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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goth)이미지의 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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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goth image which have had influence 
on literature, film, music and art, in modern fashion.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cumentary about gothic 
and goth, and the fashion magazines since 2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nsuality shows the exces-
sive exposure of body and inner wear, and emphasizes a resistance of sexual consciousness and a image of independent, 
active, powerful woman. Second, androgyny shows the goth women wearing a men’s cloth and encourages a person to 
have a perfect being and satisfaction. Third, horror shows the symbol of death and suggests a substance of desire hidden 
in our mind. Fourth, historicity shows victorian fashion which have a romance of gothic and baroque, not a cult but a modern 
image. In conclusion, goth image in modern fashion does not show a substance negative and horrorful, but a substance pos-
itive as a perfection, satisfaction, a sense of freedom, obliteration of a feeling of uneasiness and powerful woman’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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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들은 현실의 공포를 잊기 위하여 허구의 공포에 빠져 들        

어가는 것을 즐겨 선택한다. 공포 영화에서도 사람들은 사회에       

서 금기시 하는 사항들을 위반하는 등장인물들로부터 대리만족      

을 얻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즉 죽음과 같은 것에 대         

한 탈출구로 인식한다. 즉, 이러한 공포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내부에 억눌려 있는 억압과 불안을 일시적이나마 해소시켜 주       

는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인 나카무라 마레아키(中村希明)는 그의 저서 “괴담     

의 과학 유령은 왜 나타나는가”에서 사람은 쾌적한 감정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제1공식-쾌락추구의 원칙이     

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신분석의 수법으로는 설명되지 않       

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스릴을 느낀        

다는 것이다. 스포츠에서부터 게임, 액션영화에 이르기까지, 조      

심스럽게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비밀스러운 연애나 뒤틀린 성      

취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즐거움의 배후에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다는 것이다(양애경, 1999).

공포의 대상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발생되며, 현실      

에 대한 은유적 표현의 형태이다. 공포의 형태는 일찍이 고딕        

(gothic)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딕은 역사적인 종족으로부터       

건축, 과거의 패션, 동시대의 문학적 형태, 필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으로 묘사되면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펑크적 요소, 글램록, 뉴로맨틱이 점차 음악과 패션의 독특한     

고스(goth) 스타일로 융합되어 나타났으며, 어둠, 섬뜩한, 사악     

함으로 묘사되었다. 

현재까지 널리 퍼진 고스스타일은 흔히 수퍼 내추럴과 어둠     

의 미학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어둠에 대한 기호     

는 인간 내면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세기말에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면화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고스의 발생지인 영국     

을 비롯하여 미국 등지에서는 거리에서 쉽게 고스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과거의 퇴폐적 쾌락과 파괴적 개념이 아닌     

새로운 오픈 마인드를 가진 개성있는 그룹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웹사이트를 통해 패션, 음     

악, 문학, 미술,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그     

들만의 고유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일찍이 하위문화로서 고스 스타일은 일상의 규범을 거부하     

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장     

르에서 무섭고 추하기만 했던 고전적인 공포감을 조성하는 존     

재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긍정적이고 파워풀한 영웅적 캐     

릭터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현대 패션에서는 고스가     

가지고 있는 펑크적 요소, 페티시적 요소, 로맨틱적 요소 등이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적이고 대담하며, 파워풀한 여성성을 나타     

내는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문학, 영화, 음악, 미술 장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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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스의 흐름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        

서 고스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고딕 및 고스와 관련된 이론서, 패션관련 서       

적, 인터넷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외국 패        

션전문잡지 등을 통한 작품분석으로 미적특성을 규명하였다. 작      

품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발표된 디자       

이너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고스의 개념 및 등장 배경 

고스는 고덤(gothom), 고딕 등과 같은 것으로 단지 차이점은       

명사이고 형용사라는 것이다. 고스는 18, 19세기 후반에 그로       

테스크, 신비주의 쓸쓸함을 강조했던 허구적인 문학인 고딕양      

식에서 비롯되었다. 고딕이란 명칭은 로마에서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라파엘(Raphael)이 레오 10세(Leo X)에게 보내는 정보      

서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이것은 르네상스기에 이르러       

13세기 건축에 부쳐진 비난의 말로써 야만인(babarian)에서 나      

온 것이다. 특히 고딕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에는 호기심       

있는 단어로서 박쥐나 묘지와 관련이 있다. 

야만인이라는 단어와 고스의 연관성은 4세기 로마제국이 쇠      

한 이후 서유럽을 휩쓸게 된 독일 종족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의 붕괴로 인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다크 에이지(dark       

age), 거친 전쟁의 시기, 중세시대의 황폐한 침체로 나타나게 되        

었으며, 독일 고스 종족의 침략적 행위는 곧 야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었다. 

18세기를 에워싼 고딕은 클래식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스타      

일은 굿 테이스트(good taste)와 굿 센스(good sense)에 저항하       

는 자의식의 반란, 폭동이었다. 이것은 가장 근엄한 양식의 종        

말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한마디로 전복에 관한 어떤 것으로 앞        

서 있던 모든 것을 우회(Baddeley, 2002)하는 아방가르드적 특       

성을 지닌다.

고딕의 특성은 거칠고 불길한 장면을 흉내 낸 예술작품 혹은 조         

각 등이 그로토(grottoes-동굴)에서 발견된다. 그로토는 grotto-     

esque 혹은 grotesque로 알려졌고, 과거 중세의 모습이 그로테       

스크 전통의 일부분으로 보여졌다. 지옥의 르네상스 페인팅, 반       

얼굴 악마의 꿈틀거림, 괴물상, 웃고 있는 송장들은 일제히 혐        

오감을 주는 그로테스크한 특성이 나타난다. 고딕적 요소는 성       

과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것을 나타내며, 과거의 어두운 날들        

의 노스탤지어를 열망한다(Baddeley, 2002). 이러한 괴기스럽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은 숭고의 개념과 관련되어 모든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경험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Stevens, 2000).

고딕의 특성을 바탕으로 고스들은 기괴함 또는 어두운 측면       

을 가지며, 이로인해 종종 사탄니스트로 불린다. 몇몇 사탄니스       

트들은 또한 고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탄니스트들은 무작위      

적인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고스는 1970년대 글램록, 1980년대에 새로운 하위음악, 펑크     

등에서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1981년 오픈된 배트캐     

이브(Batcave) 클럽은 뉴로맨틱의 장식적 요소, 펑크의 허무주     

의, 글램적 요소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가 고스였다. Fig. 1은     

1980년대 배트캐이브에서 보여진 펑크이미지의 고스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블랙벨벳, 레이스, 그물망, 진홍색, 보라     

를 엷게 띤 가죽, 타이트하게 레이스로 된 코르셋, 글러브, 위험     

한 스틸레토, 종교적 의미의 실버 쥬얼리로 치장하였으며, 주류     

로 편승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드라큘라와 같은 영원함     

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Polhemus, 1997).

2.2. 대중문화 속에서의 고스 이미지

문학 : 고딕은 이전 로맨티시즘의 한 종류로 다양한 예술 속     

에서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에 관계하고 있다. 로버트 흄(Robert     

Hume)의 저서「Gothic versus Romantic」에서도 역시 고딕은     

로맨티시즘과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Gamer, 2000)라고 보     

았다.

문학에서의 고스이미지는 18, 19세기 허무주의 문학에서 나     

타난다. 18세기말은 낭만주의의 태동과 함께 프랑스혁명(1789)     

을 기점으로 신고전주의(neo-classicism)가 지나치게 합리성에    

근거하여 규칙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상상력을 억제한데 반발하     

여 중세의 고딕양식이 부활되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성이란 신     

고전주의가 절대왕정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정치제도가 개인을 억압하지 않고 개인의     

상상력이 왕성하였던 시기를 중세로 보고 시와 소설로 대표되     

는 문학을 통해 고딕양식을 차용하였다.

계몽 및 합리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18세기 서구의 이     

면에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심이 시에서 중세주의와 발라드로 나타났다면, 가장 근대적     

인 문학 장르인 소설에서는 고딕소설의 형식을 빌어 나타났다.

고딕소설 또는 고딕로만스(gothic romance)는 호라스 월폴     

(Horace Walpole)의「오트랜토성: 한 고딕스토리(Castle of Otranto,     

Fig. 1. 1980년대 Batcave club (Polhemus, T.,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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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thic Story)」(1764)에 의해 창시되었고, 원래는 중세의 어       

두컴컴한 고성을 배경으로 하여 유령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들이다. 고딕이라는 용어는 또 중세적 배경이 없더       

라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이상심리를 다룬 소설 유형에까지      

확대되어 마리 셸리(Mary Shelley)의「프랑켄슈타인」 (1817)과   

찰스 딕킨스(Charles Dickens)의「황량한 집」같은 작품들에    

까지 적용된다. 이외에도「어셔가의 몰락」,  19세기 중반에 나온      

「카밀라」와 「드라큘라」(1897)까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미국의 고딕소설 작가라면「뱀파이어와      

의 인터뷰」, 「메어페어 마녀 시리즈」등을 쓴 앤 라이스(Anne       

Rice)를 들 수 있다. 

그녀는 마녀 집안의 연대기를 연작으로 써냄으로써, 중세와      

현대가 만나는 배경을 창조하고, 섬세한 흡혈귀나 유령(양애경,      

1999)을 통해 고스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흔히 고딕소설에는 유령이 출몰하는 성, 시체가 묻힌 무덤,       

폐허, 소름끼치는 자연의 경관, 동굴과 지하통로 등이 사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소설 속에서는 감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      

들이 벌어지며, 세속성과 신성의 혼재, 유령, 시체, 괴물, 흡혈        

귀의 출몰은 공포를 유발한다(김명복, 1997). 고딕과 공포는 함       

께 속해 있으며,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         

포는 고딕에서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고딕소설의 주요      

요소는 아니다(Stevens, 2000).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형상들은 카타르시스와 함께 인간 내      

면의 공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일찍이 괴기스러운 이야기는 인        

류의 역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전 세계의 오래된 전설이나 신        

화에는 예외없이 괴물과 사악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악마나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와 같은       

괴물들.... 이러한 괴담들이 공포소설, 즉 장르 문학으로서 형태       

를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유        

행했던 고딕소설에서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20세기     

말 안젤라 카터(Angela Carter)는 고딕장르를 분석하는데, 근친      

상간과 식인으로 주요 테마를 묘사하였다(Baddeley, 2002). 이      

처럼 고딕소설에 등장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은 고스의 이      

미지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음악 : 음악에서 고스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태어         

난 가장 병적이고 기괴한 락큰롤에서 보여진다. 1960년대 롤링       

스톤즈는 펑크의 모태 속에서 악하고 하찮은 그룹으로 평가받       

았으며, 믹 재거(Mick Jagger)는 1960년대 말 어둡고 악한 힘        

에 호소하는 밴드로 알려지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벨벳 언더그라운드(velvet underground)는 성     

이 가진 어두운 부분을 록컨롤로 표현한 바 있으며, 그 당시에         

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행      

사하게 되었다. 섬뜩한 로맨티시즘을 추구하는 The Lost boy-       

고딕 펑크 바이커로서 뱀파이어의 이미지-는 초자연적인 상태      

의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하였으며(Baddeley,      

2002), 1970년대 중반 앨리스 쿠퍼(Alice Cooper) 밴드의 글램       

락커이자 성도착자로 잘 알려진 앨리스 Fig. 2는 기괴한 메이        

크업과 공포스러움으로 고스이미지를 표현한 바 있다. 당시 글     

램은 조립적이고 반기능적이며 쓰레기 미학으로 치부되었으며,     

7인치의 플랫폼 부츠를 신을 만큼 성적 경계가 모호한 것이 특     

징적이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의 포스트펑크시대는 음악에서 고딕     

적 요소가 더욱더 풍부한 시기였다. 컬트(Cult), 아웃갱     

(Outgang), 바우하우스(Bauhaus), 더 큐어(The Cure), 시스터즈     

오브 머시(Sisters of Mercy), 시어터 오브 해이트 앤 사이욱시     

(Theatre of Hate and Siouxsie), 더 반시즈(The Banshees) 등     

은 고딕적 테마에 흥미진진한 변화를 주었다(Stevens, 2000).     

특히 바우하우스와 같은 밴드들은 어둠, 침체, 그리고 악마로서     

의 고딕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초기 음악에서의 고스이미지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     

고, 역사적이며 문학적인 고딕의 정신을 유지하였다. 당시 이슈     

화되고 자극적인 화제인 인종주의, 전쟁, 사회적인 악과 관련된     

내용이 다분히 잠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삶, 고통, 죽음 속에서     

의 아름다움과 같은 삶에 대한 다른 시각과 영원함에 대해 추     

구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고스밴드들은 사회적 주류와     

는 다른 차별화된 하위문화로서 비주류로 인식되었으며, 이 시     

기를 통하여 음악과 문화가 다양한 부분 집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많은 고스들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노래 속에는 종교적인 것을 참조하고 있으나, 종교적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 있     

는 잠재의식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서 풍자되거나 혹은 몇몇     

에게는 하나의 패션으로만 인식되기도 하였다. 

록 문화를 즐기던 고스들은 좋아하는 밴드의 티셔츠를 입었     

으며, 그것은 다른 밴드의 디자인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그     

들의 티셔츠에는 새드 올드 고스(sad old goth), 고스 타트(goth     

tart), 스파이스 고스(spice goth) 라는 슬로건(Hodkins, 2002)등의     

Fig. 2. 글램 록커 Alice (Baddeley, G.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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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메시지가 주로 등장하였다. 이후 차별화된 고딕의 제3       

세대는 1990년대 말에 나타났으며, 고딕운동의 미래적 진보의      

모형이 되었다.

영화 : 고딕영화의 기원은 1차 대전의 굴욕과 1930년대 나        

치 세력 사이에서 셔더 필름(shudder films)으로 유명한 독일에       

서 시작되었다. 표현주의적 독일 클래식으로 ‘The Cabinet of       

Dr. Caligari’(1919)에서 세트와 메이크업은 광기있는 인간 내부      

세계를 묘사하였다. 

고딕영화 스타일은 화려하고 비자연적이며 또한 블랙 유머를      

지니고 있다. 첫 뱀파이어 영화 ‘Symphony of Shadows’ Fig.        

3에서 한스 하인쯔 에워스(Hanns Heinz Ewers)는 고딕 이야기       

에는 사디즘, 냉소주의, 이국적 퇴보(Baddeley, 2002)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작가 앤 라이스는 뱀파이어를 우아하고 심       

미적인 매혹의 아이콘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뱀파이어 영화 ‘The Hunger’, ‘Interview with the vampire’,       

Bela Lugosi’s 버전에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 버전은 이미 고전이 되고 있다. 특히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는 18세기, 19세기 패션요소의 전형적인 재현으로     

그 시기의 고딕부활과 빅토리안 시기와 관련된 의상으로 나타       

났다. 어두운 컬러의 코르셋 착용, 바디스, 레이스 혹은 벨벳        

탑, 창백한 피부, 긴 머리 등의 엘레강스한 이미지는 과거 귀         

족 코드를 상상하게 하는 로맨틱한 요소들이다(Baddeley,     

2002)(Fig. 4). 

1917년 테다 바라(Theda Bara)는 고딕 팜므 파탈의 오리지       

널 이미지인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하였으며, 이집트적인 에로      

티시즘을 표현한 바 있다. 코울(kohl) 아이 메이크업, 신비로운       

앙크 심볼은 죽음과 섹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스로부터 영향       

을 받은 것이다. 

1935년 벨라 루고시(Bela Lugosi), 캐롤 볼란드(Carroll     

Borland)의 모습에서 볼란드의 이미지는 클래식한 초기 고스의      

원형이기도 하다. 뱀파이어와 함께 고딕영화의 주요 소재로 등       

장하는 드라큘라는 심리적인 죽음, 초자연적인 악마로 1931년      

미국에 착륙하였다(Baddeley, 2002). 개인적 욕망을 투사하는     

고딕적 공포영화는 표면적으로 귀신이나 악령과 맞서 싸우는     

선/악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그 표면 뒤     

에는 인간의 억압되어온 성적욕망과 이드의 충동이 은유되고     

있다. 즉, 영화에서 악령이나 귀신 혹은 괴물 등 타자의 모습     

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은 평상시에 금기시되고 억압된 채     

내부에 갇혀있던 우리의 욕망과 이드적 충동에 대한 표현이라     

는 것이다. 공포 영화 속의 악이란 곧 우리 내부의 또다른 모     

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욕망이 공     

포 영화 속에서 괴물, 악령, 살인마라는 타자의 형태로 그 모     

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서인숙, 1999). 

몸의 시각적 재현의 창출과정은 오늘날의 대중영화 특히 공     

포-모험영화들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라캉과 보드리야     

르 등의 관점들을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분석되고 있다. 우리     

가 공포, 살육, 괴물 영화를 즐긴다는 사실은 몸이 항상 위협     

받거나 부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그것은 이상적 몸의     

표상인 영웅적 주인공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통일된 몸, 통일된     

자아를 인공적이고 허구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과     

정이다(김원방, 1998).

1990년대 초반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흔히 고딕적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소위 고딕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호러(horror) 이     

미지가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문화적인 현상으     

로도 간주되었다. 과거의 괴물들은 하나같이 인간들이 대적하     

고 배타해야할 존재로 등장하였으며, 그 배타적인 존재들로부     

터 삶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괴물     

과 맞서 싸우거나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다.

1999년 ‘The Mummy’는 고딕적 요소를 리바이벌하였으며,     

‘Scream’, ‘Nightmare’ 등과 같은 많은 고딕적 요소를 가진 스     

릴러들은 적지 않게 무자비하고 허무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1989년 팀 버튼(Tim Burton) 감독의 ‘Batman’에서는 어둡고     

불길한 징조의 고담 시티(Gotham City)를 통해 고딕적 요소를     

불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조엘 슈마허(Joel Schumacher) 감     

Fig. 3. ‘Symphony of Shadows’에서의 뱀파이어 (Baddeley, G., p.45.). Fig. 4. ‘Interview with the Vampire’에서의 로맨틱 스타일 (Baddeley, 

G.,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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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배트맨 포에버’에 등장하는 고담 시티는 예전의 음산한       

검정색보다는 다양한 색깔과 화려하고 요란한 스타일이었다. 명      

암의 뚜렷한 대비, 비교적 어둡고 암울한 조명, 의도적인 스모        

그 연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병합, 비극적인 뉘앙스 등 고        

딕 문화의 일정 부분을 변용하고 있다. 그리고 토드 올드햄        

(Todd Oldham)이 디자인한 의상들은 과거의 고스적 이미지를      

벗고 현대적이며, 미래적이기까지 하다.

브랜든 리(Brandon Lee) 주연의 ‘The Crow’는 살인, 복수,       

사랑 등의 전통적인 스토리로 다크 미학을 보여주며, 조니 뎁        

(Johnny Depp)의 ‘Edward Scissorhands’는 특별한 장애를 가      

지고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못하는 데카당스한 캐릭터를 묘사하      

였다.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 ‘Beetlejuice’는 전      

통적인 고스이며, ‘Batman Returns’에서 서늘한 분위기와 캣      

우먼에서 영감을 받은 매끄럽고 섹시한 페티시 의상은 이 영화        

를 고딕 이미지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1999년 ‘The Addams Family’는 세련된 고스의 원형(Baddeley,      

2002)이었으며, 호러적 요소를 코미디화하여 새로운 변신을 시      

도하였다. 이후에는 2000년 유전자 돌연변이로 탄생한 SF적 요       

소의 ‘X-man’, 2001년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      

2004년 SF적 요소를 가미한 ‘Hell Boy’, 2004년 액션영화로 분류        

된 ‘Cat Woman’, 액션, 환타지적 요소의 ‘Van Helsing’ 등에서도        

꾸준히 초자연적이고, 돌연변이적인 고스 형상들이 등장하고 있      

다. 그러나 과거의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존재와는 다른 우리시       

대의 키치적 영웅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SF적 요소를 가미하여       

환타지적 요소를 내포한 고스의 변형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영화에서 고스이미지는 불가능한 인간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함’(Smith,      

2000)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인간 내면에 금기시되고 억압된 채        

내부에 갇혀있던 이드적 충동을 표현하고 있다.

미술 : 고딕은 ‘야만적’이란 의미로 중세 미술 전반을 가리        

킬 때 사용하였던 용어였다. 고딕 건축의 내부에는 수직적인 고        

딕 건축이 보여주는 신앙심과 정신성과는 반대로 미술가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주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적인 장면과 내면의 감동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고딕적 감각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네오 클래시즘의       

굿 오더(good order), 굿 테이스트(good taste)에 반하여 나타났       

는데, 스페인 아티스트 고야(Goya)의 ‘sleep of reason produces       

monsters’(1799) Fig. 5는 고딕 역사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        

미지로 불리워지고 있다(Stevens, 2000). 이 그림에서는 박쥐형상      

을 한 기괴한 괴물 형상들이 잠자고 있는 인물을 에워싸고 있         

는데, 이는 인물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호기심과 공        

포감을 조성한다. 일찍이 악마적 형태는 인간 소외에서 나온 또        

다른 정신상의 표출 형태이며, 불안한 인간 심리로 인해 나타        

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회화는 고통, 죽음, 악마, 절망, 고뇌 등         

이 지배적인 특징이었으며, 비현실적인 세계로의 도피를 통해 마       

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 악마주의, 신     

비주의 등과 연결된 상징주의를 낳았으며, 인간 내면의 본성,     

욕구, 자아를 은유적 형상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     

의 이미지는 이전과 달리 관능적이고 순종적인 여체가 아닌 남     

성에게 치사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서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마돈나, 이브, 살로메 등으로 표현되었다. 일찍이 성욕은 그리     

스의 합리론이나 기독교의 금욕주의에서 요주의 대상이었으며,     

성자체를 풍요란 관념을 통해 하계의 죽음에 연관된 것으로 보     

고 있다(Russell, 1999).

남성에게 치사적인 힘을 지닌 여성의 이미지는 팜므 파탈     

(Femme Fatale)이라 부르며, 그 특징은 남자의 생명력을 고갈     

시키는 흡혈귀적인 측면과 남성을 유혹하는 에로스, 동물적 형     

상을 결합한 기괴한 반합성 인간, 그리고 이국적 취향으로 나     

타났다. 

20세기 이후 공포와 두려움은 뭉크를 선두로 한 표현주의적     

성향에서 비정상적, 충격적 인체의 표현형태를 통해 나타난다. 표     

현주의는 대상의 비정상성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줌으로써 새     

로운 미술의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초기 독일 표현주의에     

서는 중세 고딕미술양식에의 접근을 찾아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꼴라쥬, 프로타쥬, 데칼코마니 기법 등을 통해     

날조되고 초자연적이며 괴기스러운 형상을 주로 묘사하였으며,     

달리, 에른스트, 하우스너 등은 개인적인 강박관념, 리비도적 성     

향과 욕구 등을 표현하였다(최정화, 1998). 

신체를 파괴하고 조작하여 괴기스러운 형상을 창조한 그로     

테스크 기법은 애브젝션(abjection) 미술의 형태에서도 나타나     

는데, 시체가 자주 등장하고 피, 구토, 썩어가는 신체, 땀, 침     

등의 배설물은 역겨움과 더러움을 유발한다.

이처럼 미술에서의 고딕적 요소들은 인간 무의식에 깔려 있     

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소외 등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함으     

로써 전통적 미의식이나 미적 가치 기준을 벗어난 새롭고 혁명     

적인 것이었다. 

Fig. 5. 고야의 ‘sleep of reason produces monsters’ (Symmons, S.,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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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스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고스들은 중세, 빅토리안, 에드워디안 역사에 매료된 그룹으      

로 독특한 음악, 예술, 문학 등을 즐겼다. Fig. 6은 프릴셔츠,         

벨벳재킷 아이템, 화려하고 페미닌한 장식, 남성의 창백한 메이       

크업 등의 빅토리안 스타일을 모방한 고스 패션이다. 오늘날 고        

스 패션에서의 빅토리안 스타일-커프스, 러플셔츠, 롱스커트, 벨      

벳, 오페라 케이프, 코르셋, 베스트, 부츠, 실버주얼리. 블랙드       

레스, 울트라 블랙으로 염색된 헤어, 창백한 얼굴빛 등은 뱀파        

이어 스타일의 원형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역사적 복식        

의 모방은 그 당시 시대적 가치에 반하는 즉, 19세기를 에워싸         

고 있던 엘레강스함, 단정함에 대한 경멸을 즐겨하였던 것       

(Baddeley, 2002)으로 조롱이 섞인 풍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고스들의 패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자로는 1970년      

대 말 펑크(punk)적 요소와 페티시적 요소(Hodkins, 2002)가 있       

다. 펑크적 요소로서 공격적이고 공포스러운 헤어 스타일, 바디       

피어싱, 감금(속박) 아이템들이 고스들의 패션에서 상징적 요소      

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페티시적 요소로는 속박의상 아이템이      

었던 코르셋, 베스트, 가터벨트, 가죽의상 등이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글래머(glammer)이자 저음보컬의 데이비드 보위    

는 고스의 중요한 선구자였으며, 글램적 요소들은 의복에서 페       

티시적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고스의 페티시적      

이미지는 엄숙하면서도 섹시한 이미지의 블랙 의상을 통해 나       

타나는데, 이것은 마조히즘(masochism)적이고 사디즘(sadism)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스 스타일은 섹슈얼 환       

타지의 한 형태로서, 기본적인 성적 교감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관능적이며, 에로틱하고 감각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고스의 양성적 이미지는 성적 모호함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의 실험적, 성적 이미지는 1980년대 배트캐이브, 페티시즘과의      

융합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양성적 경향의 특징은 특히 남성        

들이 여성처럼 메이크업을 하거나, 여성스런 셔츠, 코르셋, 힐       

을 신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크로스 드레싱을 통해     

여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성의 장벽에 도전하     

고, 오픈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더욱     

더 강하다. Fig. 7은 고스 남성으로 여성과 같은 메이크업, 코     

르셋, 부풀린 헤어스타일이 여성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스의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실버 보석, 눈에 띄는 귀걸     

이, 코걸이, 팔찌, 그리고 목걸이 등을 중요하게 치장하였다. 그     

리고 물고기 망 타이즈와 메쉬 탑의 착용은 1990년대 중, 후반     

에는 더욱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게다가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은 고스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롱 스타일과 쇼트 스커     

트의 착용이 예외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Hodkins, 2002). 

1990년대는 성 산업이 대중화되었으며, 남녀 고스들은 PVC,     

고무 바지, 셔츠, 레깅스, 코르셋, 탑, 그리고 도그 칼라(dog collar)     

를 통해 과거의 전통적 모습으로 보여 지길 원했다. 그리고 이     

후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적 요소를 결합함으     

로써 가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고스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노끈으로 꾸민 머리, 다     

양한 종류의 전투 바지, 이집트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앙     

크(ankh), 크리스챤 심볼인 십자가, 펜타클 등이 있다.

고스들이 주로 사용한 색채는 블랙의상, 형광컬러의 메이크     

업, 창백한 얼굴, 블랙 아이쉐도우, 블랙 아이라이너, 블러셔,     

다크 립스틱 등으로 블랙 Fig. 8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     

후반 동안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흔히 사용된 유행컬러가 되기     

도 하였다.

소재는 펑크와 페티시 패션의 영향으로 인해 주로 가죽,     

PVC, 라텍스, 고무, 비닐, 벨벳이 주를 이룬다. 특히 배트케이브     

클럽을 주된 무대로 활동한 고스들의 가죽의상은 중세의 암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세기말의 패션 코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고스들은 대부분의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고 하위문     

화에서의 미적인 퀄리티에 관심이 있었으며, 동시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컬트적 하위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였다. 

Fig. 6. 빅토리안 스타일의 고스 

(Hodkins, P., p.50).

Fig. 7. 양성적 스타일의 고스 남성 

(www. arsenicfashions.com/mencincher.html).

Fig. 8. 블랙이미지의 고스 여성 

(www. arsenicfashions.com/mechanizedtop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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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패션에 나타난 고스이미지의 

미적특성 

본 장에서는 고스패션에서의 조형적 특성을 토대로 2000년      

대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고스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분류       

하였다. 

4.1. 관능성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성에 대한 욕구는 패션에서 신체 노        

출, 밀착, 상징적 이미지의 부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고스 패션에서의 관능적 이미지는 1970년대에 속박도구를      

통한 인체 밀착의 페티시 스타일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인체       

를 과다하게 노출하거나 속옷을 겉옷화하는 보다 파격적인 경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9는 01/02 F/W에 나타난 마스커리(J. Maskery)의 작품       

으로 기묘한 문자체의 문신 이미지를 성적 부위에 표현하고 있        

으며, 검은 입술, 속옷인 팬츠를 겉옷화하여 자극적이고 반도덕       

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문신은 원시부족에게 주술적 역       

할과 부족의 힘을 상징하였다면, 중세 및 근대에는 죄수 및 범         

법자의 낙인으로 사용되거나 폭력 및 범죄 집단의 일원이 어떤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과시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김소영·이병     

화, 2004)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Fig. 10은 03 S/S 베르수스(Versus)의 작품으로 펑크적 요소       

인 체인 목걸이, 뱀파이어적 요소인 검은 입술, 페티시적 요소        

인 노출된 검정 가죽재킷, 팬츠 등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검정색 가죽소재는 가학과 피가학적 특성으로 기     

존의 성의식에 대한 반발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파워풀한     

여성성을 강조한다. 

4.2. 양성성

현대 패션에서는 성 경계의 상징적 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여     

장 남성, 남장 여성의 표현을 통해 몸에 대한 일종의 해방과 자     

유를 반영하고 있다. 양성성은 전체성, 결합, 통합의 추상적인 개     

념을 나타내며, 고스 패션에서는 성적 만족감이자 남성과 여성     

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서 완전한 개체임을 의미하고 있다.

Fig. 11은 04 S/S 미레야 루이즈(Mireya Ruiz)의 작픔으로     

1970년대 고스의 선구자이자 양성 이미지의 대표적 인물이었     

던 데이빗 보위의 도상을 검정색 티셔츠에 표현하고 있다. 더     

불어 눈주위에 분산된 검은 메이크업과 모델의 중성적 신체미     

는 고스의 컬트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12는 04 S/S 앤젤 빌다(Angel Vilda)의 작품으로 검은     

립스틱, 창백한 얼굴, 남성적 상징의 중절모, 짧은 미니스커트     

와 비치는 상의를 통해 양성적 이미지를 미니멀하게 나타내고     

있다. 

고스의 양성성은 1970-1980년대 프릴 블라우스나 메이크업     

을 통해 여장 남성의 이미지를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남성적     

요소를 여성복에 끌어들임으로써 기존에 속박 도구를 통해 표     

현되었던 여성 고스이미지에 포스트모던적 변화를 보여주고     

Table 1. 고스패션의 조형적 특성

영향인자
고스패션

표현특징 내적특성

펑크적 요소 독특한 헤어 스타일, 바디 피어싱, 감금(속박) 아이템, 블랙 아이새도우 관능성

양성성

공포성 

역사성

페티시적 요소 코르셋, 베스트, 가터벨트, 가죽의상, 글램적 요소, 비닐팬츠, 속박팔찌, 금속링, 도그 칼라, 하이 힐, PVC, 라텍스

로맨틱 요소 커프스, 러플셔츠, 롱 스커트, 벨벳, 오페라 케이프, 코르셋, 베스트, 부츠, 실버 주얼리, 블랙 드레스, 울트라 블랙으로 

염색된 헤어, 창백한 얼굴빛, 앙크(ankh), 크리스챤 심볼인 십자가, 펜타클

Fig. 9. 01/02 F/W, J. Maskery

(Collection).

Fig. 10. 03 S/S Versus (Collezioni.

N.92).

  

Fig. 11. 04 S/S, Mireya Ruiz

(Collezioni. N.97).

Fig. 12. 04 S/S, Angel Vilda

(Collezioni. N.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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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포스트모던은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과거의 전통적 고스      

모습을 해체하고 새로운 여성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같이 고스패션에서 나타나는 남성적 육체에 여성적 요      

소, 여성적 인체에 남성적 요소의 혼용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        

을 양성적 의복을 통해 완전한 존재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4.3. 공포성 

공포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내부에 억압된 채 갇혀있던 욕        

망, 이드적 충동, 그리고 불안적 요소들을 일시적이나마 해소시       

켜 주는 역할을 한다. 공포 속의 등장하는 여러 이미지는 악으         

로 규정되며, 이는 곧 우리 내부의 또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죽         

음을 거부하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고스패션은 오히려 죽음의      

형상을 통해 영원함을 지배하고 싶은 인간의 강한 욕망적 실체        

를 드러내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은 01/02 F/W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의 도상과 검은 입술, 낡고 추        

한 이미지의 니트스타일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기표로 작용하고      

있다. 해골 이미지는 죽음에 대한 존재의 근원적 물음을 의미        

하며,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불안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고스패션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형상을 지배함으로써     

불가능한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Fig. 14는 01/02 F/W 프린(Preen)의 작품으로 어떠한 초자       

연적인 악마의 힘에 의해 찢겨진 의복과 그러한 악마적 존재로        

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십자가의 형상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복의 해체는 인간 존재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고스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4.4. 역사성 

역사성은 과거 무드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로맨틱한 성향       

을 띠고 있다. 고스 패션의 역사성은 특히 고딕과 바로크로의        

회고적 경향을 가지는 빅토리안 시대에 대한 복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식적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대고스 패션에서의 역사성은 과거의 하위문화적 컬트     

이미지를 모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Fig. 15는     

03 S/S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으로 바로크시대 남성복인 쥐스또     

꼬르(just au corps) 스타일을 변형한 검정재킷과 가죽부츠 이     

미지를 통해 남성적 권력과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장     

식적 털 소재, 부풀린 헤어스타일, 검은 아이메이크업 그리고     

에로틱한 속옷스타일의 대담한 노출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파     

편적 요소들을 융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16은 빅토르 앤 롤프(Victor & Rolf)의 작품으로 페미     

닌한 프릴의 빅토리안 장식 요소를 셔츠에 표현하고 있으며, 더     

불어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을 전신에 바디페인팅함으로써 섬     

뜩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고스패션에 나타나는 장식 메이크업은 주로 검정색으로 무겁     

지 않게 표현되고 있으며, 여타 대중 예술에서 보여 지는 역겹     

고, 호러적인 고스이미지와는 달리 여성미를 저변에 깔고 있다.

5. 결  론

일상의 규범보다 자유로는 사고를 지닌 고스들은 일상적 도     

그마(dogma)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패션을 탄생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공포적 요소들은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     

없이 회자되면서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드라큘라,     

흡혈귀 등의 초자연적 힘을 가진 악마적 존재는 인간의 공포     

심리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죽음에 대한 근원적 물음과 인간     

존재의 영원함을 갈구하는 것이다. 

고스패션은 세기말적 코드로 인간 존재의 불안함에서 기인     

한 것이었으며, 현대패션에서는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적이고 대     

담한 패션을 위한 소스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고스이미지를     

Fig. 13. 01/02 F/W, Alexander

Mcqueen (Mode et Mode).

Fig. 14. 01/02 F/W, Preen

(Collection).

  

Fig. 15. 03 S/S,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N.92).

Fig. 16. 01/02 F/W, Victor & Rolf

(Mode e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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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펑크적요소, 페티시적요소, 로맨틱요소 등은 파워풀하     

고 현대적이며, 여성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자극적이고 충격적     

인 패션을 위한 영감의 소스로서 고스이미지의 미적특성에 대       

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능성은 인체를 과다하게 노출하거나 속옷을 겉옷화      

하여 성적 부위 노출을 극대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기존의 성의식에 대한 반발과 주체적이고 능동적       

이며 파워풀한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양성성은 과거, 남성이 주로 여성의 의복을 착용했던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여성 또한 남성복       

의 요소를 일부 착용함으로써 고스 여성의 이미지에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스 남성과 여성에서의 이성 의복 착용        

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을 벗어나 완전한 존재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공포성은 우리 내부에 억압된 채 갇혀있던 욕망, 이드        

적 충동, 그리고 불안적 요소들을 일시적이나마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고스패션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형상을      

통해 영원함을 지배하고 싶은 인간의 강한 욕망적 실체를 암시        

하고 있다. 

넷째, 역사성은 과거 무드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 로맨틱한       

성향을 띠고 있으며, 고스패션에서는 고딕과 바로크로의 회고      

적 경향을 가지는 빅토리안시대의 복장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현대 고스패션에서의 역사성은 과거의 하위문화적 컬트 이       

미지를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      

다. 

이상과 같이 고스패션은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어떤 것으      

로 추의 미학, 하위 컬트적 지위를 누린 문화로 분류되었으나,        

현대패션에서는 인간 존재의 완전함, 만족감, 해방감, 불안감 해       

소, 그리고 파워풀한 현대적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긍정적 실체       

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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