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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flow experience through the experiences related

to fashion models' role performance; subsequently,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fashion mo-

dels' flow experience could be divided into characteristics such as temporality, spatiality, relationality, phy-

sicalness and pleasure. Second, the process of this flow experience ultimately led to the complete moment.

The complete moment can be said to be the aesthetic experience that provides both the meaningful experi-

ence and the aesthetic pleasure; it is the experiential knowledge at the dimension of mysterious integration

that their body and mind are integrated into one. The beauty that fashion models exercise at the aspect of

this aesthetic experience is that of performance and is an individual physical movement where they perceive

their role and exercise their inner ability to express their costume most beautifully. Accordingly, the beauty

of performance can be said to mean that the fashion show was successfully held by inducing both the per-

former and the audience into an aesthetic response. The process of specialized planning and preparation is

required for fashion models to exercise the beauty of performance at the complete movement reached th-

rough flow experience and a successful fashion show. Diverse elements of the fashion show should be more

organically constituted through such a process. Fashion models should exert efforts to embody acts such as

walking, posing and turning through the performance of their excellent role as well as develop a training

program to complete it.

Key words: Fashion model, Fashion show, Flow, Perfect moment, Aesthetic experience; 패션모델, 패션

쇼, 몰입, 완전한 순간, 미적 체험

I. 서 론

패션모델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는 8,000억 원에 이르며

지망생 또한 수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Jung,

2008).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패션모델이 대중들

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패션모델은 사회문화적으로 대표적인 육체자본(Phy-

sical capital)이자 이상적인 아름다움군(群)(Idealized be-

auty group), 이상적인 여성 몸매(Idealized female body

shape), 혹은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군(Idealized female

body image group) 등으로 밝혀져 왔다(Byrd-Bredbenner

et al., 2005). 다시 말해, 패션모델은 Centerfold model, 미

인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이상적인 몸매를 갖고 있는 집

단으로서, 일반 여성들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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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도한 몸매 가꾸기에 빠지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밝

혀져 왔다(Jung & Son, 2010; Jung, 2006; Lim, 2004; Me-

ars, 2006). 그러나 패션모델은 개발된 의상과 패션쇼에

관한 구상에 대해 파악하여 무대 위에서 워킹, 포즈, 턴

등의 행위를 통해 관객들에게 의상의 매력을 효과적으

로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인 패션쇼를 완성하는데 기여하

는 것은 물론, 그들의 존재 가치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지금까지 패션모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그러나 패션모델의 존재와 역할이 궁극적으

로 성공적인 패션쇼 연출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제3자의 관점에서 수

행되어 왔기 때문에 패션모델의 역할 수행을 제고(提高)

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해왔다. 예를 들면, 패션모델을

‘도구적 존재’(Kim & Shin, 2001)로 정의하면서 의상과

패션쇼의 구상을 파악하고 철저히 자신의 몸을 도구화시

켜 연기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주장했을 뿐, 어떻게 해

야만 최고의 역할 수행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선 밝히

고 있지 못하였다.

한편,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체험연구, 특히 현상학

적인 연구에서는 역할 수행에 있어서 탁월함을 발휘하

는 순간의 본질을 ‘몰입(Flow)’이라는 개념으로 밝히고

있다. 몰입은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에

느끼는 전체적인 감각(Csikszentmihalyi, 1977a, 1990)으

로 그러한 상태는 결국 완벽하고 탁월한 수행을 한 순간,

즉 ‘완전한 순간(Perfect moment)’(Thomas, 1972)으로 이

어지게 된다. 수행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국면들은 살아

있는 생생한 차원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고 충만한 체험

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Gould et al., 1993). 이와 같이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토대로 패션

모델들의 패션쇼 체험에서 경험하는 몰입 체험의 특성

과 의미를 밝힌다면, 그들의 역할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패션

모델들의 몰입 체험의 특성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시 ·공간적 인지, 타인과의 관계,

신체와 관련된 몰입 체험의 본질적 요소들과 몰입의 궁

극적인 국면으로서 완전한 순간 등에 관해 수행된 현상

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패션모델

들 7인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패션쇼에서 그들이 역할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몰입 체험의 특성과 의미를 밝히

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몰입 체험

현상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근원과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특히 스포츠, 체육 분

야에서 수행자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바

탕으로 등산가, 무용가, 주관적인 운동경험 현상에 대

한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의 방법론적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스포츠 운동경험의 특성과 의미들을 범주화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특히 ‘몰입’

은 다양한 인간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역할 수행

체험의 본질로 밝혀져 왔다. 몰입은 “행위 자체에 완전

히 몰두하고 있을 때에 느끼는 전체적인 감각으로 내적

논리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위가 이어지며 다음 순간의

통합된 흐름으로 경험”(Csikszentmihalyi, 1977a, 1990)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간은 선명한 목표와 즉각적

피드백, 도전과 능력의 균형, 행동과 의식의 통합, 주의

집중, 잠재적 제어 감각, 자기 의식의 소멸, 시간 감각 왜

곡, 자기 목적적이거나 자기 보상의 경험 등의 8개 국면

이 융합된 상태이다(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2).

국내 LPGA · KLPGA 소속 골프선수들을 참여자로

한 현상학적 연구에 의하면 경기상황에서의 본질은 관

계성, 자연환경과의 친화, 경기흐름에서 신체 및 자아의

지각 등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요인들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즐거움을 만끽함으로써 몰입 체

험과 ‘탁월함’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Kim, 2008). 또한

운동경험의 본질적 요소들로 공간과 시간의 지각, 타인

에 대한 지각, 신체와 자아지각, 타인과의 통합, 신체의

한계 초월, 심미적 감정, 실존적 의미, 의사결정, 자아확

인, 가능성의 추구 등이라고 하였다(Inoue, 1984).

몰입의 시간적 흐름, 즉 그 과정에 관해서는 현대 무

용수를 참여자로 한 연구(Choi & Lee, 2004)에서 전초

과정-몰입 과정-해결 과정의 3단계로 밝혔으며 평소와

는 다른 탁월한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몰입 과

정에서 경험된다고 하였다. 즉, 몰입의 과정은 궁극적으

로 ‘완벽한, 절정의’ 체험으로써, 완벽하고 탁월한 수행

을 이룬 ‘완전한 순간’(Thomas, 1972)으로 이어진다. 완

전한 순간은 ‘정상경험(Peak-experience)’, ‘최적의 경험’,

‘주관적인 시공간에 대한 감각’, ‘의식의 변용상태(Al-

tered state of consciousness)’, ‘신비적 통합(Mystical uni-

on)의 차원’(Stone, 1981) 등의 용어들로, 제3자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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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없는 수행자 자신의 주관적인 질적 측면으

로 밝혀져 왔다.

다시 말해 몰입은 수행자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행

위 자체에 몰두하여 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위에

있어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과정의 체험으로써, 이러한

국면에서 수행자의 수행 상태는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

이며 효율적으로, 평소보다 뛰어난 수행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충만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2. 패션쇼에서 패션모델의 역할 수행

성공적인 패션쇼를 연출하기 위해서 연출자는 디자

이너가 개발한 의상을 중심으로 무대, 조명, 음악, 효과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이때 패

션모델들은 패션쇼와 의상에 적절한 신체 움직임, 즉

워킹, 포즈, 턴 등의 연기 행위를 통해, 관객들에게 의상

의 매력을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패션

모델들은 패션쇼와 의상의 분위기에 따라 내추럴(Na-

tural), 로맨틱(Romantic), 매니시(Manish), 에스닉(Eth-

nic), 액티브(Active), 클래식(Classic), 스탠다드(Stand-

ard), 캐주얼(Casual), 드레스(Dress), 한복 워킹 등의 행

위를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 행위는

“내면적 구조를 기반으로 외적인 움직임이 발현되는

것”(Han, 2004)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많은 훈련과 쇼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와 연출자의 의도와 패션쇼

분위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행위를 표현해내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결국 패션모델들의 이러한 역할 수행은

다른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이루

어지는 것(Choi & Shin, 2008)은 물론, 패션모델들이 최

종적으로 관객들에게 의상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패

션쇼를 성공적으로 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패션쇼에서 패션모델들의 역할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몰입 체험의 본질적 요소들로 밝혀진 시간, 공간, 신체

등과 관련된 체험과 타인과의 관계, 주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 등에 관한 체험, 그리고 탁월한 역할 수

행이 발휘되는 완전한 순간에 관한 체험자료를 바탕으

로 분류화-개념화-특성화의 자료분석을 통해 참여자들

의 몰입 체험의 특성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패션모델들

의 연기와 패션쇼의 연출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패션

쇼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상

학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준거지향적 선택방법을 이용하여 다

양한 경력의 패션모델들 7인을 선정하였다. 이들 대부

분은 10년 이상의 패션쇼 출연 경력과 연간 100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고 있는 소위 ‘탑모델’로 인정받고 있

는 우수 패션모델들이자, 연구자와 비교적 라포 형성 또

한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빈번한 만남이 가능하고 연

구자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유용한 자료수집이

가능했다. 이들 중 KJY, LJM은 경력이 1년에서 2년 남

짓한 신인 모델들이지만, 역시 역할 수행과 몰입 체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료를 수집 뿐만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연구와 관련된 대화와 회의에 참여하여 자료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자료수집

자료는 서술적 기록지, 심층면접과 비참여관찰을 반

복적으로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예비조사의 일환

으로 서술적 기록지를 통해 패션쇼 섭외에서부터 피팅

-리허설-쇼 시작 전 무대 뒤-쇼 시작 후 무대-쇼 후기 등

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패션쇼의 인

적 구성요소(디자이너, 연출자, 스텝, 동료 모델, 관객

등)와 물적 구성요소(공간, 무대, 조명, 의상, 음향, 효과

등)와 관련된 체험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모델

들의 패션쇼 체험을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보다 효율적

으로 진행하는데 이용하였다.

이후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비구조적 면접방식

과 반구조적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방식을 혼

용한 심층면접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두가지 방식

을 혼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은 질적 연구의 특성 상,

사전에 설정된 질문 문항 이외에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

했으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나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층면

접방식을 통해 참여자들의 패션쇼 구성요소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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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패션쇼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역할 수행 과

정과 관련된 체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토요일까지 SETEC

(Seoul tarde exhibition & convention)에서 개최된 서울컬

렉션 기간 중 디자이너 LSB, LSO, HST, YSS 등의 패

션쇼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패션쇼의 시

공간적인 환경에 관한 정보를 담아 워킹, 포즈, 턴 등의

역할 수행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패션모델들과 패션

쇼 구성요소들과의 체험을 분석하는데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스포츠,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현상

학적 연구들과 패션모델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계속

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자료수집을 위

해 활용하는 방법(Kang et al., 2005)으로 귀납적 내용분

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Guba, 1981).

즉, 수집된 자료는 전사 이후 공통 주제 파악 및 분류화

-의미개념화-특성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공통 주제

파악 및 분류화 과정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수차례 정독

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참여자들의 체험자

료는 패션쇼의 과정과 구성, 패션쇼의 구성요소와의 체

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신체와 심리에 관련된 체

험, 존재감, 즐기는 체험, 역할 수행 등으로 분류화할 수

있었다. 분류화된 주제들은 각각 몰입 체험의 특성으로

서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신체성, 유희성과 탁월한 역

할 수행과 관련된 체험 등으로 의미개념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을 의미부여 전문가로 유용

하여 그들의 체험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개념화된 자료는 이후 탁월함이 발휘되는

완전한 순간에서의 의미와 그러한 국면에서 발휘되는

탁월함을 연출미로 특성화할 수 있었다.

4.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을 이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 과정에서

자료수집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학 전공자들

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는 제거하고 연구주제와 관련이

깊은 다량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둘째, 심층면접

한 내용을 의미분류화하는 과정에서 비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기록한 관찰일지

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셋째, 심층면접내용과 연구의 진

행내용을 연구참여자와 질적 연구전문가에게 반복적으

로 확인시키고 선행연구와의 대조 작업을 통해 연구결

과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이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자료사용

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참여

자들의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의 정리를 마친 후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자

의 주관적 판단 오류를 재검토하였다.

IV. 패션모델들의 몰입체험

연구결과 패션모델들은 패션쇼에서 몰입 체험의 과

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한 순간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패션쇼에서 주어진 역

할을 수행하면서 몰입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탁월

함을 발휘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한, 완전한 순간을 맞

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몰

입 체험은 각각 몰입 체험의 특성과 완전한 순간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몰입 체험의 특성

패션쇼에서 패션모델들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몰입

체험은 각각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신체성, 유희성 등

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성

시간성은 패션쇼에서 패션모델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몰입 체험에서 시간과 관련된 특성이다. 참여자들은 패

션쇼에서 다양한 시간적 체험을 경험한다고 진술하였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JJE: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딱 멈춰버린 일시적인 정지상태 그

리고 호흡도 멈춰버리고 모든 게 내가 내 주변에 모든 게 공기도

마치 안 흐르는 것처럼 (중략) 요새 영화 보면 순간적으로 모든

게 딱 멈춰서 다 가만 있는데 나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

럼 (중략) 이런게 그 찰나에 딱 멈췄다가 다시 딱 연결이 되는 거

(중략)

몰입 체험의 특성 중 시간성에 관하여 JJE는 일시적

인 정지상태와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진술

하였으며, 이외에도 인용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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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의 진술에서도 평소에 느끼는 객관적인 시간과 다

르게 짧거나 길게 느끼는 시간 체험에 관해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

역할 수행에 몰입했을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체험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잊고 완전히 행위

자체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시간 감각이 왜곡되는 것으

로써(Csikzentmihalyi & Rathunde, 1992), 현실적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체험, 즉 몰입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왜곡된 시간 감각은 계량적이거나 객

관적인 시간과 다른 주관적 시간의 체험(Higuchi, 1987)

으로 자신과 환경,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구별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MacAloon et al., 1983; Csikzentmihalyi

& Rathunde, 1992; Kang, 1996) 몰입 체험의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전반성적인(Pre-reflective)

체험이자 살아있는 생생한 차원으로써 높은 수준의 몰

입 과정에서 내적 논리에 따라 통합된 흐름으로 경험되

는(Csikszentmihalyi, 1977b, 1990) 몰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간성

시간성과 함께 공간성 또한 몰입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에 관한 체험의 특성이다. 패

션쇼는 특정한 공간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의

상 발표회이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의 체험은 실수에 대

한 불안감, 관객의 호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긴

장, 흥분 등의 다양한 심리상태에 의해 경험하는 것으

로써 이에 관한 참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PSH: 저 같은 경우는 무대 뒤에서 긴장감 같은 게 굉장히 커요

한 7, 8? (중략) 무대 뒤에서 이제 스타트나 인트로 음악 나와 그

러면 그 인트로 음악 나오기 전에는 뭐 5, 6이었다가 내 순서가

돼서 나가야돼 그러면 저는 최고조가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언제 쿵쾅거렸냐는 듯이 그런 거 긴장감이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

러 인제 무대 위엔 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탑에 가서도 마찬

가지지만 뭐 할 걸 다 하고 (중략) 헤어 메이크업 의상 내가 항상

하던 스타일 자신 있는 뭐 이런 게 삼박자가 떨어졌을 때 무대 위

에서 100%, 90%까지 몰입이 가능한 것 같고

PSH는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선 긴

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무대로 나감과 동시에 긴장

감이 사라지고 몰입 상태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다시 말해 패션모델들은 무대 위로 오

르면서 몰입 수준이 증가하여 탁월한 역할 수행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흔히 ‘쇼장’이라고 하는

무대 공간이 의식의 변형상태(Altered state of conscious-

ness)(Stone, 1981)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공간성과 관련된 체험 역시 몰입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3) 관계성

패션모델은 패션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발휘할 때 최고로 인정받는다(Hwang, 1999). 그러나 패

션쇼는 패션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유기체

와 같이 수행되어야 전체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Choi

& Shin, 2008) 성공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패션

모델들도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과 관

계된 체험의 특성이 관계성이다. 관계성은 패션쇼의 인

적 구성요소(디자이너, 연출자, 동료 패션모델 등)와 물

적 구성요소(의상, 무대, 음악, 조명, 효과 등)와의 관계

에 따라 각각 인적 관계성과 물적 관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었을

때 패션모델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유기적

인 구성이 이루어졌을 때의 몰입 체험에 관한 진술이다.

JJE: 모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

게 세팅이 된 상태잖아요 기분도 사뭇 다르고 무대 위에 올라갔

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나를 보고 있다

라는 희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즐기는게 그게 희열감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죠 내가 소름끼치도록 어우 이쇼 정말 잘했다 이런 거는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를 오히려 만들기

도 하죠 

LYJ: 사람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쫙 터질 때

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몸에 털이 다 오르면서 전율이 장난 아니

에요 (중략) 쇼에서 옷이랑 음악이랑 조명이랑 이 모든 게 갖춰졌

을 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LJA: 그거는 음악이랑 무대랑 언니가 말한 대로 장소랑 이런

게 다 딱 맞아야 그런 희열도 더 많은 것 같아요

PHS: 근데 그렇게 꼭 끼부리는 친구들은 그 자체가 몰입이 되

니까 자꾸만 예를 들어서 콘티가 거의가 원바이원이지만 그 친구

는 가운데로 갔다고 꼭 싸이드로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항상

꼭 가운데로 갔다가 가운데서 끼에 몰입하다 이러다 보니까 가운

데로 와서 전체적인 쇼를 망쳐 버리는 거에요 앞에 나간 친구랑

겹쳐 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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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패션쇼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조화롭게 배

치됐을 때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즉, 몰입의 전초 과정으로써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은 패션모델들이 몰

입을 경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대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옷,

음악, 조명, 무대, 장소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을 인지하는 것 역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PSH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

정에만 몰입되어 있는 동료 모델이 사전에 설정된 동선

으로 이동하지 않아(다른 모델들의 역할 수행을 망쳐)

전체적인 쇼를 망쳐 버린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서 감

정(끼)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은 몰입이 자의식이 상실

되더라도 통제, 주의집중이 가능하다(Csikszentmihalyi,

1977b)는 점에서 전반적인 몰입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무대 위

에서 동료 모델들과의 배치 역시 패션모델들이 몰입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모델들의 역할 수행을 제고하여 성공적

인 패션쇼 연출을 위해서는 패션쇼를 기획하고 개최하

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획,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패션쇼 연출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된다(Yun & Lee, 2001).

4) 신체성

참여자들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체험에 있어서 신체

성은 바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신체에 관한 체험으로

써, 패션모델들의 대상화된 객체인 ‘육체(Body)’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식-신체의 주체로서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생생한 신체(Lived body)’,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에 관한 것이다. 신체성은 주로 각성 수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성은 “행동의 바탕이 되는

동기의 강도”(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005)

로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정 수준의 각성

상태는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태

에서는 오히려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상태는 주로 불안에 의한 것

이며 개인이 불안 원인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진

술에 따르면 불안의 원인은 패션쇼 규모, 관객 수, 실수

에 대한 불안감, 스스로의 기대감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

자들은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통증이나 신경 예민, 과도

한 흥분, 감각이 무뎌짐, 근육의 경직, 호흡의 멈춤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다. 불안 수준은 특히 신인 모델들일수

록 높고, 경력이 많은 모델들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음

악, 동영상, 영화 등의 감상, 게임, 독서, 대화, 수면 등

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활동

은 긴장해소를 위한 노력이자 의식과 신체를 통합시키

려는 시도(Choi & Lee, 2004)로써, 탁월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완전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역할 수행에 적절한 각성 수준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

다.

LJA: 모델이 이렇게 자세를 잡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긴장을

안 하면 풀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을 하니까 자세가 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JJE: 정말 심하게 몰입이 될 경우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잖아

요 근데 이때는 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몰입 쪽이 약간 떨어

지지만 대신에 연기력은 향상할 수 있죠 내가 예측을 하고 해석

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누구랑 부딪혔던 옷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옷을 만약에 꼭 걸치고 갔어야 했는데 중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워서 걷는다는 게 이런 게 되는데

패션모델의 역할 수행은 무엇보다 바른 자세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패션모델 양성 과정에서부터 올

바른 자세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Kim, 2005; Kim &

Park, 2004; Yang & Choi, 2009). 또한 패션모델들은 아

름다운 신체 움직임을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

서 그들의 신체는 미적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체험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LJA의 진술은 역할 수행

의 기본이 되는 자세를 잡으려는 노력으로 완전한 순간

의 과정상 몰입 이전의 전초 과정(Choi & Lee, 2004)에

서 신체의 각성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JJE의 진술은 적정 수준의 각성상태에서의 역할 수행

에 관한 것으로, 적정 수준의 각성상태에서는 심하게 몰

입되어 자신을 망각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연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실수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어

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심하게 몰입’되었다는

진술은 패션쇼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만 몰두하였다

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 이후에 ‘나 자신

을 잃어버리는’ 중에도 이성을 찾고 ‘예측’, ‘해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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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식-신

체가 완전히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체험은 역할 수행 과정에서 수행자가 “자의

식이 상실되고 시간이 왜곡되더라도 자신과 상황을 통

제, 주의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Csikszentmi-

halyi, 1977b) 경험할 수 있는 몰입 체험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과도하게 이완된 상태의 신체성도 몰입에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긴장상태는 주로 신인 모

델들이 경험하는데 반해, 과도한 이완상태는 주로 경력

이 많은 패션모델들에게 나타났다. 이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JJK: 그런데 사실은요 인제 처음에 제가 모델할 때랑 지금 20년

했잖아요 경력이 좀 되니까 점점점점 준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사람 일인지라 어렸을 때는 되게 열정적이고 아무래도 모르

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나이가 있으니까 물정

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 긴장을 안 해서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치?

LJA: 그럴 땐 쇼 끝나면 내가 지금 뭘 했나 찜찜한 감이 좀 있

어요

JJK와 LJA는 십대 때부터 패션계에 입문하여 활동하

고 있는 탑모델들이다. 그들은 모두 입문 초기에 비해

열정이 떨어졌으며, 패션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

해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찜찜한 느낌까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적정 각성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이완된 상태

는 과도한 긴장상태와 더불어 역할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험은 비슷한 수준

의 일을 장기간 할 때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

문에(Csikszentmihalyi, 1990/2004) 비교적 덜 불안해하고

목표 달성이 익숙해짐으로써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JK의 ‘즐기는 수밖에 없다’는 진

술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각성상태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선호하지 않는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의상이 배정되었을 경우 전혀 몰

입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신인 모델들(KJY, LJM)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력이 많은

패션모델들은 역할 수행에 몰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인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패션쇼 연출에 기여하는 바

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 유희성

유희는 “일상생활 밖에서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며 긴

장감과 즐거움이 따르며 일상생활과는 다른 것”(Huizin-

ga, 1938/1993)으로써 재미라는 요소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Hein, 1968). 참여자들은 패션쇼에서 의상의 표

현이라는 역할을 단순히 업무로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오락, 놀이나 축제에 참여했을 때와 같이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모

델들이 패션쇼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즐거움, 재미에

관한 특성이 유희성이다.

LJM: 왜냐하면 평상시랑 달라지잖아요 평상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두 재밌는 것 같아요

JJE: 정말 쇼가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즐기는 쇼두

너무 좋구 분위기라든가 연출자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쇼 분위

기 누구나가 즐기는 쇼를 할 때는 오히려 몰입이 더 잘되겠죠

LYJ: 애들한테 저는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너네 쇼가 재밌니?

애들은 뭐 나름 그냥 그냥 근데 그렇게 막 재밌진 않대요 그러니

까 열의를 가지고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진짜 올인을 했거든요

패션은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고(Warwick & Caval-

laro, 1998)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며(Jung, 2006; Kim,

2001) 인간관계에서 권력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도 한

다(Park, 2010).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패션모델들은 패션

쇼에서 다양한 의상을 입어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되는’

(LJM) 간접 체험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체험은 신인 모델들이 직

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해서 패션쇼를 재밌게 느끼지 못

한다(LJY)는 진술을 미루어 볼 때, 직업에 대한 집중과

열정을 갖고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패션쇼를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 느낄 때 몰입이

더 잘된다(JJE)는 진술과 같이, 몰입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몰입 체험의 특

성인 유희성은 수행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적 보

상(Park, 2003)으로 작용하여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활동에 참여하는 사

람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Kim et al., 2012),

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Kim, 2004) 몰입 체험의 구

성요소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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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한 순간

패션모델들의 역할 수행을 통한 몰입 체험은 궁극적

으로 ‘완전한 순간’의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완전한 순

간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체험하는 생생한 순간적 차원

에서 경험하는 ‘완벽한, 절정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식-신체가 완벽하고 탁월하게 수행한 순간으로,

행위 그 자체로 인식되는 순간적이고 독자적이며 과정

지향적인 독특한 현상(Thomas, 1972)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은 “절정의 움직임을 발휘하는 순간으로 관

객에게는 물론, 수행자에게도 매우 의미 있고 충만한

것”이며(Choi & Lee, 2004) 수행자의 주관적인 체험에

있어서 내적 논리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위가 이어져 통

합된 흐름으로 경험되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 Ra-

thunde, 1992). 완전한 순간에 대해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LYJ: 사람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쫙 터질 때

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몸에 털이 다 오르면서 전율이 장난 아니

에요 (중략) 다른 차원의 희열이에요 워킹 하는 맛이 좀 있죠 어

떤 최고조의 또 다른 느낌? 공중부양? 약간 붕 떠있는? 그리고 또

무대 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주위에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데

도 하나도 그런 소리가 전혀 안들리는거 탑 앞에 걸어 나가는 거

는 그래두 괜찮아요 그래두 뭐가 있구 누가 있구 상황 파악은 되

는데 몰입이 고조되는 상황 만큼은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매트릭스 이런 거 보면 뭐가 슉슉슉 날아오는데 잠깐 정지된 상

황 같은 느낌? 아니 느린 것도 아니구 정지된 느낌 나 아니곤 다

정지된 느낌이야 

JJK: 다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몽환적인 그런 느낌

있지 않아 (중략) 우리가 3D 영화 보면 약간 조금 이상적인 현실이

펼쳐지잖아요 다른 세계 그런 게 몽환적이고 그런 느낌 그런 거지

참여자들은 패션쇼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완

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쇼와 의상에 적합한 워킹, 포

즈, 턴 등의 행위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몰

입 수준이 고조되어 완전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진술하

였다. 이러한 순간에서의 느낌을 전율, 최고조의 느낌,

공중부양, 3D 영화의 몽환적인 느낌 등으로 진술하였

다. 다시 말해, 완전한 순간은 수행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몰입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험하는

것이며, 자신을 망각하고 주변 상황과 감각이 왜곡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단정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닌, 수행자의 관점에서 논리적 판

단이나 인식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행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미적 쾌감을 가져다 주는 체험(Lee &

Lee, 2010), “감성적 직관에 호소해서 직접 체험되는 가

치내용”의 체험(Higuchi, 1987)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패션모델들의 완전한 순간은 의상의 아름다움

을 표현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탁월한 역할 수행을 통해

전율과 희열감 등의 최고의 정신적 절정감과 같은 미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체험은 몰입의 과정 중 의식과 신체가 하나로 통합

되어 발생하는 의식의 변용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적

통합’(Stone, 1981)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주관과 객

관이 일치되는 절정의 순간, 몰아의 경지, 무아지경의 신

비한 경험이 도달하는 순수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Shin, 2007). 따라서 이러한 체험은 기계론적 분석의 설

명과 이해를 초월하는 전반성적이며 생생한 신체로서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JJE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깨닫는 의미와 가치를 다

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JJE: 나한테는 정말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자기 스타일을 찾아

가는 것도 모델 직업의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

들 보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아 저사람 저렇게 안 입고 이렇게

입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딱 알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리가 직접 입어보고 꾸며 보면

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게 모델이란 직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JJE는 직업으로서 패션모델의 매력과 장점은 옷을 직

접 입어보고 꾸며 보면서 패션에 관한 지각 수준과 자

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이라

고 진술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여

기는 것”(Kim & Kim, 1999)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타인에 비해 훌륭

하다고 느끼며 비교적 견고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

지고 있으며 외부자극에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Kernis,

1993)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 패션모델은 일반 여성들

이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인 여성 몸매군(Idealized female body shape)(Byrd-

Bredbenner et al., 2005)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외 패

션모델들이 거식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은 물

론, 국내 연구(Song, 2001)에서도 패션모델들이 일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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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과 같이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러한 원인은 패션모델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키

가 크고 날씬한 체형을 이상형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 불만족이 자아존중감, 이상 섭식 행동 및 섭

식 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Lee & Oh, 2004). 따라서 패션모델들도 자신들의 신체

에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JJE의 진술

은 수행자로서 직접 경험하여 획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지식의 근원이 되는 ‘체험적 앎(Experiential knowing)’

(Choi & Lee, 2004; Thomas, 1972)으로써, 직업으로서

패션모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완전한 순간은 수행자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

는 체험으로써, 미적 감흥을 일으키는 미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적 체험의 국면에서 패션

모델들이 발휘하는 미는 연출미라고 할 수 있다. 연출

미에 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JHJ: (중략)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옷을 사고 싶게끔 만

드는 게 모델의 역할인데 그 옷을 사고 싶게끔 만들려면 소비자

한테 환상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저 옷을 입었

을 때 내가 저런 분위기를 낼 수 있고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환상을 심어 주는 게 모델이고 그 환상을 심어 주려

면 기량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 어느 정도 라이프 스타일이

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접해서 나름의 내면적인 기량을

많이 쌓아서 좀 뭔가 남들과는 차별화된 다른 느낌을 다른 분위

기를 풍길 수 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가졌을 때 아 내가 저 옷을

입으면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모델의 역할이랑 가치인 것 같아요

JJK: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스스로 여기 앞에선 어떻게 포즈를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그게 다 머릿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

서 내가 웨딩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의 느낌 순수함 그런 거 뭐 주제가 신부의 느낌 그런 거를

표현해야 되면 거기에 이제 카리스마를 넣어야 되겠죠 몰입이니

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신부면 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

람을 대신하는 역할이니까 모든 쇼는 카리스마를 공주옷이래두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JHJ는 패션모델의 역할이 소비자에게 옷을 사고 싶

게끔 만들어 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며 그런 환상을

심어 주기 위해 내면적인 기량을 쌓아서 표현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JK는 일반적인 주제의

느낌에 ‘카리스마’와 같은 자신만의 개성적인 연출을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미루어 봤을

때, 완전한 순간에서 패션모델들이 발휘하는 연출미는

자신의 역할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많은 연습과 쇼 경험

을 통해 체화(Embodied)된 그들만의 개성적인 워킹, 포

즈, 턴 등의 신체 움직임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내면적

기량을 발휘하여 의상을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는 미

라고 할 수 있다. 즉, 패션모델들이 역할 수행에 있어서

몰입을 경험하면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출미는 스포츠, 체육 분야의 ‘기술미’를 특

성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미는 “신체 움직임

으로 미적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며 뛰어난 달성에 의해

미적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Lee & Lee, 2010)로

서, 수행 기술의 수준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며(Kostela-

netz, 1973) 더욱 미적 상황을 연출한다고 하여(Kaelin,

1968), 수행자에게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미적 반응을 유

발한다. 그러나 패션쇼 상황에서는 기술미에서와 같은

경쟁 상황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연출미는 경쟁의 개

념이 제외된 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출미

가 발휘되는 완전한 순간은 수행자에게는 물론, 관객들

에게도 미적 인식작용을 유발하고 패션쇼가 성공적으

로 연출되었음을 알려주는 생생한 체험으로써 의미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패션모델들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체험을

통해 몰입 체험의 특성과 의미를 밝혀 성공적인 패션쇼

연출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패션모델들

의 몰입 체험은 각각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신체성, 유

희성 등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몰입 체험

의 특성은 패션모델들이 패션쇼에서의 역할 수행을 단

순한 일로써 보지 않고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 느끼면서

적정 수준의 각성상태를 유지하여 역할에 완전히 몰두

하여 주의집중하였을때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인 체험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몰입 체험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패션모

델들이 ‘완벽한, 절정의’ 체험으로써, 탁월한 역할 수행

이 가능한 완전한 순간으로 이어진다. 완전한 순간은

패션모델들이 신체와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는 신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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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차원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수행자에게는 체

험적 앎으로써, 의미 있는 체험이자 미적 쾌감을 주는

미적 체험이다. 완전한 순간이 미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패션모델들이 발휘하는 미는 연출미로서, 의상을 최대

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패션모델들이 자신의 역할

을 확실히 인지하고 내면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개성적

인 신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출미는 수

행자에게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미적 반응을 유발하여

패션쇼가 성공적으로 연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모델들이 몰입 체험을 통해 완전한 순

간에서 연출미를 발휘하여 성공적인 패션쇼를 연출하

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획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그

러한 과정을 통해 패션쇼의 다양한 요소들이 더욱 유기

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모델들은 역할

에 몰두하여 주의집중하고, 역할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때 완벽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패션모델들은 이러한 탁월한 역할 수행을 위해 워킹,

포즈, 턴 등의 행위를 체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물론, 이를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

된다.

한편, 이 연구는 주로 스포츠, 체육 분야에서 이루어

진 현상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음을 제한점

으로 밝힌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제3자의 관점에서 이루

어진 패션쇼나 패션모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간과

되어 있는 질적인 측면을 밝혀 패션쇼의 성공적인 연출

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션모델들이 발휘

하는 역할 수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장시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화된 무의식 행위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 행위에 관한 구조

화 과정을 밝히는 것 또한 패션모델들의 연기력을 제고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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