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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게임과 대중 스타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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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On-line Game and Popular Stars
- Focused on Fash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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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on the most noticeable game industry in a digital era, and on the definition and feature
of post-digital generation enjoying it, along with the relations with the game. Especially, this paper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game characters’ fashion and pop singers' fashion targeting post-digital generation enjoying gam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on-line game's popularity affected popular culture and game business and popular stars have close inter-
relation. In addition, through variosus objective surveys, the game characters' fashion was classified into five images
before being analyzed; fighter’s image, retro image, surreal image, sensual image, and unisexual image. The game char-
acters’ fashion wasn’t only analyzed also studied correlation between on-line game character's fashion and pop singers’
fashion by five images. Consequently in case of game characters’ fashion, it influenced on pop singers' fashion targeting
teens and twenties enjoying games, which meant fashion connections between game characters and pop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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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창의력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게임의 성장과 게임 수요자 층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IT업계

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위정현, 2006). 과거

10~20대를 중심으로 일부 연령층만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던 온

라인 게임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여가, 취미 생활의 하나

로 새로운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진

보한 문화매체이자 디지털 문화의 주요 아이콘으로서 대중들에

게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게임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가는 거대한

놀이공간이자 문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와

시대적인 감각은 사이버 세상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재발견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이

상적 신체미를 가진 온라인 게임 속 캐릭터들은 3D 그래픽의

활성화와 PC사양 고급화에 힘입어 사실적이고 대담하게 표현

되고 있으며 그들의 패션 또한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기능

과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된 게임 속 캐릭터들은 패션 감각이

뛰어난 의상을 입고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패션은 게임 캐릭

터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게임 플레이어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막대한 영향력을 인식하는 대중 스타의 패션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해진 온라인 게임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까지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서정립, 진경옥(2006)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션에

나타난 추에 대한 논문으로 현대 패션과 비교하여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션은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게임 스토리 전개를 위한 의상이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서정립·진경옥, 2006). 또한 컴퓨터 게임에 나타난 의상을

고전적 이미지, 초현실주의적 이미지, 에로티시즘적 이미지, 전

사적 이미지, 미래적 이미지로 나누어 연구한 이지영(2000)의

논문, 게임 리니지II캐릭터 의상을 형태와 색채를 통한 조형적

측면과 고전적, 초현실적, 에로티시즘적 이미지 측면에서 분석

한 오현주(2004)의 논문 등으로 대부분 게임 캐릭터의 신체나

의상의 조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졌고 게임 캐릭터 패

션과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지영, 200; 오현주,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주목받는 게임 산업과 이를 즐기는 대표적 세대

인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 대해 고찰하였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특히 게임 캐릭터 패션과 대중 가수 패션을 비교분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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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바탕으로 대중문화에 미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

션의 영향력을 연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자리 잡은 온라인 게임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게임 캐릭터 패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1.1.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논문과 단행본 및 기사, 게임 서적, 잡지 등을 통한

문헌자료와 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과 정보 통신 진흥 연구원 등

의 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조사,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들의 선호

도가 높은 게임정보 사이트 www.entica.com, www.ggemguide.com,

www.mud4u.com 및 본 논문에서 선정된 각 게임의 홈페이지

www.lineage2.co.kr, www.granadoespada.com, www.zera.com을 통

한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온라인 게임 속 캐릭터 패션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인

2006년 인터넷상의 게임 순위 차트와 게임 월간 잡지 Net

power, PC player, On player의 인기 차트를 분석하여 상위권

에 진입해 있는 게임 중 인물 캐릭터가 등장하며 다양한 의상

형태가 나타나는 3D 형식의 게임인 리니지 II(Lineage II), 그라

나도 에스파다(Granado Espada), 제라(Zera)을 선정하였다. 온

라인 게임 캐릭터의 패션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

한 게임 관련 잡지 및 사이트에서 게임 캐릭터 설명 시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추출하고 그 빈도수에 따른 백분율을 산출하

여 1위부터 5위까지 선정하였다. 그 결과로 도출된 다섯 가지

이미지는 전사적 이미지, 복고적 이미지, 초현실적 이미지, 관

능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이며 이 분류를 바탕으로 게임 캐

릭터 의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게임 캐릭터 패션이 대중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아보기 위해 위 연구 방법에 의해 선정된 온라인 게임이 인기

를 끌었던 2006년에 활동했던 대중 스타들 중 음악에 따라 다

양한 의상을 선보이고 이미지 변신을 하는 대중 가수들로 분야

를 한정하였다. 특히 게임을 주로 하는 10대 들에게 인기가 많

으며 하나의 유행 아이콘 역할을 한 스타 가수들을 선정, 그들

의 패션을 위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이미지에 따라 게임 캐릭

터 패션과 비교·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게임

2.1.1. 온라인 게임의 정의 및 특징

온라인 게임이란 컴퓨터 게임이 인터넷이나 LAN과 같은 컴

퓨터 네트워크 망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으로써 이전

의 컴퓨터 게임이 인간과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던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취한 반면 온라인 게임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인 새로운 게임 환경이다(이재현, 2001). 온라

인 게임이라는 용어는 광의적 의미로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복수의 이용자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임을 뜻하며 협의적 의미로서는 PC를 매개하여 인터넷이나 통

신망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플레이 하는 게

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온라인 게임은 개인용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복수의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플레이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플

레이어들 간의 게임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

전의 기계와 사람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

원준, 2000). 이러한 특징을 게임 플레이어와의 상호 작용적 측

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여러 명의 게임 플레이어들이 특정한 하나의 게임 룰

에 의해 같이 활동해야만 하는 동시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제

까지의 패키지 게임과는 달리 플레이어들은 다른 플레이어의

게임 내 진행상황에 따라 자기의 게임 활동 자체를 수정하게

된다. 즉, 다른 플레이어들이 게임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동시성에 기반하여 온라인 게임의 또 다른 특

징인 사회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동시에 활동하는 플레이어들

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임 활동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성

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게임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 게임 속의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곤 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플레이어

가 경험하는 현실감은 자신의 게임 캐릭터에게 일어난 일을 실

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끼거나 다른 플레이어 캐릭

터를 실제의 다른 플레이어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가상사회 속에서의 활동현상은 온라

인 게임이 단순한 게임을 벗어나 또 다른 사회로 전환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온라인 게임은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온라인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익명성은 언어폭력이나 아이템

사기 등의 탈규범적 행위들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의 가상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익명

성은 보장되어지되, 규범적 가치를 정립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의 익명성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섯째, 온라인 게임은 오프라인에 비해 접근성 높다. 따라

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적어 더욱 편리하게 게임

을 할 수 있고 정보 생산의 주체가 다양화되며 생산된 정보의

적용속도가 빨라져 게임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항상 변화하며 새

로운 정보가 추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온라인 게임의 특징은 가상공간에 대한 동시성,

사회성, 동일성, 익명성,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학적

모델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이

는 즉각적인 내용분석이 가능하고 여기에 신속·정확성 등이

가미된 형태로 많은 응용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

른 종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는 차별화되는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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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온라인 게임과 포스트 디지털 세대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2006 정보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97%의 10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는 게임 사이트라고 보고되었다(한

국인터넷진흥원, 2006). 또한 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에서 발간

한 “2005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15~24세의 90% 이상이

게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며, 절반 정도가 하루 평균 30분에

서 2시간 정도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게임산업개

발원, 2005). 이로 미루어 볼 때 게임이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란 차가운 기계적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

으나 인간적, 아날로그적 감성과 함께 주체적이고 낙천적 성격

을 가진 새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2005년 제일기획에서 발

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3~24세 소비자를 디지털 문화가 만

들어낸 신세대인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포스트

디지털 세대, 2006. 2. 25).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1986년 이후 출생하여 2004년 고등학

생 이하에 해당하는 16~18 세대가 핵심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고 디지털 기기와 문화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생활

이 일상화된 세대이다(포스트 디지털 세대, 2006. 2. 25). 이들

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하며 스스로를 적극적

으로 표현하고 문자보다는 이미지와 비주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편리와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초기 디지털 시대에서의 게임

은 단지 재미를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오락 도구일 뿐이였으며

개인이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아날로그적

가치가 더해진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게 게임은 단순히 놀이를

위한 도구를 넘어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매개체로써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게 있

어 게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온라인 상으

로 게임에 친구들을 초청하여 네트워크를 이루어 팀플레이로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어진 수많은 사람과 게임을 하면

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마음이 맞은 사람과는 게임

상에서 만남을 지속하거나 오프라인 상에서도 만남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주

의적 성향이 반영된 혼자서 즐기는 게임과는 다른, 온라인을 통

해 다수의 플레이어가 접속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형식의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 

2.2. 온라인 게임이 미치는 영향력

2007년 현재 게임 산업은 컴퓨터와 초고속 통신망이 보편화

되고 사람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형 지식 산업 및 감성 산업으로써 예술적

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발전해가고 있다. 게임의 발전으로

그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게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포스트 디지털 세

대가 자주 접하는 대중문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주체자인

대중 스타와 온라인 게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2.2.1. 대중문화와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은 급속도의 발전과 함께 ‘게임은 하면 할수록

폭력성만을 키울 뿐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하

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패션과 영화, 연극 공연 등

의 대중문화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대중들에게 빠르게 다가오

고 있다. 

게임과 대중문화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장 크

게 보는 분야는 패션으로 컨셉트와 고객층이 비슷한 경우 게임

업체와 패션 업체간의 제휴는 쌍방간에 큰 이윤을 창출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주 이용자층이 10대·20대 남녀이고, 게임 내

에서 화려한 패션 아이템이 돋보이는 온라인 게임 ‘오디션

(Audition)’은 캐주얼 의류 브랜드 ‘베이직 하우스(Basic

House)’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오디션 게임 내의 아이템 상점

에 베이직 하우스의 남녀 패션 아이템 15종을 선보이고 이 아

이템을 구매하는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베이직 하우스 의류 교

환권을 발행해 주는 것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하였다(온라

인 댄스게임 ‘오디션’이벤트, 2006. 12. 23). 또한 유무선 게임

포털 ‘게임빌(Gamevil)’은 최근 패션업체 EXR과 제휴를 맺고

게임 내에 EXR의 여름 의류 패션 이미지를 대거 선보였다. 즉

, 틀린 그림 찾기 게임 화면이 EXR의 모델과 의류로 구성된

것이다(‘패션과 게임의 만남’...게임빌, EXR과 제휴, 2005. 4.

21). 이러한 패션 업체와 게임 업체간의 공동 프로모션은 쌍방

향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패션 업체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 타겟층이 잘 맞는 신개념 온라인 광고

채널로서 게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 업체의 경우 게임 홍

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벤트로 더 많은 게임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게임 속 캐릭터 패션

이 영상 매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화려해지면서 이들의 패션이

대중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일모직의 캐주얼 브랜드 FUBU는 ‘FUBU-리니지

II(LineageII)’ 라인 제품생산에 들어가 티셔츠를 비롯하여 재킷,

바지, 모자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리니지II 라

이브 2005’의 별도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영

국의 세계적 주얼리 브랜드인 ‘타테오시안 런던(Tateossian

London)’은 리니지II의 대단한 인기와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

인에 관심을 가져 리니지II의 개발사인 엔시소프트와 제휴를 맺

고 게임 내 등장 아이템을 액세서리로 구현하여 대중들에게 인

기를 얻고 있다(리니지II, 英 명품 쥬얼리 타테오시안과 제휴,
2005. 11. 25).

영화 분야의 경우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는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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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닉스(Square-Enix)가 제작한 게임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였던 게임의 인

기에 힙입어 영화 역시 지난 2001년 개봉 후 많은 게임 팬들

의 지지를 받았으며,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툼 레이더(Tomb Raider)’ 역시 동명의 게임을 응

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게임이 지닌 세계관과 철학을 잘 표현

하여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이루었다(게임을 영화로 즐긴다,

2006. 7. 21). 이렇듯 게임이 영화로 제작되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게임 산업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에 따른 것이며

, 또한 게임을 하지 않았던 일반 대중들에게도 게임을 하면서 느

낄 수 있는 긴장감과 함께 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

로 인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분야 역시 게임의 영향

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길거리 농구 게임인 ‘프리 스타일(Free

Style)’을 원작으로 한 극단 ‘여행과 꿈’의 ‘쉼,표’는 게임 속

캐릭터들의 힙합패션과 현란한 움직임을 게임의 동영상과 주제

곡에 맞춰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여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대중문화 속 게임, 2005. 4. 30). 이 외에도 온라인상에

서만 존재하던 게임 캐릭터가 오프라인으로 나와 각종 문구는

기본이고 만화, 인형, 의류에 이어 전자제품으로까지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다.
 

2.2.2. 대중 스타와 온라인 게임 

엔터테인먼트가 21세기 유망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엔터테

인먼트의 주체로서 대중 스타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

다. 특히 대중들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스타와 적극적으로 소

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경계가 약해지

면서 대중 스타와 게임과의 결합이 늘어나 대중들에게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댄스 온라인 게임 ‘온 에어 온라인(On air Online)’은 국내

많은 팬을 두고 있는 월드스타 ‘비’를 모델로 내세워 스타일리

쉬하고 럭셔리한 캐릭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비의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마케팅에 사용하여 이 게임을 알리는데 주력하였

으며, 스쿨룩으로 파격적인 등장을 알린 ‘원더걸스’를 전면에

내세워 남성 게임 플레이어들을 사로잡아 최근 온라인 게임 순

위 사이트 ‘게임트릭스(Gametrics)’가 집계한 2007년 3월 첫째

주 총 게임 사용시간 상승률 상위 2위를 기록하고 PC방 점유

율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월드스타 비가 ‘온에어온라인’에?,

2006. 5. 26). 또한 가수 이효리, 성유리, 하지원, 이정현, 싸이

등도 이들의 소속사인 예당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온라인 게임

개발사와 합병함에 따라 ‘프리스톤테일(Pristontale)’ 게임에 참

여하는 프로모션에 나섰다(연예스타 게임으로 GO! GO!, 2005.

12. 10). 이들은 게임 내 캐릭터로도 등장하며 스타 클랜(동호

회)도 만들어 게임 안에서 게임 플레이어들과 스타가 한 가족

처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길 예정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를 내세워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

거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임 업체의 스타 마

케팅은 이미 여러 마케팅 분야에서 꾸준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

는 전략이며 이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고 있다. 또한 스

타들의 입장에서도 게임을 통하여 자신들의 타겟층을 좀 더 친

밀하고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게임 ‘파이널 판타지 10’의 삽입곡 ‘얼마나 좋을까’

를 부른 가수 이수영은 별다른 홍보 활동도 없이 빠른 시간에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큰 인기를 누렸으며, 상상

밴드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노래 ‘피너츠 송’의 홍보를 위해 동

명 게임을 만들어 블로그(blog.naver.com/sangsangband)에 공개

하였다. 이 게임을 하면 배경음악으로 ‘피너츠 송’이 연주되어

게임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그들의 노래가 자연

스럽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게임 음악과 대중가수와 만남,

2006. 2. 22).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잭슨(Michael Jackson)도

국내 온라인게임 ‘아케인(Arcane)’의 동영상을 자신의 앨범에

수록하기도 하였으며 ‘아케인’ 게임 내에 직접 접속해 들어와

게임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이 인

기 가수가 게임 음악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는 홍보 효과로 인기가 높은 가수가 한 게임의 OST에 참

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게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

들의 시선까지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수의 경우에도 게

임을 통해 자신의 음악성을 알릴 수 있고 기존의 방송이나 홍

보 수단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어 게임 음악에

참여하는 가수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게임 업체와 대중 스타와의 연결은 게임과 스타 모두 큰 이

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품 홍보를 위해 스타를

이용했던 기존의 스타 마케팅 프로모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게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해감

에 따라 대중 스타들도 게임 업체와 공동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이며, 이제 온라인 게임은 단순히 즐기는 게임이 아닌 하나의

확실한 비즈니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중 가수 패션과 게임 캐릭터 패션 

엔터테인먼트의 대중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영화나 TV가

대규모 마케팅의 총아로 부상함에 따라 대중 스타와 그들의 패

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고 있으며 스타 패션은

부가적인 요소가 아닌 영상을 이루는 중심 요소로 작용하게 되

었다. 특히 영화, TV, 팝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연령층이 10~20대의 젊은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영

상 세대인 이들에게 미치는 스타 패션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

다고 할 수 있다(정성호, 2006). 이렇듯 스타들에게 있어

10~20대는 중요한 고객층이므로 대중 스타들은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젊은층의

놀이 문화가 게임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게임의 발전과 함께 그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스타들 역시 게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특히 게임 속 캐릭터 패션이 감각 있는 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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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젊은층을 사로잡는 이유임을

파악한 스타들은 그들의 패션에 게임 캐릭터 패션의 특징적 요

소들을 가미시켜 유사하거나 또는 응용하는 형태로써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게임 캐릭터 패

션과 대중 스타 패션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션에 관한 고찰을 위해 본 연구자는

게임 플레이어들의 선호도가 높은 게임 정보 사이트인

www.entica.com, www.ggemguide.com, www.mud4u.com의 게임

순위 차트와 온라인 게임 월간 잡지인 Net power, PC player,

On player의 게임 인기 순위 차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게임을 선정하였으며, 기간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의 추

이를 고려하여 최근 1년간인 2006년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게임 중 인물 캐릭터가 등장하며

다양한 의상 형태가 나타나는 3D 형식의 게임인 리니지

II(LineageII), 그라나도 에스파다(Granado Espada), 제라(Zera)

를 선정하였다 (Table 1과 2).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자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 패션 이미지 분석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게임 관련 잡지

및 사이트에서 게임 캐릭터 설명 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총

10개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빈도별로 1위부터 5위까지를 선정

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이미지인 전사적 이미지, 복고적 이

미지, 초현실적 이미지, 관능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로 도출

되어 이상의 다섯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 캐릭터 패션을 분석하

였다. 또한 대중 스타 선정은 최근 1년에 해당하는 2006년에

활동한 대중 스타 중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음악에 따라

다양한 의상과 함께 이미지 변신을 하는 대중 가수로 연구 범

위를 한정하였다. 특히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게 인기가 높으며

패션 아이콘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스타 가수 동방신기, SS501,

비, 세븐, 이효리, 보아, 채연, 바다, 빈을 중심으로 이들의 패

션을 게임 캐릭터 패션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Table 1. 게임 사이트 순위 종합

순위 게임명 장르 개발사

1 리니지 RPG 엔씨 소프트

2 그라나도 
에스파다

RPG 아이엠씨게임즈

3 리니지II RPG 엔씨 소프트

4 스페셜포스 FPS 드레곤플라이

5 제라 RPG 넥슨

6 카트라이더 RAC 넥슨

7 던전 앤 파이터 ACT 네오플

8 마비노기 RPG 데브캣

9 프리스타일 SPT 제이씨

엔터테인먼트

10 월드 오브
크래프트

RPG 블리자드

Table 2. 게임 잡지 순위 종합 

순위 게임명 장르 개발사

1 리니지II RPG 엔씨 소프트

2 리니지 RPG 엔씨 소프트

3 그라나도 
에스파다

RPG 아이엠씨게임즈

4 카트라이더 RAC 넥슨

5 월드 오브 
크래프트

RPG 블리자드

6 제라 RPG 넥슨

7 뮤 온라인 RPG 웹젠

8 라그나로크 RPG 그라비티

9 스페셜포스 FPS 드래곤플라이

10 던전 앤 
파이터

ACT 네오플

Table 3. 캐릭터 묘사 단어 순위 및 도출된 패션 이미지

순위 단 어 빈도수 백분율(%) 패션 이미지

1 파이터적인 36 27

전사적 이미지
복고적 이미지
초현실적 이미지
관능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2 레트로적인 21 16

3 판타지적인 19 14

4 신비로운 17 13

5 섹시한 11 8

6 양성적인 9 7

7 귀여운 8 6

8 미래적인 5 4

9 사이버적인 4 3

10 화려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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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사적 이미지

‘전사’의 사전적 의미는 싸우는 사람 또는 작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의미이

며, 전사적 이미지란 말 그대로 싸우는 사람, 즉 파이터의 이

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두산동아, 2002).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의 대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 캐릭터들은 전사인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이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상은 갑옷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장갑, 벨트, 부츠 등

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 대중 가수들의 패션에서 전사적 이

미지는 트렌드에 의해 나타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음악 성향

혹은 곡의 분위기에 의해 나타나는 이미지로, 파워풀한 음악과

과격하고 비판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를 선보였던 가수 ‘동방신

기’나 ‘SS501’과 같은 10대 아이돌 스타에게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전사적 이미지를 분석해 보면 게임 속 캐릭터 패션은 주로

중세 시대의 갑옷이나 Fig. 1의 게임 캐릭터와 같이 가죽 소재

로 된 상·하의와 무릎 보호대, 방패, 무기 등의 각종 장신구

를 착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Fig. 1에서 대중 가수의 패션을

살펴보면 게임 캐릭터 패션에서 나타나는 가죽 소재를 사용하

여 블랙 상하의로 통일하였고 팔에 가죽 스트링을 매거나 손에

는 메탈 장식이 된 장갑을 끼어 게임 캐릭터와 같이 강렬한

전사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바지에는 체인 장식을 하

고 헤어는 위로 솟은 모양으로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를 강조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타 패션에서는 게임 캐릭터 패션에서

특정 액세서리만을 응용하여 강한 이미지를 나타나기도 하는데

Fig. 1. 전사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파이터(좌)와 가수 동방신기(우)  
(출처 : http://cafe.daum.net/sinki1004)

Fig. 2. 게임 캐릭터와 스타 패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갑 및 손 장식 
(출처 : www.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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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 캐릭터들의 손목 장식이나 장갑

을 응용하여 좀 더 세련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게임

캐릭터 패션에서 전사적 이미지는 중세 시대의 갑옷에서 모티

브를 따오거나 메탈릭한 장식 등을 이용한 펑크(punk) 스타일

에서 영향을 받아 메탈 소재 또는 가죽 소재를 이용한 의상으

로 강하고 전투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중 가수 패션

에서의 전사적 이미지 역시 블랙이나 메탈릭한 느낌을 주는 소

재를 이용하고 여기에 강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펑크

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게임 캐릭터 패션과 유사하게 전사적 이

미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복고적 이미지

‘복고’의 사전적 의미는 ‘옛날 모양이나 제도로 돌아감’을 뜻

하며 복고주의는 ‘과거의 사상이나 체제로 돌아가려는 주의’를

말한다(조규화, 1995). 복고주의에서 옛것의 재현은 결코 완전

한 반복이 아닌 과거 역사적 요소들의 해체, 과장, 확대, 축소

등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복식분야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율성에 의존하는 시대미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의미한다. 

게임 캐릭터 패션의 복고적 현상은 내용과 메시지의 상호소

통을 위하여 재현적 형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복고적 이미지는

게임에서 설정된 시간이나 장소에 근거하여 이에 부합되는 형

태로 표현되고 있다. 대중 가수 패션에서 복고적 이미지는 서

양의 고대 또는 중·근세 복식을 재현하거나 혹은 각 시대 복

식의 특징적인 부분을 응용하여 표현하였던 게임 캐릭터 패션

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Fig. 3에서 게임 캐릭터 의상은 18세기 남성 복식을 유사하

게 재현한 것으로 대중 가수들의 패션에서는 게임 캐릭터 의상

에서 보이는 상의 앞판에 있는 단추 장식을 응용한 형태로 나

타났다. 가수 비의 의상의 경우, 금사로 그 모양을 거의 비슷

하게 재현하였으며 가수 세븐의 의상은 금사 대신 지퍼를 이용

하여 그 모습을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Fig. 4의 게임 캐릭

터 의상은 오픈 숄더 네크라인에 러플 장식, 겹겹으로 된 스커

트와 퍼프 소매 등으로 로코코 시대 여성 복식과 유사한 형태

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Fig. 4에서 채연의 의상을 살펴보

면, 오픈 숄더 네크라인으로 상의는 피트되고 레이스로 된 러

플장식을 볼 수 있으며 하의는 숏 길이의 티어드 스커트 형태

로 게임 캐릭터 패션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대중 가수 패션의 복고적 이미지는 게임 캐릭터 패

션과 유사하지만 각 시대별 복식들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주로 캐릭터 패션에서 나타나는 변형된 복고적 패션에 한번 더

변형을 시도하여 현대적 감각과 결합시킴으로써 좀 더 세련되

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초현실적 이미지

‘초현실’이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초월한

상상의 세계나 미래를 지칭한다(두산동아, 2002). 이에 영향을

받은 초현실적 이미지는 복식에서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을 제

공한다. 초현실적 이미지는 가상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가

Fig. 3. 복고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머스킷티어(중), 가수 비(좌), 세븐(우)
(출처 : http://rain.jype.com(좌), http://choidongwook.com(우)) 

Fig. 4. 복고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워록(좌)과
가수 채연(우)
(출처 : ww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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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게임이 초현실

주의적인 판타지 세계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의 배경과 스토리, 게임 캐릭터의 능력 등 모든 것이 초

현실주의적이기에 의상 역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컷팅과 기하

학적인 형태, 빛이 가미된 컬러로 표현되고 있다. 대중 가수 패

션의 경우, 초현실적 이미지는 게임 캐릭터 패션에서 판타지적

인 요소를 응용하여 기하학적인 패턴 혹은 새로운 소재의 활용,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컬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Fig. 5에서 게임 캐릭터 의상을 보면 블랙과 골드의 컬러 조

합 및 빛이 가미된 컬러 느낌, 기하학적 컷팅 등으로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이미지의 패션으로

Fig. 5의 대중 가수 의상을 보면, 하늘거리는 쉬폰(chiffon) 소

재에 여러 가지 메탈릭한 장식을 가미하고 블랙 컬러와 함께

빛이 가미된 메탈릭한 골드 계열의 컬러로 표현되었다. 또한 의

상의 형태를 보면 곧게 세운 칼라와 깊게 파인 네크라인, 부분

적인 노출 등으로 캐릭터 의상과 유사한 느낌을 주며 이를 통

해 초현실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대중 가수 패션에서 초현실적 이미지는 캐릭터 패션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게임 캐릭터 패션에 비해 대

부분 한정된 소재나 디자인으로서 표현되고 있으며 시간과 공

간을 초월한 말 그대로의 초현실적 이미지보다는 현실적이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를 자아내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4. 관능적 이미지

사전적 의미로 ‘관능’이란 육체적 쾌감, 특히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을 의미한다(두산동아, 2002). 관능적 이미지는

게임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좀 더 자유롭고 파격적인 의상 형

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섹시 코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대중

가수들의 패션 또한 과감해지고 노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파격적 의상을 선보이는 게임 캐릭터들의 의상이

대중 가수들의 패션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Fig. 6에서 게임 캐릭터 패션은 상체 근육을 강조하며 그것

을 드러내는 의상을 입음으로써 남성적인 관능미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남자 대중 가수들도 근육을 키우고

그 근육을 강조하는 의상을 입음으로써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

내고 있다. Fig. 6의 비의 의상을 살펴보면 상의는 조끼만을

입어 상체 근육을 드러내었으며 바지에는 버클이 둥근 벨트를

하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하여 게임 캐릭터 의상과 흡사한 형태

로 관능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관능적 이미지는 주로 여성 게임 대중 가수들의 의상에서 파

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Fig. 7의 게임 캐릭터 의상의

경우 골드 계열의 컬러로 상하의를 통일하였고 가슴을 부각시

키고 옆선을 드러내는 상의와 핫팬츠에 메탈릭한 장식이 된 그

물 모양의 스타킹을 신어 관능미를 표현하고 있다. Fig. 7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인 가수 빈의 의상을 분석해보면 게임 캐릭터

의상과 유사하게 골드 계열의 컬러로 상하의를 통일하였으며

상의의 경우 코르셋 형태로 옆선 부분을 컷팅하고 스트링으로

처리하여 한층 더 섹시미를 부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초현실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리니지의 다크 엘븐 메이지(좌)
와 가수 채연(우)
(출처 : http://planet.daum.net)

Fig. 6. 관능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워록(좌)과 가수 비(우)
(출처 : http://ge.inven.co.kr(좌), www.fanrain.com(우)) 



패션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게임과 대중 스타와의 상관관계 819

이렇듯 관능적 이미지는 섹시 코드의 열풍으로 게임 캐릭터

패션과 대중 가수 패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 게

임 캐릭터나 대중 가수 패션에 있어 노출 정도가 심하며 더욱

파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의 경

우 관능적 이미지를 통해 게임 플레이어들의 게임에 대한 몰입

도를 증가 시킬 수 있고 대중 가수 역시 일반 대중들의 시선

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임 캐릭터와 대

중 가수들의 패션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3.5. 양성적 이미지

‘양성’이란 대립되는 두 성질이 공존하는 것으로 남성의 특

성과 여성의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성질,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한글학회, 1999).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에게서 여성적

이미지를, 여성에게서는 남성적 이미지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복식에서는 남성이 여성만의 것으로 치부되던 스타일의 의상을

입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적인 의상을 입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게임에서는 그동안 남자 캐릭터는 터프하거나 거친 이미지

로, 여자 캐릭터는 섹시하거나 청순한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었

으나 최근 그러한 이미지 형태에서 벗어나 보이쉬한 이미지의

미소녀나 여자같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생긴 남자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중 스타들에게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대

중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양성적 이미지는 영화 '와의 남자'에서

여장 남자의 역할을 해 화제가 된 영화배우 이준기를 기점으로

보아나 바다 등의 대중 가수들을 통해 대중화 되고 있다. Fig.

8의 게임 캐릭터는 그동안 남성답고 거친 이미지로 주류를 이

루었던 전형적인 남성 캐릭터에서 벗어나 여성적인 섬세한 외

모와 마른체형, 레이스 장식이 된 의상 등을 통해 양성적 이미

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남자 대중

가수들의 패션을 살펴보면 Fig. 8에서 동방신기의 경우 네크라

인 주위에 여성의 옷에 주로 쓰이는 레이스와 망사로 장식된

상의를 입어 전형적인 남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성 대중 가수들에게서도 이러한 양성적 이미지가 나타나

고 있으며 Fig. 9의 여성 게임 캐릭터는 중절모를 착용하고 깊

게 파인 네크라인의 셔츠로 가슴을 강조하고, 바지에 부츠를 덧

신어 여성으로서 가슴을 강조함과 동시에 남성적인 아이템으로

양성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Fig. 9

에서 가수 바다의 의상을 보면 화이트 셔츠 위에 넥타이를 매

고 코르셋 형태인 블랙의 피트되는 상의를 입었으며 중절모를

착용하여 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형태로 중성적 이미지를 표현

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의식 속에 정형화되어있던 성 개념의 변화로

인해 게임의 가상 공간이나 대중문화 속에서 성의 구분이 아닌

통합적인 양성적 이미지로써 기존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합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게임 속에서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이 여성만의 것으로 치부되던 스타일의 의상을

Fig. 7. 관능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제라의 서모너(좌)와 가수 빈(우)
(출처 : http://cafe.daum.net/BinStyle) 

Fig. 8.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제라의 서모너(좌)와 가수 동방신기(우)
(출처 : http://cafe.daum.net/soul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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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적인 의상을 입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

으며 대중 가수 패션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 스타들의 패션은 대부분 어느 특정 한 분야에서 영향

을 받기 보다는 정치, 경제,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

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표현된다. 특히 대중 가수 패션의 경우

패션 트렌드를 따르기도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분위기

나 추구하는 음악 성향이 패션을 더 크게 좌우된다. 방송 스타

일리스트 정지윤과의 면접조사에 의하면 가수들의 경우 타이틀

곡이 어떤 노래가 될 것인지에 따라 의상 컨셉(concept)이 바

뀐다고 한다. 또한 그 컨셉에 맞는 의상은 그 당시의 트렌드와

함께 특정 가수가 타겟(target)으로 삼은 연령층의 취향과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의상

을 제작한다고 한다. 가령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가수라면 10

대들이 좋아하는 음식, 노래, 영화에서부터 그들의 놀이문화까

지 모두 반영하여 옷을 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10대들의 대

표적인 놀이 문화이며 여러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

고 있는 게임 역시 가수들의 의상을 제작할 때 반영되는 분야

중 하나인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종합예술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과 대중문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고, 특히 게임 캐릭

터 패션과 대중 가수 패션을 비교분석하여 그 연관성을 연구하

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게임은 개인용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인터넷이

나 통신을 통해 복수의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이를 주로 소비하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게 게임은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매개체로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

둘째, 온라인 게임은 패션이나 영화, 연극 등의 대중문화와

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또

한 계속적인 발전으로 게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게임과 대중 스타들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

하여 양방 간에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문

화에 미치는 온라인 게임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세 가지 온라인

게임을 선정하여 게임 캐릭터의 패션을 다섯 가지 이미지인 전

사적 이미지, 복고적 이미지, 초현실적 이미지, 관능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 캐릭터 패

션과 대중 가수 패션을 비교·분석한 결과 10~20대를 타겟으

로 하는 대중 가수들은 그들의 패션에 게임 캐릭터 패션의 특

징적 요소들을 가미시켜 유사하거나 또는 응용하는 형태로써

표현하여 게임 캐릭터 패션과 대중 가수들의 패션 사이에 연관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전사적 이미지의 경우 대

중 가수 패션은 블랙이나 메탈릭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이용하

고 여기에 강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펑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게임 캐릭터의 갑옷 패션과 유사하게 표현하였다. 복

고적 이미지의 경우 캐릭터 패션은 게임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

한 과거 서양 복식의 변형된 복고적 패션으로 나타났으며 대중

가수 패션은 여기에 한 번 더 변형을 시도하여 현대적 감각과

결합시킴으로써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현실적 이미지는 캐릭터 패션의 경우

게임이라는 가상공간을 잘 활용하여 의상의 구조적인 형태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형상화함으로써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탈피

하는 형태로 표출되었고 대중 스타 패션의 경우 게임 캐릭터

패션에 비해 대부분 한정된 소재나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으

며 현실적이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를 자아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관능적 이미지의 경우 섹시 코드의 열풍으로 게

임 캐릭터 패션과 대중 가수 패션이 과도한 노출 형태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성적 이미지 역시 게임 캐릭터

Fig. 9.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스카우트(중), 가수 바다(좌, 우)
(출처 : www.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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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과 대중 가수 패션이 비슷하게 남성이 여성의 것을, 혹은

여성이 남성의 것을 취하는 형태로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온라인 게임 산업은 그 발전 속도에 비

례하여 대중문화의 한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특히 패션분야에서 게임 캐릭터 패션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대중 스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게임 캐릭터 패션과 대중 스

타 패션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게임 플레어들 뿐만 아니라 상

대적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게임 캐릭터 패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게임 캐릭터 패션을 매개체로 하여 웹, 모바일, 영상, 애니메이

션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캐릭터 및 패션 산업의 발전

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온라인 게임은 게임 제작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업

데이트가 되어 게임 플레이어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내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들의 의상이 새

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캐릭터 패션

의 다섯 가지 이미지 외에 새로 등장하는 특징적 이미지 및

게임 캐릭터 패션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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