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19 — ISSUE 13

Shinsegae Golf Fair · 2019 Men’s Week

EDITOR'S LETTER

Feel Refreshed
집 안 곳곳에 산소를 채워주는 식물을 들여 기분을 싱그럽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SHINSEGAE〉 4월호에는 미세 먼지를 이겨내는 반려식물에 관한 건강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먼지가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야외 활동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봄을 알리는 완벽한
스포츠인 골프를 위한 스페셜 칼럼은 골퍼들의 눈을 바쁘게 합니다. 맨즈 컬렉션 칼럼에는 가벼워진
옷차림에 생기를 불어넣는 스타일링 아이템이 가득합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가득한 4월,
〈SHINSEGAE〉가 감각적으로 선별한 쇼핑 레시피를 즐겨보세요.
스페인 피레네 산록에서 생장하는 이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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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Buyer’s
Pick
4월에 주목해야 할 쇼핑 아이디어를 준비했다.
지금 꼭 사야 할 패션, 뷰티, 리빙
신제품으로 시작하는 봄맞이.

1
Addir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간결한 디자인이라 어디에 매치해도 손색없는 다이아몬드 장식의 네크리스.
목 라인과 가깝게 착용해 초커처럼 연출해도 멋스럽지만,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레이어링하면 매력이 배가된다.
(위부터) 8백60만원, 1천1백만원, 4천3백만원, 5백95만원
분더샵 청담, 강남, 대구

2

Vidivici
밀레니얼 매트 피버 립스틱
매트 립스틱이지만 부드러운 발림성과
보습력을 자랑한다. 무스처럼
가볍고 폭신한 질감이 특징으로,
입술 주름을 매끄럽게 채워준다.
(왼쪽부터)
#50 베어 스킨, #53 블루밍 시티
#56 베일 웨이브, #58 프로스티드 피칸
#59 스놉 핑크, #60 플로럴 엠브로이더드
#67 크리스챤 브랜디, #69 코스믹 보드
#96 컬러 오브 디자이어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하남, 광주, 마산, 김해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Kim Myungsung, Hyun Kyungjun assistant Jeong Doomin

Repossi
by BOONTHESHOP
안티퍼 브레이슬릿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인 안티퍼 컬렉션.

4
Yunjac
전초 스킨케어
발아, 생장, 개화의 응축된 에너지를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집약한 전초 성분을 함유해 외부

궁극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균형을

(왼쪽부터)
1천9백50만원
3천만원
분더샵 청담

유지해준다.
(왼쪽부터)
전초 에센셜 크림 50ml, 10만원
전초 컨센트레이트 75ml, 11만5천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3
Bottega Veneta
오버사이즈 파우치 백

5

작년에 새롭게 합류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대니얼 리Daniel Lee가
2019 S/S 시즌 처음으로 선보인 파우치 형태의 클러치백.
둥근 셰이프와 풍성한 볼륨감이 매력적이다.

7

3백60만5천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Mark & Lona
카트 캐디백
카무플라주 패턴을 가미해
밀리터리 무드를 강조했다.
골프 룩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하기 제격이다.
1백18만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광주, 마산

RamaRama Flower & Garden
모스 테라리움과
아비스 테이블 플랜터

6

비단이끼는 습한 땅, 바위 등에
착생하기 때문에 습도 유지가 가능한
전용 케이스에서 키워야 한다.
천연 가습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다. 잎의 굴곡이
돋보이는 아비스는 공기 정화 효과를
지닌 양치식물이다.
(왼쪽부터)
모스 테라리움
(케이스 Botanica)
20만5천원
아비스 테이블 플랜터
(화기 Modernica)
28만2천원
강남

25

SPOTLIGHT

9

Tom Ford Beauty
쏠레이 글로우 쿠션 SPF40/PA++++
피부에 광을 부여하는 펄 입자가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한다. 피부 밝기와 톤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섯 가지

Jaeger-Lecoultre
랑데부 아이비 투르비옹 워치
신세계 익스클루시브
‘영원’과 ‘불멸의 사랑’을

셰이드와 광채를 톤업시켜주는 로즈 글로우 톤업 셰이드까지

상징하는 아이비 잎을 모티프로

총 여섯 가지 셰이드로 출시한다.

다이얼에 아이비 덩굴을 장식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12g, 9만6천원대
(리필 포함)

1억4천9백만원

강남, 대구

대구

8
Samsung
에어드레서 골드미러
안감 케어 옷걸이가
겉감과 안감을 동시에
케어하고 미세 먼지
필터가 먼지를 99%
이상 제거한다. 제트
에어를 더한 제트스팀
기능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까지
확실하게 살균해준다.
2백6만원
전점(광주 제외)

11
Healthco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미세 먼지로 답답한 목을 상쾌하게
해줄, 휴대가 간편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항균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했다.
30ml, 3만8천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12
6Mask
미세 먼지 차단에 탁월한
기능성 마스크
최첨단 소재와 공법으로 제작한
대기 유해 물질 차단용 마스크.
5중 구조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
물질과 미세 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주며 배기 밸브 시스템을
장착해 호흡을 편안하게 해준다.

10

각 2만5천원
강남,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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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eacock
가정 간편식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간편한 가정식을 제안한다.
생 메밀면에 쯔유를 베이스로 한
메밀소바와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면과 깊은 국물 맛의 라멘은 정통
일본식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
(위부터)
메밀소바 421.2g, 4천6백80원
미소라멘 280g, 5천9백80원
돈코츠라멘 348g, 6천4백80원
강남

14
Mark Cross
by BOONTHESHOP
라탄 백
가죽과 라탄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박스 백. 내구성이 뛰어나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컬러가 화려해 스타일에 포인트를 더한다.

15

(위부터)
3백45만원, 3백35만원

Hourglass

분더샵 청담

N˚ 28™ 립 오일

17

라벤더, 로즈힙, 비타민 A·B5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 안티에이징 립
트리트먼트.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콘,

Laurastar

카메오, 녹터널, 베어, 어돈,
총 다섯 가지의 비비드 컬러는 선명한

스마트 U 스팀 다리미

발색을 자랑한다.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왼쪽부터)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 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녹터널, 베어, 어돈

센스 스팀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스팀을 분사해 다림질이 쉽다.

각 4.2g, 6만4천원

4백48만원

강남

전점(광주 제외)

Tom Ford
네트 소재 슬링백 힐

16

섬세한 네트 소재와 실버 컬러
가죽 스트랩의 매치가 유니크하다.
10.5cm 높이의 힐이 아찔한
다리 라인을 완성해준다.
1백28만원
강남

27

BRAND STORY

THE TASTE OF
MERCEDES CASTILLO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릴 단독 팝업 스토어를 앞두고 슈즈 디자이너 메르세데스 카스틸로와 나눈 이야기.

현대 여성과 모던 아트에서 영감을 받는 디자이너, 메르세데스 카스틸로

MERCEDES CASTILLO
POP-UP STORE

2017년 봄, 메르세데스 카스틸로는 토리버치 액세서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거쳐 드디어 자
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는 독특한 자신만의 디자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첫 번째 뮤

IN SHINSEGAE GANGNAM

즈로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았다. 독창적인 스타일

일시 3월 29일(금)~4월 4일(목)

과 디자인 감각을 지닌 메르세데스 카스틸로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소장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 4층 더 스테이지

품에 스토리를 담을 줄 아는, 패션을 사랑하는 여성이었다. 메르세데스 카스틸로 역시 아트와 건

행사 신세계 고객만을 위해 디자인한 사은품 증정(선착순 한정)

축, 다양한 공간에서 영감을 받고 디자인에 스토리를 담아낸다. 이 세련된 디자이너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는 것을 또 하나 꼽는다면 뉴욕이다. 그녀는 최근 멧 브루어 뮤지엄에서 훌리오 레
파르크 전시를 본 것처럼 아트 갤러리와 뮤지엄을 일상적으로 들르곤 한다. 물론 그녀가 영감을
받는 것은 아트나 건축만이 아니다. 뉴욕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첼시 플라워 마켓이나 레스
토랑 아스카Aska, 어느 빌딩의 그래피티, 자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디자인의 힌트를 얻는다. 매
시즌 특정 장소와 관련된 컬렉션을 발표하는데, 2019 S/S 컬렉션도 마찬가지다. 이슬라Isla라고
이름 붙은 이번 컬렉션은 스페인 남부의 섬, 마요르카 곳곳을 디자인에 담아냈다. 특히 마요르카
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인 조세 피나의 아트 피스와 함께한 캠페인은 생동감이 넘친다. 아름다
운 피스로 가득한 컬렉션 중 한국 여성들에게 어울릴 만한 슈즈를 묻자 그녀는 주저없이 킨슬리
Kinslee와 틸리Tillie를 꼽았다. “한국 여성들은 패션을 이해하고, 항상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그
들만의 스타일을 잘 만들어내죠”.
다양한 디자인의 슈즈가 즐비한 백화점 매장에서도 독특하고 창의적인 실루엣과 컬러로 시선을
사로잡는 메르세데스 카스틸로의 슈즈 컬렉션이 궁금하다면 국내에서 단독으로 선보이는 신세
계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보자.

editor Lee Hyeyoung

BOOK& MUSIC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음악과 책
<From Bauhaus to Our House> by
Tom Wolfe & Radiohead
〈From Bauhaus to Our House〉는 현대건축에 관
한 내용으로 현대적 삶
의 방식에 대해 현명하
고 예상치 못한 재밌는

ARTIST 디자인 영감을 주는 모던 아티스트

비평가 역할을 한다.

Ellsworth Kelly, Frederick Hammersly, Josef Albers

그리고 요즘 다시 록

내 컬렉션의 뿌리는 중세 건축과 모던 아트가 연결되어 있다. 디자이너로서 항상 미니멀리즘,

밴드 라디오헤드에 빠

추상예술, 기하학적 아트와 채도가 높은 컬러에서 매력을 느낀다.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져 있다. 직업 특성상

Kelly, 요제프 알베르스Josef Albers, 프레데릭 해머슬리Frederick Hammersley, 카르멘 헤레

출장 다닐 일이 많은데

라Carmen Herrera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고,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

기내에서 들으면 나만

해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의 공간으로 완벽히 탈
바꿈된다.

MUSE 첫 번째 뮤즈, 어머니

Mother
디자인 초기에 어머니의 창의력과 독특한 스타일은
좋은 영감이 되었다. 어머니는 놀랄 정도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고, 퀄리티와 완벽성을 중요하게 생각

INSPIRATION 컬렉션을 완성한 영감의 원천

한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고, 어떻게 옷을 만들고

Mallorca, Spain

바느질을 하는지도 아는 분이다. 어머니는 디자인을

주변 환경이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곤 한다. 2019 S/S 컬렉션 이슬라

하면서 테일러, 신발 장인, 심지어 바구니를 만드는

역시 스페인의 섬, 마요르카로 여행을 다녀와 디자인을 완성했다. 마요르카의 꽃과 선인장, 깨끗한

사람들에게까지 디자인 제의를 받았을 정도. 어머니

바다, 진주 등에서 모티프를 따온 것이 그 예다. 또 마요르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조세 피나와의

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았지만, 항

협업은 미니멀한 슈즈 디자인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상 자신만의 확고한 정의를 내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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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SSUE

DAYLIGHT OF REPOSSI
지난 2014년부터 분더샵 청담에서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는 파인 주얼리 브랜드 레포시.
메종의 수공예적 전통과 고고학과 인류학을 바탕으로 한 에스닉한 모티프에 미니멀하면서도
구조적인 현대건축과 예술적 감성을 정교하게 조화시키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레포시 하우스만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editor Cho Eunjung

2

BERBERE COLLECTION
이어링 • 9백40만원

ANTIFER COLLECTION
1 링 • 3백만원
2 링 • 1천9백만원

1

파리 방돔 광장의 혁신을 이끈

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그래

주얼리 브랜드, 레포시

픽 요소가 돋보인다. 베르베르 컬렉션은 주얼리라

1925년 설립된 주얼리 브랜드 레포시는 모나코 왕

는 아이템을 넘어 커넥티드 링과 이어 커프라는 독

가의 공식 보석상이자 패션을 리드하는 파인 주얼

보적인 아이템을 단번에 스타일링의 필수 아이템으

리 하우스라는 두 가지 매력을 지닌 독보적인 브랜

로 데뷔시킨 레포시의 대표 컬렉션이다. 북아프리

드다. 골드와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등 전통적인 주

카 사막에 사는 부족의 장신구에서 모티프를 얻어

얼리 소재를 사용해 장인들의 손끝으로 완성하는

탄생했다. 여러 개의 선이 조합된 디자인은 미니멀

역사적인 주얼리 브랜드 정신에 예술적 감성과 유

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물을 연상시킨다. 레이어링

니크한 디자인을 더해 패션계가 열광하는 하이 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얼리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레포시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새로

파리 방돔 광장을 대표하는 주얼리 메종인 레포

운 키워드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LA에서 활동하

시 가문을 이끌고 있는 젊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는 컨템퍼러리 아티스트인 제레미 에버렛Jeremy

가이아 레포시Gaia Repossi는 이러한 브랜드의 변

Everett과 협업해 선보인 스테이플 컬렉션은 아티

신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그녀는 순수 미술 학사 학

스틱한 감각으로 주목받았다. 스티치와 스테이플,

위와 고고학·인류학 석사 학위를 받은 독특한 이력

벗겨진 나무껍질 문고리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으로 관습적인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나 에스닉한

이어링 컬렉션으로 세계적인 현대 건축가 렘 콜하

실루엣과 과감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새로운 행보

스Rem Koolhaas의 디자인 스튜디오 OMA에서 완

를 보인다.

성한 건축물에 디스플레이했을 뿐 아니라 독일 출

레포시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컬렉션

작업한 비주얼 역시 패션 피플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렇듯 까다로운 기준을 지닌 패션 신에 하이 주얼

다. 특히 브랜드의 뮤즈이자 앰배서더인 알렉산더

리라는 패션 코드를 한순간에 주인공으로 만든 가이

왕과 조셉 알투자라를 포함하는 패션계 최고의 젊

신 포토그래퍼 유르겐 텔러Juergen Teller와 함께

아 레포시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레포시의 아이코닉

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했고,

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레포시가 추구하는

주얼리 디자인 제작 과정에도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주얼리 디자인은 건축과 현대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

조각가를 참여시켰다는 것 역시 신선하다.

미니멀하면서도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녀만의 남다른 미적 감각을 통해 대칭, 강렬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은 안티퍼 컬렉션의

디자인, 획기적인 실루엣을 남기며 레포시 주얼리

브레이슬릿이다. 안티퍼 컬렉션은 노르망디에 위

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에 소장 가치도 높다.

치한 안티퍼 절벽의 뾰족한 꼭짓점 모양을 디자인

레포시의 현대적인 컬렉션은 분더샵 청담에서 단독

에 적용했다. 겹쳐진 밴드의 꼭짓점이 교차되어 묘

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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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FINITION

editor Kwon Youjin photographer Kim Yeongjun stylist Lee Yoonkyung

링(오른손) • 7백만원
링(왼손) • 5백만원

VHERNIER
by BOONTHESHOP
LEFT
재킷 • 6백89만원
팬츠 • 3백25만원

THE ROW
by BOONTHESHOP
톱 • 2만9천원

STUDIO TOMBOY
슈즈 • 79만원 • TOD’S
링 • 7백만원 • VHERNIER

by BOONTHESHOP

블라우스 • 69만원 / 스커트 • 1백25만원

DRIES VAN NOTEN by BOONTHESHOP
슈즈 • 97만원 • VALENTINO GARAVANI

코트 • 2백89만원

CHRISTOPHER KANE
by BOONTHESHOP
톱 • 39만원

DRIES VAN NOTEN
네크리스 • 6천2백만원

BUCCELLATI
by BOONTHESHOP
링 • 1천3백만원 • REPOSSI

by BOONTHESHOP

톱 • 3백7만원 / 스커트 • 1백59만원

YOHJI YAMAMOTO
이어링 • 7천4백만원 • CARTIER
슈즈 • 1백78만원 • LOUIS VUITTON

코트 • 2백95만원

GIULIVA HERITAGE COLLECTION by BOONTHESHOP
원피스 • 97만원 • ACNE STUDIOS
이어링 • 9백50만원 • VHERNIER by BOONTHESHOP

톱 • 3백88만원 / 스커트 • 3백49만원 • VALENTINO
벨트 • 1백7만원 / 슈즈 • 97만원 • VALENTINO GARAVANI

LEFT
셔츠 • 3백47만5천원 • BOTTEGA VENETA
이어링 • 45만원 • UNCOMMON MATTERS by BOONTHESHOP

재킷 • 3백95만원 • TOM FORD by BOONTHESHOP
링 • 2천8백만원 • REPOSSI by BOONTHESHOP

LEFT
레인코트 • 1백89만원 • DRIES VAN NOTEN

by BOONTHESHOP
톱 • 39만원 / 팬츠 • 1백35만원 • DRIES VAN NOTEN

톱 • 1백85만원 • CALVIN KLEIN by BOONTHESHOP
팬츠 • 1백48만원 • KITON by BOONTHESHOP

LEFT
점프슈트 • 2백25만원 • STELLA McCARTNEY
백 • 3백89만원 • LOUIS VUITTON

재킷 • 1백36만원 / 니트 • 73만원
셔츠 • 96만원 / 팬츠 • 70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슈즈 • 8만9천원 • CONVERSE

LEFT
원피스 • 3백48만원 • JIL SANDER
이어링 • 1천2백만원
브레이슬릿(왼손) • 3천만원
브레이슬릿(오른손) • 1천4백만원

REPOSSI by BOONTHESHOP

톱 • 1백27만원 / 팬츠 • 1백27만원

PROENZA SCHOULER
슈즈 • 50만원대 • HERMÈS

LEFT
코트 • 3백30만원

BOONTHESHOP Collection
이어링 • 1천1백30만원

ADDIR by BOONTHESHOP

재킷 • 3백95만원
스커트 • 2백20만원

TOM FORD by BOONTHESHOP
링 • 2천8백만원

REPOSSI by BOONTHESHOP
LEFT
재킷 • 2백59만원 • VICTORIA

BECKHAM by BOONTHESHOP
네크리스 • 1천8백30만원 • VHERNIER

by BOONTHESHOP

hair Kim Junghan
makeup Park Heyryung
model Katrin Thormann

MD CHOICE

SPRING EYEWEAR
존재감 넘치는 오버사이즈부터 클래식한 에이비에이터와 서클 프레임,
유니크한 캐츠아이 선글라스까지, 2019 S/S 선글라스 트렌드 4.

GUCCI

DIOR by SEEONE EYEWEAR

1백1만5천원

51만5천원

49만5천원

Loewe 2019 S/S

LINDA FARROW by COLLECT

LOUIS VUITTON
82만원

FIXXATIVE by BOONTHESHOP
25만원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1백6만5천원

TOD’S
45만원

BALENCIAGA

CHANEL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80만5천원

60만원대

62만5천원

editor Cho Eunjung, Song Yujung photographer Hyun Kyungjun, Jeong Joesph stylist Kim Nuri

(위부터)

CHANEL
80만원대

MONCLER
50만7천원

CARTIER
1백5만5천원

OLIVER PEOPLES
by COLLECT
48만3천원

OLIVER PEOPLES
by COLLECT
48만3천원

OTTOMILA 8000
by MY BOON
52만원

FENDI by SEEONE EYEWEAR
55만5천원

PROJEKT PRODUKT × BOONTHESHOP
by BOONTHESHOP
32만5천원

TOM FORD
51만5천원

MONCLER by SEWON I.T.C
47만원

GENTLE MONSTER

MYKITA by COLLECT

LINDBERG

28만원

65만원

77만5천원

MYKITA by COLLECT

LINDA FARROW by HANDOK

RAY-BAN by LUXOTTICA

65만원

92만원

23만8천원

51

MD CHOICE

(위부터) TOM FORD • 51만5천원

DITA by BOONTHESHOP • 87만7천원
BALENCIAGA • 48만원
PROJEKT PRODUKT by BOONTHESHOP • 29만5천원
MIU MIU
34만원

GENTLE MONSTER
28만원

PRADA by LUXOTTICA
49만2천원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41만5천원

LINDA FARROW by BOONTHESHOP
65만원

CARTIER

LINDA FARROW by HANDOK

FENDI by SEEONE EYEWEAR

91만원

1백16만5천원

57만원

PROJEKT PRODUKT × REJINA PYO by BOONTHESHOP

LINDA FARROW by HANDOK

PROJEKT PRODUKT × REJINA PYO by BOONTHESHOP

26만원

67만원

24만5천원

52

MD CHOICE

RAY-BAN by LUXOTTICA
23만8천원

PRADA by LUXOTTICA

Tod’s 2019 S/S / © Victor Virgile / Getty Images Korea

27만7천원

FRENCY & MERCURY
by COLLECT
57만원

MONCLER
50만7천원

DITA by BOONTHESHOP

GENTLE MONSTER

1백75만1천원

28만원

PROJEKT PRODUKT by BOONTHESHOP

LOUIS VUITTON

GENTLE MONSTER

24만9천원

86만원

28만원

DITA by BOONTHESHOP

DIOR HOMME by SEEONE EYEWEAR

GENTLE MONSTER

1백7만8천원

60만5천원

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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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1

NEW ICON VRING BAG
발렌티노가 쾌락과 환희를 상징하는 대담하고 화려한 ‘V’ 로고 장식의 브이링 백을 선보인다.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이 담긴 이 백 컬렉션은 4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에서 만날 수 있다.

writer Jeong Pyeonghwa

발렌티노 2019 S/S 컬렉션
1	

발렌티노의 정수, ‘브이링’ 백
2017 S/S 컬렉션부터 매 시즌 런웨이에 매혹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에르파올로
피촐리Pierpaolo Piccioli. 발렌티노 특유의 웅장하고 화
려한 매력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와 창의성, 시대가 원하는 젊고 ‘쿨’한 에너지로 메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2

백스테이지. 다양한 스타일의
브이링 백이 돋보인다.

2 브이링 크로스 미니 백을 들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영국 왕자비 메건 마클.

3	오직 신세계백화점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도마뱀 가죽 플랩
디테일의 브이링 숄더백.

그는 이번 시즌 메종의 아카이브를 새롭게 재해석한
뉴 클래식 백 ‘브이링’에 대해 “이 백은 약 50년 전부터

4	독특한 셰이프의 화이트
브이링 크로스 미니 백.

5 발렌티노의 상징인 V 로고.

사용된 쾌락과 환희의 본질을 상징하는 ‘V’ 로고 장식이
특징이죠”라고 이야기한다. 눈부신 광택의 앤티크 브라
스 소재로 제작한 타원과 V 로고, 링, 그리고 정교한 가
죽 스트랩 장식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브이링 백.
브랜드의 정수 브이링 백이 궁금하다면 4월 신세계백화
점 강남 1층 더 스테이지에서 진행하는 발렌티노 브이링
팝업 스토어를 방문할 것. 다채로운 컬렉션은 물론 국내에
서 총 4점만 판매하는 고급스러운 도마뱀 가죽의 플랩 장
식이 특징인 익스클루시브 브이링 백까지 모두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다. 숄더백과 쇼퍼 백, 크로스보디 백으로
전개하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높은 퀄리티의 가죽
소재와 절묘한 형태, 다채로운 소재 및 컬러 매치로 선택
의 폭을 넓혔다.

“지금까지 발렌티노가 보여준 

3

완벽한 미학을 해치지 않고 동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4

보다 생동감 넘치는 브랜드를 구현하고 싶어요.”
Pierpaolo Piccioli

5

발렌티노 2019 S/S 컬렉션
이번 시즌 발렌티노는 ‘자유는 현실도피가 아닌 존재’라
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다양한 패션 스타일로 표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렌티노의 정신과 헤리티지를 제대
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발렌티노가 보여
준 완벽한 미학을 해치지 않고 동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보다 생동감 넘치는 브랜드를 구현하고 싶어요. 레디투
웨어뿐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분명 새로운 발렌티노를 보여줄 수 있
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루엣이 과장된 블랙 오프숄더 드
레스를 입은 모델 크리스틴 맥메너미가 오프닝을 장식
한 2019 S/S 컬렉션은 모노톤의 튤립 러플 장식 턱시
도, 벌룬 슬리브 드레스부터 마티스, 고갱 등의 작품에
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색채와 프린트의 선 드레스, 실크
벨벳 파자마 등 폭넓은 스타일이 공존해 눈길을 끌었다.

VALENTINO VRING POP-UP STORE

극과 극의 스타일을 만날 수 있었던 환상적인 컬렉션
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액세서리. 사랑스러운 깃

IN SHINSEGAE GANGNAM
일시 4월 5일(금)~14일(일)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 1층 더 스테이지

행사 브이링 백 전시 및 판매

털 패치 디테일의 플랫 슈즈와 대담한 V 로고 장식의 브
이링 백은 대조적인 스타일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력적인
연결 고리로 전 세계 패션 피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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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CCI ZUMI POP-UP STORE
대담하고 독창적인 메탈 장식이 특징인 구찌 ‘주미’ 백 컬렉션을 보다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센텀시티, 대구, 광주에서 릴레이 팝업 스토어가 펼쳐진다.

매력적인 로고 플레이 백, 구찌 주미 컬렉션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주목한, 로스
앤젤레스에서 활약 중인 배우 겸 뮤지션 주미 로소우Zumi Rosow.
그녀의 이름을 딴 구찌 주미 백은 이번 시즌 구찌를 대표하는 백 컬
렉션으로, 브랜드의 대표 모티프인 ‘인터로킹 G’와 ‘홀스빗’의 결합
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메탈 장식을 전면에 내세운 모델이다. 구찌
하우스의 헤리티지에 주미 로소우의 중성적인 매력을 담은 이 특
별한 컬렉션은 국내 최초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센텀시티, 대구, 광
주에서 릴레이 팝업 스토어로 선보인다.
구찌 런웨이의 히로인, 주미 로소우
구찌 주미 컬렉션은 지난해 9월, 파리 테아트르 르 팔라스The′ a^ tre
Le Palace에서 선보인 구찌 2019 S/S 컬렉션에서 메인으로 등장
한 디자인이다. 프랑스에 대한 오마주 시리즈의 마지막 여정지로
선정된 테아트르 르 팔라스는 젊은 세대에게 문화적 영감을 제공
하는 명소로 손꼽히는 곳. 특별한 공간을 배경으로 구찌의 패션 월
드가 펼쳐진 순간, 블랙 나일론 재킷과 팬츠, 고급스러운 파이톤 가
죽 소재의 구찌 주미 백을 매치한 중성적인 매력의 주미 로소우가
런웨이에 등장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배우, 크러시 밴드의 보컬이자 블랙 립스 밴드의 테너 색소폰 연주
자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자유분방한 매력으로 많
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 주미 로소우에게 매료된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그녀의 이름을 딴 구찌 주미 컬렉션을 선보이게 된 것. 유
서 깊은 구찌의 대표 모티프인 인터로킹 G와 홀스빗을 결합한 메
탈 장식이 특징이며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만날 수 있다.

구찌 주미 톱 핸들 백
4백90만원 • GUCCI

구찌 주미 스트로베리 체인 백
2백64만원 • GUCCI

GUCCI POP-UP STORE
IN SHINSEGAE DEPARTMENT STORE
일시 및 장소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3월 23일(토)~4월 7일(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4월 15일(월)~25일(목)
신세계백화점 대구, 5월 3일(금)~12일(일)
신세계백화점 광주, 5월 17일(금)~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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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EGAE GOLF FAIR
본격적인 라운딩 시즌을 맞아 신세계백화점에서 전개하는 2019 신세계 골프 페어.
2019 S/S 골프 웨어 스타일링부터 골프용품까지, 골프에 대한 모든 것.

editor Kwon Youjin, Lee Hyeyoung photographer
60
Kim Yeongjun stylist Lee Yoonkyung

톱 • 27만5천원 / 벨트 • 19만9천원
장갑 • 7만9천원 / 양말 • 1만9천원 • J.LINDEBERG
팬츠 • 1백3만원

VICTORIA BECKHAM by BOONTHESHOP
선글라스 • 24만9천원 • GENTLE MONSTER
골프 클럽(드라이버) • 1백50만원

XXIO PRIME ROYAL EDITION by GOLFSHOP
볼 주머니 • 14만원 • ARTHUR McLEAN by GOLFSHOP
골프화 • 51만5천원 • HELVESKO by GOLFSHOP

LEFT
후드 집업 • 55만8천원 / 장갑 • 8만8천원 • MARK&LONA
선글라스 • 23만원 • OAKLEY

니트 톱 • 1백13만원 • MARCO DE VINCENZO

by BOONTHESHOP
피케 셔츠 • 18만5천원 • GLENMUIR
스커트 • 29만9천원 / 니삭스 • 3만9천원
장갑 • 7만9천원 • J.LINDEBERG
스마트 워치 • 5백49만원 • LOUIS VUITTON
골프화 • 20만원 • ADIDAS GOLF
골프 클럽 • 2백90만원(세트 판매)

XXIO PRIME ROYAL EDITION
by GOLFSHOP
RIGHT
MAN
톱 • 33만8천원 / 팬츠 • 39만8천원
벨트 • 16만8천원 TITLEIST
보스턴백 • 4백58만원 • LOUIS VUITTON
WOMAN
톱 • 27만8천원 / 선바이저 • 6만8천원
벨트 • 29만8천원 • TITLEIST
장갑 • 4만5천원 • TITLEIST by GOLFSHOP
보스턴백 • 4백11만원 • LOUIS VUITTON

63

레인코트 • 2백30만원 • MONCLER by BOONTHESHOP
톱 • 95만원 • ALEXANDER WANG
스커트 • 41만8천원 / 니삭스 • 5만5천원 MARK&LONA
선바이저 • 7만9천원 • J.LINDEBERG
스마트 워치 • 5백49만원 • LOUIS VUITTON
보스턴백 • 4백55만원 / 스트랩 • 99만원 • FENDI
골프화 • 51만5천원 • HELVESKO by GOLFSHOP

RIGHT
피케 셔츠 • 21만5천원 / 장갑 • 4만9천원 • J.LINDEBERG
톱 • 1백12만원 • PRADA
팬츠 • 21만9천원 • DESCENTE GOLF
선글라스 • 45만원 • TOD’S
캐디백 • 1백47만원 • ARTHUR McLEAN by GOLFSHOP

후드 집업 • 69만8천원 / 팬츠 • 45만8천원
장갑 • 8만8천원 • MARK&LONA
거리 측정기 • 55만원 • BUSHNELL by GOLFSHOP

RIGHT
피케 셔츠 • 1백5만원 • SACAI by BOONTHESHOP
쇼츠 • 1백19만원 • SACAI
장갑 • 7만9천원 • J.LINDEBERG
골프 클럽 • 2백90만원(세트 판매)

XXIO PRIME ROYAL EDITION by GOLFSHOP

베스트 • 13만8천원 / 톱 • 15만8천원
스커트 • 35만8천원

MASTER BUNNY EDITION
선글라스 • 23만원 • OAKLEY
장갑 • 7만9천원 • J.LINDEBERG
스마트 워치 • 5백49만원 • LOUIS VUITTON
골프공 • 3만5천원 • TITLEIST by GOLFSHOP

RIGHT
MAN
카디건 • 65만8천원 / 피케 셔츠 • 45만8천원
팬츠 • 39만8천원 / 장갑 • 8만8천원

MARK&LONA
선글라스 • 51만8천원

SAINT LAURENT EYEWEAR by KND FASHION
WOMAN
피케 셔츠 • 63만원 • BOONTHESHOP Collection
카디건 • 75만8천원 / 스커트 • 41만8천원
니삭스 • 5만5천원 / 장갑 • 8만8천원
캐디백 • 1백28만원 • MARK&LONA

피케 셔츠 • 25만5천원 / 톱 • 33만5천원 / 스커트 • 27만9천원
장갑 • 7만9천원 / 니삭스 • 3만9천원

J.LINDEBERG
선글라스 • 28만원 • GENTLE MONSTER
골프화 • 20만원 / 캐리어 • 32만5천원 • ADIDAS GOLF

LEFT
MAN
피케 셔츠 • 21만5천원 / 장갑 • 4만9천원 • J.LINDEBERG
톱 • 1백12만원 • PRADA
팬츠 • 21만9천원 • DESCENTE GOLF
선글라스 • 45만원 • TOD’S
골프 클럽 • 2백90만원(세트 판매)

XXIO PRIME ROYAL EDITION by GOLFSHOP
WOMAN
피케 셔츠 • 1백10만원 • PRADA
스커트 • 29만8천원 • TITLEIST
선글라스 • 45만원 • TOD’S
니삭스 • 5만5천원 • MARK&LONA
장갑 • 7만9천원 • J.LINDEBERG
골프 클럽 • 2백90만원(세트 판매)

XXIO PRIME ROYAL EDITION by GOLFSHOP

카디건 • 29만8천원 / 톱 • 19만8천원 • ILAIL
스커트 • 29만9천원 / 장갑 • 7만9천원

J.LINDEBERG
선글라스 • 28만원 • GENTLE MONSTER
니삭스 • 5만5천원 • MARK&LONA
골프화 • 51만5천원 • HELVESKO by GOLFSHOP

LEFT
톱 • 1백만원대 / 팬츠 • 70만원대 • HERMÈS
선글라스 • 58만5천원 • ACTIVIST by MEN'S LIBRARY
스마트 워치 • 1백27만원 • MONTBLANC
장갑 • 2만8천원 • TITLEIST by GOLFSHOP
골프 클럽 • 2백90만원(세트 판매)

XXIO PRIME ROYAL EDITION by GOLFSHOP

hair Kim Junghan
makeup Park Hyeryung
model Bianca, Maks

아우터 • 63만8천원 • CK CALVIN KLEIN
쇼트 레깅스 • 10만9천원 • VOICE OF VOICES
선글라스 • 28만원 • GENTLE MONSTER
장갑 • 7만9천원 • J.LINDEBERG

LEFT
MAN
집업 • 21만9천원 / 피케 셔츠 • 15만9천원
팬츠 • 21만9천원 / 캐디백 • 54만9천원

DESCENTE GOLF
장갑 • 7만9천원 • J.LINDEBERG
골프화 • 29만원 • ADIDAS GOLF
골프 클럽 • 2백90만원(세트 판매)

XXIO PRIME ROYAL EDITION
by GOLFSHOP
골프채 우드 커버(맨 왼쪽) • 7만원

SAGE by GOLFSHOP
WOMAN
집업 • 27만9천원 / 톱 • 10만9천원
스커트 • 19만9천원 • DESCENTE GOLF
장갑 • 7만9천원 / 양말 • 1만9천원 • J.LINDEBERG
골프화 • 20만원 • ADIDAS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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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7
신세계 골프 전문관

30 Anniversary
th

‘고품격 골프 전문관’이라 불리며 골프 클럽, 슈즈 등의 용품을 선보이고 있는
신세계 골프 전문관이 오픈 3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고객 감사 사은품 이벤트와
골퍼들의 필수품인 클럽 및 용품을 특별한 가격에 제안한다.
GOLF FAIR 4월 1일(월)~7일(일)
표기된 제품은 SSG.COM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본 행사와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세계 골프 전문관 오픈 30주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1. 1백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 감사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일시 3월 29일(금)~재고 소진 시 / 품목 남성용 파우치 or 여성용 미니 토트백(택 1)
* 매장에 따라 재고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세계백화점 골프 전문 바이어가 엄선해 제안하는 프리미엄 클럽과 용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일시 3월 29일(금)~4월 7일(일) / 참여 브랜드 마루망, 혼마, 젝시오, PXG 등

골퍼들의 천국,
신세계 골프 전문관의 특별함

INTERVIEW

1 30년의 전통, 백화점 직영 골프 전문관

“골프로 고객과

1989년 11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신세계 골프 전문관’이 오픈했다. 골프가 대중화되기 전이라 골프 용품
을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던 때. 국내 유일 백화점 직영 골프 전문관이 등장했으니 화제의 중심에 선 것은 당
연하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유통에 신세계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품격 서비스를 더해 골

30년 동안 소통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본점을 포함해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총
고덕영 전문 프로

8곳에서 골프 전문관을 만날 수 있다.

2 전문 프로와 함께하는 프라이빗 서비스
골프 시즌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골프 숍은 골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활기 넘치는 모습이지만 한편으
로 시끌벅적한 인상을 준다.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싶은 골퍼에게 신세계 골프 전문관의
차별화된 분위기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점원의 친절한 응대,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 론
치 모니터(트랙맨)를 활용한 레슨, 전문 프로와 함께하는 스윙 진단까지 만족감을 준다. 같은 제품을 사더라
도 고객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1999년에 입사해 현재까지, 신세계 골프 전
문관에서 근무 중인 고덕영 전문 프로다.

	신세계 골프 전문관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화점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프리미엄 클럽

3 클럽에서 용품까지 골퍼를 위한 토털 원스톱 쇼핑

부터 트렌드 용품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골퍼의 니즈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나에게 맞는 클럽, 특색 있는 용품 등으로 본인의 개성

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고객의 놀이

을 더욱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이들에게 토털 골프 편집매장인 신세계 골프 전문관은 모든 고민을

터라고 할 수 있죠.

해소시켜줄 최적의 장소다. 다양한 클럽 브랜드가 한데 모여 있어 나에게 맞는 클럽을 찾을 수 있을뿐더러,
신세계백화점 단독 상품까지 만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최근에는 골프 슈즈 브랜드 또한 다양해져 취향
에 맞는 골프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볼 케이스, 캐디백 등의 상품과 골퍼들에게 인기가 좋은 거리 측정기 또

신세계 골프 전문관의 주요 고객층과
대표하는 브랜드는?
	골프 전문관의 주요 고객층은 40~60대

한 다채롭게 제안한다.

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고
객님들이라 마루망, 혼마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고객층의 내점율이 높아
지면서 신규 입점한 캘러웨이와 테일러
메이드, 핑 등의 클럽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골프 전문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총 8곳의 골프
전문관에는 트랙맨을 비롯한 스윙분석
기를 갖춘 시타실이 있습니다. 정밀한 스
윙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스윙을 진
단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제안해
드립니다. 맞춤 골프화 제작 또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토사

1

니, 헤스커 등의 브랜드 제품을 고객의
발에 꼭 맞게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골프 트렌드는?
	최근 골프 거리 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습니다. 라운딩 시 정확한 거리
측정을 통한 정교한 샷은 라운딩의 재미
3

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모델별, 금액대별로 다양한 거리 측정
기를 제안합니다. 위치형과 레이저형,
GPS까지 다채로운 상품을 판매하고 있
으니 본인의 스타일에 적합한 거리 측정

2

1, 2 다양한 브랜드의 클럽용품을 한자리에서

기를 찾고 싶다면 신세계 골프 전문관을

만날 수 있는 신세계 골프 전문관.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세계 골프 전문관이 1992년에 발간한 교본.

writer Ryu Seehwan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photographer Koo Eunmi

MD SPECIAL

30 th Anniversary

PREMIUM GOLF CLUBS
골프 전문관 오픈 30주년을 맞아 인기 브랜드의 제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다채로운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 나에게 꼭 맞는 클럽을 찾고 있다면 신세계 골프 전문관을 방문해보자.

writer Ryu Seehwan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1

2

마제스티 서브라임
1 드라이버
슈퍼 허니컴 크라운, 슈퍼 허니컴 솔,
슈퍼 스파이더 웹 페이스의 트리플 유
닛 구조를 채택했다. 무게중심이 낮고
깊어 보다 쉽게 볼을 띄워 멀리 날린

3

다. 높아진 관성 모멘트가 미스샷 때
볼이 휘는 것을 줄인 것도 장점이다.

남/여 • 각
3백65만원

2 페어웨이 우드
슈퍼 허니컴 크라운, 티타늄 솔, 슈퍼
스파이더 웹 페이스의 철저한 저중심
트리플 유닛 구조를 채택했다. 특히 고
비중 텅스텐을 솔에 적용해 무게중심
을 최대한 낮췄다. 이것이 보다 쉽게
볼을 띄워 멀리 날리는 비결이다.
남/여 • 각 2백20만원

3 아이언
마제스티가 자랑하는 반발력 높은 박
스 구조를 개량한 모델. 이전 모델보다
3% 빨라진 볼 초속이 그만큼 길어진 비
거리를 제공한다. 좀 더 날렵한 형태지
만 관용성은 오히려 향상된 것도 장점.
마제스티 전용 TP 바운스 솔, 하드 크
롬 DLC 마감도 매력적이다.
남 9I 세트 • 9백30만원
여 8I 세트 • 8백60만원

photographer Park Gwanghee

1

2

3

4

고탄도에 긴 비거리, 듀얼 유닛 구조

안정성과 비거리를 동시에

T-트랙으로 최적의 튜닝

1 마제스티 • 프레지스티오9 UF

4 타이틀리스트 • TS2

7 테일러메이드 • M5

•

고비중 텅스텐을 솔에 장착해 저중심 실현

•

얇고 유연한 페이스가 볼 스피드를 높임

•

스피드 인젝션으로 최대 반발력 확보

•

저비중, 고강도 TSP-910Ti 고반발 페이스 장착

•

얇은 크라운이 스핀율을 낮춤

•

중심을 벗어난 임팩트 때, 샷의 휘어짐을 최소화

가볍고 반발력이 뛰어난 스파이더 웹 페이스 디자인

• 

헤드 주변부로 무게를 분산해 안정성과 비거리 향상

•

•

87만원

새로운 T-트랙 적용
63만원

62만원

강하면서도 유연한 페이스

유연해진 페이스의 빠른 스피드

최대 반발계수의 완성

2 마제스티 컨퀘스트

5 타이틀리스트 • TS3

8 테일러메이드 • M6

•

•

초소성 가공으로 제작된 크라운, 솔, 페이스

•

•

강하면서도 유연한 거미줄 구조의 페이스

•

중심 주변부의 세세한 홈으로 최대 반발 영역 확대

•

얇고 더 유연해진 페이스

•

공기 역학 디자인을 적용해 공기저항을 줄여
헤드 스피드를 높임

62만원

•

트위스트 페이스로 볼이 휘는 것을 최소화

1백85만원

•

최대 반발 영역 AI 드라이버
스포츠카를 닮은 드라이버
3 PXG • GEN2 0811XF
•

스피드 인젝션으로 최대 반발력 확보

스피드 프로젝트 드라이버

두꺼운 탄소섬유 소재의 크라운
크라운이 페이스를 잡아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임

•

적은 스핀이 런을 늘려 비거리 증대

•

89만원(ACCRA BASIC 샤프트)

5

59만원

6 캘러웨이 • 에픽 플래시
•

AI 기술로 언덕과 경사진 뒷면의 페이스 적용

•

크라운과 솔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내부의
제일브레이크 바 장착
더 넓은 면적에서 볼 스피드 극대화

•

61만원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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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2

장인 정신이 깃든 고품격 모델

정확한 저중심 설계의 완성

1 혼마 60주년 기념 풀세트 3S

4 젝시오 • 프라임 로얄 에디션3

•

•

혼마골프 창립 60주년 기념 모델

티타늄 페이스와 스피드 그루브 설계로

•

낮은 무게중심과 높은 관용성으로 샷

반발력 증가

•

안정성 향상

•

남 • 8백만원

•

저중심 설계와 넓어진 중심 영역

5

업라이 디자인으로 임팩트의 정확성 확보
남 / 여 8I 세트 • 2백80만원

낮은 무게중심과 고탄도
2 마제스티 • 프레스티지오 10
•

단조 공법 채택한 국민 아이언

이너 캐스팅 제법으로 제작한 솔

5 브리지스톤 • 투어 B V300 VI (ST)

무게중심을 1.5mm 낮춘 고순도

•

전통적인 단조 모델

텅스텐 장착

•

환상적인 타격감과 관용성

남 9I 세트 • 6백10만원

•

지면을 잘 빠져나가는 3면 라운드 솔

여 8I 세트 • 5백60만원

•

•

다양한 라이에서 정확한 타격
남 9I 세트 • 1백30만원

긴 비거리에 안정된 방향성
3 혼마 • 베레스 IS-06 2S

전천후 단조 아이언

•

넓게 설계한 L컵 구조의 페이스 솔 플랜지

6 캘러웨이 • 에이펙스 포지드 (ST)

•

무게중심을 낮춰 높은 탄도와 정확한 타격

•

•

긴 비거리 제공

부드러움과 긴 비거리를 갖춘 궁극의
단조 아이언

미스샷 때 볼 휘어짐 최소화

•

남 9I 세트 • 2백60만원

•

•

여 8I 세트 • 2백30만원

부드러운 타격감과 일관된 비거리의 경기력
최적의 탄도와 컨트롤
남 6I 세트 • 1백5만원

80

6

갖고 싶은 매력적인 디자인

최상의 밸런스

새로운 개념을 완성한 퍼터

1 PXG • 배트 어택

4 타이틀리스트 • 스카티 카메론
셀렉트 뉴포트 2.0

7 오디세이 • 스트로크 랩 #7

•

힐과 토에 무게를 집중 배치

•

가벼운 보디로 관성 모멘트를 극대화

•

미스샷에도 헤드의 비틀림을 줄임

샤프트

인레이의 복합 소재 공법 적용

부드러운 타격감

•

90만원

•

•

그라파이트와 스틸을 결합한 혁신적인

•

스테인리스 스틸과 6061 항공 알루미늄

•

백 스윙 길이, 임팩트 시 페이스 앵글,

•

정밀한 밀링과 세련된 디자인

임팩트와 템포에서의 헤드 스피드 최적화

최상의 밸런스, 무게 배분, 타격음과

스트로크에 안정성을 더함

•

타격감을 자랑

미국 대통령의 퍼터
2 티피밀스 • 앤빌 플랫 T
TP 밀스의 아들 데이비드 밀스가 대를

•

•

4

일관성 높은 부드러운 롤링

이어 제작

5 이븐롤 • ER3

미국 대통령의 퍼터라는 애칭

•

연철 단조 헤드로 최상의 타격감과 균형감

•

•

28만원(일반, 오버사이즈 그립)

48만원

페이스를 가로지르는 그루브
밀집한 그루브가 임팩트 때 페이스와
볼의 밀착면을 최소화

59만원

어느 부분에 볼이 맞아도 부드럽게

•

가장 우아한 베티나르디

굴러가는 페이스

3 베티나르디 • 퀸 B #6

42만원

•

퀸 B 시리즈 중 가장 우아한 디자인
362g의 무게를 헤드 곳곳에 전략 배치해

•

작지만 높은 안정성

안정성을 최대화

6 테일러메이드 • 스파이더 미니

허니콤브 페이스 밀링으로 볼의 구름이

•

스파이더보다 15% 작아진 미니 모델

뛰어남

•

헤드 좌우로 배치한 무게로 높은 관성 모멘트

50만원

•

•

중심을 벗어난 타격 때 헤드의 비틀림 줄임
32만원

5

1

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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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GOLF
SHOES
필드 위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기능성은 기본, 클래식부터 스포티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골프 슈즈 컬렉션.

(위부터)

TOSANI by GOLFSHOP • 49만원
LAMBDA by GOLFSHOP • 59만원
TOSANI by GOLFSHOP • 56만원
LAMBDA by GOLFSHOP • 69만원
TOSANI by GOLFSHOP • 56만원

editor Kwon Youjin, Lee Hyeyoung photographer Hyun Kyungjun, Jeong Joseph stylist Lee Yoonkyung

MASTER BUNNY EDITION

ADIDAS GOLF

HELVESKO by GOLFSHOP

29만원

39만8천원

ROYAL ALBATROSS by GOLFSHOP

FOOT JOY by GOLFSHOP

ADIDAS GOLF

49만원

25만원

25만원

NIKE GOLF

WAAC by GOLFSHOP

33만8천원

HELVESKO by GOLFSHOP
51만5천원

DESCENTE GOLF
29만9천원

23만9천원

ECCO by GOLFSHOP
47만원

27만원

NIKE GOLF
19만9천원

ADIDAS GOLF •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의정부, 하남, 마산, 김해 DESCENT GOLF • 전점 ECCO by GOLFSHOP •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FOOT JOY by GOLFSHOP •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HELVESKO by GOLFSHOP •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LAMBDA by GOLFSHOP •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광주 MASTER BUNNY EDITION • 강남, 센텀시티, 김해, 충청 NIKE GOLF •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의정부
하남, 광주 ROYAL ALBATROSS by GOLFSHOP • 본점, 강남 TOSANI by GOLFSHOP •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WAAC • 센텀시티 WAAC by GOLFSHOP • 본점, 강남, 영등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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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스윙과 매끈한 보디 실루엣을 위한

골프 기능성 언더웨어
필드 위에서의 쾌적함과 정확한 스윙을 원한다면,

© MichaelSvoboda / Getty Images Korea

매끈한 보디 실루엣까지 완성할 기능성 속옷에 주목할 것.

“통기성이 좋을 뿐 아니라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켜 라운딩하는 동안 상쾌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와이어리스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때 어깨와 팔이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가슴을 안정감 있게 서포트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윙 동작을 연구해 개발한 언컷 골프 브라는 컵 라인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무빙 밴드를
적용해 스윙 시에도 가슴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엘라코닉 디자인 스튜디오

파워네트와 아스킨

편안한
U-BACK 패턴

기능성 원단 사용
안정적인
푸시업 효과

유연하게 움직이는
메시 무빙 밴드

DESCENTE
7만9천원

SPANX
10만9천원

MAGIC BODYFASHION
by ELLACONIC
5만원

UNCUT by ELLACONIC
골프 브라 • 7만9천원

TRIUMPH
7만4천원

UNDER ARMOUR

NIKE

HANRO

6만9천원

5만5천원

23만5천원

VENUS
3만9천원

MPG

AVOCADO

SPYDER

UNDER ARMOUR

AVOCADO

4만5천원

5만8천원

11만9천원

6만9천원

6만8천원

editor Kwon Youjin, Lee Hyeyoung photographer Hyun Kyungjun, Jeong Joseph stylist Lee Yoonkyung

MD SPECIAL

QUICK SUN-STICK
골프, 피크닉 등 야외 활동의 필수품, 선스틱 추천 리스트.

4

3

2

1

7

6

1	SHISEIDO • 클리어 스틱
UV 프로텍터 • 15g, 2만9천원

5

2	
AHC by CHICOR • 내추럴 퍼펙션
프레쉬 선스틱 • 14g, 3만원

3	
BARREL • UV 웨이브 디펜스 선 프로
20g, 1만9천원

4	
LABIOTTE by CHICOR
블루 세이프티 선 스틱 • 25g, 3만2천원

5	
MAKE PREM by CHICOR

11

UV 디펜스미 블루 레이 선 스틱 • 15.5g, 2만2천원

6 HERA • 선 메이트 스틱 • 20g, 3만5천원
7	
O HUI • 데이쉴드 선 스틱
10

30g, 4만5천원

8	
SCINIC by CHICOR
엔조이 세이프티 선 스틱 • 24g, 2만2천원

9

9	URIAGE by CHICOR
베리어 선스틱 인비저블 • 8g, 2만9천원

10	FRESH • 슈가 스포츠 트리트먼트
6g, 3만8천원

11	ELIZABETH ARDEN by CHICOR
에잇아워 크림 썬 디펜스 스틱 • 6.8g, 1만5천원대

8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eong Joseph assistant Park Jeesu

DIOR
캡춰 드림스킨 모이스트 퍼펙트 쿠션
15g, 10만원대

VIDIVICI
SHISEIDO
UV 립 컬러 스플래쉬

UV 에센스 베일
40g, 4만8천원

CHANEL

각 10ml, 2만8천원

르 블랑 라이트 크리에이터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
30ml, 7만2천원

SMART
SUN-CARE
LA PRAIRIE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스프레이부터
간편하게 터치업하는 쿠션 타입까지,

스킨 캐비아 에센스-인-파운데이션
15ml, 26만6천원

스마트한 선케어 아이템.
NEUTROGENA
by CHICOR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
155g, 2만3천원대

DEAR DAHLIA by CHICOR
스킨 파라다이스 톤업 선 쿠션
14ml, 3만3천원

(왼쪽부터)

VT COSMETICS
by CHICOR 강남
시카 선 스프레이
150ml, 1만5천원

SISLEY
쉬뻬 쑤엥 쏠레르 브륌 락떼 꼬르
150ml, 14만5천원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eong Joseph assistant Park Jeesu

MD SPECIAL

LASER RANGEFINDERS
‘거리’는 골퍼의 궁금증 1순위. 골프 거리 측정기는 골퍼의 필수 스마트 아이템이다.

writer Ryu Seehwan 〈골프다이제스트〉 기자

BUSHNELL
by GOLFSHOP
속도, 정확성,
슬로프와
진동(졸트) 기능의

LEUPOLD by GOLFSHOP

NIKON by GOLFSHOP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골프 거리 측정기로

레이저와 GPS의 장점 결합. 니콘 특유의

매우 선명한 시야를 제공.

최고 사양 렌즈 장착.

GX-5i3 • 88만원

COOLSHOT PRO • 48만9천원

LEUPOLD by GOLFSHOP

VOICE CADDIE by GOLFSHOP

BUSHNELL by GOLFSHOP

GARMIN by GOLFSHOP

목표물 인식이 향상된 핀 헌터3 기술,

레이저와 GPS를 결합한 최첨단

슬로프 기능, 온도와 고도에 따른 기압을

GPS와 레이저의 조합. 뷰파인더 화면과

최첨단 디지털 DNA 엔진 적용.

하이브리드 골프 거리 측정기.

측정해 거리 정확도 향상.

풀 컬러 2D 오버레이 방식 채택.

GX-4i3 77만원

GL1 67만원

PRO XE 70만원

Z80 • 74만9천원

SAMSUNG GALAXY GEAR

VOICE CADDIE by GOLFSHOP

스마트 캐디 애플리케이션 탑재.

퀵 GPS 기능 적용. 그린의 핀 방향,

전 세계 6만여 개 골프장, 그린의

남은 거리, 해저드와 OB 등 정보 제공.

높낮이 정보 제공.

T6 • 45만원

•

완벽한 조화가
돋보이는 모델.
TOUR V4
55만원

•

•

GALAXY WATCH GOLF EDITION
41만원

TIP
R&A와 USGA에서 개정한 2019년 거리 측정기 사용 룰
1 로컬 룰로 금지되지 않았을 경우 거리 측정기 사용 가능
2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 사용 불가
3 거리, 방향의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사용 불가
R&A: 영국왕립골프협회 / USGA: 미국골프협회

editor Kwon Youjin, Lee Hyeyoung photographer Hyun Kyungjun, Jeong Joseph
stylist Lee Yoonkyung

MD CHOICE

(왼쪽부터)
39만8천원 • FRANÇOISE
24만8천원 • ITALIANA

chapter 2.

신세계와 국내를 대표하는 5명의
디자이너가 완성한 특별한 셔츠 컬렉션,

진태옥

한혜자

FRANÇOISE

ITALIANA

“흰 도화지 같은 매력의 셔츠.

“셔츠는 클래식함과 동시에 청량한

여성스러움과 매니시함, 스포티한

캐주얼함을 느낄 수 있을뿐더러, 때로는

면모까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남성적이고 때때로 여성스러운 섹시함을

스타일링이 가능해 쉽게 즐길 수 있다.”

드러내는 양극의 매력을 지닌 옷이다.”

심플해 보이지만 포인트가 확실한 프랑소와즈 셔

1972년부터 현재까지 47년의 전통과 아카이브를

츠 컬렉션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칼라의 디테일

기반으로 하는 이따리아나는 오래도록 즐길 수 있

이다. 와이드형 칼라 등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준

는 완성도 높은 컬렉션을 선보여왔다. 신세계와 협

것. 그 외에도 사소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 쓴

업해 완성한 이번 셔츠 컬렉션은 ‘시티 엘레강스’를

것을 볼 수 있는데, 레트로 무드의 단추 포인트와

주제로 여성스러운 레이스와 프릴 디테일을 적용했

비대칭 디자인이 그 예다. 모든 옷은 입는 사람의

으며 스트라이프 패턴, 언밸런스한 길이 등으로 경

자신감에서 매력이 발산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러

쾌한 무드를 연출했다. 트렌치코트로도 활용할 수

운 라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극대화했다.

있는 롱 셔츠를 다양하게 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신세계×디자이너 서울’.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감각적인 터치를 더한
다채로운 셔츠를 신세계백화점 강남에서
독점으로 소개한다.

SHINSEGAE
DESIGNER SEOUL
POP-UP STORE
IN SHINSEGAE GANGNAM
일시 4월 5일(금)~5월 2일(목)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 4층 보이드 팝업 스토어
행사 신세계 익스클루시브 셔츠 판매

editor Song Yujung photographer Hyun Kyungjun

(왼쪽부터)
37만8천원 • MISS GEE COLLECTION
42만8천원 • KAYESU
38만8천원 • JAIN SONG

지춘희

김연주

송자인

MISS GEE COLLECTION

KAYESU

JAIN SONG

“셔츠의 기본은 다른 옷들과

“어느 상황에서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편안함과 멋스러움을 놓치고 싶지

매치해 입거나 단독으로 입었을 때,

있는 기본 아이템, 셔츠. 아우터로도

않은 날, 무심하게 걸치는 것만으로도

셔츠만으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연출 가능해 입는 사람에 따라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양면성의 매력이 있다.”

전혀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셔츠의 매력이다.”

‘여성의 옷은 여성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패션

작년에 비해 간결한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멋스러움

따스한 봄, 여행지에서 활용하기 좋은 리조트 룩을

철학을 가지고 특유의 여성적인 선을 강조하는 미

을 모두 갖췄다. 올해는 길이가 긴 형태의 셔츠를 다

제안하는 제인송의 셔츠 컬렉션. 실용적이지만 낭

스지콜렉션. 여성의 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실루엣

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 핏이 넉넉해 체형을 보완하

만적인 애슬레저 라인의 스포티함과 여성스러운

을 활용해 셔츠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멋스러운 스

는 효과가 있으며 원피스 혹은 아우터로도 연출할

디테일의 조화가 특징이다. 여유로운 핏이라 부담

타일을 제안한다. 이번 시즌 트렌드인 루스한 핏을

수 있어 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한다. 화이트 색상 혹

없이 즐기기에 좋으며 셔츠의 단추를 2~3개 정도

살린 셔츠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데, 와이드한 칼

은 잔잔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해 어떤 옷과도

풀어 네크라인을 돋보이게 연출하거나 셔츠를 과

라를 활용해 후드로 연출할 수 있는 언밸런스 형태

쉽게 매치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허리 부분의

감히 뒤로 젖혀 스포티한 이너웨어와 함께 스타일

의 화이트 셔츠가 특히 매력적이다.

끈을 묶어 연출하면 여성스러운 룩이 완성된다.

링하면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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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SSUE

BOONTHESHOP
COLLECTION
파리에서 열린 분더샵 컬렉션의 Fall Winter 2019 프레젠테이션 프리뷰.

2

1

1,2 독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바다 풍경〉
시리즈에서 영감받은 컬러로
구성한 분더샵 컬렉션.

3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파리
분더샵 컬렉션 아틀리에.

3

실용적인 럭셔리, 분더샵 컬렉션
자유로운 움직임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을 위해 탄생한 분더샵 컬렉션BOONTHESHOP Collection의 2019 F/W 프리뷰가 파리 패션위크 기간 중 파리
분더샵 컬렉션 아틀리에에서 개최했다. ‘Sensorial Odyssey’를 테마로 한 이번 컬렉션은 정제된 라인과 내추럴한 패브릭, 다양한 방식의 스타일링을
통해 마치 감각적인 경험의 세계를 항해하는 듯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독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바다 풍경〉 시리즈에서 영감
을 받은 컬러들 -역광, 구름빛 회색-과 이국적인 정원, 태양을 연상시키는 컬러감을 더해 풍부한 스타일을 완성했으며 아이슬란딕 램스 울, 더블 사이
드 펠트 캐시미어, 셔링 촉감의 코듀로이 등 고급스럽고 희귀한 패브릭을 장인의 손과 가공 테크닉을 통해 완성했다. 파리 프리뷰 현장에서는 바이어
들과 프레스들이 모델들이 직접 착용한 옷의 완성도를 더 심도 깊이 확인했고, 이번 컬렉션에 영감을 준 오브제 디스플레이는 시즌 콘셉트를 표현하
기에 충분했다. 다수의 국내 패션 매거진 에디터들이 참석해 컬렉션에 대한 영감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6년 처음으로 선보인 분더
샵 컬렉션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전개한 데 이어 미국 바니스 뉴욕 백화점을 비롯, 프랑스 하이엔드 패션의 정수인 봉마르셰 백화점에 론칭하며 글로
벌 패션 시장에서 가능성을 제시했다. 헤리티지와 컨템퍼러리를 아우르며 실용적인 럭셔리를 추구하는 분더샵 컬렉션의 2019 F/W 컬렉션은 전국 분
더샵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ditor Kim Sangeun

MEN’S WEEK 4월 8일(월)~21일(일)
표기된 제품은 SSG.COM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본 행사와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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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HIRTS
패턴, 컬러, 소재 등 다양한 선택지를 담은 맨즈 셔츠.

ORIAN by BOONTHESHOP CLASSIC • 각 29만원

editor Cho Eunjung, Song Yujung photographer Kim Myungsung, Hyun Kyungjun, Jeong Joseph stylist Kim Nuri

S.T. DUPONT CLASSICS
by MEN’S FURNISHING

BARBA
by BOONTHESHOP CLASSIC

BARBA
by BOONTHESHOP CLASSIC

VANBROUGH
by MEN’S FURNISHING

18만9천원

33만원

33만원

15만8천원

MAN ON THE BOON

BAGUTTA
by BOONTHESHOP CLASSIC

S.T. DUPONT CLASSICS
by MEN’S FURNISHING

29만8천원

33만원

18만9천원

BAGUTTA
by BOONTHESHOP CLASSIC

BAGUTTA
by BOONTHESHOP CLASSIC

BAGUTTA
by BOONTHESHOP CLASSIC

MATTEUCCI
by MAN ON THE BOON

33만원

33만원

33만원

25만원

9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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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TO INFORMAL SHOES
클래식한 포멀 슈즈부터 실용적인 인포멀 슈즈까지.

ERMENEGILDO ZEGNA

MAGNANNI by BOONTHESHOP CLASSIC

BERLUTI

1백11만5천원

49만원

2백60만원

MAGNANNI by BOONTHESHOP CLASSIC

CHURCH’S

GENTLECURVE by LOAKE

49만원

88만원

29만8천원

LOAKE

RAFFAELE D’AMELIO by MAN ON THE BOON

TOD’S

33만9천원

1백4만5천원

42만8천원

RESH
높은 품질의 리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두 수리 전문점, 릿슈. 각 구두의
상태에 맞는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구두
한 켤레를 오랫동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도록 돕는다. 매장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총 4곳이다.

BOOT BLACK by RESH

BOOT BLACK by RESH

BOOT BLACK by RESH

BOOT BLACK by RESH

코도반 크림 • 2만2천원

투페이스 플러스 로션 • 2만7천원

슈브러시 • 10만8천원

아티스트팔레트 슈크림 • 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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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GLASSES

Giorgio Armani / ©Estrop / Getty Images Korea

매일의 인상을 좌우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안경 셀렉션.

GENTLE MONSTER
23만원

IDO TAMIO by COLLECT
47만원

DITA by COLLECT

ANNE ET VALENTIN by COLLECT

91만6천원

55만원

NISHIDE KAZUO by MY BOON

DITA by COLLECT

38만원

79만8천원

BJ CLASSIC by COLLECT

LINDBERG

THOM BROWNE by BOONTHESHOP

97만원

75만5천원

71만5천원

CHROME HEARTS by COLLECT

CHROME HEARTS by COLLECT

LUNOR by COLLECT

1백78만4천원

1백98만4천원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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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LEMEN’S GROOMING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그루밍 뷰티 가이드.

FACIAL CARE &
MAKE UP

밤낮으로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데이 & 나이트 크림.

LA PRAIRIE

미세 각질을 함께

라인 인터셉션 파워

제거하는 클렌저.

듀오 데이 크림

GROWN
ALCHEMIST
by LA PERVA

SPF 30 나이트 크
림 50ml, 47만2천원

하이드라 리스토어
크림 클렌져

모공 관리와

100ml, 4만8천원

수분 충전을
잔여물을 자극 없이

동시에 케어한다.

털어내는 브러시.

LAB SERIES

ACQUA DI PARMA

프로 LS 올-인-원

바비에레 셰이빙 브러쉬

훼이스 트리트먼트

39만원

50ml, 3만9천원

이중 칼날로 세심한

산뜻한 마무리감을

면도가 가능하다.

선사하는 에센스.

AĒSOP

BIOTHERM HOMME

더블 엣지 레이저 면도기

포스 수프림 원 에센스

12만5천원

100ml, 7만6천원

간편하게 사용하는
펜슬형 브로.

남자의 메이크업에서

HOURGLASS
아치 브로우 펜슬

가장 중요한 부분은

4g, 4만5천원

눈썹 결을 살려 그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과

수 있는 브로우 겔.

TOM FORD
BEAUTY

눈썹 모양이에요.

브로우 겔 콤브

파운데이션은 본인

2.2g, 6만3천원

피부보다 반 톤 어둡고

베르가모트

유분기가 적으며

향을 더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튜브 타입 립밤.

파우더 타입 브로우

DIPTYQUE
너리싱 립밤

BLACK MONSTER
by CHICOR

선택하세요.

15ml, 3만4천원

블랙 브로우 키트 3 in 1

브로는 납작한 형태의

끈적임 없이

얇게 발리는 제품을

1g, 1만4천원대

사용하는

들뜸 없이 톤 보정이

선 스틱.

가능한 파운데이션.

사용하면 한 올씩

BIOTHERM
HOMME

CHANEL

심어주듯 그릴 수 있어요.

UV 디펜스 선스틱

파운데이션

20g, 3만9천원

30ml, 9만7천원

오토 펜슬을

보이 드 샤넬 르 뗑

화주 원장(제니하우스 프리모)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eong Joseph assistant Park Jeesu

HAIR STYLING
깔끔한 포마드 헤어를 연출하고 싶다면 테일러 콤브를 사용해
가르마를 탄 후 크림 제형의 포마드를 가르마 양옆으로 발라주세요.
손끝에 덜어 양을 조절해야 뭉침 없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희 원장(이희 헤어 앤 메이크업)

부드러운 질감으로 뭉침

빗살 엉김으로

없이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세심한 스타일링이

완성하는 포마드.

가능한 테일러 콤브.

LE LABO

BULY 1803

스타일링 콘크리트

테일 콤브 위드 니들

60g, 4만원대

4만2천원

들뜬 옆머리를 눌러주는
스틱 타입 왁스.

FORMENT by CHICOR
올데이 다운스틱 왁스
30g, 1만4천원

원하는 부위에 간편하게

세팅된 머리를

분사해 사용하는

강력하게 고정하는

헤어 세팅 파우더.

헤어스프레이.

BLACK MONSTER
by CHICOR

SWAGGER
by CHICOR

헤어스타일 픽싱 파우더

헤어 세터 스프레이

40ml, 1만8천원대

200ml, 1만3천원

스타일링 마무리 단계에

모발에 은은한 베리 향을

사용해 모발 본연의

더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컬을 살려주는 크림.

있는 헤어 퍼퓸.

SWAGGER by CHICOR

BYREDO

헤어트위스터 단백질 컬크림

블랙 샤프란 헤어 퍼퓸

100ml, 1만5천원

75ml, 7만5천원

BODY CARE

베티버와 재스민 향을
블렌딩해 편안한 향을
선사하는 보디 솝.

BYREDO
솝 바 베티버
150g, 4만5천원

묵직한 우드 향으로 촉촉한

은은한 향을 더하는 샤워 젤. 천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를 유지하는 보디 크림.

SWAGGER by CHICOR

몸을 탄력 있게 정돈한다.

MAISON FRANCIS
KURKDJIAN

향수 샤워 젤 샷 콜러

ALQVIMIA by LA PERVA

275ml, 1만5천원

호호바 오일 • 100ml, 11만원

우드 사틴 무드 센티드 보디크림

아로마틱 젤 타입으로

200ml, 11만원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한다.

GROWN ALCHEMIST by
LA PERVA
바디클렌저
300ml, 3만4천원

롤온 타입으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데오도란트.

NUXE by CHICOR
프로텍션 데오도란트
50ml, 2만2천원대

자연스럽게 다리 털을
정리하는 숱 제거기.

FORMENT by CHICOR
포 맨 매너다리 •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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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P CARE

샴푸 단계에서 마사지해
두피를 자극하는 브러시.

LEONOR GREYL
by CHICOR

단백질 성분을

샴푸 브러시

고농축한 집중 앰풀.

1만5천원

LA’DOR by CHICOR
퍼펙트 헤어 필 업
13ml×10pcs,
2만1천원대

두피를 마사지해
예민한 두피를

탈모를 예방하는

회복시키는

패들형 브러시.

두피 에센셜.

AVEDA

JOSIANE LAURE
by CHICOR

우든 패들 브러시
3만6천원

카피로르 아뻬
28ml, 8만6천원

두피 영양 공급과
애플리케이터를

딥 클렌징이 가능한

마사지 돌기가 두피를

내장해 두피에 직접

스케일링 앰풀.

세심하게 자극하는

도포 가능한 부스터.

두피 전용 마사지기.

ZAOL by CHICOR

LA’DOR
by CHICOR

시너지 부스터

스칼프 스파 앰플

스칼프 스톤

100ml, 5만2천원

15g×20pcs, 5만원

16만9천원

BREO

신세계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두피 케어 숍
BIT 살롱 센트럴시티

이경민 포레

시코르 플래그십 강남역점

BIT 살롱

이경민 포레

시코르

BIT 앱솔루트 리추얼

에코 스칼프 케어

케라스타즈 퀵 헤드스파

상담을 거쳐 두피와 모발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

과다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두피 전용 샴푸와 염

케라스타즈 제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별해 모든 서비스를 진행한다. 두피 스케일링부

증성 두피를 진정시키는 오일로 마사지한 후 두

게 제공하는 예약제 서비스. 맞춤 샴푸로 딥 클렌

터 모발 코팅까지 관리할 수 있다.

피에 쌓인 각질을 제거한다.

징한 후 두피를 정화하는 마사지로 마무리한다.

소요 시간 80분 문의 02-534-5852

소요 시간 60분 문의 02-310-1951

소요 시간 30분 문의 02-3495-7601

지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지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점 시코르 플래그십 강남역점

BIT 살롱

장루이다비드

아베다

하이드로 인텐시브 케어

헤드 스파

스칼프 리추얼

두피와 모발 진단을 거친 후 디톡스 스케일링으

두피 전반의 혈액순환을 위해 혈자리를 눌러준

아베다 매장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시 서비

로 두피에 쌓인 먼지를 제거한다. 두피 활성산소

후 두피 팩으로 스팀 마사지를 진행한다. 탈모 상

스. 두피 전용 카메라로 상태 체크 후, 탈모를 방

를 제거하는 수소수 마사지도 함께 진행한다.

태에 맞는 MTS 앰풀을 투여해 모근을 강화한다.

지하는 인바티 리바이탈라이저로 마사지한다.

소요 시간 60분 문의 053-661-6796

소요 시간 30분 문의 041-567-6006

소요 시간 10분~20분 문의 02-3440-2905

지점 신세계백화점 대구

지점 신세계백화점 충청

지점 신세계백화점 내 아베다 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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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셔츠를 처음 입어보는 사람부터, 남성복에 대한 취향이 까다로운 남자까지.
분더샵 카미치에는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셔츠를 만드는 곳이다.

맞춤 셔츠의 기본, 마스터 가먼트
보통 맞춤 셔츠를 주문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신체 치수를 잰 후, 원단을
선택하고 셔츠의 디테일을 결정하면 된다. 카미치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을 더했다. 바로 ‘마스터 가먼트’라 불리는 샘플 셔츠를 준비한 것. 여기엔
이유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맞춤 셔츠라고 모두 몸에 잘 맞는 건 아니다. 치수
를 잘못 재거나, 공장에서 실수를 하면 몸에 맞지 않는 셔츠가 탄생할 수도 있다.
한껏 기대하고 주문했는데, 옷이 몸에 맞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마스터 가먼트가 필요하다. 어깨는 넓은데 허리가
얇은 사람, 키는 큰데 팔이 짧은 사람, 목둘레는 얇은데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등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체형을 분석해 샘플 셔츠를 준비한 것이다. 카미치
에는 무려 54벌이나 되는 마스터 가먼트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대한
민국 남자들의 체형을
커버한다고 해도 과언이
분더샵 카미치에라는 이름

아니다. 자신의 체형에

분더샵 카미치에는 신세계백화점의 감도 높은 편집매장 분더샵이 운영하는 맞

맞는 마스터 가먼트를

춤 셔츠 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 6층 남성관에 새로 문을 열었다. ‘카미치

입고 세세하게 치수를

에’는 이탈리아어로 셔츠라는 뜻. 분더샵 클래식 매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만, 공

측정하면 오차가 거의

간을 분리했다. 이름 그대로 셔츠에만 집중했으며 분위기도 아주 고급스럽다. 지

없는 셔츠를 만들 수 있

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꾸민 셔츠 매장은 본 적이 없다. 물론 인테리어가 셔츠의

다. 소비자에게도 좋고,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점이 모여 강한 인상을 남기기

셔츠 제작자에게도 효율

마련. 시선을 끄는 감각적인 공간에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

적인 시스템이다.

writer Park Junghee

분더샵 카미치에는
럭셔리 맞춤 셔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독자적인 맞춤 시스템을 통해
‘나만을 위한 셔츠’를 경험할 수 있다.

패브릭부터 소매 디테일까지 완벽한 남자를 위한 선택
카미치에는 셔츠 가격을 원단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다. 보통 맞춤 셔츠 가
격을 ‘제작 공법’에 따라 책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비접착 넥밴드, 입
체 칼라 패턴, 수평 단춧구멍, 인체 공학적 소매 봉재 등 고급 셔츠에 들어가는
디테일을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셔츠에 기본 적용했다. 대신 원단에 차이를 둔
다. 현존하는 최고급 면으로 칭송받는 스위스 알루모의 원단으로 만들면 35만
원. 이탈리아의 칸클리니와 영국의 토마스 메이슨 등 프리미엄 원단으로 맞추
면 25만원. 그리고 카미치에에서 엄선한 국내 원단을 선택하면 12만5천원이다.
셔츠를 처음 맞추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다. 비싼 알루
모 원단으로 만든 셔츠는 확실히 제값을 한다. 왜냐고? 설명이 필요 없다. 얇고
섬세한 2백 수 원단으로 만든 셔츠를 입으면 부드러운 착용감에 황홀한 느낌마
저 든다. 첫 시도라 우려되거나 가격 부담을 덜고 싶다면 국내 원단으로 선택해
도 된다. 원단 선택은 각자의 경제 사정과 취향에 달린 문제니까.
원단까지 고르면 이제 ‘디테일 선택’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셔츠 칼라의 폭이 넓은 것을 고를지, 소매는 둥글게 처리할지, 가슴에 주머니를
달지 말지 등 원하는 디테일을 선택하면 된다. 이 부분은 오롯이 개인 취향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셔츠 주문이 마무리된다. 이제 약 10일 뒤면 손수 고른
원단으로 몸에 꼭 맞게 만든 셔츠를 받아볼 수 있다. 참, 매장을 떠나기 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매장에 놓인 맥켈란 위스키를 맛보는 것이다. 인테리어
를 위해 마련한 술이 아니다. 맞춤 셔츠를 주문하는 호사스러운 경험을 했으니,
풍미 좋은 위스키 한잔을 시음해보라는 카미치에의 정중한 배려가 담긴 서비스
니까. 싱글 몰트위스키의 향을 느끼며 머지않아 도착할 셔츠를 기대하는 시간
을 가져보는 것. 참 기분 좋은 환대다.
분더샵 카미치에의 시작은 ‘잘 꾸민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셔츠를 맞출 수
없을까?’라는 상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환대를 받는 것 같은 멋진 매장, 완성
될 셔츠의 사이즈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54개의 마스터 가먼트, 공법과 상관
없이 오직 원단에 집중한 가격 정책. 그리고 싱글 몰트위스키를 맛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소비자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분더샵 카미
치에만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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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ERFORMANCE
AUDIO SELECTION
나날이 진화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사운드를 생성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오디오에만 ‘하이엔드’라는 수식어가 허용된다.
신세계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하이엔드 오디오 중 이달에 주목할 10가지 제품.

영화관 사운드에 버금가는 파워
BANG&OLUFSEN 베오랩90
73.5(W)×74.7(D)×125.3(H)cm
9천9백90만원

뱅앤올룹슨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최상급 디지털 라우드 스피커. 첨단 사운드 기술을
총망라했으며 기존 스피커에서 볼 수 없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라우드 스피커 1대에서만 대형 영화관 사운드에 버금가는 8200W의 파워 구현
··맞춤 제작한 18개의 스피커 드라이버가 전방위적으로 최적의 서라운드 환경 설정
··BMW의 콘셉트카 ‘지나Gina’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editor Lee
Saemi,
Choi Haneul
editor
Lee Saemi

스위스 모듈러 가구 USM에 입힌 사운드
PROGRESSIVE AUDIO 익스트림1 모델 USM 에디션
21.5(W)×41(D)×107(H)cm
9백50만원

스위스 모듈러 가구 USM과 협업, USM의 아이콘인 ‘할러’의 몸체에 완벽한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해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구 같은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여준다.
··완벽한 동축 유닛 구성으로 고음역대와 저음역대의 자연스러운 음상의 맞물림 구현
··공진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기술 적용
··전면부의 메탈 패널은 파우더 코팅 마감해 깊이 있는 음파 전달

109

LIVING

장인의 손길로 빚은 수공예 오디오
OMA 미니
35.6(W)×43.2(D)×144.8(H)cm
3천8백50만~5천4백만원(재료에 따라 상이)

펜실베이니아의 오래된 제분소에서 출발한 오마는 최첨단
기술과 옛것이 주는 편안한 감성을 겸비했다. 오마의 프리
미엄 모델인 미니는 브랜드의 철학과 따뜻한 음색을 갖춘 것
은 물론 지역에서 나는 소재를 활용해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
작하므로 하나하나 예술품의 가치를 지닌다.
··2-Way 방식의 혼 스피커로, 크기는 작지만 대형 스피커와
동등한 성능 제공
··95dB, 저출력의 진공관 앰프를 포함해 모든 앰프와 구동 가능
··프로용 드라이버를 사용해 왜곡 없는 원음 재현

세계적인 피아노 명가가 재현한 깨끗한 음색
STEINWAY LYNGDORF 모델O

공간에 맞춘 최적의 사운드
BANG&OLUFSEN 베오랩 50

36(W)×14(D)×111.5(H)cm

45.5(W)×45.5(D)×103.6(H)cm

4천4백80만원

4천2백30만원

세계적인 피아노 명가 스타인웨이 앤 손즈사와 덴마크의 오디오 장인

베오랩 90의 첨단 음향 기술을 이어받은 하이엔드 디지털 라우드 스피

피터 링돌프가 협력해 만든 2019년형 모델로 디지털 기반의 통합 시스

커. 청취자의 주변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하며, B&O TV

템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원음을 깨끗하게 구현한다.

와 연동해 홈시어터를 구성할 수 있다.

··슬레이브 유닛을 장착한 2-Way 플로어 스피커
··35~22,000Hz, 105dB(최대 SLP)로 왜곡 없는 완벽한 사운드 구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고 스타인웨이 앤 손즈사의 로고를 담은
인클로저

··7개의 스피커 드라이버와 7개의 앰프를 탑재해 4200W의 폭발적
사운드 제공
··‘빔 위드 컨트롤’, ‘액티브 룸 컴펜세이션’ 기능으로 서라운드 환경 분석
··패브릭 커버와 우드 패널을 매치해 현대적이면서 클래식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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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을 줄이는 명확한 사운드
FOCAL 칸타 NO.2
42(W)×69(D)×126(H)cm
1천2백만원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와 드라이버를 제작해온 유럽 최대
규모의 오디오 제조사인 프랑스 포칼에서 3년에 걸쳐 개발
한 모델. 동급대에서 경험할 수 없던 음향 성능과 독창적이
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안한다.
··트위터에 IAL3 베릴륨을 적용해 떨림 없이 정확하고 섬세한
사운드 지원
··미드레인지, 우퍼 드라이버에 Flax콘을 장착해 자연스럽고
명확한 사운드 구현
··다양하고 감각적인 컬러로 출시해 모든 인테리어와 조화

공간을 살리는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RUARK AUDIO R7
하이파이 라디오그램
100(W)×42.5(D)×65(H)cm
4백99만원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중 가장 우아한 제품이라고 평가받는
영국 루악오디오 R7은 개성 있는 디자인과 설계, 최신 기술
의 조합으로 생생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 것은 물론 공간
을 한층 품격 있게 연출해준다.
··슬롯 로딩 방식의 CD 플레이어, FM(DAB/ DAB+/RDS)
지원, 스트리밍 뮤직이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플레이어
··apt-X 블루투스를 지원해 뛰어난 음질과 180W의 강력한
사운드 제공
··장인의 정신으로 고급 가구를 만들 듯, 수공예로 제작한
인클로저

특화된 높은 해상력의 사운드
KHARMA 엘레강스 DB-7S
35.8(W)×58.6(D)×101.1(H)cm
3천1백90만원

세계 최고의 하이엔드 스피커 중 하나로 꼽히는 네덜란드 카르마사의 제품. 중위 레벨에 속하
지만 세밀하면서도 우아하고, 강력하면서도 화려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정격출력 150W, 순간 최대출력 300W, 공칭 임피던스 4Ω, 최고 음압 레벨 110dB
··높은 해상력의 소리를 전달하는 데 특화
··최적의 위상과 최소한의 시간 지연을 위한 다각형 모양의 인클로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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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력 있는 선명한 사운드
GOLDMUND 프라나
48(W)×47.6(D)×99(H)cm
9천8백만원

골드문트의 최강 베스트셀러인 ‘사티야’의 음질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되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규격을
줄였다. 스마트 액티브 스피커로 유례없는 선명도와 중립성
을 갖춘 점이 특징.
··앰프와 필터가 스피커 내에 통합 내장
··100% 수작업으로 만든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최고급
스카닝 드라이버 사용
··초광대역 재생 대역폭과 놀라운 앰프 스피드 제공

자연 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극사실주의 사운드
GOLDMUND 사마디
72(W)×82(D)×147(H)cm
2억8천만원

하이엔드 스피커의 기준이 되어온 ‘아폴로그’의 계보를 잇는 모델. 절제
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의 인클로저는 롤렉스, 파텍 필립 등 명품
시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다.
··2개의 인클로저 구성으로 사운드와 성능을 크게 향상
··트위터 위치를 최적화해 사운드 스테이지의 사실감을 완벽하게 재현
··인클로저 프런트 패널을 구축해 청취 시 피로감을 줄여주고 전통
스피커보다 더 큰 청취 영역을 생성

살아 있는 공기청정기
공기 정화 식물
미세 먼지가 일상이 된 요즘,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미세 먼지는 물론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로 가득한 실내는 환기와 공기청정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지금이야말로 실내 공기 정화에 탁월한 식물에 집중할 때!

공기 정화 식물 대전
일시 4월 5일(금)~14일(일)
장소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행사 NASA 선정 공기 정화 식물(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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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URIFYING HOUSE PLANTS
실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공기 정화 식물
참고 자료 <사람을 살리는 실내공기정화 식물 50>(윌 버튼 지음, 중앙생활사 펴냄)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정재경 지음, RHK 펴냄)
<에코힐링을 위한 실내공기정화 식물>(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펴냄)

식물은 어떻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까?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놓아둔 방에 미세 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미국 환경부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요인 중 하나가 실내 공기라

뒤 측정했더니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가 산호수를 들여놓은 방은 70%, 벵

고 규정했다. 현대인은 하루 일과 중 90% 이상을 실내에서 일하며, 하루에

골고무나무가 있던 방은 67% 줄어들었다. 또 최근 포스텍POSTECH 기계공

20~30kg 정도의 공기를 마신다. 실제로 도시의 실내 공기를 분석해보면 포

학과 이상준 교수 연구팀은 아이비와 스킨답서스 등의 미세 먼지 제거 능력을

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3백~4백여 가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증했고, 공기 정화 식물이 빛이 있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해져 상대습도가 높

(VOCs)이 주된 오염 물질.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 먼지가 차

아지면서 초미세 먼지 제거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실내 공기 중에 포름알데히드나 VOCs 등은 새집증

미세 먼지 걱정 없는 에코 플랜테리어 북인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의 저

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고, 여기에 장기간 공기청정기만 돌릴 경우 이산

자 정재경은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50가지가 넘는 종류의 식물 200그루로 집

화탄소 중독 같은 문제도 발생한다. 2005년 말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실내

을 온실처럼 만들었다. 집 안에 식물이 가득해지니, 외부의 초미세 먼지 농도

공기질 관리법의 규제 대상 오염 물질에는 미세 먼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

가 50㎛/㎡일 때도 실내 공기는 5㎛/㎡ 정도에 불과해 신선한 공기를 즐길

소, 이산화탄소, 부유 세균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식물로 정화가 가능하다.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까? 미세 먼지는 식물의 잎

이렇듯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신세계백화

표면에 끈적한 왁스층이나 잎 뒷면에 난 털에 달라붙어 대사 작용을 통해 제거

점은 식목일부터 열흘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해줄 ‘공기 정화 식물 대전’을

되고, 일부는 식물의 뿌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다시 분해

개최한다. 이곳에서 아레카야자, 관음죽, 인도고무나무, 아이비 등 다양한 공

된다. 또 물은 음이온과 습도 발생량도 많아 양이온을 띠는 미세 먼지를 바닥

기 정화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으로 가라앉게 만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추천하는
공기 정화 식물 리스트 ‘에코 플랜트’가 화제다.
Kait Workshop, Kanagawa, Japan, Junya Ishigami Architects / © View Pictures / Getty Images

밀폐된 공간에 12개 정도의 식물을 넣어두었더니
24시간 이내에 포름알데히드, 벤젠,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 물질이 80% 제거되었다.”

우주 비행사의 산소 탱크가 된 공기 정화 식물
환경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에 따라 최근 온라인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한 공기 정화 식물 리스트 ‘에코 플랜트(Eco-Friendly House Plant)’가 화
제다. 1980년대 NASA는 우주 공간에서 완전히 밀폐된 우주선 내의 공기를 정화
할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 지구 역사만큼 오래된 자연적인 해결책인 식물의 공
기 정화 능력을 발견했다. 미국·러시아 우주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는
24시간 동안 약 0.9kg의 산소를 소비하고, 1.1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한
다. 성인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산소량을 공급하려면, 광합성 작용에 의해 건
조중량(수분을 뺀 생물의 무게)으로 하루 약 0.64kg의 식물이 자라야 한다.
NASA의 전 연구원이자 깨끗한 공기를 위한 식물협의회(Plants For Clean
Air Council)의 과학 담당 대변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윌 버튼은 저서
〈사람을 살리는 실내공기정화 식물 50〉을 통해 “실내 식물은 더 이상 사치품
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라 말한다. “수년간에 걸쳐 증명된 과학적 증
거들이 말해주듯 식물은 환경 친화적인 ‘살아 있는 공기정화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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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정화 식물 리스트
참고 자료 〈사람을 살리는 실내공기정화 식물 50〉
〈에코힐링을 위한 실내공기정화 식물〉

암모니아 가스 제거 능력이 탁월한
관음죽
포름알데히드 제거량 최상, 음이온 발생량 뛰어남

•

공기 중의 암모니아 가스를

•

질소질 비료로 이용하는 능력 탁월

포름알데히드 제거
음이온 발생
상대습도 증가
추천 배치 공간 Ι 화장실

휘발성 유해 물질
톨루엔을 제거하는
팔손이나무

다양한 공기 오염 물질을 없애는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 우수

•

스파티필럼

음이온과 습도 발생량 높음

•

큰 식물은 거실 창가에 배치하면

•

공기 정화 식물 중에 꽃이 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실내 식물

•

새집증후군 완화에 효과적

잎이 넓고 증산작용이 활발해 음이온 발생량 높음

•

수경 재배 화분에서 키우면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

포름알데히드 제거
자일렌 제거

톨루엔 제거
포름알데히드 제거
자일렌 제거
일산화탄소 제거
음이온 발생

추천 배치 공간 Ι 모든 장소

추천 배치 공간 Ι 베란다, 거실, 공부방

•

알코올, 아세톤,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

다양한 공기 오염 물질 제거 능력 우수

실내 습도를 높이는

새집증후군 제거에 효과적인

대나무야자

아이비
음이온 발생량과 상대습도 증가량이 많은 식물

매우 높은 증산율

•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기에

•

•
•

충분한 양의 수분 공급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진

•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제거 능력 우수

벤젠 제거
트리클로로에틸렌 제거
포름알데히드 제거

포름알데히드 제거
톨루엔 제거
이산화탄소 제거
음이온 발생
상대습도 증가

추천 배치 공간 Ι 거실

추천 배치 공간 Ι 공부방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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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일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발암물질 자일렌을 제거하는

스킨답서스

벵골고무나무

일산화탄소 제거량 가장 뛰어남

•

어두운 공간에서도 잘 자라 주방에 두면

•

일산화탄소 제거에 효과적

강력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산호수
음이온과 습도의 발생량 뛰어남

•

우수한 공기 정화 식물
음이온은 멀리 퍼지지 않으므로

•

화분을 사람과 가까이 두어 관상

일산화탄소 제거
포름알데히드 제거
음이온 발생
상대습도 증가

자일렌 제거
음이온 증가
상대습도 증가

추천 배치 공간 Ι 주방

추천 배치 공간 Ι 거실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 및 실내 습도 향상

•
•

음이온 발생량과 자일렌 제거량이

•

음이온 효과를 높이려면 공부방에 작은 화분 배치
화분 2~3개를 학생 가까이에 두면 효과적

•

포름알데히드 제거
일산화탄소 제거
톨루엔 제거
자일렌 제거
음이온 발생
상대습도 증가
추천 배치 공간 Ι 공부방

실내의 화학적 독소를 없애는
인도고무나무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 뛰어남

•

고무나무 식물 중 실내의

•

화학적 독소 제거 능력 우수

포름알데히드 제거
자일렌 제거
추천 배치 공간 Ι 거실

포름알데히드를 막는
아레카야자
NASA에서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

가장 우수한 식물로 선정
1m 이상의 큰 식물을 거실에 놓으면

•

새집증후군 완화에 효과적
음이온 발생량 최상, 상대습도 증가량 뛰어남

•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기 중에 내뿜어 겨울철

•

실내 습도를 높이고 실내 공기 정화

포름알데히드 제거
일산화탄소 제거
음이온 발생
상대습도 증가
추천 배치 공간 Ι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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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실내 공간별 공기 정화 식물 배치법

거실

새집

화장실

• 온 가족이 사용하는 주요 공간으로
충분한 공기 정화 기능 필요

•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제거 식물

• 빛이 부족해 어두운 곳에서도
잘 생장하는 식물 선택

• 넓은 공간에는 1m 이상 큰 식물 배치

• 양치류, 허브 식물, 자생식물, 관엽식물

• 각종 냄새와
암모니아 가스 제거 기능 필요

틸란드시아, 팔손이나무, 남천
접란,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벵골고무나무, 대나무야자

남천, 황칠나무, 백량금, 월계수, 마삭줄

관음죽, 테이블야자, 스파티필럼

구아바, 관음죽, 멕시코소철, 접란, 틸란드시아
안스리움, 싱고니움, 라벤더, 제라늄, 호접란

안스리움, 맥문동

침실

공부방

주방

• 수면 시 공기 정화 가능한 식물 배치

•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이온 발생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식물

•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제거 필수

• 음이온은 이동 거리가 짧아
책상 위 등 가까운 곳에 배치

• 거실보다 어두워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

호접란, 선인장, 다육식물

산호수, 팔손이나무, 개운죽, 로즈메리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현관

베란다

사무 공간

• 실외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
즉각적으로 제거

• 휘발성 유해 물질(VOCs)
제거 가능 식물이 적합

• 공기 정화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바이오 월’

• 아황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제거 식물 선택

• 꽃이 피는 식물, 허브류
자생식물 등 배치

• 바이오 월에 식재된 식물 1㎡로
실내 공간 15㎡ 정화

벤자민고무나무, 드라세나마지나타

팔손이나무, 분화국화, 시클라멘
꽃베고니아, 허브류

바이오 월, 싱고니움, 아레카야자

• 밤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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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정화 실내 식물을 기르기 위한 TIP
Tip 1

Tip 2

Tip 3

공기 정화 식물의 크기와
공기 정화 효과는 비례할까?

공기 정화 식물 관리 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

같은 식물이라도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

NO

YES

YES

식물의 크기가 10배 크다고

침실에는 밤에 산소를 방출하고

• 

• 

효과가 10배인 것은 아니다.

화분의 지표면을 덮는 소재가 관건.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이 좋다.

모래, 자갈이 아닌 이끼, 양치류가

산세베리아는 음이온 발생량이

뿌리 쪽의 공기 접촉 면적을 넓혀

두는 것이 공기 정화에 더 효율적.

다른 식물보다 높고, 싱고니움은

효과적.

1평(3.3㎡) 기준으로

독성 물질과 미세 먼지를 제거해

평균 1개가 적당.

머리맡에 두면 숙면에 도움을 준다.

작은 화분을 여러 곳에 1개씩

• 

• 

• 

양치류인 부처손의 경우 동일 화분

• 

대비 공기 정화 효과 약 40% 증가.

신세계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든 숍

제인 패커

라마라마 플라워앤가든

브랑쉐

‘브리티시 모던 디자인의 상징’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플

셀렘, 몬스테라, 켄차야자, 테이블야자 등 다양한 식물

식물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화분 속 환경을 최

로리스트 제인 패커의 독창적이면서 모던함을 담은 심

외에도 오브제, 화병, 소품을 판매한다. 플라워와 가드

대한 알맞게 조절하고, 화분과 식물의 비율을 고려해 심

플한 디자인의 플라워와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닝 전문 디자이너들이 그린테리어 컨설팅도 제공한다.

미적으로 식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판매한다.

본점 신관 지하 1층, 강남 지하 1층

강남 9층

센텀시티 8층

02-3479-1679

02-3479-1993

051-74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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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 SKIN SOLUTION
손상된 피부를 개선해 화사하게 밝혀줄 브라이트닝 솔루션.

피부를 속부터 밝히는

미세 각질과 멜라닌을 함께 제거하고 싶을 때

FOR BASIC

O HUI • 익스트림 화이트 필링 • 60ml, 3만5천원
ESTĒE LAUDER •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 프레시 벚꽃 에디션 • 150ml, 14만원대

“피부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멜라닌 색소 억제와 각질 탈락입니다.

BIODERMA by CHICOR •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 200ml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다크 스폿을

3만2천원

방지해주세요. AHA 성분이 포함된 각질 제거제와 토너를 사용해 피부 턴오버
주기를 촉진하면 멜라닌 색소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UV 프로텍트
기능을 갖춘 스킨케어를 선택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권유경 원장(유유클리닉)

at DAY

다크 스폿을 억제해
피부를 환하게 가꾸고
싶을 때
1 LA PRAIRIE •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 • 30ml

세안 후 즉각적으로
생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71만2천원

2 LANCÔME • 압솔뤼 화이트
아우라 세럼 • 30ml, 38만원대

BELIF • 더화이트 디콕션-

3 YUNJAC • 사상자 화이트닝

얼티미트 브라이트닝

에센스 • 75ml, 13만원

에센스 50ml, 5만8천원

4 ESTHEDERM by CHICOR
에스테화이트 브라이트닝 유스 안티

SUM 37˚• 화이트 어워드

다크 스팟 세럼 • 30ml, 14만3천원

모이스처 밸런싱 에멀전
120ml, 6만2천원

AĒSOP • 루센트 페이셜
컨센트레이트 • 60ml
14만원

3

스킨케어와
자외선
차단을 한번에
하고 싶을 때
4

SANTA MARIA
NOVELLA • 크레마 뻬르
비앙키레 레 카르니
50ml, 19만원

SK-II • 극광 에센스

1

30ml, 17만원대

2

SHISEIDO • 화이트
루센트 브라이트닝 데이
에멀전 • 75ml, 7만5천원대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Kim Myungsung, Jeong Joseph assistant Park Jeesu

안색과 피부 컨디션을 전방위로 관리하는

CONCENTRATE

“미백 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 건조해집니다. 최근에는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등 항산화 효과를 함유해 미백뿐 아니라 탄력, 보습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화이트닝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양보단 소량씩 매일 발라주어야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권유경 원장(유유클리닉)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안색을
밝히고 싶을 때
VIDIVICI • 딥 포어
클레이 마스크 투 폼
120ml, 3만8천원

at NIGHT

안티에이징과 미백을
함께 관리하고 싶을 때
VIDIVICI • 뉴 오더 리페어 퍼밍 오일
세럼 • 30ml, 13만원

L’OCCITANE
렌느 블랑쉬 인텐스 폼
150ml, 4만5천원

다크서클을 빠르게 완화하고 싶을 때
CHANEL • 르 리프트 플래쉬 아이 리바이탈라이저 • 5ml
10pcs, 20만원

GUERLAIN • 수퍼 아쿠아 스무딩 아이 패치 • 6pcs
16만9천원

기미와 잡티를 옅게 만들고 싶을 때
BELIF • 더 화이트 디콕션- 얼티미트 브라이트닝 스팟 케어
25ml, 5만5천원

ESTHEDERM by CHICOR • 에스테화이트 타겟티드 다크
스팟 컨센트레이트 • 9ml, 8만9천원

KLAVUU by CHICOR • 그린 펄세이션 티트리 케어 스팟
코렉터 • 5ml, 1만8천원

간편하게 미백 성분을 피부에
밀착하고 싶을 때
O HUI • 익스트림 화이트 3D블랙 마스크 • 6pcs, 6만원

보습과 화이트닝을
토털 케어하고 싶을 때
DECORTÉ • AQ화이트닝 크림 • 25g 24만원
CLARINS • 화이트 플러스 브라이트닝 이트 마스크 젤
50ml, 9만4천원

HUXLEY by CHICOR • 마스크 글로우 앤

CHANEL • 르 블랑 크림 리치 헬시 라이트 크리에이터

브라이트니스 3pcs, 3만3천원

50g, 15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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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밝은 피부를 연출하는

TONE-UP
“들뜸 없이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면
펄 베이스로 피부 톤을 먼저 밝혀주세요. 이때
컬러는 핑크가 감도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제형은 수분 크림처럼 촉촉한 것이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원래 피부보다 너무 밝은
컬러보단 비슷한 계열로 반 톤 정도 밝은 것을
선택하면 화사한 안색이 오래 유지된답니다.”
최현정 부원장(정샘물 인스피레이션)

내 피부 같은 화사한
메이크업을 원할 때

1

1 ADDICTION • 더 글로우
파운데이션 • 30ml, 5만6천원

2 ESPOIR by CHICOR
프로 테일러 파운데이션 비 글로우
30ml, 3만8천원

3 DIOR • 디올 프레스티지 라이트-인화이트 르 프로텍트 유브이 미네랄
블레미쉬 밤 • 30ml, 14만8천원

4 CHANEL • 르 블랑 라이트 리빌링 		
화이트닝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30ml, 7만7천원

톤업과 자외선 차단을 함께 하고 싶을 때
HUXLEY by CHICOR • 스테이 선 세이프 • 35ml, 2만8천원
CLARINS • UV 플러스 안티-폴루션 데이 스크린 멀티 프로텍션 30ml,
5만9천원

SISLEY • 쉬뻬 쑤엥 쏠레르 뗑떼 틴티드 선케어 40ml, 17만원

2
4

3

피부 바탕을 투명하게 가꾸고 싶을 때
BENEFIT • 더 포어페셔널 펄 프라이머 • 22ml, 4만6천원
VIDIVICI • 스킨 일루미네이션 • 40ml, 5만2천원
MAC • 스트롭 크림 • 50ml, 4만9천원

간편하게 터치업하고 싶을 때
SISLEY • 휘또 블랑 브라이트닝 안티-폴루션 쿠션 파운데이션 • 14g, 13만원
SULWHASOO •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 14g, 6만8천원대
DIOR • 디올 프레스티지 라이트-인-화이트 르 프로텍트 유브이
미네랄 블레미쉬 밤 컴팩트 • 12g, 13만원대

CHANEL • 르 블랑 브라이트닝 젠틀 터치 파운데이션 • 11g, 8만1천원
CLÉ DE PEAU BEAUTÉ 래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 12g, 11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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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것만으로 부족한 이들을 위한

SPECIAL CARE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깊숙이 침투시키고 싶다면 디바이스를 이용해 마사지해주세요.
갈바닉 전류가 화장품을 이온화해 색소침착과 피부 탄력까지 개선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홍석 원장(와인피부과)

하이엔드 기술로 피부를
관리하고 싶을 때
스킨케어까지 마친 뒤 더마 LED
마스크를 컨트롤러와 연결해 전원을
켜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눈을 감고
약 9분간 착용하면 레드 LED와 IR LED
광원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왼쪽부터)

LG • 더마 LED 마스크 • 79만9천원
토탈 리프트 업 케어 • 49만9천원
갈바닉 이온 부스터 • 34만9천원
듀얼모션 클렌저 • 24만9천원

미백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시키고
싶을 때
SILK’N by CHICOR
스킨비비드 핫앤쿨
마사지기 • 19만9천원

VANAV by CHICOR
UP5 5 in 1 갈바닉 이온
마사지기 • 17만3천원대

MAKE ON by CHICOR

피부 톤과 탄력을 간편하게 끌어올리고 싶을 때

스킨 라이트 테라피 • 15만원

CELLRETURN • LED 마스크 프리미엄 • 1백74만원대
ECLAIR by GAZE SHOP • LED 테라피 마스크 • 11만9천원

몸속부터 케어하는 이너 뷰티
식습관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필요에 따라 영양제로 보충할 것.
유효 성분이 피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콜라겐 성분으로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을 때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싶을 때

GNC • 스킨 플러스 콜라겐 젤리

DREAM LEADER • 하와이안

15g×15pcs(2개입), 6만2천원

퓨어 스피루리나 • 69g, 3만5천원

DREAM LEADER • 에버 콜라겐

GNC • 스피루리나 • 67.2g

고-백 • 50.4g×84pcs, 5만9천원

6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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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 EASY DINING
제대로 된 한 끼를 차려 먹고 싶지만 여유가 없다면,
신선한 식자재와 맛깔스러운 양념, 손쉬운 레시피 가이드가 한 팩에 담겨 있는 밀키트를 추천한다.
장을 보는 수고와 재료 손질 시간은 줄이면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다.

새로운 식생활 트렌드, 밀키트
자기 계발에 집중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자로 자리 잡
으면서, 데우기만 하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HMR)이 꾸준히 인기
를 끌고 있다. 그중 건강과 요리하는 즐거움까지 만족시키는 밀키트가 새로운 식
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진공포장된 신선한 재료와 소스로 간편하게 조리하면
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처럼 음식을 만드는 데 많은 시
간을 할애하기 힘들지만 건강한 식사 또한 놓칠 수 없는 현대인에게 인기가 높
다. 평소 만들어 먹기엔 까다로운 세계 각국 요리도 갖추어, 다양한 음식을 경험
하고 싶은 일반 가정에서도 밀키트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까다롭게 엄선한 재
료와 특별한 레시피가 담긴 밀키트가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완성한다.

editor Choi Haneul photographer
130Sim Yunsuk stylist Kim Jinyoung

© Fotostorm / Getty Images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밀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장을 보거나 재료를 손질해야

SHINSEGAE PREMIUM MEAL KIT
신세계백화점만의 차별화된 기준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밀키트 4종을 소개한다.
무항생제 한우와 신선한 채소, 특제 소스가 들어 있으니 레시피 가이드만 따라 하자.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신세계 한우 등심 스테이크

신세계 한우 안심 스테이크

525g(1인분), 3만9천9백원

405g(1인분), 2만9천8백원

풍부한 육즙, 고소한 풍미를 지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등심 스테이크. 6종류의 다채로운

안심 스테이크. 함께 구성된 포르치니 소스와

가니시로 맛과 영양의 밸런스까지 맞췄다.

곁들이면 고소한 감칠맛이 배가된다.

재료 소고기(등심) 200g, 적양파 80g, 방울토마토 28g, 마늘 20g, 아스파라거스 40g, 파프리카 35g

재료 소고기(안심) 150g, 그린빈 30g, 마늘 30g, 방울토마토 56g, 적양파 56g, 올리브 오일 15g

총알새송이버섯 50g, 페퍼 소스 1ea, 올리브 오일 30g, 허브 솔트 2g

허브 솔트 2g, 포르치니 소스 1ea

입점 점포 본점, 강남

입점 점포 본점, 강남

신세계 한우 불고기 전골

신세계 한우 샤브샤브

445g(2인분), 1만5천9백원

740g(2인분), 1만9천8백원

달콤 짭짤한 소스를 더한 불고기 전골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전골 키트.

요리. 부드러운 한우에 팽이버섯,

얇게 저민 한우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당면이 어우러져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끓일수록 깊은 맛을 낸다.

재료 소고기 150g, 팽이버섯 70g, 양파 50g, 대파 40g, 부추 20g, 당면 30g, 불고기 소스 1ea

재료 소고기(목심) 200g, 배추 90g, 쌈추 30g, 적근대 20g, 단호박 40g, 팽이·새송이·느타리버섯 각 50g

참기름 1ea

숙주 80g, 샤브 육수 50g, 초간장·칠리소스 각 40g

입점 점포 본점, 강남

입점 점포 본점,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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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HEF
손님을 초대해 홈파티를 열거나 집에서 이색적인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마이 셰프 밀키트가 답이다.
짧은 시간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감바스 알 아히요
620g(2인분), 1만5천9백원

마리네이드된 올리브유 소스에 통통한 새우와 문어,
노릇노릇한 마늘을 더해 스페인의 맛을 느끼자.
바게트 빵에 소스를 적셔 곁들여 먹거나, 밥이나 파스타 면을
볶아주면 또 다른 별미가 완성된다.
재료 바게트, 탈각 새우, 문어, 마늘, 방울토마토, 믹스 마리네이드
(올리브 오일·블랙 올리브·케이퍼, 후추), 파마산 치즈 가루, 건고추, 파슬리
입점 점포 강남, 경기

비프 찹 스테이크 랩
840g(2인분), 1만6천9백원

부드러운 소고기로 만든 찹 스테이크를 토르티아에 싸 먹는
색다른 맛의 스테이크 랩. 다채로운 채소가 식감과 풍미를
살리고 살사 소스와 사워크림이 이국적인 특별함을 더한다.
재료 소고기, 토르티아, 양파, 파인애플,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마늘, 올리브 오일, 시즈닝, 찹 스테이크 소스, 살사 소스, 사워크림
입점 점포 강남, 경기

CHEF COLLECTION by FRESH EASY
셰프의 레시피를 더한 프레시지 밀키트로 완성도 높은 요리를 경험해보자.
최현석·오세득 셰프의 특제 소스를 곁들여, 어느 누가 만들어도 전문가처럼 쉽게 맛을 낼 수 있다.

쵸이 스테이크

헌터 스테이크

620g(2인분), 2만9천9백원

700g(2인분), 2만9천9백원

2.5cm의 두툼한 척아이롤 스테이크. 최현석 셰프가

사냥꾼이 먹을 것 같은 거친 느낌의 푸짐한 스테이크.

개발한 버섯 향의 시타키 소스와 당근 가니시에 곁들이는

오세득 셰프표 특제 소스로 장작불에 구워낸 듯

달콤한 오렌지 소스가 특징.

스모크한 풍미가 특징.

재료 소고기, 총알새송이버섯, 표고버섯, 방울양배추, 방울토마토

재료 소고기, 양파, 양송이버섯, 총알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당근, 올리브 오일, 허브 솔트, 시타키·오렌지 소스, 버터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오일, 허브 솔트, 스테이크 소스, 버터

판매 기간 4월 26일(금)~5월 2일(목)

판매 기간 4월 26일(금)~5월 2일(목)

입점 점포 본점

입점 점포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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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OCK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탄생한 간편 가정식 피코크.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한 상이 가능하다. 실시간 품질 관리를 거쳐 까다롭게 완성한 피코크 제품으로 세계의 맛을 느껴보자.

KOREAN

건곤드레밥

녹두 삼계탕

차돌박이 된장찌개

북어해장국

서울요리원 육개장국밥, 서울요리원 평양온반

1048g, 7천7백80원

900g, 7천8백80원

350g, 3천9백80원

500g, 3천5백80원

각 420g, 5천9백80원

CHINESE

피콕반점 해물누룽지탕 피콕반점 유산슬
660g, 8천9백80원

420g, 6천9백80원

초마 짜장

초마 짬뽕

초마 탕수육

초마 하얀짬뽕

820g, 6천9백80원

1240g, 8천4백80원

450g, 1만8백80원

1240g, 8천4백80원

JAPANESE

돈코츠라멘

미소라멘

메밀소바

햄버거스테이크

치즈돈까스

치킨 가라아게

348g, 6천4백80원

280g, 5천9백80원

421.2g, 4천6백80원

180g, 3천4백80원

600g, 9천4백80원

500g, 7천4백80원

WESTERN

미트소스 파스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토마토 미트볼

멜팅 치즈 샌드위치

잭슨피자 하와이안

잭슨피자 슈퍼잭슨

370g, 4천4백80원

250g, 3천9백80원

500g, 7천4백80원

130g, 2천9백80원

443g, 6천9백80원

415g, 7천9백80원

133

MUSIC

음악이 우리를 구원한다

1970년 12월 영국 런던
페어필드 홀Fairfield Halls.
부부였던 샤를 뒤투아와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하고 있다.

©Jeremy Fletcher/Redferns/Getty Images

writer 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피아니스트 루돌프 제르킨의 솔로 음반 <Moments
Musicaux>. 독일 화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그림 <Der Morgen>이 좌우가 뒤집힌 채 인쇄된
이 염가 음반에 모차르트의 론도 K. 511이 수록돼 있다.

유튜브의 힘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일개

마도 저 곡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모

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많은 음반을 보유하는

전직 사무관의 유튜브 발언에 대통령이 나서

양이다. 마르타는 방으로 들어온 카메라를

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서 해명을 한다. 작가 유시민이 마이크를 들

힐끗 한번 쳐다보지만 두 손은 여전히 건반

그 음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 음반이

자 방송 첫날에만 무려 2백60만의 조회 수를

위를 빠르게 오간다. 하지만 음악에 푹 빠진

너무 많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음감이 나쁜

기록했다. 나는 이런 현상이 영 불편하다. 사

모습은 아니다. 그저 손과 팔의 근육에 기억

것인가?

람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는 동안 종

을 한번 되새겨주듯, 빨리 감는 테이프처럼

루돌프 제르킨의 염가 음반을 뽑아 든다.

이 신문도, 책도, 음반도 사라질 것 같기 때문

복습한다. 그럼에도 음악은 아름답다. 들을

음반 타이틀이 〈Moments Musicaux(악흥

이다. 그럼에도 수시로 폰을 들고 빨간 화살

수록 매혹적인 선율이다. 안타깝고 애틋하고

의 순간)〉이다.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이

표를 누르지 않을 수 없다.

영롱하다. 저 곡이 뭐더라. 분명히 들어본 곡

A면에 실려 있고 B면에는 브람스의 랩소디,

인데, 어디서 들었더라.

슈베르트의 즉흥곡, 멘델스존의 무언가, 그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가 조국 에스파
냐에서 한 발짝 벗어난 피레네 산속 마을 프

화면이 바뀐다. 다른 방에서 샤를이 오케

리고 모차르트의 론도가 실려 있다.

라데 거리를 검정 양산을 쓰고 천천히 걷는

스트라 총보를 넘기며 여기저기 메모를 한다.

K. 511의 론도. 나도 몰래 외쳤다. “그래 이

고색창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외면

마르타의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곡이야!” 마르타가 연습한 곡은 모차르트의

할 수 있단 말인가.

가 다른 곡으로 바뀌었다. 프란츠 리스트의

론도 K. 511이다.

이처럼 나는 옛 자료 검색에 유튜브를 활

피아노소나타 b단조다. 두 사람은 부부 협연

이 곡을 인상 깊게 들은 것은 jtbc 드라마

용한다. 최근에는 열정적으로 빠져든 피아니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샤를이 지휘

〈밀회〉에서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김희애가

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에 대한 자료를 찾다

하고 마르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협주곡 한

교도소 철조망 안에 갇힌 모습을 배경으로

가 오래된 흑백 영상을 발견하고 플레이 버

곡과 피아노 독주곡으로 구성된. 머릿속에는

흐르던 음악이었다. 드라마 내용과 상관없이,

튼을 눌렀다. 제목이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여전히 아까 들려온 독주곡이 맴돈다. 동영

그 슬픈 듯 아름다운 선율은 내 마음에 스며

샤를 뒤투아(1972)’로 되어 있다. 마르타는

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며 기억을 더듬어

들 듯 새겨졌다.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여린 여성인 동시에

보지만 잘 모르겠다. 음악 어법으로 보면 모

마르타와 샤를은 이 영상을 찍은 때로부

남성을 능가하는 파워를 구사하는 피아니스

차르트이고, 분위기로 보면 판타지쯤 되는

터 2년 뒤 헤어진다.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트다. 지휘자 샤를은 그녀에게 빠진 여러 남

것 같은데.

가 남자에게 보낸 편지가 발각된 게 결정적

자 중 하나다.

모차르트의 판타지 음반은 빌헬름 켐프가

이었다. 마르타는 도쿄의 뉴오타니 호텔에서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피아노곡이 흘러나

연주한 K. 475와 K. 397뿐이다. 익숙한 475

남편 얼굴에 결혼반지를 집어던지고 모든 연

온다. 귀에 익은데 무슨 곡인지 잘 기억이 나

는 아니고 397도 들어보니 아니다. 그러면

주 일정을 펑크 낸 채 유럽행 새벽 비행기를

지 않는다. 카메라는 잔디가 말끔하게 정돈

396인가. 유튜브에서 확인해보니 그것도 아

탔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후로도 평생 음악

된 마당을 잠시 비추다 실내로 들어간다. 좁

니다. 도대체 이 매혹적인 곡이 무어란 말인

적 동지로 지내왔다. 샤를은 해마다 마르타

은 방에서 매력적이던 시절의 마르타가 피아

가. 피아노 솔로 앨범을 하나씩 뒤져본다. 기

를 불러 같이 무대에 섰다. 사랑도 질릴 때가

노를 치고 있다. 건반 곁 재떨이에는 담배꽁

제킹, 미켈란젤리, 리파티, 바이젠베르크, 호

있고 삶은 쉽게 누추해지지만, 음악은 그때

초가 수북하다. 그녀는 골초다.

로비츠, 브렌델…. 음반을 한 장씩 넘기며 트

마다 우리를 구원한다. 모차르트를 들어보면

랙을 확인한다. 평소 무슨 음반을 가지고 있

알 수 있다.

마르타는 콘서트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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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조화와 평화의 세계
오승윤의 그림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우주의 이치가 선명하고 순수한
오방색으로 담겨 있다. 그의 그림 속 풍경은 평화롭고 조화롭다.

writer Yu Tonghyun 미술 저널리스트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3월 초 고故 오승윤 화백의 차

학교를 떠난 오 화백은 한국과 프랑스 파리를 왕래하며

남, 오병재 작가와 차에 올랐다. 오승윤 화백의 화실이 있는

작업에 매진했다. 1990년대 중반 ‘풍수’ 시리즈를 통해 전

광주로 향했다. 광주 지산동 화실은 주인을 잃은 채 문이

면적으로 변화시킨 작업 세계를 보여주었다. 하늘, 구름,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미망인 이상실 여사가 문을 열어

물이라는 자연과 인간, 새와 물고기 같은 생명이 만나는 조

주어 들어간 작업실은 바로 엊그제까지 작업이 계속되었

화와 질서를 화면에 담았다. 한국인의 정신과 자연을 담은

던 듯, 물감을 짜놓은 팔레트와 붓, 이젤 등이 가지런히 정

이 작품은 인간과 생명, 생명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리되어 있었다. 이젤 위에 놓여 있는, 신문 기사를 넣은 빛

이상향의 풍경이다. 특히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이라

바랜 액자만이 작업실 주인의 부재를 증언하고 있었다.

는 동양 전통의 오방색을 기초로 우리네 삶과 세상의 원리
를 표현했다. 오방색의 순수하고 선명한 색감을 이용해 오

“오 화백 생전에 항상 오후에 함께 뒷산으로 산책을 다

화백은 한국인의 정서와 우주의 이치를 풀어낸다. 이후 이

녔어요. 하루는 산책을 하다 옻나무 잎을 따서 이 빨간색이

오방색은 작가의 시그너처 화풍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색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화백은 오방색을 보석
처럼 쓴다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이를 위해서는 그 사이의

오승윤의 오방색은 이른바 매우 ‘센’ 원색이지만, 전문

색, 즉 간색間色을 잘 써야 한다고 하셨죠. 원색 사이의 색

가들은 이들이 이른바 화면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화면

이 조화를 이루어야 오방색이 보석처럼 빛난다고 말이죠.”

에 스며들어 질서를 만든다고 평했다. 그래서 오 화백의 그
림 속 풍경은 평화롭고 조화를 이룬다.

화백이 타계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작업실 바닥에는 오
화백과 그 아버지가 흘린 물감 자국이 선명했다. 오 화백의

이러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잘 보여주는 전시가 신세계

아버지는 바로 한국의 인상주의 회화를 개척한 오지호 화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오 화백의 대표 유화 작

백이다. 오승윤 화백은 오지호 화백의 차남으로 아버지를

품 3점과 판화 작품 44점이 출품되어 관람객을 맞는다. 〈풍

이어, 그러나 한국적 색감과 조형성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

수〉, 〈산간과 마을〉, 〈꽃〉은 한국인의 삶과 정서, 그 풍경을

한 작업 세계를 만들어냈다.

담고자 했던 작가의 작업 세계를 응축해놓은 대표적인 작품
들이다. 〈금강산(봄)〉, 〈지리산〉, 〈봄과 풍수〉, 〈초가와 달〉,
〈청산과 운〉 등 한국의 풍경과 삶과 자연, 정신세계를 오방

“예술藝術은 내 삶의 목적目的이다. 내 작품作品의 영

색으로 표현한 44점의 판화 작품 또한 아름답다.

원한 명제命題는 자연自然과 인간人間의 조화調和이며
평화平和이다.” 1980년 어느 날 오승윤 화백은 이렇게 썼
다. 오직 예술이라는 ‘목적’을 위해 전남대 미술교육과 교

故 오승윤 회고전

수를 거쳐 전남대에 예술대학을 창설하는 소임을 완수한
1980년대 초반, 대학 강단을 훌훌 털고, 화업畵業과 자연

일시 및 장소 3월 23일(토)~4월 29일(월), 대구 신세계
5월 1일(수)~5월 28일(화), 센텀시티

으로 떠났다. 1980년에 쓴 이 짧은 글은 자신만의 예술을

5월 30일(목)~6월 18일(화), 광주 신세계

진정으로 이룩해내기 위한 일종의 다짐이었으리라.
136

풍수, 1999, Oil on Canvas, 116.5×9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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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품격
행복이란 순간적인 만족감을 초월하는 폭넓은 감정이다.
행복의 정의에 의미와 품격을 더하기 위한 심리학적 고찰.
writer Im Sangmi

얼마 전에 열렸던 서울대학교의 졸업식에서,

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모교의

다.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곧 자기

후배들 앞에서 했던 축사가 화제가 되었다. 음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작은 행복이 순간

악 산업의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서 치열하게

순간의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힘을 주는 장

싸워온 모든 노력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자

치라면, 작은 의미를 갖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신의 소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라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는 가장 큰 공포 속

과정에서 본인이 깨닫게 된 행복에 대해 언급

에서 이정표를 세워 그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스스로 어떨 때 행복한

도록 돕는다. 자기 나름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지 정의를 내려보고, 그러한 상황과 상태에 머

성취함으로써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만족

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행복과

그 행복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의미는 철저히 주관적이기에, ‘나’를 우선시하

행복의 차원을 벗어난, 보다 넓은 의미의 행복

는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흐르기 쉽다. 우리가

에 대해 숙고해볼 기회를 준 축사였다.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상호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행복을 염두에 두어야 하

자기다운 삶을 위해서

며, 그것은 ‘나의 행복 못지않게 타인의 행복도

〈굿 라이프〉의 저자 최인철 교수는 서울대

중요하다’는 배려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품격

굿 라이프

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진정한 품격을 지

최인철 지음 / 21세기북스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행복

닌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겹치는 부분

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년간 연구를 거듭하며

을 돌아보고 그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재

공유하는 행복의 경계를 한 걸음씩 넓혀가는

미와 의미, 순간과 삶, 유전과 환경, 성공과 행

것이다.

복, 현재와 미래, 자기 행복과 타인의 행복에

단골 카페에서 습관처럼 즐기는 커피 한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잔을 위해 길을 나섰다. 오후 3시의 카푸치노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그와 함께 ‘행복에 대한 유연하고 확장된 의식’

맛은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나름의 작은 호사

하는 일들이 ‘who am I?(나는

을 가짐으로써 행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려주는 봄바람

누구인가?)’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보았다.

을 맞으며 화단의 향나무를 지나쳐 걸음을 옮

있어야 행복(즐거움)과 의미
모두를 강하게 경험한다.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반면 어떤

행복은 쉼 없이 질주해서 도달해야 하는 깃

기던 찰나, 은은하고 알싸한 향기가 코끝으로

발 꽂힌 목표 지점이 아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들어왔다. 어릴 적 고향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보고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마음 맞는 이와 시

향나무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나는 잠시 못 박

간 가는 줄 모르게 담소를 나누는 것, 관심 가

힌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심히 지나가던

던 선인장 화분을 키우기 시작하는 것 등등 주

행인에게 나누어준 향기 한 자락이 수줍은 향

변의 수평적인 일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우

나무의 인사처럼 따스하고 정겹게 느껴졌다.

일을 잘하는 것이 행복에 미치는

리 곁에서 손쉽게 잔잔하고 푸근한 행복을 찾

향기와 함께 추억까지 선물 받은 들뜬 기분. 나

힘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대폭

을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다. 이와 함께 저자

도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약화된다.

는 일상에서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행

사람이기를 꿈꾸게 되는 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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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한다고 위대하게 생각할

행복할 권리가 있는 당신에게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

것도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야 결과에

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
복을 쌓지는 마세요!’ 책의 첫 장을 넘기기도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 꽃은

전에 띠지에서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법륜 스

벌에게 꿀을 주고, 벌은 꽃가루를 옮겨

님의 일갈이 마치 보이지 않는 죽비처럼 마음

꽃이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한구석에 쨍하게 와 닿는다. 언제나 명쾌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근한 어조로 거침없이 삶의 지혜를 풀어내

희생이라는 생각 없이 남을 돕는 게

는 법륜 스님이 들려주는 행복에 관한 담론은,

나에게도 좋을 때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차가운 샘물을 부은 듯 읽는 이의 마음을 청

가는 겁니다.

행복

명하게 씻어 내려준다.

법륜 지음 / 나무의마음

영혼을 위로하고 삶을 충만하게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빨리 달려와

조선희의 사진에는 보는 사람을 빨아들이는

버렸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에

흡인력이 있다. 지그시 이쪽을 응시하는 노

탑승한 채 그 속도감에 익숙해지며 그것이

인의 깊은 눈빛, 주변의 오묘한 색감과 어우

평균 속도인 양 살아온 나를 문득 느낀다.

러진 아낙네의 고운 치맛자락, 고요하게 가

… 어느 90세 노인이 지나온 인생을

라앉은 사막의 밤이 주는 적막한 신비감. 영

돌아보며 썼다는 문구 중 ‘당신 외에는

혼을 담아 포착해낸 귀중한 순간들을 작가

아무도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감상과 함께 펴낸 이 아름다운 사진
집은 그저 지나쳐버릴 뿐이었던 삶의 작은

라는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문득

편린들에 잠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

생각한다. 난 행복한가?

고 그로 인해 내면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끌
내 마음의 빈 공간

어줄 것이다.

조선희 지음 / 인플루엔셜

난 평생 목표를 이루려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끝없이 노력했다.

행복해지기 위한 내면 탐구 프로젝트

좀 더 성공하면, 좀 더 날씬해지면,

자기 계발과 마음 수양을 설파한 이론과 서
적은 넘쳐난다. 이러한 길들을 충실히 따라

좀 더 부유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다.

가다 보면 과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

남자 친구가 생기면 기분이

이 가능할까? 저자는 단순하지만 지극히 자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좀 더

연스러운 이 물음에서 출발하여 많은 이론을

‘발전’하면 될 줄 알았다.

받아들여 직접 실천해서 입증해보고자 하는

하지만 어떤 노력도 소용없었다.

시도를 하게 된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우

행복이란 바락바락 목표를 붙잡을 때가

리네 모습과 닮아 있는 그녀의 울고 웃는 고

아니라 매 순간에 빠져들어 감각을

군분투가 우리에게도 영감을 준다. 실천해보

온전히 느낄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딱 1년만, 나만 생각할게요
마리안 파워 지음 / 김재경 옮김 / 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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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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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LOVE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부터 가장 핫한 신상품까지,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품격을 더해줄 4월의 리스트.

CHANEL
코코 크러쉬
샤넬 고유의 퀼팅 패턴을 바탕으로 한 코코 크러쉬CoCo Crush 컬렉션의 신제품을 출
시했다. 코코 크러쉬는 심플하면서도 과감한 디자인과 컨템퍼러리한 감각이 돋보이는
컬렉션으로, 여러 아이템을 레이어링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미니멀하면서도 유
니크한 링과 이어링, 오픈 뱅글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된 이번 신제품은 옐로 골드, 베이
지 골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NARS
보야저 아이섀도 팔레트
나스가 6가지 컬러 조합의 ‘보야저 아이섀
도 팔레트’ 4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전 세
계 여행지에서 영감을 받은 6가지 컬러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
된다. 매트 제형부터 투명한 펄 광택의 새
틴, 화려한 글리터 등 다양한 포뮬러를 적
용해, 봄에 잘 어울리는 데일리 메이크업
부터 트렌디한 메이크업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4월 1일부터
시코르에서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

BREITLING
프리미에르 B01 크로노그래프 42
벤틀리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TOD’S

벤틀리와 오랜 파트너십을 지속해온 브라이틀링은 별

T 링 버킷 백

도의 컬렉션인 ‘브라이틀링 포 벤틀리Breitling for

미니멀하고 섬세한 라인과 페미닌한 디테일, 가벼운 무게감이 특

Bentley’ 컬렉션에서만 벤틀리 제품을 출시하던 방식

징인 백을 출시한다. 토즈를 상징하는 T 모티프를 포함한 링 형태

에서 벗어나, 주요 제품군에서 벤틀리 에디션을 선보

의 클로저와 부드러운 가죽의 조화가 돋보이는 버킷 형태의 백으로,

인다. 그 첫 번째 제품으로 프리미에르 B01 크로노그

톱 핸들 백이나 숄더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안감은 크러스트 가죽

래프 42 벤틀리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을 출시한다. 또

으로 마감하고, 바닥 면에 금속 스터드를 달아 사용 시 손상을 최소

벤틀리 모터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를 기념

화했다. 또 내부에 탈착 가능한 지퍼 파우치가 포함돼 있다. 스몰 사

해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즈로 선보이며, 다양한 컬러와 파이톤 가죽 소재로 만날 수 있다.

MAISON DE
SHINSEGAE

LOUIS VUITTON
타이가라마 컬렉션
루이 비통 하우스의 시그너처인 견고한 타

2019 메종 드 신세계

이가 가죽과 모노그램 캔버스를 더해 제작

휴식과 건강, 힐링을 테마로 다양한 라이

한 웨어러블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루이 비

프스타일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2019

통의 상징인 여행과 장인 정신이 캐주얼한

메종 드 신세계’를 신세계백화점 전점에서

무드와 어우러져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탄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미

생했다. 바이아 옐로, 아마존 그린, 퍼시픽

세 먼지에 대항하는 공기청정기, 청소기,

블루 등 다양한 컬러에 레더 스트랩을 내장

휴식을 위한 리클라이너, 침구, 안마기, 그

해 실용성을 더했다.

리고 취미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오디오,
게임기 등 테마별 아이템을 특가 기획으로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셀러
로 참여하는 일상마켓(with 낭만창고), 작
품을 판화와 굿즈로 만나볼 수 있는 아트
마켓 등 다채로운 오프라인 마켓도 함께
진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CLÉ DE PEAU
BEAUTÉ
래디언트 크림 투 파우더
파운데이션
촉촉함과 밀착력, 가벼운 제형, 지속력을
모두 갖춘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출시한다.
크림 타입에서 파우더 타입으로 제형이 변
하면서 피부에 가볍고 얇게 밀착되어 피
지는 흡착하고 땀을 배출해 하루 종일 메
이크업을 유지해준다. 또 슈퍼히알루론
산, 체스트넛 로즈 열매 추출물이 들어 있
어 수분 공급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유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차단한다.

BOBBI BROWN
울라 존슨 컬래버레이션 리미티드 에디션
바비 브라운이 뉴욕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울라 존슨과 협업해 컬렉션
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울라 존슨이 직접 큐레이션에 참여해 특유의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며, 각각의 제품은 그녀의 디자인을 닮아 우아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생기 넘치
는 메이크업을 연출해준다. 러블리한 패키지에 페미닌한 셰이드와 시어한 텍스처의 제
품으로 구성했다.

SHINSEGAE WINE FAIR
신세계백화점 와인 창고 대방출전
고급 와인을 특별한 가격과 이벤트로 만나볼 수 있는 프로모션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광주, 충청, 하남을 제외한 전점에서 선보인다. 프랑스 보르
도 그랑크뤼를 5, 7, 10, 15만원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와인을 반값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최초로 진행한다. 또 2000년대 와인 열풍을 주도했던 스테디셀
러 와인과 혼술에 적합한 소용량 와인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와인을 합리적인 가
격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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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UTI
2019 스프링 프리 컬렉션
우아한 심플함을 콘셉트로 한 2019 봄 프리 컬렉션을 진
행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워크 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카프 레더 필드 재킷과 가죽 디테일을 더한 짧은 코튼 재
킷을 선보였다. 그 밖에 클래식한 스타일의 진과 치노 등
다양한 팬츠는 물론, 앙주르 브리프케이스, 기능적인 패
치워크 위켄드 백 등 액세서리도 선보였다. 어떤 룩에나

MONCLER

스포티한 느낌을 선사하는 런 트랙 스니커즈와 가죽 스트

7 몽클레르 프래그먼트

랩을 단 샌들도 눈에 띈다.

히로시 후지와라

BYREDO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 컬렉션

아티스트들과 몽클레르의 각기 다른 해석
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인

유러피언 럭셔리 퍼퓸 브랜드 바이레도가

몽클레르 지니어스에서 ‘7 몽클레르 프래

보디 크림, 헤어 퍼퓸, 핸드크림, 롤온 퍼

그먼트 히로시 후지와라’를 론칭한다. 레

퓸 등을 추가해 새롭게 구성한 ‘로즈 오브

인 재킷, 블레이저, 파카, 필드 재킷과 후

노 맨즈 랜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 컬렉

지와라의 슬로건을 새긴 여행용 재킷 등의

라이카 Q 시리즈의 신제품 라이카 Q2를 출시한다. 오리

션은 세계대전 당시 무인지대에 핀 장미라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 제품은 3

지널 라이카 렌즈인 라이카 주미룩스 28mm f/1.7 렌즈

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간

월 28일부터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

와 고화소 풀 프레임 CMOS 센서를 장착했다. 업그레이

호사와 의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함한 신세계백화점 몽클레르 부티크에서

드된 3.68 메가픽셀의 OLED 전자식 뷰파인더는 선명한

향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텍스처가

만나볼 수 있다.

이미지를 구현하며, 4,730만 화소의 센서는 전력 소모

부드럽고 실키하며 보디라인과 모발에 은

는 더욱 낮아졌음에도 4K 고해상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은한 향을 더하는 헤어 퍼퓸 등 다양한 보

또 라이카가 선보이는 스마트폰 전용 앱 ‘라이카 포토스

디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LEICA
라이카 Q2

Leica FOTOS’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원격제어
하고 iOS 또는 안드로이드 장치로 사진을 빠르고 쉽게 무
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

OMEGA
트레저 워치
클래식한 디자인에 모던한 터치를 가미한 여성 워치. 기존 모델에 레드와 화이
트 컬러가 어우러진 유니크함을 더했다. 36mm 사이즈의 케이스 굴곡을 따라
38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트레저 고유의 스타일을 유지했으며 조화
로운 컬러의 조합이 특징이다. 레드 컬러 로마숫자 인덱스와 화이트 래커 다이
얼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레더 스트랩으로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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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LDENS by BLUEFIT
신규 브랜드 론칭
신세계의 안목으로 선별한 프리미엄 컨템퍼러리 캐주얼 셀렉트 숍 블루핏에서 프렌치 시크 룩을 지향하는 스윌
든Swildens을 신규 론칭한다. 편안하고 멋스럽게 연출하는 카디건과 블라우스, 활용도 높은 데님 재킷, 러블리
한 무드를 자아내는 원피스 등 데일리 룩에 활용하기 좋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스윌든의 다채로운 아이
템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블루핏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AĒSOP
젠틀 페이셜 클렌징 밀크
이솝의 첫 번째 밀크 제형 클렌저로 세정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순한 성분을 엄선해
만들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피부
에 영양을 주는 포도씨 오일을 함유해 수
분 손실 없이 부드럽게 세정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수분을 공급하는 판테
놀(프로비타민 B5)을 함유해 세안 후 땅기
지 않으며 샌들우드와 라벤더가 진정 효과
를 선사한다.

FENDI
GP 컬렉션
‘자이언트 포켓Giant Pocket’의 약자 ‘GP’라는 이름
이 붙은 다용도 포켓이 올봄 의류와 액세서리에 감
각적인 매력을 더한다. 주머니에 또 다른 주머니를
덧대 도회적인 멋과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GP 컬렉
션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품은 피카부 백.

DIOR

가방 전면을 채우는 다용도 포켓을 통해 피카부의

디올 어딕트 스텔라 샤인 립스틱

반전 매력과 내부 구조를 겉으로 드러내고, 신선

디올 하우스의 감성을 담은 최초의 패션 아방가르드 립스

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 밖에도 울트라 플랫 파

틱을 출시한다. 알로에 베라와 섬세한 케어 오일을 함유

우치, 실용적인 벨트와 벨트 백, 익스트림 퍼 파카,

한 밤 타입 포뮬러로 부드럽고 촉촉한 입술을 선사한다.

카고 바지와 가죽 재킷 등 포켓을 적용한 실용적인

트렌디한 24가지 컬러로 출시해 데일리부터 포인트까지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디올 하우스의 시그너처 컬러
BE DIOR, BE PINK는 얼굴에 형광등을 켠 듯 화사한 안
색을 연출해준다.

CASAMIA
베이지 시리즈
까사미아가 공간 활용도와 실용성을 극대화
한 ‘라곰’ 스타일 가구 베이지 시리즈를 출시
했다. 소박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라
곰Lagom 라이프스타일의 유행에 발맞춰 최
소한의 필요한 기능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공
간 효율성을 높인 가구를 선보인다. 최고급
가구에 쓰는 북미산 화이트 오크 원목을 소재
로 해 견고하며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쉽게 질리지 않으며 다양
한 아이템과 매치하기 쉽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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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MONS
뉴 프레임 출시
더블 침대 사비나Sabina는 천연 라탄과 오크 원목 소재와 비대칭 디자인으로 레이어드된 헤드보드를
더해 아늑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완성한다. 슈퍼싱글 솔라르Solar는 19세기 스틸 침대 프레임
을 모티프로 한 레트로 감성의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쿠션 타입의 헤드보드와
애시우드 원목이 조화를 이루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더하는 피브레Fibre는 퀸 사이즈와 슈퍼
싱글 사이즈를 나란히 붙여 패밀리 베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레임이다.

ILAIL
봄방학 컬래버레이션
컨템퍼러리 캐주얼 브랜드 일라일에서 일
러스트 아티스트 그룹 ‘봄방학’과 협업해
완성한 티셔츠를 출시한다. 부드러운 코튼
소재에 다채로운 컬러로 구성해 데일리 룩
으로 연출하기에 알맞다. 일라일의 감각적
인 컬러 팔레트와 산뜻한 색감, 봄방학의
아기자기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심플하면
서도 산뜻한 코디를 원한다면 주목할 만하
다. 이번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3월 말부터

MAC

일라일 전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겟 블레이즈드
화려한 글리터 메이크업 룩을 완성해줄
뉴 컬렉션. 사용하기 좋은 모던한 쿨 톤
계열 컬러로 구성한 칠 아웃Chill Out과
비비드하고 화려한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번 업Burn Up’, 2가지로 선보
인다. 굵은 글리터 입자로 눈가에 반짝
임을 더하는 포일 아이섀도와 입체적인

VANS

얼굴 윤곽을 만들 수 있는 대즐 하이라

데이비드 보위 컬래버레이션

이터, 유니크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하

최근 몇 년간 패션·뷰티 업계에서 떠오르는 키워드인 젠더리

는 글리터 립 톱 코트 등 페이스부터 아

스Genderless와 반스가 추구하는 자기 표현에 적합한

이, 립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

예술관을 지닌 아티스트 데이빗 보위와 컬래버레이

템으로 만나볼 수 있다.

션한 컬렉션을 출시한다. 이번 컬렉션은 데이비
드 보위의 첫 싱글부터 유작 앨범까지 그의
인생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아 특별함
을 더한다. 활용도 높은 스니커즈와 티
셔츠에 데이비드 보위의 대표 스타일과
앨범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에서 만나볼 수 있다.

STUDIO TOMBOY
2019 S/S 캠페인,
아트 디스트릭트 인 LA
예술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는
LA의 아트 디스트릭트에서 촬영한 이번

GOLDMUND

캠페인은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콜리어 쇼
어와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촬영으로 유명

신제품 출시 기념 포춘쿠키 프로모션

한 필름 메이커 테렌스 코너가 참여해 눈

절제된 외관과 자연 음 그대로를 재현하는 스위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골드문트

길을 끈다. ‘슈퍼 마르셰Super Marche’를

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신세계백화점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

콘셉트로 디자인한 틴 캔, 팝아트에서 영

월 1일부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신세계백화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오디오갤러리

감받은 신선한 컬러와 레트로 무드의 그래

와 골드문트 매장 상담 고객에 한해 선보인다. 골드문트 마우스패드와 노트 케이스,

픽으로 완성한 아이템 등 스튜디오 톰보이

포칼 리슨 와이어리스 헤드폰, 오디오 갤러리 전 제품 10~20% 할인권을 포춘쿠키

가 주도하는 ‘뉴트로’ 콘셉트의 다양한 의

를 열어 확인한 후 증정한다.

류 등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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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MALONE LONDON
2019 블로썸 컬렉션
발리의 프랜지파니 꽃에서 영감받은 ‘프랑지파니 플라워 코롱’과 이전 블로썸 컬렉션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실크
블로썸’, ‘스타 매그놀리아’로 구성한 2019 블로썸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색이 각각 다른 유리잔들이
선반에 줄지어 늘어선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전 제품이 모이면 무지갯빛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며, 이를 패키지로
아름답게 구현했다. 실크 블로썸 홈 캔들, 오렌지 블로썸 디퓨저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만나볼 수 있다.

HELEN KAMINSKI
신세계백화점 강남 아티잔 이벤트

UNCUT
by ELLACONIC
브라이덜 라인 출시

호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헬렌 카민스키가
신세계백화점 강남 3층에서 4월 26일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티스트 게리 비숍Gary
Bishop을 호주 시드니 스튜디오에서 초청해

화이트 톤에 로맨틱하고 시어한 레이스로 유니크한 무드

헬렌 카민스키의 시그너처 해트를 미니 사이

를 담은 브라렛과 팬티 세트를 출시한다. 이번 시즌 처음

즈로 제작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 본 행

으로 선보이는 브라이덜 라인은 여성스럽고 순수한 이미

사 당일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미니 해

지를 살린 샴페인 골드, 화이트 컬러로 선보인다. 새틴부

트 키링을 증정할 예정이며, 30만원 이상 구매

터 아일릿 코튼까지 다양한 소재로 만든 브라렛, 팬티, 로

시 에코백을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브, 슬립, 파자마 등 활용도 높은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만나볼 수 있다.

SALVATORE
FERRAGAMO
신세계백화점 경기 간치니

BOTTEGA VENETA

모노그램 팝업 스토어

스피드스터 스니커즈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

스타일리시하고 강렬한 컬러 조합이 인상적인 스니커즈

는 간치니 모노그램을 활용한 새로운 컬렉

를 출시한다. 밑창이 두툼한 클래식한 러닝화 스타일에

션의 팝업 스토어를 신세계백화점 경기에

수작업으로 가죽 테두리에 색을 입혀 섬세한 디자인을 완

서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창립자

성했다. 가죽에 브랜드 로고를 엠보싱한 데서 특유의 절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본사 정문에서 보이

제미를, 그래픽한 바이컬러 아웃솔과 가죽을 덧댄 인솔

는 화려한 철제 장식물과 정교한 수공 철제

을 통해 보테가 베네타의 새로운 무드와 워크맨십을 느낄

고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간치니 형태

수 있다. 유니섹스 아이템으로 소재 구성에 따라 5가지

를 활용한 퀼팅 백, 스니커즈 등 다양한 아

컬러 버전으로 출시된다.

이템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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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인 맛으로 남을 미각,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시간….
미식 그 이상의 행복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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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U NG E E V E N T & C U LT U R E
TEATIME . TALK CONCERT

라운지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티타임과 스토리가 있는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GOOD AFTERNOON TEATI M E
메종엠오의 티푸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여온 메종엠오의 티푸드.
기분까지 달콤해지는 고즈넉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장소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일시 및 장소		 4월 15일(월)~16일(화) 11시, 13시, 15시, 17시, 본점 트리니티 라운지
				 4월 17일(수)~19일(금) 11시, 13시, 15시, 17시, 강남 트리니티 라운지
				 4월 22일(월)~23일(화) 11시, 13시, 15시, 17시, 대구 트리니티 라운지
				 4월 24일(수)~26일(금) 11시, 13시, 15시, 17시, 센텀시티 트리니티 라운지
인원			 1일 4팀(1팀당 4인 기준)
신청 기간		 4월 1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 스페셜 메뉴는 상기 명시된 기간 중에만 예약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테이크아웃은 불가합니다.
* 선착순 예약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간에 늦거나 No-show의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라운지 이벤트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티푸드가 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좌측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애프터눈 티타임은 다음 예약 고객님을 위해 타임별 최대 1시간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많은 고객님들께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애프터눈 티타임은 월 1회 참여 가능합니다.

TALK CONCERT

빈티지 아이템의 스타일링 비법과 교토 특유의 맛을 체험해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토크 콘서트
대상 등급	블랙 이상(20세 이상 입장 가능)
신청 기간

4월 1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홈 카페 무드, 빈티지 테이블웨어

맛의 향연, 교토 미식 여행

집 안을 홈 카페로 변신시켜줄 테이블웨어 브랜드 이야기와 빈티지 아이템의

교토 특유의 고즈넉한 정취와 실패할 수 없는 미식들! 여행 작가 양미석이

스타일링 비법을 소개합니다.

교토의 맛을 들려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4월 29일(월) 13시 40분, 본점 14층 G 강의실

일시 및 장소 4월 13일(토) 17시, 센텀시티 6층 C강의실

인원		

인원		

10명(동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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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 ST IG E
HOTEL DINING

특별한 메뉴를 만날 수 있는 JW 메리어트 서울과 조선 호텔의 다이닝을 소개합니다.

JW MARRIOTT SEOUL
JW 메리어트 서울
제철 식재료로 전하는 봄맛부터 유니크한 메뉴까지 품격과 개성을 더한 특별 다이닝을 선사합니다.

EVENT 레스토랑 식사권

신세계 VIP를 위한 혜택

프라이빗 이벤트 포인트를 사용해

더 라운지(라운지)

JW 메리어트 서울 레스토랑 바우처를

애프터눈 티 세트(2인) 주문 시, 딤섬 1종 무료 제공

신청해주십시오.

더 마고 그릴(양식), 타마유라(일식)
런치 또는 디너 주문 시, 웰컴 드링크 2잔 제공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상품		

20만원 식사권

사용 기간

12월 31일(화)까지

4월 1일(월)~4월 30일(화)

대상 등급

블랙 이상

사용 가능 레스토랑

문의 및 예약 02-6282-6267~70

플레이버즈(뷔페), 타마유라(일식),

* 현장에서 VIP 카드 또는 신세계 APP으로 VIP 확인 후

더 마고 그릴(양식), 더 라운지(라운지), 카페 원(카페)

THE WESTIN CHOSUN

사용 기간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조선 호텔

ARIA

HONG YUAN

THE NINTH GATE

스시 갈라디너

스프링 샹그릴라

차터 오크 갈라 디너(해외 셰프 초청)

꽃 피는 봄의 계절 아리아에서 준비한

정수주 헤드 셰프가 준비한 홍연 자체 갈라 디너로

미국 나파벨리의 Charter Oak 레스토랑의

제철 해산물 식재료인 퀄리티 높은 신선한

국내 최고급 한우 등 전 세계에서 최고급 식재료를

셰프팀을 초청하여 유니크하고 네츄럴한 느낌의

스시와 사시미 등 화려한 봄의 미식을 즐겨보세요.

이용해 총 8코스의 진귀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다양한 아메리칸 다이닝을 선보입니다.

일정		

4월 11일(목)~12일(금)

일정		

4월 18일(목)~19일(금)

일정		

4월 25일(목)~26일(금)

가격		

15만원(1인 기준)

가격

35만원(1인 기준)

가격		

30만원(1인 기준)

혜택		2인 이상 방문 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혜택

	2인 이상 방문 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식음 5만원권’ 1매 제공
문의 및 예약 02-317-0357

식음 10만원권’ 1매 제공
문의 및 예약 02-317-0494

혜택		2인 이상 방문 시 ‘지정 와인 1병’ 제공
(1테이블당)
문의 및 예약 02-317-0366

* 본 다이닝 예약은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혜택은 현금 교환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 혜택 이용 시, 카드사 할인을 포함한 기타 할인 및 타 바우처, 쿠폰과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현장에서 VIP 카드 또는 신세계 APP으로 VIP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 아리아와 홍연에서 제공한 식음 금액권은 제공일로부터 2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특정 기간(갈라 디너 등 행사일, 5/4~5/5, 프로모션)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아리아와 홍연에서 제공한 식음 금액권은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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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 ST IG E
KALPAK

미슐랭 레스토랑을 찾아 떠나는 KALPAK의 여행 상품을 소개합니다.

MICHELIN TOUR

미슐랭이 선택한 스타 레스토랑으로 떠나는 여행. 일본, 방콕, 상하이의 특별한 맛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미식 투어! 미슐랭 스타 맛집

혜택	플래티넘 이상 회원 할인 적용
(트리니티 및 다이아몬드 5%, 플래티넘 3% / KALPAK을 통한 예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미슐랭 2스타를 보유한 상하이 랭함 T’ang Court
럭셔리 몰과 앤티크한 레스토랑, 이국적인 노천
카페, 힙한 클럽이 공존하는 상하이의 핫 플레이스
신티엔디新天地에 위치한 럭셔리 부티크 호텔 랭함
상하이는 상하이의 많은 부호富豪들이 호캉스를
즐기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호텔 객실에서 바라보는
신티엔디의 젊은 활기와 화려한 야경, 옛거리
스쿠먼Shikumen이 선사하는 역사와 현대의
조화를 함께 즐겨보세요.
상품명	상하이 더 랭함The Langham 자유 3일
출발일

매일

상품가

1인 769,200원~

일정

인천-상하이(2)-인천

포함	인천-상하이 푸동 대한항공 직항 / 슈페리어
룸 2박(2인 1실 기준) / 조식 2회
문의

02-726-5715

미슐랭 가이드 구마모토 오이타 특별판에 소개된
일본 유후인 료쿠유 료칸
미슐랭 1스타를 보유한 방콕 오쿠라 YAMAZATO

온천 료칸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일본의 유후인

방콕 중심에 위치한 멋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지역에 2014년 신규 오픈한 고급 료칸 료쿠유.

호텔인 오쿠라 프레스티지 방콕은 고급 쇼핑 지역

고요한 자연 속에 위치한 이 료칸은 전 객실 노천

가까이에 위치해 여행객에게 편리함을 선사하며,

온천을 구비하고 화양실(다다미+침대) 타입으로

객실에선 방콕의 스카이라인 전망이 펼쳐집니다.

구성되어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방콕에 위치한 호텔 오쿠라에서 일본과 태국을
동시에 만나보세요.

상품명

상품명	방콕 오쿠라 프레스티지Okura Prestige

유후인 료쿠유 료칸 자유 3일

출발일

매일

상품가

1인 1,409,600원~

자유 5일

일정	인천-후쿠오카-유후인(2)-후쿠오카-인천

출발일

매일

포함	인천-후쿠오카 대한항공 직항 /

상품가

1인당 1,250,000원~

일정

인천-방콕(3)-기내(1)-인천

화양실(2인 1실) 2박 / 조식 2회 및 석식
(가이세키) 2회
문의

포함	인천-방콕 대한항공 직항 /
16시 레이트 체크아웃 또는 룸
업그레이드(디럭스 코너 룸) 중 택 1 /
디럭스 룸(2인 1실) / 조식 3회
문의

02-72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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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LT U R E
VIP ONLY CLASS . MUSICAL . MOVIE

마시며 즐기는 VIP ONLY 클래스와 감동을 전하는 뮤지컬, 영화를 즐겨보세요.

VIP ONLY CLASS

MUSICAL

와인과 홍차 클래스

뮤지컬 〈그리스〉

와인과 홍차가 있는 오후. 봄을 닮은 향긋한 클래스로 초대합니다.

뮤지컬 〈그리스〉가 케이팝과
만나 신선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작품 고유의 정서와 재미에

신청 기간

4월 1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현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그리스〉! 순수하면서도

			

열정 넘쳤던 10대 시절을

전점 컨시어지 및 PSR

추억해보세요.
김상미의 상큼 향긋한
봄 와인 이야기
봄과 와인의 경쾌한 마리아주.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는

대상 등급

‘로제 스파클링 와인’, 신선한
샐러드에 제격인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 가벼운 육류에
곁들이면 좋은 ‘피노 누아 레드
와인’을 시음하며 우아한 봄을

블랙 이상

공연 일정

5월 8일(수) 20시, 5월 9일(목) 20시

공연 장소

디큐브 아트센터

방법		

신세계백화점 앱(APP)을 통해 응모 가능

응모 기간

4월 1일(월)~15일(월)

* 이벤트 당첨 고객 20명(동반 1인 가능)은 4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즐겨보세요.

* 해당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 공연 일자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일시

4월 23일(화) 14시

장소

본점 13층 PSR

인원

10명(동반 포함)

BLACK
MOVIE DAY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의 날을 맞아 연령에
관계없이 인기가 높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관람해보세요.

문기영의 ‘매혹적인 음료, 홍차의 모든 것’

일시

4월 30일(화) 14시

홍차의 탄생부터 다른 차와의 차이점

장소

대구 5층 PSR

맛있게 즐기는 팁 등 홍차의 모든것을

인원

10명(동반 포함)

대상 등급

블랙

상영 일자

4월 27일(토)

상영 장소 	메가박스 센트럴점, 메가박스 대구 신세계,
메가박스 하남 스타필드

알아보세요

응모 방법

신세계백화점 앱(APP)에서 신청

응모 기간

4월 1일(월)~15일(월)

* 상영 예정인 영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영 세부 정보는 이벤트 당첨 고객께 4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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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I VAT E I N V I T E
GUCCI . STEPHEN WEBSTER . DELLA LANA

멋스러운 스타일을 프라이빗하게 경험할 수 있는 클래스로 초대합니다.

GUCCI
구찌 주미 컬렉션 & 프레셔스 스킨 컬렉션 프라이빗 뷰잉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혁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로맨틱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뉴 핸드백 구찌 주미를 비롯한 구찌 2019 봄/여름 컬렉션과, 더블 G 디테일, 시그너처 메탈
장식, 타이거 헤드 장식 등 하우스의 특징적인 모티프와 코드가 돋보이는 프레셔스 스킨
핸드백의 프라이빗 뷰잉에 고객님을 초청합니다.
구찌 고객 초대회

구찌 주미 팝업 스토어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4월 15일(월)~25일(목)

일시 및 장소

4월 11일(목)~12일(금) 11시, 14시, 본점 13층 PSR

장소

본점 신관 1층

			

4월 16일(화)~17일(수) 11시, 14시, 16시, 강남 3층 PSR

			

4월 23일(화) 11시 30분, 14시, 16시, 센텀시티 2층 PSR

			

4월 25일(목) 11시 30분, 14시, 16시, 대구 5층 PSR

구찌 주미

인원		

세션별 4명(동반 1인 가능)

(가격문의)

신청 기간

4월 2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STEPHEN WEBSTER

DELLA LANA

스티븐 웹스터 프라이빗 뷰잉

델라라나
2019 S/S 스타일링 클래스

런던을 대표하는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스티븐 웹스터.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에

이탈리아 피렌체 감성을 담은

기반을 둔 장인 정신, 까다로운 기준을

델라라나에서 ‘Atelier de Della Lana’를

기반으로 엄선한 원석을 만나보세요.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전체적인 룩의

테마로 스프링 룩을 선보입니다. 이번

매그니피선트 파베 오픈 링

스타일링 클래스에서는 플랜테리어

(가격문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컨설팅 그룹 ‘보타닉 에이치’에서 내 집에
플라이바이나이트

맞는 식물 인테리어를 소개하고, 전문

크리스털 헤이즈 링(가격문의)

스타일리스트가 아뜰리에를 연상시키는

스티븐 웹스터 고객 초대회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실용성과

대상 등급

우아함을 담은 델라라나 2019 S/S

플래티넘 이상

일시		4월 11일(목)~12일(금)

컬렉션으로 스프링 룩을 완성해보세요.

11시, 13시, 15시, 17시
장소		

강남 3층 PSR

톱 34만8천원
스커트 39만8천원

델라라나 고객 초대회

인원		세션별 1명

대상 등급

			

일시 및 장소

4월 5일(금) 14시, 16시, 본점 13층 PSR

			

4월 9일(화) 14시, 16시, 강남 델라라나 매장

(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4월 2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플래티넘 이상

			

4월 10일(수) 13시, 15시, 센텀시티 델라라나 매장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

			

4월 17일(수) 14시, 16시, 대구 델라라나 매장

			

(1644-8009) 또는 		

인원		

세션별 5명(동반 1인 가능)

			

전점 컨시어지 및 PSR

신청 기간

4월 2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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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GABRIELA HEARST

PROENZA SCHOULER 강남

by BOONTHESHOP

PROJEKT PRODUKT

BEAUTY

BREO 센텀시티, 대구, 경기, 의정부

MAJESTY by GOLFSHOP

CELLRETURN 전점(광주 제외)

ACNE STUDIOS

분더샵 청담,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 BOONTHESHOP

ACQUA DI PARMA

FOCAL by GOLDMUND

본점, 강남, 센텀시티

경기, 광주, 충청

GENTLE MONSTER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강남, 센텀시티

강남, 센텀시티, 대구

MARK & LONA

ACNE STUDIOS

본점, 센텀시티, 경기, 의정부

PROJEKT PRODUKT × REJINA

ADDICTION 대구

GAZE SHOP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by BOONTHESHOP MEN

GENTLECURVE by LOAKE

PYO by BOONTHESHOP

AĒSOP 본점, 센텀시티, 영등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하남, 광주, 마산

분더샵 청담, 강남

본점, 강남, 대구

분더샵 청담

AVEDA 전점(대구, 마산 제외)

GOLDMUND 강남, 센텀시티, 대구

MASTER BUNNY EDITION

ADDIR by BOONTHESHOP

GIULIVA HERITAGE

PROJEKT PRODUKT

BELIF 전점(본점 제외)

JANE PACKER 본점, 강남

강남, 센텀시티, 김해, 충청

분더샵 청담

COLLECTION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BENEFIT 전점(대구, 김해 제외)

KHARMA by ODE 대구

NIKE GOLF 강남, 센텀시티, 대구

ALEXANDER WANG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RAFFAELE D’AMELIO

BIOTHERM 전점(하남, 김해 제외)

LG 전점(광주 제외)

영등포, 경기, 의정부, 하남, 광주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GUCCI

by MAN ON THE BOON

BULY 1803 강남

OMA by ODE 대구

NIKON by GOLFSHOP

ANNE ET VALENTIN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BYREDO

PROGRESSIVE AUDIO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by COLLECT

HANRO 강남

광주, 충청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y ODE 대구

경기, 광주, 충청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HERITAGE 1286 by MY BOON

RAY-BAN by LUXOTTICA

CHANEL 전점

RAMARAMA FLOWER

PXG by GOLFSHOP

AVOCADO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CHICOR

& GARDEN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광주

HERMÈS 본점, 강남, 센텀시티

의정부, 광주, 김해

플래그십 강남역, 타임스퀘어

RUARK AUDIO by GAZE SHOP

경기, 광주, 충청

BALENCIAGA

IDO TAMIO by COLLECT 본점

REPOSSI by BOONTHESHOP

영등포, 아이파크몰 용산 AK&홍대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ROYAL ALBATROSS

본점, 강남, 센텀시티, 경기, 광주

ILAIL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분더샵 청담

대전둔산,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SAMSUNG 전점(광주 제외)

by GOLFSHOP 본점, 강남

BARREL

영등포, 광주

RESH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강남5F, 센텀시티, 대구 경기, 광주

STEINWAY LYNGDORF by ODE

SAGE by GOLFSHOP

전점(본점, 마산, 김해 제외)

JIL SANDER 강남

RETROSPECS by COLLECT

충청, 스타필드 코엑스 스타필드

대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BERLUTI 본점, 강남

KANEKO OPTICAL

본점

고양, 스타필드 하남

경기, 광주, 충청

BJ CLASSIC by COLLECT

by COLLECT 강남

ROSETTA GETTY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T.P. MILLS by GOLFSHOP

본점, 강남, 센텀시티

KITON by BOONTHESHOP

by BOONTHESHOP

CLARINS 전점(본점, 의정부 제외)

BOONTHESHOP CLASSIC

분더샵 청담

분더샵 청담, 강남

DECORTÉ 본점, 대구

본점, 강남

LINDA FARROW

S.T. DUPONT CLASSICS

DIOR 전점

ADIDAS GOLF

TAYLORMADE by GOLFSHOP

BOONTHESHOP Collection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by MEN’S FURNISHING

DIPTYQUE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분더샵 청담, 마이분 SSG 청담, 본점

LINDA FARROW by COLLECT

전점(마산 제외)

전점(하남, 광주, 마산 제외)

의정부, 하남, 마산, 김해

경기, 광주, 충청

강남, 센텀시티, 대구

본점, 강남

SACAI 본점, 강남, 센텀시티

DREAM LEADER

ADIDAS GOLF by GOLFSHOP

TITLEIST 전점

BOTTEGA VENETA

LINDA FARROW by HANDOK

SACAI by BOONTHESHOP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광주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TITLEIST by GOLFSHOP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강남, 센텀시티, 대구

분더샵 청담

마산

경기, 광주, 충청

TOSANI by GOLFSHOP

의정부, 하남, 광주

LINDBERG 강남

SAINT LAURENT

ESTĒE LAUDER 전점

ARTHUR McLEAN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UCCELLATI

LOAKE 본점, 강남, 대구

by ANTHONY VACCARELLO

FRESH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y GOLFSHOP

VOICE CADDIE by GOLFSHOP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LOUIS VUITTON 본점,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영등포, 경기, 하남, 김해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BURBERRY 강남, 센텀시티, 대구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경기, 하남

GNC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광주, 충청

경기, 광주, 충청

영등포, 의정부, 하남, 광주, 충청

LUNOR by COLLECT

SAINT LAURENT EYEWEAR

영등포, 경기, 의정부, 하남

BETTINARDI by GOLFSHOP

WAAC by GOLFSHOP

CK CALVIN KLEIN 본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y KND FASHION 본점, 강남

GUERLAIN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본점, 강남, 영등포, 경기

CALVIN KLEIN

MAN ON THE BOON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하남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경기, 광주, 충청

XXIO by GOLFSHOP

by BOONTHESHOP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SEEONE EYEWEAR 본점, 강남

HERA 전점

BRIDGESTONE by GOLFSHOP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분더샵 청담, 센텀시티

광주, 충청

센텀시티, 대구, 광주

HOURGLASS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CARTIER

MATTEUCCI

SONIA RYKIEL 본점, 센텀시티

L’OCCITANE 본점, 강남, 센텀시티

경기, 광주, 충청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by MAN ON THE BOON

SPANX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의정부, 김해, 충청

BUSHNELL by GOLFSHOP

CHANEL 본점, 강남, 센텀시티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SPYDER 전점(본점 제외)

LA PERVA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대표전화 | 1588.1234

CHRISTOPHER KANE

광주, 충청

STELLA McCARTNEY 강남

센텀시티, 하남, 김해

경기, 광주, 충청

본점 | 02.310.1234

by BOONTHESHOP

MIU MIU 강남, 센텀시티

STUDIO TOMBOY 전점

LA PRAIRIE

CALLAWAY by GOLFSHOP

분더샵 청담, 강남

MONCLER by BOONTHESHOP THE ROW by BOONTHESHOP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센텀시티 | 051.745.1234

CHROME HEARTS

분더샵 청담

분더샵 청담

LAB SERIES

경기, 광주, 충청

대구 | 053.661.1234

by COLLECT

MONCLER by SEWON I.T.C

THEORY 전점(마산, 김해 제외)

전점(하남, 마산, 김해 제외)

DESCENTE GOLF 전점

영등포 | 02.2639.1234

본점, 강남, 대구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광주

THOM BROWNE

LANCÔME 전점

ECCO by GOLFSHOP

경기 | 031.695.1234

CHURCH’S 강남

MONCLER 본점, 강남, 센텀시티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LE LABO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의정부 | 031.8082.1234

CONVERSE

대구, 영등포, 경기, 하남, 광주

TOD’S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MAC 전점(마산 제외)

경기, 광주, 충청

하남 | 031.8072.1234

전점(영등포, 마산 제외)

MONTBLANC

TOM FORD 강남, 대구

MAISON FRANCIS KURKDJIAN EVENROLL by GOLFSHOP

CUTLER AND GROSS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TOM FORD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마산 | 055.240.1234

by COLLECT 강남

경기, 김해, 충청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O HUI 전점

경기, 광주, 충청

김해 | 055.272.1234

DESCENTE 전점

MPG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TRIUMPH 본점, 강남, 센텀시티

SANTA MARIA NOVELLA

FOOT JOY by GOLFSHOP

DITA by BOONTHESHOP

하남, 광주

대구, 경기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분더샵 청담

MYKITA by COLLECT

UNCOMMON MATTERS

경기, 광주, 김해

경기, 광주, 충청

DITA by COLLECT 본점,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SHISEIDO 전점(영등포 제외)

GARMIN by GOLFSHOP

DRIES VAN NOTEN 강남

NIKE 전점

UNDER ARMOUR 전점

SISLEY 전점(대구, 김해 제외)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DRIES VAN NOTEN

NISHIDE KAZUO

VALENTINO GARAVANI

SK-II 전점(강남, 대구, 김해 제외)

GLENMUIR 강남

by BOONTHESHOP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SUM 37° 전점(본점, 대구 제외)

HELVESKO by GOLFSHOP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NISHIDE KAZUO by MY BOON

VALENTINO 강남, 센텀시티, 대구

TOM FORD BEAUTY 강남, 대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ELLACONIC 본점, 강남, 센텀시티

강남

VANBROUGH

VIDIVICI

경기, 광주, 충청

대구, 경기 광주

OAKLEY 강남, 센텀시티, 대구

by MEN’S FURNISHING

전점(영등포, 경기, 충청 제외)

HONMA by GOLFSHOP

ERMENEGILDO ZEGNA

OLIVER PEOPLES

전점(충청 제외)

YUNJAC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y COLLECT 강남, 센텀시티, 대구

VENUS 전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경기, 광주, 충청

FENDI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OTTOMILA 8000

VHERNIER by BOONTHESHOP

J.LINDEBERG 본점, 강남

분더샵 청담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광주

FIXXATIVE by BOONTHESHOP by MY BOON 강남

GOLF

LIVING

LAMBDA by GOLFSHOP

분더샵 청담, 강남

BANG & OLUFSEN

LEUPOLD by GOLFSHOP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VOV 전점

강남, 센텀시티, 하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의정부, 광주, 김해

YOHJI YAMAMOTO 본점, 강남

BRANCHER 센텀시티

경기, 광주

분더샵 청담

PRADA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VICTORIA BECKHAM

FRENCY & MERCURY

영등포, 경기, 의정부

by BOONTHESHOP

by COLLECT 본점, 강남

PRADA by LUXOTTICA

본점, 강남, 센텀시티, 광주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강남 | 02.3479.1234

광주 | 062.360.1234

충청 | 041.640.5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