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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낮은 행복감과 높은 자

살률로 보고되고 있다(“한국 국민행복도 [Korean happi- 

ness ranked]”, 2017). 또한 워라밸, 삼포세대, 독박육아 

등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힘

듦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일반적 스트레스

보다 일상의 의욕을 잃게 하는 상태를 우울이라 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1.5∼2배 정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7; Yu, 1996),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에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Jun, 2014). 더군다나 한국 사회

는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에 대한 해결을 부정적인 

시선 및 편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대로 방

치하는 것이 현실이다(Baek, 2017). 이렇게 방치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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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대로 곪아서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적 문

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S.-J. Lee et al., 2017). 이러

한 한국 사회의 병리적 치유에 대한 기피현상에 의해 

다양한 치유법이 등장하였는데 음악테라피, 미술테라

피, 무용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등이 그 예이다. 패션테

라피 또한 하나의 치유법이며 기존의 몇몇 선행연구에

서 그 치유 효과가 보고되곤 하였지만(Callis, 1982; Shin 

& Lee, 2000; Yoh, 2015), 크게 그 명맥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Yoder and Morgado (1985)는 패션테라피의 필요

성에 대해 사회적 재활을 위해 거듭 지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패션

테라피 선행연구도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로 현대사회에서 부상하고 있

는 비병리적이며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적은 현실이다(Thomas, 1976). 따

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점차 부상하고 있는 비병리

적이지만 심리적으로 힘듦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는 그 시점에서의 

효과 탐색이 주를 이뤘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

지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Shin, 1987; 

Shin & Lee, 2000; Yoh,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

션테라피의 대상을 비병리적이지만 심리적으로 힘들

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

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의 치유 효과가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효과가 유지됨을 확인함으로써 패

션이 테라피의 도구로써 그 유용성을 존재함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테라피 

패션테라피는 ‘의복과 기타 인체에 부가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여 외모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 재적응 등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심리치

료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Horn & Gurel, 

1981; Thomas, 1976). Lee et al.(2001)은 ‘의상을 통해 정

신적⋅육체적으로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외모를 향상

시켜 치료가 되도록 하는 심리치료 방법 중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초기의 패션테라피 연구는 1959년 미국에

서 정신이상자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Callis(1982)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9주 동안 외

모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Mulready and Lamb 

(1985)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용테라피 연구

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인자가 1984년에 정신병

동 환자를 대상으로 의복을 치료 도구로 하여서 패션테

라피를 연구를 진행한 것이 최초이다(Shin, 1987). 이후 

이인자는 지속적으로 패션테라피 연구를 수행하여 병

리학적 정신장애자의 자기 존중감 향상과 치료를 돕고 

재발 방지에 대한 외모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의복과 감성, 병리적 우울증에 대해 밝힌 신경

정신의학연구(Kim & Lee, 1999)와 암환자를 대상으로 

패션테라피를 시행하여 그 효과가 파악한 연구가 있다

(Yoh, 2015). 이렇듯 패션테라피의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현실이다.

또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암환자(Mulready & Lamb, 

1985; Yoh, 2015)와 정신분열증 및 정신장애자(Callis, 

1982; Kim & Lee, 1999; Shin, 1987; Shin & Lee, 2000)를 대

상으로 시행한 패션테라피 연구이다. 이는 의사에 의해 

진단이 내려지고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입원한 경험이 있

는 병리적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다. 병리적 환

자란 일반적으로 의사가 사회적 규범과 통계적 수치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진단을 내리고 병명을 판단하는 환

자를 말한다(Won, 1997; Won & Kwon, 2000).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의사의 진단이 내려질 정도의 심각한 병리적 

환자가 아니지만 정신적 힘듦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불안

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비병리적이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Lee, 

2019),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

다(Lee, 2015).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Snaith, 1987)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미국, 중국 등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Msetfi et al., 2016; Penfold et al., 2017; Zhang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재 정신과 등 다양한 영역

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벡우울척도(K-BDI)를 기준으

로 하여(Sung et al., 2008), 병리적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우

울증 수준이 아닌 우울증 경계선과 온건한 우울증을 대

상으로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테라피

가 병리적 우울증뿐만 아니라 비병리적이지만 온건한 우

울증에도 그 효과가 존재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

불어, Ulman(as cited in Dalley, 2008)의 주장처럼 테라피

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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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테라피 또한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되는지 파악

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장기

적으로 패션테라피 효과가 유지되는지 파악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패션테라피의 효과 

패션테라피의 효과는 예술치료연합(National Coali- 

tion of Creative Arts Therapies Assoication)과 선행연구

(Lee et al., 2016)의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심리적인 효

과, 정서적인 효과, 사회적 효과와 행동적 효과로 세분

화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심리적 효과

패션테라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적인 

효과로는 자존감(self-esteem),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 향상 등을 들 수 있다(Lee et 

al., 2016; Shin & Lee, 2000; Son et al., 2015; Thomas, 

1976; Yoh, 2015).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는 1890년에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

에서 자존감의 공식을 ‘자존감(self-esteem)=성공(suc- 

cess)/야망(pretensions)’으로 정의하였다. 자존감은 자

기가 되고 싶은 존재에 얼마나 가까이 성공했는지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기가 되고 싶은 존재나 

모습으로 다가갈수록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패션을 활용하여 외모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존감

과 행복감이 높아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Mendelson et al., 2002; O'Dea & Abraham, 2000; 

Seo, 2003). 따라서, 비병리적이지만 낮은 자존감을 지

닌 상담의뢰자를 대상으로 패션을 활용하여 원하는 모

습으로의 외모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자존감도 향상시

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자기 효

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여 긍정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Kim & Yoo, 2010). 

이에 반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감을 

갖게 된다(Bae, 2008). 자기 효능감과 외모와 관련된 연

구를 살펴 보면,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기 효능감

이 높고,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Cain et al., 

2008; Kates, 2007; Oh, 2003). 따라서, 외모를 향상시키

는 행위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다양한 과제를 적극

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특히 좌절되

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

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E.-Y. Lee et al., 2017),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과정에 융통성이 

있고 재빠르게 적응하며(Ku et al., 2001),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반응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반면에 비탄력적인 사

람들은 변화나 낯선 상황에 불안해하고 사건에서 회복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Block & Block, 2006). 더 나아가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다(Kim & Lee, 2013). 자아탄력성과 외모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외모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Lee & Won, 2013; Lee & Lee, 2009), 자

아탄력성이 낮을 경우 섭식장애까지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 Sohn, 2014). 따라서, 외모문제가 개

선된다면 자아탄력성이 향상되어 인지적, 사회적 등 

여러 적응 과정에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서적 효과

정서적 효과로는 두 가지로 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

가 있다(Kalat & Shiota, 2007). 부적 정서로는 우울감이 

대표적이다. 우울감은 일차적인 기분장애이며, 병적인 

우울은 정상적인 우울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며, 보통 6개

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이를 우울증이라고 한다. 우

울증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흔한 장애로 여자에게 

두 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Yu, 1996). 

이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심리적인 스트

레스와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스

트레스에 대한 여성의 대처 방식이 비효율적이어서 우

울증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다(Kwon, 2000). 

불만족스러운 외모 등에 의해 우울증이 증가하게 되

는데 특히 여성과 주변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

소년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Choi & Oh, 2000; 

Jeun & Kim, 2008; Littrell et al., 1990; Peto, 1972; Reilly & 

Rudd, 2007). 따라서, 외모를 가꿈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개선되는데, Kong and Kim(2010)은 이를 행동학습이론

의 사회적 강화, 모델링, 촉구 방법을 통한 외모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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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으로 자신이 외모가 나아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우울증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im and Kim(2007)의 선행연구에서도 외모가꾸

기로 자신의 이미지를 높여 자존감이 상승하고, 우울감

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긍정 심리학에서 연구되는 정적 정서인 행복의 세 가

지 분야는 개인적인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

녕감이 존재하며 사회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안녕감으로 

나눠진다(Lyu & Lee, 2007). 여기서는 개인적인 수준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 등인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

감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주관적 행복에 초점을 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이며, 인간 잠재력의 실현 및 성장에 초점

을 둔 심리적 안녕감이다(Ryan & Deci, 2001). 이러한 주

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외모만족도와는 선행연

구를 통해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모관리 행동과 신체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해야 한다는 연구(Hwang & Kim, 2006; Kong, 

2009)와 노인층에서 신체적 자기 개념을 향상시킬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며,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외모

가 만족스러울수록 주관적 안녕을 증가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Ju, 2011; Lee & Kim, 2007). 따라서 패션테라

피로 외모를 향상시켜 우울감 감소와 안녕감 향상이라

는 정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 및 행동적 효과

사회적 수준에서의 안녕감을 Keyes(1998)는 안녕감

(social well-being)이라 제시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속에

서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들의 지지와 동질성을 느끼는지, 개인이 다

른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는지, 자신이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와 사회의 발전가

능성과 관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안녕감에 대

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안녕감과 외모와는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Oh and 

Kim(2011)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아지고 유행 의사 선도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수용과 외모에 

관한 연구로 그룹 안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느냐와 같

은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도 존재한다(Littrell & Eicher, 

1973; Williams & Eicher, 1966).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외모자신감을 잃게 되면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

식하게 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

하게 되어 사회적 안녕감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따라

서, 외모관리 기술 향상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외모칭찬

은 사회성 개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Cherulnik, 1995; Reis et al., 1982).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사회에 

적합한 적응행동을 하지만 낮은 만족도는 다양한 부적

응행동을 야기하며 강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도 발

생하게 된다(Frisch, 2006/2010). 즉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외모와 관련된 바디 이미지 연구에서 긍

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지니면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증진된다(Kates, 2007)는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하여 외모를 충족시킴으로 인해 다양한 부적응적 행

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외모에 의한 삶의 만족

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 위축행동 등의 

부적응행동뿐만 아니라,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한 섭식

장애와 강박적 소비행동과 망상, 절도 충동 증상도 나

타나게 되는 것이다(Cash, 2001; Lee & Ku, 2006; Lee & 

Shim, 2006; Mendelson et al., 2002; Seid, 1994).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외모개선 관련 패션테라피를 

시행할 경우에 나타난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

만 모두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이며 장기적인 효과

에 대한 탐색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테

라피를 시행한 후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

보고자 하므로 참여자가 외모개선에 관하여 수행 능력

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

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참여 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 분석에 

의한 효과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효과 확

인과 더불어 참여자의 참여 목적 달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테라피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살펴

본다. 둘째, 패션테라피 참여자의 참여 목적이 패션테

라피에 의해 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패션테라피의 효과 지속에 대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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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을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담치료 분

야 연구에서 5∼6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Nho et al., 

2012; Shi & Kim, 2018)를 기반으로 하여 6명으로 모집

하고자 하였으나 모집의 어려움으로 최종 5명이 선정

되었다(Table 1). 연구 시작 전 집단상담전문가를 초빙

하여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의 및 진행 방식에 대한 논

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비병리적이지만 

심리적으로 힘듦을 호소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

기로 하였다. 이에 적합 기준을 Moursund and Kenny 

(2002)에서 제시한 우울감 등 특수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하지만, 심각한 정신병리가 없어야 하며 사전 인터

뷰에서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참석에 꾸준히 참석할 

정도의 의지와 에너지가 있어야 함이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이러한 기준이 설정된 이유는 정신과 상담을 받

는 경우는 정신증 또는 약물치료가 병행되는 심각한 수

준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담의뢰자들은 패션테

라피 진행을 위한 집단상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

한하도록 하였다(Moursund & Kenny, 2002). 대상자는 

집단상담가에게 적합한 모집 장소를 추천받고 현재 운

영중인 상담센터 A와 B에 양해를 구한 뒤 모집 관련 공

고문을 부착하고 한 달 이상의 모집기간을 두고 모집하

였다. 사전 전화인터뷰로 대상자의 적합성을 위의 기준

에 따라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지 등 기타 대상 모집 

기준 관련 스크리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문상담

가에게 재차 확인을 받은 뒤 확정하였다. 모집 공고문

의 내용은 ‘패션과 치유: 내면과 외면의 변화’를 주제로 

모든 프로그램 내용을 기입하였으며, 공고 문구 또한 

상담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였다(Fig. 1). 

또한, 상담이 아닌 패션의 테라피 효과 확인하기 위

해 집단상담전문가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에 개입을 

최소화하여 소개 및 진행만 하기로 하였다. 패션테라피

를 시행 전 모집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공지를 진행하였다. 패션테라피의 효과가 장

기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한 

마지막 주와 3개월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패션테라

피 강습 및 훈련은 2016년 6월부터 7주간으로 강남 소

재 모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였다. 

2. 패션테라피 강습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습참가자가 패션테라피 강습이 끝

난 후에도 스스로 패션테라피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습

과 실습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패션테라피의 

효과 유지를 위한 훈련 방법을 택하였다. Yoh(2015)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메이크업 & 헤어관리, 액세서리 

착용, 코디네이션 & 향수 활용 강습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기 힘든 미용성형과 체중

관리를 제외한 메이크업 강좌, 네일 강좌, 코디 강좌, 헤

어 강좌(이미지 메이킹), 액세서리 강좌(나만의 칼라 찾

기)의 다섯 강좌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Table 2). 패션

테라피스트가 아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단

상담전문가와 패션전문가를 각각 모셔 패션테라피 강

습을 진행하였다. 집단의 특성상 심리적 문제의 돌발 상

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한 패션전문가만을 모실 경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

족하여 집단이 와해되거나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패션전문가는 각각 강좌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만 

전달하고 실습을 통한 패션테라피 수행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때, 패션전문가는 패션 관련 수

업만을 진행하고 강좌를 마무리 지었으며, 이후 집단상

담전문가의 진행으로 각자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다. 만약 집단 내 역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

도록 하였다. 1주차에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참가자

들에게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윤리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프로그

램 참가의 이유와 목적과 별칭을 설정하였다. 2주차에

서는 나만의 컬러 찾기 강좌로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 

컬러에 대한 수업과 실습을 가졌으며, 3주차에서는 메

Participant Age Occupation Problem Goal

A 43 Graduate student Anxiety Heal the anger

B 37 House-wife Special child care Gain confidence of social-relationship

C 36 Religious person Depression and Bulimia Escape from lethargy

D 34 Graduate student Physical vulnerability Improve a self-esteem

E 23 Undergraduate student Infantile problem Overcome a complex of appearance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fashion therapy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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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업 강좌로 자신에게 맞는 눈썹과 화장법에 대해서 

수업과 실습을 시간을 가졌다. 4주차에서는 네일 케어 

시간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일 케어 방법

과 실습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 명의 참가자에게는 젤 

네일 케어를 시행하였다. 5주차에서는 코디 강좌로 신

체 유형에 따른 코디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

다. 6주차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강좌로 자신에게 어울

리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강습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7주차에서는 종결로 그룹 멤버들 간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며 차후 실생활에서 실행하도록 독

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으며 

강습이 시작되기 전, 이전 주에 학습한 패션테라피 프로

그램에 대한 의견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주

변에서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

하고 다음 강습을 시작하였다. 종결한 7주차와 3개월 후 

패션테라피가 유지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후 인터뷰는 개별 만남으로 진행되었으

며 인터뷰는 한 시간 정도씩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

은 연구자의 참여를 자제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형식

을 따랐으며,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주변의 반응과 자

신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도입질문으로 자발적 이야기 

형식과 인터뷰 진행 중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

석적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

은 연구분석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인지시켰으며, 

익명성과 비 을 보장하고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Fig. 1. Fashion therapy program recruitment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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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 가능함을 알리고 난 뒤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전사한 내용은 총 71페이지이

며, 이외 추가로 집단상담전문가에 의한 각 회기에 따

른 평가 및 보고서도 참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패

션테라피에 같이 참석하여 집단의 내부자가 되어 그룹

에 몰입하였고 장기간 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참여자를 알기 위해 더 오래 현장에서 머물수

록, 직접적인 정보로부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많

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Creswell, 2007/2015). 이에 따른 

분석 방법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질적 접근 방법의 절차는 Giorgi(1985/2004)의 방법

을 따랐다. 1단계에서는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

식을 얻기 위해서 전체 기술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녹취를 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의미에 중점을 둔 의

미 단위의 구별을 위해 의미 있는 문장에 괄호치기 하

며 구분하였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일상적인 의미 

단위를 일반적인 용어로 전환한 뒤 연구자의 언어로 변

형하였다. 4단계에서는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기 위해 재구성 과정을 거처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다(Giorgi, 1985/2004). 

IV. 결   과

패션테라피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강습 회기 마지막에 시도한 인터뷰와 3개

월 뒤의 인터뷰를 분석하였다(Table 3). 이를 기반으로 

참가자들이 처음이 패션테라피에 참석하였을 때의 목

표가 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Table 4). 

Session Title Contents Main point and effect

1
Orientation

Pre-meeting ⋅introduction of fashion therapy purpose and contents
⋅explain a clear purpose
⋅build an intimate relations
⋅encourage involvement 

2 
Lesson and 

practice

Finding
your own 

color

⋅class prop (scarf, accessory, color chip) 
⋅take a lesson and get advice from expert (cool-tone vs 

warm-tone) 
⋅complete and check in mirror

⋅demonstration
⋅encouragement and reinforcement 
⋅positive feedback

Effect
⋅cognition change 
⋅improvement of self-esteem

3
Make-up 

lesson

⋅tool distribution
⋅class prop (cleansing, base and makeup goods) 
⋅complete and check in mirror

⋅demonstration
⋅encouragement and reinforcement 
⋅positive feedback

Effect
⋅cognition change 
⋅improvement of self-esteem

4
Nail-care 

lesson
⋅class prop (nail-care goods and artificial nail)
⋅trial and check

⋅demonstration
⋅encouragement and reinforcement 
⋅positive feedback

Effect
⋅improvement of self-confidence
⋅catharsis experience 

5
Coordi 
lesson

⋅class prop (coordination-program, coordination-goods)
⋅complete and check in mirror

⋅demonstration
⋅encouragement and reinforcement 
⋅positive feedback

Effect
⋅improvement of self-esteem 
⋅change of value

6
Image 
making

⋅class prop (comb and hair goods)
⋅complete and check in mirror

⋅demonstrate
⋅encouragement and reinforcement 
⋅positive feedback

Effect
⋅improvement of self-esteem 
⋅motivation

7
Close

Check and 
independent 
performance

⋅final assessment of performance
⋅form a positive feedback loop 

⋅compliments of practice and providing 
group feedback 

⋅check and practice maintenance

Table 2. Fashion therapy course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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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서적 변화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와 프로그램 진행 후 3개월 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자 대부분 얼굴 표정이 매우 

밝아졌으며 억양에서 즐거움이 느껴졌다. 단기적인 효

과에서는 재미, 감사, 즐거움과 여유의 정서적 측면이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효과에서는 활력, 생동감, 기쁨, 

즐거움 등 정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기

적인 효과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이지만 감사 등의 강도

가 약한 변화라면 장기적인 효과는 활력 등의 강도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의 개선

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살펴볼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기적 효과에서 

부정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참여자들의 강화가 많

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시

적으로 확연히 인지가 될 정도로 장기에서 표정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뷰 분석 결과 3개월 후에도 

장기적으로 패션테라피의 정서적 효과가 유지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모를 가꿈으로 인해서 행복감

이 증진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Kim & 

Kim, 2007; Kong & Kim, 2010).

1) 단기

(1) 긍정적 정서 강화

“이렇게 같이 뭘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와서 재미

있는 것 하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D)

“하고 싶다고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

지고…” (C) 

“제가 유지하는 건 눈썹 색깔 바꾸는 것?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들을 하는데… 저는 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

지인 것 같아요.” (A)

(2) 부정적 정서 개선

“기분이 막 확 업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조

금씩 생기고… 진짜 나를 스스로 지치게 했던 것에서 많이 조금씩 

여유를 내 스스로에 대한 공간을 만들게 된다고 할까 그렇게 있어

서… 내가 예전에는 포기하고 몰라 이랬다면… 조금씩 볼 수 있는 

용기…” (C)

2) 장기

(1) 긍정적 정서 강화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져서 옷을 막 찾아 입고… 내가 좀 활발해지고 더 생동

감 있어지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너지도 많이 생

긴 것 같아요.” (D)

“아 표정이 변했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Theme Short-term effect Long-term effect 

Emotional effect
Strengthen positive emotion
Improve negative emotion

Strengthen positive emotion

Psychological effect
Establish self-concept
Create self-efficacy 

Change oriented-value

Reinforce self-concept
Advance self-esteem

Improve self-resilience
Increase self-confidence
Change oriented-value

Increase confidence in other areas 

Social effect Relax social relationship
Become comfortable personal relationship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Behavior effect Challenge new fashion items
Challenge new fashion items

Activate shopping

Table 3. The comparison of short-term vs long- term effect of fashion therapy

Participant Age Occupation Goal Effect achievement

A 43 Graduate student Heal the anger △
B 37 House-wife Gain confidence of social-relationship ○
C 36 Religious person Escape from lethargy ○
D 34 Graduate student Improve a self-esteem ○
E 23 Undergraduate student overcome a complex of appearance ○

Table 4. The status of fashion therapy effect achievement by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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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친한 친구도 그렇고 학교 친구… 심지어 오랜만에 본 친척들도 

아 제가 뭐지… 연애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E)

2. 심리적 변화 

모든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는 패션테라피 효과이다. 단기적으로는 자기 개념 정립

과 자기 효능감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자

존감 향상의 효과가 있기 전에 자신에 대한 개념이 우

선적으로 정립의 단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더불어 자기 효능감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타인 지향적인 시각인 공적인 자기 의식이 조금씩 

자신을 바라보는 사적인 자기 의식으로 변화가 되었다. 

공적인 자기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외모에 만

족하기보다 타인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

는 경향이 높아 낮은 자존감과 신체 수치심을 지닌다

(Hong, 2010; Jung & Lee, 2006). 따라서 사적 자기 의식

으로의 변화는 자존감 향상도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단기에서 형성된 자기 개념이 장기로 넘어가면

서 자기 개념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자존감도 많이 

향상되었다. 더불어 자신감도 고취되었으며 자아탄력

성까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외모만족도를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며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연

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Goldenberg et al., 2000; Yoh, 

2015).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타 영역으로의 자신감이 확대

된 것이다. 패션테라피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와 극복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되고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이다. 따라서 한 번 변화된 

심리는 그 지속력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단기

(1) 자기 개념 정립 

“나를 위해 4~5만 원 정도 투자하여 나를 꾸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자아를 생각하지 않다가 내가 뭐

하고 싶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B)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니라 자기 이해가 생긴 부분들 그런 폭

이 좀 넓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C)

(2) 자기 효능감 생성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 발짝이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것에 

대해서도 배운 것이 있구나.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쪽에 힘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C)

“단지 외면적인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얻

은 조금의 에너지로… 이게 더 크게 같이 역동이 일어나서… 다른 

변화까지도 같이 쭉…” (C)

(3) 지향성의 변화

“우리 가족의 눈초리를 보느라고 그런 걸 좀 자제했는데 가족

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생각했던 것 같아

요. 내 취향이 다를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내 주장이 생긴 것이자

나요. 패션에 대해서… 애가 핑크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좀 당

황해 하시긴 하더라구요. 패션도 사실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는 것 같아요.” (E)

“제 삶을 봤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잘라버리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다. 패션을 통해서 내 심적인 것을 보고 내가 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A) 

2) 장기 

(1) 자기 개념 강화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내

가 갖고 있는 것 아니면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인적이나 재능이나 남

이 이쁘면 부러운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찾아보게 되고…” (D)

“저한테 투자하거나 새로운 것 사는 것, 이런 것 잘 못하는데 이

것은 산 것이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 말고 원해서 사는 걸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좀 남한테 해주는 것 가족들한테 해주는 

것 안 아까워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한테 못하더라구요.” (D)

“패션테라피를 하기 전에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포기하는 

삶이었다면… 오늘을 누리려는 심리적 변화가 생겼어요. 내일을 

위해 살기보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려는 심적 변화가 생겨서 좋았

어요.” (A)

(2) 자존감 향상

“손톱은… 제가 한 번 해봤어요. 그냥 큰 것은 아닌데 소소한 것 

아 이렇게 내 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뭔지 알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 몸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느낌… 내가 나

를 사랑해주는 느낌…” (E)

“요새는 엄청 귀엽다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좋더라

구요. 칭찬을 받으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야 하나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지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E)

(3) 자아탄력성

“취향이랑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니깐… 이것까지 따라 해야 

되나 하는데 정신이 잡힌 느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강

해진 것 같아요 휘둘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E)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

금은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다녀요.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 실패해도 내가 자신을 용납해주면서… ” (C)

(4) 자신감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발견했죠. 내가 어떻게 꾸

 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이뻐보이겠다 이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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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테라피를 하면서도 관심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잘 배웠

죠. 자신감이 북돋아 지면서 더 외모에 패션과 외모에 관심이 많아

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꾸미게 되고 저렴한 돈으로 여러 가

지 사게 되고…” (B)

(5) 지향성 변화

“스트레스가 좀 두려움이 덜 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생겼으니

까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가서 일부러 막 웃거나 그러지 않아

요. 내가 이태까지 했던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많이 생각했던 거 같아요.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B)

“예전에는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깐… 약간 숨기기 위

한… 내가 싫어서 이렇게 그 모습을 피하고 싶어서… 지금 내 모습

에서 편안하게 좀 더 나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고 정말로…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 그런 허례허식이나 그런 좀 불필요한 그런 

시선에 대한 의식들이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 뭔가 나를 숨기고 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태도도 편안해지는 감이 많

이 있었던 것 같아요.” (C)

(6) 타 영역으로 자신감 확대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 봄으로써 시야가 넓

어진 느낌…” (E)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깐 자기 내면 정서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니깐… 대인관계도 변화하면서… 약간 진로라든지 직업적인 것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는 정서적인 것을 좋아하니깐 

이런 것이 있는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E)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옷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취미도 해볼까 이러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인

테리어 소품도 사서 집을 정리하면 아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 이

렇게 취향을 깨닫는 그러면서 취미 쪽으로 넓혀진 것 같아요.” (E)

3. 사회적 변화

모든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사회적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패션테라피 초

기에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강

습 후 집단에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에 유연함을 보였

다. 단기적 효과에서는 타인에 대한 차단과 회피에서 

타인들과의 지지와 동질성을 느끼는 양상을 보였으며, 

장기적 효과에서는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의 향상과 전

반적인 사회 생활의 기술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사회적 수용도 나

타났다. 이는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Feragen et al., 

2010; Kim, 2012). 따라서, 패션테라피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대인

관계의 기술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단기

(1) 사회적 관계 유연함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내가 이것까지 관심을 가져가면

서 사회 생활에서 남들이 하는 것 같이 해 가는 것이… 남들과 비슷

해져 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D)

“제가 원래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여자애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같이 뭘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공유한다는 것이…” (D)

2) 장기 

(1) 대인관계의 편안함 

“진짜 사람들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되게 컸잖아요. 그것도 외

모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관심 안 

가져도 진짜 상관이 없다 그런 편안한 마음 아예 그냥 놓여지는 마

음이 들어서…” (C)

“대인관계에서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

신감이 북돋아지니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공감이 생기게 되더라구요. 전 되게 큰 변화이거든요 대화

가 이렇게 진지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B)

(2) 대인관계 기술 향상

“또래가 칭찬해 주는 것 그게 좋더라구요. 서로 칭찬을 하면서 

내가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고 나도 그 친구를 칭찬해주고 약간 교

우관계가 더 편해진… 내가 이걸 주께 그러면 내가 아 고마워 넌 뭘 

좋아하니 내가 묻게 되는 게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구요. 대인관계

에서 그것을 안 거 같아요.” (E)

4. 행동적 변화

단기의 행동적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에게서 극

단적인 행동장애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섭식행동

의 개선 등 행동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만족감이 늘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패션아이템

을 도전하여서 조금씩 행동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기적 행동 효과는 단기적 행동 효

과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화려한 네일 컬러를 바르거나 밝은 

의복을 착용하는 등 다양한 패션아이템에 도전을 하였

는데 등 다양한 방면으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대부분 참여자들

은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폐쇄이었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을 위한 쇼핑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쇼핑 자체를 

즐기게 되었다. 이는 쇼핑행동을 통해 테라피 효과가 

존재한다는 리테일테라피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Kang & Johnsonm, 2011; Yurchisin et al., 2006). 

또한,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의복을 기증하는 등 사회

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긍정적 행동 효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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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1) 단기

(1) 패션아이템의 도전

“제가 요리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깨달은 것은 정성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다. 배운 것 눈썹 열심히 갈색으로 하고 있고 핑크 계열로 

하고 있고 그렇게 했어요. 눈썹 손질도 했어요. 깨끗하게… 옷 정리

를 하면서 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A)

“아니 제가 빨간색으로 발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데려다 주

면서 너 요즘 너무 빨갛고 파랗다 그렇다 했는데 내가 봤는데 진짜 

너무 빨갛고 파란 거예요. 원피스는 너무 노랗고, 그래서 좀 지워

야지 했던 것이에요.” (D)

“대학교 때 애들하고 한 번도 쇼핑을 같이 안 갔어요.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옷장을 딱 여니깐 안 입은 옷들이 그래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입자. 패션과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가

진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내 옷장을 쇼핑하는 느낌 그런 좀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고…” (D)

2) 장기

(1) 패션아이템의 도전

“더 조금만 바뀌어도 이쁘다고 그러구… 동기들이 립스틱은 무

조건 기본적으로 바르고 다니라고 뷰러를 하라고 하면서 사다줬

어요.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뷰러를 하다가 눈썹 찝고 빨게 가지고 

아파서 그래서 그런데 조금씩 변화인 것 같아요.” (D)

“만 원 주고 이런 옷들을 자꾸 칭찬하니깐 자꾸 더 막 사게 되고 

싼 것 찾게 되고 이상한 색깔을 입게 되고… 우아 사람이 이렇게 되

는 구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번 한 달은 거의 무지개처럼 입고 

다녔어요.” (D)

“자신감도 생기고 꾸미게 되고 저렴한 돈으로 여러 가지 사게 

되고… 과감히 많이 치우고 밝은 계열로 다 바꿨어요. 핑크색, 살구

색, 흰색 이런 색을 많이 입거든요. 검은색 옷은 많이 버리고… 환

해졌죠.” (B)

(2) 쇼핑행동화

“스스로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쇼핑하면 뻘쭘도 하고 

생각했고 요새 저는 혼자서도 잘 가요. 시간을 혼자서 가면 내 마음

대로 할 수 있으니깐 그게 좋더라구요.” (E)

“자고 눈 뜨면 쇼핑하고 살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 할려고 

하는 것, 계속 노력해서 눈 아픈데 계속 인터넷 쇼핑하고 그것도 나

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나를 다그치고 해야 되는 should가 

되게 많았어요.” (D)

“제가 여러 군데를 가지는 않았지만… 홍대도 가봤고… 약간 삭

막한 거를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류도 하고 약간 교류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E)

5. 패션테라피 목적 달성 확인 

상담의뢰자들이 패션테라피에 참여한 목적이 달성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 있다.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담전문가의 소견과 참가자의 의견 및 연

구자의 관찰을 통해 판단하였다. 최종 만남인 3개월 후

의 인터뷰에서는 첫 회기에서 자신의 참여한 목적에 대

해 다시 한 번 알려주고 목적 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

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상담전문가와 본 연구

자와 의견을 취합하여 그 목적 달성 여부 결과를 도출

하였다(Table 4). 

상담의뢰자 A는 패션테라피에 참석하였을 때 분노

를 치유하고 싶다는 목적을 밝혔다. A는 최종적인 인터

뷰에서 분노가 줄어들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패션테라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임신에 의한 것

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 효과가 패션테라피에 의한 것

이라 명백히 밝히기가 어렵다. 

“나 자신을 가꿔 나가면서 흥미를 느끼고 나의 불안정한 정서

를 이해하게 되었고… 임신에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심플한 생활

패턴이 마음의 많은 여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A)

상담의뢰자 B는 패션테라피 참석 시 대인관계의 자

신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목적을 밝혔다. B는 본 패션테

라피에 참석하면서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

으며 3개월 후 인터뷰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

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적으로 변한 것이 도움을…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 만나

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적다 보니까...” (B)

“대인관계에서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

신감이 북돋아지니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공감이 생기게 되더라구요. 전 되게 큰 변화이거든요. 대화

가 이렇게 진지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B)

상담의뢰자 C는 패션테라피 참석 시 무기력에서 벗

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C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무엇인

가 도전하고자 하는 인지 변화가 나타나 목적이 달성되

었다. 

“하고 싶다고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

지고… 작은 성취들 작은 기분 좋음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어

요.” (C)

“단지 외면적인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얻

은 조금의 에너지로… 이게 더 크게 같이 역동이 일어나서… 다른 

변화까지도 같이 쭉…” (C)

상담의뢰자 D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하였

다. D는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으로 자존감이 많이 향상

되었고, 자기 개념을 강화시켜나가 목적이 달성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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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그룹 안에서 받은 피드백이나 관심… 칭찬 이런 것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말로 들으니깐...” (D)

“내가 너무 나를 다그치고 해야 되는 것 should가 되게 많았어

요. 내가 많이 풀어져서 되게 편했던 거예요. 풀어지니까 색깔도 되

게 다양하게 입고 싶고 뭔가 내가 스스로 다양성을 찾아가는 느

낌…” (D)

상담의뢰자 E는 외모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혔다. 다른 상담의뢰자들보다 패션테라피를 

통해서 생각 이상으로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밝혔다.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발견했죠. 내가 어떻게 꾸

 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이뻐보이겠다 이걸 좀 

알게 된 거 같아요.” (E)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 몸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느낌…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느낌…” (E)

본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초기 패션테라

피에 참석하였을 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인터

뷰를 진행하면서 상담의뢰자들이 본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패션테

라피의 최종 평가서로 인터뷰 외에 상담자의 관찰 평가 

기록도 사용하였다. 상담의뢰자 A를 제외하고, 관찰 평

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담의뢰자의 표정이 밝아

졌고 대화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착용 의복 색상이 두드

러지게 밝아졌다. 또한, 상담전문가의 조언에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상담의뢰자 A를 제

외한 모든 참가자에게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참여로 

치료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 비병리적이지만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을 테

라피로 활용하여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살

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패션테라피가 일시적인 효과만

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지속력이 3개월 이상 유지됨을 

확인함으로써 우울감 극복과 자존감 향상 및 삶의 만족

도를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줌을 확인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패션테라피 효과로는 크게 

정서, 심리, 사회, 행동의 효과가 있으며 단기와 장기에

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그 각각의 하위차원에서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효과

는 패션테라피 강습을 끝난 바로 직후의 효과로 자기 

개념 정립과 자기 효용성이 생성되었으며, 경직되었던 

사회적 관계의 유연함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효과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발전

하게 되는데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아탄력성이 나타나

며, 더 나아가서는 대인관계 기술이 발전하여 타인을 수

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쇼핑행동까지 시도하

는 양상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만한 장

기적 효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인지’라

는 새로운 심리적 효과의 등장이다. 이는 긍정적 바디

이미지를 지니면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증

진된다는 Kates(2007)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

다고 볼 수 있다. 

패션프로그램을 통해 외모를 수동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외모를 관리하도록 강습을 

제안하였고 우선적으로 외모가 개선되었다. 개선된 외

모로 인해 주변에서의 칭찬 등 긍정적인 피드백이 형성

되고 이것이 다시 선순환적으로 작용하여 점점 더 자신

감과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피드백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동기로 작용하여 외모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스스로 효능감을 

지녀 다양한 패션테라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형성

된 긍정적 선순환 루프가 활성화되어 더욱더 강한 패션

테라피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라 판단된다. 즉, 패

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스스로 효능감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인지까지 변화되었다. 따라서 패션이 지

닌 치유의 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강해지도록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는데 첫

째, 패션테라피에 대한 장기적 효과 유지에 대한 접근

을 시도한 점이다. 이는 패션테라피에 대한 연구 자체

도 부족한 현실에서 패션을 활용한 치유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함으로써 패션이 테라피의 좋은 도구로 사용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션아이템을 이용하여 참

여자의 심리치유를 시도한 의류학과 심리치료 간의 학

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의류학의 범위가 일부 심리치료

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적 연구

에서 파악되지 않은 다양한 패션테라피의 효과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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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점이다. 이는 향후 패션

테라피의 일반화를 위한 모형의 기저나 다양한 실무 적

용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패션테라

피의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물론이

며, 다양한 치유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의류학에 대한 

쇼핑중독, 충동구매, 노동착취 산업, 쓰레기 과잉 유발 

산업 등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패션기업이 패션테라피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한다

면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

션기업이 다양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고객을 대상

으로 패션테라피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진정성은 높아지

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패션테라피를 수행하면서 대상자 모집

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다. 대상자의 특성이 

비병리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으로 한

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을 위하여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최종적으로 5명이라는 적

은 수의 참여자만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동질한 비병리적이면서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는 상담의뢰자를 모집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한 

후에 패션테라피를 실행하여 좀 더 타당성 높은 데이터

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테라피 수행에 대

한 숙제를 의무로 하지 않은 것이다. 패션테라피의 프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업내용을 의무적으로 숙제하

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어야 하는데 집단의 특성상 부

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 자유롭게 하도록 한 것이다. 따

라서, 향후 패션테라피를 수행하는 연구에서 강습 후 

의무적으로 숙제를 부여한다면 패션테라피 효과가 더

욱더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

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테라피의 연구가 수행

하지 않았다. Lee et al.(2001)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패션테라피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외에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에 대한 연구를 향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측

면 강화에 대한 패션테라피 연구를 시행한다면 패션테

라피 적용의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적극적인 쇼핑행동 효

과가 향후 쇼핑중독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염려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실험에서는 고려하지 않지만 쇼핑

중독까지 되지 않기 위한 중간 중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향후 연구에서는 제시한다면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

테라피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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