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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was started to study how the design identity of an overseas fashion house was 
formed, changed and connec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Saint Laurent House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because it began as a couture house and launched the prêt-à-porter 
for the first time among the designer brands, and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d-
ern women’s fashion. Literature survey on related books and papers was performed to study the 
Saint Laurent House. Then, fashion collection photos of the house from 1962 SS to 2014 SS 
were collec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features of the designs. The photos were collected 
from related books, fashion magazines and internet si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eatures 
of Yves Saint Laurent’s early designs were contemporarily sensational with their couture tradition. 
His representative designs including Le Smoking, Pea Coat, Loose Fit Blouse, Safari Look, 
Jumpsuit, Ethnic Look and Art Look became the signature looks of the Saint Laurent House. His 
designs expressed the liberation of sex,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the fusion of art and fashion. 
His successor, chief designer Tom Ford designed with strong sensitivity of his own. He dealt with 
Yves Saint Laurentʼs design themes and signature looks in sensual as well as trendy and sophisti-
cated way. Stefano Pilati showed the Parisienne chic and elegance. He re-made the legacies of 
Yves Saint Laurent with his own design style using new materials or cutting technique. Hedi 
Slimane reinterpreted the signature looks of the house with his rock' n roll mood for young, 
modern women while reflecting the spirit of Yves Saint Laurentʼs early stage. In conclusion, the 
design identity of Saint Laurent House is not just a fixed one. By the subsequent chief designers, 
the signature items and design spirit of Yves Saint Laurent have been succeeded, reintroduced or 
changed to be trendy and to reflect the designers' design sensitivity. All of these make and main-
tain the design identity of the fashio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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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선망하는

해외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수십 년에서 백년 이상

존속되어왔다. 한국 패션산업은 한국이 근대화되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아, 1950년

대에 노라노 등이 최초로 디자이너 고급 맞춤복을

생산한 이래 1960년대에 디자이너 브랜드가 고급 기

성복을 생산하였고 1970년대에 패션전문 대기업들이

등장하였다.1) 이후 한국 패션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였으나 아직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정립되

지는 못한 실정이다.

한국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셔널 패션 브랜드

의 성장과 해외진출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의 정신을

갖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정립도 필요하다.

해외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쿠튀르 하우스에서 이어

져 온 경우가 많으며, 수석 디자이너가 교체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시대의 변화와 후대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

이 더해졌음에도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identity)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 럭셔리

패션 브랜드 특히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며 이어져

가는지를 연구한다면 우리나라 럭셔리 패션 브랜드

의 정체성 확립과 계승,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

로 이예은2), 이미숙3), 곽혜영4), 정정희5), 정정희․

고현진6), 공미선․채금석7)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하우스 창시 디자이너만을 대상으로 하

거나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만을 다루었고, 후

대 수석 디자이너의 디자인 계승에 관한 연구를 하

더라도 분석이 제한적이어서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보다는 하우스 창시 디자이너의 디자인에 더

치중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오트 쿠튀르로 시작하여

디자이너 브랜드 중 최초로 프레타포르테(Prêt-à-

porter)를 런칭했으며, 현대 여성 패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생 로랑 하우스(Saint Laurent House)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후대 수석 디자이너인 톰 포드(Tom

Ford), 스테파노 필라티(Stefano Pilati), 에디 슬리먼

(Hedi Slimane)의 디자인 비교분석을 통해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 로랑 패션 하우

스의 역사와 오리지널 시그니처 룩을 살펴본다. 둘째,

생 로랑 하우스 수석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분석한

다. 셋째, 생 로랑의 수석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비

교분석하여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밝힌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서

적과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생 로랑 하우스 역대 수석 디자이너의 컬렉션 사진

을 수집하여 디자인 특성을 분석, 비교하였다. 관련

된 패션 매체의 평가가 있으면 참고하였다. 컬렉션

범위는 이브 생 로랑 하우스 개점 초기인 1962 SS부

터 2014 SS까지이다. 이브 생 로랑의 컬렉션은 1962

SS-2002 SS 오트 쿠튀르 사진자료가 대상이다. 컬렉

션 전체 자료를 찾기 힘든 시즌은 관련 서적과 패션

전문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진을 수집하였으며8), 그

외의 시기는 www.firstview.com을 이용하였다. 후대

수석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은 프레타포르테를 대상으

로 이브 생 로랑 은퇴 후인 2002 FW부터 분석하였

다.9) 자료는 www.style.com을 이용하였으며, 시기는

톰 포드 2002 FW-2004 FW, 스테파노 필라티 2005

SS-2012 FW, 에디 슬리먼 2013 SS-2014 SS이다.

사진은 디자인과 디테일을 잘 볼 수 있는 앞모습 전

신 샷 중심으로,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Key words: design identity(디자인 정체성), fashion house(패션 하우스), 
house archive(하우스 아카이브), Saint Laurent(생 로랑), 
signature items(시그니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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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와
시그니처 룩

1.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
1) 패션 하우스의 정의

‘패션 하우스’란 용어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없

지만 대체로 오트 쿠튀르 사업체를 메종(Masion)이

라 언급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10) 정정희는

연구에서11) ‘패션 하우스란 프랑스 오트 쿠튀르에 속

해있는 쿠튀르 하우스부터 시작하여 향수, 프레타포

르테, 패션 잡화 등으로 라인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명품으로서의 가치와 명성을 유지해 온 럭셔리 패션

브랜드’라고 하였다. 패션 기사나 컬렉션 리뷰 등에

서는 오트 쿠튀르를 진행하지 않는 럭셔리 패션 브

랜드를 패션 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는 패션 하우스를 쿠튀르 하우스에서 시작하여 이를

유지하거나, 오트 쿠튀르는 없어졌지만 그 전통을 이

어받아 독창적인 디자인, 최상의 품질, 엄격한 장인

정신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

로 정의하였다.

2) 생 로랑 패션 하우스의 역사

이브 생 로랑은 1961년 피에르 베르제(Pierre Bergé)

와 함께 파리에서 자신의 하우스를 창립하였다. 이때

YSL 오리지널 로고는 <Fig. 1>12)과 같다. 이브 생

로랑은 1962년 첫 번째 패션쇼로 ‘샤넬 이후 최고의

디자이너’란 호평을 받았다.13) 이후에도 그는 팝아트

드레스나 스모킹 등 화제가 되는 아이템들을 차례로

디자인 하였다.

1960년대에 기성복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브 생 로

랑은 쿠튀르 디자이너 중 처음으로 프레타포르테를

개점하여 1966년 파리에 생 로랑 리브고슈(Rive

Gauche) 점포가 생겼다. 그는 남성용 향수를 위한

누드 포스터, 1977년 출시한 여성 향수 ‘오퓸(Opium)’

을 비롯하여, 최초로 패션쇼에 흑인 모델을 세우는

등 많은 스캔들을 만들었다.14) 1983년에는 그의 예술

성이 인정받아 살아있는 디자이너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브 생 로랑.

디자인 25년’ 전시회가 열렸다. 또한 그는 Légion

d'Honneur 훈장과 최고 쿠튀리에 오스카 상을 받았

다. 이후 이브 생 로랑 하우스는 그의 마약, 알콜 중

독과 1990년대 초 걸프전(Gulf War)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고급 사치품 산업의 위기로 1993년 제약회사

Elf Sanofi와 합병을 발표하였다.15) 1997년에는 알바

앨버즈(Alber Elbaz), 에디 슬리먼과 각각 여성, 남

성 프레타포르테를 계약했다. 1999년에 PPR 그룹이

생 로랑 리브고슈를 인수하였고 2000년에 톰 포드를

고용했다16).

이브 생 로랑은 거대 기업에 휘둘려 예술적이고

아름답기보다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디자인을 추

구하는 패션계에 환멸을 느껴 2002년 은퇴를 선언하

였고, 오트 쿠튀르는 폐쇄되고 프레타포르테만 남았

다.17) 2004년에 스테파노 필라티가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 하우스를 럭셔리 브랜드로 안정시켰으나18) 2012

FW 컬렉션 뒤 사임하였다. 뒤를 이은 에디 슬리먼

은 브랜드명을 ‘Saint Laurent Paris’로 바꾸고 오리

지날 YSL로고를 제외한 전반적인 느낌을 바꾸면서

1960년대 생 로랑이 보여준 것과 같은 개혁을 준비

하였다.19)

2.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 룩
이브 생 로랑은 많은 획기적인 의상들을 선보였으

며, 이는 생 로랑 하우스의 대표 시그니처(signature)

룩이 되었다. 이브 생 로랑은 이 시그니처 룩을 본인

재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 로랑 하우스 시그니처 룩으로 피코트

(pea coat), 루즈 핏(loose fit)/보우(bow) 블라우스, 팬

츠 수트/스모킹(smoking), 사파리(safari), 점프수트

(jumpsuit), 에스닉 룩(ethnic look)과 아트 룩(art

look)을 선정하였다. 선정은 패션저술가 파리드 셰눈

(Chenoune, Farid)이 이브 생 로랑의 에센셜(essential)

디자인으로 소개한 아이템들을 참고하되20) 생 로랑

컬렉션에 많이 나온 보우 블라우스를 포함시켰고 팬

츠 수트와 스모킹을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

구21)에서 이브 생 로랑 오트 쿠튀르의 특성으로

1970년대 레트로와 에스닉 판타지룩, 1980년대 아트

룩에 대한 오마주를 든 것을 참고하여 에스닉 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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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룩을 추가하였다.

1) 피코트

피코트는 해군의 선원용 코트로 사용된, 더블 단추

에 힙을 덮는 길이의 두꺼운 코트이다. 앞섶은 양쪽

방향으로 여밀 수 있으며 바다 바람을 막기 위한 큰

칼라가 있고, 수직 방향의 머프 포켓이 있다.22) 이브

생 로랑은 1962년 첫 컬렉션부터 <Fig. 2>23) 같이 네

이비 컬러 울 소재 피코트에 흰색 샨퉁 티셔츠, 여유

있는 팬츠를 매치하여 데이 룩을 제시했다. 이와 같

이 세련된 고급 여성복으로 거듭난 피코트는 이후 지

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죽 소재

의 사용 등 더 과감하고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2) 루즈 핏 블라우스 / 보우 블라우스

이브 생 로랑은 1962 FW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새

틴 소재로 된, 요크 아래에 개더를 준 스목(smock)

형태 루즈 핏 블라우스 <Fig. 3>24)을 디자인했고, 늘

어진 보우가 달린 블라우스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시

했다. <Fig. 4>25)는 1968 SS에 선보인 보우 블라우스

<Fig. 1>

original YSL logo

- Yves Saint Laurent

(2010) p. 50

<Fig. 2>

1962 SS

- Yves Saint Laurent

(2010) p. 343

<Fig. 3>

1962 FW

- Yves Saint Laurent

(2010) p. 344

<Fig. 4>

1968 SS

- Yves Saint

Laurent (1993) p. 72

<Fig. 5>

1966 FW

- www.fondation-pb-ysl.

net/fr/Couture-376.html

<Fig. 6>

1967 SS

- Yves Saint Laurent

Style(2008) p. 56

<Fig. 7>

1968 SS

- Yves Saint Laurent

Style(2008) p. 65

<Fig. 8>

1968 SS

- www.fondation-pb-ysl.

net/fr/Couture-376.htm

<Fig. 9>

1975 SS

- Yves Saint

Laurent(2010) p. 347

<Fig. 10>

1967 SS

- Yves Saint

Laurent(2002)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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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치는 원단으로 된 이 블라우스는 큰 이슈가

되며 ‘시스루(see-through) 블라우스’라고 불리었다.26)

루즈 핏 블라우스는 포멀한 블라우스뿐만 아니라

패전트(peasant) 블라우스나 아트 룩으로도 활용되

었다.

3) 팬츠 수트 / 스모킹

팬츠 수트와 스모킹은 가장 대표가 되는 시그니처

룩이다. 스모킹은 턱시도의 프랑스어로, 남성이 사교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입을 수 있는 준 예장 옷에

서 이름이 붙여졌다. 특징은 새틴 숄칼라와 랩 형식

벨트가 있는 것이다.27) 이브 생 로랑은 남성만의 공

식 복장이던 스모킹과 팬츠 수트를 여성용으로 바꾸

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진 혁명적인 아이템으로 만

들었다.28) <Fig. 5>29)는 1966 FW ‘Pop Art and

First Smoking’ 컬렉션의 스모킹으로 스트레이트 팬

츠, 프릴 장식 보우 타이 블라우스와 매치되었다.

1967 SS의 <Fig. 6>30)과 같은 팬츠 수트는 유니섹스

풍조와 여성 해방 운동의 흐름을 타고 여성복식의

혁명을 일으켰고, 여성 파워를 드러내는 새로운 장르

가 되어 1970년대에 많은 여성들이 입게 되었다.31)

팬츠 수트와 스모킹은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

어를 더해 변형되었다. 특히 스모킹은 시그니처 룩과

병합하여 점프수트 스모킹, 사파리 스모킹, 피 자켓

(pea jacket) 스모킹이나 케이프 스모킹, 다양한 버

전의 드레스 등으로 변형되었다.

4) 사파리

사파리 자켓은 아프리카에서 사냥이나 여행에 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실용적 소재의 평직

물로 된, 4개의 포켓과 벨트가 있는 셔츠 자켓이

다.32) <Fig. 7>33)은 1968 SS 컬렉션에 처음 등장한

사파리룩으로 면 개버딘 소재의 레이스 업 여밈 상

의에 버뮤다 반바지와 금속 링 벨트의 앙상블이다.34)

이는 “세상은 이 옷을 기다려왔다”는 호평을 들었으

며35) 남성적, 여성적 매력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아

이템으로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 룩이 되었고 이

후 단추가 달린 사파리 자켓의 수트와 스커트 수트

로도 변형되었다.

5) 점프수트

점프수트는 원래 낙하산 부대원과 비행사가 착용

하던 작업복 같은 제품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복에 도입된 옷으로 상의와 팬츠가 이어져 있는

형태이다.36) <Fig. 8>37)은 1968 SS 컬렉션에 나온

최초의 점프수트로, 언론은 페미닌한 ‘숏츠 점프수트’

혁신에 찬사를 보냈다.38) 이후 점프수트는 드로우 스

트링 점프수트, 스모킹 버전 점프수트 등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Fig. 9>39)는 1975 SS 컬렉션의 개버딘

점프수트이다.

6) 에스닉 룩

에스닉 룩은 특정한 나라의 민족 고유 복장을 의

미하였으나, 민속복에서 힌트를 얻은 복장을 말하기

도 한다.40) 이브 생 로랑은 지속적으로 직접 여행한

모로코와 상상으로 그려낸 아프리카, 러시아, 스페인,

인도,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민속적 느낌을

표현하였다. 예로 1967 SS 컬렉션에서는 <Fig. 10>41)

처럼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느낌에 비교적 저렴한 소

재인 나무, 유리구슬 등으로 자수를 넣어 오트 쿠튀

르의 관습을 뒤엎었다.42) <Fig. 11>43)은 1969 FW

컬렉션의 이브닝 앙상블이다. 긴 홈스펀 케이프, 조

젯 크레이프 드레스, 가죽 벨트의 매치로 에스닉 룩

을 표현하였다44). <Fig. 12>45)는 1977 FW 컬렉션의

이브닝 앙상블로 마오 칼라, 매듭단추를 단 누빔 원

단 블랙 자켓, 술 장식과 중국식 모자로 중국풍을 강

조하였다.

7) 아트 룩

이브 생 로랑은 예술가나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거나,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상을 만들면서46)

예술과 패션을 결합시켰다. 1965 FW 컬렉션의 몬드

리안 드레스 <Fig. 13>47)을 비롯하여 1966 FW 컬렉

션에서는 <Fig. 14>48)처럼 팝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디자인하였고49) 1971 SS에서는 초현

실주의 작가가 1929년 제 2차 선언문에 묘사한 입술

모티브를 시퀸으로 장식하여 <Fig. 15>50)의 ‘립 코트’

를 제작했다.51) 그 외에도 1979 FW 피카소(Figasso)

와 디아길레프(Diaghilev)에 대한 오마주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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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FW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대한 오마주 컬렉션,

1981 FW 마티스(Matisse) 오마주 컬렉션 등 이브

생 로랑은 신조형주의, 팝아트, 초현실주의, 입체주의,

야수주의, 후기 인상주의의 예술가들과 작품에서 영

감을 받아 작품의 모티브를 의상에 적용하거나 그림

속 의상을 재현하여 표현하였다.

3. 하우스 후대 수석 디자이너의 컬렉션 고찰
1) 톰 포드(2002 FW-2004 FW)

톰 포드는 팬츠 수트와 스모킹을 비롯하여 이브

생 로랑의 테마와 시그니처 룩을 사용하기는 하였으

나 상업성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인 관능적이

며 섹시한 이미지의 현대여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예

로 ‘adult-erotic frame of mind’란 평을 들은 2002

FW컬렉션은 18세기 풍 의상을 응용하고 어두운 색

상, 보우 디테일, 섬세한 레이스의 사용으로 도발적

이고 섹시한 느낌을 주었다.52) <Fig. 16>53)은 노출이

많고 몸에 밀착된 레이스 블라우스, <Fig. 17>54)은

18세기 풍 소매가 달린 루즈 핏 블라우스이다.

‘글램’을 표현한 2003 SS 컬렉션에는 <Fig. 18>55)

처럼 니플 포인트를 강조하여 성적 매력을 노골적으

<Fig. 11>

1969 FW

- Yves Saint

Laurent Style(2008)

p. 98

<Fig. 12>

1977 FW

- Yves Saint

Laurent(2010) p. 358

<Fig. 13>

1965 FW

- Yves Saint Laurent

(2002) p. 31

<Fig. 14>

1966 FW

- http://www.fondati

on-pb-ysl.net/en/Cou

ture-376.html

<Fig. 15>

1971 SS

- Yves Saint

Laurent(2010)

p. 353

<Fig. 16>

2002 FW

- firstview.com

<Fig. 17>

2002 FW

- firstview.com

<Fig. 18>

2003 SS

- firstview.com

<Fig. 19>

2003 SS

- firstview.com

<Fig. 20>

2003 FW

- 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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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면서도 우아한 의상들을 제시했다.56) 또한

<Fig. 19>57)처럼 가슴부분에 트롱프뢰유(trompe-l'œil)

기법을 응용하여 예술적 감성을 표현했다.

2003 FW 컬렉션은 가수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를 영감으로 하여 1970년대의 섹시하고 현란한

룩을 재현하였다. <Fig. 20>58)과 <Fig. 21>59)을 비롯

하여 컬러풀한 주름장식 드레스, 그물 스타킹, 가죽

스키니 팬츠, 레이스 란제리, 벨벳 자켓, 모피 등 정

제되지 않은 관능미를 선보였다.60) 2004 SS 컬렉션

은 남성복과 여성복 조화의 스타일리시한 룩을 제시

하면서 <Fig. 22>61)처럼 세련된 관능미, 헐리웃 글래

머러스를 표현하였다.62) <Fig. 23>63)의 피코트도 가

죽 소재로 타이트하고 섹시했다.

마지막 2004 FW 컬렉션에 톰 포드는 1977년 오

퓸 향수 런칭 때 열린 이브 생 로랑의 중국풍 컬렉

션을 테마로 선택했다. <Fig. 24>64)는 중국복식의 여

밈을 응용한 상반신이 비치는 원피스, <Fig. 25>65)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중국풍 드레스이다.

2) 스테파노 필라티(2005 SS-2012 FW)

스테파노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혁신성을 이어

받아 소재 전문가로서의 본인 경험을 살려 새로운

소재의 응용, 새로운 재단 기법과 테일러링을 제시하

였다. 그는 이브 생 로랑의 테마나 시그니처 룩을 다

수 재해석하였는데 화려한 색상은 많이 사용하지 않

았지만 대체로 우아하고 세련되고 시크한 여성을 표

<Fig. 21>

2003 FW

- firstview.com

<Fig. 22>

2004 SS

- firstview.com

<Fig. 23>

2004 SS

- firstview.com

<Fig. 24>

2004 FW

- firstview.com

<Fig. 25>

2004 FW

- firstview.com

<Fig. 26 >

2005 SS

- www.style.com

<Fig. 27>

2005 FW

- www.style.com

<Fig. 28>

2006 SS

- www.style.com

<Fig. 29>

2007 FW

- www.style.com

<Fig. 30>

2007 FW

-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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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다.

데뷔 컬렉션인 2005 SS에 필라티는 힙을 부풀리

고, 허리를 조이는 넓은 벨트, 플라멩코를 연상시키

는 러플장식과 새로운 프로포션으로 하우스의 전통

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제시했다.66) <Fig.

26>67) 처럼 하우스 시그니처 사파리룩의 응용들도

있었다. 수녀와 성직자의 17세기 회화를 테마로 한

2005 FW 컬렉션에서는 종교적 분위기 의상과 함께

<Fig. 27>68)의 가슴부위를 하트 모양으로 파낸 원피

스가 팝아트 같고 세속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이브

생 로랑의 스패니쉬(Spanish) 컬렉션과 피카소에게

서 영감을 얻어 ‘누보 프렌치(Nouveau French)’를

표현한 2006 SS 컬렉션은 섬세한 컬러, 프릴, 퐁퐁

디테일과 날카로운 재단을 조화시켰다.69) <Fig. 28>70)

은 스페인풍 드레스이다. 2007 FW 컬렉션은 단순함

속에서 형태와 라인을 연구하면서 소재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 예로 악어가죽 텍스처를 실크로, 모피를

<Fig. 29>71)처럼 모슬린 조각으로 표현해 럭셔리 소

재의 의미만 차용했다.72) <Fig. 30>73)은 턱시도를 응

용한 원피스이다. 미니멀과 우아함을 표현한 2008

SS 컬렉션에서는 <Fig. 31>74) 같은 별 모티브를 이

용한 의상이 이브 생 로랑이 1970 FW, 1989 SS 컬

렉션에 사용한 팝아트 별 모티브를 연상시켰다. 2008

FW 컬렉션에서 필라티는 <Fig. 32>75)처럼 기하학적

인 재단으로 낯선 볼륨감과 로봇 같은 이미지를 표

현하였다.76)

2009 SS 컬렉션은 여성스러움, 단순함, 일본풍의

엄숙함을 혼합하였다. <Fig. 33>77)의 사파리 자켓처

<Fig. 31>

2008 SS

- www.style.com

<Fig. 32>

2008 FW

- www.style.com

<Fig. 33>

2009 SS

- www.style.com

<Fig. 34>

2009 FW

- www.style.com

<Fig. 35>

2009 FW

- www.style.com

<Fig. 36>

2010 SS

- www.style.com

<Fig. 37>

2010 FW

- www.style.com

<Fig. 38>

2011 SS

-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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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기모노나 일본 어부의 바지 같은 형태 응용과, 파

리지엔 시크를 보여주는 팬츠 수트 등도 제시되었

다.78) 2009 FW는 모터 싸이클 자켓, 자동차에서 영

감 받은 몰딩 처리 소재, 가죽 트렌치코트, <Fig. 34>79)

의 가죽 점프수트 등과 <Fig. 35>80)처럼 부풀린 보우

블라우스, 플란넬 자켓과 우아한 팬츠 등으로 슈퍼

시크 프렌치니스(Frenchness)를 표현했다.81) 2010

SS 컬렉션은 실용주의적 시크의 절제된 라인에 여성

성을 위해 화려함과 에로티시즘을 공존시켰는데, 이

브 생 로랑의 작품에 뿌리를 둔 스모킹과 딸기 모티

브 드레스 <Fig. 36>82)도 등장했다.83) 2010 FW 컬

렉션에는 PVC 필름을 레이어링하거나, 수녀를 연상

시키는 흑백 컬러와 베일, 케이프의 사용이 많았다.

<Fig. 37>84)은 하이웨이스트 플레어 팬츠와 케이프를

응용한 루즈 핏 블라우스 이다.

2011 SS 컬렉션은 1970년대 이브 생 로랑을 테마

로 하여 기본 아이템은 엄격했으며 큰 러플 장식, 스

모킹과 점프수트의 다양한 변형은 시크했다.85) <Fig.

38>86)은 피코트 원피스 이다. 2011 FW 컬렉션은 레

트로 감성으로 이브 생 로랑의 유산을 재해석하였는

데 남성복 소재를 사용한 아이템들과 <Fig. 39>87)의

점프수트, 원피스, 스모킹은 우아하고, 시크하고, 섹

시했다.88) 2012 SS 컬렉션은 미니멀한 의상에 에스

닉 장식 벨트, 금 장식 신발, 다양한 색상의 의상을

제시했다. <Fig. 40>89)은 에스닉 프린트 드레스이다.

2012 FW에서는 <Fig. 41>90)처럼 꽉 조인 허리와 넓

은 어깨, 페티시적인 느낌, 가죽과 메탈 소재, 단정한

머리와 뱀파이어 같은 강한 입술로 성적 패션 판타

지를 표현했다.91)

3) 에디 슬리먼(2013 SS-2014 SS)

에디 슬리먼은 수석 디자이너가 된 뒤 <Fig. 42>92)

처럼 브랜드 이름과 로고의 폰트 등 하우스의 전반

적인 느낌을 생 로랑 리브고슈가 탄생되었을 당시처

럼 돌아가고자 개혁하였고, 자신의 디자인 감성인 스

키니(skinny)스타일과 락(rock) 감성을 접목시켰다.

1970년대 감성과 웨스턴 룩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2013 SS 컬렉션93)은 로큰롤 감성이 더해지면서도 이

브 생 로랑의 유산에 충실했다. <Fig. 43>94), <Fig.

44>95), <Fig. 45>96)는 이브 생 로랑의 오리지널 보우

블라우스와 팬츠 수트, 사파리 자켓, 에스닉 룩의 재

해석이다. 사파리 자켓은 스웨이드 소재 롱 드레스로

히피 요소를, 에스닉 룩은 가슴부위의 노출로 섹시함

을 가미했다. 2013 FW는 LA 그런지(grunge) 스타

일과 펑크 요소가 강한 컬렉션으로 논란이 되었다.

<Fig. 46>97)은 그런지 풍 모피 케이프를 원피스에 매

치하였고 <Fig. 47>98)은 가죽 허리벨트를 여러 개 연

결한 것 같은 스커트와 짧은 탑 스타일로 락 요소를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시스루 원피스와 매치한 피코

트 <Fig. 48>99)처럼 하우스의 시그니처 룩을 활용하

<Fig. 39>

2011 FW

- www.style.com

<Fig. 40>

2012 SS

- www.style.com

<Fig. 41>

2012 FW

- www.style.com

<Fig. 42>

new logo

- http://www.ysl.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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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2014 SS 컬렉션은 이브 생 로랑의 시그

니처와 모티브 등에 펑크 요소를 더해 젊은 이미지

를 더했다. 넉넉한 어깨, 박시 자켓, 일본풍 의상, 펑

키스타일, 원 숄더 톱 등으로 LA 기반의 프렌치 룩

을 제시했다.100) <Fig. 49>101)는 앞부분이 깊게 노출

된 스키니 스모킹 점프수트이고, <Fig. 50>102)은 시

그니처 팬츠 수트이다. <Fig. 51>103) 턱시도 자켓은

일본 갑옷 같고 <Fig. 52>104)는 초현실주의에 영향

받은 이브 생 로랑의 70년대 ‘립(lip) 코트’를 연상시

킨다.

Ⅲ. 생 로랑 하우스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성 비교

이 장에서는 생 로랑 하우스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 비교를 하우스 시그니처 룩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이 디자이너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

펴보았다.

1. 이브 생 로랑의 디자인 특성
이브 생 로랑은 1962 SS-2002 SS까지 많은 대표

룩을 선보였다. 그의 시그니처 룩의 대부분은 1960년

대에 처음 등장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 되었다.

<Fig. 43>

2013 SS

- www.style.com

<Fig. 44>

2013 SS

- www.style.com

<Fig. 45>

2013 SS

- www.style.com

<Fig. 46>

2013 FW

- www.style.com

<Fig. 47>

2013 FW

- www.style.com

<Fig. 48>

2013 FW

- www.style.com

<Fig. 49>

2014 SS

- www.style.com

<Fig. 50>

2014 SS

- www.style.com

<Fig. 51>

2014 SS

- www.style.com

<Fig. 52>

2014 SS

- www.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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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 핏/보우 블라우스, 팬츠 수트/스모킹, 에스닉

룩의 경우 거의 모든 시즌에 등장했다. 컬렉션 사진

이 있는 1995 FW - 2002 SS 컬렉션에 나타난 시그

니처 룩의 유무는 <Table 1>과 같다.

이브 생 로랑은 프랑스 쿠튀르의 클래식, 화려함,

고급스럽고 완벽한 재단을 통해 모던하면서도 우아

한 의상을 창조했다. 따라서 그의 디자인 특성은 쿠

튀르의 전통과 혁신성의 조화라는 상반성을 내포하

며 구체적으로는 성의 해방, 이국적 감성, 예술성 측

면에서 논의 할 수 있다. 이브 생 로랑의 디자인 특

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톰 포드의 디자인 특성
톰 포드는 ‘Woman in Dandy'나 중국풍 등 이브

생 로랑의 테마를 다루기도 하였지만 이브 생 로랑

의 시크하면서 우아한 감성보다는 자신의 ‘섹시’ 코

드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는 하우스 시그니처

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지만, 팬츠 수트와 스

모킹은 상징적인 의미로 매 시즌마다 적은 수라도

couture tradition

┼

innovativeness

· strictness, perfection

· elegance, classic

· originality

· free spirit

contrast

▼ ▼ ▼

expression of woman
expression of

exotic feeling
expression of art

· liberation of sex

· endow women with political,

social power

· women of confidence

· combine by imagination

· multicultural thinking

· art and fashion interchange

· hommage to art

<Table 2> Design Features of Yves Saint Laurent’s Collections

YSL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

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1995 FW V V V V V

1996 SS V V V

1996 FW V V V V

1997 FW V V V V

1998 SS V V V

1998 FW V V V V V

1999 SS V V V

1999 FW V V V V

2000 SS V V V V

2000 FW V V V V V

2001 SS V V V V V

2001 FW V V V V

2002 SS V V V V V V V

<Table 1>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Yves Saint Lau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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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시켰다. 사파리 룩과 점프수트는 볼 수 없었다.

피코트와 아트 룩은 소수 있었으며, 에스닉 룩은 한

컬렉션에서 다수 등장하였다. 톰 포드의 컬렉션에 나

타난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유무는 <Table 3>과 같다.

톰 포드의 컬렉션에 대한 패션매체의 ‘adult erot-

ic', ‘glam', ‘70년대'라는 비평처럼 그는 여성성을 극

대화시켜 관능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당당한 현대여

성, 성의 해방을 표현하였다. 이브 생 로랑과 톰 포

드 모두 현대의 여성상을 표현했지만 이브 생 로랑

은 오트 쿠튀르를 기초로 예술적인 의상에 중점을

두었고, 톰 포드는 프레타포르테를 고급화시키며 상

업적인 의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트렌디하고 섹

시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톰 포드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그는 하우스 아카이브보다는 자신의 디자인 감

성인 관능적 매력을 강조하였고, 이국적 감성 표현이

나 예술성 표현보다 대중성을 가미한 섹시하고 당당

한 현대 여성을 그려 여성성 표현에 집중하였다.

3. 스테파노 필라티의 디자인 특성
스테파노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스타일과 시그

니처 룩을 비교적 많이 활용하였다. 그는 루즈 핏/보

우 블라우스, 팬츠수트/스모킹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매 시즌 몇 벌씩 등장시켰다. 점프수트와 에스닉 룩,

아트 룩도 꾸준히 선보였고 소수이지만 피코트와 사

파리도 활용하였다. 그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시그니

처 룩의 유무는 <Table 5>와 같다.

필라티는 소재와 패턴에 독창적인 방법을 시도하

여 시크한 룩을 제시했다. 그는 생 로랑의 아카이브

를 존중했으며 파리 전통 스타일과 60-70년대 이브

생 로랑 스타일, 스페인 등 이브 생 로랑의 테마와

Tom

Ford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

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2002 FW V V

2003 SS V V

2003 FW V V

2004 SS V V

2004 FW V V

<Table 3>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Tom Ford

house tradition

┼

design sensitivity of Tom Ford

· strict cut, perfect sewing, high quality

materials

· house signature looks

· emphasize sexuality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emphasis of Tom Ford’s design sensitivity
▼ ▼ ▼

expression of woman
expression of

exotic feeling
expression of art

· liberation of sex

· women of confidence

· highlight sensuality

· women of power

· archives

· theme of China

· highlight sensuality

· apply as a technique for

expressing wit and sensuality

<Table 4> Design Features of Tom Ford’s Collections for Saint Laur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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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을 재해석하거나, 종교적 무드나 새로운 볼륨

감 등 새로운 테마를 고루 사용하였다. 스테파노 필

라티의 생 로랑 컬렉션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그는 하우스 아카이브와 자신의

디자인 특성을 잘 조화시켰으며, 또한 여성 표현, 이

국적 감성 표현, 예술성 표현을 적절히 조화시켜 디

자인하였다.

house tradition

┼

design sensitivity of Stefano Pilati

· strict cut, perfect sewing, high quality

materials

· house signature looks

· chic

· minimal, simplicity

· innovativeness(experimetal materials, cutting,

volume etc.)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emphasis of Pilati’s design sensitivity

▼ ▼ ▼

expression of woman
expression of

exotic feeling
expression of art

·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 women in cinfidence

· mature, chic, elegant women

· super chic women

· apply house archive

· combine exotic and other

themes

· reinterpretation in modern way

·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 apply as a technique for detail

<Table 6> Design Features of Stefano Pilati’s Collections for Saint Laurent House

Stefano

Pilati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

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2005 SS V V V V

2005 FW V V

2006 SS V V V V

2006 FW V V V

2007 SS V V V V V

2007 FW V V V V V

2008 SS V V V V

2008 FW V V

2009 SS V V V V V

2009 FW V V V V

2010 SS V V V V

2010 FW V V V

2011 SS V V V V

2011 FW V V V

2012 SS V V V V

2012 FW V V

<Table 5>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Stefano Pi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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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디 슬리먼의 디자인 특성
에디 슬리먼의 컬렉션 디자인에 대해 논란도 있었

지만 그는 비교적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 룩을 충

실히 보여주었다. 에디 슬리먼의 생 로랑 컬렉션에서

는 루즈 핏/ 보우 블라우스, 팬츠 수트/스모킹, 케이

프, 에스닉룩이 여러 벌 등장하였고, 적지만 피코트,

사파리, 점프수트, 아트 룩도 등장하여 짧은 기간 동

안 모든 시그니처 룩을 등장시켰다. 에디 슬리먼의

생 로랑 컬렉션에서 나타난 시그니처 룩의 유무는

<Table 7>과 같다.

에디 슬리먼의 첫 번째 생 로랑 컬렉션은 새로운

테마와 그의 디자인 특성이 가미되었지만 하우스의

유산에 비교적 충실하였다. 2013 FW 컬렉션은 LA

그런지와 펑크 스타일로 그 자신의 특성이 매우 강

했고 시그니처 룩은 매우 적었다. 2014 SS 컬렉션은

이브 생 로랑의 시그니처와 모티브 등에 펑크 요소

를 더해 한 층 젊은 이미지를 더했다.

에디 슬리먼의 생 로랑 컬렉션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그는 하우스 아카이브를 재해석

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강조하였고, 특히 로큰롤 감

성, 극단적인 스키니 스타일로 젊고 반항적인 디자인

을 하였다. 또한 이국적인 감성 표현보다는 여성 표

현과 예술성 표현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였다.

Ⅳ.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계승과 여성 표현, 이국적인 감

성, 예술성 표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1. 시그니처 룩
이브 생 로랑의 대표 아이템은 하우스의 시그니처

룩이 되었고, 이를 후대 디자이너들이 본인 스타일을

house tradition

┼

design sensitivity of Hedi Slimane

· strict cut, perfect sewing, high quality

materials

· house signature looks

· slim silouette

· Sensitivity based on LA

· Rock & roll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emphasis of Slimane’s design sensitivity

▼ ▼ ▼

expression of woman
expression of

exotic feeling
expression of art

· young women

· chic women

· modern women in confidence

· reinterpretation of subculture

·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 combine exotic and other themes

(Rock & roll, Punk)

· reinterpretation in modern way

·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

· Rock & roll images

<Table 8> Design Features of Hedi Slimane’s Collections for Saint Laurent House

Hedi Slimane peacoat
loose fit/bow

blouse

smoking/

pantsuit
safari jumpsuit ethnic look art look

2013 SS V V V V

2013 FW V V V

2014 SS V V V V

<Table 7> The Signature Looks in YSL Collections by Hedi Slim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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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재해석하여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그니처

룩을 이어갔다.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팬츠 수트와

스모킹으로, 4명 디자이너 모두 거의 모든 컬렉션에

제시하여 하우스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 에스

닉, 아트 룩도 자주 등장하였다.

팬츠 수트와 스모킹의 경우 이브 생 로랑이 여성

성과 남성성 혼합 이미지를 제시했다면, 톰 포드는

노골적인 섹시함을 강조하였다. 스테파노 필라티는

우아하고 시크한 룩을, 에디 슬리먼은 젊은 감각의

스타일을 보였다.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는 톰 포드

를 제외한 디자이너들의 대부분 컬렉션에서 나타났

다. 톰 포드의 경우는 관능성을 강조하는 타이트 블

라우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필라티는 다

양한 루즈 핏/보우 블라우스를 제시했다. 에스닉 룩

은 모든 디자이너들에서 나타났다. 톰 포드는 중국을

테마로 섹시한 에스닉 룩, 스테파노 필라티는 모던

에스닉 룩, 에디 슬리먼은 이브 생 로랑의 작품을 유

사하게 재현하거나 일본풍을 가미하였다. 아트 룩은

이브 생 로랑이 예술에 대한 오마주, 협업 등으로 작

업했다면, 톰 포드는 섹시함을 강조하는 디테일로,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작품을 응용한 팝아트적

디자인이나 위트를 주는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슬리

먼은 이브 생 로랑 작품의 모티브를 활용하거나 로

큰롤에 영향 받은 룩을 제시했다. 톰 포드는 에스닉

룩과 아트 룩을 제일 적게 제시했다. 점프수트는 이

브 생 로랑과 필라티는 자주 사용했지만, 톰 포드의

컬렉션에서는 없었다. 피코트는 적었으나 다양한 실

루엣이 나타났다. 사파리룩도 매우 적었는데 슬리먼

은 오리지널 사파리를 유사하게 해석했다. 디자이너

에 따른 생 로랑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디자인 변화

는 <Table 9>와 같다.

2. 여성 표현
이브 생 로랑은 시대흐름을 잘 읽어 사회가 원하

는 것을 디자인하는 감각이 뛰어났다. 하우스 초기에,

여성해방 운동과 젊은이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는

피코트, 팬츠 수트, 스모킹, 사파리, 점프수트 등 혁

신적인 의상을 여성에게 입힘으로서 남녀평등과 패

션의 진보에 기여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적 특성이

조화된 이미지, 그리고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디

자인으로 여성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톰 포드는 자신의 디자인 감성인 섹슈얼리티와 이

브 생 로랑의 성의 해방 정신을 이어받아 여성을 표

현했다. 그는 시그니처 팬츠 수트와 스모킹을 성의

해방과 하우스 상징 의미로 지속적으로 등장시켰다.

또한 그는 노골적인 노출과 성을 강조하는 디테일로

당당하면서 관능적인 여성을 표현하였고, 이를 통해

이브 생 로랑과는 다른 방향으로 성의 해방과 현대

여성을 표현하였다. 필라티 이후는 성의 해방을 강하

게 주장하는 디자인이 거의 없었다. 필라티는 생 로

랑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우스의 전통 스타일인

우아함과 시크를 기본으로, 하우스 시그니처를 다양

한 테마로 재해석하여 미니멀하면서도 우아한 여성

을 표현하였다. 에디 슬리먼은 생 로랑 리브고슈의

정신으로 돌아가 젊은 현대 여성을 표현하였는데, 스

키니 라인과 LA 기반의 프렌치, 로큰롤 감성을 더해

하우스의 유산과 시그니처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

하면서 자신만의 젊은 현대 여성을 표현하였다.

3. 이국적 감성 표현
이브 생 로랑은 아프리카, 러시아, 모로코, 스페인,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강하고 다양한 에스닉 룩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는데 상상을 통해 여러 나라가 혼

합된 에스닉 룩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후대 디자이너

들은 이브 생 로랑의 에스닉 테마를 활용하면서, 이

국적인 것에 대한 강한 관심의 표현보다 시대에 맞

는 세련된 스타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톰 포드는 중국풍, 스테파노 필라티는 스페인, 인

도, 일본, 모로코풍을, 에디 슬리먼은 모로코, 일본풍

의 디자인을 하였다. 같은 나라의 민속적인 디자인이

라도 디자이너 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브 생 로랑의

에스닉 룩이 화려한 색상과 사치스러운 느낌이라면,

톰 포드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색상에 타이트 실루엣

으로 섹시한 느낌을 주었다. 스테파노 필라티는 대체

로 화려한 색상을 자제하고 디테일과 소재로 이국적

감성을 표현하면서 모던하게 변형하여 은은한 에스

닉 룩을 표현하였다. 에디 슬리먼은 이브 생 로랑의



服飾 第65卷 2號

- 120 -

designers

Yves Saint Laurent Tom Ford Stefano Pilati Hedi Slimane

62 SS 04 SS 11 SS 13 FW

62 FW 68 SS 02 FW 09 FW 2010 FW 13 SS

66 FW 67 SS 03 SS 04 SS 07 FW 12 FW 13 SS 14 SS

68 SS 05 SS 09 SS 13 SS

68 SS 75 SS 09 FW 11 FW 14 SS

<Table 9> The Signature Looks by the Saint Laurent House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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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 룩을 재현하거나 로큰롤 감성을 더해 시크하

고 세련되게 제시하였다.

4. 예술성 표현
이브 생 로랑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예술적 가치

를 갖는 다양한 아트 룩을 낳았고, 이는 하우스의 아

카이브로 남았다. 후대 디자이너 별로 예술에 대한

표현은 달랐는데 이브 생 로랑의 의상을 재해석하거

나, 본인의 디자인 감성을 살려 새로운 아트 룩을 창

조하였다. 톰 포드는 상업적인 의상을 만드는데 중점

을 두었기에 강한 아트 룩이나 이브 생 로랑 작품의

응용은 없었고, 예술 기법을 디자인에 사용하였다.

스테파노 필라티는 이브 생 로랑의 팝 아트적 모티

브를 이용하거나, 원단의 재질을 속이는 트롱프뢰유

기법을 사용하였다. 에디 슬리먼은 초현실주의 모티

브를 사용한 이브 생 로랑의 아트 룩을 재해석하거

나, 자신의 관심사인 로큰롤을 의상에 접목하여 이브

생 로랑과는 다른 아트 룩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우스 시그니처 룩의 계승과 여성

표현, 이국적인 감성, 예술성 표현의 측면에서 살펴

본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정리하면

house tradition

◀

design features of

following chief designers

· tradition of French haute-couture

· YSL’s original design features, signature looks,

collection themes

· reflecting the periods

· new themes

· new innovations

· new styles

succession reinterpret succession of new heritage

The design identity of the Saint Laurent House

succession & reinterpretation of house archives + new heritage of the house

<Table 10> The Design Identity of the Saint Laurent House

69 FW 77 FW 04 FW 04 FW 06 SS 12 SS 13 SS 14 SS

66 FW 71 SS 03 SS 05 FW 08 SS 13 FW 14 SS



服飾 第65卷 2號

- 122 -

<Table 10>과 같다.

Ⅴ. 결론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하우스 창시자

이브 생 로랑의 디자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것

은 시대를 반영한 혁신성, 다문화적 사고, 예술적 감

성, 오트 쿠튀르 전통을 계승한 우아하고 시크한 이

미지이며 현대의 당당한 여성상을 그려냈다. 그의 컬

렉션 테마나 시그니처 룩, 스타일은 하우스의 상징이

자 아카이브로 남았다.

이러한 하우스 아카이브를 후대 수석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디자인 감성을 더하여 동시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였다. 디자이너에 따라 자신의 디자인 특성을

더 강하게 살리거나 새로운 혁신을 제시하였으며, 하

우스의 스타일에 무게를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후

대 디자이너에 의해 하우스 아카이브의 테마가 다시

사용되면서 새 스타일이 덧입혀지기도 하고, 시그니처

룩이 재현되거나 재해석, 변형된다. 그리고 후대 디자

이너의 혁신성, 새로운 테마나 스타일 등이 새로운 유

산으로 생겨나고 계승되면서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이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생 로랑 하우스의 디자인 정체성은 이

브 생 로랑의 오리지널 스타일을 후대 디자이너가

단순히 반복하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하우스의 정신

과 같은 변하지 않는, 변하면 안 되는 부분과 후대

디자이너의 특성, 시대 반영과 같이 변해야 하는 부

분을 적절히 조화, 융합시켜 나가는 유동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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