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일반적으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샤넬의 1926년 작

품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란 슈미즈

(chemise)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에 기초로 한 여성용

의복을 통칭한다.1) 1920년대에 샤넬에 의해 등장한 리

틀 블랙 드레스는 파투, 몰리뉴 등에 의해 유행되어

이후 칵테일 시간에 적당한 옷으로 정착했으며 여성

들의 모든 의생활에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다.2)

현대 패션의 흐름 속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실제

로 이를 탄생시킨 샤넬의 작품으로서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일상의 아이템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미적 특성이 분명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20년대 처음 등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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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confirming the aesthetics of ‘little black dress’ as one of the
important items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lives. Through the work, what is the aesthetic value
that women really needed can be found. 

This research was processed by literal material with fashion photos, fashion books and articles which
were related fashion trend from 1920 to 1990.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birth period of little black dress was 1920s to 1930s. Freedom and modernity was represented by

little black dress. European elegance and American smartness were expressed on this item through 1950s
to 1960s. In the end of 20th century, ‘little black dress’ has diversity just like fashion trend.

As the aesthetics characteristics of little black dress, ① contemporary woman’s identity through chic
and modernity ② strong power of passing image ③ dual values of temptation and tatoo were found.

Therefore this research can be useful to extent the meaning of little black dress in fashion study and to
recognize contemporary women’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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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배적

으로 패션의 흐름 속에 그 위치를 견고히 해왔다. 바

지의 유행, 캐주얼웨어와 유니섹스 스타일의 열풍 속

에서도 리틀 블랙 드레스는 고유한 역을 지켜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喪服의 색

인 검정을 기본으로 형태적으로도 가장 단순한 無裝

飾의 옷인 리틀 블랙 드레스의 흐름을 패션 트랜드 속

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현대 여성패션의 중요한 아이

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 리틀 블랙 드레스의 미적

특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확인작업은

리틀 블랙 드레스가 오랫동안 중요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조형성 내지 미적인 독창성을 밝혀냄으로써

현대 여성이 원하는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현대 복식의

원류로서 1920년대 기능적 의복의 출현에 대한 연구

나 샤넬에 대한 연구 속에서 일부 리틀 블랙 드레스가

연구3)되었지만 기능성과 현대화 과정, 디자이너 연구

의 부분으로 취급되었고 2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용

되고 있는 아이템으로의 독자적 연구와 그 미적 특성

을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계보를 패

션 문화사의 흐름에 맞추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적

인 특성과 이미지를 색상의 상징적 가치와 현대성의

표현 및 이미지 전달력, 다면적 가치의 측면에서 연구

하 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1926년 리틀 블랙 드

레스의 탄생 이후 1990년대까지의 패션 흐름 속에서

등장한 리틀 블랙 드레스의 통사적 계보를 포함하며

미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패션전문 서적, 패션정보

지, 색채 및 상징에 관한 문헌 및 관련논문의 내용과

패션사진 자료를 참고로 문헌연구 하 다. 

II.

1. 탄생기 : 자유와 현대성의 표현

리틀 블랙 드레스는 슈미즈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

을 기초로 한 검은색 여성용 의복으로(그림1) 그 모태

는 코코 샤넬과 장 파투 다4)(그림 2). 1926년 10월호

미국 보그지는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대해 칼라

도 단추도 장식도 아무 것도 없는 심플함을 대량생산

되고 있던 포드 자동차와 비교하여‘샤넬의 사인이 들

어간 포드로 모든 여성의 취향에 맞는 유니폼이 될 것

이다’5)라고 표현했다. 장 파투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현대 패션사에서 여성을 위한 스포츠 웨어의 시작으

로 인정되는데 파투는 스포티(sporty)와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열망을 의복에 표현하고자 했다(그림

3). 단순하고 검은색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어떻게

대중을 위한 기본 의상으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 보

그지는 이 드레스가 의미하는 자유정신 때문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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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칼 라거펠트에 의해 제작된 1926년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11)

<그림 2> 파투의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은 모델과 파투

(출처 :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p.190)

<그림 3>  파투의 스포츠 웨어

(출처 :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p. 191)



상했고 그것은 적중했다.6)

‘셰헤라자드는 쉽다. 그러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어

렵다(Scheherazade is easy. A little black dress is

difficult)’7)라고 말한 샤넬이 원했던 것은 현대적인 그

리고 엘레강스한 여성에게 어울리는 검은색의 표현이

었다. 폴 푸아레의 기발함과 과잉장식을 제거하고 오

히려 절제된 시크를 표현한 샤넬의 현대적인 감각은

형태적으로도 가장 단순하며 색채에 있어서도 과거엔

금기시 했던 없는 색으로의 검정색을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샤넬은 가정부(maid)의 유니폼 처럼 단

순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8) 일상적인 아이

템으로부터 의복의 디테일을 끌어왔다(그림 4). 원색을

위주로 한 기존의 유행색에 반대하여 검은색을 과감

히 여성복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같은 검은색이라도 소재에 따라 느껴지는

다양한 분위기를 잘 이용하여 낮에 입는 의복에는 울

소재를 사용한 반면 밤의 드레스를 위해서는 실크 크

레이프, 새틴, 실크 벨벳 등을 이용했다.9)

옷에 여성의 신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맞추었던 것

과는 반대로 변화하는 현대 라이프 스타일속에서 생

활인,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여성들에게 옷을 맞추었다.

즉 자유와 현대성이라는 두가지 표현이 리틀 블랙 드

레스를 통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20세기 모드가 향하고 있었던 방향, 즉‘보다 많은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옷의 대중화에 의해 검은색은

현대 대중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션 컬러가 되

었다. 비록 샤넬이 리틀 블랙 드레스의 창시자로 남아

있기는 해도 동시대의 파투, 비오네, 몰리뉴 등도 이러

한 작품을 발표하 고(그림 5) 뉴욕의 스테인 블래인

(Stein & Blaine)은 샤넬보다 6개월 먼저 클래식 버전

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0). 

결국 이러한 사실은 디자이너 한 명의 천재적 발상

이라기 보다 당시 모든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단순함에 의한 기능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색

이었던 검은색11)이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현

대 생활에 있어 대중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과 형태

를 창조하는 수단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선구적 디자이너들의 안목이라고 볼 수 있다. 

형태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색채적으로도‘없는색’

을 이용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

들을 위한 활동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이었다.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게 형태와 색을 부여했으

며 리틀 블랙 드레스는 낮의 의복으로도 그리고 밤의

드레스로도 소재에 따라 훌륭한 아이템이 되었다. 결

국 여성 패션계에 있어 계급차를 제거하고, TPO를 수

용하며, 자유와 현대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와 현대성의 요구에 의해 탄생된 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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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정부의 유니폼과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16)

<그림 5> 비오네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Vionnet, p.36)

<그림 6>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룩

(출처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155)



블랙 드레스는‘10명의 여성 중 열명이 리틀 블랙 드

레스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또 다

른 리틀 블랙 드레스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리틀 블랙

드레스가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분위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 완벽하게 변한다. 가장 높

은 시크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과 상관없이 수명이 길

다’12)고 보도한 1944년 미국 보그지의 지적처럼 기능

성과 대중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의복이며 자유와 현

대성의 표현이라는 탄생당시의 의미와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 새로운 미적 가치와 특성이 부여

되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2. 성장기 : 유럽 스타일(우아함: elegance) 對

미국 스타일(기능적 세련미: smartness) 

20년대 리틀 블랙 드레스 등장 이후 30년대는 래

머스한 스타일과 초현실적 재미로, 40년대 미국의 기

능적이고 기성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고, 1947년 디

오르의 뉴룩은 블랙 드레스를 최고의 고품격으로 만

들었다(그림 6). 특히 50년대까지 패션은 유럽이 주도

하 던 시기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유럽적 우아함과

시크를 대표하 다.

유럽 스타일이란 지방시와 디오르에 의한 X, Y, A

라인 그룹과 샤넬, 발렌샤가가 주도한 좁고 스트레이

트한 그룹으로 대별되었다.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이러

한 유럽 스타일의 흐름 속에서 1950년대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최고의 전성기 다. 특히 리틀 블랙 드레스

와 조화를 이루었던 리틀 블랙 해트(little black hat)는

여성의 의상에 있어 하나의 정돈된 엘레강스한 모습

이었다. 작은 검정 모자는 리틀 블랙 드레스 처럼 순

수한 모습을 표현하 고 이 시기 모든 여성들의 의복

에 필수적이었다. 50년대의 유럽적 엘레강스는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가졌던 작은 검정 모자(Little black hat)

와 조화되어 더욱 성숙하고 고상한 여성의 이미지(그

림 7) 거나 혹은 오드리 햅번의 청순하고 귀여운 이

미지로 대표되었다(그림 8). 

50년대의 패션이 매우 지적이고 세련되었던 것과는

달리 60년대의 패션은 새롭고 신기하고 흥미 있는 것

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리틀 블

랙 드레스는 적격이어서 10명의 파티 참석자 중 9명

은 블랙이라 할 정도로 검은색은 언제나 지배적이었

다. 이와 같이 리틀 블랙 드레스는 유럽 스타일의 고

상한 우아함을 만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세계적 대국으로 주

목받은 미국은 이제 패션의 시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바로 미국 스타일로서의

기능적 세련미(smartness)의 표현이 그것이었는데 유

럽의 고품격의 전통적 엘레강스의 귀족적인 이미지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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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0년대 리틀 해트와

리틀 블랙 드레스 코트

(출처 : Balenciaga)

<그림 8> 오드리 햅번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Star Style, p.117)

<그림 9> 매리 퀀트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Fifty Years of Fashion, p.51)



아닌 기능성과 현대성, 새로운 자신감을 신선하게 불

어넣는 스마트한 이미지가 리틀 블랙 드레스를 통해

잘 표현되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소형화(minimaturization)의 유행

은 패션에 있어서 미니 스커트에 의한 디자인의 효과

(stylistic effect)를 위한 것이었다.13) 어떤 팝 그룹은 스

스로를‘작은 얼굴들(The Small Facese)’이라고 불

다. 록키 호러 쇼(The Rocky Horror Show)의 여주인공

은‘Little Nell’이라고 자칭14)하듯이 소형화의 유행은

리틀 블랙 드레스의‘리틀’과 잘 부합되었다. 1959년

샤넬의 컴백 이후 리틀 블랙 칵테일 드레스는 유럽에

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패셔너블과

편안함 모두를 취하기 위해 샤넬은 인기가 있었다. 미

국의 번성기 시절은 개인의 경제적 성장기 던 동시

에 산업 기술력 향상의 시대 으며 매스 마켓 생산품

을 증가시켰던 시기이다. 여성들은 가정주부와 어머니

의 역할을 잘 수행하 는데 Mila Contini가 5000 years

of Fashion에서‘하얀 칼라와 장갑, 진주목걸이로 완

벽하게 장식하고 밍크 숄을 걸친 소녀풍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거의 유니폼화 되었던 시기로 전세계에 퍼

져있었다’15)고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60년대 뉴욕의

댄스 매니아들의 댄스 복장에서도 과거의 크리놀린

형태의 드레스가 아닌 직선형의 단순하고 짧은 발랄

한 느낌의 리틀 블랙 드레스가 유행했다16).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little’블랙 드레스는 60년대

미국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그림 9,

10) 재클린 케네디의 미국적이며 젊고 모던한 세련미

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유행에 큰 몫을 하 다(그림

11). 젊은 분위기, 지적인 매력의 재클린 케네디의 미

국적 분위기는 60년대 여성들의 선망이었다.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유행 경향을 결정짓기에 바쁜 동안, 미

국에서는 재키 케네디로부터 자신들의 뮤즈(muse)를

찾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젊은 스타일은 대중

들이 따라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와

검정색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움은 독특한 이미지를

보 다. 그 동안 유럽 스타일에 익숙해졌던 것과는 다

른 미적 특성이 리틀 블랙 드레스를 통해 새롭게 등장

하 다. 재키의 이미지를 미국 퍼스트 레이디로 적합

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적인 정신을 반 한 그녀의 패

션과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과장된 장식과 꾸밈보다

실용적이며 단순한 패션으로 미국 정치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의 평등성이 우아하게 표현되었고 스포티한

라이프 스타일에 개척시대의 모험정신이 반 되어 있

음을 국민들이 감지했던 것이다.17) 미국의 여성들은

미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미를 완숙히 구현하는

재클린을 통해 젊음, 현대성, 미국 스타일의 세련미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모방하기에도 수월했다. 결국 그녀

가 애용한 리틀 블랙 드레스는 미국적 스타일,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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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매리 퀀트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Cutting Edge, p.79)

<그림 11>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은

재클린 케네디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7l)

<그림 12> 펑크적 특징을 살린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93)



능미, 현대성, 세련미를 견고히 하는 하나의 문화상징

이 되었다. 

3. 성숙기 : 다양성 시대의 다면적 속성

70년대는 이전 시대만큼이나 리틀 블랙 드레스가

많이 선보이진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70

년대 말과 80년대는 성공을 위한 드레스(Dress for

Success)로서의 테일러드 슈트가 유행했는데 이는 리

틀 블랙 드레스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본다. 사

회적 힘의 상징으로서의 단순한 검은색의 속성이 있

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다양한 매체의 발전은 패션정보의 전

파를 빠르고 광범위하도록 했다. 그리고 패션은 후기

자본주의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하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보다는 개개인의 다양

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되어 이전 시대 보다 많은

변형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70년대에는 복고적 취향의 성숙한 분위기의 리틀

블랙 드레스와 반항적 아방가르드한 분위기나 키치적

특성이 나타난다(그림 12). 80년대에는 리츠 스타일

이나 성공을 위한 파워 수트의 지향으로 여성의 이미

지를 표현하 고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로열 리틀 블

랙 드레스도 관심을 끌었다(그림 13). 도나 카란이나

캘빈 클라인으로 대변되는 80년대 이후 90년대에의

미국 스타일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이전의 단순함

과 세련됨으로 도회풍을 리드하는 반면 다양화의 추

세에 따라 정크나 팝, 펑키한 분위기나 성적으로 도발

적 이미지를 모두 표현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되었

다(그림 14).

80년대 경제성장으로 패션에서는 헴라인이 상승하

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의식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이후 여성들은 아제딘 알라이아, 장 폴 골티에,

아이작 미즈라히, 소니아 리키엘 등의 작품에서는 매

우 작고 단순하거나 때론 스트레치성이 강한 소재의

블랙 드레스가 노출과 함께 많이 선보 고 여성적 에

로티시즘,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스타일이 전개되었다

(그림 15, 16). 한편으론 일본 디자이너들의 파리 진출

성공으로 동양적 검정색이 아방가르드하게 유행되었

고 심지어는 모스키노(Franco Moschino)는 리틀 블랙

드레스에 테디 베어 인형을 가득 메달아 장식(그림

17)하는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개성과 작품

역에서 리틀 블랙 드레스를 내놓고 있다.

1990년대에는 세기말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모든 옛

것들이 새롭게 다시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미니멀 열풍이 유행을 일으켰다(그림 18). 또한 칼 라

거펠드의 뉴 레니움 컬렉션에서는 리틀 블랙 드레

스가 이브닝 드레스로서 새롭게 표현되기도 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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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다이애나의 로열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92)

<그림 14> 등이 노출된 심플한 80년대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Crosscurrents p.193)

<그림 15> 소니아 리키엘의

리틀 블랙 드레스, 1989년

(출처 : Women of Fashion, p.162)



라서 패션에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 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리틀 블랙 드

레스의 가치는 포멀한 클래식, 키치, 미니멀, 해체적

장르에 상관없이 표현되었다(그림 19, 20). 도나 카란은

“리틀 블랙 드레스는 여성들의 의복의 기본이다(The

little black dress is the foundation of a woman’s

wardrobe)”18)라고 단언하는 것처럼 시대에 관계없이

자리잡은 아이템(timeless item)이 되었다.

결국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자유와 현대성의 표현으

로 시작된 탄생기를 거쳐 유럽적인 고품격의 엘레강

스와 미국적인 기능미와 세련미를 표현하는 등 현대

여성의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정착하여 어떠한 TPO도

수용할 수 있는 의복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리틀

블랙 드레스가 다면적 속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아이템이 되어 리틀 블랙 드레스만이 가질 수

있는 미적 특성에 의해 여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에서

7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대 여성 의복의 공통적

기준(common denominator)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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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아이작 미즈라히의

리틀 블랙 드레스, 1995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88)

<그림 17> 광고를 위한 모스키노의 작품

(출처 : Icons of Fashion, p.41)

<그림 18> 미니멀한 리틀블랙

드레스, 후세인 샬라안

(출처 : Vogue, Korea, 2000, 12, 별책)

<그림 19> 후세인 샬라안

(출처 : Vogue, Korea, 2000, 12, 별책)

<그림 20> 마틴 싯봉의 80년대풍 드레스, 2001 SS

(출처 : Vogue, Korea, 2000, 12, 별책)



III.

1. 세련미와 현대적 감각을 통한 정체성 부여

패션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의복

에 있어 색채는 가장 큰 표현적 요소이다. 개인이 자

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며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만드는데 효과19)를 주기 때문에 이미지 창출에 적극

이용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지난 대선에서도 이미지 메이킹은 선거 전

략의 하나로 부각되었으며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

디들의 이미지도 인구에 회자되었다.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변신(그림 21, 22)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등 이미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데도 중

요20)하며 또한 남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

을 함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리틀 블랙드레스가 가지는

미적 특성과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가 검은색이 주는 이미지이며 둘째가

형태가 주는 이미지이다. 

검은색에 대한 미적인 특성과 이미지는 검은색을

선택하는 이유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날씬하게 보이

기 위해, 아티스트처럼 보이기 위해, 동양적 신비감을

주기 위해, 히피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언제나 냉정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그리고 喪中임을 알리기 위해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반면에 유혹의 색으로도 다른

색보다 검은색을 선호하고 있는 데 여성의 신체를 날

씬하게 보이게 해주거나 그러한 느낌을 착용자가 갖

도록 해주는데 있을 것이다. 대부분 여성들은 날씬하

다고 느낄 때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며 검은색이 그렇

다고 생각한다는 지적과‘심리적으로 검은색 드레스

는 당신이 뚱뚱하다면 날씬하고 작게 보이게 하고 당

신이 작은 체구이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이도록 한

다’21)고 말한 디자이너 빌 블라스의 표현을 본다면 검

은 색의 무한한 속성을 알 수 있다.

블랙은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빛의 자극이 없는 상

태를 의미하며, 한때 블랙은 색채가 아니라고 주장되

기도 하 으나, 빛의 자극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적극적인 시각을 주므로 다른 색에 못지 않게 강한 느

낌을 주는 색이다.22) 그러나 19세기의 국의 댄디에

의한 멋쟁이 남성복으로 정착하 고 프랑스에서는 검

정이 흰색과 함께 시크(chic)한 색으로 인식되어 이러

한 검정의 미가 새로운 멋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리틀 블랙 드레스가 표현하는 미적인 문제

는 앞서 열거한 블랙의 일반적 개념과는 분명 다르다.

우선 현대패션의 검은색의 도입은‘현대성 = 검은색’

이라는 도식이 가능할 정도로 모더니티의 상징처럼

되어왔다. 흑인예술의 도입으로 예술가들은 검정에 대

한 관심이 많았고 검정의 특성이 아르데코의 단순미

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모더니즘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이해되었다.23) 검은색이란 표준화

의 상징이면서 경제적으로 완벽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색채 아이템이다.24) 그 동안 서구문화에 있어서

검정색의 상징적 의미는 부정적 의미25) 지만 현대로

들어와 패션에 있어서 절대적 시크와 모던한 표현의

이미지가 되었다. 이러한 시크와 모던 표현의 미적 특

성은 아르데코 이후부터 미니멀 패션에 이르기까지

리틀 블랙 드레스가 선호되어온 이유가 된다. 

리틀 블랙 드레스의 시크를 의미하는 검은색이 주

는 특성은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표현

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가령 50년대 파리의 비트 니크

들의 의복 행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비트 니크의 차

림은 검은 스웨터, 검정 바지로 대표되었는데 파리에

서 생겨나 곧 지식인, 예술가, 학생들의 기본 의상이

되었고 그들의 표현목표는‘자기 정체성’이었다. 그들

의 정체성의 표현의 수단이 검정색이었다. 패션은 값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룩(look)에 의해 결정된

다는 시각에서 비트 니크 패션은 향력이 있었다. 새

로운 가치와 전통을 확립하고 도전하는 이들의 차림

은 블랙 드레스, 슬림 블랙 팬츠, 블랙 터틀 네크, 블랙

타이츠, 납작한 신발, 블랙 베레모 등 검정색을 통한

하나의 의복 코드를 완성했다. 

정체성 표현으로 검은 색이 사용된 예는 보헤미안

블랙26)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50년대 말 가스펠 송의

열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 롤 열풍 속에서 자신들

을 표현하 던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서도 나타난다.

과거에서부터‘치장’해 온 진부한 여성스러움을 거부

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 검정색은 그들의 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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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었다. 이러한 고유한 방향 설정에 리틀 블랙 드

레스는 적합한 아이템이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가 지속적으로 애용되는 원인에는

이상과 같이 검은색이 갖는 힘에 있다. 시간과 연령을

초월하여 시크(chic), 패셔너블성, 놀라운 편안함, 개성

표현 등 다른 의복 아이템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대가 변해도 리틀 블

랙 드레스의 변하지 않는 특성이란 바로 착용자의 정

체성(identity)을 확실히 제공한다는 점일 것이다. 

현대적 외형(modern appearance)의 대표적 예로 리

틀 블랙 드레스가 지목되고 있다. Fiore와 Kimle는「미

학의 이해(Understanding Aesthetics)」에서 Women’s

Wear Daily에 소개된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외형의 예를 지적하고 있는데 심플한

라인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모던의 대표적 상징27)으로

꼽고있다(그림 23). 그리고 Ellen Melinkoff의 지적대로

여성들은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주변의 여성들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검은색의 힘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오드리 헵번이 그랬던 것과 같다.28)

다음으로 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래머 패션과

는 다르게 세련됨과 자유, 현대를 표현29)하는 단순성

이 장식적 경향이나 과장된 스타일보다 가치 있는 고

품격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경쟁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이성에 대한 성적 이미지로서의 로맨틱 분

위기 보다 오히려 매력적이고 샤프하고 민첩한 인상

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30) 따라서 부유하고 사치스

러운 래머 룩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찾

아가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리틀 블랙 드레스는 20세

기 이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분명한 여성 패션으

로 존재했다. 여성들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창조되어

20세기 동안 다양한 패션의 조류속에서도 세련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아이템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리틀 블랙 드레스는 검정색과 단순성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갖게 한다. 리

틀 블랙 드레스는 입는 사람의 창조성과 오리지날리티

를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된다. 반면 한번 개성을

향한 선택으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완벽한 보석으로

세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거나 단지 그냥 그것을

입음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표현하게 해준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적극적, 수동적 그리고 실제적, 장

식적의 경우 언제나 전자인 적극성과 실리성이 해당되

어31) 현대적 세련미의 대명사로 꼽히는 아이템인 동시

에 착용자의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매개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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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힐러리 클린턴

(출처 : 보그, 2000, 12 표지)

<그림 22> 상원의원으로서의 힐러리 클린턴

(출처 : 디자인문화비평, p.54)

<그림 23> 베르사체의 모던한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Understanding

Aesthetics, p.84)



2. 명확한 윤곽에 의한 강한 전달력

의복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경우 검정색은 강

한 메시지를 갖는다. 마치 우리가 정확한 실루엣을 파

악하기 위해 의복 내부의 디테일을 검정으로 채우는

것과 같다. 1938년 에르테(Erté)의‘Black Velvet’이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검정은 윤곽의 실루엣을 가장

정확하고 강하게 표현해준다(그림 24). 

20세기 후반의 블랙 패션에 나타난 미의식은 미니

멀리즘, 댄디즘, 허무주의, 금욕주의, 에로티시즘 등으

로 분류하고 있다.32) 또한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

으로 볼 때 검은색은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본질 추구

의 한 수단으로서 애용되기도 한다. 패션에서의 미니

멀리즘은 디자인 자체를 단순히 하거나 옷의 사이즈

를 극단적으로 작게 하거나 색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미술에 있어서도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인

특성으로 꼽히는 것이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본질의

추구이며 명확한 형태와 뚜렷한 경계선의 명료성, 엄

격한 순수주의로서 애매함을 없애려는 의지이다.33) 단

순하고 작은 의복에 절제된 색채의 사용을 표현하는

데 이는 인간의 내부적 정신세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형적 특색이 단순화를 지향하게 되는 경향을 의미

할 수 있으며 동시대의 조형 양식으로서 미술뿐 아니

라 패션에서도 같이 표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검은색이 형성하는 뚜렷한 윤곽선은 미니멀리즘의 명

료성과 연관되어 검은색의 타이트한 형태는 에로티시

즘을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디자이너가 컬렉션에서 자신의 작품의 새로운 형태

를 제안하는 경우 검정색을 이용하는데 이는 검정색

이 다른색 보다 형태를 강조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외부의 환경과 신체, 그리고 의

복간의 경계성을 의미하는데 닫힌 역(closed

boundary, 한정적)의 표현은 분명 인체와 환경 그리고

의복의 형을 강조한다.34)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명확한

윤곽을 가진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할 때 주로 검정색

을 사용하여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주었다. 그

는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컬렉션의 전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60년대 메

리 퀀트는 미니 스타일에서도 검은색을 사용하여 조

형적인 측면을 강하게 하 다(그림 9, 10). 뿐 만 아니

라 새로운 소재의 사용에도 검은색을 사용하여 세련

된 이미지를 주었다. 가령 60년대의 비치는 소재, 광택

소재, 반짝이는 소재 등은 모두 검은색으로 제시했던

것과 같다. 

리틀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의 가장 효과적 이

미지는 입는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도록 한다는 점

이다. 화려한 색상의 옷처럼 첫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전달력과 명확한 실루엣으로

옷을 입은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검은색의 옷은 밝은

색상의 여성보다 과장 없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

을 표현할 수 있다. 핑크는 권위를 표현하기 힘들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입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고 산

만하게 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집중시킨다.

리틀 블랙 드레스의 효과는 또한 그 형태나 소재에 있

어 잘 눈에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신

비감을 알리며 숨어있는 디테일 보기 위해 신체적으

로 더 가깝게 남성을 끌도록 하는 힘이 있다. 

결국 검은색은 강한 전달력과 명확한 윤곽을 표현

하는 조형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20세기 디자이너들에

게 가장 애용된 색채라 하겠다. 특히 형태가 단순하고

작을수록 즉 리틀 블랙 드레스와 같은 디자인일 때는

검은색의 생명력은 더욱 살아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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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에르테의 일러스트 작품

(출처 :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p.111)



3. 유혹과 금기의 이중적 가치

블랙 아트, 블랙 매직, 블랙 나이트, 블랙 리스트 등

블랙이 의미하는 것은 미스테리, 마술, 보이지 않는 죄

등 부정적인 것들이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1918-1920

년경에 즉 1차 세계대전 시기의 상복으로 나타났다.

이후 생활이 변할 때, 리틀 블랙 드레스는 유동적인

패션 아이템이 되었으며 그 중 시크에서부터 섹시한

이미지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가장 강렬한 인상적인 검정색

의 장식이 없는 의복으로 매력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

도의 감성을 자아낸다.35) 특히 소재에 따른 효과는 다

른 색채 보다 크게 작용하는데 검정 벨벳의 경우에는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36)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프로스트의 작품「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중

검은 벨벳차림의 게르만트 부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신비성, 위엄, 자애, 섬세함, 우아함을 표현했다37)는 데

서도 알 수 있다. 

1913년에 출판된 Edith Warton의 순수의 시대(The

Age of Innocence)에서‘누군가가 밖에 나갈 때 검은

색 새틴을 입은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38)는 질문은 검은 옷은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검은 옷은 일반적으로 과부

를 상징하여 즉, 순수를 잃은 사람은 性的 금지의 대

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인 호기심과 매력이 있다.

따라서 상복과 같은 검정과 노출미가 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바로 유혹의 유니폼이 된다(그림 25). 1926년

처음 리틀 블랙 드레스가 선보일 때도 여전히 상복으

로 그리고 금지된 유혹 즉, 성숙한, 경험있는, 섹스의

암호 다. 

이러한 순수와 유혹의 이중적 가치는 상매체 특

히 최근의 화에서 잘 표현된다. 리틀 블랙 드레스를

착용한 미모의 여배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겪

는 모험 속에서 순수하고 성숙하며 그러나 성적 유혹

을 은근히 표현하는 리틀 블랙 드레스의 역할은 중요

한 아이템으로 사용된다(그림 26). Ellen Melinkoff는

「What We Wore」에서 50년대를 회상하는데‘우리는

검정으로 안정을 느낀다. 이것은 성적 매력과 성인을

상징한다. 소녀들에게 검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검은색을 입으면 할머니 같아

보인다고 말하고 파스텔 톤의 옷을 입도록 했다. 그들

은 블랙이 갖는 숨겨진 힘을 이미 알고 있다’39)라고

지적하면서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유혹의

힘을 설명한다.

여성의 매력을 강조하는데 있어 리틀 블랙드레스

만큼 성공적인 아이템은 없었다. 검은색의 리틀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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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돌체 앤 가바나의 리틀 블랙 드레스

(출처 : 10 Years of Dolce & Gabanna, p.61)

<그림 26> 화 니키타의 장면

(출처 : The Little Black Dress p.119)



드레스는 가장 카멜레온적이며 검정 새틴은 섹스 어

필에 강하고 검정 레이스로 된 것은 로맨틱하고 벨벳

일 때는 귀족적이고 관능적이며 시스루의 검정 망사

로 된 것은 천박하기까지 하다. 

결국 리틀 블랙 드레스는 금기의 상징적 의미와 함

께 이를 깨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유혹하는 매개로

서의 이중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IV.

슈미즈(chemise) 스타일의 심플한 라인을 기초로 한

검은색 여성용 의복인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자유와 현

대성의 표현을 표방하며 1920년대 샤넬, 파투 등을 필

두로 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탄생되었고 이후 현대여

성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이어져 왔다.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속에서 생활인 직업인으로서 당당한 여

성들의 취향에 알맞은 의복이었다. 소재에 따라 다양

한 연출이 가능했던 리틀 블랙 드레스는 탄생기에서

는 계급의 차를 제거하고 TPO를 수용함으로써 자유

와 현대를 상징하는 미적 특성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성장기로 접어들어서는 일반 여성 패션의 흐

름을 그대로 표현하 는데 특히 엘레강스를 적절히

표현했던 50년대 유럽 스타일과 기능적 세련미를 표

현했던 60년대 미국 스타일로 구별되어 볼 수 있었다.

지방시와 디오르, 발렌샤가, 샤넬에 의한 유럽적인 시

크와 엘레강스는 고품격의 세련된 여성미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60년대의 팝과 미니의 열풍, 콤팩트한 소형

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의복에 진정한‘리틀’로서의

리틀 블랙 드레스의 인기를 몰아왔으며 미국의 성장

과 미국의 개성적 아름다움으로서 젊음, 진취, 합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재키 케네디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미국 스타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70, 80년대 이후 후기 자본주의의 생산 체제하에서

는 집단에 대한 소속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보다

는 개개인의 개성 표현에 역점을 두게되어 패션에있

어 다양화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때로는 모던하고 엘레강스하게 때로는 펑키하고 아방

가르드하게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결

국 리틀 블랙 드레스 탄생이후 70여년 이상 시간이 흐

른 지금 모든 여성들의 기본적인 의복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애용

된 리틀 블랙 드레스의 미적 특성과 그 이미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검정색과 단순한 형태미는 시간을 초월한 시

크함과 현대성을 표현하여 착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시켜주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는 자신

의 주장과 개성을 확고하게 표현함으로써 매우 중요

한 인물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는 리틀 블랙 드레스가 모던과 포스트모던 패션의 외

형적 특성의 구분에 있어 현대패션의 대표적 상징성

으로 채용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둘째 검은색이라는 색채가 형태를 한정시키는 특성

으로 말미암아 단순화를 통한 본질추구의 수단이 되

어 강한 전달력과 명확한 윤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복의 뚜렷한 윤곽선을 제공하여 명료성을 주

게되며 타이트했을 때는 신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조형적으로 시선을 이끄는 특성이 있었다.

셋째 전통적으로 상복의 색이 가지는 금기성의 이

면에 있는 유혹의 본질이 결부되는데 리틀 블랙 드레

스에서는 이러한 금기와 섹시함이 공존하게 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에 신체의 노출

이 함께하면 성숙미와 섹시미의 상징을 갖게 해주며

순수미와 결부되어 검정색이 가지는 숨겨진 유혹의

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활동성,

민첩성, 세련미, 시선 집중, 정체성의 표현, 순수미, 에

로티시즘의 표현 등 현대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소재,

질감,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적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는 그 동안 현대 패션의 시작으

로서 혹은 샤넬의 작품으로 국한되어 조명되었던 리

틀 블랙 드레스의 의미를 보다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70여 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애용되어온 단일 아이템으로서 리틀 블랙

드레스가 갖는 미적인 특성은 무엇보다 현대 여성들

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도록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속성

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리틀 블랙 드레스

의 가변적 속성은 바로 검은색이 가지는 특성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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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단순함 속에서의 무한한 가치 그리고 소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 감성적 특성이 모두 고

려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현대 여성들이 의복을 통해 얻고자하는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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