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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typical subculture, Goth exercises influence on our culture in broad areas. Features of 

Gothic style, such as dark aesthetics, images of death and fear, and erotic horrification, 

emerged as attractive themes to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Based on the dark attraction 

of black color, Goth fashion creates mysterious and fantastic atmosphere as well as grotesque 

and horrifying mood.

‘Hallyu' or Korean wave is a term to describe the phenomenon of fervently loving Korean 

popular culture. As the fast spreading Hallyu is strongly engraved through the visually 

conspicuous fashion, we can say that fashion plays important role in diffusing Hallyu. In 

addition, a number of analyses and researches on the Hallyu, including K-pop, have been 

conducted, while concentrating keen interest in fashion of Hallyu K-pop stars. 

Accordingl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relations between fashion of K-pop stars 

and Goth fashion after analyzing features of Hallyu and K-pop and contemplating Goth 

fashion. Namely, this study will analyze various Goth images shown in K-pop fashion, which 

is the core of Hallyu, and identify aesthetic features of Goth shown in the fashion of K-pop 

stars.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Goth images shown in the fashion of K-pop stars 

identifies the following features : a black aesthetic, eroticism, defiance, reversal of gender 

identity,  and mystery.        

Key Words:  K-pop fashion(K-pop 패션), Korean Wave(한류), Goth image(고스이미지), Haute 

Goth(오뜨 고스), Gothic(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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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스(Goth)는 대표적인 하위문화로서 현대 사

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광범위한 분야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대 패션 디자인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바, 스트리트 패

션에서 뿐 아니라 하이패션에도 고스 이미지가 

자주 활용된다. 

고딕의 특징인 검은 미학, 죽음과 공포의 이

미지, 에로틱한 섬뜩함은 많은 디자이너에게 매

력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다. 펑크(punk)나 글램 

록(glam rock)과 같은 하위문화 뿐 아니라 중세 

※ 이 논문은 2012년 6월27일 중국 항주에서 개최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Korea-China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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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 스타일 및 고전 문학작품, 미학, 철학적 전

통에서도 영감을 받은 고스 패션은 검정이 가지

고 있는 어두운 매력을 바탕으로 기괴하고 공포

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때로는 신비하고 환

상적인 분위기 뿐 아니라 섹시하거나 댄디한 이

미지와 같은 다양한 고스 패션을 시도하기도 한

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딕 스타일은 빠

르게 수용되었고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또한 오뜨 꾸뜨르(Haute Couture)의 

디자이너들은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스트

리트 룩 스타일의 고딕 패션을 럭셔리하게 연출

하기 시작했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열광적인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용

어로서(두산백과). 오늘날 아시아 뿐 아니라 미

국, 남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

다.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한류

는 한류 스타들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패션을 

비롯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는 한류는 시

각적 대상인 패션을 통해서도 강하게 각인됨에 

따라, 패션은 한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류패션의 디

자인 특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

구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위문화인 고스가 현대 패션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과 현대 패션 트렌드에 반영되어 나

타나는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또한 K-pop을 비롯한 한

류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한류 

스타 패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고스 패션 이미지는 K-pop 패션에 빈번히 

등장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류 및 K-pop 특

징에 대해 분석하고 고스 패션에 대해 고찰 한 

후, K-pop 스타 패션과 고스 패션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즉, 한류의 중심축인 

K-pop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고스 이미지를 분

석하고 그 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한류 K-pop 패션

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K-pop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된다. 

II. 한류와 K-pop 

TV 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

중문화는 1990년대 중국 및 일본에 수출되기 시

작했고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한국의 TV 드라

마 ‘사랑이 뭐 길래?’는 1997년 중국국영 중앙 

텔레비젼(CCTV)을 통해 방영되었으며 4.2%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한겨레신문, 1997). 연이

어 1999년에는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에 소개

되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높

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H.O.T.의 베이징 

공연이 2000년 2월에 성사되는 것을 기점으로 

한국 대중가요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중

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류’는 2000년 2월 중국 언론

에서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광 및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

다. H.O.T. 뿐 아니라 NRG, DIVA, 이정현 등도 

중국에 머물면서 활동 및 공연을 통해 높은 인

기를 얻었으며, 중국에서의 K-pop 열기는 꾸준

히 지속되어 현재 Super Junior, FT아일랜드, 인

피니트 등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한국 대중문화 열풍은 중국뿐 아니라 일

본,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필

리핀, 몽골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드라마 ‘겨울 연가’는 2004년 일본 NHK에서 

20%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일본에까지 한

류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드라마와 가요, 영화 등의 대중문화의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의 가수, 영화배우, 탤런

트 등 한국 대중 스타들과 한국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한국어를 익히거나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도 뚜렷이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는 이들을 가리켜 ‘합한족(哈韓族)'이라는 신조

어로 불렀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가리켜 한류라고 일컫는다(두산백과). 

K-pop은 넓게는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통

칭하는 말이지만, 좁게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음악 중 pop, dance, hip hop, rock, R&B, 

electronic music 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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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외국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이돌 걸 & 보이 그룹의 음

악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 연

예기획사가 생겨나면서 아이돌 그룹을 키우는

데 주력했고 아시아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 세계

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전략을 펼쳐나가기 시작

했다. 초창기 K-pop 가수 및 그룹으로는 1990년

대에 H.O.T., S.E.S., 핑클(Fin.K.L) 등이 대표적이

며 이들은 한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성공

을 거두었다.

해외에서 K-pop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2000

년대 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원더걸스는 중국에

서 ‘Nobody'로 ‘The 5th Annual China Mobile 

Wireless Music Award in Beijing'을 수상하였으

며, ‘2 Different Tears'도 최다 다운로드 곡으로 

선정됨에 따라 판매량도 급상승하였다. 또한 소

녀시대는 ‘Gee’로 일본 오리콘 싱글 차트 일간 

1위에 올랐다. 카라도 2012년 제26회 일본 골드

디스크상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빅뱅, 샤이니, FT아일랜드, 엠블랙, 비스트, 슈

퍼주니어와 같은 K-pop 보이 그룹과 소녀시대, 

카라, 원더걸스, 미스에이, 2NE1, 씨스타, 시크

릿, 포미닛 등의 걸 그룹은 몽고, 필리핀, 태국, 

타이완,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에서도 높

은 인기를 얻고 있다(Cerojano, 2011). 뿐 만 아

니라, K-pop은 아시아 이외 미국 및 유럽 시장

에서도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1년 

빌보드는 ‘Japan Hot 100’ 이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K-pop Hot 100’를 공식적으로 런칭하였

다. 원더걸스는 2009년부터 미국에서 데뷔 싱글 

‘Nobody’를 발매하며 미국 진출을 선언했고, 한

국인으로는 최초이자 동양인으로는 30년 만에 

‘빌보드 Hot 100'에 진입하여 76위에 올랐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6월10-11일 ‘SM TOWN 

LIVE WORLD TOUR in PARIS’가 Le Zenith de 

Paris 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동방신기, 슈퍼주

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등 SM의 소

속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였는데, 티켓 예매 1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여 SM 아티스트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SM TOWN 파리 

공연은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는 동시에 

유럽에 K-pop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

었다 (경제투데이, 2011). 유키스는 2012년 5월 

12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남미 최

대의 뮤직 페스티벌 에벤또 꽈렌따 (EVENTO 

40)에 아시아 뮤지션으로서는 최초로 출연하여 

남미에서 K-pop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

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한류라는 용어가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에까지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 유 튜브를 통해 유명세를 얻게 된 싸

이는 K-pop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Billboard 

HOT 100 Chart’에서 2위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싸이는 미국 NBC Ellen Show에 출연하여 세계

적 팝가수인 Britney Spears에게 말춤을 가르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뉴질랜드 총리인 John 

Key도 Edge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를 방문하

여 강남스타일 곡에 맞춰 말춤을 춤으로써 강남

스타일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였다. ‘2013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강남스타일’로 ‘Top streaming 

song video1)’ 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 4월 발표

한 ‘Gentleman' 또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보이 그룹 B.A.P.의 ‘One Shot’은 

2013년 2월 ‘Billboard World Albums Chart’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iTunes hip hop download charts’에서도 1위에 올

랐다. 이처럼 K-pop은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폭발적인 인기 상승으로 인하여 한류의 주축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K-pop 아이돌 음악의 특징은 단순하고 경쾌

한 리듬과 비트,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흥미

로운 노랫말 그리고 멋진 댄스 실력으로 선보이

는 군무라고 할 수 있다. 연예기획사에서 수년

간 훈련을 받은 이들은 준수한 외모와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 화려한 댄스와 무대 장치 등을 통

해 청각적 뿐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K-pop이 널리 퍼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음악 기획사들은 소

속 가수들의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에 

1) 유 튜브와 SNS 등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에 주어지는 상으로, 유 튜브에서 16억 건 이

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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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며 온라인 마케팅을 펼쳤고, 이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됨으로써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K-pop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다(네

이버 백과사전).

이처럼 K-pop이 전 세계 틴에이저와 젊은 층

을 중심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함에 따

라, 음악 뿐 아니라 K-pop 스타들의 패션과 스

타일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Jung, 2011). 즉, ‘한류’는 ‘한국의 유행 엔터테

인먼트’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한국’ 내지

는 ‘한국문화’ 그 자체를 통칭하는 대명사로 쓰

일 만큼 그 의미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III. 고스(Goth) Fashion

고스의 특징 및 고스 패션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이유경, 2011)에서 고찰한 바 있다. 즉, 고

스족은 3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로마제국을 침

략하고 그곳에 정착했던 민족으로 미개하고 무

례하며 야만적인 특징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고스족에서 유래된 고스라는 용어 또한 

이러한 배경으로 인식되며 오랫동안 문화적 아

웃사이더로 존재했다. 

고딕은 12세기부터 16세기 유행했던 서유럽

의 건축 스타일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고딕 건축은 천국을 향해 치솟은 뾰족한 아치로 

표현되는 상승하는 선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다. 고딕이라는 용어는 중세 건축양식에 대해 

미개하고 조야하다는 의미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붙여졌다(Spooner, 2008). 

낭만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 태동되었던 고

딕 소설은 18세기 후기부터 19세기 초기에 우세

했던 소설의 문학적 스타일을 의미한다. 기괴하

고 황량하며 우울한 특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공포, 신비, 초자연적인 주제와도 연관된다 (Dark 

Glamour, 2008). 중세를 배경으로 한 Mary Shelley

의 ‘Frankenstein’(1818), Bram Stoker의 ‘Dracula’ 

(1897), Edgar Allen Poe의 여러 소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고딕에서 흔히 관찰되는 요인은 죽음

과 파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어둡고, 야만적

이고, 음울하고 쇠잔한 분위기를 내포하는 부정

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죽음과 파괴에는 부정적 

이미지 뿐 아니라 심미적이며 로맨틱한 측면도 

있다. 또한 중세 및 빅토리아와 에드워드 시대

에 대한 애착 역시 고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때로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거

나 남녀 성별의 구분을 초월하기도 한다 (Dark 

Glamour, 2008).

현대적 의미로 고스라는 용어는 1970년대 말

부터 1980년대 초에 다시 등장했다. 1979년 포

스트펑크 그룹 Bauhaus가 ‘Bela Lugosi's Dead’라

는 곡을 발표하고, Sixouxie & the Banshees, 

Sisters of Mercy, Joy Division 등이 암울하고 괴

기스러운 고딕 록의 곡을 발표한 시점이다. Joy 

Division의 매니저인 Anthony Wilson이 이들의 

음악을 당시 주류인 팝음악과 구별하여 ‘고스’

란 단어로 정의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었

다(Stevens, 2000). 

고스 하위문화와 고딕 문학의 전통을 가장 확

실하게 연결하는 것은 패션이다 (Spooner, 2008). 

또한 음악적 스타일로서 고스를 가장 명쾌하게 

하나로 묶고, 하나의 밴드를 고스로 명명되도록 

하는 것 역시 시각적 스타일인 그들의 패션이

다. 따라서 현대 고딕 패션은 고스 밴드 또는 대

중 음악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

스는 반항적 문화지만 1960-70년대 등장한 히피

족 및 펑크족과는 달리 그 분노를 자기학대로 

표현하고 사회 도피적 성향을 나타낸다(이승옥, 

2005). 

오늘날 고딕적인 특징은 중세를 배경으로 하

는 패션,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

에 나타나며, 18, 19세기 공포 분위기의 고딕 문

학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 

문화를 구성하는 대표적 하위문화인 고스 문화

는 문학, 현대 미술, 사진, 음악, 영화 등의 예술 

분야 뿐 아니라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현대 고스 패션

은, 14-15세기 중세 유럽의 엄숙하면서도 절제된 

고딕 스타일과 중세 암흑기의 침울함과 공포감

을 표현한다. 또한 고스 패션은 18, 19세기 공포

분위기의 고딕 문학으로부터 현대의 뱀파이어 

문학 및 영화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공포스러움

을 강조하고 에로틱한 섬뜩함을 표현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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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지닌다. 빅토리아 시대 전통미를 강

조한 복식은 현대 패션에서 어둡고 신비스럽게 

표현되며, 빅토리아 시대 패션은 현대 고스 패

션의 팜므 파탈(femme fatale) 이미지에도 기여

했다. 고스 패션은 또한 엘리자베스 시대

(1558-1603) 및, 에드워드 시대(1901-1910) 패션

을 종종 차용하기도 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스 패션은 1970

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고스 밴드의 의복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고스 패션은 펑크의 허무

주의(nihilism), 퇴폐적인 분위기의 매혹적인 글

램 록, 페티시즘, 파격적인 패션, 공포스러운 스

타일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초자연적이고 검

은 미학(dark esthetic)에 대한 흥미와 같은 고딕

의 기이한 특징은 오늘날 주류(main stream)로 

유입되기에 이르렀고, 현대 패션 트렌드의 중요

한 주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

서 Alexander McQueen과 John Galliano 등의 

Haute Couture 디자이너들이 고스 이미지를 런

웨이에 등장시켰다. 이러한 특징을 New York 

Times의 Cintra Wilson(2008)은 오뜨 고스(Haute 

Goth)라고 명명하였다. 

20세기 후반 이후 고스의 의복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대 고스 패션 스타일에 대해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고스의 가장 보편적인 

패션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

부분의 고스는 극단적인 검정 의복을 선택한다. 

검정색은 오랫동안 죽음, 위험, 악마, 죄, 슬픔 

등과 관련되어왔을 뿐 아니라 미스터리, 에로티

시즘과도 관련되어 왔다(Harvey, 2008). 또한 검

정 의복을 통해 댄디, 팜므 파탈, 댄디 뱀파이어 

귀족 등을 우아한 악마적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했다(Steele & Park, 2008). 

여성용 고딕 의상은 대부분 과거 복식과 펑

크, 페티시 스타일의 혼합으로 나타난다. 레이스

와 베일 등의 장식, 가슴이 깊이 파인 코르셋 스

타일 탑(top), 검정 브라와 그 위에 그물(fish net) 

소재 셔츠, 가터(garters), 테디2)(teddy), 뷔스티에

(bustier), 슬립(slip)과 캐미솔(camisole) 등의 란제

리 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착용하는 것

을 즐긴다. 또한 짧은 비닐 스커트, 비닐 드레스, 

그물 스타킹이 보편적이다. 오페라 스타일 케이

프(또는 cloak)와 부츠 등도 인기 있는 패션이다

(박은경, 정현숙, 2005). <그림 1>은 제19회 휘트

비 고스 축제3) 참석자의 모습이다.

<그림 1> 휘트비 고스축제(Goth Festival) 참가자 
(출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

asp?total_id=11365995)

일부 남성 고스족은 약간의 러플이 달린 넉넉

한 셔츠와 검정 바지를 착용하기도 한다. 가죽 

재킷 또는 벨벳 재킷, 검정 트렌치코트, 검정 비

닐 레인코트도 흔히 채택된다. 성별의 구분이 

모호한 패션이나 전통적인 성정체성이 뒤바뀐 

패션을 즐기기도 한다.

고스 패션의 특징 중 하나인 death look은 창

백해 보이는 흰색 파운데이션, 검정 아이라이너, 

검정에서 빨강색에 이르는 톤의 립스틱, 검정 

손톱으로 완성된다(이진용, 2010). 머리색은 대

부분 검정색이지만 특이한 색으로 염색하기도 

한다. 

장신구로는 은제품을 선호하며, 십자가, 펜타

그램 (pentagram), ‘Eye of Horus'와 같은 상징을 

착용한다. 또한 스파이크나 스터드(stud)를 가죽 

재킷, 칼라, 벨트, 팔찌 등에 부착하는 것을 즐

긴다. 쵸커(choker)나 벨벳 리본을 목에 두르기

도 하고 해골 모양의 장신구를 사용하기도 한

다. 바디 피어싱, 문신, 벨트, 목걸이, 체인 등도 

인기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스의 상징물의 의미나 상

징물은 입는 이유에 대한 인식보다는 패션 또는 

트렌드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2) 슈미즈의 상반부와 낙낙한 팬티를 이은 여성용 속옷.

3) 영국 북부 휘트비(Whitby)에서 2013년 4월28일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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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포미닛 
(출처: http://www.cubeent.co.kr/fou

rminute)  

<그림 3> 소녀시대 
(출처: http://music.daum.net/ar

tist/photo/detail?) 

<그림 4> 브라운아이드걸스 
(출처: http://sports.donga.com/

3/all/20110927) 

<그림 5> 빅뱅  
(출처: http://www.ygfamily.com/arti

st/Gallery) 

고스 패션은 하나의 취향이고 그들이 공유하는 

생활방식이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IV. K-pop 패션에 나타난 고스 이미지

K-pop 패션에 나타난 고스 이미지와 미적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고스 이미지의 패션

을 착용하고 있는 K-pop 스타 사진을 수집하였

다. 그중 고스 패션을 착용하는 빈도가 높은 10

개의 걸 그룹(브라운아이드걸스, 걸스데이, 소녀

시대, 카라, 미스에이, 시크릿, 시스타, 원더걸스, 

포미닛, 2NE1)와 8개의 보이 그룹(비스트, 빅뱅, 

FT아일랜드, 인피니트, 엠블랙, 샤이니, 수퍼 주

니어, 유키스)을 선정하여 고스 패션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때

로는 하나의 사진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중복

되어 나타나기도 하나 가장 뚜렷한 이미지를 중

심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1. 검은 미학 (Dark Esthetic)

중세의 침울함과 공포감 뿐 아니라 죽음 및 

어둠과 같은 고스족의 특징이 K-pop 패션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섬뜩한 뱀파

이어나 우아한 악마적 이미지의 댄디 뱀파이어 

귀족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팜므 파탈의 이미지

가 혼합되어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포미닛 <그림 2>는 바닥까지 길게 드리워지

는 검정 코트를 통해 중세 수도사의 엄숙하면서

도 음울한 느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어둡고 무

거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Run Devil Run’의 

컨셉으로 어두우면서도 쉬크한 패션을 제시하

고 있는 소녀시대 <그림 3>은 이전과는 차별화

되는 강렬하고 파워풀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새롭게 변신했다. 시크릿은 음울한 중세의 성

(castle)의 느낌을 연출하며, 위험을 상징하는 빨

강을 통해 검정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브라운아이드걸스는 낡고 쇠잔한 이미지를 배

경으로 악한 마녀의 이미지를 우아하고 럭셔리

하게 표현하기도한다.

브라운아이드걸스 <그림 4>는 눈꼬리를 길고 

날카롭게 그리거나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 검붉

은 립 컬러를 사용하여 섬뜩하고 괴기스러워 보

이도록 했다. 2NE1은 짙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체인, 초커를 사용하거나 타투, 십자가 장식을 

하여 야만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느끼

게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 포미닛은 해골, 미망

인을 떠올리는 깃털 장식의 모자, 낡은 실내장

식 등으로 인해 죽음을 연상시킨다. 

빅뱅의 멤버인 Top <그림 5>는 ‘Monster’의 

티저4)를 통해 드라큐라 백작의 외투(clock)를 연

상시키는 악마적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어둡

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인피니트 <그림 6>, 

엠블랙, 유키스, 수퍼주니어는 모든 멤버의 의상

을 검정색으로 통일시켜 거칠고 공포스러운 분

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소녀시대 <그림 7>과 카

라도 그룹 멤버 전체의 의복을 검정으로 연출하

4)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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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피니트
(출처: http://music.daum.net/artist/p

hoto/list?) 

<그림 7> 소녀시대 
(출처: http://music.daum.net/ar

tist/photo/detail?) 

<그림 8> 원더걸스 
(출처: http://www.jype.com/#/

wondergirls/Photo.aspx) 

<그림 9> 미스에이
(출처: http://www.aq-ent.com/swf/) 

<그림 10> 브라운아이드걸스 
(출처: http://www.neganetw

ork.com/artist/photo) 

<그림 11> 원더걸스 
(출처: http://www.jype.com/#/wondergi

rls/Photo.aspx) 

<그림 12> 시크릿 
(출처: http://www.tsenter.co.kr/secret) 

<그림 13> 빅뱅 
(출처: http://www.ygfamily.
com/artist/Gallery.asp?)  

여 어둠과 강함을 동시에 표현하기도 한다. 고

스 패션의 특징을 공유하되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unity with variation'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에로티시즘 (Eroticism) 

페티시즘이 반영된 스타일이나 팜므 파탈 이

미지가 K-pop 스타 패션을 통해 표현됨을 볼 수 

있다. 퇴폐적인 분위기의 고혹적인 글램 룩(glam 

look), 또는 과거 복식과 펑크와의 혼합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 

원더걸스 <그림 8>은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 

라인의 비닐 미니드레스로 매혹적인 팜므 파탈 

이미지를 연출했고, 시크릿은 검정 미니드레스

나 수영복 스타일에 부츠를 착용하여 에로틱한 

고스 패션을 선보이기도 한다. 브라운아이드걸

스는 검정 레깅스와 메탈릭(metalic) 소재를 사

용하여 매혹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미스에이 

<그림 9>는 베어드 탑(bared top), 뷔스티에, 미

드리프(midriff)를 착용함으로써 관능적 매력을 

드러낸다. 레오파드(leopard) 문양 및 프린지를 

더해 치명적 매력을 강조할 뿐 아니라 퇴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다. 브라운아이드걸스 

<그림 10> 또한 베어드 탑 미니 드레스와 스틸

레토 힐(stiletto heel)의 구두를 착용하여 섹시한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원더걸스 <그림 11>은 검정색 신축성 소재의 

미니 드레스를 착용하여 인체선을 강조하고 부

분적으로 투명한 레이스를 사용하여 글램 룩을 

연출했다. 카라도 부분적으로 투명소재가 사용

된 검정 미니 드레스와 레이스업(lace-up) 롱부

츠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준다. 포미닛과 시크릿

<그림 12>는 코르셋과 유사한 bondage gear를 

착용함으로써 농염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부

각시켰다. 2NE1은 거들을 착용하고 브라운아이

드걸스는 메쉬 스타킹을 착용하여 글래머러스

한(glamourous) 이미지를 표현한다. 또한 2NE1은 

빨강 파워 숄더 재킷에 검정 가죽 미니스커트를 

더해 섹시함을 강조했다. 포미닛은 원 숄더 네

크라인, 레깅스, 글래디에이터(gladiator) 슈즈, 금

속 장식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

현한다. 소녀시대는 비닐 소재의 짧은 반바지와 

레이스업 롱부츠를 착용하여 다리를 강조했다. 

보이 그룹인 엠블랙은 재킷 속에 셔츠를 입지

않고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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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브라운아이드걸스 
(출처: http://www.neganetwork.com

/artist/photo) 

<그림 15> 2NE1
(출처: http://www.ygfamily.com

/artist/Gallery.asp?) 

<그림 16> 걸스데이 
(출처: http://imgv.search.daum.

net/viewer/search?) 

<그림 17> 빅뱅 
(출처: http://www.ygfamily.com/arti

st/Gallery.asp?) 

현했다. 빅뱅 <그림 13>의 ‘Monster’ 티저에서는 

고스의 에로틱함과 더불어 가학적 측면을 부각

시켰다.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간주되는 에로티

시즘이 보이 그룹의 패션에서도 나타나기는 하

나, 그 비중은 걸 그룹에서 절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3. 반항성

K-pop 스타들의 고스 패션은 기존의 패션에

서 벗어난 파격적이고 기괴한 스타일이나 공격

적이고 거친 장식 등을 사용하여 반항성과 저항

성을 나타낸다. 

브라운아이드걸스 <그림 14>는 갈비뼈 모양

의 장식을 사용하여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거칠

게 표현했다. 2NE1 <그림 15>는 재킷에 금속 주

머니를 달고 쵸커와 레깅스도 금속으로 만들어 

반항적이고 파격적인 패션을 연출했다. 또한 

2NE1은 다양한 크기의 금속 링 장식과 별모양

의 펜던트를 사용하여 반항성과 공격성을 나타

낸다. 포미닛의 현아는 여러 개의 굵은 체인과 

금속 팔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거칠고 반항적

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걸스데이 <그림 

16>은 가죽 블루종 점퍼와 가죽 시가렛(cigaret) 

팬츠로 반항적 이미지를 표현했는데 장갑, 체인, 

지퍼 등의 디테일과 레이스업 장식을 통해 더욱 

강조했다. 포미닛은 고스 이미지를 대표하는 검

정 가죽 조끼와 재킷을 밀리터리 이미지의 시가

렛 팬츠와 매치시켜 반항적인 이미지를 표현했

다. 스터드가 장식된 파격적 신발을 매치시켜 

완성도를 높였다. 소녀시대의 모습에서도 금속

장식과 검정색의 매니큐어를 볼 수 있다.  

빅뱅 <그림 17>은 스터드가 촘촘히 박힌 가

죽 점퍼를 착용하여 반항성을 나타낸다. 때로는 

금속이 장식된 가죽 재킷, 커다란 십자가, 위험

해 보이는 스파이크 장식이 있는 장갑을 통해서

도 공격적이고 저항적인 면모를 나타낸다. 해골 

문양을 장식하고, 하늘색으로 머리를 염색하여 

거칠고 난폭한 성향을 표현하기도 한다. 비스트

<그림 18>도 스터드, 스파이크, 버클 등의 금속 

장식과 가죽을 매치시켜 반항성을 극대화시켰다. 

빗질하지 않은듯한 인피니트의 거친 헤어스

타일과 샤이니의 무지개 빛깔 헤어 칼라를 통해 

반항적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 비스트 <그

림 19>, 인피니트 <그림 20>, 샤이니, FT아일랜

드 등의 검정 가죽, 스모키 메이크업, 금속 장식, 

체인, 피어싱, 문신, 해골 장식을 통해서도 한류 

K-pop 보이 그룹의 반항적인 고스 패션을 잘 볼 

수 있다. 반항성은 K-pop 걸 그룹 패션에서도 

나타나지만 보이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4. 성정체성 전환 

고스 패션의 특징으로 남녀 성별의 구분을 초

월하는 성정체성의 전환이나 모호한 성별을 들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정체성 전환의 패션으로는, 걸 그룹에서 멋쟁

이 남성의 외모 특징을 의미하는 댄디즘

(dandyism)을 볼 수 있다. 소녀시대의 제시카 

<그림 21>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검정 수

트(suits)를 착용하고 있다. 수트는 더블 브레스

트(double breast)이며 피크드 라펠(peaked l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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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카라 
(출처: http://music.daum.net/artist

/photo/detail?) 

<그림 23> 비스트 
(출처: http://www.cubeent.co.kr/

beast) 

<그림 24> 유키스 
(출처: http://music.daum.net/artist

/photo/detail?) 

<그림 25> 엠블랙
(출처: http://search.daum.net/sea

rch?w=img&q) 

<그림 18> 비스트 
(출처: http://www.cubeent.co.kr

/beast)

<그림 19> 비스트 
(출처: http://music.daum.net/artis

t/photo/detail?) 

<그림 20> 인피니트 
(출처: http://imgv.search.daum.ne

t/viewer/search?) 

<그림 21> 소녀시대 
(출처: http://girlsgeneration.smto

wn.com/) 

이 달린 재킷과 긴 바지, 중절모, 검정 펌프스

(pumps)로 이루어졌다. 카라 <그림 22>는 'Lupin'

의 포스터 및 티저에서 검정 수트, 오페라해트

(opera hat), 깃털이 장식된 모자, 지팡이, 장갑 

등 남성적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다. 동시에 메

쉬(mesh) 스타킹, 미니 드레스와 같이 팜므 파탈

의 이미지도 나타내고 있다.

보이 그룹에 나타나는 성정체성 전환 패션으

로는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메트로섹슈얼은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감

은 뚜렷하면서 여성적 취향과 감성을 편안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헝클

어진듯한 내추럴 웨이브의 부드러운 머리, 가벼

운 액세서리, 살짝 인체선이 드러나는 옷, 깊게 

파인 V 네크라인의 니트와 가슴선의 섹시함 등 

여성적인 디자인들을 관능적이면서도 도회적이

고 세련된 남성미로 표현한다. 

비스트 <그림 23>의 컷워크 상의는 성별이 

모호한 패션으로 노출을 통해 여성복의 특징을 

나타내고 냈다고 볼 수 있다. 엠블랙은 컷워크

(cutwork)을 통해 상체를 노출하고 스커트 형태

의 의복을 착용하여 여성복의 특징을 채택하기

도 했고, 페미닌 이미지의 대표적 디테일인 커

다란 리본을 착용하기도 한다. 샤이니도 여성스

러운 의복인 메쉬 소재 상의를 착용하여 노출과 

은폐를 동시에 나타냈다. 유키스 <그림 24>는 

자유로운 율동미가 느껴지는 프린지(fringe)와 

유연하고 부드럽게 드리워지는 저지(jersey)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여성성을 표현했다. 엠블랙

<그림 25>와 비스트는 검정 고스 패션에 정열적

인 빨강을 액센트로 사용하고 스모키 메이크업

을 하여 성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걸 그룹 패션에 나타나는 남성적 특징은 오랫

동안 남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온 수트 중심으

로 제한되는데 비해, 보이 그룹은 여성적 특징

을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신비주의

오랫동안 죽음, 위험, 악마, 죄, 공포 등과 관

련되어온 검정색과 빅토리아 시대의 전통 패션

을 기본으로 하는 고스 패션은 때로는 신비스러

운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고스 이미

지를 요정과 같이 귀엽고 신선하게 연출하기도 

하고, 밝고 경쾌하며 가볍게 표현하기도 한다. 

카라 <그림 26>은 검정을 선호하는 패션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나, 공포스럽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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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카라 
(출처: http://pdf.hankooki.com/sp

/pdf_sp.htm) 

<그림 27> 시크릿 
(출처: http://www.tsenter.co.kr/
03_ts_artist/01_Album.asp?) 

<그림 28>소녀시대 
(출처: http://music.daum.net/artist

/photo/detail?) 

<그림 29> 엠블랙 
(출처: http://bntnews.hankyung.co

m/apps/news?) 

에로틱한 느낌 대신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나타

낸다. 밝은 색의 모피와 시스루(see-through) 소

재의 러플 등을 사용하여 가볍고 신선한 분위기

를 연출한 반면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이나 과도

한 노출은 절제했기 때문이다. 시크릿 <그림 

27> 역시 에로틱한 특징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

나 절제된 미니멀리즘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

을 통해 고스 패션을 환상적이고 몽환적으로 표

현했다. 소녀시대 <그림 28>의 고스 패션은 요

정과 같이 귀엽고 경쾌하며 소녀적인 감성이 묻

어난다. 시스타도 침울함이나 과도한 노출 대신 

흰색 칼라(collar)와 커프스, 투명한 소재를 사용

하여 섬세함과 가벼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엠블랙 <그림 29>는 넉넉한 드레이퍼의상의 

특징인 율동감과 부드러움을 통해 자유로움과 

신비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깃털 장식을 사용하

여 가볍고 신비한 느낌을 표현한다. 또한 엠블

랙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듯 신비감

마저 보이는 패션을 선보이기도 한다. 

K-pop 패션에서 신비주의적 특징은 기본 고

스 패션의 특징인 검정색, 어두움, 음울함 등과 

분리시켜 단독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고 그 비

중도 높지 않으나, 이를 통해 고스 이미지가 다

양화되고 범주가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고찰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한류 K-pop 스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이미지

와 미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고스 패션 착용 

빈도가 높은 10개의 걸 그룹과 8개의 보이 그룹

의 패션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검은 미학이다. 중세의 

침울함과 공포감 뿐 아니라 죽음 및 어둠과 같

은 고스족의 특징이 K-pop 패션에 잘 나타나 있

음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섬뜩한 뱀파이어나 우

아한 악마적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하며, 팜므 

파탈의 이미지가 혼합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둘

째, 에로티시즘이다. 페티시즘이 반영된 스타일

이나 팜므 파탈 이미지가 K-pop 패션을 통해 표

현됨을 볼 수 있다. 퇴폐적인 분위기의 고혹적

인 글램 룩, 또는 과거 복식과 펑크와의 혼합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반항성이다. 기존의 

패션에서 벗어난 파격적이고 기괴한 스타일이

나 공격적이고 거친 장식 등을 사용하여 반항성

과 저항성을 나타낸다. 넷째, 성정체성의 전환이

다. 남녀 성별의 구분을 초월하거나 모호한 성

별로 표현된다. 이러한 패션으로는 걸 그룹에 

나타나는 댄디즘과 보이 그룹에 나타나는 메트

로섹슈얼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다섯째, 신비주

의이다. 오랫동안 죽음, 위험, 악마, 죄, 공포 등

과 관련되어온 고스 패션은 때로는 신비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요정과 같이 

귀엽고 신선하게 연출하기도 하고, 밝고 경쾌하

며 가볍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K-pop에 나

타난 고스 이미지는 고스 패션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K-pop 패션을 

통해 고스 패션이 특성이 더욱 구체화되고 다양

화 되어 가는 측면도 볼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은 한류 및 K-pop 열기가 미래에 어

떻게 변화되어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에서는 한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미래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콘텐츠가 획일적이

어서 식상하고, 댄스곡이나 섹시 코드를 앞세운 

아이돌 그룹 간에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 75 -

75한류 K-pop 패션에 나타난 고스(Goth) 이미지 연구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한류 및 K-pop에 대한 열기가 더욱 고

조되고, 관심을 갖는 지역도 아시아에서부터 시

작되어 점차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한

류 열풍 초기의 드라마 및 K-pop 등의 대중문화

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한류스타 및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K-pop 열기 및 관심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스타들의 패션도 

더 많은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중요한 현대 하위문화의 하나인 고

스의 역사적 배경과 고스 패션의 특징을 바탕으

로 K-pop 스타 패션을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K-pop 패션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고 현대 패션 

디자인에 미친 고스의 영향을 분석했다는데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과거 패션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는 발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K-pop 

패션의 미래 변화 방향을 가늠할 뿐 아니라 한

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일조 한다는 것에 그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서는 K-pop 패션 디

자인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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