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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xecution protocol for fashion therapy. Research on fashion therapy are limited

and insufficient for the current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fashion therapy theory. This study introduc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embodied cognition, and object relations theory as theories that underlie fashion

therapy. A fashion therapy system model is provided based on the analysis of art therapy to explore its app-

licability to fashion therapy. The fashion therapy system model utilizes fashion items to managing pain and

stress to better competence, encouragement and self-expression mechanisms to improve social, psychologi-

cal, emotional and behavioral functions. In addition, 8 phases of the fashion therapy process (inquiry, form-

ing rapport, assessment, goal-objective, observation, selection of strategy and design, practice, and the final

evaluation and closing of fashion therapy) are suggested for developing a practical fashion therapy program.

This study is to help overcome a negative perspective on fashion that provokes an excessive spending beh-

avior and to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by creating more social value through fashi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in the attempt to creat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psychotherapy and fashion that can

be extend into the fashion and textile discipline.

Key words: Fashion therapy system model, Fashion therapy process, Embodied cognition, Cognitive be-

havior therapy, Object relations theory;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델, 패션 테라피 프로세스, 체

화된 인지, 인지행동치료, 대상관계이론

I. 서 론

현대 사회는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이뤘지만

이와 함께 물질만능주의, 상대적 박탈감 등 다양한 정신

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대한

신경정신의학회가 서울과 6대 광역시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33%가 불안 등 정서적 스트

레스를 경험하였으며, 56%는 우울증으로 의심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 S. Lee, 2015). 또한

질병관리본부의『2014 한국 성인의 우울증상 경험』보

고서에서도 성인남녀 8명 중 1명 꼴로 최근 1년 안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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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KUKINEWS, 2015). 따

라서 우울증 등의 정서적 장애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질환이며, 극단적인 병리적 장애라고 치

부하고 무심해 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

는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미국은 39.2%, 호주는 34.9%

가 치료를 받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H. J. Lee,

2015). 이러한 이유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병리적으

로 치료받는 것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터부시하는 사회

적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한 일부에 해

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신적 장애임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따라서 국내의 정신과적 치료받는 것에 대한

기피에 대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

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의 이상적 미에 자

신이 적합하지 않을 때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게 되며,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고 우울증이 유발되어

심각한 경우에는 대인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특

히 외모, 몸매 등 신체에 대한 신체적 자아 개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와 문화에 의해 더욱더 많은 부정

적 영향을 받는다. Fredrickson and Roberts(1997)는 여성

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사회의 영향과 자아의 대상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 건강의 위험을 주장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에 대

해 약물치료가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개

인의 자아상에 대한 문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신적인 건강

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심리치료가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비언어적인 치료로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을 차용하여 발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예술 분야뿐만 아

니라 가정학 분야에서도 놀이가 하나의 치료(play ther-

apy) (Bang, 2009)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

라서 의류학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에 발 맞춰 접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Extreme Makeo-

ver(미국), What Not to Wear(영국), Let미인(美人)(한국)

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패션을 테라피의 수단으로 하

여 개인의 자존감(self-esteem) 향상,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증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향

상 등의 문제 해결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패션 테라피에 대한 그 효과가 입

증되어 왔다. 패션 테라피의 연구는 1950~196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후 1980년대 Ca-

llis(1982), Cash(1985) 등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Horn and Gurel(1981)는 패션의 치료적 힘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후 몇몇 연구만이 수행되어온 상황이다(Shin

& Lee, 1999, 2000; Yoh, 2015). 특히나, 현대 패션은 과

시적인 소비와 충동소비의 조장과 SPA가 범람하는 환

경 문제에 대한 봉착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

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패션은 부정적인 면을 가

질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패션의 순기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대

두되는 것이다.

이에 패션 테라피에 대한 연구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패션으로 그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상 우리

와 일상을 함께하는 제2의 피부로 의류의 학문적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패션 테라피에 대한 연구를

재조명하고 재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패션 테라피 연구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

제적 적용을 위하여 적절한 대상과 정확한 진단에 대한

패션 테라피 진단 평가(assessment)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패션 테라피의 진단 평가 수립을 위해서 기존의

복식사회 심리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성이 있다. 하지만 패션의 진단 평가에 대한 연구는 차

후의 후속연구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패션 테라피

의 학문적 고찰과 패션 테라피 프로토콜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즉 패션 테라피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에 비

하여 학문적 고찰이 미흡하므로, 패션이 어떠한 치료적

가치와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심리치료의 기본 이

론을 살펴 패션 테라피에 대한 연구기저를 확립하고자

한다. 패션 테라피의 치료적 효과와 기제에 대하여 기존

의 문헌을 고찰함과 동시에 음악과 미술 테라피 등 예

술 테라피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패션 테라피 프로토콜

을 제안하여 실질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테라피의 개념과 연구동향

1) 테라피의 정의와 패션 테라피

‘테라피’에 대한 정의는 매우 명확하다. 정신적이나 신

체적 질병에 관하여 약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는 처치

(Collins Cobuild, 2006)로 정의된다. Strupp(as cited in

Lambert, 2013)은 치료 대상자들의 증상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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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기에 대한 이해와 강점과 약점에 대해 모두 수용

하도록 하며, 인간관계의 만족과 지속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테라피라고 하였다. Won and Kwon

(2000)은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

이라 정의하면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작

업치료, 의상치료, 운동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

였다. 이와 함께 Ulman(as cited in Dalley, 2008)은 테라

피에 대한 정의를 ‘인간의 문제점에 대한 변화라는 소

망이나 목적이 포함되는 것’이라 하였으며, 테라피 절차

는 생활이나 인격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테라피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해

야 하며 내재적 갈등에 대하여 최고의 순간을 제공하는

혜택적인 활동이어야지 단지 일시적으로 머리를 식혀

주는 형태를 제공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함께, 예술 테라피는 ‘증상의 경감과 건강 및 웰

빙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 형상과 창조적

과정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National Coalition of Creative Arts The-

rapies Associations, n.d.)으로 정의내린다. 비언어적인 미

술이나 음악, 무용 등 예술을 활용하여 치료 대상자의

문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으로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치료 대상자가 치료

자에게 반응하는 ‘전이현상’을 평가하는 데 획기적인 역

할을 하였으며, 심리치료의 기본에 ‘창조’와 ‘표현’이라

는 차원이 더해져 그 치료 효과가 배가되었다(Forestier,

2007/2013). 즉 테라피의 철학과 전제 기반에 예술이라

는 효과적인 수단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Forestier(2007/

2013)은 예술 테라피의 효과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

였다. ‘감상’과 ‘창작’이다. ‘감상’은 치료 대상자가 예술

활동에 대한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참여하면서 예술의 미

적 가치를 체감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것이다. ‘창작’은 치료 대상자가 예술 활동에 능

동적이며 적극적인 주체자로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것

으로 인간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것이다.

패션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패션도 ‘창작’과 ‘감상’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패션을 Forestier(2007/2013)의

예술 테라피 방향성에 대한 주장처럼 감상과 창작의 측

면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다. 첫째, 패션의 창작 측면을 살

펴보면, 패션 매거진을 활용한 콜라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창작한다(Choi & Lee, 2014).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감정인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전이를 경험하고 카

타르시스로 치료 효과를 이끄는 것이다. 또한 액세서리

를 활용한 코디나 메이크업, 네일 등 패션 아이템을 활

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신의 감성을 창작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이 또한 창작에 의한 전이와 심리적 치료의

효과를 지닌다. 두번째, 패션의 감상이라는 측면이다. 패

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헨릭 빕스코브(Henrik Vib-

skov)의 예술 의상처럼 이를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

러 선행연구에서 패션을 예술로써 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Chung & Han, 2013; Y. Y. Lee, 2007). 따라서

관찰과 감상의 패션 테라피 측면에서, 전문적인 메이크

업을 받거나 전문가의 패션 코디네이션을 경험함으로

수동적인 관찰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션 또한

예술 치료의 도구 중 하나로써, 테라피의 또 다른 수단

으로써 능동적 ·수동적 방향성을 지니는 테라피의 가능

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패션 테라피 연구동향

패션 테라피(fashion therapy)는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

되었듯이 의복을 중심으로 인체에 부가되는 모든 요소

들을 사용하여 외모를 개선시킴으로써 자기 존중감 향

상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치료 및 사회적응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Horn & Gurel,

1981). 여성의 경우 심적인 고통에 의한 증상일 경우 레

크레이션이나 옷 등의 비내구재에 돈을 지불하며(Da-

hal & Fertig, 2013), 의복이 자존감을 증가시킨다는 연

구 등 많은 유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의 치료적 효

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도 다수의 소비

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 즉 자아 존

중감, 자아 효능감, 자기 만족 등이 증가하는 패션 테라

피의 체험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Bloch & Richins,

1992; Frith & Gleeson, 2008; Murasawa, 2002; Xiao-xi-

ao, 2013).

초기의 패션 테라피 연구는 1959년 미국 California Na-

pa 주립병원에서 여자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패

션 테파리에 의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됨을 입증되었다.

그 후 Callis(1982)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세,

피부관리, 헤어스타일, 화장, 의복과 액세서리 착용 등

에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환자들의 신체 만족

도, 자기 개념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사회복

귀까지 돕는 장기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Mul-

ready and Lamb(1985)의 연구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을 대

상으로 미용 테라피 연구를 진행하였다. 화학적 약물치

료에 의해 외모가 손상된 유방암 환자들은 그로 인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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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이 증가되고 오히려 치료까지 거부하는 악순환 상태

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미용 테라피를 시행하자 자아 개

념과 자아 정체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파

악하였다. 이후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지만(Callis, 1982;

Cash, 1985; Horn & Gurel, 1981)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재활을 위한 패션 테라피의 필요성이 Yoder and Morg-

ado(1985)에 의해 거듭 지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Shin and

Lee(2000)가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의복과 액세서리,

화장법, 손톱관리, 헤어스타일 등의 패션 테라피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부정적 자아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자기

존중감이 향상되었고,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였으며 장기

적으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밝혀 패션

테라피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Yu et al.(2010)은 패

션 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능을 밝혔는데, 우

울증, 불안, 강박, 자존감 등의 증상에 따른 선호 컬러와

질감, 디자인을 파악하여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의 기반

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컬러 테라피 연구(Lyu & Sung,

2008), 의복과 감성, 정신적 우울증에 대해 밝힌 신경정

신의학 연구(Kim & Lee, 1999)가 있다. 최근에는 Yoh

(2015)가 암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패션 테라피를 시

행하여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고,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

다. 하지만 이 연구 외에 패션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패션 테라피에 대한 연구

는 의류학 분야의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개인으로는 내

담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패션 테라피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패션 테라피의 시스템 모델

패션 테라피의 치료적 힘에 대한 기제 이론을 고찰하

고자 한다. 패션 테라피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이론이 부족하다. 따라서 패션 테라피의 기초

를 다지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접목 가능한 이론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델 구

축을 위한 패션 테라피가 필요한 증상에 대한 원인과 치

료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패션 테라피의 치료 기제 지지 이론

심리치료의 기본 개념은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다. 심리치료에서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을 바

꾸려 한다. 즉 기본 구조는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심리

적인 기제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Ju, 2010).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등의

예술치료 또한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의 문제나

병을 약화하거나 치유하며 인성을 개발하고 윤택하게

하는 목적지향적인 치료이다(Ebesutani & Kim, 2013).

예술 테라피처럼 패션 테라피도 이와 같은 기제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예술과 패션이라는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 속에서 마음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이를 변화시키

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패션이 테라피 도구로 사용

가능한 이유는 패션을 활용한 행동이 인간의 사회적 행

동이기 때문이다. 패션 현상인 의류 착용이나 외모관리

행위는 누구에게나 항상 공존하는 현실이다. 이뿐만 아

니라, 패션은 다양한 미적 감각과 경험에 직접적인 관련

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을 테라피의 한 도구로 하

여 인간에게 패션을 경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인해 다

른 사람 및 물질적 대상과의 다양한 질적인 관계를 맺

어가면서 자신의 복합적인 자아를 변화시켜 다양한 반

응이 나타나고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존의 테라피에는 정신분석이론, 행동치료 모델, 현

상학적 모델, 단기치료중심 모델 등 많은 이론이 존재한

다. 하지만 패션 테라티의 속성이나 장점에 따라 테라피

의 근간 이론 중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추출하였다.

(1)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

모델

인지행동치료는 오래된 만큼 가장 안정적이며 그 효

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모든 유사 치료들의 기저로 사

용되고 있다. ‘인간은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서 고통 받는다’는 것을 기본 명제로 하며

(Won & Kwon, 2000)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강조

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의 세가지 전제는 첫째, 인지

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인지는 변화될 수 있으

며, 셋째, 원하는 행동변화는 인지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Dobson, 2012/2014). 따라서 인지행동치

료는 사고나 인지로 불리는 개인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행동변화를 중재한다는 이론적 입장

으로 인지에 변화를 일으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

을 가진 모든 치료적 접근법을 의미한다(Yeungnam Uni-

versity Art Therapy Research Association, 2011). 따라서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감지하여 잘못된 신념구조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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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의 잘못된 인지를 깨닫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받는다. 또한 자아를 향상시키고 자아 패

배감을 극복하도록 치료받는다.

이 방법은 바디이미지 장애에 관련된 상황에서 효과적

임이 증명되었으므로(Cash, 1990) 패션 테라피에도 접목

이 가능하다. 즉 비합리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패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치료 대상자가 지

닌 심리적 장애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왜곡을 인식하도

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박해 나간다. 논박과 함께 적절

한 강화와 자극을 주기 위해 메이크업이나 헤어, 액세서

리 활용을 통한 패션을 이용하여 치료 대상자의 장점이

표현되도록 시행한다. 그러므로 인해 자신에 대한 무조

건적 수용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

면, 치료자가 치료 대상자에게 패션으로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인지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지

행동치료를 패션 테라피의 기본 근저 이론으로 적용 가

능한 이유이다.

(2)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모델

과거 인지만으로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최근에는 신체와 결부된 ‘행위(behavior)로써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즉 행동이 인지와 감정을 바꾼다는 것

으로 체화된 인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

고 있다. ‘체화된 인지’란 신체적 상태나 지각 또는 경험

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지적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

로 신체와 마음, 두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

는 것이다(Ahn & Min, 2013). 즉 억지로 웃음으로써 그

웃음이 자신의 인지와 감정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로 웃음치료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운동이나 즐거운 행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

다 보면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

다(Kwon, 2006). 또한 슈퍼맨이나 슈퍼 히어로처럼 어깨

를 쫙 피고 허리에 손을 올려 ‘파워 포즈(high-power po-

sing)’를 취함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승한 연구결과

도 있다(Carney et al., 2010; Cuddy et al., 2012). 이와 더

불어, 안면 표정이 정서를 유발한다는 Fry(2011)의 안면

환류이론(facial feedback theory)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행동에 의하여 인지가 변화되고 감정이 변

화되는 체화된 인지 모델을 패션 테라피로 적용 가능하

다. 즉 메이크업과 헤어, 액세서리 등 패션을 이용한 다

양한 꾸밈(grooming) 행동을 통하여 치료 대상자의 인지

상태와 감정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

한 패션 리테일 매장을 방문하는 행동으로 부정적인 기

분을 호전시킬 수도 있다(Kang & Johnson, 2010, 2011).

이로 인해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고, 자존감

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유도되는 것이다. 따라

서 체화된 인지 모델도 인지행동 모델과 더불어 패션 테

라피를 위한 지지 모델로 주장할 수 있으며, 패션의 고

유한 속성에 따라서 인지행동 모델보다도 더욱더 패션

테라피를 위한 기저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

Melanie Klein, William Fairbairn 등의 대상관계이론

은 고전적 정신분석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이다. Freud의

정신분석이 본능적인 성과 공격성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대상추구가 인간의 기본 동기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Choi, 2010). 대상관계이론은 사람들이 유

아기 때 가졌던 관계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에 대해 표상을 형성하고, 내면화된 표상이 성격형성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심각

한 정신장애의 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 그 적용범

위가 점차 넓혀져가고 있다(Kim, 2001). 대상관계를 활

용한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서 얻은 다양한 상실을 다뤄줌으로써 자아 기능을 강화

하여 온전한 대상경험으로 변경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좀더 현실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Ryu & You, 2006).

따라서 이러한 대상관계이론의 전제를 활용하여 패션

테라피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과거 부모나 주변인에 의

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하여 패션 테

라피는 대상관계를 통해 새롭게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패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됨은 물론, 패션 테라피스

트와의 긍정적 피드백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자

신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피드백으로 인해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가 형성되며, 이로써 과거의 부정적인 자

신으로부터 치유가 되는 것이다. 특히나 패션은 가시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는 대상이므로 주변인

의 긍정적인 반응은 점차적으로 치유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관계이론 또한 패션

테라피의 기저 모델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2) 패션 테라피의 증상 원인과 치료적 효과

패션 테라피가 필요한 증상의 원인으로는 개인적 원

인과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원인(personal aspect stressor)으로는 자아 문제(self-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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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m) 요인과 신체적 변화(physical changes) 요인으로 나

눌 수 있다. 자아 문제 요인은 유전적으로 스트레스에 취

약성을 지닌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심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Won, 2006)과 과거 트

라우마나 미에 대한 갈망 등 인지적 ·심리적으로 취약

해져 생기는 자아 관련 요인이다. 또한 물리적 신체변화

요인으로 질병이나 사고, 신체기능의 노화를 들 수 있

다. 암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에 의하여 육체적 변화가

나타나며, 심리적으로도 우울, 불안을 느끼는 등 매우 부

정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Yoh, 2015). 또한 중년기 이

후 신체기능이 약화되면서 탈모나 주름 등 외형적 변화

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열등감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게 된다(Lee & Im, 2010).

사회문화적 원인(socio-cultural aspect stressor)은 3가

지로 강박(obsession)과 무시(neglect)와 사회적 비교(so-

cial comparison)가 있다. 첫째, 강박은 매스미디어의 영

향이나 사회적 대상화에 의해서 여성으로서 사회적 이

상미나 절대적인 미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적

합하지 못할 경우 불만족 감정이 생기며, 부러움, 자기 비

하 등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Fredrickson & Roberts,

1997; Higgins, 1987). 둘째, 주변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

지 못하고 외모 차별적 무시 경험을 당했을 경우, 자존감

과 심리적 안녕감, 자기 효능감이 악화되는 것이다(Kong,

2009; Oh & Kim, 2011).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에 의

해 사회적 비교를 당하고, 심리적 대상화나 매스미디어

의 영향에 의해 타인과 자신를 신체나 외모에 대해 부정

적으로 비교하는 요인이다(Keery et al., 2005; Kim &

Lennon, 2007). 최종적으로 자아 문제, 물리적 신체변화,

강박, 무시, 사회적 비교의 5가지 요인이다.

패션 테라피의 기대하는 치료적 효과로는 4가지로 심

리적 적응 효과(psychological change), 정서적응 효과(emo-

tional change), 행동적응 효과(behavioral change), 사회적

응 효과(social change)가 있다. 심리적응 효과는 대표적

으로 자존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아 탄력성(self-

resilience)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외모

를 개선함으로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아 탄력성이 향상

됨을 입증하였다. 그 예로, 여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메

이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

었으며(Kong & Kim, 2010),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외모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

며 환자와의 대인관계능력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Kim, 2012). 또한,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기 효

능감이 높고,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Cain et al.,

2008; Oh, 2003). 자아 탄력성이 낮을수록 불안, 섭식장

애 등 동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며(Chang

& Sohn, 2014), Lee and Won(2013)의 연구에서 외모와

자아 탄력성 간의 정적 관계를 입증하였다.

정서적 효과로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대처능력 향상, 안녕감, 행복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

적 증서의 증진을 들 수 있다. 부적 정서로는 우울증이

대표적이다. 불만족스러운 외모 등에 의해 우울증이 증

가하게 되지만(Littrell et al., 1990), 외모를 가꿈으로 인

해 자신이 아름다워짐을 인지하고 우울증이 감소 되고

행복감이 증가한다(Kong & Kim, 2010). 정적 정서로는

안녕감과 행복감, 만족감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여러 선

행연구에서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며, 안녕감과 외모만

족도는 중요한 인과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Kim, 2006; Lee, 2007; Xiao-xiao, 2013).

사회적응 효과로는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

order: SAD) 개선과 사회적 안녕감의 증가가 있다. 사회

적 안녕감과 외모 연구에서 외모자신감을 상실할 경우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사회적 안녕감이 낮아진다(Lee, 1998). 또한 행동

적응 관련 문제로는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한 섭식장애

(eating disorders)와 강박적 소비 행동(obsessive consump-

tion behavior), 망상(delusional), 절도 충동 증상(shoplift

compulsive disorder)이 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성형

수술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성형 중독 행동을 하기도 한

다(Cash, 2001; Lee & Ku, 2006; Lee & Shim, 2006; Men-

delson et al., 2002; Seid, 1994). 따라서, 외모와 관련된 문

제를 최소화하여 심리, 정서, 사회 및 행동적응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패션 테라피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패션 테라피 프로토콜 제안

본 절에서는 패션에 의하여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제안한 패션 시스템 모델(systems

model for fashion therapy)과 구체적으로 패션을 활용한

치료 프로세스(fashion therapy procedures)를 제안하고

자 한다. 패션 테라피 시스템은 내담자의 내부에서 일어

나는 변화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설명한 것이며, 이중 패

션 테라피 경험을 하는 중재(intervention: experience of

FT)에 대하여 패션 테라피 프로세스로 자세히 설명하였

다. 패션 테라피 프로세스는 패션 테라피스트가 어떤 식

으로 시행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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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델 제안

앞서 살펴본 인지행동치료 모델, 체화된 인지 모델, 대

상관계이론의 세 가지 기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패

션 테라피 기제를 능숙(competency), 장려(encouragem-

ent), 자기 표현(self-expression)의 세 가지로 추론하였다.

또한 세 가지 기제에 의한 내담자의 반응으로 몰입(en-

gagement), 지배(dominance), 유도(orientation), 승화(ca-

tharsis)가 나타나게 되며, 이후 장기적으로 행동, 심리, 감

정,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패션 테라피 시

스템 모델에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능숙은 패션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용하여 다

양한 조합을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 대상자에게 패션 행

동(behavior)의 능숙성을 기르도록 도와준다는 숙달의 개

념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혼돈스러운 자신의 문제점을

패션을 매개체로 하여 스스로 해결하여 자존감을 함양

한다. 또한 숙달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

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지배함으

로써 긍정적인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기제이다.

두번째 기제는 장려이다. 긍정적 피드백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몰입(Robb, 2000)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이다.

내담자는 패션 테라피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점

에 대해 인지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독려 받는다. 패션에

의한 치유로 인해 인지와 이미지가 변화되고 주변과의 관

계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

선순환(virtuous circle)이 일어난다. 더욱더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주변인과의 관계 등 긍정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강화되는 긍정의 힘에 의해 탄력을 받아 자신의

변화를 위한 패션 테라피 활동에 더욱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삶의 다양한 의미(meaning)(Seligm-

an, 2000/2014)를 찾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패션 테라피의 기제는 자기 표현이다. 이것은

내부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자아 등을 패션 아이

템을 도구로 활용하여 외부로 표출한다. 패션 잡지를 활

용한 콜라주나 화려한 메이크업 등 다양한 표현적 활동

을 함으로써 치료 대상자에게 내적 변화 반응이 일어나

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제와 방향성

이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위의 두 기제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자로 참여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억압되었던 감정 등이 능동적이며 즐거운 패

션 표현경험을 통해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정신적인 안

정을 찾아가게 되는 즉, 승화(Ju, 2010)되도록 돕는 기제

이다.

따라서 이와 함께 패션 테라피가 필요한 증상의 원인

을 신체적 변화와 자아 관련 문제인 ‘개인적 원인’과 강

박, 무시, 사회적 비교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추출하

였다. 또한 패션 테라피의 기제와 반응, 추후 장기적 효

과를 추가하여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Fig. 1).

2. 패션 테라피의 치료 프로세스

몇몇의 패션 테라피 연구에서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

다(Ji, 2012; Shin & Lee, 2000; Yoh, 2015). 국내의 패션

테라피 초창기 연구인 Shin and Lee(2000)의 연구에서는

총 8회의 패션 프로그램에 관한 회기의 내용만이었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프로세스가 일부 나타났다. Yoh(2015)

와 Ji(2012)의 연구에서 일부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에 대

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패션 및 미용 프로그

램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테라피의 구축을 위한 프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패션 테라피의 치료 프로세

스가 빈약하여,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놀이치료, 레크리

이션 치료를 바탕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예술 및 기타 치

료에서 프로세스는 연구자마다 다른데 음악치료자 Han-

ser(1999/2003)은 10단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놀이치료

자 Jung(2013)은 4단계의 치료 프로세스를, 미술치료자 Ju

(2010)는 5단계의 치료 프로세스를, 레크레이션 치료자

Jung(2013)은 4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세분화 정도에 따라

4~10단계로 나눠진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프로세스와

패션 테라피와의 접목에 적합성을 살펴 8단계로 패션 테

라피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그 내용은 내담자의 주 호소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진단 평가 단계, 양

적인 경감과 질적인 변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개입을 위

한 계획 단계, 구체적인 기법 선택의 실행 단계, 치료에

대한 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자면, 패션 테라피

도 음악, 미술, 놀이 등 치료와 마찬가지로 내담자에게

의뢰를 받으며, 내담자와 패션 테라피스트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치료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실행 가능한 치료는 무엇인

지 찾아내야 한다. 또한 모든 테라피 프로세스에서 나타

나는 실질적인 실행과 치료에 대한 평가도 패션 테라피

프로세스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

션 테라피의 치료 프로세스 8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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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s model of fashion therapy.

Fig. 2. Fashion therap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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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패션 테라피의 의뢰(inquiry)를 받는다. 치

료 의뢰서가 작성되면, 현재의 문제 행동을 기술하고 포

괄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Hanser, 1999/2003)하는데, 패

션 테라피는 다른 테라피와 달리 치료 대상자의 주의를

끌만한 메이크업 도구, 액세서리, 의복 등 패션의 독특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독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괄적

치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치료 목표는 패션 테라피

메커니즘에서 제시된 결과 변수인 심리, 정서, 행동, 사

회적인 효과 상에 존재한다. 목적의 예시로는 자존감, 자

기 효능감, 가족관계, 대인관계, 충동 조절, 기분 등의 개

선이다.

2단계에서는 치료 대상자와 패션 테라피스트와의 유

대감(apport)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아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더 좋은 치료적 관계

에 놓이게 된다(Hanser, 1999/2003; Jung, 2013). 패션 테

라피스트는 치료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면

서, 자신은 누구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패션 테라피가 시

행되는지 등 미리 알려주어도 된다. 이때, 가급적이면 치

료 대상자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보다는 인내하면서 관

찰을 통해 문제 본질에 귀 기울이도록 한다. 기존의 패션

활동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좋아하는 색상이나 액세

서리, 스타일 등에 대한 대화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때,

대화 내용보다 내면의 감정과 행동에 더욱더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3단계는 진단 평가로 치료 대상자의 본질적인 면을 파

악하는 단계이다. 치료 대상자의 주호소를 중심으로 문

제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Ju, 2010)으로 이때, 패션 테

라피스트는 치료 대상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생활 세계’

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치료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무엇을 알고, 모르고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치료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서 강점

과 약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을 결정

하는 것이 진단 평가의 목적이다. 치료 대상자가 의사소

통이나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지 등의 사회적 능력이 있

는가,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등에 대한 정서적 능력은 있

는가(Kim, 2008), 패션에 대한 선호와 코디네이션과, 스

킨케어, 메이크업 기술 등 패션 능력이 있는가 등 진단

평가를 수행한다. 패션 테라피의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위하여 명확한 진단 평가가 요구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패션 테라피의 진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4단계로 치료의 자세한 목적(goal), 목표(objectives)를

설정하는 것이다. 치료 대상자의 주호소와 연결되는 목

표는 문제의 양적인 경감과 심리적 상태의 질적인 변화

를 위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Ju, 2010; Kim & Park,

2012). 패션 테라피스트는 치료 목적에 근거하는 치료

목표를 세우며, 이 목표에 접근했을 때 성공적인 치료로

간주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치료 중 환자가 보이는 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목표 설정 시 문제에 집중 정도

와 결과에 집중 정도를 치료 대상자와 결정하여야 한다.

패션 테라피를 위한 예시로는 ‘인간관계 어려움의 극복’

이거나 ‘낮은 자존감 개선’ 등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이

세워졌으면, 이를 위하여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목표 설정을 한다. 즉 ‘가정에서나 사회에 소속되어 생활

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하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부

정적 생각하기 않기’, ‘나 자신을 찾기’ 등이다.

5단계에서는 관찰(observation)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치료 대상자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차후 행동들을 관

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게 된다. 치료

대상자들의 구체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

찰하여, 문제 행동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일어나는지

알게 해준다. 이때, 치료 대상자의 변화를 관찰 기록지 등

에 지속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주변상황까지도 이해하도록 해주며 행동치료 단서도

발견할 수 있다(Hanser, 1999/2003; Kim, 2008). 예를 들

어 우울증의 중년여성일 경우에 우울증이 나타난 회수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기간이 초점을 두어서 관찰을 기

록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찰 결과 어떤 외부 요소가 영향

을 미쳤는지, 사용한 패션 테라피가 적절한 방법이었는

지 등 치료 전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6단계는 개입방향을 결정하는 전략(strategies)의 단계

이다.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

을 결정해야만 하며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

(Hanser, 1999/2003; Ju, 2010)이다. 이때 치료 적용 계획

서를 세우는데 이 계획서는 치료 지도의 역할과 행동지

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성공적인 패션

테라피의 치료 효과를 위하여 치료 설계(design)의 구체

적인 기법을 선택한다. Shin and Lee(2000)의 경우 입원

환자에게는 패션쇼를, 낮병원 환자에게는 윈도우 쇼핑

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치료 기법을 각각 선택하였

으며, Choi and Lee(2014)는 우울감 여대생을 대상으로

콜라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하였다. 이외 신체

적 활동이 어려운 치료 대상자에게 인터넷 패션 쇼핑을

통한 리테일 테라피를 시행할 수도 있다.

7단계는 패션 테라피스트에게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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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치료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때 치료 대상자의

발전 정도를 기록하며, 꾸준히 치료 관계를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Hanser, 1999/2003; Jung, 2013; Kim &

Park, 2012). 패션 테라피스트는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네일케어, 헤어케어 등 다양한 패션 테라피 아이템이 존

재하므로 전문가적 지식으로 치료 대상자에게 적합한 구

체적인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Yoh(2015)의 경

우 메이크업, 헤어케어, 액세서리 사용법, 향수 사용법과

토탈 코디네이션의 패션 테라피 아이템뿐만 아니라 표

정관리, 웃음치료, 자세교정까지도 구체적인 패션 테라

피를 실행하였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

로 치료자와 치료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치료 대상자에게 패션 테라피 노하우 지식이 쌓

일 수 있도록 하여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8단계는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

(evaluation)하는 단계이다.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작업 후 치료 대상자와 대화하기를 시행한다(Kim

& Park, 2012). 패션 테라피의 치료로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을 하였는지 대화를 하거나, 설문지에 심리적, 정서

적, 사회적, 행동적 반응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다. 장기적

인 패션 테라피의 지속력을 위한 다이어리 유도 또한 평

가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집된 결

과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 및 향후 패션 테라피를 위한 지

침 등 제언을 덧붙여서 최종 평가와 치료를 종결한다. 이

때, 치료 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치료 종결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IV. 논 의

현대 사회는 많은 우울과 강박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

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치료 요법으로 약물적 치료

가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와 함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

다. 약물치료의 대체 요법으로 비언어적인 도구인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및 놀이 테라피에 대한 효과가 입증

되고 있으며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항상 공

존하는 현실이며, 생활인 동시에 예술인 패션을 테라피

로 활용하는 접근은 매우 미흡하므로, 패션을 테라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외적인 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약물적 치료를 기피

하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패션 아이템인 의복이나 메

이크업, 헤어, 액세서리로 그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바

로 잡아주고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고취시키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테라피의 학문적 기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련 지지 이론들을 살

펴보았다. 심리학 기반에서 차용 가능한 인지행동치료,

체화된 인지, 대상관계의 이론을 패션 테라피 기저 이론

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패션 테라피의 경험을

통한 치료 메커니즘으로 능숙, 장려와 자기 표현의 기제

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패션 테라피가 필요한 증상의

원인으로 강박과 무시, 사회적 비교의 사회문화적 원인

과 자아 관련 문제와 신체적 변화의 개인적 원인을 문헌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패션 테라피의 시행에 대

한 치료 효과를 행동적, 심리적, 감정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탐구하여 패션 테라피의 시스템 모형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예술치료를 바탕으로 8단계의 치

료 프로세스 또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심리치료, 예술치료 및 놀이 치료와 의류학의 학제 간 연

구로 의류학 연구의 시야를 좀더 넓힐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류학의 활용을 더욱더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패션 테라피의 지지이

론 제안으로 패션 테라피 연구의 근저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비록 심리학 등 타 학문으로부터이지만 이러한 학

제 간 접목으로 패션 테라피가 단순 발생이 아니라 그 기

반인 철학과 전제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패션 테라피의 이론적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패션 테라피 후속연구 시 참고가 될 차용 이

론으로 그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패션 테라피의

시스템 모형 제안으로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패션 테라피의 원인과 효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변화에 대하여 그 내부 기제와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좀더 세밀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차후 연구의 중요 요인탐색과 인과관계 등 참조를 하도

록 기초를 다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연구를 위한 제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

용을 위한 단계별 치료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패션 테라피 시행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사회환원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류나 화

장품 등 패션 관련 기업에서 패션 테라피에 대한 프로그

램을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기업

으로 기업 자산을 공고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음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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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사처럼 패션치료사라는 새로운 직무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 기여에

입각하여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형을 제안하였다.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였지만 패션 아이템의 본질적

인 측면만을 고려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패션 테라피에 리테일 경험에 대

한 시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리테일 경험이 추

가된다면 패션 테라피의 사회적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형의 검증과 앞서 살펴본 패션 테

라피의 진단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분석 연구 등

앞으로 수많은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

가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예술테라피학회, 미술테라

피학회, 놀이치료학회처럼 패션테라피학회로 발전할 가

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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