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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odern people’s lifestyle and identify 

their needs by analyzing clothing behavior through city nomads’ attitudes in 

dairy life, tastes, and methods to pursue in their life.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substitute values as ethical life emerging recently, free life style of 

mental emotion, clothing behaviors, and fashion style represented by the 

results. Upon observing city nomads’ fashion trend, tunics symbolizing 

flexibility and comfort and simultaneously reflect colors in a monk style or 

from basic items that have been used. City nomads' fashion trend also reveals 

androgynous freeness-and-easiness. City nomads reflect a folksy inspiration, 

and different cultural perspectives appear in a mixed fashion. Multi-purpose 

gypsy/boho style is ideal for traveling and occupying smaller spaces in line 

with the nomadic lifestyle reflectings an American casual image partially by 

way of gypsy or bohemian nuances. Motorcycle jeans symbolizing functionality 

for traveling are becoming a part of everyday life. The fashions discussed are 

categorized as urban, tourer, sports and road. Everyday sportswear – 

athleisure - is attracting attention enabling a healthy and sound lifestyle. 

Athleisure is fashion wear harmonizing workplace with  leisure, and everyday 

life and social gatherings. Athleisure represents a significant collapse of the 

boundary of high fashion and street fashion. Urban- tech wear is light and 

enables modern people to perform garment and gear functions 

simultaneously, making storage useful using various technical devices by 

elevating activity and functionality. Urban outdoor fashion holding functionality 

and adding modern fashion in appearance has appeared.



16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서론.�Ⅰ

  

산업전반에 걸친 그린 노마드 현상은 새로운 소비자 트렌

드로 각광받고 있으며 감성적 트렌드의 추구는 시티 노마

디즘 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해(city nomadism)

내고 있다.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심 속 현대인들은 현대의 물질  

문명을 누리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

서 정신적 해방감을 누리려는 새로운 종족으로 존재한다. 

도시유목민들의 자연주의적이며 생태적 삶에 대한 원초적 

자각은 차별화된 공간에서 정신적 행복을 위한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애쓰며 자유로운 자기만족적 삶을 지향한

다.

그들은 디지털기기를 자유자재로 운용하며 그 문명의 이  

기를 활용하여 삶을 윤택하게 한다 글로벌한 전산망은 고. 

정된 직장이란 개념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언제라도 접속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지역적 한

계성을 넘어선 글로벌 감성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시티 노마드들은 의 기술적 환  IT

경 외에도 친환경적 삶의 추구 대안적 삶과 자유로운 여, 

행을 통해 물질적 충족 보다는 경험을 축적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이동의 자유로움을 중요시 여긴다 급기야는 집. 

안에 자연을 들이는 것을 뛰어넘어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

고 지역적 보존을 위한 커뮤니티을 통해 가치관을 행동으

로 보이는 실천적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도적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집중되어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의 고갈 및 환경파괴에 . 

대한 위기의식은 자신을 넘어 인류와 다음 세대에 대한 생

태계의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

덕적 윤리적 목적의식을 갖는 삶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선, 

택하고 있다 친환경주의자들과 생태사회주의자들의 삶과 . 

대안적 삶은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  

를 활용에 능하며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도시인들이 자

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정신적인 해방감을 누리려는 노력 

외에도 대안적 삶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도시의 유목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노마드의 정의 외에도 시티 노마드들의 삶의 방식

들로 인해 탄생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논의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윤리적 삶으로서의 대안적 가치와 정신적 

감성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의복행동 및 그의 결과로 나

타나는 패션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마드에 대한 패러다임을 토대로 한 패션관련 논문으로  

는 노마드의 표현특성 연구 외에 디지(Jang & Um, 2013) 

털 노마드에 관한 연구 잡노마드에 관한 연구(Son, 2011), 

가 있으나 대부분 노마디즘의 철학적 (Choi & Kan, 2003)

사유를 통해 디지털 및 휴대성에 관련한 디자인 개발이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패션특성을 분석한 논문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현대인들의 일상과 . 

라이프스타일 및 트렌드 현상에 비추어 기업의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 추구와 친환경 

디자인에 대해 실제 판매되고 있는 웨어를 중심으로 노마

드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 

생태적 또는 친환경 추구 현상을 트렌드와 함께 파악하여 

현재 현대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 , 

현상의 진단을 토대로 시티 노마드를 정의하고 그들의 라

이프스타일과 패션스타일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으로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서 일상에서는 자연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및 삶의 추구방

향을 시티 노마드라 정의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시티 노마드들의 의복행동을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현대. 

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연구를 토대로 마케팅적 측면에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일조하며 감성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디

자인 소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반영된 노마드의 정의   

및 시티 노마드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트렌드 반영도가 

민감한 인터넷 정보제공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도시 유목

민의 시티 노마드적 삶의 방향 및 의복행동에 대해서는 인

터넷 자료 외에도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패션스타일을 분석

하였다. 

노마드�및�시티�노마드의�정의.�Ⅱ

노마드의�정의1.�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란 말은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

가 년 출간한 저서 차이(Gilles Deleuze, 1925 1995) 1968 ‘∼

와 반복 에서 처음 언급되었다(Difference and Repetition)’ . 

이후 자크 아탈리는 년 첫 출간된 그의 저서 호모 노2003 ‘

마드 유목하는 인간 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하이퍼 , ’ ‘

노마드까지 유목민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가 라는 이 , ’

책에서 세계 인구의 이 이동을 하며 살고 있고 그들은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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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넘어 새 것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다(Jo, 2016)

년대 말 독일의 미래학자 군둘라 엥리슈  1990 (Gundula 

는 잡 노마데 에서 현대의 노마드Englisch) ‘ (Job nomade)’

들은 첨단 정보 통신시대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의 

인간형 이라고 한 것처럼 현대에 있어서 노마(Lee, 2014) 

드란 장소의 이동 뿐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시스템과 고도

의 첨단산업의 테크니컬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경계 없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군둘라 엥리슈의 발언과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 노마드는   

디지털 노마드 와 잡 노마드 로 (digital nomad) (job nomad)

대별된다 디지털 노마드는 첨단디지털 장비 스마트폰과 . , 

디지털카메라 랩탑 등을 구비하여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 

세계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집을 떠나 유랑하며 일과 

삶을 함께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 . 

보다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삶을 지향하며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정착한다. 

이에 따라 겔로웨이는 최근 많은 직업들이 랩 탑의 필요  

성과 인터넷 연결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많은 디지털 노마

드는 세계의 도시에 살고 일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인터

넷의 사용 및 전화할 장소 커피숍과 같이 일하기 편한 장, 

소와 입국절차의 간편 등이 특별하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로 프로그래머나 사진작가 블(Galloway, 2016). ·

로거 디자이너 마케팅전문가 컨설팅전문가 사이버보조· · · · ·SNS 

매니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업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 

개발자 스타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직업군에 유리하며 물가 환경 사회적 관계 Technology) , , 

같은 요소들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Kim, 2016). 

그 옛날 유목민들이 식량이자 경제 수단이었던 동물들을   

치기 위해 목초지를 향해 유랑을 했다면 현대인들은 인터

넷 및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이

버 공간을 넘나들거나 직업에 관계없이 일을 위해 실존의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글로벌화 된 도시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폴과 반 렌켄 은 서  (Pollock and Van Reken)

드 컬처 키드 라 하여 다국적 부모의 삶(third culture kid)

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 부모를 따라 다양한 나라에 살면서 

각각의 문화를 경험한 이들 또는 그를 통해 다중언어를 구

사하여 또 다른 문화를 체득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이들

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은 (“Third culture kids,” 2017)

또 다른 노마디즘 현상 중의 하나로 다양화한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철학적 개념에서 보면 집단적이거나 유형화된 가치  

나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고 변화된 경험을 추구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적 무형적 행위의 , 

결과에 따라 노마드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티�노마드의�정의2.�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도심 속에서 노마드적 라

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시티 노마드라 정의하

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티 노마드는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췄다는 측면에서는   

디지털 노마드와 관련이 있으며 디지털 노마드와 마찬가지

로 잡 노마드도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 폰만 있, 

다면 인터넷이 가능한 곳 어디든 정착하고 일과 삶을 병행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시티 노마드가 디지털 첨단기기를 갖췄다면 장소  

를 가리지 않는다는 특성과는 달리 도심에 살면서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도시의 이기를 즐길 줄 알며 자신

이 거주하는 주변공간에 자연적 요소를 끌어들여 자연을 

일상으로 느끼고 싶어 하다는 측면에서 시티 노마드는 디

지털 노마드나 잡 노마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시티 노. 

마드들은 친환경과 윤리적 삶에 가치를 두며 여행을 통해 

정신적 자유로움 및 정서적 유랑을 꿈꾸는 트라이브(tribe)

라 할 것이다.

시티 노마드는 웰빙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로운   ·

삶과 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슬로푸드1980 (slow food) 

운동 년대 초 느리게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 1990

슬로비족 부르주아의 물(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 

질적 실리와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보스 등이 합해진 형태의 문(bobos)("well-being," n.d.) 

화 또는 그러한 양식 등을 추구한다는 부분에서 세기 통21

합적 라이프스타일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현상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미건조한 삶의 형태에 반기를 들고 내면의 소리

에 귀를 기울이며 더 나아가 미래의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자 하는 가치를 지향 한다 또한 자신의 일과 여가활동 뿐 . 

아니라 여행을 통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길 좋

아하고 경험을 축적하길 원한다 정신적 안정감과 해방감. 

을 만끽하기 위해 주변을 힐링적 요소들을 끌어들이고 적

용하기를 즐긴다 물질을 추종하고 쌓아두기 보다는 정신. 

적 가치와 내면의 깊이에 더 관심이 많다 소유의 개념보. 

다는 덜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물질적 가벼움을 위해 삶을 



1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단순화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한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간편성을 추구한다 그들은 새  . 

로운 곳에서 갖춰진 획일화 보다는 나와 늘 같이했던 침구

와 식기와 같은 것 익숙함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경향은 , .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 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원한다.

도심 속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라이프스타일로의 변화는   

인테리어 가구 뿐 아니라 어반 캠핑처럼 집안을 캠핑장으, 

로 꾸며 즐기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의 자기치. 

유와 휴식 등으로 존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연으

로 회기 하고자 하는 욕구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자 하는 원초적 자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시티�노마드의�라이프스타일�경향.�Ⅲ

친환경적�삶의�추구1.�

적극적 환경수호자인 에코 매니악 과 노마드는 (eco-maniac)

친환경 시장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회용. 

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쓰레기 발생의 노력과 함께 친

환경세제를 쓰게 하였으며 이들이 기업의 그린마케팅을 촉

진시켰다 식품 주거 가구 인테리어 건강 화장품 의류. , , , , , , , 

잡화 등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 디자인이 

적용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진화되었다(N. Kim, 

2014).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도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뉴욕 맨하탄에서는 작은 규모의 유기농 무. 

첨가 식품을 파는 식품 잡화점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샐

러드 바 스윗 그린 의 모든 음식은 로컬 유기(Sweet Green)

농 농장에서 재배된 것으로 윤리적으로 먹거리를 다루고 

로컬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뉴욕커들 사이에서 인기이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 친환경적 삶 중 환((Travers, 2016). 

경지킴이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미 년. 1990

대부터 존재한 프리건 들로 자유롭다 와 완전 (freegan) (free)

채식주의자 의 합성어로 무료로 얻는다 라(vegan) (free gain)

는 의미가 포함된 프리건 주의자들이다(freegan) ("Material 

exclusion freegan tribe," 2007)…

프리건주의자들의 삶은 반소비주의로 자원의 소비를 최  

소화하는 것에 기초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들은 잉. 

여 농산물이 버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생. 

태운동가가 기금을 모으기 위한 파티를 개최하는 등 대안

적 삶의 다양한 실천 형태를 담아내고 있다(Jung, 

2009)(Figure1).

프리건주의자들은 현재의 건강한 먹거리에 집중하기 보  

다는 잉여 소비를 거부하고 인류와 후세의 공동의 삶을 위

한 대안적 삶에 관심을 갖는 환경주의자들이다 덜 소비하. 

고 덜 버리기 위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디자인되

고 있으며 나아가서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써 경제

활동을 하는 등 문화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Figure� 1.� Freegans�Work(left),�
Environmentalism� Poster(right)�

(http://weekly.khan.co.kr)

자연주의�인테리어�도입2.�

도심에 살면서 자연 속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마드족의 

탄생과 이들이 발휘하는 구매영향력으로 볼 때 자연은 사

실상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와 문화를 형성

하여 녹색 아이템과 친환경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Lee, 

이들을 겨냥한 상품으로는 리빙 스톤이라 하여 바2011). 

닷가의 바위와 같은 쿠션이나 자연의 시냇물을 연상시키는 

세면대 등도 디자인 개발되었다, (Figure 2).

유기농 샐러드바인 뉴욕의 번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스  28

윗 그린 바는 도시 유목민을 위해 비즈니스 중심의 가치에 

맞추어져 있으며 자연을 소재로 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큰 백보드 밑에 고객을 위한 문구 건강정보와 기분을 좋, 

게 하는 문구들로 가득 차있다(Travers, 2016).

세인트 루이스의 현대 예술박물관 밖의 그린에어  (Green 

의 익스테리어는 녹색바니시 로 형태Air) (Green Varnish) , 

소재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다, (“Green Air 

installation”, 2016).

도쿄의 새 랜드마크 블러섬 도쿄 미드타운은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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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으로 고층건물을 지으면서도 녹지 공간 퍼센트40

를 확보하여 여유 공간을 편성하였다 도심이 생기가 넘치. 

고 저절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됨에 따라 새로운 라이프스

타일을 탄생케 하였다(International Design Trend 

Center[IDTC] & Korea Trend Research Institute, 2008). 

최근 오감을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뉴  . 

욕 옴니 호텔은 로비에서 지속적으로 레몬그라스와 녹차 

향을 아침에 제공되는 신문에는 블랙베리향의 스티커로 , 

호텔의 로고나 광고 문구 없이 고유의 향과 소리를 통해 

고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감각적인 미팅. (sensational 

이라는 서비스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각 각 다른 meeting)

조망 향기 촉감 맛을 서비스한다, , , (IDTC & Korea Trend 

자연주의는 음악으로 나타나기Research Institute, 2008). 

도 한다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녹음한 음악이다 명상 음. . 

악과 궤를 같이 하는데 음악을 통해 자연을 느끼게 한다. 

공간의 창조적 익스테리어는 시티 노마드들의 안식처이자 

휴식처로서 존재한다.

도시�속�생태�커뮤니티�구축�3.�

생태적 도시는 자급자족 외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해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환

경을 위해 작은 실천들을 행하고 있다 년대 이후부터 . 1970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장

한 심층생태학 은 자연체계의 생태적 문화(deeper ecology) , 

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과 가치관에 기초해 우리사회 

체제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운동으로 노르웨이의 철학자이

자 등반가 아르네 네스로부터 시작되었다.

Figure� 2.� Living� Stone(left)
(http://s.hankung.com)

� � � � � � � � �Washstand(right)
(http://weburbanist.com)

Figure� 3.� Seoulro(left)�
(http://love.seoul.go.kr)

Garden� Community(right)�
(http://home.howstuffworks.com)

  

우리나라에서도 옥상정원 외에도 서울역의 하늘길 서울로‘

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작은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7017’

며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몰팜즈센터의 크리스틴 레이널즈

는 태양광 패널지붕을 이용 시간 빛을 받을 수 있는 기, 24

술과 수분이 증발하지 않는 나사의 공법을 활용한 방법으

로 고층빌딩의 모든 층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다. 

도시환경의 정화를 위한 옥상녹지 또는 개인 활동 차원의 

텃밭 및 정원 가꾸기를 넘어선 도심 속의 농사(urban 

가 시작된 것이다farming) (IDTC & Korea Trend 

Research Institute, 2008)(Figure 3(left)). 

더 나아가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은 도심 속에서 커뮤니  

티를 형성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밴쿠버에는 년 텃밭조. 2010

성 프로젝트를 계기로 개의 텃밭이 경작되고 있으며 3000

뒤뜰 나누기 한 줄 키워 한 줄 나누기를 통해 직접 키운 , 

먹을거리를 기부하고 있다 또한 가든코뮌. (garden commu

이라 하여 도심에서 먹을거리를 공공텃밭에서 재배하며 ne)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IDTC & Korea Tren

슬로푸드운동d Research Institute, 2008)(Figure 3(right)). 

에 기원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뜻하는 

치타슬로 도 지역공동체로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cittaslow)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잡지 발행인이자 저술가로 활동  

하고 있는 크리스 칼슨은 저서 나우토피아 에서 (nowtopia)

사람들은 점점 협동실천 경험이나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해 

자본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의 토대를 발견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 하듯이 우리의 미래는 고립보다는 (Jung, 2009)

커뮤니티를 구축할 것이며 사람들은 크고 작은 방법으로 

서로의 연결고리를 창조하고 복구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 

연결성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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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긍정적 태도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

태환경에 대한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 우리의 삶 가까운데서 실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다.

정신적�해방감으로서의�자유로운�여행4.�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정신적 해방감을 맛보려는 시티 

노마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도시 유목민들은 도시 안. 

에 자연을 담아내거나 캠핑장 같은 주거공간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친환경 자연주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Yoon, 

2007).

캠핑이라는 대체를 통해 자연을 접하고 있다 그로 인해   . 

글래머러스 와 캠핑 의 합성어인 글램(glamorous) (camping)

핑 이라는 새로운 캠핑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glamping)

퓨마와 네덜란드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가 함께 만들어낸 

아이 헤이트 캠핑 세트는 고급 빌라와 같(I hate camping) 

은 뉘앙스를 풍기는 케노피 형태의 텐트 컬(canopy/tent) 

렉션 비치 타올 신발 비치볼 운반용 캔버스 가방 등 유, , , , 

목민에 적합한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이 컬렉션은 휴대가 . 

간편한 세련된 제품으로 캠핑을 싫어하는 도시 거주자들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Wanders and Puma," 2007)(Figure 

그 외에도 유목인이 사용하는 천막 유르트에 아이4(left)). 

디어를 얻어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유르트 호텔(yurt 

이 있다 또한 세계적인 캠핑 트레일러 제작사인 미hotel) . 

국의 에어스트림은 최초의 여행용 트레일러인 빅토리녹스

와 제휴하여 스페셜 에디션 에어스트림(victorinox 

Figure� 4.�Wanders� and� Puma(left)�
(www.notcot.com)

Victorinox� Special� Edition� Airstream(right) 
(www.luxuo.com)

Figure� 5.� Mobile� Object
(www.dezeen.com)

을 선보였다 이 트레일러는 정확special edition airstream) . 

성 기능성 실용성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지 , , , 4

가치를 실현하였다 이 트레일러는 시티 노(Anakin, 2009). 

마드를 위한 테크니컬한 시스템이 완비된 코워킹 플레이스

로써 이동 가능한 오피스를 갖췄으며 (co-working place)

메탈릭한 소재의 사용은 도시민의 세련됨 감성을 반영하고 

있다(Figure 4(right)).

노마드를�위한�오브제 의�재현5.� (Objects� Nomad)

루이비통의 여행이라는 전통적 테마에서도 시티 노2012 

마드들의 취향은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루이비통 고. 

유의 노마드 가죽을 사용한 접이식 의자 램프 목 쿠션이, , 

나 다미에 패턴의 전등과 같은 여행용 액세서리 등은 브랜

드의 감각을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한 제품으로 세련된 

감각을 소유한 여행자들을 위해 특별 맞춤 제작되었다

또한 자연산 ("Louis Vuitton's travel collection," 2012). 

소가죽과 자연산 노마드 가죽으로 만든 쿠션과 흔들의자 

등은 도심 속 노마드들의 고급취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도심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도시 유  

목민을 위한 다양한 오브제들은 나만의 독특하고 고급취미

를 반영한 오브제 노마드 로 재현되어 나타(objects nomad)

나고 있다.

멕시칸 디자이너 게라르도 오시오 는 노  (Gerardo Osio)

마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이동 가능한 제품을 디자인하였

다 일본공방과 작업하여 가지의 소속감. 6 ' (sense of 

이라는 가정용품을 디자인하였다belonging)'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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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드적 삶 프로젝트는 일본의 미니멀니스트 문화와 전  

통적 공예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동 가능한 테이블과 

케이스를 포함한다 이 컬렉션은 자주 이곳저곳을 여행하. 

는 여행자들과 직장을 따라 실제 유목민적 삶을 살고 있어 

소속감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자인하였으며 

현재 살고 있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어

디서나 친밀감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orb, 2017). 

이동�가능제품의�다양화6.�

이탈리아 디자이너 엘레나 봄파니 는 임대(Elena Bompani)

로 사는 사람과 여행자를 위한 유동성 있는 가구를 디자인

하였다 반면 막킨크 앤 베이 스튜디오에서는 소파베드가 . 

되는 백 팩을 창조해냈으며 테이블이 이동식 아기침대가 

되고 조명스크린이 되는 지팡이 손잡이를 창조해냈다 엘. 

레나 봄파니의 이타카 가구는 새로운 노마드 세대를 (Itaca) 

위해 개발한 것 으로 이타카는 새로운 타입(Tucker, 2016)

의 노마디즘과 인간과 사물과의 새로운 관계로부터 시작되

었으며 삶과 거주와의 새로운 방식의 결과로부터 얻은 아

이디어라고 봄파니는 언급하였다(Figure 6(left)).

중국의 파오가 디자인한 모바일 홈  (mobile home)(Figure 

은 일명 트리사이클 하우스 로 싱크6(right)) (tricycle house)

와 물탱크 욕조 스토브 다이닝 테이블과 벤치로 변신하, , , 

는 혁신적 침대가 갖춰져 있으며 유닛을 끼우는 형태로 확

대와 연결을 통해 모듈화한 집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바퀴. 

가 달린 집은 사람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임의

적 형태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Tricycle House,"

Figure� 6.� Itaca� furniture(left)
(www.dezeen.com)

Tricycle� house(right)
(www.toxel.com)

Figure� 7.� Parkcycle� Swarm
(http://danmee.chosun.com)

플랫 팩 형태의 가구가 집안 2013). (flat-pack furniture) 

가구와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주문 제작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노마드로 사는 것이 신나는 것이자 도전이며 감성과 실

행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Tucker, 2016).

또한 도시 유목민을 위해 골판지 가구인 체어가미가 디  

자인 개발되었으며 그린 마운틴 대학에서는 생태적 관점, 

에서 이동주택을 개발하였다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빗. 

물을 받을 수 있으며 와트 태양전지 시설로 자립할 120 

수 있는 이동주택은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Wang, 2014).

움직이는�도시�생성7.�

세인트루이스의 캠 뜰에 위치한 랜드스케이프 건축(CAM) 

회사 노마드 스튜디오 의 첫 번째 그린바니(Nomad Studio)

시는 약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타페스트리로 혁신200

적 건축공간이다 이 구조물은 변형가능하고 임의적 공간.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 안에 떠있는 수천 개의 나무. 

로 만든 그린색의 천은 사회의 불편한 사실들이 해소됨을 

상징하고 생동감 있는 자연적 삶을 반영한다(Vania, 

2015).

또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인 엔  

가 제안하는 파크사이클 스웜 은 새로운 시대와 55(N55) ‘ ’

도시에 대해 풍부한 사유를 가능케 하였으며 도시 유목민

들을 위해 도시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

도록 하였다 엔 는 도시 내 토지마다 공원 도로 등 이. 55 , 

름과 용도가 정해지는 것을 거부한다 구조를 바탕으. XYZ 

로 알루미늄 튜브만으로 식탁을 만들기도 하고 정글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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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을 연결해 누울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 

오픈시티 는 세기 도시 유목민들의 움직이는 도시를 제‘ ’ 21

안한다(Eum, 2016)(Figure 7). 

이는 자연감성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자연을 보호  

나 관조적 대상이 아닌 유쾌한 동반자로 인식하여 언제든, 

어디서든 필요하다면 자연의 환경을 끌어와 보헤미안의 정

신적 풍요를 가능하게 한다.

시티�노마드의� 의복행동과�패션�스타일�.�Ⅳ

시티노마드의�의복행동�경향1.�

시티 노마드들은 각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활동에 능동적

이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점진적

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성복의 경우 에 능숙하. IT

기 때문에 기업들의 액세서리에도 흥미를 느끼며 남성IT 

복 기반보다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독특함을 지닌 심플

한 포멀 웨어들과 스트리트 캐주얼 스포츠웨어 니트웨어, , , 

등에서 출발한 새로운 시그니처 아이템에 관심이 많다IT . 

또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 온라인을 뒤지고 출장, 

발품을 판다 스타일만 맞다면 여성복도 과감히 착용한다. 

("2016 market & consumer trend," 2016).

또한 자기훈련이나 명상을 즐겨하면서 유기농이나 전통  

식을 고집하는 노마드를 위한 다양한 스타일은 에코패션, 

지속가능한 패션 그린패션 윤리적 패션 등을 낳았다, , .

시티 노마드들은 공정무역으로 생산자의 이익 및 권리  , 

아동의 권리 및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소비자의 환경, ·

인권 빈곤 문제 등 사회에 관심이 많다 공정여행 착한 여· . , 

행이라 하여 현지의 전통시장에서 착한쇼핑으로 현지 경제

에 기여하며 자연생태를 체감하고 현지 문화와 주민들과 , ,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아("Good travel, 

여행자와 여행지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추구한다" 2010) . 

또한 사회적 문제 등에 호의적인 기업의 상품을 구입함으

로써 수입금의 일부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는 커즈 마

케팅 기법은 구매자의 실천적 소비행위(cause marketing) 

를 돕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공익적 차원을 실

현할 수 있게 한다 그 예로써 크리스티 아인스레이. (Kristi 

가 제작한 너도밤나무 셀룰로즈를 원료로 한 모달Aynsley)

과 스판덱스를 혼방한 핸드메이드 제품은 판매 수입금의 

가 자동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되도록 되어있다 그 10% . 

외에도 심리 컴퍼니 의 랩 카디건(Seamly. Co.) (wrapped 

은 잉여자원의 활용으로써 남는 천 버려진 천이cardigan) . 

나 결함이 있는 천을 활용한 카디간을 제작(Oreeko, 2014)

하는 등 각 기업은 윤리적 소비를 염두 한 소비자들을 끌

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년 스위스의 그래픽디자이너 형제 마르쿠스와 다니  1993

엘이 운영하는 프라이탁 은 트럭에 사용되는 방수 (Freitag)

천과 자동차의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여 방수가 되는 튼튼

한 가방을 만든다 그들이 년에 재활용하는 소재의 양이 . 1

방수천 톤 자전거타이어 튜브 만 천개 자동차 200 , 7 5000 , 

안전벨트 만 개에 달한다2 5000 (IDTC & Korea Trend 

Research Institute, 2008).

영국 사우스 런던 지역에 위치한 신발브랜드인 테라플라  

나 는 신발제작시 크롬성분이 없는 가죽 재활(Terra Plana) , 

용 고무소재 버려지는 의류 등과 같은 재활용 소재를 주, 

원료로 하며 솔벤트 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직접 가죽을 꿰매는 방법을 쓰고 있다(DTC & Korea 

Trend Research Institute, 2008).

친환경적 소재가 유럽과 북아메리카 시장에서 각광 받게   

됨에 따라 친환경적 소재 리사이클 소재에 물을 잘 흡수, 

하는 친수성과 초미세 다공의 피유소재로 피유 코팅(PU 

을 하거나 피유 라미네이트 한 소재coating) (PU lamination)

를 제공("Recycled polyester & ECO-Friendly Fabric & 

함으로써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Golf Jacket Fabric," n.d.)

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활용하여 인간친화적인 제품 개

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코 프랜들리 활용을 위한 유기농소재와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소재 개발 시에도 친환경

적 소재를 적용하고 리사이클 소재에 새로운 화학재료를 

활용한 제품개발에도 친수성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생태환

경을 의식하는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티�노마드�패션� 스타일� 경향2.�

승려 스타일1) (Monk Style) 

시티 노마드는 승려 스타일 로써 유연한 소재(monk style)

를 사용하거나 색을 덜어내는 스타일로 군더더기 없는 깨

끗함과 단순미를 표현한다 티벳 불교에서 보여지는 언발. 

란스한 드레퍼리를 활용한 레이어드 된 착장 방법은 편안

한 휴식과 비워짐을 상징한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동 식물. , 

로부터 얻어진 자연적 영감이 때로는 순수하게 표현되어 

나타난다 단순한 나무와 숲과 같은 식물적 표현과 모래와 . 

자갈 등 광물적 뉘앙스의 자연들로부터 얻은 영감을 감성

적으로 표현한다 스커트 팬츠 셔츠 재킷과 모자 튜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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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친환경소재인 유기농 제품으로 제

작 된다. 심리스 의 처리는 형식의 파괴를 의미하(seamless)

고 디테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또한 다변성이 . 

돋보이는 스타일의 전개를 위해 니트웨어 또는 면이나 마 

등의 소재가 주를 이룬다(Figure 8).

실루엣으로 코쿤 스타일의 오버사이즈와 스커트의 폭은   

넓지 않으며 상의의 재킷은 엉덩이를 가리거나 무릎 위의 

길이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코디네이션에 있어서도 레이어. 

드 된 스타일의 착장과 정형화되지 않은 스타일들의 조화

는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있으며 착장방법의 규칙의 파괴

는 새로운 코디네이션의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정신적 해방

감을 준다.

나이와 성별의 구분 없는 스타일2) (Ageless and 

Androgynous Style)

시티 노마드 패션으로 패턴은 단순하고 컬러는 뉴트럴 또

는 모노톤의 컬러의 베리에이션과 튜닉형의 탑 및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의 핏 감이 중성적이며 앤드로지너스

적으로 연출되고 있다(androgynous) (Figure 9).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는 베이직 함이나 또는 그   

반대적으로 불규칙한 단 처리와 정형화 되지 않은 바디스

의 절개 등은 남녀 간의 성으로 부터의 자유스러움을 표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성적 요소는 복잡한 도심으로부터의 

일탈로써 힐링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마로 만든 노마드 의상을 개발하는 루이스 와   (Louis)

아닉 은 펑크 셔널 이란 제품으로 세(Anik) - (Funk-tional) 15

부터 세의 소비자들이 펑키 한 제품을 착용하고 60 (funky)

직장에 가고 요가를 하는 등 시티 노마드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염색하지 않은 대마를 직조하고 . 

Figure� 8.� Monk� Style
(www.thevoyagershop.com)

Figure� 9.� Ageless� and� Androgynous� Style
(www.gosee.us)

꼬아 편안한 옷을 창조하였으며 지구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옷을 디자인하였다("Funk-tional style-eco 

wear", 2011)

이로써 시티 노마드를 위한 웨어는 기능적이고도 활동성  

을 강조한 의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

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웨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해 고심하고 추구하는 

그룹을 위한 친환경적 의상이라 할 것이다. 

다국적 민속성이 혼재된 스타일3) (Multi-racial Style)

대도시 방랑자로서의 시티 노마드 패션은 다양한 소재들이 

믹스되어 방랑자가 되기를 꿈꾸는 현대도시인들을 만족시

키며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티 노마드는 도시의 세련미와 지성을 잃지 않은 현대   

도시의 삶을 반영하지만 민속적 영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프린지가 달린 . , 

붉게 염색된 스커트와 가슴의 비딩 및 거울 장식 자수는 , 

인도 풍을 연상시킴으로써 다국적 상황의 민속성을 드러낸

다 그 외에도 태슬 비드가 처리된 라피아 와 양모. , (raffia)

를 뽑아 만든 울 그리고 이캇 프린트와 사막의 러그를 활

용한 룩 인디아와 페루의 협력한 콜라보레이션에 의한 가, 

죽엠보싱 자수 위빙과 시보리 염색 등의 마구 장인기술자, , 

의 기술이 더해져 서로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시작됨을 보

여준다(Figure 10). 

텍스추어에 있어서는 헴프와 리넨 코튼 등의 자연에서   , 

얻어진 유기농 소재와 함께 엠보싱 된 가죽 레이스 빈티, , 

지한 거즈와 슬럽 사와 부클레 얀 낟알 과 같은 (slub) , (grain)

터치된 니팅과 우븐의 절묘한 조화와 자수와 덧붙여진 트

리밍 등이 다양한 염색기법과 규칙 없이 조합되어 창조되



24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Figure� 10.�Multi-racial� Style
(www.ecouterre.com)

Figure� 11.� Gypsy/Boho� Style
((left)www.thegypsetterlife.com)

((right)www.gosee.us)

었다 거칠게 짜여진 청키함은 소재의 견고성과 함께 순수. 

한 외관을 표현한다. 

다목적 집시 보호 스타일4) (Gypsy/Boho Style)

여행하기에 좋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다목적의 집시 보

호 스타일은 시티 노마딕적 라이프스타일에 적(gypsy/boho)

합하다 밋밋하지 않은 베이직함을 추구한다 성공적인 노. . 

마딕 의상의 중심은 데님 앵클부츠 탑을 겹쳐 입고 그 위, , 

에 액세사리를 걸치는 것이다("Fall style for the nomad," 

다목적 집시 보호 스타일은 북미와 유럽에서 시작2017). 

된 노마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베이스로 하며 그 위에 집시나 보헤미안적 뉘앙

스를 반영한다.  

시티 노마드의 라이프스타일에 적당한 아이템들은 셔츠   

외에도 대님과 진 과의 매칭과 앵클부츠나 투박한 스(jean)

니커즈 등의 전형적 배합으로 활동성과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한다 또한 체크무늬의 천연소재 스카프나 모자 배낭 . , 

등의 액세사리를 매치하여 현지로 떠나는 여행자의 모습을 

통해 여행하는 곳의 문화와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여

유롭고 소박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주로 색이 빠지고 닳아 오래된 듯한 컬러들의 조합은 정  

렬되고 순화된 컬러보다는 거칠고 헤지고 투박한 질감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 이들의 컬러는 올리브 그린 하프그린 . , 

등으로 밝고 맑은 컬러들의 그린 군과 함께 조화를 이룬

다 카키와 러스틱한 브론즈 엄버 짙은 자주의 클. , (umber), 

라레 컬러 등의 침착하고 수수한 컬러들은 베(claret color) 

이지 연갈색의 시에나 등의 뉴트럴 컬러들이 베이, (sienna) 

직하게 조합되어 부드러움을 강조한다 패턴들(Figure 11). 

에 있어서는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패턴들과 블러드 된 패

턴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한다 명확하고 부정확함이 공존하. 

는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데일리 모터사이클 진 스타일5) (Daily Motor Cycle Jean Style)

도심을 떠나기 위한 캠핑트레일러 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 

은 시티 노마드의 필수항목이다 특히 시티 노마드들이 즐. 

겨 사용하는 모터사이클은 도심의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기

에 수월하고 스피드를 직접 몸으로 만끽할 수 있어 최고의 

이동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로써 모터사이클은 안전성과 기능성 활  , 

동성이 중요시되어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적용된 모터사이

클 진 이 필수적이며 시티 노마드들에게는 스피드를 (jean)

즐기거나 여행을 떠나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써 일상생활

에서도 착용 가능하도록 디자인되고 있다 모터사이클 진. 

은 인체 보호를 위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활동성을 

고려하며 인체 공학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체보호를 . 

위한 다양한 기어 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gear)

대처를 위해 신소재 등의 적용이 필수항목이다(Figure 12). 

이 외에도 방수를 위한 이너팬츠가 탈부착 되고 무릎보  

호대 골반보호대 엉덩이 보호대를 착장할 수 있도록 사이, , 

드 지퍼포켓 또는 히든포켓을 다는 등 착용의 편리성과 쾌

적성을 위한 진들이 디자인되고 있다 이들은 오프로드 온. , 

로드 레이싱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착용 가능하도록 데일, 

리 모터사이클 진으로 패션성이 가미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아이템에 있어서도 어반 투어러 스포츠 로드 등으로 더, , , 

욱 세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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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aily� Motor� Cycle� Jean� Style(left)
(www.scigacz.pl) 

Jack� Iron(right)�
(http://citynomad.pl)

Figure� 13.� Urban� Outdoor� Style
(www.nanamica.com)

어반 아웃도어 스타일6) (Urban Outdoor Style)

아웃도어가 변신하고 있다 아웃도어의 원래의 뜻은 일상. '

공간과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의미로 등산이나 캠핑 '

위주의 테크니컬한 아웃도어 스타일을 지향하였으나 최근

에는 아웃도어 웨어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테크닉컬함은 

보유한 채 외형은 도심에서도 패셔너블하게 착용할 수 있

도록 모던패션의 면모가 가미된 어반 아웃도어 스타일이 

개발 및 디자인되었다 시티 노마드들의 편의성과 감성 모. 

두를 반영한 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Figure 13).

애슬레저 라 하여 애슬래틱 과 레저  (athleisure) (athletic)

가 조합된 애슬레저 웨어는 업무와 일상 스포츠(leisure) , , 

캠핑 등산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명품 브랜드들의 애, . 

슬레저 브랜드나 라인의 출시와 더불어 애슬레저 편집존 

및 편집숍 등의 출현 등도 수반된다("2016 Market & 

액티브 웨어가 일상복으로 활용Consumer Trend," 2016). 

되면서 유명 디자이너의 컬렉션과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도 

이루어졌다.

직장과 레저와 일상 사교를 함께하는 웨어의 등장으로   .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며 각 브랜

드에서는 스포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의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런웨이. 

에 액티브적 아이템이 등장하여 하이패션과 코디네이션 되

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나나미카 를 설립 노스페이스  (nanamica) , (North 

의 제품인 골드윈 에서 일한 팀과 Face) (GOLDWIN INC.)

이치로 홈마 가 더 노스페이스 퍼플 라벨(Eiichiro Homma)

을 출시하였다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 Purple Label) . 

퍼플라벨은  노스페이스와는 다른 라인으로 모던한 스타일

을 강조한 라인이다(Leach, 2015).

스포츠 웨어의 방 투습 기능을 하는 멤브레인과 남성   · 

정장 안감이나 골프복으로도 많이 이용될 정도로 신축이 

좋은 트리코트 안감으로 본딩이 된 고어텍스를 안쪽에 사

용하여 스포츠 웨어나 아웃도어의 테크니컬함을 살리고, 

스타일면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면이나 울로 일반 코트나 코

트형 점퍼 스타일을 차용한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 

웃도어로서만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이

나 출근복 등의 패션성과 기능성을 가미한 다목적 웨어가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반 테크스타일7) (Urban-tech Style) 

시티 노마드적 삶이란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다 소. 

재는 고기능의 고어텍스를 통해 방수와 투습 방풍을 동시. 

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볍고 활동성 기능성을 높여주어 ,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하

도록 웨어 와 기어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wear) (gear)

있다.

퓨처리즘 무드와 기능성을 중시하는 디자이너 에롤슨 휴  

의 아크로님 의 컬렉(Errolson Hugh) (Acronym) 2017 S/S 

션 역시 고어텍스 소재를 이용한 고어 윈드 스(gore-tex) 

탑퍼 재킷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퍼와 (gore wind stopper) 

포켓 벨트를 활용한 디테일을 선보였다, ("Acronym 2017 

S/S," 2017)(Figure 14). 

최근에는 에코웨어로써 생물학적 기능성 파이버인 혁신  

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준의 스포츠웨어를 개발하

였다 나노기술 외에도 컴퓨터 처리한 인체매핑과 최신의 . 

심리스 제조공법을 기반으로 하여 에너제틱한 성(seam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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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스포츠웨어를 개발하여("Vital eco-wear redefines 

고기능성의 하이테크 소재가 어active sportswear", n.d.) 

반테크 등에 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타일 면에 있어서도 현대인들의 테크놀로지 기기들의   

수납력을 퓨처리스틱하게 풀어감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기

능적 디테일을 강조하였으며 시티 노마드들의 일상과 일의 

경계가 허물어져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액티브 웨어의 고. 

기능성은 살리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실용적인 아이템을 

제안하고 있다.

Figure� 14.� Urban-tech� Style�
(http://lowblow.co.kr) 

결론.�Ⅴ

일과 사교 레저 여가의 구분이 없이 도심에서 자신의 삶, , 

을 즐기는 시티 노마드들은 첨단디지털 장비 스마트폰과 , 

랩 탑 등을 구비하여 일과 업무를 보고 일상에서는 자연주

의적 삶을 지향한다. 

도시 유목민들의 디지털 네트워크 속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는 삶은 오히려 물질적 가치보다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게 하였으며 윤리적이고 대안적 

삶에 대한 실천적 형태로써 친환경 및 윤리적 소비에 관심

을 갖게 하였다 또한 그들은 도시적 생태가치에 관여할 .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심한다. 

이들의 행동양식을 보면 자연주의 인테리어를 선호하고 정

신적 해방감을 위해 자유로운 여행을 하며 현지인과 현지

경제를 고려한 착한여행을 한다 이동 가능한 오브제들의 . 

다양한 개발로 거주나 여행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최종

에는 그린 소사이어티를 위해 도심마저도 이동 가능해졌

다.  

패션에 있어서도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일과 레저 여가 및 사교 활동을 즐김에 따라 복종의 경계, 

가 허물어지고 도심과 자연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두세 가, 

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다목적 기능성 상품으로의 새로

운 아이템이 개발 디자인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소재 , . 

외에도 고기능성의 친환경소재 개발을 위한 화학적 처리 

방법을 인체 친화적 것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나

타나고 있다.

시티 노마드들의 패션경향을 살펴보면 도심의 노마드는   

승려 스타일로 색을 덜어내는 유연하면서 편안한 휴식과 

비워짐을 상징하는 튜닉이나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중성적이며 앤드로지너스 인 (androgynous)

패션스타일로 자유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은 지속가능한 옷에 대한 관

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착장 가능한 웨

어를 등장하게 하였다. 

시티 노마드는 도시의 세련미와 지성을 잃지 않은 현대   

도시의 삶을 반영하지만 민속적 영감을 반영하기도 한다. 

스타일에 있어서는 인도풍이나 중동풍으로 나타났으며 이

캇 프린트 프린지 태슬 비드가 처리된 라피아 와 , , , (raffia)

양모 인디아와 페루를 연상시키는 가죽엠보싱 자수 등으, , 

로 서로 다른 문화의 관점이 혼재하여 나타난다. 

여행하기에 좋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다목적의 집시   

보호 스타일은 노마딕적 라이프스타일에 합당(gypsy/boho)

하다 북미와 유럽에서 시작된 노마드에 대한 관심은 아메. 

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반영하고 그 위에 집시나 보헤미안

적 뉘앙스를 담아냄으로써 시티 노마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터사이클 이용 시 착용하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강조  

한 모터사이클 진이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하게 변모하고 있다 오프로드 온로드 레이싱 외에도 . , , 

일상에서 착용 가능하도록 데일리 모터사이클 진으로 패션

성이 가미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아이템에 있어서도 어반, 

투어러 스포츠 로드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 . 

또한 업무와 일상 스포츠 캠핑 등산을 자연스럽게 연  , , , 

결해 주는 애슬레저 는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athleisure)

리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직장과 레저 일상 외에도 . , 

사교를 함께하는 웨어의 등장으로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

션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며 각 브랜드에서는 스포츠만을 위

해서가 아니라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라인을 확장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런웨이에 액티브적 아이템이 등장. 

하여 하이패션과 코디네이션 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티 노마드들의 편의성과 감성을 반영한 웨어로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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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웨어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테크니컬함을 안감에 

적용시키고 겉감은 도시인들의 코트와 재킷의 모던패션에

서 주로 쓰이는 면이나 울을 사용하여 도심에서도 패셔너

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디자인 개발되었다, .

이 외에도 어반 테크로써 고기능의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 

해 방수와 투습 방풍이 동시에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다. 

양한 테크놀로지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수납을 유

용하게 하여 웨어 와 기어 의 기능을 동시에 수(wear) (gear)

행하는 스타일이 나타났다.

이러한 의복행동 및 라이프스타일의 반영으로 정원이 함  

께하는 카페로 차와 함께 식물과 꽃 화분을 판매하는 가, 

드닝 카페 식물과 꽃으로 인테리어를 꾸미는 플랜테리어 , 

등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패션 또한 다목적의 

기능성 상품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소비되고 . 

버려지기 보다는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개인적 소비가 공동체를 동시에 생

각하는 커즈 마케팅 등의 패션비즈니스 수단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References

Anakin. (2009, May 19). Victorinox special edition airst

ream. LUXUO. Retrieved December 17, 2016, from 

http://www.luxuo.com/motoring/automobile/victorino

x-special-edition-airstream.html

Choi, J., & Kan, H. (2003). A study on job nomad's c

ulture and fashion style. The Korean Society of Cost

ume, 53(1).

Chua, J. (2012, September 10). Laura Siegel Dresses the 

Modern Nomad at Spring 2013 NY Fashion Week. 

Retrieved December 21, 2015, from http://www. 

ecouterre.com/laura-siegel-dresses-the-modern–

nomad at-spring-2013-ny-fashion-week/laura- –

siegel-nyfw-spring-summer-2013-17

City nomad bike wear. (n.d.). Retrieved January 26, 

2017, from http://citynomad.pl

City Nomads/ Diary No. 6. (2014, July 24). Voyager 

Journal. Retrieved March 11, 2017, from 

https://www.thevoyagershop.com/blogs/news/1484631

7-diary-no-6-city-nomads

Funk-tional style-eco wear. (2011). Ecocentric. Retrieve

d November 22, 2016, from http://www.ecocentricgu

ide.ca/detail.php?article=460 

Customer's emotional code for the future-Green nomad. 

(2007, February 7). hankyung.com. Retrieved  

October 22, 2015, from http://s.hankyung.com/dic/ 

searchList.php?seq=6783 

Eum, S. (2016, September 19). Making a dinning room 

and a park with bicycles. Retrieved March 15, 2017, 

from http://www.hani.co.kr/arti/PRINT/761607.html

Fall style for the nomad. (n.d.). The Picta. Retrieved Ja

nuary 2, 2017, from http://www.thegypsetterlife.com/

fall-style-for-the-nomad

Fashion look book ‘ACRONYM’ 2017 S/S look book. 

(2016). Low Blow. Retrieved May 11, 2017, from ht

tp://lowblow.co.kr/2017/04/06/acronym-2017-ss-loo

k-book

Galloway, L. (2016, May 30). Living in the best cities f

or digital nomads. BBC. Retrieved April 27, 2017, fr

om http://www.bbc.com/travel/story/20160524-five-c

ities-beloved-by-digital-nomads

Good travel. (2010).  Retrieved April 11, 2017, from ht

tp://www.goodtravel.kr/about/company?navi=com

Green Air installation at CAM Saint Louis by Nomad S

tudio, Saint Louis Missouri. (2016). Retrieved Dece–

mber 27, 2016, from http://retaildesignblog.net/2016/

08/04/green-air-installation-at-cam-saint-louis-by-n

omad-studio-saint-louis-missouri

Gypsy/Boho. (n.d.). Retrieved April 22, 2017, from 

http://www.thegypsetterlife.com/fall-style-for-the-no

mad

Hong, H. (2017). Shelters for citizen. Retrieved March 

20, 2017, from http://love.seoul.go.kr/contents/ 

detail.asp?strboardid=&intSeq=4253 

Horton, J. (n.d.). How to start a community garden. 

Retrieved November 16, 2017, from http://home. 

howstuffworks.com/gardening/garden-design/communi

ty-garden.htm

Recycled polyester & Eco-friendly fabric & Golf jacket 

fabric. (n.d.). Heartland textile Co., Ltd.  Retrieved 

April 20, 2017, from http://www.heartlandtextile.com

/s/2/product-353773/Knitted-and-Mesh-Bluesign-EC

O-Friendly-Fabric-Knitted-and -Mesh-Sportswear-F

abric-Innovative-Fabric. htm



2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5

Vital eco-wear redefines active sportswear. (n.d.). Innov

ation in Textiles. Retrieved April 01, 2017, from htt

p://www.innovationintextiles.com/vital-eco-wear-rede

fines-active-sportswear

Jacobsen, S. (2017a, April 25). Old Khaki winter 2017 

shoot for the agency this is your canvas in the 

wilderness of South Africa with Sven Jacobsen. 

GOSEE CREATED NEWS SERVICES. Retrieved 

May 21, 2017, from http://www.gosee.us/image/ 

sven-jacobsen-980806/news/40808/mainnews/40806 

Jacobson, S. (2017b, April 25). Sven Jacobsen 

photographs the hanro of switzerland campaign with 

Agenc in Iceland. GOSEE CREATED NEWS 

SERVICES. Retrieved May 21, 2017, from 

http://www.gosee.us/image/sven-jacobsen-980806/ne

ws/40808/mainnews/40806

Jang, Y., & Um, S. (2003). A study on job nomad's 

culture and fashion style. Journal of Costume 

Culture, 21(1).

Jo, C. (2016, November. 25). Nomads can live, better 

tomorrow with sharing. Retrieved April 26, 2017, 

from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 

idxno=7286

Jung. Y. (2009, April. 17). living for Skinflint : 

International case, Weekly Kyonghyang. Retrieved 

September 15, 2016, from http://weekly.khan.co.kr/ 

khnm.html?www&mode=view&art_id=19502&dept=117

Kim, D. (2016, April 22). Special: Digital nomad in 

Bali (1). Travel Post. Retrieved February 26, 2017, 

from http://travelpost.kr/2016/04/22/digital-nomads 

-in-bali-first

Kim, N. (2014). Trend Korea, [DX Reader version]. Re

trieved April 29, 2014, from http://book.daum.net/de

tail 

International Design Trend Center[IDTC] & Korea Tren

d Research Institute. (2008). Hot trends 40. Seoul: K

orea Trend Research Institute. 

Leach, A. (2015, September 10).  Meet the man behind 

the north face purple label and nanamica. Highnobiet

y. Retrieved April 17, 2017, from http://www.highsn

obiety.com/2015/09/10/the-north-face-purple-label-i

nterview-nanamica

Lee, H. Hyun . (2011. August 13). Do you know 〔 〕

green day. Hankyung. Retrieved April 15, 2014, from 

http://s.hankyung.com/dic

Lee, H. Hyunyoung . (2014, April 15). Nomad. 〔 〕 Con

cept-communication. Retrieved  January 21, 2015, fr

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5721

&cid=42251&categoryId=51187

Louis Vuitton's travel collection, launching ‘Objet Noma

d’. (2012, December 21). Hankyung.  Retrieved Janu

ary 21, 2015, from http://hei.hankyung.com/news/ap

p/newsview.php?aid=201212216564k

Material exclusion freegan tribe. (2007, September 12). …

The Hankyoreh. Retrieved March 17, 2017, from htt

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35617.

html#csidxbb32f873fd99b8a916dfccc99b0089e  

Morb, A. (2017, January 10). Gerardo Osio designs ran

ge of mobile objects to suit a nomadic lifestyle. Deze

en. Retrieved October 14, 2016, from https://www.d

ezeen.com/2017/01/10/gerardo-osio-range-objects-no

madic-life-design-products-homeware-tatami-tablew

are

Motocyklowa. (2017, April 28). Retrieved May 13, 

2017, from https://www.scigacz.pl/zdjecia/gallery/ 

wiadomosci/2017/04/28/Jak_spakowac_sie_na_majowk

e_Radek_radzi/turystyka_motocyklowa.jpg.html

Nanamica 2017. (2016). Retrieved April 12, 2017, from 

https://www.nanamica.com/catalog_tnf_ss/index.html

Oreeko. (2014, October 18). Eco & organic multi-functional 

cardigans. Retrieved July 29, 2016, from 

http://oreeko.com/eco-organic multi-functional-cardigan–

Park, M. (2011). New year trend 2011! Lifestyle trend 

keyword. Chosun. com. Retrieved November 21, 

2015, from http://danmee.chosun.com

Son, S. (2011), Development of air-containing modular 

wear for the neo-nomad (Unpublished doctorial disse

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ird culture kids. (2017). In Wikipedia.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Third_culture_kid

Travers, L. (2016). Sweet green, nomad. Retrieved Augu

st 27, 2016, from http://www.lucytravers.com/sweet-

green-nomad

Tricycle house. (2013, January 17). Retrieved January 1



김혜정� /� 시티�노마드의�라이프스타일과�패션스타일에�관한�연구� � � � � � 29

5, 2017, from http://www.toxel.com/tech/2013/01/17

/tricycle-house 

Tucker, E. (2016, November 20). Elena Bompani's itaca 

furniture is made for a new generation of nomads. 

Dezeen. Retrieved January 15, 2017, from https://ww

w.dezeen.com/2016/11/20/elena-bompani-itaca-furnit

ure-system-rollup-bed-generation-rent-nomads

Vania. (2015, October 2).  Green varnish by nomad stu

dio. Interiorzine. Retrieved December 21, 2016, from 

http://interiorzine.com/2015/10/02/green-varnish-by-

nomad-studio

Wanders and Puma. (2007). Retrieved January 25, 201

7, from http://www.notcot.com/archives/2007/07/wa

nders-and-pum.php

Wang, L. (2014, January 20).  Tiny mobile house OTI

S. Inhabitat. Retrieved February 11, 2017, from http:

//inhabitat.com/green-mountain-college-students-buil

d-tiny-pod-shaped-house-for-the-21st-century-nom

ad/tiny-mobile-house-otis

Washstand. (2015, November 11). Retrieved October 2

2, 2015, from http://weburbanist.com/2015/11/11/wea

rable-architecture-29-structural-silhouettes-in-fashion

Well-being. (n.d.). Retrieved April 02, 2014, from http

s://doopedia.co.kr/mv.do?id=101013000773891

Yoon, Y. (2007, January 15). Catch the city nomads. T

he Hankyoreh. Retrieved November 16, 2016, from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8868

1.html#csidxa412477c947d6b780da4fada499c2ff 

2016 Market & Consumer trend: Reorganizational cons

umer of fashion market. (2016,  Aug 31). Fashionbi

z. Retrieved July 22, 2016, from http://m.fashionbiz.c

o.kr:8080/article/view.asp?idx=155771

Received (June 2, 2017)

Revised (June 28, 2017)

Accepted (July 14,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