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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리포트

좌충우돌 부딪히다 다 내려놓으니 진로가 보였어요
당시 심리치유 방법에 심취해 있었던 심 대표는 색다른
도전을 결심한다. 뇌과학이 기술적으로 심리치료의 메커니즘을
알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생명공학대학(뇌과학 전공)에
진학한 것이다. 이후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도 도전하지만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된다. 막상 실패를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심 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봤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을
컬러테라피스트 심민아(33)
• 2003년, 미용예술학과 진학
• 2004년, 일본에서 컬러테라피스트 전문가 과정 공부

써내려가다 보니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컬러테라피를 만났고, 화장품 신문사에서 기자

• 2009년, 뇌과학 전공 공부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요. 20대 내내 심리 관련

• 2013년, 창의연구소 루미나 창업

강의나 세미나 프로그램을 찾아다녔고, 서른이 돼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바로 사람들이 ‘트루컬러(자기 자신)’

컬러테라피스트 심민아 대표는 고교 시절, 불의의 질병으로

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에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닌 그녀는 서른이 넘은 후 자신의 ‘트루컬러’를
찾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자신이 앓는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계기가
되어 미용예술학과에 진학하게 된 심 대표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심리’에 빠져들게 된 것은 오랜 치료 끝에 피부병이 완치된

당시 심 대표는 창의혁신분야의 교육기업에 컨설턴트로

후이다. 피부병이 나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입사해, 디자인씽킹, 게이미피케이션 등을 경험하며 물 만난

그렇지 못했다. 마음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고기처럼 즐겁게 일했다. 드디어 자신의 ‘트루컬러’를 찾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던 중 ‘컬러테라피’라는
마음치유법을 알게 됐고,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것이다. 그리고 2013년 독립해 창의연구소 루미나를 창업해
지금은 5년차 1인 기업가다.

2004년 일본으로 건너가 컬러테라피스트 색채심리 전문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과정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전공과 관련된 화장품

“자신의 일을 제대로 찾은 사람들이 사업에서도 승승장구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기자 생활은 무척 즐거웠지만, 이 일만으로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일이 삶인 사람들은 결코 포기
하는 법이 없죠.”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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