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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nalyze the design of Christian Dior, 216 pieces of Dior's works were collected and studied from the 

COLLECTION（Seoul: Dong Ah TV） from 2003 to 2005. The result is as follows.
In recent three year period, Christian Dior maintained the feminine image and implemented different additions 

such as sexy, ethnic, avant-garde and casual image in every season. Also, to reflect a new trend or fashion sense, 

images of ethnic, retro, hippie or vintage were applied. In using color, different main color（YR, R, Y, BG, RP, 
B） were chosen every season to pursue variations. For the pattern usage, feminine beauty was presented by 

numerous applications of flowered pattern. Also the practice of pattern and hue in different rations in every season 

pursued variations in design.

Key words: design trend（디자인 경항）, image（이미지）, c시여，（색상）, pattern（문양%

I.서 론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항상 변화를 

추구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본 연구는 브랜드의 고유미를 지키면서 변화 

를 추구하는 디자인 방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 

하기 위하여 매 시즌마다 새로운 감각을 앞세워 소 

비자를 리드하는 패션 경향을 선보여 온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사를 선택하여 그의 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2차 대전 후 시대적인 상실 

감에 차 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스러운 실루엣 

을 강조한 뉴룩(New Look)을 선보이며, 패션사의 큰 

획을 그었던 디자이너로서 그의 정신을 담아낸 크리 

스티앙 디오르의 패션 스타일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 

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디 

오르가 사망하자 크리스티앙 디오르사는 수석 디자 

이너 영입에 박차를 가해,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지 앙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e) 등이 그 

를 대신해서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신화를 이어나갔 

다. 그러나 디오르사는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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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브랜드 혁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를 영입하여 젊 

은 층이 선호하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대중적인 브랜 

드 이미지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특히, 존 갈리아노 

가 수석 디자이너로 취임하면서 디오르사의 디자인 

은 더욱 과감하고 실험적이며 위트 넘치는 디자인으 

로 현재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존 갈리아노는 엘 

레강스한 디오르를 좀 더 현대적이며 파워풀한Sower

fl) 여성상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 나갔다. 그의 이러한 과감한 시도는 현대 여성 

들의 코드에 맞게 '섹시하고, 위트 있고, 파워풀한 크 

리스티앙 디오르'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어 냈다.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현재 의류를 비롯해 가방, 

신발, 지갑, 액서서리, 화장품, 향수 등 패션 토털 브 

랜드로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무 

엇보다도 감각적이고 실용적이면서 명품이 지향하 

기 어려운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패션 리더들을 자극 

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만이 간직하고 있 

는 아름다움을 섹시하고 다이나믹(dynamic)하게, 때 

로는 파격적으로, 그러나 결코 사랑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표현하는 디오르사의 패션 철학에 그저 감탄 

할 뿐이다.

디자인 경향은 이미지, 색상, 소재, 문양, 액세서 

리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진만으로 분석이 가능한 이미지, 색상, 문양을 중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온 수석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적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 3년 간(2003〜2005년) 유 

럽에서 발표된 작품이 실려 있는 'COLLECTION(서 

울: 동아 TV)，을 통해서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작품 

216점을 수집하여 문헌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디자인 연구가 패션 디자인 

복식문화연구

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매 시즌마다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n.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역대 디자이너들

크리스티 앙 디오르사는 디오르가 1947 년 메종(mai

son) 을 오픈하여 1957년 사망까지 10년 동안 운영하 

였다. 디오르 사망 후, 디오르 2세로는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이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디오 

르 3세로는 마크 보앙(Marc Bohan)0]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디오르를 맡았다. 디오르 4세로는 지앙 

프랑코 페레 (Gianfranco Ferre)가 1989년부터 1996년 

까지 이끌었으며, 1996 F/W부터 현재까지 존 갈리아 

노(John Galliano)에 의해 디오르의 영원한 아름다움 

인 엘레강스를 현대적 아방가르드의 파격미(破格美) 

로 표현하고 있다。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역대 디자이너별 디자인 특 

성은 다음과 같다.

1. 크리스티앙 디오르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1905년 프랑스 노르망디 그 

랑비르에서 부유한 실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처 

음 모자스케치를 한 경험으로 패션계에 입문했다. 

그는 1957년 사망까지 패션에 있어서 시대적 감각과 

창의적 조형성을 지닌 엘레강스의 의미를 확립한 금 

세기 최고의 디자이너였다气

그는 세계 제 2차 대전 후인 1947년 2월 12U 풍 

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 퍼진 스커트의 아주 여성스 

러운 “New Look" 스타일(그림 1)을 발표하였다. 뉴 
룩이라고 별명 지워진 'La Ligne Corolle'”은 Corolla 

(화관)로부터 온 식물학적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장 

미나 은방울꽃 같은 꽃들4을 주제로 하여 부드러운 

Edwardian시대의 선' 또는 1930년대 후반의 여성적 

인 선°을 강조한 것이다. 뉴룩은 여성의 바디 라인을 

1) 공미선, 채금석, ''크리스찬 디올 오뜨꾸뜨르의 디자인 오리지날리티,'' 복식문화연구 53권 2호 (2003), p. 62.
2) Ibid., p. 63.
3) A. Bailey, The Passion for Fashion, (London: Dragon's World Ltd., 1988), p. 185.
4) Collin McDowell,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Frederick Muller, 1984), p. 25.
5) Ibid., p. 132.
6) D. Bond, Glamour in Fashion, (London: Guinness Publishing, 1992),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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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모든 테크닉 이 구사되 어 있으 

며 동시에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것은 기본적으로 복고적 귀족 취향의 엘레강스한 여 

성적 스타일7 8 9 10 11 12 13 14 15'이라는 부르조아적 패션이었다. 21세기 

여성의 눈으로는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엔 

혁명이었다. 뉴룩 이전의 옷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영 

향으로 각진 어깨와 재미없이 무난한 스커트 선의 

，밀리터리룩，이었다. 생존이 절박했던 만큼 디자인 

도 다소 음울하고 밋밋했으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 

가 활발해지면서 실용적인 옷이 대세였다. 이렇게 

중성적 디자인이 한창일 때 디오르가 선보인 '가슴 

은 부풀리고 허리는 꽉 조인 실루엣，은 커다란 충격 

을 안겨주었다. '여성성의 부활'을 의미했기 때문이 

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는 모드 혁명이 일어났다. 

그 후에도 A라인(그림 2), H라인(그림 3), Y라인, 튤 

립(Tulip)라인(그림 4), 직선적 라인을 도입한 버티칼 

(Vertical) 라인, 기하학적인 라인을 추구한 오블릭 

(Oblique) 라인, 처음으로 허리를 조이지 않고 느슨 

하게 해방시킨 오벌(Oval) 라인, 디오르 자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고백한 프린세스(Princess) 라인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9).

7) 공미선, 채 금석 , Op. cit., p. 63.
8) “책갈피 속의 오늘,” 동아일보,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p. 31.
9) 가재창, 패션 디자이너 199, (서울: 정은도서, 1995), 6권, p. 81.

10) G. O'Hara, Callan,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 Hudson Ltd., 1998). 
p. 84.

11) Collin, McDowell, Op. cit., p. 25.
12) Caroline Ronnolds, Milbank, Couture: The Great Fashion Designers, (London: Thames & Hudson, 1985), p. 238.
13) R. Martin and H. Koda, Christian Dior, (New York: The Metropolitan Meseum of Art, 1996), p. 18.
14) C아lin, McDowell, Op. cit., p. 30.
15) 김창준, 세계의 패션디자이너, (서울: 라사라, 1992), p. 14.

디오르가 즐겨 사용했던 색들은 네이비블루와 흰 

색'。), 진주빛 회색u」2)그리고 부드러운 분홍, 붉은색 

과 검정색顷이었다. 그리고 표범무늬 프린트는 첫 번 

컬렉션에서 선보인 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均

그의 패션은 자연스럽고 우아한 이미지의 구조적 

실루엣으로 구성 기술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입체 

화하거나 칼라, 포켓 등을 과장하며, 특히 칼라나 목 

부분을 강조한다. 그가 즐겨 쓰는 리본이나 다소 큰 

단추를 악센트로 하여 정제된 인위적인 라인으로 표 

현하였다. 그의 형태는 구조, 구성력에 역점을 두었 

다”고 한다.

〈그림 1〉New Look (www.〈그림 2> A-Line (www. first-

2. 이브 생 로랑

1936년 알제리아에서 태어난 이브 생 로랑은 17 

세에(1954년) 국제양모사무국이 주최한 디자인 콘테 

스트에 응모하여 칵테일 드레스로 최우수상을 획득 

하였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디오르에게 채용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브 생 로랑은 약관 21세의 나 

이로 디오르 메종의 뒤를 잇게 된 것이다.

디오르는 이브 생 로랑과 만났을 때부터 그의 재 

능을 인정하고 그에게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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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것을 디자인에 사용하였다. 1956년, 1957년 추 

동 컬렉션의 180점 중 50점이 이브 생 로랑이 그린 

것이다. 1958년 1월 디오르사에서 이브 생 로랑이 디 

자인한 최초의 컬렉션인 트라페즈 룩(Trapeze Look) 

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트라페즈 룩의 옷은 

슈미즈 드레스의 변형인 색(Sack) 드레스에 불과했 

으나, 스커트 길이를 짧게 한 젊은 분위기가 효과를 

내서 큰 호평을 받았다*). 다른 디자이너들이 헴 라 

인을 내리기 시작한 1959년 가을엔 다시 무릎을 스 

칠 정도의 젊은 60년대 라인을 발표했으나 이것 역 

시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I960년 가을, 굵은 

털실모자와 터틀네크 스웨터, 그리고 모피의 콤비네 

이션 룩을 추구한 기능적 인 비트 룩(Beatnik Look)을 

발표했지만 이것도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디오르를 위한 마지막 컬렉션 

이 되었다”

이와 같이 첫 데뷔작인 트라페즈 룩을 제외하고 

는 2년 동안 그는 실패를 거듭했다. 약관 21세의 나 

이로 파리 모드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그는 화려하고 

막중한 권좌에서 밀려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I960 

년 9월 알제리아 전쟁의 발발로 징병되어 복무하고 

있는 중에 디오르사로부터 파면되었다. 이브 생 로 

랑이 디오르사를 떠나기 전에 발표한 드레스를 살펴 

보면 그의 형태는 구조적이라기보다는 몸에 적당히 

밀착된 자연스러운 형태이다叫 몸에 흐르는 듯 부드 

러운 실루엣과 적절한 크기의 리본 장식, 스커트 부 

분에 꽃 봉우리처럼 적절한 볼륨감을 준 스타일(그 

림 5), 스커트 허리부분에 균일하게 셔링을 잡아 리 

듬감을 준 스타일 .등은 디오르의 구조적이고 절제된 

라인의 정교함과 인위적으로 손질된 엘레강스를 편 

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재현하였다.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e)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는 1961년 독립된 메종을 설립하였다。). 1962년 1 

월, 독립을 시작한 그는 이브 생 로랑으로서의 최초 

의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그 후 그의 디자인 활동은 

시대성과 그의 발상력이 서로 어우러져 몬드리안 룩, 

시스루 룩, 팝 아트 룩, 시티 팬츠, 아프리칸 룩, 사파 

리 룩 등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컬렉션을 차례차례 

발표해 나갔다.

3. 마크 보앙

1961년부터 1989년까지 거의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디오르를 이끌었다. ''창시자인 디오르의 정신 

을 살리며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작품을 만든 

다. 또 항상 디오르의 고귀한 엘레강스를 의식한 작 

품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마크 보앙의 말처 

럼 창조 활동에 있어서 디오르의 페미닌 엘레강스라 

는 패션 철학을 중요시 하였다.

1926년 파리 태생인 마크 보앙은 단순함과 절제 

미를 추구하는 모리누(Edward Molyneux, 1891—1974), 

균형, 엘레강스 심플리시티를 지향했던 피케(Piquet), 

동적 움직임의 단순한 구조적 의상을 지향했던 장 

파투(Jean Patou, 1880〜1936)를 추종하였으며, 한때 

이들의 메종에서 일하기도 하였다2。). 이들 모두가 절 

제된 선과 구조적 의상을 창출했던 디자이너로서 마 

크 보앙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봄 제 1회 컬렉션은 슬림 룩(Slim Look)이 

주류를 이루었다. 슬림 룩은 단순하고 입기 편하다 

고 해서 호평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페미닌 룩 등 

엘레강스한 여성다움 속에 젊음과 스포티함을 가미 

시킨 멋진 파리지엔느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미니에 

대한 찬반양론이 꼬리를 물고 있던 1966년 가을, 미 

니에 롱코트를 코디한 절충적인 스타일을 선보여서 

호평을 얻었다. 1974년부터 프레타포르테 영역까지 

손수 관장하게 되자 작품 경향은 더욱 더 젊음과 캐 

주얼한 경향을 강조하였다 그의 오뜨꾸띄르 컬렉션 

은 항상 품위가 있고 섹시한 감각을 유지하였다，그 

러나 78년 가을에 대부분 매니시 룩으로 급선희하여 

의외의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 그의 디자인은 라이 

프스타일에 기초하여 액티브하고 세련된 패션을 즐 

16) Caroline Remnolds, Milbank, COUTURE: The greate designers,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pp. 308-314.
17) Berge Pierre, Yves Saint Laurent,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1997), p. 10.
18) 공미선, 채금석, Op. cit., p. 64.
19) Clarkson N. Potter, Yves Saint Laurent (New York: The Metopolitan Museum of Art, 1984), p. 17.
20) Dictionnaire de La Mode, (Paris: Editions Du Regard, 1994),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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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줄 아는 품위있는 여성을 표현한다”). 그는 젊음 

과 대중성을 지향하며 디오르의 이미지를 토대로 하 

여 단순하고 과장되지 않은 형태(그림 6)로 드레이프 

나 개더와 같은 디테일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으 

며,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여 신선함과 생동감을 나 

타내었다吃

이처럼 그는 창시자의 기본 정신에 시대성을 더 

하는 디자인으로 수십 년을 일관했다. 그가 1988년 

디오르사를 떠날 때까지 그가 남긴 업적은 디오르사 

가 존재하는 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되고 남 

음이 있을 정도로 후계자로서의 역할은 훌륭했다.

4. 지앙프랑코 페레

지앙프랑코 페레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디오 

르사를 이끌었다. 페레는 디오르의 정신을 그대로 

호흡한 듯한 현대적인 우아한 아름다움을 컬렉션에 

표현하였다.

페레는 이탈리아 론바르디아 출생으로 밀라노 공 

과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인테리어 디 

자인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액세서리 디자인을 한 

것을 계기로 패션계에 입문했다23). 페레는 상류 가정 

에서 태어나 유복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상 

류 계급의 여성다운 시크(chic)한 매력을 지닌 어머 

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페레의 디자인 특징은 구조적인 조형미가 특징으 

로 지적인 여성의 성숙미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는 '커팅의 로댕'이라 불릴 정도로 완벽한 기술을 

모토로 한다. 페레의 작품은 윤곽이 뚜렷하고 확신 

에 차 있으며 힘있는 여성을 표현한다改 건축학적 

개념을 토대로 힘, 현대적 감각, 실용성을 논리적으 

로 결합시켰다. 페레의 디자인은 디오르의 엘레강스 

에 지성미와 도회적인 세련미가 더불어 표현되었다 

(그림 7). 그의 디자인 테크닉은 우아한 곡선적인 이 

미지의 볼륨있는 형태, 부분적인 여밈이나 헴 라인 

에서의 직선적인 언밸런스의 대담한 커팅선, 그래픽, 

꽃무늬 등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직물과 동일계열 

의 색채 혼합, 수공예적이고 입체적인 느낌의 자수 

와 레이스, 디테일, 트리밍을 사용하되 특히, 칼라나 

상의부분의 디테일을 강조하며 리듬과 강조기법을 

다시 전체 균형미로서 가다듬어 디오르 1세보다 더 

복합적인 테크닉과 풍요함으로 디오르의 엘레강스 

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25).

5. 존 갈리아노

존 갈리아노는 I960년 스페인 지브롤터에서 배관 

공인 아버지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 

서 태어났다. 6살이 되던 해 영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정통성 있는 영국 패션을 자연스럽게 익히 

고 습득하게 된다. 그는 세인트 마틴(Saint Martin's 

school of London) 디 자인 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하였 

다.

1984년 졸업작품이 브라운즈(Brown's) 백화점에 전 

시되어 매스컴과 바이어의 시선을 끌면서 패션계로 

비상하였다2" 1987년, 1994년 1995년에 '올해의 브 

리티시 디자이너，로 선정되었고, 1997년에는 알렉산 

더 맥퀸(Alexander Mcquin)과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존 갈리아노는 크리스티앙 디오르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디오르의 정신은 유지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재창조하지 않을 인물을 찾던 베르나르 

아르놀에 의해 발탁된다”).

1997년 1월 그의 첫 크리스티앙 디오르 컬렉션에 

서는 현대적 감각의 색채와 직물로 성공적으로 재해 

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영국의 보수적인 전통과 

전위적이며 일탈적인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을 고루 

섭 렵하면서 매 시즌마다 다른 디자이너와 확실히 구 

분되는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디 

자이너 존 갈리아노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한 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한층 젊어지고 세련된 디자인 

을 선보이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갈리아노는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룩' 철학을 젊고 감각적으 

21) 가재창, Op. cit., 6권, p. 53.
22) 공미선, 채금석, Op. cit., p. 64.
23) Dictionnaire de La Mode, Op. cit., p. 224.
24) 가재창, Op cit., 6권, pp. 48-52.
25) Ditionnaire de la MODE, Op. cit, p. 224.
26) Ibid., p. 295.
27) C. McDowell, Galliano,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97), pp.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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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해석하여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정통성을 유지 

하며, 때로는 아방가르드하면서, 섹시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한다28). 그러나 그의 낭만적이고 여성 

적이면서 때로는 아방가르드하며, 혹은 유머러스하 

기도 한 그의 스타일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전통적 

인 이미지를 너무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난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명품의 가치는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며 창조자의 정신을 이어 가는 것뿐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동시대의 요 

구를 반영한 트랜드를 재확립하는 것, 즉, 현실을 받 

아들이고 이를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 

용시키는 자세가 명품의 진정한 가치라는 점에서 크 

리스티앙 디오르의 고유 이미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디오르 메종을 젊고 생동감이 넘치게 재창조한 갈리 

아노는 크리스티앙 디오르가 현재까지도 명품으로 

서의 가치를 빛나게 한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디자인 테크닉을 살펴보면 드레 이프나 개더 

로 전체 형태가 아닌 부분적으로 볼륨감을 나타내고 

비대칭, 비정형화된 스타일에 소매나 칼라를 과장하 

거나 해체시키고 속옷을 겉옷으로 전이시키기도 한 

다. 또한, 이질적인 소재를 조화시키기도 하지만 다 

양한 색상 조화와 더불어 디오르의 우아함을 이질 

소재로 나타내기도 한다. 레이스, 러플의 과다 장식 

(그림 8)은 여러 가지 조형 요소와 혼합되어 어우러 

지고 비례, 리듬이 복합되어 있지만, 칼라나 목 부분 

을 강조하거나 다양한 트리밍 요소 중 하나를 과장 

하여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이미지에서 형 

태까지 모든 조형 요소를 변형, 파괴, 해체시키고 비 

려】, 리듬을 혼합하여 복잡한 부조화 중의 조화로서 

균형을 유지하는 대단히 고감도의 조형적인 테크닉 

을 구사한다勁.

이상과 같이 크리스티앙 디오르를 맡았던 역대 

디자이너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여성적인 아름다 

움을 추구하는 엘레강스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즉, 크 

리스티앙 디오르사의 디자이너들은 크리스티앙 디 

오르가 추구한 엘레강스의 고유미를 유지하면서 시 

대감각에 맞게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 표현함으로써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가치를 현재까지도 빛나게 해

〈그림 5> 이브 생 로랑 (www.〈그림 6> 마크 보앙 (www

firstview.com). firstview.com).

• .시？

《그림 7〉지안프랑코 페레,〈그림 8> 존 갈리아노 (www.

Dictionnaire de la Mode. firstview.com).

주고 있는 것이다.

m.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디자인 경향 분석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발표된 크 

리스티 앙 디오르의 작품이 실려 있는 COLLECTION 

(출판사: 동아TV)을 통하여 216점을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통해서 분석 가능한 

이미지와 색상, 문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 

정에는 연구자 외에 의류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3 

28) .http://www.firstview.com
29) C. McDowell, Galliano,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97), pp.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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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지

1) 이미지 형용사의 선정 방법

분석에 사용된 이미지 형용사의 선택은 선행 연 

구30T2)를 참조하였다. 이미지 형용사는 중복되는 형 

용사를 포함하여 총 336개의 이미지가 수집되었고,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형용사 9개를 선정하여 분 

류하였다.

형용사，아방가르드(Avant-Garde)，는 전위적인, 기 

묘한, 독창적인, 실험적인 등의 형용사를 대표하며, 

형용사 '페미닌(Feminine)'은 여성적인, 사랑스러운, 

우아, 큐트(cute), 엘레 강스(elegance), 로맨틱 (roman

tic), 걸리쉬(Girlish), 럭셔리(luxury) 등의 형용사를 

대표한다. 형용사 '관능미'는 .섹시, 에로틱, 고혹적 

등의 형용사를 대표하며, 형용사 '매니시(Mannish)， 

는 남성적인, 직선적인, 보이시(boyish) 등의 형용사 

를 대표한다. 형용사 '에스닉(Ethnic)，은 민속적, 아프 

리카 스타일, 일본풍 등의 형용사를 대표하며, 형용 

사，레트로(Retro)，복고풍, 옛날 스타일 등의 형용사 

를 대표한다. 형용사 '빈티지(Vintage)，는 앤틱(anti

que), 찢어짐, 궁핍, 단 정리가 되지 않은, 파괴 등의 

형용사를 대표하며, 형용사 '히피(Hippie)，는 히피스 

러운 등의 형용사를 대표한다. 형용사 '캐주얼(Casu

al)'은 실용적인, 캐주얼한, 간편한, 활동적인, 대중적 

인 등의 형용사를 대표한다-

2) 이미지 분석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표 1〉과 같 

다.〈표 1〉을 살펴보면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관 

능미(그림 9)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은 페미닌(19.4%), 매니시(14.8%), 에스닉(9.8%), 캐 

주얼(8.8%), 아방가르드(6.7%) 순으로 나타났다. 2003 

년 F/W 컬렉션에서는 페미닌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에스닉(그림 10)(30.0%), 관능미 

(16.0%), 캐주얼(10.0%), 아방가르드(8.0%), 레트로 

〈표 1>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이미지 분석

시즌 통계 아방가르드 페미닌 관능미 매니시 에스닉 레트로 빈티지 캐주얼 히피 합계

2003

S/S
빈도 4 12 25 9 6 0 0 5 0 61

% 6.7 19.4 4(). 1 14.8 9.8 0.0 0.0 8.8 0.0 100

F/W
빈도 4 17 s 0 15 1 0 5 0 50

% 8.0 34.0 I6.U 0.0 30.0 2.0 0.0 10.0 0.0 100

2004

S/S
빈도 0 22 24 2 3 0 0 6 0 57

% 0.0 38.6 :42.1 3.5 5.3 0.0 0.0 10.5 0.0 100

F/W
빈도 25.' 고 8 4 1 0 17 3 0 0 78

% 知 35.9 5.1 1.3 0.0 21.8 3.8 0.0 0.0 100

2005

S/S
빈도 t) 22

—
53.7

1 1 0 0 0 1 그 5 41

% 0.0 2.4 2.4 0.0 0.0 0.0 29.3 12.2 100

F/W
빈도 2 i 30 3 7 0 0 5 9 0 49

% 4.1 ； 61.2 8.2 14.3 0.0 0.0 10.2 18.4 0.0 100

*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가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으므로 총 작폼 수(216)와 총 이미지

수(336)는 일치하지 않음.

30) 김기례,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2), p. 67.
31) 박숙현 외 5인, “패션이미지별 평가용어, 색상 및 분류체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2권 4호 (2003).
32) 조진숙, 이정미,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범주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2권 (200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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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S/S 컬렉션에서는 

관능미(그림 11)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페미닌(38.6%), 캐주얼(10.5%), 에스닉(5.3%), 

매니시(3.5%)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F/W 컬렉션 

에서는 페미닌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은 아방가르드(그림 12)(32.1%), 레트로(21.8%), 관 

능미(5.1%), 빈티지(3.8%), 매니시(1.3%)순으로 나타 

났다. 2005년 S/S 컬렉션에서는 페미닌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캐주얼(그림 13)(29.3%), 

히피(12.2%), 관능미(2.4%), 매니시(2.4%) 순으로 나 

타났다. 2005년 FAV 컬렉션에서는 페미닌이 61.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캐주얼(그림 14) 

(18.4%), 매니시(14.3%), 빈티지(10.2%), 관능미(8.2%), 

아방가르드(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 2> COLLECHON 2004 VI림 [ 3> COLLECnON 2005 

F/W. S/S.

〈그림 14> COLLECTION

2005 F/W.

〈21림 9> COLLECHON 2003〈그림 ] 0> COLLECHON 2003

S/S. F/W.

〈그림 11> COLLECTION

2004 S/S.

이와 같이 다양한 여러 이미지의 작품에서 높게 

나타난 주요 이미지는 2003년 S/S 컬렉션에서 관능 

미와 페미닌, 2003년 F/W 컬렉션에서 페미닌과 에스 

닉, 2004년 S/S 컬렉션에서 관능미와 페미닌, 2004년 

F/W 컬렉션에서 페미닌과 아방가르드, 2005년 S/S 

컬렉션에서 페미닌과 캐주얼, 2005년 F/W 컬렉션에 

서 페미닌과 캐주얼로 나타났다. 즉,〈그림 15〉와 같 

이 고유 이미지인 여성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페미닌 

을 유지하면서 매 시즌마다 주요 이미지로 관능미, 

에스닉, 아방가르드, 캐주얼 등의 이미지를 접목시켜 

패션의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경향은〈그림 16〉과 같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페미닌과 캐주얼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능미와 아방가르드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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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이 I 관능마 I 케쥬엋

에스닉

2003 년

아방가르드 :

2004년 : 2005 년

〈그림 15〉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이미지 변화 모델링.

추세였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유 이미지인 페미닌을 유지 

하면서 관능적이고 아방가르드한 경향에서 점차 실 

용적 인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그것은 2004년 F/W 컬 

렉션에 발표된 아방가르드한 의상들이 실제로 착용 

하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들로서 디자이너 

는 엔터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평범해질 필 

요가 있다는 평均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스닉이나 레트로, 히피, 빈티지 등과 같은 이 

미지는 어느 한 시즌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어느 한 시즌에 나타났다 사라진 에 

스닉이나 레트로, 히피, 빈티지 등의 이미지들은 매 

시즌마다 트랜드 반영 이나 새로운 패션 감각의 표현 

을 위해 선택된 이미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최근 3년간(2003 

〜2005년)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크리스티앙 디 

오르는 고유 이미지인 페미닌에 관능미, 에스닉, 아 

방가르드, 캐주얼 등 디자이너가 표현하고 싶은 주 

요 이미지를 매 시즌 다르게 접목시켜 변화를 주었 

으며, 트랜드 반영이나 새로운 패션 감각의 표현을 

위하여 에스닉, 레트로 히피, 빈티지 등의 이미지를 

한 시즌에만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색상(Color)
패션에서의 색은 디자이너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 

요한 요인이 된다.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고유 색상 

은 디자인을 압도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은은한 색상 

으로 블랙, 화이트, 레드, 그레이, 핑크 색상을 즐겨 

사용했다的 작품 하나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나타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상의와 하의는 

각각 1점, 상하가 붙은 원피스나 코트는 각각 2점, 

무늬인 경우는 주요 색상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색상 선정 방법

색상은 먼셀 표색계에 나타난 R(빨강), YR(주황),

Avant-garde 

Feminnine 

Sexy

I噸娜粉做何Mannish 

Ethnic 

Retro 

Vintage

爲其簽Casual

— Hippie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 16>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이미지 경향.

33) COLLECTION, (서울: 동아 TV, 2004), p. 80.
34) She's like a Rainbow, (서울: SADI, 200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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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노랑), GY(연두), G(녹색), B(파랑), PB(남색), P 

(보라), RP(자주)의 10색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색상 분석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작품에 표현된 색상을 분석한 결과는〈표 2〉와 같 

다.〈표 2〉를 살펴보면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R 

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YR(25.8%), 

Y(22.6%), RP(12.9%)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F/W 

컬렉션에서는 日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Y(13.2%), PB(11.2%), GY(9.4%), RP(9.4%), 

G(7.5%), P(7.5%), BG(5.7%), YR(5.7%), B(0.2%) 순 

으로 나타났다. 2004년 S/S 컬렉션에서는 YR이 38.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Y(28.7%), RP(14.3%), 

PB(9.5%), GY(4.7%), P(4.7%) 순으로 나타났다. 2004 

년 F/W 컬렉션에서는 YR이 22.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은 BG(17.5%), RP(17.5%), R(9.5%), 

Y(7.9%), GY(7.9%), G(6.3%), PB(4.8%), B(3.2%), P(3.2%)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S/S 컬렉션에서는 B가 3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YR(27.8%), R(19.4%), 

GY(11.1%), BG(5.6%), G(2.8%) 순으로 나타났다. 2005 

년 F/W 컬렉션에서는 YR이 46.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은 R(32.6%), GY(13.9%), Y(7.2%) 순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색상을 분석한 결과,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주로 R, YR, Y 등의 따뜻한 느낌의 밝고 화려한 색 

상을 사용하여 젊음과 파워풀함을 강조하였다. 시즌 

에 따른 변화를 살펴 보면 YR을 중심으로 R, Y, BG, 

RP, B 등의 색상을 매 시즌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변 

화를 주었다.

3. 문양(Pattern)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작품에 표현된 문양을 분석한 결과는〈표 3〉과 같 

다.〈표 3〉을 살펴보면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꽃 

무늬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팝아 

트무늬(27.2%), 표범무늬(18.2%), 문자무늬(9.1%) 순 

으로 나타났다. 2003년 F/W 컬렉션에서는 일본풍무 

늬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문자무 

늬(12.6%), 꽃무늬(8.3%), 줄무늬(8.3%) 순으로 나타 

났다. 일본풍 무늬는 일본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무 

늬로 에스닉 이미지의 무늬이다. 2004년 S/S 컬렉션 

에는 꽃무늬 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 

은 문자무늬(25,0%), 물방울무늬(25.0%) 순으로 나 

타났다. 2004년 F/W 컬렉션에서는 표범무늬가 58.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표범무늬+체크무 

늬(20.8%), 체크무늬(9.1%), 꽃무늬(8.4%) 순으로 나 

타났다. 표범무늬는 디오르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무늬인데, 표범무늬+체크무늬는 이러한 표범무

〈표 2>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색상 분석

시즌 통계 R YR Y GY G BG B PB P RP 합계

S/S
빈도 12 8 7 0 0 0 0 0 0 4 31

2003
% 38.7 25.8 끄 q 0.0 0.0 0.0 0.0 0.0 0.0 12.9 100

F/W
빈도 16 - 7 5 4 3 1 6 4 5 53

% 30.2 5 7 13.2 9.4 7.5 5.7 0.2 11.2 7.5 9.4 100

S/S
빈도 '> 6 1 0 0 0 2 1 3 21

2004
% 3R.I 28.7 와.7 0.0 0.0 0.0 9.5 4.7 14.3 100

F/W
빈도 (> 14 5 5 4 2 3 2 11 63

% 9.5 7.9 7.9 63 17.5 3.2 4.8 3.2 100

S/S
빈도 7 터 0 4 1 2 12 0 0 0 36

2005
% 19 4 g 11.1 2.8 5.6 33 3 0.0 0.0 0.0 100

F/W
빈도 15 19 2 5 0 0 0 0 0 0 41

% 32.6 46.3 7.2 13.9 0.0 0.0 0.0 0.0 0.0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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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문양 분석

시즌 통계 꽃무늬 표범무늬
표범무늬+ 

체크무늬
체 三무늬 일본풍무늬 문자무늬 줄무늬 물방울무늬 팝아트무늬 합계

2003

S/S
빈도 5 2 0 0 0 1 0 0 3 11

% 45 5 18.2 0.0 0.0 0.0 9.1 0.0 0.0 27.2 100

F/W
빈도 2 0 0 0 17 3 2 0 0 24

% 8.3 0.0 0.0 0.0 車虹
0

12.6 8.3 0.0 0.0 100

2004

S/S
빈도

4 1 0 0 0 2 0 2 0 8

% 州 a n

14
0.0 0.0 0.0 25.0 0.0 25.0 0.0 100

F/W
빈도 2 5 2 0 0 0 0 0 24

% 8.4
0

20.8 9.1 0.0 0.0 0.0 0.0 0.0 100

2005

S/S
빈도 15 0 2 0 2 0 0 3 22

% 能고 0.0 0.0 9.1 0.0 9.1 0.0 0.0 13.6 100

F/W
빈도 11 

标
0 0 0 0 0 3 1 0 15

% 0.0 0.0 0.0 0.0 0.0 20.3 6.7 0.0 100

늬의 현대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S/S 컬렉 

션에서는 꽃무늬가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팝아트무늬(13.6%), 문자무늬(9.1%), 체크무 

늬(9.1%)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F/W 컬렉션에서 

는 꽃무늬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은 줄무늬(20.3%), 물방울무늬(6.7%) 순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최근 3년(2003〜2005년)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문양을 분석한 결과,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주로 꽃무늬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2005년을 제외한 

2003년과 2004년에는 매 시즌 주요 무늬를 꽃무늬, 

일본풍 무늬, 표범무늬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

최근 3년간(20Q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작품에 표현된 문양과 단색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표 4〉를 살펴보면 2003년 S/S 컬렉 

션에서는 단색이 68.6%로 문양(31.4%)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문양이 57.1%로 단 

색(42.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04년 S/S 컬렉션 

에서는 단색이 74.2%로 문양(25.8%)보다 더 높게 나 

타났으며, F/W 컬렉션에는 문양이 60.0%로 단색 

(40.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05년 S/S 컬렉션에 

서는 문양이 70.9%로 단색(29.1%)보다 더 높게 나타 

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단색이 59.5%로 문양 

(40.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3년(2003〜2005년)간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문양과 단색을 분석한 결과, 매 시즌마다

〈표 4>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문양과 단색 분석

시즌 통계 문양 단색 합계

2003

S/S
빈도 11 24

闇.6

35

% 31.4 100

빈도 고4 2 |__42 _
F/W

% 5 기 42.9 100

S/S
빈도 8 二； 31

2004
% 25.8 74그 100

FAV
빈도 24 16 40

% 60.0 40.0 100

S/S
빈도 끄 9 31

2005
% 70.9 29.1 100

F/W
빈도 15 22

L 37

% 40.5 59.5 1 100

* 의상의 어느 한부분이라도 무늬를 사용 한 경우, 문양

으로 간주하였다.

문양과 단색 사용 비중을 다르게 함으로써 변화를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 

스티앙 디오르는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통하여 디 

오르의 고유미를 유지하면서 매 시즌마다 디자이너 

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디 

오르의 고유미에 접목시켜 항상 새로운 감각으로 소 

비자를 리드하는 패션 경향을 선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835



100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디자인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IV. 결 론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매 시즌마다 

항상 변화를 추구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일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의 고유미 

를 유지하면서 매 시즌마다 변화를 추구하는 디자인 

방법에 관심을 갖고, 항상 새로운 감각으로 소비자 

를 리드하고 있는 크리스티앙 디오르를 선택하여 디 

자인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 

년간(2003〜2005년) 유럽에서 발표된 컬렉션이 실려 

있는 COLLECTION(서울: 동아 TV)를 통해서 크리 

스티앙 디오르 작품 216점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 

르의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관능미, 페미닌, 매니시, 에스닉, 

캐주얼, 아방가르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 

에서는 페미닌, 에스닉, 관능미, 캐주얼, 아방가르드, 

레트로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S/S 컬렉션에서는 

관능미, 페미닌, 캐주얼, 에스닉, 매니시 순으로 나타 

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페미닌, 아방가르드, 레 

트로, 관능미, 빈티지, 매니시 순으로 나타났다. 2005 

년 S/S 컬렉션에서는 페미닌, 캐주얼, 히피, 관능미, 

매니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페미 

닌, 캐주얼, 매니시, 빈티지, 관능미, 아방가르드 순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게 나타난 주요 이미지 

는 2003년 S/S 컬렉션에서 관능미와 페미닌, F/W 컬 

렉션에서 페미닌과 에스닉, 2004년 S/S 컬렉션에서 

관능미와 페미닌, F/W 컬렉션에서 페미닌과 아방가 

르드, 2005년 S/S 컬렉션에서 페미닌과 캐주얼, F/W 

컬렉션에서 페미닌과 캐주얼로 나타났다. 즉, 최근 3 

년간(2003〜2005년) 고유 이미지인 페미닌을 유지하 

면서 매 시즌마다 주요 이미지로 관능미, 에스닉, 아 

방가르드, 캐주얼 등의 이미지를 접목시켜 패션의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또한, 트랜드나 새로운 패션 

감각의 표현을 위해서 에스닉이나 레트로, 히피, 빈 

티지 등의 이미지를 한 시즌에만 사용하기도 하였다.

둘째,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 

르의 작품에 표현된 색상을 분석한 결과,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R, YR, Y, RP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R, Y, PB, GY, RP, G, P, BG, YR, 

B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S/S 컬렉션에서는 YR, 

Y, RP, PB, GY, P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 

서는 YR, BG, RP, R, Y, GY, G, PB, B, P 순으로 나 

타났다. 2005년 S/S 컬렉션에서는 B, YR, R, GY, 

BG, G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YR, 

R, GY, Y 순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3년간(2003〜 

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주로 R, YR, Y 등의 

따뜻한 느낌의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여 젊음과 

파워풀함을 강조하였으며, YR을 중심으로 R, Y, 

BG, RP, B 등의 색상을 매 시즌 다르게 사용함으로 

써 변화를 주었다.

셋째,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 

르의 작품에 표현된 문양을 분석한 결과,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꽃무늬, 팝아트무늬, 표범무늬, 문자무 

늬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일본풍무 

늬, 문자무늬, 꽃무늬, 줄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2004 

년 S/S 컬렉션에는 꽃무늬, 문자무늬, 물방울무늬 순 

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서는 표범무늬, 표범 

무늬+체크무늬, 체크무늬, 꽃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S/S 컬렉션에서는 꽃무늬, 팝아트무늬, 문자 

무늬, 체크무늬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컬렉션에서 

는 꽃무늬, 줄무늬, 물방울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3년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주 

로 여성적 이미지의 꽃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2005년을 제외한 2003년 S/S, F/W, 2004년 S/S, F/W 

컬렉션에서는 매 시즌마다 주요 무늬를 꽃무늬, 일 

본풍 무늬, 표범무늬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단 

색과 문양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S/S 컬렉션 

에서는 단색이 문양보다 더 높게, F/W 컬렉션에서는 

문양이 단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04년 S/S 컬렉 

션에서는 단색이 문양보다 더 높거】, F/W 컬렉션에는 

문양이 단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05년 S/S 컬렉 

션에서는 문양이 단색보다 더 높게, F/W 컬렉션에서 

는 단색이 문양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최근 3년 

간(2003〜2005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문양과 단색 

사용의 비중을 매 시즌마다 다르게 함으로써 변화를 

주었다.

이상과 같이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통하여 디오르의 고유미를 유지하면서 매 

시즌마다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이미지, 

색상, 문양 등을 디오르의 고유미에 접목시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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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각으로 소비자를 리드하는 패션 경향을 선 

보여 왔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브랜드의 디자이너들 

이 브랜드의 고유미와 자신의 개성, 그리고 트랜드 

를 적절히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봄으로써 새로 

운 감각으로 소비자를 리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 었 

으면 한다. 또한, 소재나 액세서리도 디자인 경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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