 모르게 아이를 밀어넣

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엄마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불안과 불행

의 모습을 마주하며 큰 충격에 빠진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애가 공부를 못할까 봐 불안했어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그걸 못 견딜 것 같더라구요. 그럴 심리 상태일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 (그런데, 그럼 어머니께서는 그런 불안함을 좀 어떻게,

극복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넘어서셨을까요?) 그 좀,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개인적인 건데…. (…) 아 내가 왜 이렇게, 애가 나를 닮아가는

게 싫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좀 그렇거든요. 뒤쳐질까봐 두렵

고, 불안도가 높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애가 이렇게 나를 닮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너무 걱정스럽다고 해야 하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신 거

죠) 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상담도 좀 받고. 내 애가 나를

닮는 게 싫은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좀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 애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꼭 사회적으로 성취

하지 않아도, 잘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

고.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1-09)

‘내 아이가 나를 닮아가는 모습이 싫다’는 위 엄마(1-09)의 표현은

공부와 경쟁에 매몰되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 대면에서 비롯

되었다. 지금까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부모 세대는, 이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그 결과를 되짚어보며

자신들이 꾸었던 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해도 괜찮을지를 점

검하고자 했다. 그 성찰의 결과로 부모들은 ‘우리가 겪었던 극한의 경

쟁 구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 자

녀들은 이제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며, 나아가 이 경쟁구조

의 변화 가능성을 꿈꾸고자 한다. 즉, 엄마들은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과 그것을 위해 ‘생존주의적 경쟁’에 대하여 자신들이 취해야

할 대안적 반응의 가능성을 궁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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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2015a: 198-201)은 생존주의라는 강력한 헤게모니에 맞닥뜨

린 청년 세대가 독존, 공존, 탈존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마음의 분화

를 나타냄을 보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독존은 생존주의와 거리를

둔 채 개인의 안위와 자아의 실현, 삶의 미학적 구성을 추구하는 마

음가짐을, 공존은 타인과의 연대와 운동이라는 실천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탈존은 가혹한 생존 경쟁에서 이

탈해 무력감과 우울, 상실과 체념의 정서로 경도된 ‘깨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 마음가짐의 분류만으로는 생존주의에 맞서

는 우리의 키자니아 부모(엄마)의 반응과 그 마음의 전모를 적확히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표면적으로 생존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위의

세 유형 중 ‘독존’에 가까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사

회의 일정한 역할과 지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와 공적 의미를 추구

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독존과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공존’과 대비할 때에, 이들이 꿈꾸며 열망하는 미래의 차원이

‘나’와 ‘아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된

다. 엄마들은 생존주의에 완전히 순응하거나, 반대로 탈존이라는 극단

적 결론을 꿈꾸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생존을 향한 엄마

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분류와 다른 언어가 요청된다.

(지금과 나중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서 살아갈 세상이, 좀 어떻게 변할 것

같다고 느끼세요?) 어떻게 변할 것 같다? (네.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

세요?) 어,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원

은 부족하니까, 네. 이런 걸로는, 그걸 제가 이제 [웃음] 저는 아이들한테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농사를 배워라. 농사를 [웃음] 아니면 낚시

를 해라 [웃음] 그냥, 너희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졌을

때, 그냥 이렇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안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그것도 행복이지

않을까... 그냥 핸드폰 요금 낼 수 있는 정도, 보험료 낼 수 있는 정도, 전

기요금 낼 수 있는 정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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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엄마(1-13)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

해 아이들에게 ‘농사’, ‘낚시’와 같은 구생(求生)적 기술을 익힐 것을 농

담조로 이야기했다. 그 농담에는 앞서 살펴보았듯 불가항력적으로 변

화하는 미래에 대한 생존을 위해 아이의 자조(自助, self-help)적인 능

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엄마의 의도가 투영되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 엄마는 농담에 덧붙이며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돈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삶에 어느 정도 ‘안주’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

이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 즉 절대적 생존 요건의 충족을 경험한

키자니아의 엄마들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곧 행복을 위

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엄마들의 ‘소

소한 미래 추구’의 태도와도 일정 부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

현 가능한 ‘꿈’을 성취한 아이는 생존의 최소 조건인 꿈의 성취에 안주

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인용구에서 쓰인 ‘안주’라는 표현은 현실에 만족하며

자리를 잡는다는 사전적 정의와는 그 의미적 맥락이 매우 상이한 것

처럼 보인다. 이는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재→미래의 시공

간적 이행 속에서, 생존에의 만족을 위한 요건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자본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삶에

안주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전략을 반복적인 기획, 이행, 점검, 완수

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위치다. 즉, ‘안주’의 정서는

‘적어도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상대적 생존’에 성

공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이다.

따라서, 생존주의적 경쟁에 회의를 느꼈던 엄마들은 이 경쟁의 구

조를 온전히 혁파하기보다 경쟁의 장 내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내기

물, 즉 이해관심의 내용을 변형하려는 태도를 구가하게 된다. 여기에

서 발견되는 이해관심이란, 커다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안주’할

수 있는(혹은 적어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들에게 생존

경쟁의 도상(圖像)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이기보다 낭떠러지로부터의

‘거리’에 가깝다. 아이가 ‘생존 경쟁의 도태’를 의미하는 낭떠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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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멀리 떨어져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키자니아 엄마들의

욕망이었다. 그렇기에, ‘안주’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만족’이 엄마들의

발화에서 우리가 앞서 꿈의 구체적 형태로 지목하였던 아이의 미래

‘직업’과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해

요. (…) 어차피 내 인생이 아니라 자기들 인생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

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뭐, 자

아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애정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

고, 그렇게 하는 거지.

(1-04)

저는 뭐 언제든지 그냥 얘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그 이상적이고 그

바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좀 힘들게 살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일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1-06)

내 일을 즐겁게 정말 보람 있게 하는 사람. 어쨌든간에 경제활동은 꼭 해

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왕 해야 되는 거면 자기가 정말 금액에 보

수에 상관 없이 자기가 그렇게 보람 있고 만족감 느끼는 일이라고 하

면은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인 것 보다는 즐겁게

일을 하는 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1-12)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키자니아의 부모들은 생존주의의 순

응자이거나 초월자가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생존주의적

경쟁에 ‘기꺼이’ 뛰어들었고, 때로는 감수(passion)하며(김홍중, 2019)

그 경쟁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승리를 쟁취한 이들이라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생존주의에 착근된 의

미와 규칙들을 습득했고,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행복을 향한 최

적의 경로를 찾아내어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된 그들은 때로는 아이에게 생존주의(신자유주의)적 에토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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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득시키고, 때로는 대안적 가치를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궁극의 가치, 즉 ‘행복’의 필요조건을 그들에게 조성하고, 전수하

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엄마들이 새롭게 형성하고 육화한 마음

은,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층 상승의 욕망이 아닌 계층 유지에 필

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또한, 그들의 꿈의 실천은

남들보다 높은 곳을 올라가고자 하는 상대적, 대인적 경쟁이기보다

자신들이 스스로 설정한 생존과 행복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기-성

취적 투쟁에 가깝다. 결국, 미래의 ‘안주’를 바라는 마음은 그 상태의

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의 대상이자 목표로 탈바꿈하며,

이 ‘안주’를 향한 투쟁의 과정은 끊임없는 행위와 겪음의 중첩, 즉 역

설적으로 그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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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아이들이 볼 때, 정부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

해졌으며, 소중한 자원은 일상적으로 낭비되고, 중요한 가치관들이 흔들

리기 시작했다. 원칙이 흔들리고 폭력은 증가함에 따라, 미래 아이들이

이상(ideal)보다 못한 세상을 물려받을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들(아이들)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

그들의 아이디어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공유된 사유와 마음의 상태의

힘으로 탄생했다. (…)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증진시키고, 경험을 확장

하며, 지식을 팽창시켜나갈 필요가 있었다. 특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술과 직업에 관한 경험이 요구되었다. (…) 성인 세계의 비효

율성에 대한 문제적 마음가짐으로 시작된 그들의 움직임은 이제 더욱 확

실한 약속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들의 목적에 따라 연합한 그룹으로서 주

권을 선포하며 성인 세계로부터의 즉각적인 독립을 선언했다49).

위에서 요약한 ‘키자니아’ 공화국의 탄생 배경설화에서, 어린이들은

어른의 세계에서 지속적,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을 깨닫고, 그 대안으로 자신들만의 국가를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그들은 국가의 설립과 함께 가능한 한 다양한 직업기술

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이 대안적 국가체의 형성을 가능케 했

던 것은, 다름 아닌 어린이들의 공유된 사유(likeminded thinking)와 마

음의 상태(a state of mind)였다.

이렇듯 어린이의 입장에서 작성된 키자니아 탄생 스토리는 서술의

주체를 성인으로 대체하여 독해할 때 본 논문의 전체적인 논의를 요

약하는 알레고리로 변모한다. 어른들은 세계가 위험과 퇴보로 점철된

파국적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럼에도 불

49) 키자니아 영문 홈페이지 ‘KidZania Ztory’. 번역 및 강조는 필자. https://kidzania.com

/en/ztory (2020. 7. 11 검색)



- 125 -

구하고 부모는 아이를 위해 위험한 미래에 맞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

야만 했다. 그 조치 방안의 하나로서 고안된 ‘키자니아’는 국가와 민

족, 문화를 초월해 아이를 향한 부모들의 ‘공유된 사유’와 ‘마음의 상

태’(즉, 마음의 레짐)에 의해 탄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마음의

내용이란, 아이에게 직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직업을 열

망하도록 요청함으로서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미래를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확보시키고 궁극적으로 생존과 행복의 확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어른들에게 키자니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get ready for a better world)의 공간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준비’(get ready for a survive)를 실천하는 장치이며 장소로 받아들여

진 것이다.

키자니아 연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필자는 ‘키자니아는 자신들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천명했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라는 질

문을 숙고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키자니아’에 부여된 꿈의 통치

력, 즉 미래를 생산하며 이를 내면화하도록 추동하는 능력은 아이와

어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키자니아는 부

모와 아이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행할 꿈의 ‘관리’ 기법을

사전적으로 학습하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키자니아가 아이들이 ‘현재’ 확보하려는 꿈

에 관한 영향력은 그들의 행위와 발화 가운데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

고 볼 수 있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아이들은 키자니아에서 자신이

희구(希求)하려는 꿈의 형상을 발견하거나, 혹은 자신이 기존에 가졌

던 꿈을 더욱 강화하려는 자발적인 선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즐거움, 즉 ‘유

희’적 목적을 위해 키자니아의 프로그램을 향유하기도 했다. 이는 장치

의 지배력을 저항, 혹은 회피하는 역-장치적 ‘세속화(profanazione)’ 전

략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아감벤, 2010: 35). 실제로,

아이들은 때로 키자니아라는 장치에 결부된 도구, 상징, 담론, 규범들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이하며 그것에 결부된 ‘성스러운’ 목적을 제거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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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도 했던 것이다(Ibid.: 173-176). 또한, 키자니아 방문 경험이 실제

로 아이들의 꿈의 ‘궁극적 실현’, 즉 미래의 꿈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판단은 현 시점에서 정확히 내리기 어렵다. 이것은 아이들이 직업과 결

부된 희망을 투영, 성취하게 될 성인기까지를 포괄하는 장기적, 추적적

인 연구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오히려, 여러 자료와 발화의 내용을 고려할 때 키자니아의 ‘장치성’

은 부모에게 더욱 확실한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키자니아를 이

루는 모든 사물과 행위양식, 그리고 전략들은 겉으로는 아이를 위한 것

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엄마의 마음, 구체적으로 ‘욕망’

을 건드리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 엄

마(1-11)의 응답처럼, 키자니아는 아이가 노는 가운데서도 모종의 교

육적 ‘소득’이 제공되길 바라는 엄마의 욕망을 충족하는 공간으로서 스

스로에게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께서 키자니아가 이런 공간이다 하는 걸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한 문장이요? (한 문장이 아니어도 되니까,

한 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 키자니아가 어떤 공간인가? 어떤 곳일까….

아이들의 재미, 그리고 엄마의, 아이들의 재미와 엄마가… 엄마의 욕망?

[웃음] (…)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 엄마들은 뭔가 있기를 원하잖아

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조합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재밌고, 엄마는, 뭔가 교육적 측면

까지 찾을 수 있는.

(1-11)

물론 본 연구는 키자니아가 이러한 기능을 가진 유일한 장치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다른 ‘꿈-장치’적 기능을 탑재한 채

유치원, 학교, 학원, 과외, 체험학습, 그 외에 아이를 위한 각종 조직,

제도, 기관, 시설들은 아이의 양육 과정 가운데 엄마들에게 유혹적으

로 제안되며, 엄마는 아이의 발달 시기, 적성과 흥미, 가정의 사회경

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 그것들을 취사선택하여 아이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여타의 ‘꿈-장치’들과 대조되는 키자니아의 차별성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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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키자니아는 다른 ‘꿈

-장치’와 달리 직업을 명시적으로 미래의 꿈과 결부시키며 해당 직업

을 성취한 미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상상하고 그것을 희망하도록

만든다. 주지하듯, 이 꿈의 기표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직업들을

고도로 유사하게 재현해냄으로써 다른 꿈-장치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환몽성과 흡입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키자니아는 엄마가 그들의 욕

망을 완벽히 고착화하기 전 시기에 경험된다는 점에서 미래 기획 기

법의 형성에 있어 일종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를 도모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키자니아 방문은 시기적으로 엄마의 자녀교육 계획 수

립 과정 중 매우 초기에 경험되며, 따라서 이후 엄마가 아이를 향한

꿈의 기획과 통치의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

적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키자니아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적, 실천적 맥락

과, 그것에 결부되어 아이와 엄마가 형성하고 가꾸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일면을 조망해보았다. 그 완성도에 있어 부족함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겠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회학

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아동’이라는 존재를 연구의 주요 대상이자

주체로 상정하여 다가가고자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미래의 주

인공으로 표상되는 아이를 향한 꿈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를 다루는 다른 연구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탐색적으

로 다루어졌던 ‘꿈-자본’(김석호 외, 2007)의 형성과 상속의 과정을 질

적 접근을 통해 추적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꿈의 통치와 주체화 전략

수행을 위해 고안된 ‘꿈-장치’의 이론적, 실증적 탐색 가능성을 제안

함으로써 ‘꿈의 사회학’적 연구의 지평의 확장에 일조하고자 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자의 부족한 역량과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키자니

아 방문 경험자’라는 특정된 연구대상의 설정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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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원에 비해 충분한 연구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아동’이

라는 취약한 연구집단을 상정함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복잡

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며 예상보다 적은 수의 사례를 확보하는 데 만

족해야 했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을 엄마와 아이라는 가족적

차원에 한정하여, 키자니아라는 ‘꿈-장치’에 결부된 더욱 거시적인 영

역 -예컨대 기업(키자니아 社 및 파트너사)의 역할과 의도, 국가의 교

육제도가 ‘꿈-장치’를 활용하는 한 사례로써의 키자니아 단체 방문,

키자니아의 기원에 관한 역사구조적 접근 등- 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

다. 개인적으로는 본 연구가 노출한 이러한 한계점이 향후 풍부한 이

론적 배경과 자원을 가진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에 의해 극복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올해로 글로벌 탄생 22주년, 국내 진출 10주년을 맞

이한 키자니아는 앞으로도 자신들이 보유한 ‘꿈-장치’적 영향력을 계

속해서 확장해나갈 것이므로, 키자니아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접근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키자니아를 거쳐간 수많은 ‘가족’들은 그들을 에워싼 생존주

의적 무한경쟁 체제와 파국적이고 위험한 미래상에 새로운 균열을 일

으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

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키자니아의 엄마들

이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각자의 성찰을 통해 새로운

‘행복’의 내용을 구성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누구보

다 ‘아이의 행복’을 욕망하는 엄마는, 분명 현실에 놓인 문제를 극복,

변형, 회피하고자 하려는 자신들만의 전략을 스스로 구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학계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획하고 생산해나가는

주체로서의 가족, 특별히 아이와 엄마가 품은 ‘꿈’의 내용과 그 실천

의 양상을 탐구하는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우리

연구자들이 생산해내는 논의들은, 그들의 ‘행복 추구’ 기획이 미래에

성공적으로 실현되는 데 분명 작지 않은 조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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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키자니아 입점 국가 및 도시 현황50)

순번 연도 도시 국가

1 1999 Santa Fe Mexico

2 2006 Monterrey Mexico

3 2006 Tokyo Japan

4 2007 Jakarta Indonesia

5 2009 Koshien Japan

6 2009 Lisbon Portugal

7 2010 Dubai United Emirates

8 2010 Seoul South Korea

9 2012 Kuala Lumpur Malaysia

10 2012 Mexico City-Cuicuilco Mexico

11 2012 Santiago Chile

12 2013 Bangkok Thailand

13 2013 Kuwait City Kuwait

14 2013 Mumbai India

15 2013 Cairo Egypt

16 2014 Istanbul Turkey

17 2015 Jeddah Saudi Arabia

18 2015 São Paulo Brazil

19 2015 London England

20 2015 Manila Philippines

21 2016 Moscow Russia

22 2016 Singapore Singapore

23 2016 Busan South Korea

24 2016 Delhi-NCR India

25 2018 Guadalajara Mexico

26 2018 San Jose Costa Rica

27 2019 Doha Qatar

28 2019 Abu Dhabi UAE

29 2019 Dallas USA

출처: KidZania Press Kit (https://kidzania.com/en/press)

50) 2020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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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자니아 서울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목록51)

51) 2020년 5월 기준

순번 체험시설 직업 파트너사 참가인원 권장연령 키조

1
1인방송
스튜디오 1인방송PD 다이아TV 4 8 8

2 경찰서 경찰관 - 6 6 8

3
과학수사대
CSI

과학수사대원 - 6 6 8

4 관세청
관세
공무원 관세청 6 6 8

5 광고회사 광고모델 제주삼다수 6 4 8

6
국가대표
훈련센터

국가대표
양궁선수

종근당건강 4 6 8

7 국세청
국세
공무원 국세청 6 8 9

8 난민지원본부 난민구호
활동가

유엔난민기구 6 6 10

9 대학교 대학생 - 4 8 -3

10 동물병원 수의사
ANF반려동
물건강지킴
이

6 6 8

11
동물복지
달걀농장

농장
경영인

풀무원 8 6 8

12 동물복지센터 동물활동가 동물자유연대 6 4 8

13
동화 콘텐츠
창작소

동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LG유플러스 6 8 8

14
드라이빙
트랙

카 드라이버 메르세데스
-벤츠 4 7 -10

15
라디오
스튜디오 방송인 MBC 6 8 8

16
라면 연구
센터

라면
연구원

오뚜기라면 8 4 -15

17 마술학교 마술사 - 6 4 8

18 마트 계산원 - 8 6 8

19
문화재 발굴
현장 고고학자 - 4 6 8

20 백화점 고객 롯데백화점 15 4 -

21 백화점 백화점
매니저

롯데백화점 4 6 10

22 법원 법조인
(판사,

- 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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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변호사)

23 법원 배심원 - 4 6 4

24 베이커리 제빵사 파리바게뜨 8 4 -15

25
병원_
개복 수술실 외과의사 - 4 8 8

26
병원_복강경
수술실

외과의사 - 4 8 8

27
병원_
신생아실 간호사 - 6 4 8

28 병원_약국 약사 동화약품 4 8 8

29
병원_
응급의학센터

응급의학과
의사 동화약품 6 6 8

30 뷰티살롱 헤어/네일
아티스트 - 5 4 8

31
비타민
연구소

비타민
연구원 고려은단 6 6 8

32
성우
스튜디오

성우 투니버스 4 8 8

33 소방서 소방관 - 9 4 8

34
소 시 지
마이스터 랩

소시지
마이스터 진주햄 6 6 8

35
수면과학연
구소

수면과학
연구원 - 6 6 8

36 스낵개발센터 연구원 농심 8 6 8

37
스 마 트
전 기 안 전
관리센터

전기안전
보완관

한국전기
안전공사 6 6 8

38 스포츠플렉스 운동선수
(1부) - 12 6 8

39 스포츠플렉스
골프선수
(2부) - 4 6 8

40
승무원
교육센터

승무원 대한항공 6 6 8

41 시리얼 카페
시리얼
셰프 켈로그 8 5 -15

42 식량정보센터 농부 - 6 6 8

43 신문사 신문기자 중앙일보 6 10 10

44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메이커

베스킨라빈스 8 4 -15

45 안경원 안경사 케미렌즈 4 6 8

46 연기학교
퍼레이드 ,
탭 댄 스 ,
즉흥극

- 6 6 8

47 운전면허 운전면허 한국타이어앤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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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키자니아 서울 홈페이지 체험시설소개

(http://www.kidzania.co.kr/web/www/facility)

시험장 시험 테크놀로지

48
유제품
개발센터

유제품
메이커 서울우유 10 4 10

49 은행 은행원 신한은행 6 6 8

50 음료수 공장 음료수 공장
직원

롯데칠성음료 8 4 -15

51
E 커머스
센터

스 타 트 업
CEO G마켓 6 8 8

52
자전거
리페어 센터

자전거
미캐닉 - 4 8 8

53 진로상담센터 진로탐색검사 - 4 6 5

54
철강 신소재
연구소 철강 연구원 현대제철 6 6 8

55 초콜릿 공장
초콜릿
마스터 롯데제과 12 4 -15

56 치과 치과의사 동아제약 8 4 8

57
친환경에너
지발전소

기술연구원 한국지역난
방공사 6 8 8

58 쿠킹스쿨 요리사 오뚜기 9 6 -15

59
키 자 니 아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 6 8 8

60
특수부대훈
련소

특수부대원 - 6 4 8

61 패션부티크 모델 - 6 4 8

62
플라워
아틀리에 플로리스트 - 8 4 8

63 피트스탑 피트크루 메르세데스
-벤츠 4 8 8

64 한의원 한의사 함소아한의원 6 6 8

65
햄버거
카페테리아

햄버거
요리사 롯데리아 12 4 -15

66 호텔 호텔리어 - 4 6 8

67
환경위생
연구센터

환 경 위 생
서 비 스
컨설턴트

세스코 6 6 8

68
AI
에이전시

AI
에이전시 네이버 6 8 8

69
TV
스튜디오

아나운서,
기자,
기상캐스터

MBC 6 8 8

70
VR
여행연구소 여행플래너 하나투어 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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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ning and Governing

of Dreams:

A Study on ‘KidZania Seoul’

as the Future Production Dispositif

Sim, Gug Bo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study that approached the children's career

theme park “KidZania Seoul” as an analysis target and

background. Started in Mexico City in 1999, KidZania has

established its branches in 29 cities within 22 countries as of

2020. And “KidZania Seoul”, opened in 2010, continues to

attract 700,000 visitors annually. Starting from a problematic

view about the goal of KidZania to ‘experience a job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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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play and instill “dream” in a child’,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ntents of discourse, goals, rules, strategies, or

property of “dispositif” that are embedded and functioning in

KidZania. Also,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full extent of

the “dream”, the mind toward the future that “child” and

“mother” intend to plan, create, manipulate and pass on,

among the moments of activities in KidZania and their

subsequent lives.

This study employs the “sociology of dream” as the main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describes dreams as the images

of the future, and as the dynamics of the mind toward the

imagined futur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proposes the theoretical exploratory possibilities of

“dream-capital” as the capacity of dream formation and

governance, and “dream-dispositif” as a component for the

casting, enjoying and passing down of a dream.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and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at

has undergone empirica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through five field observations at first-hand and in-depth

interviews of 26 people (17 adults, 9 children).

In Chapter II, I examined various elements and features in

the interior space of KidZania to test whether this space can

be identified as a peculiar example of “dream-dispositif”. As a

result, it has been identified that a unique worldview,

program, and various forms of behavior and tools of KidZania

equivalate “dreams” with “occupations”. In addition, KidZania

dramatically reveals the pattern of constant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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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improves “resilience” – a

part of “dream-capital” – by developing an immunologic

sense of safety and risk.

Chapter Ⅲ shows that children reify and solidify the matter

of dreams – acquired from their various internal, rel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 in the form of occupational

future hope through a series of selections, repetitions, and

tokening. Such a casted future hope becomes the subject of

negotiations with their parents, and the dual meaning

associated with “study” calls the children back to the labor for

the achievement of the dream.

In chapter IV, we try to look into the origin of

“motherhood” that mothers who visited Kidzania internalized

through their lives, and to reveal the content of their desire

through the aspects of practice reveal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parenting. Specifically, the motherhood of

“KidZania’s mother” stems from past experiences of giving up

or adjusting their job, and the “catastrophic” perception that

the future of their children's life is marked with danger. The

various educational practice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motherhood are the results of a sense of “illusio”(interest) in

inheriting the child's ability to “flexibly” cope with a

dangerous future and a “satisfaction” with the right

achievement for survival.

This study secures the practical justification of discussing

the future by presenting “children” who have been located in

the periphery of sociological interest as the m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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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Also, through the qualitative approach, the process of

dream formation, materialization, and inheritance are tracked

in a time series, and the possibility of analysis and method of

“dream-dispositif”, which implements the rule of rule and

subjectivity, is proposed. KidZania, which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in Korea this year, is likely to maintain and

expand its future-productive influence at home and abroad. In

conclusion, this study requests a follow-up study on the

structural, historical, and long-term level of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s : “KidZania Seoul”, “Dispositif of Dream”, career

theme park, future hope, sociology of dream, surviv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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