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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는 하나만 쓱 걸쳐도 멋스러운 룩이 탄생해 간

편하게 멋을 내기 좋은 아이템이다. 스타일링에 따라 편

안한 스타일도, 드레시한 스타일도 연출할 수 있어 다양

한 코디가 가능하다. 2020 S/S 시즌 런웨이는 봉긋한 어

깨 라인과 사랑스러운 프린트를 입은 원피스가 수를 놓

았다. 산뜻한 셔츠 원피스도 유행을 예고했다.

올봄 유행할 로맨틱한 원피스 스타일을‘styleM’ 

(stylem.mt.co.kr)이 소개했다.

■ 어깨 봉긋!…‘퍼프 원피스’

올봄엔 어깨를 봉긋하게 

부풀린 퍼프 소매 원피스가 

트렌드이다. 퍼프 소매는 얼

굴은 작아 보이게, 어깨가 넓

거나 팔이 굵어도 가늘어 보

이게 만든다.

같은 퍼프 소매 원피스라

도 스커트의 실루엣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자신

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

른 디자인을 선택하자. 보디 라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은 자연스럽고 캐주얼한 무드의 보헤미안 스타

일을 연출하기 좋으며 여기에 굵은 벨트를 매치하면 실

루엣이 드러나 우아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보다 깔끔하고 포멀한 스타일을 원한다면 슬림한 H라

인 실루엣을 선택하자. 트렌디한 포인트는 살리면서 과

하지 않은 깔끔한 실루엣을 연출해 특별한 날, 멋을 내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은 스타일이다.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퍼프 원피스를 택하면 얼굴이 

더욱 더 작아 보이고 속이 은은하게 비치는 레이스 소

재를 택하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다.

■ 산뜻한 ‘셔츠 원피스’

꾸민 듯 안 꾸민 듯 산뜻한 봄 패션을 연출하고 싶다

면 일반 셔츠의 길이를 길게 늘인 듯한‘셔츠 원피스’

를 선택할 것. 셔츠 원피스는 목까지 단추를 모두 잠그면 

깔끔한 느낌을 낼 수 있으며, 

단추를 여러 개 풀어 연출하

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무드

가 연출된다.

셔츠 원피스는 니트 조끼, 

카디건과 레이어드 해도 좋

으며, 화려한 슈즈나 가방을 

매치해도 부담 없이 잘 어우

러진다. 또 풍성한 러플 장식

이 더해진 셔츠 원피스에 벨

트를 착용하면 셔츠 원피스도 화려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리본, 러플 장식은 올봄 여름 시즌 유행하는 디자

인으로 이러한 디테일이 더해진 셔츠 원피스를 고르면 

은근하게 멋을 낼 수 있다.

■ 로맨틱한 ‘플로럴 원피스’

화사한 봄 분위기를 제대

로 내고 싶다면‘플로럴 원피

스’가 제격이다. 특히 2020 

S/S 시즌 런웨이에선 싱그러

운 플로럴 프린트가 다양하

게 등장했다. 또렷한 원색의 

화려한 꽃무늬부터 잔잔한 

꽃무늬까지 다채로운 패턴

이 런웨이를 수놓았다.

꽃무늬가 작고 은은한 파

스텔톤에 가까울수록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반대로 꽃무늬가 큼직하고 강렬한 원색

일수록 대담하고 또렷한 인상을 남긴다.

잔꽃무늬가 적용된 미니 원피스는 발랄한 스타일을 

연출한다. 또 패턴이 큼직한 플로럴 원피스로는 강렬하

고 화려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패턴도 크고 화려하며 길이도 긴 맥시 원피스를 입을 

땐 원피스를 제외한 다른 아이템들은 깔끔한 디자인을 

택해 완벽한 원 포인트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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