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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at-risk adolescents, the environmental and personal risk 

factors that have been building up inside them as a result of not feeling protected at 

school or at home are manifested externally as anxiety, depression, rage, complexes, 

lethargy, violence, and alienation. This study intends to help at-risk adolescents to 

discover what they are good at, nurture their dreams, and help them to develop 

themselves through various culture and arts experience programs so that they can have 

better self-esteem through the wholesome understanding of themsel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n paticular, is to help young girls who are interested in the physical 

appearance to develop higher self-esteem through self-management and creative programs 

for related to fashion, beauty, culture, and the arts.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recognition of image, and the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a fashion styling program. It was prepared based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during the adolescence, body image, and lifestyle analyzed with 

past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during adolescence were 

examined. An the appearance management program was developed that centered on yhe 

major variables, and a fash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activity program was 

developed that centered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techniques preferred by young 

girls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Key words 위기청소년 패션 패션 스타일링 : at-risk youths( ), fashion( ), fashion Styling( ), 

프로그램 개발             program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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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년 전체 인구의 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1980 36.8%

하여 년에는 년에는 가 되2000 24.5%, 2005 22.9%

었다 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만명으로 . 2013 5,022

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2010 1.6% , 

만 천명으로 감소하였고 년 총인1,003 9 4.1% , 2013

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로 20.0%

년 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1978 36.9%

는 실정이다 또한 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 1980

소한 출생아 수의 영향으로 향후 청소년 인구는 계

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Statics Korea, 2013). 

이렇게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

는 반면 위기청소년은 증가 하는 위험(Jang, 2007)

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 받

지 못하고 미디어중독 대인관계 미숙 학업에 대한 , , 

흥미상실 학교 폭력 가정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 , 

있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청소년의 증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함

으로 내재되어 있던 환경적 개인적 위기요인이 다양·

한 외적 요인으로 표출된다 불안 우울증 분노 열. , , , 

등감 무기력 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외적 특성으, , , 

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차 범죄로 발전되거나 . 2

또 다른 피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으, 

로 많은 인적자원의 유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유실.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통한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특기 꿈 적성계발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 ,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사

업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대다수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선도 및 치유에 한계가 있다 자. 

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감이나 내 외적 이미지의 중·

요성을 각인시켜 위기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이미. 

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 할 수 있는 패션 미용 문화· , , 

예술 분야 등에 관한 창의적 활동을 통한 스타일링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기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 . Ⅱ

위기 청소년의 특성 및 실태  1. 

위기 청소년  1) 

위기청소년 이라는 용어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  ‘ ’

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 정의에 . OECD

의하면 위기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 

직업을 갖거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그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 

지 못하는 청소년 이다 우리나라의 청’ Yang(2013). 

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 에( 7 8 )

서도 다음과 같은 접근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세 가

지로 범주화 하고 있다 첫째 보호가자 없거나 보. , 

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둘째, , 

학업중단 청소년들이며 셋째는 교육적 선도대상 청, 

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들이다

여기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Lee, 2005). 

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란 가출청소

년 소년소녀가장 빈곤계층 가정의 청소년 요보호 , , , 

청소년 등을 말한다 학업중단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하며 교육적 , 

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

년이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따돌림 ,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 가해 및 , , 

피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 등을 , 

지칭한다(Nam, 2006)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디어중독 대인관계 미숙  , ,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 학교 폭력 가정문제 등으로 , ,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으로 위탁교육기관에 맡겨진 위기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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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의 증감 추이   2)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의 연도별 신수용인원은   

년을 정점으로 년까지 감소를 보이다 1997 2006

과 같이 년부터 다시 증가추세이며Figure.1 2007 , 

년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증가2012 3.8% 

위탁소년 감소 보호소년 증가 하였다( 1.5% , 15.8% ) . 

학교폭력 대처 여론 청소년인구의 추이 소년사법, , 

환경 변화 등으로 볼 때 소년보호기관의 전체 수용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폭력의 . 

증가 소년범의 저연령화 경제 불황에 따른 가족기, , 

능 약화 등으로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소년보호기관은 청소년, ‘

비행예방센터 역할 증대 시설내 교육의 내실화 출’ , , 

원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 절실하다(Statics Korea, 2012).

청소년기의 외모에 대한 관심  2.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행동은 실질적이기보다는   

감각 지향적으로 외적이미지를 추구하며 이는 패션, ․

  The New Number of Persons to be Admitted

  One day the Average Accepted of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dmitted

Figure 1. The State of the Protection of the Adolescent

-http://kostat.go.kr

뷰티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Im(2008)

의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에 따

라 다양한 심리변화도 나타나는데 청소년기에는 신

체적변화와 사회적 및 정서적 성숙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의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청소년 외모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여고. 

생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Choi and Kim(1993)

서 부와 학력이 높을수록 의복디자인 및 유행에 관

한 흥미가 높았으며 의 연구에서도 학, Jang(2007)

력과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의복 심미성을 중요시 

하였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심미성을 중요시하

였다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의 또다른 특징은 과. 

시소비와 브랜드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은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 불확실Lee(2008)

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이나 분위기, 

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으며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의 청소. Lee(2003)

년 외모관련행동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관심 체중, 

관심 신체수정요구도가 높았으며 신체만족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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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복을 통한 가꾸기에는 머. 

리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도 포함되는데 피, , 

부 헤어는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 

점에서 의복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인간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으로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굳혀나가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며 외모에 대한 관심도, 

가 증대되고 동료 집단에 자연스럽게 수용되기를 원

하는데 이때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외적 이

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패션 스타일링의 의미 및 프로그램의       3. 

필요성    

영화 귀여운 여인 에서 주인공 줄리아   , (1990)「 」

로버츠는 반바지에 탱크 탑 검정 부츠를 신은 스트, 

리트 패션으로 고급 의상점에 갔다가 종업원에게 무

시를 당한다 이는 패션 스타일링(James B, 2003). 

에 따라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며 외적 스타일링의 ,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이다 실제로 우리는 겉모. 

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교육수준 가정, , 

환경 신분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그 사람의 옷을 , ,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패션 스타일링이 . 

착용자의 외적인 내용과 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지

각되는 상이며 순간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은 연출된 자아 라는 . Featherstone(1991) ‘ ’

개념으로 구체화 했는데 자기 외모의 현재 상태에 

대한 그날그날의 인식은 자기 과거의 이미지뿐만 아

니라 시각 매체 등을 통해 이상화된 이미지들과의 

비교에 의해 더욱 선명해진다고 하였다 즉 이 개념. 

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인상을 줄 , 

것인지 관리하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

한다 그러므로 첫인상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있어 . 

패션 스타일은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패션 스타일링의 주된 역할은 특정한 이미지의 형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패션 스타일링은 . 

단순한 표면적인 아름다움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

라 이미지의 형성을 통해 마음 깊숙이에 있는 내면

의 미까지 외형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있다 그러므. 

로 패션 스타일링으로 완성된 외적 감각은 내적 이

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결국 패션 스타일. 

링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강력한 설득 수단이 

되는 동시에 자신과의 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

이 되는 것이다(Lee, 2011).

청소년기는 패션소비나 개성에 대한 표현에 있어  

서도 성인에 비해 정서적 불안이나 심리적인 혼란으

로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할 가능성

이 높으며 패션 스타일링을 단지 겉모습으로만 드러

나는 외적 치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 

가정이나 학교에서 세심한 보호를 받지 못한 위기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보다 이른 시기에 가정이나 학

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많은 시간을 사회의 환경적 

자극과 접촉하게 되면서 성인의 패션 이미지를 그대

로 모방하거나 과시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외적이미지로 인해 차 범죄로 발전되거. 2

나 또 다른 피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패션이라는 매개

체를 통해 정서적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패션 스타일

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자아존중감 향

상 품성 및 대인관계 향상으로 내외적 자신감 상승, ․
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 성, , 

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주어진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의 가

치로 판단되며 이러한 질적 가치를 느끼는 것이 감

성이다 그러므로 위기 청소년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 

자극 할 수 있는 패션 미용 문화 예술 분야 등에 , , , 

관한 창의적 전공체험활동을 통한 동기부여 및 다양

한 직업탐색 및 진로개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패션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 

통해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지역 인

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 Ⅲ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청소년기의 외모관리행동  , 

신체이미지 라이프스타일 등의 내용분석을 통해 외, 

모관리행동 이미지에 대한 인식 패션스타일링 프, , 

로그램의 참여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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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외모관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변인을 

중심으로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분. 

석결과를 토대로 여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외모관

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분석대상  1. 

본 연구의 조사는 경상남도에 있는 위탁교육기관   

곳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2 . 

집 방법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사용된 설문지의 . 

구성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의 청소년의 자기신체인식과 패Im(2010)

션 소비성향 실태 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기초로 하

였다 위기청소년의 위탁교육기관의 여자 청소년 . 50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부의 설문지를 회45

수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과 같이 나. Table.1

타났다. 

Table 1. The Object of the Research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Percent

Age
14-16 25 56

17-19 20 44

Total 45 100

Table 2.  The Survey Contents

Factor Item Numbe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Recognition of My Body Type

8Self-Expression through Clothing

Styling Suitable for TPO

Recognition of Image

Appearance I am Most Concerned with Currently

11Recognizing Importance of Appearance 

Management

Request for Participation in Fashion 

Styling Program

Necessity of Appearance Management Program

2Preferred Contents for Program

Participation Intent of Program

분석내용  2. 

설문지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패션 스타  21

일링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위한 주요변인을 파악하고

자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 라이프스타일 이미지에 ( ), 

대한 인식 패션스타일링 프로그램의 참여요구의 , 3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영역별 질문내용은 다음  , 

와 같다Table 2 . 

연구결과. Ⅳ

외모 관리 행동  1. 

설문조사분석 결과 외모관리 행동 의 자기  Table 3

체형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명30 (67%)

가 자신의 체중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고 몸, 

매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고 명 이 답하였다38 (84%) . 

또한 옷을 날씬한 사람이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35

명 고 답하여 체형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며 , 78%)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 체형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 

며 의복 착용에 있어 마른체형이 이상적이라고 생, 

각하였다 의복을 고를 때 체형을 고려해서 고른다. 

는 응답이 명 로 나타났다30 (67%) .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9 2

176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에 대한 문항에서는 자신이  

가진 옷 중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외출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문항에서 명 이 자신감이 생긴다고 41 (91%)

답하였고 명 의 학생이 유명 브랜드 옷을 , 33 (73%)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답해 의복으로 자신을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33

명 은 내가 좋아하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73%)

입었을 때 기분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답해 유행을 

따라가야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는 의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또래 . 

집단에게 표현하고자 하며 유명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패션에 대한 주관이 . 

뚜렷하지 않아 유행성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모방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청소년 외모관리

행동 선행연구 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Jang(2007)

청소년기는 과시소비와 브랜드제품 선호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시간 장소 상황 에 맞는   Time( ), Place( ), Occasion( )

스타일링에 대한 문항에서는 에 대한 개념에 대TPO

한 이해가 없었으며 스타일링에 대한 간단한 , TPO 

설명 후 설문이 이루어 졌으며 명 는 , 22 (49%) TPO

에 맞게 적절히 스타일링 한다고 답하였다 프로그. 

램 가이드라인 제작시 에 맞게 의복을 착용하는 TPO

방법 및 내용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Table 3. The Survey Contents, Regardi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actor Item N %

Recognition of 

Body Type

1. I have problem with weight. 30 67

2. I am confident about my body. 38 84

3. Clothes look prettier when they are worn by a slender person. 35 78

4. I consider my body type when choosing clothes. 30 67

Self-Expression 

through 

Clothing

5. I feel more confident when I wear the best clothes I have. 41 91

6. I feel great when I wear clothes of a famous brand. 33 73

7. I feel act differently when I wore the clothes I like and those I do not. 33 73

Styling Suitable 

for TPO
8. I dres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ccasion and place. 22 49

이미지에 대한 인식  2. 

이미지 인식에 대한 문항 는 현재 가장 고  Table 4

민하는 외모에 대한 문항 순위가 다이어트로 몸매 1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패션스타일 얼굴성형 피부관리 헤어스타일 기타, , , , 

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외모관리 문항에서는 명. 36

의 학생이 상대방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80%)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상대방이 보는 , 

나의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명12 (27%)

에 불과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이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인상의 중요성에 . 

대한 질문에서는 명 로 첫인상의 중요성에 19 (42%)

대한 인식은 다소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외모관리.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는 명32 (84%)

으로 나타나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

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이나 기회가 된다면 관리하

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보여 . 

지는 나의 이미지에 대해 고민해 본적이 있다는 문

항에서는 명 로 나타났다25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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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cognition of Image

Factor Item N %

Appearance I am 

Most Concerned with 

Currently

1. Diet 38 84

2. Fashion Styling 33 73

3. Hair Styling 26 58

4. Skincare 27 60

5. Plastic Surgery 28 62

6. Etc.. 3 4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Management

7. I think importantly of the appearance presented to others. 36 80

8. I think I present a good image to others. 12 27

9. I think first impression is important. 19 42

10. I will make continuous efforts for appearance management. 32 84

11. I have thought about my image presented to others. 25 45

Table 5. Participation in the Fashion Styling Program

Factor Item N %

Preferred Contents 

for Program

1. Necessity of Appearance Management Program 41 91

2.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41 91

패션스타일링 프로그램의 참여요구   3. 

패션스타일링 프로그램의 필요성 에 대해   Table 5

분석해본 결과 필요하다 명 매우 명26 (58%), 15

으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스타일링 프로(33%)

그램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패션스타일링 .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자의 명41

이 참여의향을 나타내어 스타일링 프로그램에 (91%)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패션스타일링 . 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을 위한 패션스타일링 프로그램 내용은 다  

음 과 같이 개발되었다 단계로 구성하였으Table 6 . 3

며 현재 나의이미지 진단 및 분석 스타일링 목표이, 

미지 설정을 위한 리서치 및 무드보드 작성하기 다, 

양한 인스피레이션 활동을 통한 스타일링 전개로 구

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  1. 

개발한 프로그램을 박사과정 이상의 의류학 전공  

자 전문가 집단 인을 구성하여 타당도 평가를 하였3

다 타당도 평가는 개발된 프로그램과 함께 평가지. 

를 제공하였으며 개발된 청소년 스타일링 프로그램, 

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가들의 의견은 위기학생에 대한 연령대 및 현재 처

해 있는 위기상황 학교폭력 가출 따돌림 등 에 따( , , )

른 개인별 접근방식의 차이 쉽고 흥미롭게 전개할 ,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

다 검증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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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패션스타일링 프로그램   2. 

 

현재 이미지 진단 및 분석  1) 

단계는 외모관리 입문 개념의 이해 및 탐색 연  1 , , 

출법 이미지 관리의 주제로 구성되고 청소년기의 , , 

외모 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의 자신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즉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친구 상. , 

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분석한다 그리고 자. 

신감 증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마인드 교육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상대방이 보는 나의 이

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

는다 다음으로 패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 

한 스타일링의 이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패션으

로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열등감을 없애고 자

신의 단점을 개성으로 부각시키는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얼굴형 체형별 진단을 통해 어울리는 연출, 

법을 제시하고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이는 거울보. 

기 사진촬영의 상호실습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왜곡, 

된 자아 인식을 개선하고 자아를 찾기 위한 방법으

로 패션에서 연계점을 찾는다 개인의 세부적인 장. 

점이나 단점을 파악하여 이미지 향상의 효과를 배가

시키기 위해 현재의 나 자신을 분석한다.  

스타일링 목표 롤 모델 이미지 리서치 및 무  2) ( ) 

드보드

단계는 목표이미지 설정 라이프스타일 신체관  2 , , 

리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연예인 친구 정치인 등의 . , , 

다양한 인물의 리서치 작업을 통해 목표 모델을 설

정하고 모델의 성격 라이프스타일 직업 등의 구체, , 

적인 파악을 통해 무드보드로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모습을 되찾을 . 

수 있도록 하고 실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이해 

및 이를 이루기 위한 건강관리법 등에 대해 제시한

다 청소년기의 패션소비나 개성에 대한 표현에 있. 

어서도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으로 패션

이 단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외적 치장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적인 외모나 매력은 객. 

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신체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그. 

러나 본 주제를 통해 패션 스타일링은 단순히 의복

과 액세서리를 코디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며 

이는 토털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인스피레이션을 통한 패션 뷰티 스타일링  3) ·

단계는 감성체험을 통한 동기유발 실전 스타일  3 , 

링 커뮤니케이션 활용의 주제로 다양한 인스피레이, 

션 원천 실습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되어있는 개성을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패션과 헤어스타일링 피부관, 

리법을 제안한다 또한 긍정적인 이미지 완성을 위. 

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용에 대해 습득하도록 한

다 패션 스타일링 작업은 패션 예술의 창의적 표현. 

과 사고력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 .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특

성을 지니고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낸다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간에 있어서도 개인. 

의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청소년들에게 . 

있어서 패션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

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프. 

로그램을 통해 개성과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패

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인스피레이션(Choi 2011). 

의 원천이 되는 주제 선정을 위해 어린 시절의 향

수 미술관 박물관 여행 독서 사진 산책 등의 경, , , , , , 

험을 유도하여 자신의 영감의 재료를 찾을 수 있도

록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이미지를 찾기 . 

위한 구체적인 구상의 시간을 가진다 이미지 맵을 .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및 제언 . Ⅵ

우리나라 청소년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향  

후 청소년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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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Fashion Styling Programs for Adolescent Girls

S
te

p
 1

Introduction to 

Appearance Management

· Understanding appearance management during adolescence

· Analyzing myself now (before)

  -My image as seen by myself

  -My image as seen by friends

  -My image as seen by teachers

· Vision and mind training for enhancing self-esteem

Understanding and 

Searching Concept

·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fashion

· Understanding a variety of styling

  -Analyzing my styling image

· Eliminating complex through fashion

· Analyzing my face type and body type

· Wearing body safe correctly

  - Finding disadvantage in my body 

  - Understanding body proportion and silhouette

Understanding Concept 

and Presentation Method

· Meaning of fashion

· Seminar on trends

· Understanding TPO concept and presentation method

Managing Image and 

Facial Expression

· Image presentation through facial expression management (Watching 

mirror)

· Making favorable image through smile technique (Smile Technique)

· Mutual practice through photographing

S
te

p
 2

Setting Target Image

· Research on various people including celebrities, friends, politicians, 

and teachers

· Understanding specifics such as the characteristic, lifestyle, and 

emotion of the model after setting the target model, visualization 

using mood board

Lifestyle

· Understanding lifestyle

· Analyzing my current lifestyle

· Analyzing the lifestyle of target image

Body Management
· Managing body for styling proportion

· Health management through exercise

S
te

p
 3

Motivation through 

Emotional Experience

· Inspiration method

· Various emotional experience activities for inspiration (visit to 

museum, art gallery, etc.)

· Using source of ideas

Emotional Experience
· Concretization of inspiration

· Image mapping and mood board making

Understanding Styling
· Understanding a variety of styling (modern, elegance, romantic, 

ethnic, avant garde)

Styling Practice

· Research on the image that is suitable for me and enhances me 

through fashion and hair styling

· Hair style suitable for me

· Make-up suitable for me

Skin Management

· Managing skin by myself

  -Using fillers

  -Basic skin management method

Using Communication
· Understanding how to use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to 

present positiv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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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하

지 못하고 다양한 환경적 형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파악하고 자존감을 향상 시켜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외모관리행동 이미지에 대한 인식 스타일링 프로, , 

그램의 참여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션

스타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 행동의 자기체형 인식에 대한 문  , 

항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은 체형에 대한 민감하게 반

응하며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짐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 체형인식은 부정적으로 . 

나타났으며 의복 착용에 있어 마른체형이 이상적이, 

라고 생각하였다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에 대한 문. 

항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입

었을 때 기분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답해 유행을 따

라가야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 맞는 스타일링에 대한 문항에서는 . TPO

에 맞게 적절히 스타일링 한다고 답하였다 둘TPO . 

째 이미지 인식은 현재 가장 고민하는 외모에 대한 , 

문항 순위가 다이어트로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도1

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패션스타일 얼굴성, , 

형 피부관리 헤어스타일 기타의 순으로 분석되었, , , 

다 외모관리 문항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이미지. 

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인. 

상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외모관리.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는 높게 나타났

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이나 기회가 된다면 관리하

려는 의지를 보였다 셋째 패션스타일링 프로그램. , 

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 명, 26

매우필요하다 명 으로 응답자의 거의 (58%), 15 (33%)

대부분이 스타일링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

고 있었다 패션스타일링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한 . 

분석 결과 응답자의 명 이 참여의향을 나타41 (91%)

내어 스타일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이미지 진단 및 분  

석 스타일링 목표이미지 리서치 및 무드보드 인스, , 

피레이션을 통한 패션뷰티스타일링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미지 향상을 통해 자신감 회복 열등감 해소, , 

자아존중감 충족으로 마음과 사고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 

열등감을 해소하여 하기 위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 ,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근본적인 문. 

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는 형식의 세부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선도 및 1:1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감이나 내 외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

각인시켜 위기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위기청소. 

년이 증가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예방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발전이 시급하며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지역시설

과 자원들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효과적으

로 돕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  

와 연구의 방향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만 사용하였다 보다 타당성있고 심층. 

적인 연구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

회복지 전문가를 포함한 질적인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하여 프로그램 참

여자의 만족도조사 프로그램의 개선사항 등의 연구, 

를 제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자기 신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패션스타일링을 통한 청소년 자

기표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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