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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bout the fashion model's images during the periods of time. Also, this was to know the model's 
role and fields they had worked in and to investigate the specializing courses to get advice from their diversities, 
specialties and activities. The method of the study was used the qualitative analysis from the relative books, theses 
from university graduates, the related society newsletters, fashion magazines that were printed periodical/non- 
periodical, and others.

As a result, the glamourous image was the most famous in the twenties and thirties, and the elegant image mainly 
in the forties and fifths. The images were more diverse in the nineties through the girlish images of the sixties, and 
the sexy image with good health of the seventies and eighties. Baby faces became the ideal of models in the new 
century. The images of the models become popular and disappear rapidly due to the change of major trend with 
the change of the society's environment. Under the situation, they must take good care of their images and 
self-control themselves to keep a positive view of fashion models to the public, and they must have ambition as 
a fashion icon and make their own exclusive fi이ds in various parts.

Key words: fashion mod이（패션모델）, image（이미지）.

I.서론

대 중문화시 대 를 선도하는 감성 산업 의 주역 으로서 

패션모델은 패션과 대중문화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 

이다. 패션쇼가 최초로 개최된 1956년 이후로 우리 

나라의 패션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여 많은 패션전문 

인과 패션 전문업체를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패션을 단순한 옷 입기가 아닌 유행에 

따른 코디네이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게 되었다. 특정 계층이 아닌 일 

반 사람들에게 '패션'이 란 단어 자체를 가깝게 느끼 

도록 한 데에는 그 중심에 패션모델의 대중화의 영 

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모델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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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에 따라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이미 

지를 반영하고 있다.

90년대 세기 말의 불안한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듯 

캘빈 클라인은 케이트모스를 등장시켜 60년대 트위 

기의 이미지를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60년대와 마찬 

가지로 케이트모스를 닮기 위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즉, 마른 

몸매가 패션에 부각되면서 거식증으로 목숨을 잃는 

패션모델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렇게 마른 모델이 사 

회,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논란 

속에서 스페 인이 가장 먼저 체질량 지수(몸무게를 키 

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18.5 이하인 모델들의 활 

동을 금지했고, 뒤이어 이스라엘 이태리, 미국, 영국 

등지에서도 저체중 모델의 패션쇼나 광고 출연 금지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하였다. 마른 모델은 모델 자 

체의 문제가 아닌 디자이너와 패션시장이 만든 것이 

라 주장하는 이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모델의 이미지가 대두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 시 

대의 사회분위기가 변하여 그 시대에 맞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파리하게 핏기를 

잃은 모델들이 무대 위를 휘청휘청 휘저으며 표면적 

인 아름다움만으로 승부하던 그동안의 모델계의 미 

의식의 변화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을 표현하는 주체 인 패션모델 

의 이미지를 시대별 패션 경향에 따라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서 패션모델의 역할과 활동 영역 및 전문화 

과정을 조사하여 모델의 세분화, 전문화, 활성화 방 

안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주로 인문, 사회 관련 문헌과 함께 석,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 학회지, Vogue, Bazaar 등의 

패션잡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과 신문 등을 중심으 

로 질적 연구를 하였다.

n. 패션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패션모델의 기원 및 정의

현대 패션모델이 직업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모델 

은 화가와 조각가의 예술작품을 위한 기본 재료로 

인식되어 미술 분야에서 유래하였다. B.C 400년 고 

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신체를 이상화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이상적 신체에 대한 당대인들의 욕구에 

의해 최초의 모델 전형이 탄생되었다').

패션모델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패션인형 

(fashion doll)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인형의 시초 

는 14세기 초 베니스의 카톨릭 기념일인 8월 15일 성 

모 승천일에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사람 크기의 인형 

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해의 유행될 것으로 보이는 의 

상을 전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패션인형 

은 패션플레이트와 패션잡지로 대치되어 19세기까 

지 지속되었다. 오트쿠트르 창시자이며 근대적 의미 

의 패션 산업의 추진자인 C. F. Worth는 자신이 디자 

인한 옷을 자신의 아내에게 만들어 주던 것이 고객 

사이에 좋은 평판이 되어 옷의 판매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의 아내 Marie Vemet은 세계 최초 

의 모델이 되었다.

패션모델의 사전적 의미는 패션 디자이너의 신작 

드레스를 착용하고 그 선전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프 

랑스어로는 마느겡 (Mannequin) 이라고도 한다. 초창 

기의 마느겡은 옷치장을 하는 젊은 아가씨를 지칭하 

는 은어인 동시에 초창기 모델들을 일컫는 단어였는 

더】, 이 단어 가 영어권으로 전파되면서 모델이라는 명 

칭이 생겨났다2).

Winters & Goodman는 패션 판매 촉진을 위한 모 

든 활동 중에서 패션모델이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 인 

것으로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형태로 상품을 보여주 

는 촉진적 매개체라고 하였다. 또한, 패션모델은 이 

상적인 신체미를 가짐으로써 사회문화적, 미학적, 예 

술적 관점에서 신체가 가지는 의미를 기호학적 측면 

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신체로 

표현되는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패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신체미 

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시즌보다 앞서 가는 감각과 패션 트랜드를 표현해 

야 하는 것이 모델의 임무이며, 대중 앞에 새롭게 선 

보이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모델이 얼마만큼 완벽하

1) 이 영 자, ''이 상화된 몸, 아름다운 몸을 위 한 사투,” 사희비평 17호 (1997), pp. 13-14.
2) 김동수, 모델학, (서울: 황금가지, 2002), pp. 27-28.
3) A. A. Winter and S. Goodman. Fashion Advertising and Promotion, (Fairchild Publication, 1978), p. 342.

736



제 16 권 제 4호 김명희•김선화 143

게 소화해 내느냐 하는 것이 모델의 능력이다. 그러 

므로 패션모델은 의상을 빛내기 위한 도구적 존재라 

고도 할 수 있다. 훌륭한 모델일수록 디자이너가 창 

작한 의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도구화시킨다. 

모델이 단순히 예쁘게 보인다면 쇼윈도의 마네킹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모델은 의상을 효과적으로 보 

여주기 위한 하나의 매체로서 무대 위에 섰을 때 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즉, 패션모델이란 패션 

이나 제품, 혹은 기업의 이미지 등을 효과적으로 홍 

보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며, 때로는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2. 패션모델의 분류

1) 패션쇼 모델

패션쇼 모델은 런웨이 혹은 캣워크라고 불리는 패 

션쇼의 긴 무대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패션모델의 활동 분야 중 가장 역사가 

길며 패션모델의 시초가 된 분야이다. 또 패션쇼 모 

델은 촬영 모델과는 다르게 관객과 직접 만남으로써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침착성과 강한 프로 

정신이 요구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또한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패션계에 

서 원하는 패션쇼 모델의 체격 조건은 여자는 177cm 

전후, 남자는 185cm 이상의 골격을 만족시켜야 하며, 

워킹과 포즈테크닉 또한 중요하다.

2) 에디토리얼(Editorial) 모델

신문이나 잡지 등의 패션면이나 뷰티면을 장식하 

게 되는 패션화보, 뷰티 화보 등이 에디토리얼 모델 

이 활동하는 범위이다. 인쇄매체는 편집자의 시각과 

의도 및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제작되며, 에디토리 

얼 모델의 역할은 편집자의 시점에 맞춰 의상의 형 

태, 소재，색상, 분위기 등을 적절하게 표현해 나가는 

것이다. 에디토리얼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의 얼 

굴을 패션계에 알리는 훌륭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 

부분의 패션모델들이 패션쇼 모델과 에디토리얼 모 

델을 겸하고 있으며, 사진작업을 할 때는 사진작가의 

요구에 대한 이해력,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포즈, 수 

없이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는 인내심과 끈기, 새로 

운 이미지를 창조시킬 창의력이 필요하다'.

3) CF 모델

CF는 광고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수단이다. 광고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규정된 범위 속에서 제작되기보다는 소비 

자나 매체의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이를 

기억에 남도록 해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도하는 목 

적으로 제작된다© 그러므로 CF 모델의 필수 조건은 

소비자가 거부감을 없애고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친 

근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CF는 예술적이고 패션너블한 비주얼을 많이 제작하 

게 되어 이에 걸맞는 패션모델의 기용이 많아지고 있 

다.

4) 카탈로그(Catalog) 모델

카탈로그 모델은 카탈로그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 

매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옷이나 패션제품들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카탈로 

그 모델은 제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 

에 명확한 제품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 

도 보여줌으로써 다른 제품과 차별화됨을 소비자들 

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모델의 이미지와 제 

품의 이미지가 잘 맞아야 한다.

5) 피팅(Fitting) 모델

피팅 모델이란 디자이너가 원하는 의상 사이즈 

의 체형을 갖추고 있어 그 의상의 샘플 사이즈로 

활동하는 모델을 말한다7). 따라서 얼굴의 개성이나 

워킹보다는 정확하고 변함없는 사이즈가 중요하 

다. 또, 옷을 평가하는 안목이 있어 불편한 부분, 수 

정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

4) 황현모, 나도 패션쇼 연출가, (서울:정주, 1999), p. 19.
5) 김동수, Op. cit., p. 52.
6) Ibid., pp. 53-54.
7) Ibid., pp. 56-57.

-737 -



144 시대에 따른 패션모델의

6) 홈쇼핑 모델

홈쇼핑이 대중들에게 일반적인 쇼핑문화로 정착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홈쇼핑 모델은 홈쇼핑에서 판 

매하는 제품을 돋보이게 하여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구매 의욕을 일게 하는 역할자이다. 현재 홈쇼핑 제 

품 중 패션에 관련된 제품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패 

션쇼나 에디토리얼 분야에서 활동하던 패션모델들이 

그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

7) 부분 모델

부분 모델은 다른 모델들과는 다른, 상품화시키고 

자 하는 차별화된 신체의 일부분을 부각시켜 광고 등 

에서 극대화 효과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신체 

의 일부분을 클로즈업 시켜 광고 등에 출연시키게 되 

므로 세심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의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제품들의 경우 패션 

모델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다.

in. 시대에 따른 패션모델의 이미지 변화

1. 패션모델의 등장(1920〜1950년대)

1) 글래머러스 이미지(1920〜1930년대)

본격적인 패션모델의 등장은 1911년 미국의 기성 

복 산업이 대량생산 기술도입과 함께 정규적인 판매 

촉진활동으로 패션모델이 등장하는 패션쇼를 개최하 

면서부터이다. 패션잡지 Women's Wear가 이를 지원 

하면서 패션쇼는 발전하게 되었으며, 1912년 이 잡지 

에 의하면 모델들이 자기가 입은 옷의 제조업자 이름 

이 적힌 카드를 들고 무대 위를 걸었으며 이때 오케 

스트라가 인기 있는 노래를 연주하였다고 한다. 그리 

하여 1913년에는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의상의 판촉 

을 위해 패션쇼를 개최하였다野. 이 시기에 유행을 선 

도하는 현대적 개념의 모델로는 꽉 조인 바디스와 부 

풀린 스커트의 S자형 실루엣의 깁슨 걸이 현대 여성 

의 표상으로 군림하였다"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20년대 초에는 모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방탕 

하고 단정치 못한 것으로 여겨 어떤 모델도 상류사회 

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단순히 '신비스런 마네 

킹，으로 불렸던 시기였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서부터 샤넬같은 꾸띠리에들이 컬렉션에 상류층 소 

녀들을 모델로 기용함으로써 모델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며, 패션 모델이 컬렉션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특정 치수와 디자이너의 의상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 결과, 모델 에이전시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에 

이전시의 등장은 모델 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모델이 하나의 직업으 

로 인식되고 있음을 예증하는 사실이었다. 최초 모델 

에이전시는 1928년 영국에서 Lucie Clayton이 설립하 

였고, 다수의 유명 모델을 배출하였으며, 모델업은 

영국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후 

1946년 미국에서도 첫 번째 모델 에이전시인 Ford 

Agency가 설립되었으며, 설립자 Eillen Ford는 Suzy 

Parker 같은 초기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최고급 모델 

들을 양성하였다.

1920년대 의 대표 모델로는 Marion Morehous(그림 

1)로 그 당시 패션계에서는 유연하고 매끈한 실루엣 

을 요구하였는데, 그녀는 전형적으로 맵시 나는 스타 

일을 가지고 있었다. 포토그래퍼 Edward Steichen은 

，좋은 모델은 좋은 배우의 재주를 지니고 있어야 하 

는데 Marrion은 지금까지 일해 본 최고의 모델이다.' 

라는 극찬을 하였다.

1930년대는 정치적, 국제적 긴장, 재정적으로 혼 

란한 시기 였다. 이 런 상황에서 영화는 대중들에게 여 

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이디어에 상당한 영향을 끼 

쳐 대중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얼굴과 몸을 가진 기 

본형을 제시하였다. 여성스러우면서 글래머 러스한 

Jean Harlow(그림 2)와 Addrianne0] 이 시대의 우상 

이었으며, 이러한 미인을 추구하는 모델들이 패션에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까 

지 패션 모델이 등장한 초창기 시기이며, 패션아이콘

8) 김정원, 심상원, ''국내 패션모델 실태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권 4호 (2001), p. 괴3.
9) 정흥숙,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 330.

10) 양의식, “패션의 변천사에 따른 패션 모델의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 p. 33.
11) Gilbert Adrian, The Fashin Book, (PHAIDN, 199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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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rion Morehous〈그림 2> Jean Harlow(http:// 
(G. Adrian, 1998, p. 330). image.search.naver.com).

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이미지 정립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았다.

2) 엘레강스 이미지(1940〜1950년대)

1947년 프랑스에서 Christen Dior이 'New Look'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뉴룩은 전 

쟁 중의 각지고 딱딱했던 남성적인 무드에서 여성의 

우아한 곡선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었고, 과거 엘레 

강스 시대의 재현으로 해석되어 패션의 순환의 근거 

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패션은 아주 가는 허리 

의 체형을 요구하였으며, 모던한 슈퍼모델의 상징이 

라고 일컬어질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시대의 대표 

적인 모델이었던 Dovima(그림 3)는 쿨재즈 시대의 

대표적인 얼굴로서 Richard Avedon이 촬영한 코끼리 

와 함께 있는 사진은 패션 사진의 하나의 전형이 되 

었다“). 그녀는 고르지 않는 치아로 인해 잘 웃지 않 

았는데, 이러한 그녀의 무표정한 룩은 40〜50년대를 

대표하는 패션이미지가 되었다. 또한, 40년대에는 최 

초의 아시아계 모델 Alla가 등장하였다. 초기 유럽 

디자인 하우스에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아시 

아 출신 모델들을 꺼려왔지만 뉴룩과 함께 등장한 

Alla가 모델계에서 이 관습을 깬 계기가 되었다. 

Dior은 仏Ila는 천부적인 모델로 태어났으며 정말 내 

가 원하던 모델이다.，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피에르 

가르뎅의 Mam Sley, 기라로시의 Ann, 카스틸로의 

모이 입과 같은 이국 모델들을 위 한 길을 터놓았다'9.

1950년대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의 공 

포로 인해 현실 도피주의적 예술인 발레가 인기를 

끌어 무용수들도 함께 모델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또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 디올 

의 알파벳라인(H. A. Y. F)이 크게 유행하였다. 대표 

적인 특징으로 잘록한 허리와 하이 웨이스트의 글래 

머러스하고 엘레강스한 패션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여성의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모래시계형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이로 인해 우아하고 매혹적이며 몸매를 

강조하는 옷이 유행하면서 모델들에게는 가장 날씬 

하게 보이는 각도의 포즈가 유행되었다. 즉, 힙을 옆 

으로 돌리고 서서 그 위에 한 손을 얹고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앞에 놓는 포즈로 스커트가 무릎 근처 

에서 훨씬 좁아보이게 되는 자세가 유행되었다. 당

〈그림 3> Dovima(김동수,〈그림 4> Suzy Parker(G.
2002, p. 32). Adrian, 1998, p. 354).

〈그림 5> Barbara Goalen(G.
Adrian, 1998, p. 196).

12) 김동수, Op. cit., p. 31.
13) Vogue Korea, "Cat Walk 새로운 물결(Asian super model)," February 1997,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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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뜨 쿠뛰르를 가장 잘 표현했던 모델은 미국의 

Suzy Parker（그림 4）로 50년대 여성적인 실루엣의 의 

상들을 잘 표현한 우아하면서 글래머러스한 룩을 대 

표하는 모델이 었다프랑스의 C叩uchin은 모델인 동 

시에 배우로도 활동하였으며, 영국의 Barbara Goalen 

（그림 5）도 아주 잘 알려진 모델이다. Barbara는 부유 

하고 성공적인 여성의 사치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이 

미지 메이킹을 통해 이미지를 상승시켰다. 사진작가 

Henry Clarke은 "그녀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은 죽음으 

로부터 생명을 찾고 노래한다.”라고 극찬하였다. 그 

녀의 엉덩이 사이즈는 기본 엉덩이 사이즈보다 작아 

서 캣워크 모델 활동은 거의 못하고 사진작업을 많 

이 하였다. 이상과 같이 50년대 엘레강스한 이미지 

는 40년대의 글래머러스한 이미지를 동반하여 나타 

났다.

2. 패션모델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I960〜1980 
년대）

1） 인형같은 소녀적 이미지（I960〜1970년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모델인 Lisa Fonsa- 

greyves（그림 6）는 윤곽이 뚜렷하고 깡마른 외모로 

무용가였던 탓에 무용가의 포즈가 몸에 배어 있었으 

며, Erwin Blumenfeld의 사진을 위해 높은 에펠탑에 

서 긴 드레스를 입고 과감하게 매달린 무용가의 감각 

과 외향적인 성격으로，살아있는 조각'으로 명명되었 

다. 이는 모델계에서 우아함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어 

떤 의상을 입어도 그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I960년대는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 

을 이룬 시대로, 전후 베이비붐을 이루며 태어난 세 

대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 

하며 이룬 영 패션의 시대였다. 대중매체의 보급으 

로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달하여 비틀즈와 롤링 스톤 

즈의 음악이 젊은이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句 60년대 들어서면서 패션 산업이 다원화되고 

패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컬렉션을 무대에 선보이 

기를 원해 패션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따 

라서 패션모델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이 

시기의 모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적이고 전형적인 

모델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과 이미지를 지닌 모델들 

이 패션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다원화한 

패션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델들은 자신만 

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 이 시기의 대표 

모델로는 사진작가 David Bailey가 발굴한 Jean Sh- 

rimpton（그림 7）과 Twiggy（그림 8）가 있다. Jean은 그 

녀가 지닌 커다란 눈과 아이같은 천진함을 통해 60 
년대 말, 패션의 자유분방함을 나타냈다'° 에이전트

〈그림 6> Lisa Fonsagrey-〈그림 7> Jean Shrimpton(G. 
ves(G. Adrian, 1998, p. Adrian, 1998, p. 418). 
172).

〈그림 8> Twiggy(C. McDo
well, 2000, p. 123).

14） Ibid., p. 290.
15） 이유리, “20세기 패션모델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사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44.
16） 홍주표, “패션시대적 추이에 따른 경향과 표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33.
17）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Routledge, 199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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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de Villeneuve에 의해 발굴된 Twiggy는 장난꾸 

러기 같은 얼굴, 커다란 눈, 40kg이 안 되는 깡마른 

몸매를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으며, 소 

녀 같은 얼뜬 표정, 말괄량이 같은 포즈, 비달사순이 

창조해 낸 짧은 커트 머리로 기존의 미적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유행시켰으며，육십년대의 얼 

굴'이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다"）. 영국의 10대 모델 

Twiggy와 Jean Shrimpton은，인형 같은 소녀，이미지 

를 대표하며 작은 사이즈의 의상과 소녀풍의 베이비 

돌 룩을 유행시켰다. 이는 기존의 육체적인 아름다움 

과 성적 매력을 지닌 모델에서 차별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며,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젊은이의 문화와 잘 

결합되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2） 건강한 섹시미（1970〜1980년대）

1970년대는 경제적 불황을 배경으로 경쟁 사회의 

윤리 속에서 소극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세대의 기존의 가치 체계에 반항하는 구체적인 의지 

의 표현으로서 반 문화, 안티 패션을 등장시켰다. 펑 

크 현상은 70년대 후반 영국의 젊은 노동자 계층이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을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반 모드 현상이다. 그들은 충격적이고 공격적인 펑크 

스타일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가 없음을 상징하고 나 

아가 계층과 인종 차별에 대한 무언의 저항과 기성세 

대가 독점한 사회에서의 좌절을 표현하였다. 또한, 

I960년대의 영 패션에 비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 

한 성인 패션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여성의 

자기 과시와 독립된 태도가 두드러졌다. 나빠진 경제 

적 상황에 의해 합리적인 의상은 지속적으로 유행하 

여 유니섹스 스타일과 다 목적성을 띤 레이어드, 헐 

렁한 스타일, 스포티 룩, 오리 엔탈 룩 등이 나타났다. 

기성복의 대중성이 확실해져 가는 반면에 개념적이 

고 창의적인 개성을 존중하는 의복 스타일도 존재했 

다.

1970년대 유행에 가장 중요한 영 향을 준 것 중의 

하나가 스포츠이다. 운동선수들은 높은 인기와 명성 

을 누렸으며, 그들이 착용한 운동복은 대중에게 신 

체 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가 되 었 

고 이는 모델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모델 

은 키가 크고 풍만한 가슴에 작은 힢, 넓은 어깨의 신 

체가 요구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 모델계의 글래머 

러스 이미지에 바탕이 되었다. 1970년대에 건강한 

육체가 부각되면서 많은 흑인 모델이 등장하였다. Nao

mi Sims는 슈퍼스타상을 획득한 최초의 흑인 모델로 

라이프 매거진 커버의 주제 등 주요 패션잡지에 게 

재되었다. 미국 보그지 최초의 흑인 커버걸인 Beverly 

Johnson（그림 9）은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모델 활동을 시작하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 

그지와 글래머지에 등장하였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완벽 한 몸매의 소유자 Iman 

（그림 10）은 검은 진주라 불리며 1970년대 후반 레블 

론과 수백만 달러 계 약을 했으며, Beverly Johnson와 

더불어 흑인 모델 사이의 신화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또한, Pat Cleveland는 패션쇼에 등장하여 흑인 모델 

특유의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으며 런 어웨 

이에서 기본적인 테크닉은 지키면서 파워풀한 관능 

미와 웃고 춤추는 동작으로 자유분방함을 표현하여 

쇼 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파리에서는 흑인 모델 특 

유의 동적인 유머러스함을 꺼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하였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벌써 흑인 모델들은 그들 

의 위치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纳 1970년대 대중에게 

이름을 떨친 또 한 명의 모델은 Lauren Hatton이다.

〈그림 9> Beverly Johnson〈그림 10〉Iman(G. Adrian, 
(C. McDowell, 2000, 1998, p. 135).
p. 131).

18) 김동수, Op. cit., p. 36.
19) 정흥숙, Op. cit., p. 384.
20) Colin McDowell, Fashion Today, (PHAIDON, 2000), p. 135, pp.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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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전형적인 미국의 모델로 편안한 미소를 지녔 

으며, 벌어진 앞니가 드러나는 불완전한 웃음과 건강 

한 이미지가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패션계 

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또한, 보그지 커버걸로 25 
번이나 등장하였고, 잡지 속의 기획란에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였으며, 74년 레블론과 100 
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로 전례 없는 큰 액수 

로 10년 전속모델로 계약하여 그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고액의 모델료를 받는 모델이 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모델 이미지는 건강함과 섹시 

함으로 대표되며 전체적인 패션 사진을 살펴보면 에 

로티시즘의 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적인 패션 사진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현실 감각의 라 

이프스타일 속에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글래머 

러스한 모델이 유행하게 된 원천이 되었다.

1980년에는 이란 •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파동으로 세계 경제는 계속 침체되었다. 이는 사람들 

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 

회 전반은 물론 개인의 생활에서까지 현명한 소비 생 

활과 절약 풍조가 나타나게 되어 제품의 질적인 추구 

와 다양화, 개성화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현대 여성 

들의 사회 진출 증대와 생활 영역의 확대는 생활수준 

과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여가를 점점 더 중시하게 되 

었다. 경제적 성장과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여성 

과 남성을 동일시하는 오버사이즈 룩(Oversize Look), 

앤드로지너스 -R-(Androgynous Look), 신체를 부각시 

키는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부터 신체에 자유 

를 주는 빅 룩(Big Look),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에콜로지(Ecology)와 스포츠 룩이 발달되었다. 또, 경 

제대국 일본이 국제 사회에 떠오르면서 일본풍의 의 

상과 문화가 패션에 영향을 주어 Kenzo, Issey Mi

yake, Rei Kawakubo 등과 같은 일본 줄신의 디자이 

너들이 동양적인 디자인을 구성하여 Japanese Look 
을 유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모델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 었다. Jean Shrimpton과 Twiggy 같은 개성 

파 모델들의 주도 아래 성장한 모델 업계는 패션 산 

업의 붐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고, 패션산업의 

성장은 모델 수요를 폭증시켰고, 그 여파로 인해 모 

델계에 일대 혁신적인 사건인 슈퍼모델 등장에 이르 

렀다. 이들 슈퍼모델은 70년대 건강한 섹시미의 모델 

에서 더 파워풀한 느낌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단순 

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한 지역에서만 통하는 아름다 

움이 아니라 마닐라,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쿄 등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름다움을 지닌 완벽한 미의 여 

성상을 구현한 슈퍼 모델이 부각된 것이다. 그들은 

큰 ?1,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 늘씬한 다리 등 일 

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신체조건으로 이때부터 모델 

과 일반인들의 신체적인 외형의 차이점이 두드러지 

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슈퍼모델로는 

Linda Evangelista, Cindy Crawford, Naomi campbell, 

Claudia Schiffer, Stephanie Seymour, Christy Turlington 
등이 있다.

Linda Evangelista(그림 11)는 16 세 때 지역 미인 

컨테스트에 참여하여 엘리트사에 스카웃되어 모델을 

시작하였고, 사진작가 피터 린드버그의 제안으로 머 

리를 자르면서 대스타로 성공하였다. 그녀의 헤어스 

타일은，에반젤리스타룩，이라고 불렀고 유행하였으 

며 또한 그녀는 거액의 모델료로 모델 계약의 최고 

한도를 갱신하여 모델료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에 대 

해 프랑스 패션계에서는，모델들이 요구하는 황당한 

가격'이라는 신문기사로 비난하였다. 그 반면에 그 

당시 미국 보그지의 Preston Western Burg는，이런 

모델료는 전 세계적인 구매력과 시간적인 계약, 활 

용성, 빌보드 등 많은 것들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림 11> Linda Evangelista〈그림 12〉Naomi Campbell 
(C. McDowell, 2000, p. (C. McDowell, 2000, p. 
142). 143).

21) Herald,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Facts on File, (1992),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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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때부터 잡지 촬영을 위해 5〜6명의 모델 

과 계약한 후 한 명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앉아있게 

하는 폐단도 사라지게 되었다“). 흑인 최고의 슈퍼모 

델 Naomi Campbell(그림 12)은 흑진주라 불리는 아 

름다운 외모와 완벽한 몸매, 세련된 워킹으로 15세 

때 캣워크를 시작하여 1986년 4월〈엘르〉의 표지모 

델에 이어 88년에는 흑인 모델 최초로 프랑스 보그지 

의 표지를 장식하게 되었고, 그 후 유명 패션지의 간 

판 스타로 활동하였다. 글래머 러스한 몸매로 당시 가 

장 많은 활동을 한 슈퍼모델 Cindy Crawford(그림 

13)는 자신만의 운동법을 소개한 비디오 출시와 오 

메가, 레블론, 펩시콜라 등 많은 광고의 모델로도 활 

약을 하였다. Stephanie Seymour는 176cm, 브라운 헤 

어, 푸른 눈의 섹시한 외모로 많은 사진작가들이 선 

호하였으며, 미국의 란제리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 

리트 광고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모델이다. Christy 

Turlington은 178cm의 미끈한 몸매, 뚜렷한 이목구 

비, 지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캘빈클라인(언더웨어), 

앤 클라인, 프라다 광고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1989년 Guess는 섹시하고 건강한 이미지의 광고 모 

델로 Claudia Schiffer(그림 14)를 내세워 패션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그녀는 181cm의 브론드 헤어, 파 

란 눈 등 매혹적인 외모로 I960년대 여배우 Brigitte 

Bardot를 연상케 하는 자연적인 섹시함으로 슈퍼모 

델 시대를 예고하였다. 슈퍼모델의 등장은 여성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여성 신체의 이상형을 반영할

〈그림 13〉Cindy Crawford〈그림 14> Claudia Schiffer 
(C. McDowell, 2000, p. (G. Adrian, 1998, p. 415). 
144).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슈퍼모델의 등장은 현대 패션모델의 지위와 역 

할을 향상시켰으며, 현대 패션모델 직업의 다양화, 

스타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패션모델의 전문화 시대(1990년대〜현재)

1) 이미지의 다양성(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의 패션은 같은 주기로 변화해 갔다. 환 

경 친화적인 컨셉을 가진 제품들과'기능성과 편리함 

을 동시에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 등의 마케팅 전략이 

발달했으며, 그런지(Grungy), 미니멀리즘(Minimalism), 

에스닉(Ethnic), 레트로(Retro), 네오 히피(Neo-Hippie), 

네오 클래식(Neo-Classic), 루즈 룩(Loose Look), 페미 

니즘(Feminism), 시스루(See-Through), 란제리 룩(Lingerie 

Look) 등의 다양한 종류의 패션과 안티 패션(Anti 

Fashion)까지도 존재했던 시기이다. 또한, 젊은이 문 

화에 영향을 받은 스트리트 패션이 주목을 끌었는데, 

흐트러져 보이게 옷을 입는 그런지 스타일은 일반 대 

중은 물론 상향 전파되어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패션에 맞춰 패션모델 또한 자신 

의 이미지를 브랜드의 컨셉에 맞춰 다양하게 변화를 

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건 

강한 슈퍼모델들이 계속해서 활동한 시기이며, Nadja 

Auermann, Eva Herzigova, Helena Christensen, Kate 
Moss 등이 있다. Nadja Auertnann(그림 15)은 1973 

년생으로 독일 출신 슈퍼 모델이며, 180cm의 키에 

서 115cm의 롱 다리로 90년대 최고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모델은 다리가 길어야 함을 보여준 모델 

이기도 하다. Eva Herzigova는 글래머러스한 모델로 

177cm, 블론드 헤어, 파란 눈 등 마릴린 먼로를 연상 

케 하는 외모로 원더 브라의 모델로 유명하다. 덴마 

크 줄신의 Helena Christensen는 177cm, 다크 브라운 

헤어, 초록색 눈이 인상적인 외모로 레블론과 커버 걸, 

샤넬 광고 모델로 활약하였다. 이 외에도 80년대 후반

22) Vogue Korea (15 Feb 1997). The Way They were Super Model, pp. 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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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Nadja Auermann〈그림 16〉Kate Moss(R4- 
(C. McDowell, 2000, p. ZAAR, 2007. 8. p. 128). 
151).

에 등장하여 90년대 모델계의 흐름을 바꿔놓은 Kate 

Moss(그림 16)가 있다. Calvin Klein은 60년대 Twiggy 
이미지와 흡사한 분위기인 그녀를 광고 모델로 내세 

워 패션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2”. 그녀는 180cm 

에 육박하는 모델만이 캣워크에 선다는 불문율을 깨 

고 168cm의 작은 키로 캣 워크 무대에서 정상의 모 

델로 성공하였다. 글래머러스한 모델들 사이에서 빈 

약한 몸매의 케이트모스는 기존의 다른 미적 기준을 

선보였으며,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미국의 

10대 여성들에게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켜, 지나친 

다이어트가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특히 그녀 

의 흐트러진 몽환적인 이미지는 섹시함에 싫증이 난 

현대인들에게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개 

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ate Moss의 등장 

이후 모델계에서는 그녀를 연상케 하는 평범하고 연 

약한, 신선한 나이어린 모델들이 나타났다. Audrey 

Marnay는 빨간 머리 앤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가진 

귀여운 소녀로 특히 주근깨가 많은 인상적인 마스크 

로 소녀스러운 분위기를 표출하여 '제2의 Kate 

Moss，라 불리며 90년대 후반에 가장 촉망받았던 모 

델이다. 영국 출신의 23세 소녀 Karen Elson은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에 의해 성공하게 되었으며, 

그녀는 예쁘지는 않지만 어딘가 끌리는 독특한 매력 

으로 최근 톱디자이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귀족 출신의 영국 모델 Stella Tennant은 183cm, 브라 

운 헤어, 파란 눈을 가졌는데 예쁜 얼굴을 아니지만 

보이시 하면서 세련된 마스크로 인기를 받았으며, 모 

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명세를 탄 

모델 중의 하나이다. 흑인 모델 Aik Wek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수단에서 런던으로 건너간 후 대학 시절 

에 에이전시의 눈에 띄어 모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며 탄력 

있는 체형으로 모델로서는 최고의 신체조건을 가졌 

으며, 개성 있는 얼굴과 피부 톤으로 캣워크에서 활 

발히 활동하는 모델이다.

이처럼 1990년대 패션모델은 화려한 외모보다는 

모델에게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 즉 개성을 중시한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던 

시기이다. 특히 나이 어린 모델들이 가장 많이 등장 

했던 시기이며, 비쩍 마른 몸매와 화장기 없는 약간 

의 병적인 얼굴로 그 점이 매력이 되어 전통적인 톱 

모델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미의식의 시대를 열었다.

2) 베이비페이스(2000년대)

21세기는 급격한 사회, 경저), 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적 진보와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이다. 안정 

보다는 변화가 주도하는 현실에는 패션도 예외가 아 

니다. 1990년대 후반의 문화적 현상인 포스트모더니 

즘은 2000년대에는，퓨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등 

장시켰다.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된 현대인들은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 새롭게 

재창조되고 변형되는 현실 속에 있다. 모델 시장에서 

는 한국 모델들이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근 소비시장은 보보스, EQ&IQ, 
크로스오버, 퓨전 등 획일성과 다양성, 기술과 자연, 

일과 휴식 등 상반된 가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80년대의 획일성에서 90년대의 

다양성 추구로, 그리고 2000년대는 양면성 의 공존으 

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션 또한 정 

형화된 스타일을 거부하고 실용적 인 옷과 천연 소재 

의 사용,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추구하고 있다. 전반 

적 인 트랜드로는 복고가 유행 하고 있고, 여성스러우 

면서 모던한 현대적 감각이 추구되었으며, 이국적인

23) 정현숙, ''사회 분위기가 패션모델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wiggy와 Kate Moss를 중심으 

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1호 (1995), pp.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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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를 이용한 여러 이미지를 믹스시킨 에스닉, 레 

이어드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이 늘 

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은 딱딱하고 규격화, 획일화 된 

것보다는 가볍고, 소프트하며, 자유로운 것을 선호하 

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룩은 편안하고 실용적이면서 

개성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층의 취향을 

잘 만족시켜주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990년대의 영향으로 섹시한 

이미지의 Gisele Bundchen, Natalia Vodianova, Adri

ana Francesca Lima 등의 모델이 인기를 끌었으며, 동 

시에 Gemma Ward, Heather Marks 등 귀엽고 소녀 같 

은 이미지의 베이비페이스 모델들이 패션계를 장악 

하고 있다.

브라질 대표 모델 Gisele Bundchen（그림 17）은 키 

180cm, 52kg의 체중으로 섹시한 마스크, 황금 비율 

의 몸매라는 호칭이 있을 정도로 완벽한 바디라인과 

연출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유명 경제지인 포브스지 

는 Gisele Bundchen이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수입원은 유명 의류 브랜드 빅토리 

아 시크릿의 간판 모델이자 각종 유명 명품 브랜드, 

자신의 이름으로 런칭한 샌들 사업 그리고 패션쇼 모 

델료 등이다. Gisele Bundchen은 빅토리아 시크릿, 

Christian Dior, Bulgari 등에서 모델로 참가하였으며, 

잡지 보그, GQ, 엘르, 마리 끌레르, 롤링 스톤 등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 Natalia Vodianova（그림 18） 

는 러시아의 출신으로 175cm, 50kg의 다소 작은 키 

이지만 그녀의 환상적인 몸매와 지적이면서도 귀여 

운 마스크는 패션계의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2003년 

가장 많은 패션쇼 무대에 선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 

다. Natalia Vodianova 이후 패션 모델계에선 좀 더 

어려 보이고 소녀스러워 보이는 베이비페이스 모델 

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동안보다도 한수 위인 

，베이비 페이스，트로이카가 패션 위크를 점령하고 

있다. 베이비 페이스는 새하얀 피부에 동그란 얼굴형 

으로 마치 아기의 얼굴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데. 슈 

퍼모델 출신 Lily Cole, Gemma Ward, Heather Marks 

등 3명의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베이비 페이스 

말고도，인형같은，혹은，요정'의 이미지를 가진 모델 

로 불리기도 하는데, 신비로운 느낌 덕분에 샤넬, 루 

이뷔통 등 세계적인 톱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모델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베이비페이스의 선두주자인 

Gemma Ward（그림 19）는 177cm, 브론드 헤어, 초록 

색 누 신체 사이즈 32, 24, 35로 현재 모델 랭킹 여자 

1위, 디자이너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델 1위, 보그지 

가 사랑한 모델 1 위이다. Gemma Ward는 베이비페이 

스를 좋아하는 미우치 아 프라다의 눈에 띄 었고, 프라 

다 캠페인과 쇼를 서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4년 Natalia Vodianova에 이어 패션계가 가장 사 

랑하는 모델이 되었다. 캐나다 출신으로 비비안 웨스 

트우드, 빅토리아 시크릿 등에서 완벽한 몸매를 뽐냈 

던 Heather Marks（그림 20）는 지난 2005년 삼성 휴대 

폰 지면 모델에 이어 올해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인 

，soup'의 모델로도 기용됐다. 빨간 머리가 돋보이는 

Lily Cole 은 영국 출신으로 샤넬 에르메스, 안나 수 

이, 모스키노 등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이런 베이 

비페이스 모델들은 10대 중, 후반의 나이로 깡마른 

몸매와 소녀스러운 이미지로 패션계의 혜성으로 등 

장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7> Gisele Bundchen〈그림 18> Natalia Vodianova 
(BAZAAR, 2007. 8. p. 257). (VOGUE, 2008. 2. 표지).

〈그림 19> Gemma Ward(BX-〈그림 20> Heather Marks
ZAAR, 2007. 12, p. 242). (BAZAAR, 2007. 8,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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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에서 패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여 뉴욕, 밀라 

노, 파리, 런던, 동경 등 대도시에서 매 시즌마다 컬 

렉션이 개최되고 있으며, 수많은 패션매거진과 카탈 

로그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패션산업과 관련 

된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패션'이란 단 

어 자체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한 데에는 그 중심에 

패션모델의 대중화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션을 표현하는 주체인 패션모 

델의 이미지를 시대에 따라 그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 패션모델의 행보와 활동 영역 

의 확장 및 전문화 과정을 살펴 향후 지속될 연구의 

기초 자료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20년대의 대표모델로는 유연하고 매끈한 실 

루엣의 Marion Morehous, 1930년대에는 여성스 

러움의 글래 머 러스한 Jean Harlow의 금발머 리 

와 Addrianne의 화려함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 

었으나, 이 시기에는 모델들이 패션 아이콘으 

로의 시작 단계이므로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를 

정립하기는 어렵다.

2. 1940년대는 글래머러스한 우아함을 나타내는 시 

기이다. 이는 디올의 뉴룩의 영향으로 아주 가 

는 허리의 체형을 요구하였으며, 모던한 슈퍼모 

델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질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델로 Dovima인데 코끼 

리와 함께 있는 사진은 패션 사진의 하나의 전 

형이 되었다. 50년대 여성적인 실루엣의 의상들 

을 잘 표현한 글래머 모델로 인해 우아하고 매 

혹적이며 몸매를 강조하는 옷이 유행하였고, 가 

장 날씬하게 보이는 각도의 포즈가 유행되었다.

3.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패션 모델계에 모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트랜드가 되는 이미지 

의 모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I960년대는 

10대 모델 Twiggy와 Jean Shrimpton의 '인형 같 

은 소녀，이미지가 유행함으로써 작은 사이즈 

의 의상과 소녀풍의 베이비 돌 룩을 유행시켰 

다. 1970년대는 여성의 자기 과시와 독립된 태 

도가 두드러졌으며, 운동선수들의 높은 인기와 

명성으로 인해, 그들이 착용한 운동복은 대중 

에게 신체 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는 모델계에도 영향을 주어 

건강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모델들이 인기를 누 

리게 되었다. 1980년대 모델업계는 패션 산업 

의 붐으로 슈퍼모델을 등장시켜, 슈퍼모델은 

큰 키,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 늘씬한 다리 

등 일반인들과는 차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대 패션모델 직업의 다양화, 스타성 

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1990년대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패 

션은 국가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것이 되었고, 다양한 패션에 맞춰서 패션모델은 

화려한 외모보다는 모델에게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 즉 개성을 중시한 스타일에 초점을 맞 

추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던 시기이다. 특히 

나이 어린 모델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시기 

이며, 비쩍 마른 몸매와 화장기 없는 약간의 병 

적인 얼굴이 매력이 되어 새로운 미의식의 시 

대를 열었다. 2000년대 패션 모델계는 1990년 

대의 동안보다도 한수 위인，베이비 페이스，시 

대이다. 이 시기의 모델들은 10대 중, 후반의 나 

이로 깡마른 몸매와 소녀스런 이미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모델의 이미지가 대두되었다가 사 

라지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분위기에 맞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풍조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시대별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계된 패션계는 그 시대에 맞는 패션 

모델의 이미지를 요구하며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 

패션 모델계에 마른 몸매가 패션에 부각되면서 거식 

증으로 목숨을 잃는 패션모델이 나타나게 되자 모델 

계의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겨】기가 되었다. 이처 

럼 패션모델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인식하여 긍정적인 가치 부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이미지 형성 및 자기 

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 

쇼에서만 활동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패션 아이 

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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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모델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를 기점 

으로 앞으로 패션모델의 역할이나 슈퍼모델의 이미 

지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등 좀 더 심도있는 연구 

들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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