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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글라스를 눈 보호만을 위해 쓰는 경우는 드

물다. 선글라스 자체가 패션템으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

래이다.

그렇다면 올여름은 어떤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써야할

까? 폴로셔츠는?‘ALLETS’(allets.com)이 올여름을 주

름잡을 선글라스와 폴롯셔츠를 소개했다.

▣ 선글라스

■ 클래식한 레트로 감성

특유의 렌즈 모양으로, 레트

로한 감성을 풍기는 에비에이

터 선글라스가 이번 시즌 다

시 돌아왔다. 보잉으로도 불

리는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는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 룩에 

안성맞춤. 특히, 몇 년 전 아빠

가 썼을 법한 클래식한 디자인

의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는 포

멀한 셔츠는 물론, 빈티지한 블라우스에도 두루 잘 어

울린다. 매니시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면 블랙 컬러 렌

즈를,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다면 브라운 컬러 렌즈

를 선택하자.

■ 힙하고 영한 컬러 디자인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를 레

트로 특유의 올드한 느낌과 반

대로 영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컬러 디자인이 제격이다. 컬러

풀한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는 

힙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완

성한다. 안나수이처럼 은은한 

컬러가 렌즈 전체에 디자인된 

선글라스는 유니크한 스타일

을 연출할 수 있고, 지방시처럼 렌즈는 물론 프레임에 

비비드 컬러가 디자인된 선글라스는 스포티한 느낌으

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 

■ 기묘한 렌즈 모양

이번 시즌에는 렌즈의 모양

이 살짝 변형된 디자인의 에

비에이터 선글라스도 만날 수 

있다. 마이클 코어스와 노모어

터치 등 이러한 선글라스를 선

보인 브랜드의 공통점이 있는

데 바로, 안경다리인 템플을 

잇는 렌즈의 한쪽 부분이 곡

선이 아닌 직선으로 되어있는 

것. 동그라미도 아닌, 네모도 아닌 독특한 렌즈 모양이 

특징이다. 선글라스 디자인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컬러

는 심플한 모노톤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 폴로셔츠

■ 스포티와 모던함을 동시에

칼라에 앞이 트인 디자인

의 폴로셔츠는 주로 피케 

원단으로 제작하지만, 요즘

엔 니트 소재가 인기다. 니

트 폴로셔츠는 부드럽고 편

안한 촉감이 특징. 특히 브

라운과 블랙, 화이트 등 톤 

다운된 컬러의 니트 폴로

셔츠는 스포티하면서도 모

던한 분위기를 동시에 풍긴다. 폴로셔츠는 넉넉한 핏의 

조거 팬츠와 매치해 애슬레저 룩을 연출해도 좋고, 반대

로 미디스커트와 스타일링

하면 세련된 포멀 룩을 완

성할 수 있다.

 

■ 부담 없는 컬러 스타일링

컬러풀한 디자인의 니트 

폴로셔츠는 서머 룩에 활

기를 불어넣는다. 평소 유

니크한 스타일을 즐긴다면 

여성

여름 기본템 선글라스와 니트 폴로셔츠

록의 니트 폴로셔츠처럼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을 추천. 

하의는 패턴과 같은 컬러를 선택해 과해 보이지 않고 전

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스타일링하자. 반대로 뷰티풀 피

플처럼 단색으로 된 니트 폴로셔츠를 선택했다면 플레

어 스커트와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

를 연출해볼 것.

 

■ 시크한 오버사이즈

니트 폴로셔츠를 시크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오버사이

즈 디자인이 제격. 마치 남자

친구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

은, 오버사이즈 니트 폴로셔

츠는 별다른 아이템을 곁들

이지 않아도 근사한 룩을 연

출할 수 있다. 폴로셔츠는 무

난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화이트 계열을 추천. 레지나 

표처럼 폴로셔츠에 슬림한 핏의 슬랙스를 매치하면 세

련된 룩을, 라코스테처럼 파스텔컬러 풀 스커트와 입으

면 미니멀 페미닌 룩을 완성할 수 있다.

 

■ 폴로셔츠에 원피스 더하기

이번 시즌은 니트 폴로셔

츠에 원피스를 함께 입는 레

이어링 스타일이 두드러졌

다. 원피스를 겹쳐 입기 위해

서는 타이트한 실루엣의 니

트 폴로셔츠를 선택할 것. 폴

로셔츠 위에 입는 원피스의 

디자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는데 컬러

풀한 미니 원피스는 캐주얼

하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주

고, 슬릭한 미디 원피스는 관능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

일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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