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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Since 2010, Goth styles have risen rapidly in prominence as one of the major trends of 
fashion.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Goth style shown from the modern fashion by ex-
amining its historically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meanings of the Goth style. With 
mystic attitude toward the medieval Gothic culture, Goth style refers to its reproduction over the 
cultural circles including music, literature and arts. From the result of the historical review,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Goth style may be divided into darkness, distortion, memento 
mori and bricolage.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Goth style contains symbolic meaning of mystery, 
terror, escape and theatricality. After 2000, Goth style, in combination with factors such as post-
modernism and human desire,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ain trend of modern fashion, going 
with the popular culture. The formativeness of modern Goth fashion is the same as that of Goth 
style examined from the historic review. However, in modern Goth fashion, the symbolic meaning 
has the processes of the new: unconsciousness, kitsch, overthrow and pop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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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 이후 패션의 주요한 트렌드로 고딕 펑크

(Gothic Punk) 및 고스(Goth)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1)2)3) 스트리트 패션뿐만 아니라 레디 투 웨어

(Ready To Wear), 오뜨 꾸띄르(Haute Couture)의

런웨이에도 고스가 등장하고 있다. 고딕 펑크 스타일

은 단순히 고딕의 요소나 찢어진 의상으로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함(melancholy), 신비로

움(mystical), 도발(provocative)의 속성을 지니고 있

다. 실제로 앤 드뮐미스터(Ann Demeulemeester), 프

랭키 모레롤(Frankie Morello), 블랙(Blaak), 리미 푸

(Limi Feu)의 컬렉션에서 고딕 펑크의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다.

고스 문화에 대한 관심은 패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문학, 순수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대들의

판타지 문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스테파니 마이어

(Stephnie Meyer) 감독의 <트와일라잇(Twillight)>은

고스 문화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

다. 고스 문화는 ’신로맨티시즘(Neo Romanticism)’,

‘신중세(Neo Gothic)’ ‘고스(Goth)’라는 새로운 이름

으로 불리며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인

간의 감성이 중시되던, 신비로운 분위기의 중세 문화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 고스 스타일과 관련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하위문화 혹은 청소년 문화로서 고스

패션 논의, 펑크 록(Punk Rock)의 분위기를 보조하

는 수단으로서 고스 스타일 분석, 고스 스타일의 메

이크업 분석, 특정 디자이너 작품 속의 고스 스타일

연구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포괄적

관점에서 바라본 고스 스타일만의 독립적인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며, 고스 스타일 특유의 조형적 특성

혹은 내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중세 시대의 고딕 건축, 낭

만주의 시대의 고딕 문학, 1980년대의 고딕 록에 대

한 사적 고찰에 의한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내적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

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양식이 현대 패션의 트렌드에

맞춰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하는 사례를 제공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고스 스타일을 정의

내리고, 고딕 건축, 고딕 문학, 고딕 록에 대한 고딕

스타일을 사적 고찰한 후, 사적 고찰에 의한 고딕 스

타일의 연구와 비교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스 스타일의 사적 고찰을 위해 고딕

문화와 관련된 서적과 선행 연구에 수록된 사진 자

료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2012년까

지의 컬렉션 사진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해당 시기에

고스 스타일이 컬렉션에서 하나의 뚜렷한 스타일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해담 범위에 발행된 Fashion

Trend, Vogue 등의 패션 잡지와 해당 범위에 작성된

www.style.com, www.firstview.com, www.samsung-

design.net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스 스타일

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한다. ‘고스’, ‘고딕’, ‘다크

(dark)' 등의 용어가 잡지 속에 언급되거나 해당 인

터넷 사이트에 태그(tag)된 사진들을 선별하였다. 연

구 방법과 연구 범위에 의해 수집된 컬렉션 사진은

총 230장이었으며, 이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

타일의 자료로 활용한다.

Ⅱ. 고딕 스타일의 이론적 배경
1. 고스 스타일의 정의 및 기원

1) 고스 스타일의 정의

인터넷 은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전 어반

딕셔너리(Urban Dictionary)에서는 고스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첫째, 로마 제국을 침략한 독일 민족,

둘째, 중세와 빅토리안 후기의 건축 양식, 드라큘라

와 초자연의 공포가 담긴 문학 양식, 셋째, 펑크의

흐름으로 80년대에서 비롯한 음악 장르, 넷째, 원래

는 고스 음악을 듣는 하위문화 집단이었으나 지금은

산업적으로 성장해 어둠과 데스 메탈(death metal)



服飾 第64卷 2號

- 100 -

추종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고스 스타일 추종자

는 병적이고 검은 의상을 입고 성에 관계없이 메이

크업을 하며, 타문화와 섹슈얼리티에 개방적인 태도

를 취하며, 알려지지 않은 메탈 음악을 듣는 사람들

을 의미한다.4)

한편, 박은경5)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고스는 고

딕의 감수성을 라이프스타일로 승화시킨 하위문화이

다. 이유경6)의 선행연구는 고스는 고딕 문화 특유의

신비감과 공포스러움을 패션으로 표현하며, 퇴폐, 악

마, 뱀파이어, 창백한 피부, 검은 복장 등 어둠을 극

적인 소재로 채택하여 독특한 개성 및 입지를 굳힌

하위문화이다.

사전적 정의와 선행 연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고

딕 문화를 고스 스타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고

스 스타일은 고딕 문화에 대해 신비주의적, 공포적

태도로 접근하며, 이러한 태도는 문학과 음악에서 주

류 문화에 대한 반발을 내포한 문화적 현상으로 등

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의미

해석을 위하여 사전적 정의와 선행 연구의 정의를 바

탕으로 고스 스타일의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고스 스타일이란 중세의 고딕 문화에 대하여

신비주의적·심미적 태도를 취하며 음악과 문학, 예술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고스’와 혼동되는 단어 ‘고딕’은 인류

의 역사 속에서 고스 문화가 패션을 제외한 문화 현

상으로 나타날 경우에 사용한다. ‘고스’는 현대 동시

대의 음악과 패션에 등장한 스타일로서만 사용한다.

2) 고스 스타일의 기원

고스(Goth)는 라틴어 “gothicus"에서 유래한 단어

로, 기원전 3세기 북 유럽의 숲에서 서식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전사 집단, 즉 게르만 족(族)을 의미했

다. 게르만 족은 이 당시 고트(Goths 또는 Gauts),

반달(Vandal)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들은 로마

제국을 약탈하여 생활하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들을 야만인(barbarian), 악마, 괴물과 동일하게 생각

하였다. 이 후 로마인들에게 고스라는 단어는 파괴,

공포, 야만을 동반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7)

고트 족은 고유의 발달된 문화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떠돌아다니

는 유목민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후대인들에게는 로

마 문명이 이룩한 문화적 업적을 단지 무력으로만

뒤엎은 야만인 혹은 미개한 민족으로만 비춰졌다. 이

같은 도식화는 미개와 문명, 야만과 문화라는 이분법

을 탄생시켰고, 다시 이것은 ‘고딕’이라는 단어가 역

사적으로 이해되어온 방식을 구조화시켰다.8)

18세기 들어 ‘고딕’이라는 단어는 중세적인 것, 17

세기 중반 이전의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반대말은 ‘고전적인(classical)’이 되었다. 고전적인

것이 질서정연한 것이라면 고딕은 혼란스러운 것이

었으며, 고전적인 것이 단순하고 순수하다면 고딕은

화려하고 뒤엉켜있는 것을 의미했다. 고전이 추종할

만한 문화적 모범을 제공했다면 고딕은 거칠고 문명

화되지 않은 것에서 나온 과잉과 과장을 대표하는

것이다.9)

2. 고딕 스타일의 사적 고찰
이성, 비례, 균형, 조화의 미의식이 반영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류 역사의 성향 때

문에 고딕 문화의 독자적인 미의식은 상대적으로 저

평가되었고, 고딕이라는 명칭으로 문화 현상을 이루

었던 시기는 중세 시대, 낭만주의 시대, 20세기 후반

등이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시대를 중심으로 고딕

스타일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중세 시대의 고딕 건축

16세기 고전주의의 사상가였던 조르주 바사리(G.

Vasari)는 중세 예술 양식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의 양식 혹은 르네상스 미학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

고 있기 때문에 ‘야만 미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첨탑과 늑재 궁륭, 장식이 많은 프랑스의 성당들을

야만족인 고트 족에 의한 건축이라고 폄하한 의미로

고딕이라고 불렀다. 고딕 문화는 13~14세기경 프랑

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14~

15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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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첨탑

–www.wikepedia.org

<그림 2> 플라잉버트리스

- www.studyblue.com

<그림 3> 스테인드글라스

- www.wikepedia.org

<그림 4> 가고일

- www.wikepedia.org

고딕은 본래 건축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이

기 때문에 고딕 건축에서 고딕 문화에 가장 큰 특징

이 나타난다. 고딕 대성당은 길고 뾰족한 첨탑, 플라

잉 버트레스(flying buttress),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가고일을 특징으로 한다.

고딕 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첨탑을 뽑을 수 있

다.<그림 1>10) 문화사가 슈펭글러(O. Spengler)는 이

첨탑의 의미를 수평선을 사랑한 현세적인 지중해인

들의 건축관과 비교하여, “천상을 향한 상승 의지로

서 수직선을 선호한 북구인들의 건축 성향”이라고

풀이하였다.11) 고딕 대성당의 높은 천장은 인간의 힘

을 초월한 카리스마적인 힘에 대한 강한 동경과 초

인간적인 힘에 의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

망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딕 대성당의 두 번째 특징은 플라잉 버트레스

(flying buttress)이다. <그림 2>12)의 플라잉 버트레

스는 건물 내부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외

부에 설치한 건물 지지대이다. 건물이 외관이 매끈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건축과 비교했을 때, 외벽

밖까지 이어지는 지지대는 고딕 대성당만의 독특한

조형적 특성이다. 벽의 분명한 경계로 건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라잉 버트레스에 의해 건축물이 가늘

고 길게 구조물을 확장된다.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도 고딕 성당을 더

욱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고딕 성당의 첨탑

으로 인해 성당 내부는 높아졌지만, 성당 내부는 여

전히 어두웠다. <그림 3>13)에서 보이듯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두운 공간에서 감지하는 빛의 역할을 했

고, 사람들은 영적이고 성스러운 종교적 체험처럼 느

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딕 대성당에서 주목할 만 특징은 성

당 정문 입구의 아치, 기둥, 외벽, 꼭대기에 만들어진

가고일(Gargoyle, 괴물의 모습을 한 빗물 배수구)이

다. <그림 4>14) 가고일의 원형은 ‘데몬’이라고 불리는

이교도의 신들로, 악령을 바깥으로 토해내는 정화의

역할과 악령의 침입을 막는 수호신의 역할을 맡고 있

다.15)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고일의 도덕적 기능보다

는 형태적 특이성이 사람들에게 더욱 각인되어 가고

일은 더욱 신비하고 두려운 존재로 자리 잡게 된다.

고딕 성당의 구조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감동을 고

양시키기 매우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현세와 동떨어진 종교적 체험과 극적인 감

정을 경험했다.

2) 낭만주의 시대의 고딕 문학

중세 이후 르네상스의 부활로 고딕 문화는 한동안

역사의 수면 속으로 가라앉았다. 고딕 문화를 부흥시

킨 것은 낭만주의 시대의 고딕 문학 사조였다. 허러

스 월폴(Horrace Walpole)은 당시의 주류 문화였던

계몽주의 문화에 싫증을 느끼고 중세 문화에서 향수

를 느끼고 현실의 해결책을 중세 문화에서 찾고자

했다. 그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을

발표하고 자신의 저택을 중세의 건축처럼 개조하는

등 중세 문화를 부흥시켰다.

낭만주의 후기에는 데카당스 운동으로 변질되면서,

고딕 문학은 어두운 공간적 공포에서 심리적으로 공

포를 주는 모든 것으로 확대된다. 공포, 잔인함, 우울

함,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수반한다. 이후 <어셔 가의

몰락>,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와 같은 고딕 문

학 작품들이 등장했다. 이 소설들은 잔인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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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대표 그룹 일반적 특징 스타일 특징 및 외관

발생

벨벳 언더그라운드 퇴폐적이고 난해한 가사 블랙 드레스 코드

데이비드 보위
양성적 글래머

저음 보컬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패티시즘

발전

조이 디비전 죽음의 공포를 시각화 망자, 묘지 이미지

바우하우스
페티시즘

드라큘라 이미지
어두운 조명의 무대 연출

수지 수 앤 밴쉬스
반사회적 감정의

여성적·개인적 표출

검은 색 가죽, 망사, 뾰족한 헤어, 여성

고스의 아이콘

시스터스 오브 머씨 창백한 유령의 모습 검은색 벨벳 가운

큐어
환각적 이미지

거미줄
블랙 가운

벌스데이 파티 비교적 인기를 얻고 상업적 성공을 거둠
어두운 연출, 메멘토 모리

기독교 도상 사용

전개

나인 인치 네일스
컴퓨터 음악, 강한 메탈, 읊조리는 목소리,

전위적 퍼포먼스
검은 그런지 룩, 가죽, 체인, 철사줄

마를린 맨슨
자극적 가사, 악마적 이미지, 기이한

퍼포먼스
문신, 충격적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표 1> 1980년대 이후 고딕 록 밴드의 특징

알 수 없는 사건을 전개시켜 소름끼치는 공포와 사

악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고딕 소설에서 시공간적 배경은 중요한 복선을 담

고 있다. 대부분의 고딕 문학은 혼란과 광기가 가득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지하실, 중세의 고성, 실험

실, 황폐한 대저택 등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우울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모습이 작품 전체를 휘감고 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나약하고 병약한 인간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과학, 죽음, 초자연에서 광기와 심

리적 불안을 느끼며,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결말을 맞

는다. 고딕 문학의 이러한 과잉적 글쓰기는 공포성과

신비성을 전달하고, 18세기의 도덕성과 합리성을 경

고하는 것이다.

고딕 문학이 주는 환상성과 공포, 우울함은 고스

스타일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는다. 현대에도 고스

의 감수성을 표현하기 위해 낭만주의의 미스터리하

고 어두운 분위기를 답습하고 있는데, 이는 낭만주의

시대에 형성된 고스 특유만의 미학 이 있기 때문이

다. 고스 문화는 주류 문화에 의해 멸시받는 것이 아

니라 스스로 자청하여 독자적인 미학을 구축하며 독

특한 아웃사이더 문화로 자리 잡는다.

3) 1980년대 이후의 고딕 록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고딕 록은 주류 음악에 대

한 거부로 등장한 하위문화 음악 장르이다. 당시 대중

음악은 시장 경제를 예찬하는 화려한 음악이 대부분

이었는데, 이에 회의감을 느낀 가수들이 지하 클럽에

서 모여 불안하고 우울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고딕 록 밴드들의 반사회적인 태도는 고딕 문학의 우

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어두운 멜로디와 파괴적인

가사-와 일맥상통한다. 어두운 조명과 검은 의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약하고 히스테릭한 메이

크업으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강조한다.

고딕 록의 통일된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검은 의상

을 통해 발현된다. 특히, 록 밴드 바우하우스(Bau-

haus)는 어두운 조명과 검은 의상으로 공포 분위기

를 조성하고, 시스터스 오브 머씨(Sisters of Merci)

는 병약하고 히스테릭한 메이크업으로 인간의 나약

한 모습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들은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모티프를 통해 죽음을 상기시킨다.

기괴한 메이크업과 연출을 통해 반사회적 감정을 사

회 도피적, 개인적 차원의 일탈로 승화시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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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고스 스타일은 공포, 불안, 폐쇄, 죽음, 광기,

해결하지 못한 과거 등의 어두운 모습을 여과 없이

순수하게 폭로하며, 비폭력적·개인적 방식으로 자신

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표 1>은 1980년대 이후 고딕 록 밴드의 특징을 정

리한 것이다.

3. 고딕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내적 의미
1) 조형적 특성

(1) 암흑성

첫째, 검은 색을 주제로 하는 ‘암흑성’이다. 국립

국어원의 암흑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

둡고 캄캄함. 둘째, 암담하고 비참한 상태를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16) 따라서, 암흑성은 어두움과 음침

한 상태를 모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 고딕 문학부터 고스 스타일은 과학, 죽

음, 초자연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 불안을 반영해 어

두운 색상을 선호했다. 1980년대 고딕 록의 시대에

검정색은 고딕 스타일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색상으로 자리 잡는다. 1980년대 여러 고딕 록 밴드

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검은색

의상이었기 때문이다. 고딕 록 밴드들은 다양한 의상

을 시도했지만 언제나 그 색상은 검은색이었다. 검은

색이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고딕 록 음악의 상징이

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고딕 록은 어두운 의상

과 히스테릭한 메이크업을 동시에 연출해 암흑성이

더욱 극대화시켰다.

(2) 왜곡성

둘째, 인체와 사물을 변형시키는 ‘왜곡성’이다. 왜

곡성은 자연 형태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고전적 규범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17) 고딕 스타일은 자연적 형태에 이질적

인 것을 부착하여 재구성하고 현실적, 고전적 시각을

벗어나는 미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중세 시대와 낭

만주의 시대에서 발견되는 모습인데, 중세 시대 고딕

건축의 수직 상승성과 확장성, 낭만주의의 고딕 문학

의 변형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딕 스타일에

나타난 왜곡성은 다시 수직 상승성과 확장성, 변형성

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수직 상승성은 중세 고딕 건축의 뾰족한 탑

의 조형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세인들은 신과

닿기 위해 더욱 더 높이 탑을 올렸다. 고딕 건축을

닮아 중세 시대의 조형미도 길고 수직적인 것을 이

상적으로 여겼다.

두 번째, 확장성이다. 이 확장성은 중세 시대 고딕

건축의 플라잉 버트리스에서 비롯한 것이다. 건축의

얇아진 벽을 보완하기 위해 외벽에 설치한 이 구조

물은 건물의 외벽을 확장시키는 조형성을 보여준다.

왜곡성의 세 번째 형태는 변형이다. 변형은 자연

대상의 구조를 절단한 후 재조합하는 것이다. 고딕

문학에 등장하는 괴물의 형상은 사람의 모습을 기본

적으로 하고 있지만, 신체 부위의 생략과 과정을 통

한 변형이 나타난다. 또는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여

서 비자연적 대상처럼 보이게 한다.

(3) 메멘토 모리

고딕 스타일은 죽음을 폭로하는 ‘메멘토 모리’ 이

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보인다. 고딕 스타일은 현재의

문화를 거부하고 과거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드러내는 성향을 내포한다. 따라서 현재의 고

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피 방법으로 죽음의 세계를

선택한다.

중세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와 동경이 은유적으로 드러났다. 중세 시대는 종교적

감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극복하

고자 했다. 낭만주의 시대의 고딕 문학은 유전병, 과

학문명, 해결되지 못한 과거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고딕

록은 죽음과 관련된 상징적 모티프를 사용하여 메멘

토 모리를 상기시킨다. 붉은 피와 해골(skull), 뼈 등

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

준다. 고딕 록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십자가는 기독교

적 의미보다는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죽음과 가까운

상징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들이 즐겨 입는

검은색 옷은 장례복을 연상시켜서 메멘토 모리의 이

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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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리콜라주

마지막으로 ‘브리콜라주(bricolage)’의 조형성이 나

타난다. 레비 스트로스(Levi-Strauss)의 브리콜라주

(bricolage) 개념은 어떤 대상이 이미 지니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의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새로

운 의미의 상호작용을 위해 그 대상을 재배치하고

재문맥화하는 것이다.18) 브리콜라주의 구성 요소들은

주로 자연적인 대상들이고 응시 가능한 대상들이지

만, 서로 관련성 없는 것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고딕 록은 주류 문화와 대조되는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특히 의상에서 비예술적이고 부적절한

아이템들을 수용하였다. 고무, PVC와 같은 값싼 재

료에 안전핀, 플라스틱, 집게, TV 부품, 면도날, 탐

폰, 변기의 체인 등을 함께 사용했다. 이렇게 생성된

스타일은 각각의 요소들이 단순한 합이 아니며, 이를

넘어서 고딕 록 추종자 집단의 자아의식을 표현하는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

2) 내적 의미

(1) 신비성

고딕 스타일은 현실을 초월하여 비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비성’을 드러낸다. 신비성은 미학적인 범

주로서 보통의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다른 세

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스 스타일은 보편

적·고전적인 미적 범주와는 구분되며, 종교적이고 환

상적이며 신비로운 주제를 묘사한다.

중세의 고딕 건축은 하늘로 상승하는 높은 첨탑을

쌓아 종교적 열망을 표현했다. 고딕 성당에서 느껴지

는 신비성은 영적이고 성스러운 종교적 체험을 위한

것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고딕 문학은 이성적·합리

적·계몽적 사고에 회의를 느껴 능동적으로 중세의 미

학을 선택한 것이다. 과학, 현대 문명에 대한 불합리

성을 폭로하고 그 해결책을 비이성적 중세 문화에서

찾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의 고딕 록은 이상적·고

전적·대중적 미의식을 파괴함으로써 황홀하고 반사회

적인 신비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들의 어두운 의상

과 히스테리적인 메이크업은 현실에 대해 허무하고

우울한 무드를 조성하여 초현실적인 미의식을 드러

낸다.

(2) 공포성

고딕 스타일은 ‘공포성’의 내적 의미를 지닌다. 공

포와 두려움은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

되는데 실제 고통이나 죽음과 정확하게 같은 유형의

효과를 나타낸다.19) 고딕 스타일의 메멘토 모리 특성

은 죽음의 공포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며, 브리콜라

주 특성은 부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혐오스러운 형태

를 드러내고자 했다.

고딕 성당의 가고일 혹은 고딕 문학 속의 프랑켄

슈타인, 드라큘라 등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괴물이다.

괴물들의 육체적 결함은 거부감과 공포감을 야기한

다. 고딕 문학은 배경을 통해서도 공포를 전달한다.

잔인하고 알 수 없는 사건을 전개시켜 소름끼치는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기괴함, 우울함, 파멸,

폭력을 통해 인간 본성의 고유한 측면을 자극하고자

했던 것이다. 고딕 록은 죽음을 각인시켜서 공포를

유도한다. 고딕 록 밴드들은 십자가, 해골, 묘지, 망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평상시에 잊고 있던 죽음

본능을 일깨운다. 피어싱(piercing), 찢겨진 그물 등

의 비정상적 연출로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3) 도피성

현실의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성’의 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딕 건축의 수직 상승성과 확

장성은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 기다랗고 기괴하게 변형

된 연출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다.

또한, 고딕 문학과 고딕 록은 현실과 주류 문화에

서 도피하고자 하는 바람을 중세적 취향에서 찾았다.

특히, 고딕 록은 펑크처럼 주류 음악에 대한 반기를

들고 탄생한 음악 장르이다. 하지만 펑크는 저항적인

음악이고 고딕 록은 현실 도피적인 음악이라는 점에

서 두 장르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펑크는 사회를 개

혁하기 위해 폭력적·공격적 행동과 옷차림과 함께 음

악을 표현했지만, 고딕 록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개

인적·도피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고딕

록은 현실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사회적 불만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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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

건축

- 수직 상승, 확장, 기괴함의 변형

된 모습을 통한 종교적 감동

고딕

문학

- 우울하고 어두운 배경

- 과학, 죽음, 초자연에 대한 공포

- 심리적 불안

고딕

록

- 검은 의상, 메멘토 모리 모티프

를 통한 죽음의 각인

- 주류 문화를 거부

조형적 특성

암흑성

왜곡성

메멘토 모리

브리콜라주

내적 의미

신비성

공포성

도피성

연극성

<표 2> 고딕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및 내적 의미

탈하고자 했다. 어두운 의상과 난해한 메이크업은 하

위문화 집단 내부에서만 연출했고, 일상생활에서는

규범에 맞는 정상적 옷차림을 했다.

고스 스타일은 타 하위문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현

실을 거부하고 개인적 일탈을 꿈꾸는 도피적인 면모

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스 스타일은 타 하위문화

와 달리, 소규모의 소극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이다.

고스 스타일은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문화를 꿈꾸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현실에 염증을 느낀 개인이 자

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일탈의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다.

(4) 연극성

마지막으로 고스 스타일은 ‘연극성’을 내포한다. 연

극성은 연기를 통한 은유로 정의되는 현상, 즉 역할

을 연기하는 것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인 척

하기, 혹은 게이성을 위장하기 위한 과장된 행동과

그 스타일적 표현에 중점을 둔다.20) 고스 스타일의

연극성은 개성을 발휘하게 만들며, 초현실적인 분위

기와 비감 등을 표현한다. 고스 스타일의 그로데스크

(grotesque)한 연출은 영혼의 어두운 면을 확장하여

보이는 것이고, 동시에 이미지의 전복을 시도하는 것

이다.

고딕 록 스타일에 나타난 고스 문화는 그들의 취

향을 극도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기괴하고 색다른

것에 매료되어 있으며, 이를 연극적으로 표현한다.

자신만을 위한 샘플링 음악, 개인 성향을 표현하는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조

합한 고스 스타일은 개인의 자아이고, 자신을 위한

구별되는 착장을 드러낸다.21) 이들은 통일된 지배적

문화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고 자신만의 분명한 개성

을 위해서 인위적이고 초현실적인 연극성을 제시하

는 것이다.

다음의 <표 2> 고딕 건축, 고딕 문학, 고딕 록을

통한 고딕 문화의 사적 고찰로 살펴 본 고딕 스타일

의 조형적 특성 및 내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분석

2000년 이후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이

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통일성, 미학, 중심성에 반기를

들고 등장했으며, 다원성, 반미학, 주변성에도 그 가

치를 부여하여 다양한 것의 평등한 공존을 꿈꾼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스 문화의 소외성과 도피성은

20세기의 지배 담론을 대항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는 고스 스타일의 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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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areth Pugh

F/W 2008

- www.style.com/

<그림 6> Givenchy

F/W 2012

- www.style.com/

<그림 7> Gucci

F/W 2012

- www.style.com/

을 탐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개인의

욕구에 따라 고스 스타일은 현대 패션에서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대중문화에 영합되고 있다. 이

에 본 장에서는 현대 패션에 주요한 트렌드로 등장

한 고스 스타일에 대해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를 파악하고자 한다.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사적 고찰에 의한 고스 스타일의 조형성은 현대

패션의 색채, 실루엣, 디테일, 소재로 표현되었다.

1) 암흑성

‘암흑성’은 고스 패션의 색채로 발현되었다. 고스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다크 뷰티(Dark Beauty)' 혹은

‘다크 글래머(Dark Glamour)'라고 불리는데, 이는 고

스 문화 특유의 음침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어

둡고 우울하고 병약한 고스 스타일의 분위기는 암흑

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암흑성은 고스 패션을 비롯

해 고스 문화에 직접적으로든 혹은 은유적으로든 항

상 나타나는 근저에 깔린 속성이다.

가레스 퓨(Gareth Pugh)는 F/W 2008년 컬렉션에

서 인간의 나약함과 어두운 공포를 시각화한 컬렉션

을 선보였다.<그림 5>22). 얼굴의 피부는 하얗고 눈과

입은 검게 칠해져 있어 마치 유령과 같은 얼굴을 하

고 있다. 그리고 얼굴 이외에 모든 부분은 검은 색으

로 연출되어 있는데, 특히 검은색 드레스의 실루엣이

아래로 점차 확대되면서 어두움이 더욱 확산되고 있

다. 드레스의 네크라인은 턱까지 올라와 사람의 목을

조이는 위협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뱀프(vamp)적인 연출을 통해 암흑성을 더

욱 극대화하기도 한다. 현대 패션에서도 병약한 메이

크업에 뱀프적인 요소를 더해서 고스 스타일을 연출

하기도 한다. <그림 6>23), <그림 7>24)는 드라큘라,

뱀파이어, 팜므 파탈(femme fatal)의 모습을 재현하

기 위해 입술에 붉은 피, 검은 피의 색상을 사용하고

눈 주변은 어둡게 화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2) 왜곡성

‘왜곡성’은 의복의 실루엣에서 드러난다. 의복을 통

해 인체를 기다랗게 표현하는 수직 상승적인 형태를

취한다. 의복을 수직적으로 만들어 인체를 왜곡시켜

느끼게 한다. 어깨부터 발목까지 몸의 실루엣을 드러

내지 않는 범위에서 슬림(slim)한 실루엣을 드러낸

다. 고스 스타일의 수직 상승적 실루엣을 잘 보여주

는 디자이너는 릭 오웬스(Rick Owens)가 있다. 그는

‘고스 미니멀리즘’ 디자이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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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ick Owens

S/S 2011

- www.style.com/

<그림 9> Nina Ricci

F/W 2009

- www.style.com/

<그림 10> Rick Owens

F/W 2010

- www.style.com/

고스의 미학을 모던하고 단순하게 승화시킨 디자인

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S/S 2011년의 그의 컬렉션

은 무채색의 슬림한 원피스로 채워졌다. <그림 8>25)

에서 장식이 배제된 검은색 롱 원피스는 귀에서부터

내려오는 베스트(vest)와 함께 인체의 수직선을 강조

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장식한 뾰족한 액세서

리도 위를 가리키고 있어서 실루엣 전체가 수직 상

승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컬렉션에는 좀 더

많은 드레이퍼리로 원피스의 수직선을 만든 의상도

포함되어 있다.

고스 패션은 확장성의 왜곡을 보여주기도 한다.

구조물을 지지해준다는 기능적인 목적은 사라졌지만,

의복의 형태를 확장시켜서 왜곡된 인체를 보여주고

있다. 니나 리찌(Nina Ricci)의 F/W 2009년 컬렉션

에서 고싀의 확장성이 잘 나타난다. <그림 9>26) 속의

의상은 바디 실루엣을 강조하는 블랙 원피스이다. 모

던해 보이는 실루엣에 어깨와 골반에 독특한 패드를

덧대어서 의복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인체의 실루엣

을 부자연스럽게 왜곡시키고 있다. 그리고 펄이 들어

간 어두운 소재를 사용하여 왜곡된 실루엣에 신비롭

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어두운 미학과

디테일의 확장을 동시에 보여주어서 고스 스타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곡성의 세 번째 형태는 변형이다. 변형은 가로

세로의 확대가 아닌 옷의 부분을 절단하거나 이질적

요소와 결합시켜서 새로운 조형성을 만드는 것을 말

한다. 현대 패션의 고스 스타일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고스의 아이템을 사용

하지 않으면서도 고스의 감수성을 전달한다. 예컨대,

2008년 S/S 컬렉션에서 가레스 퓨는 의복에 이질적

인 요소를 결합시켰다. <그림 10>27)는 바디 컨셔스

(body conscious)의 블랙 미니 원피스에 목, 배, 골반

에 사각의 메탈 조각을 불필요하게 끼어 넣은 형태

를 하고 있다. 인체를 절단하는 효과를 보여주어 혐

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한다.

3) 메멘토 모리

현대의 고스 패션은 인간의 무의식에 숨겨진 죽음

본능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하여 ‘메멘토 모리’ 모티프

를 장식으로 등장시킨다. 현대 패션에 등장한 고스

스타일의 메멘토 모리 모티프는 십자가, 붉은 피, 해

골(skull)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래의 종교적 의

미, 죽음의 상황이나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하기

보다는 디자인 모티프로 응용되어 등장한다.

해골은 고스를 포함하여 전위적인 하위문화를 표

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현대 고

스 패션에 나타난 해골은 더 이상 공포를 주는 프린

트가 아니다. 예술적 혹은 유희적 방법으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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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ersace

F/W 2012

- www.style.com/

<그림 12> Christian Dior

S/S 2006

- www.style.com/

<그림 13> Comme Des

Garçons Mens S/S 2011

- www.style.com/

<그림 14> Rodarte

F/W 2009

- www.style.com/

<그림 15> Gareth Pugh

F/W 2007

- www.style.com/

<그림 16> Saint Lauren

F/W 2008

- www.style.com/

재해석되고 있다.28)

<그림 11>29)의 베르사체(Versace) 컬렉션에서도

다양한 크기의 화려한 십자가를 옷에 배치시켜 장식

성을 더욱 배가시켰다. 십자가 문양은 메시지를 분명

하게 전달해 높은 상징성을 지닌다. <그림 12>30)은

하얀 색의 하의 하단에만 붉은 색으로 프린트되어있

다. 피가 묻은 듯 혹은 피가 흐르는 듯한 모양으로

프린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살인이나 유혈(流血)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림 13>31)은 꼼 데 가르송

(Comme Des Garçons)의 2011년 봄여름 남성복 컬

렉션의 사진이다. 이 컬렉션의 테마는 해골이었는데,

꼼 데 가르송의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해

골을 디자인 패턴으로 유머러스하게 응용하여 다양

한 아이템에 적용시켰다. 해골에 선글라스를 씌우거

나 아름다운 꽃과 함께 배치시켜 키치적인 문양을

만들었다.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의미 해석

- 109 -

4) 브리콜라주

‘브리콜라주’의 형태는 주로 소재에서 나타난다. 의

복에 이질적 오브제를 부착하거나, 상반되는 이미지

의 소재를 과잉적으로 사용한다. <그림 14>32)는 로다

테의 2009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공개된 것으로 프

랑켄슈타인에서 영감을 받았다.33) 다양한 소재들이

하나의 아이템에 재조합되어 있다. <그림 15>34)은 상

반되는 재질감을 한 착장에 표현했다.

<그림 16>35)은 비정형 실루엣의 가죽 재킷에 목

칼라(collar)에 스터드(stud)를 달아서 독특한 미적

감각을 전해준다. 스터드는 1980년대 고딕 록에서 비

롯한 고스 스타일의 대표적 오브제이다. 스터드 특유

의 금속성은 반항적, 폭력적 성질을 내포하여 고딕

록 스타들이 애용하는 아이템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서는 스터드만의 저항적 속성은 완화되어 현대 패션

에서 자주 등장한다. 주얼리를 의상에 매치하는 것과

는 달리, 스터드 특유의 참신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

다. 그리고 눈을 가리는 앞머리와 창백한 메이크업으

로 고스의 심미성을 더하고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의 내적
의미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은

과거의 고스 스타일과 유사하지만, 그 내적 의미는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했다. 이는 반미학, 주변성, 다

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와 고

스의 특성의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

기의 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은 무의식성, 키치성, 전복성, 대중성의 내적

의미를 지닌다.

1) 무의식성

고스 스타일은 ‘무의식성’을 반영한다. 무의식은 정

상적 활동과 이성적 생각을 저지하는 욕망이다. 일반

적으로 창조 과정에서 의식화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 의식 밖으로 꺼내져 나와 창조적 활동을 이

끈다.

고스 스타일은 인체를 재현하는 이성적 사고에 의

해서 의복을 만들지 않고, 디자이너 임의대로 해체하

고 재조합시킨다. 인체를 기형적으로 길게 표현하거

나, 몸의 형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디자인을 한다. 이

렇게 고스 스타일은 일반적인 의복의 조형성에서 탈

피하고 무의식을 탐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무의식 근저에는 부적절한 것을 정당화시

키고 기존 사회의 기만함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숨어

져 있다.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는 무의식적인 것을 깨달

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自己)’와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e Jung)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이라고 불렀다.36) 무의식을 폭

로하는 비정형적 조형성을 통해서 고스 스타일은 이

러한 개성화 과정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2) 키치(Kitsch)성

키치는 현대 미술에서 시작한 개념으로, ‘통속 예

술’, ‘싸구려 조합’ 과 유사한 뜻을 지닌다. 현대 패션

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에는 유희적인 키치와 축적의

키치가 발현된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희적인 키치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언밸런스

(unbalance)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공포적인 사물을 긍정적 태도로 새롭게 보여주는 유

희적 키치를 표출한다. 콤 데 가르송의 컬렉션은 죽

음의 아이콘인 해골을 일상적이고 유아적인 모습을

탈바꿈시켰다.<그림 13> 해골에 선글라스를 씌우거나

귀여운 캐리커처(caricature)처럼 묘사하여 거부감을

줄이고 친숙하게 표현하였다.

축적의 키치는 이질적인 재료를 불필요하게 추가

하거나, 여러 겹의 레이어(layer)를 쌓아서 과잉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스터드와 같은 메탈 액세서리를 덧

붙이거나, 완전히 다른 느낌을 소재를 같이 사용한다.

3) 전복성

고스 스타일은 사회적으로 ‘전복성’을 포함한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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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변화

사적 고찰 현대 패션

암흑성
-우울함과 어두움

-검은 의상

암흑적

색채

-검정

-창백함

왜곡성

-수직 상승

-확장

-기괴한 변형

왜곡된 실루엣

-슬림함

-인체 비재현

-의복 비정형

메멘토

모리

-죽음의 상징

-십자가

-해골

-피

메멘토 모리

장식

-직·간접적 표현

-십자가

-해골

-피

브리콜라주
-의미없는 조합

-부적절한 아이템
브리콜라주 소재

-이질적 오브제

(스터드, 체인)

-소재의 과잉

–www.style.com/

<표 4> 고스 스타일의 내적 의미 변화

사적 고찰

변화

현대 패션

신비성
-비이성적

-초현실의 미
무의식성

-해체와 재조합

-개성화 과정

공포성
-비정상적

-죽음을 각인
키치성

-기형적 그로데스크

-죽음의 암시

도피성
-현실과 주류 문화를

거부
전복성

-완화와 확산

-대중문화와 절충

연극성 -독립적 개성 표현 대중성
-유희적

-과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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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쌓아온 고스 문화의 소외성과 도피성은 20

세기를 지배해왔던 주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해

결책으로 여겨져 주목받게 된다. 현대 고스 패션은

트렌드의 중심이 된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릭 오웬스

(Rick Owens)는 고스의 하위 문화적 요소를 주류

문화로 전복시킨 대표적 디자이너다. 알렉산더 맥퀸

의 컬렉션은 모두 고스와 관련된 것에서 영감을 받

아 전개한다. 과거의 고스 스타일이 거부감을 유발했

다면, 알렉산더 맥퀸은 동시대의 미적 감각과 고스

스타일의 감수성을 적절히 혼합하여 심미적인 고스

스타일을 완성시켜 주목을 받는다. 릭 오웬스는 과잉

의 ‘고스’와 절제된 ‘미니멀리즘’을 함께 표현하여 동

시대적인 고스 미학을 이룩한 디자이너이다. 그의 컬

렉션은 음침하면서 도회적인 감수성을 전달한다.

4) 대중성

시간이 지나면서 고스 스타일은 ‘대중성’을 획득한

다. 대중 매체(mass media)의 보급이 일반화된 대중

소비 사회에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

하면서, 하위문화로서 존재했던 다양한 고스의 요소

들은 획일적인 패션 산업을 거부하며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37)

이 때, 고스 문화의 상업화는 완화(defusion)와 확

산(diffusion)이라는 서로 연결된 움직임에 의해 이루

어진다. 완화를 통해 주류 패션으로 전환되면서 고스

스타일의 혁신적인 잠재성은 상업화되고 하위 문화

적 형태는 상품화된다. 확산은 실제적인 혁신자들의

고유한 핵심으로부터 TV와 대중적 잡지를 통한 대

중으로의 지역적·사회적으로 전파된다.38)

예를 들어, 고급 영캐주얼 마켓을 개척하기 위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앞 다투어 고스 스타일을 자신

만의 콘셉트로 제안하고 있다. 생 로랑의 2008년 가

을 겨울 컬렉션, 장 폴 고티에의 2009년 가을겨울 컬

렉션, 지방시의 2012년 가을겨울 컬렉션, 구찌의

2012년 가을 겨울 컬렉션, 베르사체의 2012년 가을겨

울 컬렉션은 고스의 미학을 각기 브랜드 정체성

(Brand Identity)과 절충한 의상을 선보였다.

Ⅳ. 결론
고스 스타일은 역사의 수면 위에 간헐적으로 등장

하여 비주류 문화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2000년

대 이후 고스 스타일은 주요한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딕 건축, 고딕 문학, 고딕 록의

사적 고찰을 통해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에 대

해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암흑성, 왜곡성, 메멘

토 모리, 브리콜라주의 조형적 특성을 보였다. 그리

고 이는 신비성, 공포성, 도피성, 연극성의 내적 의미

를 지니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생겨난 주변성과 위반성에 대한 관

심으로 고스 패션은 고급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스

타일로 여겨지게 된다. 하위문화에 머물렀던 고스 스

타일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부합하는 스타일로

부상하게 되고, 대중문화와 결합하기 시작한다. 대중

문화에 영합된 하위문화는 필연적으로 하위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마련인데, 고스 패션 또한 일반

적, 정상적 취향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화했다. 조형적으

로는 암흑적 색채, 왜곡된 실루엣, 메멘토 모리의 장

식성, 브리콜라주 소재를 특징으로 하여, 사적 고찰

에 의한 조형적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조형적 특성에 담긴 내적 의미는 변화했다. 현대의

고스 패션은 무의식성, 키치성, 전복성, 대중성을 드

러낸다. 무의식성과 키치성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

구에서 기인한 것이고, 전복성과 대중성은 새로운 시

대정신에 맞춰 순화된 고스 스타일의 의미를 보여주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적으로 정립된 고딕 스타일과 동시대

의 고스 스타일을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로

스트리트 패션과 하위문화로 나타난 고스 스타일의

문화적 측면을 재조명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메멘토 모리의 장식적 형

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면 새로운 주제로

학계에 기여가 클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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