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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Fashion Marketing in the UK

DESIGN BUTTER

한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동안 디자인보다는 이론적인 분야가 적성에 더 맞는다
는 것을 발견하고 넓은 세상과 새로운 교육을 경험하기 위해 영국 유학을 결심하였다.
Nottingham Trent University에서 Fashion Marketing & Branding을 공부하여 학
사 학위를 받았고 Kingston University에서 Curating Contemporary Design (in
partnership with the Design Museum)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크리에이터/리서처/코치로 활동 중이다.

PROLOGUE

이 책을 쓰겠다고 오래전부터 결심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패션 마케팅 유학에 대한 조언을 구하
고 싶었지만,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서점에 가도 디
자인 유학을 다룬 책은 나와 있었지만, 패션 마케팅 유학과
관련된 책은 찾기 힘들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곤 기껏
해야 유학원과 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전부
였다.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 유학 생활의 실상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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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알 수 있을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처럼 무작정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달콤 쌉싸름했던 3년간의 시간.
영국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기분
이었다. 한국과 다른 언어, 문화, 교육 방식… 하루하루가 배
워야 할 것 투성이었다. 새로운 걸 습득해나가는 과정은 즐겁
기도 했지만 쓰라린 적도 많았다. 이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픈 곳을 막대기로 꾹꾹 찌르는 것처럼.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유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나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최첨단의 트렌드를 경험
할 수 있는 런던의 패션 스토어와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방문
하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예술 서적과 영화 DVD를 빌
려보며 나만의 비주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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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국 패션 마케팅 수업에 관한 이야기
와 유학하는 동안 느꼈던 점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했다.
‘내가 유학을 준비할 당시 무엇을 가장 궁금해했을까?’
‘영국 유학을 통해 얻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챕터 중간마다 소개된 유용한 팁과 안내 사항들이 질문에 대
한 대답을 간추린 결과물이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학생이 패션 마케팅
유학을 고민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이 그
들에게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순 없겠지만,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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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입니다.”
입학 인터뷰 담당자가 나에게 말했다.
1년 반 동안 홀로 유학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고독함과 외로
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꿈에 한걸음 가
까워진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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