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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aily life of Korean designers in New York. We use in-depth interviews within

the daily lives of participants to first reveal the time structure and meaning of everyday life. In this every-

day time frame, this study reveals the content and meaning of life in New York, which is especially useful

for fashion majors.  Participants were 11 single Korean women around 30 years old working as designers in

New York. Data was collected from Manhattan, New York, from November 2013 to February 2014 through

the use of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Data collected daily life information on time us-

age, money, and energy that is first summarized into 229 meaning units. In the following, 55 central mean-

ings were derived from stories common to behaviors for study participants and 19 subcategories were com-

pressed into academic language. Finally, the generalized categories a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of study

life, work life, future life, family life, leisure life and fashion life. As a result of the first study, the daily

time structure consisted of customary public time and personal repeat time. Second, the customary public

time categories included the studying for ‘Beginning to jump again to the best’, ‘Now working as a designer

in New York’, and future life expecting ‘Future growing as a career woman’. Repeated personal time cate-

gories include family life: ‘A single life of a lonely and poor gentile’, leisure life: ‘Healing life that is sup-

ported by abundant advanced culture’, and fashion life: ‘New York fashion life coexist with harmony’. Third,

work was the center of everyday life for study participants versus fashion and leisure that were central to

everyday life when not working.

Key words: New Yorker, Case study, Qualitative study, Everyday life, Fashion life style; 뉴요커, 사례 연

구, 질적 연구, 일상생활, 패션 라이프 스타일

I. 서 론

최근 경제 성장으로 해외연수나 해외여행이 빈번해졌

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어 마담슈머, 포미족, 바

이슈머, 쇼루밍족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와 라이프 스타

일이 제시되고 있다(DMC Media, 2014). 그러나 경제 침

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와 가치소

비 같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뚜렷해졌다. 이는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일, 직장보다 여가나 가정을 더 중

요하게 생각하고, 여가도 단체관광보다는 현지인처럼 살

아보는 여행을 선호하는 것처럼 콘텐츠 중심의 여가상

품이나 경험상품의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에서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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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e et al., 2005). 해외 선진국에 대한 관심과 동경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도시(Florida, 2015),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대표적인 관광도시(MasterCard

2014 Global Destination Cites Index, 2015), 특히 패션과

문화예술의 도시 뉴욕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뉴욕과 뉴욕에 사는 사람들(New Yorkers)에 대한 관

심은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시작되었고, 주

인공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준 개인취향의 중시, 자유

분방함, 여유로움, 소비지향적인 패션생활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Yuppies, n.d.). 특히 시크하고 럭셔리하며, 형

식을 파괴하는 믹스 앤 매치 등과 같은 패션스타일이 트

렌드를 주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Shin, 2009).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요커로 검색할

수 있는 뉴스나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패션, 음식, 문화

관련 분야라는 점에서 패션에서 뉴요커의 상징적 가치

나 상업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작 패션분야의 전

문정보나 학술정보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본 연구

는 단기 방문이든 장기 체류든 이방인 뉴요커로서 체험

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뉴욕의 패션생활이 어떤지 알아

보고 싶어서 시작하였다.

뉴욕은 뭔가 성취하려는 혹은 성공 기회를 잡으려는 강

한 열망과 갈구하는 에너지가 큰 도시이다(Park, 2004). 연

구참여자는 뉴욕에서 무언가 배우고, 새로운 커리어의

기회를 포착하려고(Lee, 2012) 한국을 떠났다가 현재 뉴

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국인들이었다. 심층면담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드러난 주제는 이방인 뉴요커로

서의 존재의미와 정체감이었고, <제1보>처럼 먼저 발표

하였다(Oh, 2015). 이어서 처음의 관심이었던 뉴욕에서

의 일상생활과 패션생활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자료로 후속논문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는 이방인 뉴요

커로 살고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의 일상생활이라는 일

정한 현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 시작했다. 이방인 뉴

요커라는 사회단위에 대해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으로

사례가 말하는 것을 심도 깊게 듣고 결론적인 주장이나

배울 점을 찾고자 한 질적 사례 연구로 진행되었다(Ko,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뉴욕 거주 한국인 디자이너의 일상

생활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들의 일상생활을 심층면담

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시간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 일상

적 시간 구조에서 특히 패션전공자에게 유익한 뉴욕생

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한다면 이방인 뉴요커의 일상생활을 체

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체계화된 일상생활의 구

체적인 기술은 뉴요커의 감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기초 자료로써 뉴욕생활의 상세한 일상

을 공유할 수 있고, 패션 문화예술분야 상품개발에 기여

할 것이다. 특히 일상적 패션생활을 통해 이방인 뉴요

커가 선호하는 패션이미지, 패션브랜드, 패션구매 등 패

션행동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뉴욕패션에 대한 학술적

인 근거가 될 것이다.

II. 문헌고찰

1. 일상생활과 생활양식

일상(日常)은 태양이 매일 뜨고 지는 항상성을 의미하

며(“Alltag”, 2011) 취침, 식사, 출근, 청소 같이 늘 반복

되는 경험과 대학입시, 결혼, 퇴직처럼 시간 간격을 가

지고 관례화되는 경험이 포함된다(Yang, 2006). 일상생

활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로 접근하고, 대부분의 일상은 공식적이고 규범적으

로 통제되는 노동시간과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인 인간관

계가 형성되는 여가시간으로 압축된다(Park & The Ins-

titute Everydaylife, 2009). 일상생활은 개인 주체들의 행

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일상

을 통해 사회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Kim et al.,

2004) 점에서 뉴욕을 무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이방인 뉴요커의 감성과 경

험이 드러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생활양식(Life Style)은 일상의 양식이고, 양식이란 목

적을 위해 소재와 형태를 다루는 특정의 개인적 혹은 집

단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행동방식을 뜻한다(Lefebvre,

1968/1990). 패션 관련 분야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

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개인마다 독특한 삶의 양식이

라고 정의한다(An & Choo, 2016). 소비자들이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활동), 그들의 환경에서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관심),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 주위의 세

상과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의견)에 의해서 확인,

규명된다(Lim et al., 2002).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일상생활에 내포된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집단의 독특한 삶의 구조양식을 발견하고자 한다. 디자

이너로 일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

의 사적인 생활을 회상할 수 있도록 관심영역과 활동영

역을 중심으로 시간, 돈,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소비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관찰하는 질적 자

료로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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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요커의 사회심리, 문화적 특성

뉴욕시는 문화예술행사로 도시 이미지를 고양시킴으

로써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향유하기 위해 뉴

욕을 방문하게 만들거나 뉴욕으로 이주하게 만들고, 뉴

욕시민에게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전략도시이다

(Yi, 2001).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있는 그대로 어울려서

모자이크를 이룬 도시답게 뉴욕은 나와 다른 다양성이

존중받고, 작고 낡은 것들이 사랑받으며, 사회적 관습이

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개성만점 뉴욕 스타일

이 가능한 곳이다(Kim & Jung, 2007). Si and Chun(2011)

은 모든 스타일이 공존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잘

어울릴 수 있는 유연함으로 어떤 룩이든 절충적으로 소

화하는 사람이 뉴요커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존과 조화

는 어반 시크 캐주얼(Urban Chic Casual), 믹스 앤 매치

(Mix & Match), 심플 럭셔리(Simple Luxury) 같은 뉴욕

패션스타일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Shin, 2009).

뉴욕을 가장 뉴욕답게 만드는 것은 뉴욕에서 무언가

를 찾으려고 몰려든 유학생, 노동자, 예술가나 가난한 이

민자들로서 이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뉴욕의 심장을 뛰

게 한다(Park, 2004). 뉴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직업적 기회를 잡으려는 젊은이들 중 아직 영주권을 얻

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

들을 특별히 이방인 뉴요커라 명명된 바 있다(Oh, 2015).

이들은 영어와 비자의 한계 앞에서 또 예고 없이 떠나고

들어오는 불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냉담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쁘게 일에 열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이런 이방인 뉴요커의 일상적인 삶을 탐색하려는 본 연

구에는 뉴욕에서 광고, 패션, 예술 쪽 유학생으로 시작해

서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국인 미

혼 여성들이 참여했다.

3. 패션소비 관련 성향

최근 다매체, 다채널, 다기능의 디지털 멀티미디어로

더욱 현명해진 소비자는 쇼루밍(Showrooming), 팸셀(Fa-

msale), 칩시크(Chip Chic) 등 합리적인 소비트렌드를 만

들었다(Cho, 2013). 이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알뜰소비뿐

아니라 자신의 심미적 감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도

가 높은 소비재를 과감히 소비하는 가치소비 경향을 보

이고, 포미족, 스몰웨딩, 골드퀸 등의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소비경향은 최근 소비절벽 속에서도 저렴한

SPA 브랜드와 해외 고가 컨템퍼러리 브랜드가 동시에 성

장하는 소비양극화에서 볼 수 있고(Kang, 2014), 이후로

명품과 보세, 라이프 스타일 숍과 온라인 몰 등의 다채

널 멀티소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Im, 2016).

고가의 컨템퍼러리 브랜드는 도시적인 세련미, 절제

된, 시크, 최고의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 모던과 페미

니즘 등이 믹스된 콘셉트로 구성되며, 띠어리, 이자벨마

랑, 빈스, 자딕앤볼테르, DVF, 마쥬, 마크제이콥스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존 명품과

다르게 가격대는 낮지만 트렌드를 선도하고, 개성 있고,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아우른다(Kang, 2015). 그동안 고

급이미지에 합리적인 가격대를 추구하던 매스티지 럭셔

리 브랜드나(Ko & Oh, 2009) 최근에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의 세컨드 라인까지 가세하면서 컨템퍼러리의 시

장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을 구매하는(Jun, 2013) 멀티채널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쇼핑몰의 전시장으

로 활용하는 쇼루밍 소비양식을 유용하고 합리적인 행

동으로 인식한다(Yeom, 2015). 쇼루밍 행동은 수도권 주

민 72%가 경험하고(Cha, 2016), 캐주얼 의류구매 여성

들이 남성보다 멀티채널 이용이 더 많은 편(Lee et al.,

2012)이라는 점에서 여성복 시장의 유통채널을 백화점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스토어, 모바일, 프리미엄아울

렛, TV홈쇼핑, 면세점,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고 강화

하는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Hwang, 2015).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뉴요커의 일상적인 삶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는 뉴욕에서 광고, 패션, 예술 분야 유학생으

로 뉴욕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디자이

너로 일하는 한국인 여자 11명이 참여하였다. 앞선 발표

논문에 설명했듯이(Oh, 2015) 이방인 뉴요커로 뉴욕에

거주하며 일하는 30대 전후 싱글 한국인 여자 패션디자

이너를 소개받았고, 앞선 참여자들이 다음 참여자를 소

개하는 방식으로 편의표집했다. 연구참여자 관련 정보는

가명, 만 나이, 직업, 괄호 안의 교육기간을 포함한 총 뉴

욕 거주기간 등 제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사학위를 얻으려고 뉴욕 교육기관

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6명과 한국 학사학위를 갖고

더 나은 패션교육이나 업체경험을 위해 어학과정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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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이수한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뉴

욕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과정을 마친 후 유학생 현장실

습 기간(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1년을 지내면

서 뉴욕 회사에 취업해서 노동비자(H1)를 받은 7명, 예

술적 재능을 인정받아서 예술인비자(O1)를 받은 2명, 그

리고 유학 온 자녀를 따라 부모님까지 이민을 오게 되서

영주권을 받은 2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근무경력은 짧

게는 2년차 길게는 7년차였으며, OPT 1년에 이어 최대

6년까지 허용된 노동비자 완료를 앞두고 예민해진 차우

영도 아래 사람이 없는 실질적인 막내 보조 디자이너이

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앞선 발표 논문(Oh, 2015)과 같이 심층면

담과 참여관찰, 문헌고찰을 함께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의 사적인 공간을 관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면담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참여자들이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고, 까다로운 거주계약의 한계로 적극적인 참

여관찰은 할 수 없었다. 심층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애용하는 레스토랑을 추천받았고, 연구자는 한국에서 준

비한 작은 선물과 식사비를 지불했다. 자료는 뉴욕 맨해

튼에서 2013년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2월 18일

까지 수집되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뉴욕에서의 일상생활 이야기와 패션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뉴요커로서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일 이외의 시간을 어떻

게 보내시나요?’, ‘자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떻게 사

용하시나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등 비구조적인 질문

을 활용했다.

3. 자료분석

이방인 뉴요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적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알리고자, 뉴요커의 일상적 삶을 구성

하는 일상생활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 뉴욕에서의 일

상생활을 깊이 있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질적

사례연구이다(Creswell, 2013/2015). 가장 먼저 연구참

여자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중심

으로 일상생활의 주요 경험이 드러나는 의미맥락 238개

가 분절되었다. 맥락으로 분절된 단락에는 세부적으로

의미가 차이 나는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하므로 분절된

맥락은 의미 있는 작은 분석단위로 쪼개고, 다음으로 연

구맥락을 벗어나거나 반복되는 내용과 중복의미는 연

구맥락과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언어를 유지하는 선에서

삭제, 감축, 순서 이동, 통합하는 등의 재구성과 재통합

과정으로 요약된 의미단위 229개가 재구성되었다. 맥락

속 의미단위를 다시 섞어 놓고 연구맥락과 연구참여자

의 의도를 존중하며 유사함과 차이로 작게는 2~3개, 많

게는 5~6개 의미단위를 묶어서 중심의미를 도출하는 재

배합, 재통합, 재변경하는 구조화 과정을 거쳤고, 연구

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이 도출될 때까지 반복했다

(Yin, 2009/2011).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행위로

도출된 중심의미는 55개였고, 연구참여자의 일상적 언

어가 드러나도록 구성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도출된 중

심의미를 다시 연구맥락과 주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으

로 작게는 2개 많게는 5개가 같은 집단으로 나열하는 행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Alias Age Occupation NY Residence (School education period)

Lee Miyoung 29 Fashion designer 8 (5)

Shim Youngeun 31 Visual designer 7 (4)

Cha Wooyoung 34 Fashion designer 8 (1)

Kim Sohyun 28 Advertising designer 7 (5)

Kim Minsook 32 Fashion designer 7 (1)

An JoungA 30 Fashion designer 7 (3)

Yang Chanmi 33 Fashion designer 9 (4)

Rim Jihye 30 Fashion designer 7 (4)

Choi Yoonbee 32 Fashion designer 8 (2)

Kang SuJeong 35 Fashion designer 7 (2)

Park Dasom 34 Fashion designer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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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통해 연구특성별로 범주화하고 직관적 합산의 과

정을 거치면서(Stake, 1995/2000) 연구관점이 반영되고

학문적인 언어로 압축된 1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

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위계적

배열, 흐름도,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보다 추상화, 일반화된 범주는 최종 6개가

도출되었다. 이로써 최종범주는 6개, 하위범주는 19개,

중심의미는 55개가 도출되었다.

IV. 연구결과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중심은 일이

었기에 일상의 구성은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

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일하는 시간의 중심은 오늘의 업

무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뉴욕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 유학생활을 기억했으며, 일하는

현재의 연장선에서 기대하는 미래의 자기 성장을 이야

기하였다. 이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으로 관례

화된 공적인 시간 범주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일

하지 않는 시간은 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현재

를 반복하는 일상의 중심은 역시 일하는 시간이 중복되

었고, 사적으로 반복되는 일하지 않는 시간은 의식주 활

동이 포함되는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이었다. 이와 같이

뉴욕 거주 한국인 디자이너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시

간 구조와 의미는 <Fig. 1>과 같았다.

일상생활의 시간 구조와 의미에 따라 일하는 공적인

시간에는 대학입시, 직장, 결혼과 성공처럼 시간 간격을

가지고 관례화되는 경험의 시간으로서 유학생활, 직장

생활, 미래생활 3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적인 시간에는 취침, 식사, 출근, 청소, 여가 등과

같이 늘 반복되는 경험의 시간으로서 가정생활, 여가생

활 그리고 패션생활 3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일

상생활 시간 구조와 의미는 관례화된 공적 시간과 반복

되는 사적 시간으로 통합되고 추상화되어 완성되었다.

Fig. 1. Time structure and meaning of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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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례화된 공적 시간 범주와 의미

연구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관례화된 공적

시간은 학업, 업무 등 공식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이다

(Park & The Institute Everydaylife, 2009). 본 연구에서 공

적 생활영역에 포함된 최소 의미단위는 92개였고, 재배

열해서 얻은 중심의미는 20개, 학문적 언어로 압축된 하

위범주는 7개였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공적인

시간 범주는 3개였고, ‘시작: 최고를 향해 재도약하기’로

시작한 유학생활과 그 결과 ‘현재는 뉴욕에서 디자이너

로 일하기’에 감사하는 직장생활과 ‘커리어 우먼으로 성

장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세 범주로 구성되었고, <Table

2>에 제시하였다.

1) 시작: 최고를 향해 재도약하기

뉴욕생활은 최고를 향한 재도약의 동기를 갖고 시작

되었고, 부족함을 채우러 한국을 떠나 뉴욕으로 와서 공

부하는 유학생활에 관한 경험 이야기이다. 하위범주는

‘한국에서 못 이룬 기회를 찾아 뉴욕으로 떠난’, ‘최고의

현장실무교육과 능력계발교육으로 실력이 향상된’ 2개

를 포함한다.

‘한국에서 못 이룬 기회를 찾아 뉴욕으로 떠난’ 연구

참여자들의 유학 동기와 목적은 각자 달랐다. 차우영, 박

다솜, 양찬미, 최윤비는 패션이 아닌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나 평소 관심이 컸던 패션에 대한 꿈을 실현하

기 위해 뉴욕의 패션교육을 선택했다. 김민숙, 강수정,

안정아(2년제)는 패션학과를 졸업했으나 세계 최고의 패

션교육은 어떨까 궁금했고, 패션선진국의 직장생활도

궁금해서 최고의 뉴욕 패션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그 중

한 명은 지방대학 의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니트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해외 유학

출신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선진국의 패션교육

과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 촉발되어 유학을 결행한 사례

이다. 심영은, 임지혜, 김소현, 이미연은 고교시절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사례, 미대입시에 실패한 사

례, 입시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사례 등 각기 다

른 이유로 미국 유학을 선택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채울 수 없었던 배움의 기회를 찾아 뉴욕으로 왔고, 각

Table 2. Customary public time categories and meanings

Category Subcategory Common Meaning

Beginning

to jump again

to the best

Looking for better

opportunities to New York

-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design and choose New York fashion edu-

cation to realize my desire for fashion

- Graduating from the Fashion Department, seeking advanced fashion educa-

tion and experience

- Studying in the USA for your desired major and college entrance

Improved skills with the best

on-the-job training and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 Choose the best school in the world, hoping for a variety of careers and job

opportunities

- The best field work system where class-based internship practice leads to

job search

- Draw individual ability development education without prejudice to bring

out differentiated potential

- Graduating with a top prize and getting my job recognized as a job 

Now working

as a designer

in New York

Work luckily and work in

a business environment

comparable to Korea

- Thank goodness for getting a job and a visa

- Have a lot of time and have fun

- Unlike Korea, the division of labor is clear, so do not compete.

- Respect diversity in comparison with Korea

Despite some disappointing

work, I am satisfied with

flexible work hours

- Working as a fashion designer and an advertising designer

- Late in the morning, short on the way to work, arriving between 9-10, free

time for lunch and after work 

- Returning samples and copying the details to break the illusion

 Creating a relationship to help

fashion career development

and employment

- Participate in Korean-American gatherings (KAFA, D2, KANA etc.) to help

with employment or sponsoring activities

- Get help with friends, mentors, books, and more 

Future growing

as a career woman

Unstable future but ready

for professional growth

- Work for a big brand that everyone knows

- Become a graduate school professor with practical experience

Worried between

marriage and work

- Settle in America to keep working? or return home to get married?

- Age that is full of marriag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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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학사학위가 필요한 연구참

여자는 정규교육과정을 선택했고, 학사학위를 갖고 있

던 연구참여자들은 1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뉴욕 디자인학교에서 배우

고, 졸업해서 현지 취업 기회를 잡고 싶었고, 혹시 취업

을 못해서 귀국하더라도 국내 취업 시 유학 다녀온 혜택

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며 뉴욕을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

한 유학생활은 ‘최고의 현장실무교육과 능력계발교육으

로 실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뉴욕의 디자인 교

육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경쟁하며 따라가기보다는 개

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개별 능력을 칭찬하고 격려함으

로써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이끌어서 개성 있게 성장하

는 것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실무 위주 교육이 강

점인 FIT 출신 10명, 창의적 예술교육이 강한 파슨스 출

신 1명이었다. 두 교육기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

자인 회사와 수업이 연계된 인턴실습과 현장에서 일하

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가 지도하는 수업과 패션쇼 등의

교과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이런 활동이 구직으

로 연결되는 현장 실무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의

유학생활은 영어와 문화 차이로 처음에 어렵게 시작하

지만 악착같이 공부했고, 디자인 분야에 꼭 필요한 기술

과 꼼꼼함을 인정받아서 졸업 때 최고상을 받거나, 상위

권의 좋은 성적으로 마쳤고, 취업도 했으니 성공이었다.

결국 ‘최고를 향한 재도약으로 시작하기’에 성공함으로

써 성격도 밝아지고, 표현적이고 자신감 있게 변화됐음

을 경험했고, 뉴욕 유학생활에 만족했다.

“미술학원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화려

하게 펼쳐지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

여대 수시로 빨리 들어갔는데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대학교 수업

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고 내가 여기서 1등을 못할

바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잘하는 곳 미

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파슨스와 FIT를 가려고 왔는데,

FIT는 주립대이고 파슨스는 사립대이고, 그러다보니 (등록금이)

4배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FIT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가면 진짜 패션학교에요. 마네킹이 수백 개가 있고, 소잉 머

신, 컴퓨터가 다 있고, 아 이 학교는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

는구나, 느꼈죠.” (이미영)

2) 현재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두 번째 범주는 유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마친 후 ‘현

재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직장생활에 관한 경

험 이야기이다. 하위범주는 ‘운 좋게 취업했고, 한국과 비

교되는 업무환경에서 일하기’, ‘실망스런 업무도 있지만

유연한 업무시간에 만족하는’, ‘패션경력 개발과 취업에

도움 되는 관계 맺기’ 3개가 포함된다.

취업이 최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건이었는데 당

시 미국 경제상황이 나빠서 같이 졸업한 대부분의 유학

생들이 취업비자를 얻지 못해서 귀국했지만 본인은 정

말로 운이 좋아서 비자도 얻고, 취업도 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뉴욕 직장은 한국과 달리 업무구분이 잘 되어 있

어서 경쟁이 덜하다. 또 획일적, 억압적인 한국 직장과

달리 개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뉴욕은 나를 돌아볼 여유

도 있고, 대학에서 배운 그대로 일할 수 있어서 재미있

는 곳이어서 ‘운 좋게 취업했고, 한국과 비교되는 업무

환경에서 일하기’에 더욱 자랑스러워했다.

뉴욕의 직장생활은 ‘실망스런 업무도 있지만 유연한

업무시간에 만족’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패션디자이너

(9명)와 광고디자이너(2명)이고, 모두 맨해튼에서 일한

다. 이들이 사는 곳은 맨해튼(7명) 이외에 퀸즈(3명), 뉴

져지(1명)로 차이나지만 회사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일상적인 하루의 시작은

오전 7:30~8:40 일어나고, 화장도 거의 안하고 간편한 옷

차림으로 출근하니 준비시간도 짧고, 이동시간까지 짧

아서 9:00~9:30 출근한다. 모든 회사가 출근, 점심, 퇴근

시간이 정해지기보다 책임업무가 정해져 있는 편이라

업무시간은 자유로운 편이었다. 물론 퇴근시간은 보스

의 성향에 따라, 트레이드 쇼나 매직 쇼, 패션 위크 같

은 행사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최고의 패션회사에서도

디테일 베끼기, 시장조사시 디자인 좋은 옷을 구매해서

카피하고 다시 리턴하고, 바이어한테 제시하는 샘플을

기성품으로 바꾸는 등의 실망스런 업무 현실을 경험하

지만 뉴욕에서 패션과 광고 관련 일을 한다는 만족감이

훨씬 컸다.

뉴욕 생활에서 ‘패션경력 개발과 취업에 도움 되는 관

계 맺기’로 자주 언급한 준거조직은 KAFA(Korean Am-

erican Fashion Association), D2(Designer of Second Ge-

neration), KANA(Korean Association of New York Arti-

sts) 등이었다. KANA는 뉴욕 예술인 총연합체이고, KA-

FA나 D2는 ‘뉴욕 패션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인모임’

이다. KAFA나 D2 모임은 생산업, 텍스타일, 패턴, 제조

등 패션필드 종사자들과 패션 전공 학생들까지 연결돼

서 패션계의 한인 1세대와 2세대를 아울러 뉴욕 한인 패

션인 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

런 모임들은 패션 쇼와 전시회, 패션세미나나 업계특강,

파티 등을 후원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패션의 본고장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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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에서 이런 다양한 패션활동에 참여해봤고, 이런 참여

활동은 자랑스러운 이력으로 쌓이고, 디자인 역량이 성

장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다음 직장으로의 구직을 돕는

정보원이 되기도 하고, 친목이 다져진 모임의 구성원들

은 뉴욕 생활적응까지 도와주는 멘토이자 친구가 되기

도 했다.

“8시쯤 일어나서 씻고 화장도 많이 안 하니까 한 8시 45분쯤

집에서 나오면, 회사가 가까우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 9시쯤 되거

든요. 저희는 패션회사니까 공장이나 샘플공장에서 전 날 온 이메

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아침에 11시까지 두 시간 정도 이메일

체크하고 답변해줄 거 답변해주고, 오전시간에 보스나 헤드랑 하

는 미팅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요. 점심은 샐러

드 바 샌드위치 이런 거 회사 근처에서 사서 들어와서 먹던가, 아

니면 나가서 잠깐 먹고 오고. 점심시간이 되게 프렉서블해서 제가

일을 얼마나 더 하고 먹던지 이런 게 조절 가능해요. 그렇게 점심

먹고 뭐하다 보면 2시쯤 되죠. 디자인 회사니까 테크니컬 팩키지

같은 작업지시서 만들어서 공장에 보내요. 샘플 만들어야 되니까.”

(김민숙)

3)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하는 미래

공부를 마치고 취직한 이후의 관례화된 시간은 ‘커리

어 우먼으로 성장하는 미래’로 결혼과 일에 대한 미래

계획이 포함되었다. 미래생활에 관한 하위범주는 ‘불안

정한 미래지만 직업적인 성장을 준비하는’과 ‘결혼과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2개가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들의 직장생활 기간은 적게는 2년, 많게

는 7년차이었지만 대부분은 막내 보조 디자이너(Assis-

tant Designer)였다. 이들이 준비하고 꿈꾸는 가까운 미

래는 업무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발전하기, 더 배울

수 있는 인접 영역으로 업무 확장해 보기, 한국 사람들

이 알만한 브랜드로 옮기기, 더 큰 회사에서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일해보기 등 이었다. 노동비자로 허락된

시간은 3년뿐이고 그 뒤로 비자 연장이 어떻게 될지 모

르는 ‘불안정한 미래지만 직업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실

무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음은 조금 먼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공부를 계획하고 있

었다. 여기에는 혹시 결혼해서 지금처럼 일하기 곤란해

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현장 실무경력이 많은

교수로 현재의 경력을 연결하려는 준비까지 포함된 계

획이었다.

유학으로 먼 길을 떠났고, 운 좋게 취업도 했으니 뉴욕

에서 계속 일하려면 미국에 정착해야 하나? 아직 싱글인

데 결혼하러 귀국해야 하나?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만 28세에서 35세 사이이고, 평균 31.6세

로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 있었다. 결혼과 일을 다 잡으

려면 뉴욕에서 같이 일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하지만 아

직 싱글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때문에 뉴욕에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귀국하려니 일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렇다고 결혼 대상자 만나기가 어려운 뉴욕에서 일만

하면서 결혼을 포기하려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서 ‘일

과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 이었다.

“이 나이 되니까 결혼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

예요. 진짜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혼자 살라면 살겠는데

부모님 생각하고, 또 다들 혼자 살면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하시

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바빠서, 결혼을 생각을 할 여유

가 없었던 거 같아요. (중략) 회사도 한 번 옮기고 싶어요, 저희 회

사는 저희 자체 브랜드가 아니고 한국의 프로모션처럼 큰 브랜드

의 라이센서를 가져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얘기하면 딱

알 만한 큰 브랜드에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죠. 제 경력을 조금

레벨업도 하고 싶고, 또 마음 같아서는 대학원도 가고 싶고요.”

(강수정)

2. 반복되는 사적 시간 범주와 의미

일상생활에서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반복되는 사적

시간은 여가나 일과 후 시간처럼 개인의 자율적이고 비

공식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이다(Park & The Ins-

titue Everydaylife, 2009). 본 연구에서 사적 생활영역에

포함된 최소 의미단위는 137개였고, 재배열해서 얻은 중

심의미는 35개, 학문적 언어로 압축된 하위범주는 12개

였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사적인 시간 범주는

3개였다. 가정생활은 ‘외롭고 가난한 이방인의 싱글라이

프’였고, 여가생활은 ‘풍요로운 선진문화로 위로받는 힐

링라이프’, 패션생활은 ‘조화롭게 공존하는 뉴욕 패션라

이프’로 구성되었다. 반복되는 사적인 시간 범주와 의미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1) 외롭고 가난한 이방인의 싱글라이프

사적 시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가정생활은 ‘외롭

고 가난한 이방인의 싱글라이프’였다. 가정생활에 관한

하위범주는 ‘편견에 저항하며 혼자 살기’, ‘소심한 인간

관계를 극복하고 홀로 선’,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그리

워하는’, ‘일상은 일 중심 소비는 집세 중심’ 4개가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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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eated personal time categories and meanings

Category Subcategory Common Meaning

A single life

of a lonely and

poor gentile

Living alone while

resisting prejudice

- Feeling burdened by expecting ‘New Yorkers will be rich’

- As a woman living alone, I missed the chance to meet a man because I was

careful

- The fashion field has a good job, so many women live alone

Independent after

overcoming timid

human relationships

- Quiet, careful and timid type

- Overcoming the limits of self-identity, expressing yourself and others

- A sound, independent schoolboy

Missing precious

family and friends

- Missing a nagging family from afar

- Missing the love of a supporting family

- Missing everyday with friends and family

The center of daily life

is work, the core

of expenditure is rent

- Working with all the energy

- Get your parents a rent, visa extension, etc.

- Rent, medical insurance, tax is expensive, and living expenses are also expen-

sive New York

- Saving rent with a roommate

Healing life that

is supported by

abundant advanced

culture

Essential living time

to rest at home

- Cooking, washing, cleaning, watching TV and sleeping everyday

- On weekends, I cook with my friends at home, watch Korean movies and

TV together

Getting out of english

by doing personal leisure

activities

- After work, you can exercise by yourself, such as health and yoga, to supple-

ment your physical strength and relieve stress.

- Read books, listen to lectures on weekends, learn musical instruments and

exercises alone

- Walk alone in the park, go on a train trip nearby and visit the museum

Enjoy advanced cultural and

artistic benefits with friends

- Cooking, shopping on the street, traveling, and going to club parties with fri-

ends

- Go shopping, gallery, show, art museum, concert

- Finding Michelin's recommended local restaurants

- Enjoy events including Broadway Week and Restaurant Week

- Finding free jazz performances, canoeing and outdoor performances

New York fashion

life coexist with

harmony

 Fashion brand of chic

and urban image

- Chic Theory, Zara and Helmutlang

- Luxury designer brand Ferragamo, Gucci, Tod's, Ralph Lauren, Mark Jacobs,

and Alexander Wang

- Lower line J. Crew, Maid Well, Banana Republic, and Loft

Simple and practical

New York style with a mix

of individuality and harmony

- Feminine, luxurious, trendy, simple but exceptional design

- Decorate nicely with accessory points in a practical, natural attire

New York with a tempting

shopping opportunity and the

joy of fashion consumption

- Pleasure to see and experience various and colorful styles

- Fun to buy good things in habitual shopping

- A lot of outlets, a lot of sale, and a variety of price lines

- There are many rich people, and there are lots of events to stimulate purcha-

sing.

Browse at luxury department

stores and buy online or

on discounts

- Sometimes eye shopping, buy online at select shop or department store site

- Have a lot of discount opportunities, sample sales, employee discounts, stud-

ent discounts, regular sales, coupons, etc.

- I know the discount cycle, and I already have a lot of it, so I usually buy it

at the sale.

 Consumption criteria after

various shopping experiences

- Buying clothes that are necessary and cost-effective

- Reduced purchase of conspicuous luxury goods

- Decreased desire to buy with empty shopping

- Establishing your own purchasing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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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성별 구성에서 여자가 더 많은 편이고(“Sta-

te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n.d.), 특히 취업기회가

좋은 패션 쪽은 여자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

라 바쁘게 일하느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싱글 여자가 더

욱 많다. 유학시절에는 혼자 사는 여자로서 작은 소문에

도 조심하느라 남자 만날 기회를 놓쳤음을 아쉬워했다.

게다가 뉴욕에는 부자 유학생도 많고, 사치스러운 여자

가 많다는 선입견과 함께 뉴욕에서 공부했고 살고 있으

니 부자일 거라고 인식하는 일반적인 기대가 부담스러

워서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가 더욱 좁아진 상태로써 ‘편

견에 저항하며 혼자 사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건전하고, 독립적인 모범생의 생활태

도를 보였고, 대부분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은 아

닐까 늘 조심하는 소심한 성격 유형들이었다. 그러나 좋

은 성적으로 공부도 마쳤고, 취업도 하고 직장도 옮기

는 등의 사회생활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써 성격의 한계

를 극복하고 타인에게 더 표현하게 됐고, 자기 스스로를

더 인정하는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소심한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홀로 선’ 싱글라이프였다.

멀리 떨어져서 혼자 일하고 혼자 성장해야 하는 싱글

라이프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그리는’ 독립 가정이

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 형제, 가족의 빈자

리가 그립고, 또 가끔은 잔소리하던 가족과의 말다툼,

어릴 때 친구들과의 일상을 멀리서 그리워했다.

혼자 사는 뉴요커의 ‘일상은 일 중심이었고 소비는 집

세 중심’이었다. 일상적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은 일에

올인했고, 수입의 대부분은 집세로 지불되었다. 뉴욕은

미국 최고의 집세를 자랑하는 곳 인만큼(O'Brien, 2016)

렌트비가 절대적으로 크고, 그 밖에 세금과 의료 보험비

도 비싸고, 일상적 생활물가도 비싸서 돈을 벌지만 경

제적인 독립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직장생활에 해 수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 여행

도 다니며 나만의 여유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생활

비를 아껴보려고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도시락도 싸고,

쇼핑도 줄이는 등 절약해보지만 회사를 옮기면서 발생

하는 비자 변경 변호사 비용 등의 목돈은 아직 부모님

의 지원에 의지하는 형편이었다.

“좋은 점은 경제적으로 처음 부모님 손에서 독립한 거 그래도

100퍼센트가 되진 않아요. 맨해튼 집값이 너무 비싸고, 사실 싼

데로 가야하는데 그러기에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나가면 되는 이

여건이 좋은 거예요. 벌면 집값 내고, 생활비를 아껴 써야하는데

뉴욕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많이 쓰잖아요. 내

년 목표가 저도 한 번 저축해 보려는데, 벌어도 저축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소현)

2) 풍요로운 선진문화로 위로받는 힐링라이프

일상생활의 사적 시간 구조에서 경험하는 여가생활은

‘풍요로운 선진문화로 위로받는 힐링라이프’이었다. 하

위범주로는 ‘집에서 휴식하는 필수생활시간’, ‘개인취향

여가활동으로 영어에서 벗어나기’, ‘친구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의 선진혜택 누리기’ 3개가 포함되었다.

‘집에서 휴식하는 필수생활시간’은 혼자 밥 해먹고 청

소하고 빨래하고 뒹굴며 텔레비전 보고, 씻고 잠자는 등

의 일상으로 모두에게 기본적인 휴식이었다. 또한 주말

에도 한국 친구들과 집에 모여서 한국 음식이나 요리해

서 나눠 먹고,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같이 보

는 친교활동이 포함되었다. 외국 친구와의 교류는 영어

도 피곤하고 공감하는 문화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점점 한

국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생긴 휴식이었다. 이는

긴장 풀고 사랑과 믿음으로 재충전하는 가족공동체의

순수 기능과 같은 공감과 위로의 시간이었다.

집 밖 여가활동에는 ‘개인취향 여가활동으로 영어에

서 벗어나기’이다. 퇴근 후 아파트의 짐(Gym)이나 가까

운 시설에서 날마다 운동하는 것이었고, 혼자 땀 흘리며

운동하면서 업무 중 영어를 못해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

고, 혼자 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 체력 보충이나 건

강관리를 위한 활동이었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마다

달랐지만 요가, 스쿠버 다이빙, 스키, 보드 등의 다양한

운동이나 기타, 발레, 춤 등 음악을 배우거나 졸업생을

위한 주말수업도 듣고, 책을 읽는 등 배우는 활동에 참

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집결지 뉴욕에는 재능

기부나 공유의 형태로, 레슨비가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

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여가활동 기회

가 다양하고 풍부했다. 이외에도 혼자서 센트럴파크나

브라이언파크 걷기,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첼시에 있는

갤러리 구경하기, 허드슨 라인 기차타고 비콘(Beacon),

포킵시(Poughkeepsie) 같은 작은 마을을 구경하는 활동

을 했다. 이와 같이 운동하고 배우고 걷고 구경하는 등

의 여가활동은 하루 종일 업무 중에 시달리는 영어 때

문에 말없이 혼자서 휴식하는 방법이었다.

여가생활의 세 번째 하위범주는 ‘친구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의 선진혜택 누리기’였다. 친구들과 쇼핑하고,

갤러리, 쇼, 미술관, 박물관, 뮤지컬, 음악 등 공연전시회

를 찾아다니고, 여름에는 공짜 야외공연, 허드슨 강에서

공짜 카누타기 등을 같이 찾아다니는 활동이 포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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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뉴욕 구석구석 거리쇼핑하고, 클럽파티도 가고,

가까운 쿠바, 멕시코, 유럽 등으로 여행 가는 활동을 친

구들과 함께 했다. 뉴욕이라 가능한 다민족의 문화축제,

브로드웨이 위크, 레스토랑 위크 등 이벤트에 참여하기

도 하고, 미슐랭(Micheling) 잡지에서 추천하는 맛집을

같이 찾아가고, 또는 관광 안내 책에는 없지만 소문난

지역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등 다양한 민족만큼이나

다양한 그들의 음식과 레스토랑을 찾아서 맛보는 행동

을 친구들과 함께 누렸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가고, 옛날엔 운동도 갔었어

요. 헬스를 한다거나 요가 클래스도 도전이고 재밌죠. 대부분 월,

화, 수요일 저녁시간은 피곤해서 밖에 나가지 않아요. 약속을 잡

게 되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옛날에 2~3년 전만해도 친구들 만

나서 바(Bar) 가는 거, 클럽 가는 거 재밌어 했는데, 지금은 잘 모

르겠어요.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주말 같은 경우엔 친구들이

랑 브런치 먹고, 뮤지엄 가거나 쇼핑가고 갤러리 같은데 가고 그

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문화생활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편

이에요.” (안정아)

3) 조화롭게 공존하는 뉴욕 패션라이프

본 연구의 최고 관심은 ‘조화롭게 공존하는 뉴욕 패션

라이프’이었고, 선호하는 브랜드, 패션스타일, 패션제품

구매 등 뉴욕에서의 패션 생활경험이었다. 패션생활의

하위범주로는 ‘시크하고 도시적인 패션브랜드’, ‘개성과

조화가 믹스된 심플하고 실용적인 뉴욕 스타일’, ‘유혹

적인 쇼핑기회와 패션소비의 즐거움이 넘치는 뉴욕’, ‘고

급백화점에서 아이쇼핑 후 온라인 사이트나 할인기회에

구매하기’, ‘다양한 쇼핑경험 후 생긴 소비기준’의 5개가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선호했던 패션브랜드는 ‘시크하고

도시적인’ 자라(Zara)와 띠어리(Theory)였다. 키나 체형

이 달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즐겨 찾는 시크한 이

미지의 브랜드는 띠어리, 헬무트랭(Helmutlang), DKNY,

캘빈클라인(Calvin Klein), 마크 제이콥스(Mark Jacobs),

마이클 코스(Michael Kors), 리스(Reiss), 작은 사이즈는

올 세인츠(All Saints), 니트는 빈스(Vince), 세일하면 알

렉산더 왕(Alexander Wang) 등을 즐겨 찾았다. 가격이 낮

은 브랜드로는 제이 크루(J.Crew), 메이드 웰(Made Well)

이 가장 뜨는 브랜드로 좋아했고, 그 외 H&M, 바나나 리

퍼브릭(Banana Republic), 어반 아웃핏(Urban Outfitters),

LOFT 등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럭셔리브랜드 페라가모

(Ferragamo), 구찌(Gucci), 토즈(Tod’s), 랄프로렌(Ralph

Lauren) 등에서의 할인 구매경험을 이야기했다.

뉴욕의 디자이너인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는 ‘개성과 조화가 믹스된 심플하고 실용적인 뉴욕 스

타일’이었다. 심플하지만 재질이 좋고, 고급스런 디테일

과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스러운 이미지

선호그룹과 청바지와 단화를 즐기면서 편하고 자연스런

캐주얼 차림에 액세서리 강조로 패션감각을 살리는 자

연스러운 이미지 선호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두 그룹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소수의 특

정 브랜드에 충성하기보다 콘셉트가 다른 다양한 브랜

드들을 잘 믹스하고, 저렴한 실용적인 브랜드와 비싼 디

자이너 브랜드와의 매치, 이색적인 아이템을 섞어서 포

인트를 만드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실용적이

면서 심플하게 절제된 뉴욕 감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뉴욕의 패션라이프는 ‘유혹적인 쇼핑기회와 패션소

비의 즐거움이 넘치는 뉴욕’이었다. 뉴욕의 거리에는 다

양한 인종의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이나 계절에 상관없

는 화려하게 펼쳐져서 구경하는 재미가 좋다. 매일 쇼핑

가로 출퇴근하며 구경하는 재미나, 명품도 판매원의 눈

치 없이 마음껏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어서 쇼핑하는 재

미가 넘치는 곳이었다. 또한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의

제품이나 전 세계 브랜드가 다 있는 소호나 첼시 등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경험할 수 있고, 게다가 비싸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 득템하는 재미는 최고의 즐

거움이었다. 이처럼 뉴욕은 패션상품은 넘쳐나고 아울

렛도 많고, 세일도 많고, 가격라인도 다양하고, 할인 이

벤트도 많아서 구매 유혹이 큰 곳이었다. 게다가 패션계

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와 지인들의 정보까지 더해져서

혹하는 소비기회가 많은 곳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급 백화점에서 아이쇼핑 후 온라

인사이트나 할인기회에 구매’하는 방식을 좋아했다. 이

들이 아이쇼핑을 위해 이용하는 백화점은 바니스(Bar-

ney's) 뉴욕, 버그도프굳맨(Bergdorf Goodman), 삭스 피프

스 애비뉴(Saks Fifth Avenue), 블루밍데일즈(Blooming-

dales) 등 이었다. 쇼핑이 자유로운 고급 백화점은 패션

흐름과 디자인을 살펴보고, 신상품도 입어보면서 어울

림, 품질과 사이즈 등을 확인하기에 좋은 장소이었다. 그

러나 패션의 도시 뉴욕은 샘플세일, 직원할인, 학생할

인, 정기세일, 할인쿠폰 등 연중 다양한 할인이 진행된

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다양한 할인 사이클도 뻔히 알

고, 패션제품의 마진을 훤히 아는 처지이고, 이미 많은

패션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으니 급하게 필요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할인할 때 사는 편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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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실제 구매는 집까지 배송되는 편집 온라인 숍이나

백화점 사이트에서 하거나 다양한 할인기회를 이용하

고 있었다.

뉴욕에 거주한 기간이 평균 7.4년인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쇼핑경험 후 생긴 소비기준’을 갖게 되었다. 연

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뉴욕 유학생들은 부자가 많아서

명품 사용이 흔한 편이었고, 명품 접근이 누구에게나 쉽

다보니 충동적인 구매유혹에 빠지기 쉬웠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리지도 않고, 스스로 벌어서 생

활하다보니 철이 들어서 생활의 규모에 맞게 꼭 필요한

옷이나 가격대비 질과 성능이 좋은 옷, 정말 마음에 드

는 옷 중심으로 구매하게 되었다. 또 뉴욕 생활 초기의

습관적인 쇼핑이 피곤해졌고, 물질적인 쇼핑이 허무하

게 느껴지면서 쇼핑의 욕구나 구매횟수도 줄고, 남의 시

선을 의식하는 명품소비도 감소하는 등 소비가치가 변

하는 것을 경험했다. 즉 남과 다르지만 나한테 더 잘 어

울리는 디자인을 알게 됐고, 저렴하지만 질이 좋고 예쁜

제품을 잘 찾아내고, 디자이너 브랜드의 고급 아이템이

나 콘셉트가 전혀 다른 제품이랑 적절히 섞어서 자기만

의 스타일로 연출할 줄 알고, 대부분 입어보지 않고 구

매하지만 리턴을 거의 하지 않을 만큼 구매확신이 뛰어

난 등 자신만의 멋과 구매기준을 잘 알게 된 것이다.

“뉴욕에 있으면 매장에서 눈치를 별로 안줘서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어볼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틈틈이 아이쇼핑하며

입어봐 놨다가 인터넷에서 세일할 때 사죠. 저는 사실 브랜드도

잘 모르고  메이드 웰이나 제이크루 최근에는 LOFT라고 직장인

이 입기에 좋은데 가격이 저렴한 이런데서 많이 쇼핑해요. 코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거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참

APC 좋아했었고, 백화점을 항상 가고 일반 매장에도 많이 가죠.

저는 보통 5번가, 바니스 뉴욕이나 삭스피프스나 버그도프나 이

런 데를 가서 항상 눈을 높여놓죠. 디자인 하다보면 동네 구멍가

게를 디자인하더라도 눈은 한층 높여놔야죠.” (심영은)

V.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미혼 여자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이 순환되

면서 드러나는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의 관점(Emic Is-

sue)에서 그들의 언어기반에서 도출되었다. 연구결론은

연구자의 관점(Etic Issue)에서 종합된 주장이나 교훈, 시

사점 등이 제안되었다.

연구결과, 먼저 뉴욕 거주 한국인 디자이너들의 일상

적인 시간 구조는 성장에 따른 시간 순으로 관례화된 경

험의 공적 시간과 현재에 반복되는 경험의 사적 시간으

로 구성됨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공적 시간 범주에는 ‘시

작: 최고를 향해 재도약하는’ 유학생활과 ‘현재는 뉴욕

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직장생활, ‘커리어 우먼으로 성

장하는 미래’로 구성되었다. 사적 시간 범주로 가정생활

은 ‘외롭고 가난한 이방인의 싱글라이프’였고, 여가생활

은 ‘풍요로운 선진문화로 위로받는 힐링라이프’, 패션생

활은 ‘조화롭게 공존하는 뉴욕 패션라이프’가 포함되었

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상적 삶의 중심은

일이었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의 일상은 패션생활과 여

가생활이 중심이었음도 알게 되었다.

이상의 일상적 시간 구조에서 특히 패션전공자에게 유

익한 뉴욕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서 일상의 중심인 일과 관련된 뉴욕 패션교육과 직장생

활에 대한 논의와 일하지 않는 시간의 중심인 패션행동

과 여가행동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고, <Fig. 2>에 제시

하였다. 첫째, 패션생활에서 이방인 뉴요커가 선호하는

패션브랜드, 뉴욕의 패션감성, 패션 소비자 행동을 이해

하게 되었다. 우선 뉴욕의 여성복 패션이미지는 심플한

실용적인 시크한 스타일이었고, 뉴욕 스타일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자라와 띠어리’였다. 이외 ‘헬무트랭, DKNY,

캘빈클라인, 마크 제이콥스, 리스, 올 세인츠, 빈스’ 등이

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는 컨템퍼러리 브랜드

들이다. 이와 함께 선호했던 ‘제이 크루, 메이드 웰, H&M,

바나나 리퍼블릭’ 등의 브랜드는 컨템퍼러리 브랜드와

대비되는 낮은 가격이었다. 이는 최근 여성복 시장의 판

매부진 속에서도 저렴한 SPA 브랜드와 고급 컨템퍼러

리 브랜드가 동시에 성장하는 소비양극화 현상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뉴욕 패션감성은 믹스 앤 매치로 시크하게

표현하는 능력이었다. 즉 뉴욕 감성은 브루클린의 빈티

지 상품과 5번가의 신상품을 조화시키듯이 오래된 앤티

크 제품과 새롭게 유행하는 제품, 고가제품과 저가제품,

명품과 보세품 같이 장르 구분하지 않고 잘 섞고, 조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는 뉴욕이라는 최고의 경제,

문화도시 안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민족의 미적 감성이

스며들면서 개성과 조화로 재창조된 뉴욕 감성이며 패

션스타일로는 ‘심플한 럭셔리, 컨템퍼러리 매니시, 아티

스틱 페미닌, 어반 시크 캐주얼’ 등으로 표현된다(Shin,

2009). 또한 도시적인 세련미, 절제된, 시크, 최고의 품질

과 합리적인 가격, 모던과 페미니즘이 믹스된 콘셉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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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상하는 컨템퍼러리 브랜드가 포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욕 소비자들은 쇼루밍을 즐기는 멀티

채널 소비자들이었다. 이들의 일상적인 구매에서 오프

라인 매장에서 입어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쇼루밍’ 행동을 보았고, 제품의 필요와 종류에 따라서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아울렛, 편집 숍, 라이프 스타일

숍 그리고 온라인 몰까지 다양하게 넘나드는 멀티채널

소비가 관찰되었다. 물가가 세계 최고인 뉴욕에서 살고,

가장 화려한 패션과 광고 일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이 다

양한 쇼핑기회에서 세계 최고의 명품들이 유혹하는 일

상적 소비경험 후 얻게 된 ‘가치소비와 합리적인 소비’

는 가장 경험적, 실천적인 경향이었다. 이렇듯 이방인 뉴

요커는 가격에 민감한 합리적인 소비자였다.

둘째,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여가생활은 고급 예술문화를 즐기는 활동이었다. 뉴욕

의 일상은 맨해튼을 중심으로 음악 관련 연주, 공연, 미

술 관련 전시 같은 고급 예술이나 뮤지컬, 재즈, 클럽 등

의 상업적인 고급 문화활동이 풍부했다. 또한 뉴욕에는

10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고, 각 민족들의 밀집지

역에는 세계 각국의 문화축제나 서비스, 다양한 지방의

음식점이 넘쳐나는 곳이다. 뉴욕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

한 문화예술 인재가 밀집해서 공존함으로써 재능의 공

유, 나눔, 기부 등이 풍성해서 고급 문화예술을 배우거

나 공연전시에 참여하고, 각국의 음식을 즐기기에 적절

한 도시였다.

그 다음으로 인상적인 여가활동은 조용히 사색할 수 있

는 공원산책이나 근교 기차여행 같은 휴식이었다. 영어

와 비자의 한계로 날마다 부딪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센

트럴 파크는 소란스러운 맨해튼과 다르게 깊은 숲길을 걸

을 수 있는 곳이고, 회사 근처 작은 공원도 혼자 샌드위

치를 먹거나 퇴근길에 커피를 들고 목적 없이 다양한 주

변사람들을 구경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었다.

또한 뉴욕시 롱 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나

매트로 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선은 뉴욕 근교 여행하기 좋은 교통편이었다.

이런 휴식은 영어로 말하기와 각국의 문화 차이가 너무

다양해서 시끄러운 일상을 잠시 멈추거나 분리시키는 환

기용 활동이었다. 이처럼 뉴욕에서의 여가생활은 화려

하고 럭셔리함과 소박하고 조용함이 대비되었고,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뉴요커의 일상적 여가였다.

셋째, 뉴욕의 디자인과 패션교육은 산학 연계된 실무

현장 맞춤형이었다. 이런 교육내용은 최근 우리나라의

Fig. 2. Lessons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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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교육에서도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채용하거나 가족

회사와의 현장실습, 인턴십 같은 교과/비교과 운영으로

현장중심 교육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같다. 그리고 뉴욕의 예술, 패션계 종사자 한인

협회가 지원하는 패션 쇼나 전시회, 기업협업 프로젝트

등에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패

션 관련 협회나 기업들과 학계의 협력활동이 더욱 활성

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욕에서의 디자이너

업무는 의무와 책임이 뚜렷해서 시간 사용이 자유로웠

고, 직장생활 만족도 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디자이너

의 직업적 지위도 낮고, 업무보다 관계 때문에 불편과 불

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직장문화는 시급히 변화되어야

할 점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뉴욕 라이프 스타일 연구에

학문적인 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 먼저 뉴욕 거주 한국

인 디자이너들이 일상적으로 선호하는 패션브랜드, 패

션감성, 소비경향 등은 한국의 패션시장 동향과 비교할

수 있는 학문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뉴욕 감성의

패션상품 개발 시에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적인 뉴욕 패션교육과 패션회사의 운영

에 대한 경험정보는 패션전공자에게 유익한 기초자료

가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여가생활 경험은 장기, 단

기 뉴요커 체험을 원하는 여행, 관광 상품 개발 시에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의 평가기준에 따라 엄밀성

을 높이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려고 노력했지만 연구

자의 편견이나 선입견, 관찰자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또한 이방인 뉴요커인 연

구참여자는 사적 정보에 민감한 외국인 신분이어서 급

여수준이나 직급 같은 채용정보나 집세 같이 주거수준

이 드러나는 정보수집이 어려웠고, 룸메이트와의 계약

때문에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찰할 수 없었던 제

한이 아쉬웠다. 또한 뉴욕 거주기간 10년 이내 한국인 여

자 디자이너이고, 소수 표본으로 제한된 인터뷰 조사이

므로 뉴요커의 일상이라는 일반화의 해석과 적용에 한

계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생활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골드미스, 루비족, 포미족 등 패션제품 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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