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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MEET IN REAL LIFE
가장 시크한 것은 구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피비 필로

9월호 〈SHINSEGAE〉에 실린 에세이 ‘궁극의 여행을 찾아서’에서는 가을을 소리로
느끼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귀로 듣는 풍경)를 예술적 경험이라 이야기합니
다. 이는 디지털 경험이 대체할 수 없는 ‘리얼 라이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결정적 순간
에 관한 기록입니다. 2000년대 이후 패션계의 메가트렌드를 규정한, 시크함의 대명사
인 패션 디자이너 피비 필로 역시 가장 멋진 것은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 선언
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최정점에 서 있는 하이패션의 세계 역시 미묘한 색감
의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끝으로 본연의 촉감을 느끼는 등 오감을 총동원한
경험이 오직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2019년 가을, 가상
현실을 벗어나 지금 가장 멋진 쇼핑 경험을 원한다면, 〈SHINSEGAE〉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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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Buyer’s Pick
가을을 알리는 9월.
쏟아지는 2019 F/W 신상품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아이템을 엄선해 소개한다.

Foundrae
by BOONTHESHOP
주얼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현대적인 부적
파인 주얼리 브랜드 파운드레의 모토는 ‘주얼리에 다양한 문화와
수세기를 아우르는 영적이고 신비한 상징의 언어를 불어넣고자 한다’이다.
에너지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숫자 ‘8’, 힘과 위엄, 자신감을 상징하는
‘사자’, 고대 이집트 태양신의 형태인 ‘풍뎅이’ 등을 모티프로 한다.
(왼쪽부터)
‘8’ 펜던트 네크리스 • 4백25만원(블루 펜던트 • 1백95만원, 링크 고리 • 45만원)
‘풍뎅이’ 펜던트 네크리스 • 1천1백80만원, ‘사자’ 펜던트 네크리스 • 8백만원

1

분더샵 청담
문의 02-2056-1234

M·A·C
공기처럼 부드러운 러브 미 립스틱
혁신적인 실크 슬립 텍스처가 필름처럼 얇게 입술에 밀착되는
신제품 립스틱. 강렬한 색상을 부드럽게 표현한
24가지 다양한 컬러를 만날 수 있다.
(왼쪽부터) 라제 페어, 베이티드 브레스, 커피 앤 시그스, 디지 에이 에프, 라 팜므
각 3g, 3만1천원대
전점(마산 제외)
문의 02-3479-1227

2
24Kim Myungsung, Hyun Kyungjun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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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guet
6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 워치
30mm 옐로 골드 케이스에

동병상련
무형문화재의 손길로 빚은 시루 송편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 음식 이수자, 박경미 선생이
좋은 재료만 사용해 만든 시루 송편. 호박, 흑미, 쑥, 대추, 흰 송편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소한 향과 맛이 일품이다.

장인이 직접 각인한 브레게 고유의

(중) 8만원, (대) 15만원

기요셰 문양이 멋스럽다.
2천4백만원대

본점
문의 02-310-1644

강남
문의 02-3479-1008

4
Louis Vuitton
팝 프린트의 쁘띠뜨 말 백

La Maison
by Casamia

루이 비통의 새로운 모노그램을 네온 컬러로 프린트해 팝아트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고급스러우면서

스트랩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숄더백이나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 가능하다.

시크한 멋을 지닌

6백61만원

플로어 조명

강남

블랙 컬러 오크 원목과

문의 02-3432-1854

골드 스틸 브라스 소재의
조화가 멋스럽다.
우아한 드레스 라인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더한다.
1백50만원
광주

5
Dometic by Gazeshop
파워 냉각 / 냉동 기능을 갖춘

문의 062-360-1492

6

캠핑 냉장고
최저 -22℃의 강력한 냉동 기능을 갖춘
휴대용 냉장고로 캠핑 시 유용하다.
저소음과 저전력으로 효율성이
우수하며 와이파이 앱을 통해
냉각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99만원
본점, 강남
문의 02-3479-1386

7
25

SPOTLIGHT

Giuseppe Giusti

Royal Fern by La Perva

1백 년 동안 숙성시킨

강렬한 식물 베이스 고농축 앰풀

전 세계 한정 생산 발사믹 비니거

독일 피부과 전문의가 탄생시킨 스킨케어 브랜드

17대를 이어온 주세페 주스티에서

로얄펀에서 선보이는 허브 약초 추출물 안티에이징 앰풀.

선보이는 4백 년 된 나무 케이스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제품이라 더욱 매력적이다.

1백 년 동안 숙성시킨 발사믹 비니거.

2ml×15, 25만원

100ml, 1백40만원

분더샵 청담

본점

마이분 SSG 청담

문의 02-310-1238

본점, 강남, 센텀시티
문의 02-2056-1295

8
10

9
11

Berluti
건축물에서 영감받은
쉐도우 스니커즈
완벽한 내구성과 경량성을 자랑하는
테크니컬 니트 소재를 사용했다.
벨루티 특유의 정교한 기술력과
애슬레저 애티튜드를 엿볼 수 있다.
1백26만원
본점, 강남
문의 02-310-1339

Prada
리사이클링 가능한
에코닐 나일론 소재 백팩
프라다는 리나일론 시스템을 통해
재생 에코닐 나일론 소재를
활용한다. 올해 리나일론
캡슐 컬렉션을 통해

Patek Philippe

여섯 가지 백을 선보인다.

크로노그래프와 애뉴얼 캘린더를 갖춘 워치

2백6만원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레드 핸즈의 조화가 모던하면서도

강남

스포티하다.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에 애뉴얼 캘린더,

문의 02-3479-1290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췄다.
9천2백30만원
센텀시티
문의 051-745-2422

12
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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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r
진주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한 펄 컬렉션

Bottega Veneta
럭셔리 카의 실내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패디드 카세트 백

9월 18일 론칭하는 아디르의 펄 컬렉션 중 에센셜 라인은

보테가 베네타 고유의 가죽 꼬임 방식인 인트레치아토 기법에

진주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며 섬세한 세공이 돋보인다.

하이 프리퀀시 기술을 더해 패딩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백.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2백98만5천원

두 줄 비드(8.0mm, 42cm) • 9백50만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의정부, 하남, 광주

한 줄 롱 비드(8.0mm, 120cm) • 1천2백60만원

문의 02-534-7088

분더샵 청담, 강남, 대구
문의 02-3479-6120

15

Yunjac
인텐시브 리커버링 3주 프로그램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함유해 예민한 피부에 사용 가능한
집중 스킨케어 제품이다. 3주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큰 변화를 겪은 피부에도 문제없다.
7ml×6, 21만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문의 02-310-1414

Moleskine by Menʼs Library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스마트 라이팅 세트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전용 스마트 펜인 펜+는 마치 노트처럼 디자인한 페이퍼 태블릿 노트북에
메모하면 즉각적으로 디지털로 전환되어 몰스킨 노트 앱에 저장되는
스마트한 제품이다. 필기하면서 목소리까지 동시에 녹음할 수 있다.

웨스턴 스타일의 벨 45 앵클 부티

25만7천4백원

슬림한 실루엣과 페이턴트 소재가 돋보이는

강남

앵클부츠로 신었을 때 각선미를 살려준다.

문의 02-3479-6121

데일리 슈즈로도 안성맞춤이다.
1백만원대
본점, 강남
문의 02-310-1367

16

17
27

BRAND STORY

Hermès

THE ART OF SILK
스타일을 완성하는 액세서리를 넘어 최고의 소재와 장인 정신이 깃든
예술품,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의 세계.

90cm의 예술,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
목과 어깨를 감싼 부드러운 에르메스의 실크 스카프는 ‘에르
메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아이템이다. 그도 그럴 것
이 활용도가 뛰어나고 스카프에 새긴 패턴마다 스토리를 담아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몸에 두르는
것을 넘어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를 수집하고, 액자에 넣어 하
나의 오브제로 즐기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
에서다.
에르메스의 역사와 함께해온 스카프는 1937년에 의도치 않게
탄생했다. 당시 군인들이 지령이나 지도를 프린트해 사용하
던 손수건을 여성복 라인에 적용해 선보인 것인데, 당시 실크
기술자가 많았던 프랑스 리옹에서 여성을 위해 탄생한 90cm
정사각형 실크 스카프 ‘까레Carré(프랑스어로 정사각형)’가
바로 에르메스 스카프의 시초다. 까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90cm의 기본형부터 45·70·140cm 등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
하는 에르메스 스카프는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9백여 개가 넘는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그만큼 실크
에 대한 브랜드의 집념은 실로 대단한데, 90cm 정사각형 실
크 스카프 하나를 만들기 위해 3백 개의 누에고치를 사용하고,
실크 스카프의 색상 도표에는 무려 7만5천 개의 색상 차트가
이용된다. 매 시즌 다양한 아티스트 및 일러스트레이터와 협
업하는 것은 물론, 실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실크 전문 컬
러리스트와 작업하며 최상의 퀄리티를 이끌어낸다. 에르메스
의 스카프는 모두 프랑스의 실크 중심지인 리옹에서 제작하
고, 컬러 배합과 인쇄를 위해 약 50회의 테스트를 거친다. 모
든 공정과 품질 검사는 리옹을 떠나기 전, 장인 40여 명의 손
길을 거쳐 에르메스의 오렌지 박스에 담긴다.

2019 F/W 실크 컬렉션
2019 F/W 에르메스 실크 컬렉션은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프린트로 눈을 즐겁게 한다. 다양한 디저트가 가득 담
긴 ‘라 파티세리 프랑세즈’ 스카프는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

아침에 거울을 볼 필요도 없이 에르메스

디자이너인 피에르 마리가 디자인했으며, 이는 19세기 포부

스카프를 목에 두른 후, 하루 종일 그대로 두고

르 생토노레 거리에 문을 연 베이커리의 수석 파티시에인 줄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독창적인 멋을 풍긴다.

쿠페에게 바치는 헌사의 의미로 제작했다. 또 위고 그릭카가
1957년에 디자인한 ‘브라이드 드 갈라’ 스카프를 재해석한 제
품도 눈에 띈다.

다이아나 브릴랜드(전 미국 〈Vogue〉 편집장)

editor Kwon Youjin

THE FINEST EDGE

creative director Oh Jungeun editor Kwon Youjin photographer Kim Yeongjun stylist Lee Yoonkyung

코트 • 6백63만원
모자 • 95만원 • TOM FORD
이어링 • 9백50만원 • VHERNIER

by BOONTHESHOP
LEFT
블라우스 • 2백만원대
스커트 • 4백만원대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코트 • 6백63만원 / 백 • 3백94만원

TOM FORD
이어링 • 9백50만원

VHERNIER by BOONTHESHOP
LEFT
셔츠 • 1백10만원 / 스커트
2백60만원 / 벨트 • 1백50만원
슈즈 • 1백37만원
이어링 • 54만원 • DIOR

페이크 퍼 재킷 • 1백59만원
팬츠 • 1백9만원

STELLA McCARTNEY
터틀넥 • 70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슈즈 • 47만원 • COACH
RIGHT
점퍼 • 3백79만원 / 톱 • 95만원
팬츠 • 1백19만원 • ALEXANDERWANG
슈즈 • 1백29만원 • JIMMY CHOO
브레이슬릿 • 3백39만원

CHROME HEARTS

점퍼 • 7백5만원 / 팬츠 • 1백9만원

LOUIS VUITTON
LEFT
재킷 • 1백85만원 / 셔츠 • 83만원
팬츠 • 1백9만원 • DRIES VAN NOTEN
슈즈 • 1백29만원 • JIMMY CHOO
이어링 • 71만원 • CHROME HEARTS

재킷 • 2백35만원 / 터틀넥 • 95만원
팬츠 • 93만원 • ALTUZARRA

by BOONTHESHOP
LEFT
원피스 • 9백만원대 / 스커트 • 7백만원대
스니커즈 • 1백만원대 • CHANEL
이어링 • 3천4백66만원 / 더블 링
2천7백59만원 • FRED

재킷 • 3백3만원 / 셔츠 • 2백9만원
팬츠 • 1백79만원 • GABRIELA HEARST

by BOONTHESHOP
이어링 • 1천3백만원 • MATTIA CIELO
by BOONTHESHOP
링 • (위부터) 8백70만원, 8백만원

BUCCELLATI by BOONTHESHOP
LEFT
터틀넥 • 70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링 • 5백만원 / 이어링 • 8백만원

MATTIA CIELO by BOONTHESHOP

재킷 • 1백87만원
스커트 • 85만원 • ROLAND MOURET

by BOONTHESHOP
슈즈 • 1백34만원 • ROGER VIVIER
RIGHT
케이프 • 7백48만원 / 터틀넥 • 68만원
레깅스 • 8만원대 • MAXMARA
부츠 • 1백78만원 • JIMMY CHOO
이어링 • 3백89만원 • HERMÈS

재킷 • 3백34만5천원
팬츠 • 1백26만원 • GIVENCHY
이어링 • 1백만원대 / 링(검지) • 2백만원대
링(중지) • 2백만원대 • BVLGARI
슈즈 • 1백54만원 • VALENTINO GARAVANI
LEFT
원피스 • 7백57만원 • HERMÈS
네크리스 • 1천8백30만원

VHERNIER by BOONTHESHOP

hair Kim Junghan
makeup Park Heyryung
model Marland Backus
set styling Darak

TREND

1
8

FENDI 2019 F/W

BEYOND
the EARTH

2

3

9

4

10

5

11

6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브라운 컬러. 자칫 답답한 느낌을
7

줄 수 있기에 옅은 베이지부터 캐멀, 버건디, 다크 브라운까지
다채로운 톤을 활용한 톤온톤 스타일링을 추천한다. 골드 주얼리나
블랙 레더로 마무리하면 완벽하다.
1 FOUNDRAE by BOONTHESHOP • (왼쪽부터) 7백80만원, 4백25만원
2 FENDI • 5백85만원 3 FENDI • 92만원 4 FENDI • 2백89만원
5 VHERNIER by BOONTHESHOP • 9백50만원 6 BOTTEGA VENETA • 1백49만원
7 GIVENCHY • 2백48만원 8 BURBERRY • 3백69만원 9 SONIA RYKIEL
by BOONTHESHOP • 88만원 10 BOONTHESHOP Collection • 1백만원대
11 HERMÈS • 1백20만원대 12 GIANVITO ROSSI by BOONTHESHOP • 1백46만원

12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Kim Myungsung, Hyun Kyungjun, Jeong Joseph stylist Kim Nuri, Roh Kyungeon

TREND

LEGENDARY
CHECK

1

GIVENCHY 2019 F/W

2

7

3

8

9

10

4

11

5

6

클래식한 체크는 패턴 스타일링을 시도하기 좋다. 특히 그레이 톤
체크를 선택하면 담백하면서도 매니시한 멋을 자아낼 수 있다.
익숙한 패턴이므로 지루하지 않게 스타일링하는 것이 관건이다.
날렵한 선글라스나 부츠, 볼드한 액세서리를 더해볼 것.
1 GENTLE MONSTER • 21만5천원 2 TOM FORD • 4백67만원
3 PROENZA SCHOULER • 1백37만원 4 TOM FORD • 1백57만원
5 HERMÈS • 1백13만원 6 STUDIO TOMBOY • 35만9천원
7 GIVENCHY • 5백60만원 8 ROLEX • 7천만원대 9 LOUIS VUITTON • 3백만원대
10 MAXMARA • 2백28만원 11 ALEXANDER McQUEEN
by BOONTHESHOP • 1백9만원 12 BOTTEGA VENETA • 3백4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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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1

BLACK
RHAPSODY
DIOR 2019 F/W

6

2

7

3
4

8

9
5

10

블랙 컬러는 특별한 액세서리 없이 다양한 소재의 변주로 강렬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대담한 블랙 컬러에 레이스나 가죽, 벨벳 같은
섬세한 소재로 디테일을 살리고 실크나 가죽으로 도회적인 무드를
극대화한다. 시폰이나 레이스는 관능적인 매력을 표현할 수 있다.
1 SIMONE ROCHA by BOONTHESHOP • 4백85만원 2 JOHN HARDY • 1백49만원
3 PRADA • 1백61만원 4 BOTTEGA VENETA • 5백37만원 5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 4백만원대 6 TOM FORD • 3백88만원
7 AUDEMARS PIGUET • 6천7백10만원대 8 GIORGIO ARMANI BEAUTY • 루즈 아르마니 마뜨
4g, 4만5천원

9 FENDI • 5백85만원 10 BOTTEGA VENETA • 2백99만원
11 AQUAZZURA by MY BOON • 1백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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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SSUE

신세계백화점 강남 저스트 앵 끌루 팝업 부티크

MUSIC & STAGE
단순한 못을 아름다운 주얼리로 재해석한 까르띠에의 대범함은 9월 18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에서 만날 수 있다.

강렬한 개성과 자유로운 에너지를 담다

고 있으며, 다른 이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개성

평범한 ‘못’ 모티프를 재해석해 독특한 아름다움

을 추구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아이코닉한 주얼리

을 표현한 까르띠에의 아이코닉 주얼리 컬렉션,

로 자리 잡았다. 2012년 오리지널 모델과 더불어

저스트 앵 끌루. 주얼리 테마로는 상상하기 어려

2015년에 더블 투어 모델과 커프 브레이슬릿을,

운 이 대범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은 1971년, ‘네

2017년에는 오버사이즈 브레이슬릿과 토크 네크

일 브레이슬릿’이라는 이름으로 디자이너 알도 치

리스를 라인업에 추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기존

풀로Aldo Cipullo에 의해 처음 탄생했다. “내가 가

모델보다 얇은 두께로 섬세함을 자랑하는 신제품

진 집 두 채 중에서 두 번째 집은 철물점이다”라고

을 선보이며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처

우스갯소리를 하던 알도 치풀로는 당시 못, 너트,

럼 평범한 못을 하나의 아트 피스로, 나아가 자신

나사 등의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은 주얼리 컬렉션

만의 테이스트를 표현하는 심벌로 탈바꿈시킨 저

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컬렉션은 1970년

스트 앵 끌루가 올해, 신세계백화점 강남 팝업 부

대 미국의 유명 클럽이었던 스튜디오 54를 상징

티크를 기념해 국내 최초이자, 신세계백화점 강남

하는 자유와 축제의 시대를 반영한 것으로, 유행

고객만을 위해 블랙 세라믹으로 제작한 브레이슬

을 초월한 멋과 모던함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릿을 선보인다. ‘뮤직 & 스테이지’를 콘셉트로 한

포함한 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 후

이번 팝업 부티크에서는 저스트 앵 끌루 컬렉션의

2012년에 이르러 과거의 아이콘을 현대적으로 재

대담한 에너지를 음악과 화려한 무대 요소로 표현

해석한 오리지널 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이 까

해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 각각의 쇼케이

르띠에의 쇼윈도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스에 디스플레이한 턴테이블과 골드 터널, LED 패

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

널은 저스트 앵 끌루의 리드미컬한 곡선을 연상시

CARTIER

저스트 앵 끌루
브레이슬릿 블랙
세라믹 • 2천4백90만원

CARTIER

라지 모델 • 1억9백만원

까르띠에 저스트 앵 끌루 팝업 부티크

키며 강렬한 개성을 드러낸다. 더불어 저스트 앵

까르띠에를 상징하는 대표 주얼리인 저스트 앵 끌

끌루 브레이슬릿과 믹스 매치할 수 있는 러브 브

루 브레이슬릿은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못 모티프

레이슬릿, 클래쉬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등을

로 브랜드의 독보적인 개성과 자유로운 에너지를

함께 선보여 다양한 레이어링 스타일 또한 연출할

일정 9월 18일(수)~29일(일)

엿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단순하지만 뚜렷한 존

수 있다. 익스클루시브 블랙 세라믹 저스트 앵 끌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 더 스테이지

재감으로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큰 인기를 끌

루는 전 세계 10개 한정으로 출시된다.

editor Kwon
52 Youjin

CARTIER POP-UP STORE
행사 까르띠에 아이코닉 주얼리 컬렉션 팝업 부티크

BOONTHESHOP COLLECTION
FALL · WINTER 2019
독일 회화의 서정적인 컬러와 바우하우스의 간결한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2019 F/W 분더샵 컬렉션.

creative director Oh Jungeun editor Kwon Youjin photographer Kim Yeongjun stylist Lee Yoonkyung

시어링 아우터 • 5백만원대 / 니트 • 80만원대
셔츠 • 80만원대 / 팬츠 • 90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RIGHT
시어링 아우터 • 3백만원대 / 니트 • 80만원대
셔츠 • 80만원대 / 팬츠 • 90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밍크 아우터 • 2천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RIGHT
셔츠 • 70만원대 / 재킷 • 1백90만원대
스커트 • 1백90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재킷 • 1백70만원대 / 니트 • 80만원대
셔츠 • 70만원대 / 팬츠 • 90만원대

BOONTHESHOP Collection
LEFT
재킷 • 1백70만원대 / 니트 • 80만원대
가죽 셔츠 • 2백60만원

BOONTHESHOP Collection

JEWELRY

All that
GLITTERS
눈부시게 화려하거나 수놓은 듯 섬세하다.
우아한 황금빛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는 골드 주얼리 셀렉션.

MATTIA CIELO
이탈리아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섬세한 레이저 절단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목선을 따라 흐르는 곡선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자아낸다.
1천9백50만원

BUCCELLATI
밀라노를 기반으로 한 부첼라티는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을 추구한다. 글래머러스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을 동시에 표현한 링과 브레이슬릿.
(왼쪽부터) 1천만원, 5천3백만원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60

VHERNIER
장인들이 섬세하게 수작업한 꼬임 디자인의 클립형 이어링.
9백50만원

VHERNIER
회오리 바람을 연상시키는
구조적인 디자인의 링.
(왼쪽부터) 1천6백만원, 7백50만원

VHERNIER
현대미술에서 영감받은
입체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팝 체인 네크리스는 체인 크기를 달리해
리드미컬한 느낌을 가미했다.
1천8백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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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ELRY

CAROLINA BUCCI
심플한 후프 이어링은
골드 텍스처를 살려 유니크하다.
4백10만원

FERNANDO JORGE

CAROLINA BUCCI

브라질 브랜드로 편안한 감성을

스타일에 화려함을 더해줄 스카프 형태의 네크리스와

표현한 것이 특징. 반지 하나만으로

볼드한 브레이슬릿.

포인트를 주기에 충분하다.

(위부터) 3천5백만원, 1천2백97만원

3백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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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R
유려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링과 다이아몬드 패싯 패턴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롱 네크리스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왼쪽부터) 5백60만원, 6백40만원

JOHN HARDY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롭 이어링은
우아한 느낌을 준다.
2백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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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ELRY

Gold
FOR EVERYDAY
문학과 여행, 조각품, 빈티지 주얼리 등에서 영감을 받은 컨템퍼러리 주얼리를 소개한다.
디자이너의 감성을 오롯이 담아 유니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ALIGHIERI
75만원

(왼쪽부터)

ALIGHIERI
51만원, 41만원, 39만원

ALIGHIERI
37만원

MOUNSER
59만원

ALIGHIERI 2019 F/W

TOMWOOD
37만원

남다른 취향을 대변해줄 주얼리
분더샵이 엄선한 디자이너 브랜드 주얼리는
제각기 다른 감성과 스토리를 지녀 더욱 특별하다.
브랜드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 알리기에리는
ALIGHIERI

단테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무작위로 찍어낸

49만원

듯 비전형적인 펜던트가 특징.
모던한 조각물에 애정을 지닌 문저는 비대칭과
비율 등 조각적 요소를 모던하게 표현한 주얼리를
선보인다. 톰우드는 노르웨이 라이프스타일

MOUNSER
39만원

브랜드답게 세대를 관통하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모두 분더샵 청담에서 만날 수 있다.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WATCH

REFINED LUXE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섬세한 디자인과 정교한 워치메이킹 기술력이 만났다.
손목 위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품격, 여성 주얼리 워치.

CARTIER
루이 까르띠에는 1912년 욕조에서 영감을 받은 ‘베누
아 워치’를 탄생시켰고 클래식한 매력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새롭게 변형한 베누아 알롱제 워치를
완성해 다시 한번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까르띠
에는 오버사이즈로 제작한 베누아 알롱제 워치에 다
이아몬드를 덧입혀 존재감을 드러낸다. 손목을 감싸는
관능적인 타원형 케이스에 슬림한 스트랩을 매치해 세
련된 실루엣을 완성한다.

BREGUET
베누아 알롱제 주얼리 미디엄 워치 • 5천만원

기술적인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갖춘 시계를 선정하는

베누아 알롱제 주얼리 엑스트라 라지 워치

그랑프리 드 르홀로제리Grand Prix de I’Horlogerie에

1억9천6백만원 • CARTIER

서 여성 시계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브레게 레인 드 네

레인 드 네이플 • 7천3백만원대

BREGUET

이플. 하이엔드 워치의 가치를 아는 여성들에게 오랫
동안 사랑받고 있는 모델로 그중 ‘레인 드 네이플 8918’
모델은 가히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브레게 고유의 아
이콘인 에그 셰이프 케이스와 6시 방향에 위치한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보는 순간 매료된다.

ROLEX
이름만으로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스위스 워치 시장의
절대적인 존재,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저스
트 워치’는 소장 가치가 높은 스테디셀러 워치다. 그중
나비 패턴을 더한 다이얼의 데이저스트 31은 여성스러
우면서도 클래식하다. 베젤에 세팅한 총 2백62개의 다
이아몬드는 골드 케이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CHAUMET
물방울 모양을 연상케 하는 ‘조세핀 컬렉션 롱드 드 뉘
워치’는 고전적인 하이 주얼리 워치의 볼륨감과 기하
학적인 매력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이다. 안정적인 소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저스트 31 • 6천만원대

ROLEX

용돌이 모양을 총 4.42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로 세
팅해 둥글게 감싸는 움직임을 표현했다.

editor Kwon Youjin

조세핀 컬렉션 롱드 드 뉘 워치 • 8천만원대

CHAUMET

BVLGARI
불가리의 헤리티지의 근원인 로마. 그중 세계
적인 문화 유적지인 카라칼라 욕장의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부채꼴 모티프의 ‘디바스
드림 워치’는 고혹적인 매력을 담고 있다. 과감
한 곡선과 선명한 컬러의 젬스톤, 골드, 다이아
몬드까지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로즈 골드로 완
성한 30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
한 다이얼, 핑크 카보숑 컷 루벨라이트 크라운,
블랙 새틴 스트랩의 조화가 여성미를 강조한다.
디바스 드림 워치
3천5백만원대

BVLGARI

VAN CLEEF & ARPELS
데즐링 랑데부
문 워치

장식적인 매력과 아름다움, 브랜드의 가치까지

6천만원대

갖춘 주얼리 워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클리프

JAEGERLECOULTRE

아펠이 좋은 해답이다. 그중에서도 행운과 부를
상징하는 알함브라 참이 케이스 주위를 360도
회전하는 ‘참 워치’는 브랜드의 시그너처 디자인

JAEGER-LECOULTRE

으로 심플하고 클래식하다. 매끈하게 피니싱한
케이스 주변으로 2줄의 다이아몬드를 배치해 더

1833년 창립자 앙투안 르쿨트르로부터 이어져
온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며 파인 워치메이

참 워치

킹의 전통을 잇는 예거 르쿨트르 워치 컬렉션

VAN CLEEF &
ARPELS

중 여성 워치는 기술과 정확성, 아름다움을 모

욱 정교하게 완성했다. 부티크를 방문하지 않아

2천4백60만원

도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
안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이는 ‘데즐링 랑데부 문 워치’는 미
드나잇 블루 어벤추린, 머더오브펄, 다이아몬드
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 디자인이다. 다이얼 안
쪽으로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가장 바깥쪽에 1백8개의 볼드한 다이아몬드를
빈틈없이 배치하는 새로운 방식의 프롱 세팅 기

PIAGET

법을 시도했다. 특히 베젤 바깥쪽에 세팅한 다
이아몬드의 볼륨감을 극대화해 여성 워치의 화

정교한 세공으로 주얼리 워치의 예술적 가치를

려한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러그와

재평가하게 한 피아제를 대표하는 ‘트래디션 컬

크라운 부분, 6시 방향 창에 위치한 문페이즈까

렉션 워치’. 지난 60여 년간 디자인에 변화가 거

지도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완벽한 피니싱을 선

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나 소장 가치가

보인다. 랑데부 컬렉션의 상징적인 플라워 모티

높다. 총 3백 개가 넘는 골드 피스로 제작하는

프 핸즈 및 숫자가 화려함 속에서 지적인 매력

브레이슬릿은 대부분 수공으로 정교하게 조립

을 드러낸다. 여성 워치의 이상적인 사이즈인

하는 과정을 거친다. 두께가 2.1mm에 불과한

36mm 케이스에 오토매틱 무브먼트 898B/1

430P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해 워치

칼리버를 장착했다.

메이커로서의 기술력 또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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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디션 컬렉션 워치
9천만원대

PIAGET

WATCH

THE MASTERY
OF TIME
시계 마니아를 매료시킬 뛰어난 기능성과 하이엔드 워치 하우스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은,
지적이고 강인한 남성을 위한 워치 셀렉션.

JAEGER-LECOULTRE
예거 르쿨트르의 뛰어난 시계 제작 노하우를 순
수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마스터 울트라 씬 퍼
페추얼 캘린더 핑크 골드 워치’는 컴플리케이션
워치 애호가라면 꿈꿔볼 만한 라인업이다. 두께
가 9.2mm에 불과한 슬림한 케이스에 장착한
마스터 울트라 씬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는 연도, 월, 요일, 날

퍼페추얼 캘린더

짜를 표시한다. 2100년까지 추가적인 세팅이

4천만원대

필요하지 않은 퍼페추얼 캘린더 메커니즘을 장

JAEGERLECOULTRE

착했다.

IWC
IWC 샤프하우젠의 아이코닉한 타임피스인 포
르투기저 컬렉션 중 ‘포르투기저 항력 투르비
옹 150주년 에디션’은 기계식 시계의 하이라이
트라 할 수 있는 항력 투르비용을 탑재했다. 극
애뉴얼 캘린더 5396R-011 • 6천9백90만원

PATEK PHILIPPE

PATEK PHILIPPE

소수의 숙련된 워치메이커만이 구현할 수 있는

포르투기저

기술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15피스만 한정 생산

항력 투르비옹
150주년 에디션

되었으며, 이 중 1피스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

3억2천만원

IWC

IWC 샤프하우젠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스위스 시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이
자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자존심, 파텍 필립. 브
랜드의 베스트셀러이자 성공적인 역사를 쓴 ‘애
월로 넘어갈 때 케이스 밴드에 있는 코렉터를

VACHERON
CONSTANTIN

작동시켜 단 몇 초 만에 요일을 수정하는 독보

바쉐론 콘스탄틴의 초박형 시계를 대표하는 패

적인 특허 기술을 담은 특별한 시계다. 파텍 필

트리모니 컬렉션은 1950년대 디자인에서 영

립의 애뉴얼 캘린더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탄

감을 받았으며, 6.8mm의 매우 얇은 케이스와

생한 5396R-011 모델은 6시 방향에 데이트 창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심플한 디자인이 미니

뉴얼 캘린더 워치’는 1년에 단 한 번, 2월에서 3

과 문페이즈, 오전·오후를 구분하는 24시간 인

패트리모니 매뉴얼

멀리즘의 미학을 구현한다. 매뉴얼 와인딩 칼

디케이터가 자리한 것이 특징. 38mm 로즈 골

와인딩 블루 다이얼

리버 1400을 탑재했으며, 무브먼트의 두께가

드 케이스와 실버 오팔린 다이얼, 브라운 컬러
의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의 조화가 멋스럽다.

2천4백만원대

VACHERON
CONSTANTIN

editor Kwon Youjin

2.6mm에 불과하지만 98개의 부품을 정교하게
조립해 탁월한 기능성을 자랑한다.

BLANCPAIN

ROGER DUBUIS

시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워치 브랜드인 블랑

대범하면서 파격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늘

팡. 오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잃지 않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로저 드뷔는 시계 분야

는 블랑팡은 하이엔드 워치를 논할 때 빼놓을

의 혁신가로 대변될 정도로 다양한 기술적 시도

수 없다. 블랑팡의 본류인 마을 이름이자 대표

를 멈추지 않는다. 스위스 고급 시계 박람회인

컬렉션인 빌레레는 절제된 우아함과 고전미, 완

2019 SIHH에 소개된 노벨티 워치인 ‘엑스칼리

벽한 기계식 무브먼트를 갖춘 클래식 워치의 표

버 42 오토매틱 스켈레톤 워치’는 로저 드뷔의

본이다. 블랑팡 설립 2백75주년을 기념해 첫선

상징인 구조적이고 현대적인 아스트랄 스켈레

을 보인 ‘뉴 빌레레’ 컬렉션은 클래식한 빌레레

톤과 마이크로 로터의 설계로 3D 효과를 구현

를 재해석한 모델로, 기존의 40mm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다이얼 디자
인이 우아하다.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정
한 시간대 외에 시간을 세팅할 경우 과부하 때

해 강렬함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42mm
엑스칼리버 42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오토매틱 스켈레톤
7천8백만원대

시·분 핸즈는 18K 화이트 골드로 제작했다. 60

ROGER DUBUIS

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에 무브먼트 손상으로 이어지는 컴플리트 캘
린더의 취약점을 해결한 언더러그 코렉터를 러
그 아래 배치해 특정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을 조
정할 수 있다. 언더러그 코렉터는 블랑팡이 특
허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다. 더불어 브랜

AUDEMARS PIGUET

드의 상징인 오묘한 표정의 문페이즈와 세컨드

시계 마니아라면 한 번쯤 구매를 고려해봤을,

핸즈 기능을 갖췄다.

오데마 피게를 상징하는 로열 오크. 시계 베젤
에 최초로 도입한 옥타곤 형태 케이스와 어떠한
충격에도 분해되지 않는 8개의 스크루가 상징
적인, 브랜드를 대표하는 워치다. 이를 변형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컬렉션은
기존 클래식 로열 오크의 아이코닉 디자인을 한
층 스포티하게 재해석해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
를 새롭게 정의한다. 크로노그래프를 지원하는
오토매틱 3126/ 3840을 적용했으며, 100m 방
수와 5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 또한 겸비했다.
오이스터 퍼페츄얼 데이-데이트 40 에버로즈 골드
4천만원대 • ROLEX

ROLEX
세계 최초의 방수 손목시계인 오이스터 퍼페츄
얼 컬렉션은 데이저스트, 데이-데이트, 서브마
리너, 요트마스터 등 다채로운 라인을 선보이
며 롤렉스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세계
최초로 날짜와 함께 요일을 약자가 아닌 완전한
단어로 표시한 ‘데이-데이트’는 데이저스트와
함께 가장 클래식하면서 품격 있는 워치 컬렉션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 5천만원대

BLANCPAIN

으로 손꼽힌다. 이번 시즌엔 중후한 느낌을 자
아내는 초콜릿 컬러의 다이얼로 변주를 준 18K
에버로즈 골드 데이-데이트 워치를 눈여겨볼
것. 깊고 풍부한 컬러 조합이 데이-데이트의 우
아함을 더욱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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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 9천3백60만원대

AUDEMARS PIGUET

BEAUTY

AUTUMN GOLD
올가을, 고혹적인 룩을 완성해줄 골드 뷰티 아이템.

BEAUTY CARE
9월 2일(월)~15일(일)
표기된 제품은 SSG.COM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본 행사와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2
1

4

5

6
8
7

9

10

1 YSL BEAUTY • 루쥬 쀠르 꾸뛰르 72 루쥬 바이닐 • 3.8g, 4만4천원대 2 TOM FORD BEAUTY • 아이 컬러 쿼드 서스피션 • 6g, 11만원
3 CHANEL • 르 베르니 532 까노띠에 • 13ml, 3만5천원 4 BIOLOGIQUE RECHERCHE by LA PERVA • 프로텍션 유브이 • 50ml, 30만원 5 VIDIVICI • 샴페인 도르 컬렉션
6 STILA by CHICOR • 란제리 수플레 스킨 퍼펙팅 컬러 SHAPE 2.0 • 30ml, 5만6천원
8 GUERLAIN • 페이스 하이라이팅 파우더 • 6g, 6만8천원
7 HOURGLASS • 일루션 스킨 틴트 골든 • 30ml, 7만2천원
10 HOURGLASS • 앰비언트 팔레트 • 3.3g×3ea, 8만5천원
9 VIDIVICI • 틴트 포 아이즈 러스티&코퍼 • 7g+4g, 3만9천원

실루엣 리퀴드 아이라이너 미드나잇 댄스 • 1.7ml, 2만5천원

editor Song Yujung photographer Kim Myungsung

©Melissa Masinter / Getty Images

BEAUTY

Woody Incense
마른 나무에서 퍼져나오는 묵직한 향부터 부드럽게 감싸는 관능적인 향까지,
다양한 매력을 품은 우디 계열 향수 리스트.
향수는 향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플로럴, 시트러스, 우디, 오리엔탈 등 크게 일곱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나무를 베
이스로 한 우디 향수는 차분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전해 가을에 특히 인기가 높다. 대표적으로 샌들우드, 삼나무, 베티베르,
파촐리 향 등이 우디 계열에 속한다. 베티베르는 인도가 원산지인 풀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오일로,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향
이 특징이다.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샌들우드는 나무의 몸통과 뿌리를 빻아서 증류하는 방식으로 오일을 만들며, 유혹적인
향을 지녀 향수 원료로 주로 쓰인다. 허브의 한 종류인 시더우드는 상쾌하고 그윽한 나무 향으로 신경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
시더우드를 활용한 대표적인 향수로는 분더샵 퍼퓸의 버베니트를 꼽을 수 있는데, 청량한 첫 향을 지나 잔잔하게 남는 흙 내음
이 신선한 자극과 안정감을 준다. 이처럼 같은 우디 계열이라 해도 어떤 나무를 베이스로 제조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향을 자아내는 것. 나무 특유의 씁쓸하고 묵직한 냄새를 일반적인 우디 향으로 떠올렸다면, 올가을엔 신세계백화점에서 제안
하는 향수로 색다른 우디 노트의 매력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

1

2

3

4

5

1 BOONTHESHOP PERFUME by LA PERVA • 신선한 허브가 가득한 숲길을 걷는 듯 상쾌한 향과 묵직한 흙 내음이 어우러진 버베니트 • 100ml, 24만
8천원 2 MEMO by LA PERVA • 은은한 장미 향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는 고급스러운 가죽 향이 인상적인 프렌치 레더 • 75ml, 31만원
3 BVLGARI PARFUMS • 신비한 플로럴 향과 블랙 머스크, 우디의 조화가 매력적인 골데아 더 로만 나이트 • 75ml, 16만5천원 4 CHOPARD • 크리미한 샌들
우드와 매혹적인 로즈가 어우러져 관능적인 향을 풍기는 자스민 모골 • 100ml, 39만5천원 5 KILIAN by LA PERVA • 1907년 클림트의 작품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깊이 있고 육감적인 향의 우먼 인 골드 • 50ml, 34만원대

editor Song Yujung

BEAUTY

피부에 광채를
부여하는 광물 테라피
피부 톤과 탄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골드부터 피부에 광채를 더해줄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까지, 진귀한 보석 성분을 담은 뷰티 케어 리스트.

PLATINUM

자연에서 얻은 프리미엄 성분,
광물을 함유한 스킨케어 라인

가장 진귀한 소재로 손꼽히는 순수 플래티넘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연산 무기물
질인 광물 소재를 활용한 뷰티 제품
이 주목받고 있다. 골드, 다이아몬
드, 플래티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된
미네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
부의 전자기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눈가 부기, 다크서클 완화 효과

피부 본연의 디톡스 과정 강화

탄탄하고 생기 있는 피부 재생

역할을 하기 때문. 보석 성분이 지

진귀한 퓨어 플래티넘 성분이 피부 균

영양, 디톡스, 면역 강화 등을 하나의

독점 성분인 플래티넘 펩타이드와 익

닌 강인한 에너지는 피부 탄력을 끌

형을 맞춰 즉각적인 탄력과 보습 효과

포뮬러에 담아 한 방울만으로도 밤사

스클루시브 쎌루라 콤플렉스가 피부

를 선사하는 아이 크림.

이 즉각적인 피부 회복을 돕는다.

에 활력을 부여해 잔주름을 개선한다.

LA PRAIRIE • 쎌루라 아이 크림

LA PRAIRIE • 플래티늄 레어 쎌루라

LA PRAIRIE • 플래티늄 레어 쎌루라

플래티늄 래어 • 20ml, 58만6천원

나이트 엘릭시어 • 20ml, 1백56만6천원

라이프-로션 • 115ml, 82만6천원

어올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탁월
한 효과를 발휘한다. 시간을 거스르
는 탄탄한 피붓결을 꿈꾼다면 광물
성분 스킨케어 제품에 주목할 것.

editor Song Yujung photographer Kim Myungsung

GOLD & DIAMOND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에너자이징 효과를 주는 골드 & 다이아몬드 뷰티 아이템

알레르기 반응 예방

피부 자생력을 높여주는 세럼

순금 성분의 강력한 치유력

독소 제거 기능 아이 세럼

가벼운 젤 타입의 데이 크림으로, 건

정제된 24K 골드, 제네상스 퍼먼트 발

순금을 나노 입자화한 후, 천연 단백

24K 골드와 토마토 줄기세포가 눈가

조한 피부에 적합하며 각종 알레르기

효 성분 등이 늘어진 모공을 잡아주고

질로 캡슐화해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

에 쌓인 독소와 주름을 없애주는 롤러

반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크림.

볼 애플리케이터 탑재 아이 세럼.

EISENBERG by LA PERVA • 엑셀런스

LA MER • 제네상스 세럼 • 30ml

CHANTECAILLE • 나노 골드

CHANTECAILLE • 나노 골드

에너지 골드 데이 크림 • 50ml, 46만6천원

78만원대

에너자이징 크림 • 50ml, 70만원

에너자이징 아이 세럼 • 15ml, 37만원

잡티 케어 브라이트닝 세럼

모공을 채우는 골드빛 포뮬러

피부 정화를 돕는 미네랄 성분

피지 관리를 돕는 골드 마스크

콜로이드 젤에 녹아든 퓨어 골드 성분

골드 펄을 담은 투명한 젤 포뮬러가

골드, 마그네슘 등 다채로운 미네랄

순금을 함유해 피부에 광채를 더하고,

이 주름, 잡티 등을 집중 관리하는 브

모공을 채워주고 전체적인 피붓결을

성분을 머금은 산뜻한 워터 타입 토너

블랙헤드와 피지 관리까지 한 번에 해

라이트닝 기능의 골드 세럼.

매끄럽고 화사하게 가꿔준다.

로, 피부를 정화시켜 톤을 밝혀준다.

결하는 워시오프 마스크 팩.

LA PRAIRIE 쎌루라 레디언스

YSL BEAUTY 뚜쉬 에끌라 블러

BULY 1803 불리 1803 트루

AHAVA by CHICOR • 24K 골드 머드

컨센트레이트 퓨어 골드 • 30ml

프라이머 • 30ml, 6만9천원대

아이오나이즈드 • 200ml, 5만9천원

마스크 • 50ml, 9만7천원

•

•

•

90만7천원

리주버네이팅 효과의 세럼

주름 예방 탄력 강화 크림

모공 정화 기능의 마스크

빛나는 광채와 수분 공급

천연 마그네틱 성분의 강력한 리주버

식물성 보톡스 성분을 함유해 늘어진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추출물이 모

미네랄라이즈 차지드 워터와 다이아

네이팅 효과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고 주름 생성

공을 즉각적으로 정화시켜 밝은 피부

몬드 파우더가 결합해 피부에 에너지

는 피부를 연출하는 나이트 세럼.

을 방지하는 브이라인 크림.

안색을 되찾아주는 페이셜 마스크.

와 활기를 부여하는 미스트.

NATURA BISSÉ by LA PERVA

•

VIDIVICI 퍼펙트 핏 페이스 스컬프팅

ESTĒE LAUDER 리-뉴트리브

M·A·C • 미네랄라이즈 차지드 워터 –

다이아몬드 라이프 인퓨전 • 25ml, 82만원

크림 • 50ml, 7만5천원

얼티미트 블랙 다이아몬드 마스크

리바이탈 라이징 에너지

50ml, 49만원대

100ml, 3만8천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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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Classic

DELLA LANA
최고급 소재와 패턴으로 모던 클래식 컬렉션을 선보이는 여성 브랜드, 델라라나.

캐시미어 케이프 • 1백68만원
캐시미어 터틀넥 • 49만8천원

DELLA LANA
LEFT
캐시미어 케이프 • 1백68만원
캐시미어 터틀넥 • 49만8천원
캐시미어 니트 팬츠 • 59만8천원

DELLA LANA

더블 재킷 • 85만8천원
화이트 셔츠 • 29만8천원
롱 스트레이트 팬츠
53만8천원

DELLA LANA
LEFT
캐시미어 코트 • 1백78만원
체크 셔츠 • 53만8천원
벨티드 팬츠 • 59만8천원

DELLA LANA

트렌치코트 • 1백38만원
블라우스 • 53만8천원
카디건 • 89만8천원
팬츠 • 55만8천원

DELLA LANA
RIGHT
크롭트 재킷 • 89만9천원
블라우스 • 45만8천원
스커트 • 59만8천원

DELLA LANA

코듀로이 슈트 재킷 • 69만8천원
코듀로이 슈트 팬츠
49만8천원

DELLA LANA
LEFT
풀오버 톱 • 59만8천원
레더 스커트 • 89만8천원

DELLA LANA

MD
FASHION
CHOICE

EDGE
OF THE CITY
오피스 룩에 매치해도 손색없는 빅 백은 퇴근 후 저녁 모임에 필요한 소지품을 담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YSL BEAUTY

BVLGARI

루쥬 쀠르 꾸뛰르

BV

I

3.8g, 4만4천원대

100ml, 46만6천원

천만원
•2

대

LGAR

레젬메 레알리 루비니아

GIORGIO ARMANI
BEAUTY

JIMMY CHOO • 91만원

아르마니 투 고 쿠션
15g, 8만9천원

APPLE by A-STORE
아이패드 6세대 • 43만원부터

ENERGIZER
by GAZESHOP

TOM FORD

보조 배터리

1백40만원

3만4천9백원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40만원대

BOTTEGA VENETA
5백46만원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84
Hyun Kyungjun, Jeong Joseph stylist Lee Yoonkyung

CELINE

FONTANA MILANO 1915

짙은 브라운 컬러의 빅 토트백 • 3백50만원

벨트 장식이 포인트인 레이디 사첼 백 • 4백45만원

DELVAUX

TOD’S

실버 버클 장식의 토트백 • 8백43만원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토트백 • 1백9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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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SOPHISTICATED
H E R MÈ

스퀘어 박스 디자인에 심플한 로고가 돋보이는 백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S

•

59 만 원

LOUIS VUITTON • 82만원

BOTTEGA VENETA
4백12만원

GRAF VON FABER-CASTELL
by MEN’S LIBRARY • 55만원
MONTBLANC
노트 • 10만원 / 만년필 • 86만원

CARTIER
베누아 알롱제 주얼리
워치(미디엄) • 5천만원

TOM FORD BEAUTY
쏠레이 글로우 쿠션 • 12g, 9만9천원

M·A·C • 프렙+ 프라임 픽스 플러스
매티파잉 미스트 • 100ml, 3만5천원

YSL BEAUTY • 풀 메탈 섀도우

〈THE SENSE OF AN ENDING〉

(2012), JULIAN BARNES

4.5ml, 4만2천원대

TOM FORD
1백90만원

CHLOÉ

GIVENCHY

‘C’ 모티프로 장식한 더블 캐리 백 • 2백49만원

네크라인을 연상시키는 ‘V’ 문양이 돋보이는 에덴 백 • 1백58만원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VALENTINO GARAVANI

화이트 가죽과 골드 소재가 우아한 미디엄 선셋 백 • 2백만원대

짙은 레드 컬러가 매혹적인 브이 락 백 • 2백48만원

CELINE by HEDI SLIMANE

DIOR

클래식한 로고의 트리옹프 백 • 4백50만원

송아지 가죽 소재의 30 몽테인 백 • 4백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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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D
ATMOSPHERE
가볍고 심플한 토트백 하나만 잘 매치해도 멋스러운 데일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RAY-BAN by LUXOTTICA • 23만8천원

ALEXANDER
WANG

JOHN HARDY

89만원

85만원

APPLE
by A-STORE
워치 시리즈 4
49만9천원부터

NIKE • 4만5천원

JAJU • 저주파 마사지기 • 3만9천9백원
VIDIVICI •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클렌징 클로스 • 30매, 1만5천원

24 BOTTLES
by ALESSI
클리마 골드블루
500ml, 4만9천원

PROENZA SCHOULER
1백69만원

JIL SANDER

GOYARD

유연한 실루엣이 멋스러운 토트백 • 1백50만원대

2개의 백을 결합한 이자벨 백 • 2백80만원

CELINE by HEDI SLIMANE

BURBERRY

로고 모노그램 패턴의 토트백 • 1백90만원

탈착 지퍼 파우치가 내장된 캔버스 벨트 백 • 1백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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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 6백70만원
원피스 • 4백40만원
부츠 • 1백58만원 • GUCCI

STEP
into
SHOES
발끝을 돋보이게 해줄 2019 F/W 슈즈 셀렉션.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Kim Yeongjun(model), Jung Wonyoung, Hyun Kyungjun, Jeong Joseph(product) stylist Lee Yoonkyung

3

EYE-CATCHING
Boots

유려한 곡선과 날렵한 토로 이루어진 부츠의 아름다움을

4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투톤 컬러나 버클 장식, 파이톤 소재를
더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5

6

7

1

2

8

1 BURBERRY • 1백28만원 2 LOUIS VUITTON • 2백10만원 3 JIMMY CHOO • 1백78만원
4 CHLOÉ • 1백65만원 5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 1백만원대
6 JIMMY CHOO • 1백47만원 7 GIANVITO ROSSI by BOONTHESHOP • 1백1만원 8 PHILIPP PLEIN • 2백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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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코트 • 6백50만원
슈즈 • 1백2만원

BURBERRY

SEDUCTIVE
Stiletto

특별한 날엔 레오퍼드 패턴이나 주얼 장식을
가미한 스틸레토 힐로 글래머러스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자.
실용성이 우선이라면 장식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된다.

7

4

8

2

5

9

3

6

10

1

1 TOM FORD • 1백94만원 2 ROGER VIVIER by BOONTHESHOP • 2백63만원 3 AQUAZZURA by SHOE COLLECTION • 1백13만원
4 ALEXANDERWANG • 1백19만원 5 GIANVITO ROSSI by BOONTHESHOP • 1백13만원
6 GIUSEPPE ZANOTTI • 1백8만원 7 ROGER VIVIER • 1백34만원 8 JIMMY CHOO • 96만원
9 CHRISTIAN LOUBOUTIN by BOONTHESHOP • 1백33만원 10 CHRISTIAN LOUBOUTIN • 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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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
Flat & Loafers
실용적인 플랫 슈즈는 자수, 스터드,
글리터 등 신선한 디테일을 포인트로 사용해
디자인이 더욱 풍성해졌다.
1

3

2

4

5

6

7

8

9

10

1 GUCCI • 1백7만원 2 ALEXANDER McQUEEN by SHOE COLLECTION • 97만원
3 GIUSEPPE ZANOTTI • 1백18만원 4 ROGER VIVIER by BOONTHESHOP • 2백14만원 5 TOD’S by SHOE COLLECTION • 85만5천원
6 TOD’S by SHOE COLLECTION • 85만원 7 SALVATORE FERRAGAMO • 89만원 8 CLERGERIE by SHOE COLLECTION • 79만원
9 LOUIS VUITTON • 1백43만원 10 CLERGERIE by SHOE COLLECTION • 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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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 2백60만원
스커트 • 2백30만원
벨트 • 56만원

BOONTHESHOP
Collection
이어링 • 6백43만원

BUCCELLATI
by BOONTHESHOP
슈즈 • 2백7만원 • G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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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TS for
AUTUMN
벨트의 위력은 갈수록 높아진다.
브랜드 로고 장식의 벨트 셀렉션.

2019 F/W 시즌, 럭셔리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벨트는 더욱 다채로워졌다. 과감한 로고 버클로
장식한 벨트부터 허리 전체를 감싸는 와일드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것. 재킷이나 코트처럼 아우터에 매치하는
것이 트렌드다.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다면
허리선 살짝 위로 스타일링하는 것이 비결.
(위부터)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 50만원대
GIVENCHY • 55만원
DIOR • 91만원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stylist Lee Yoonkyung

LIVING

MAISON LIAIGRE
Style without being Stylish
‘스타일리시함을 배제한 스타일’로 표현되는 리에거의 디자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급 가구 브랜드 리에거를 서울에서 만나보자.

리에거의 역사, 크리스찬 리에거

않는 스타일이 담긴 공간을 그려냈다. 크리스찬 리에거는 그의 팀원

1980년대 중반, 크리스찬 리에거는 파리에 처음 쇼룸을 열며 브랜드

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아파트부터 별장,

리에거의 시작을 알렸다. 깔끔한 선과 완벽한 비례로 이루어진 그의

오피스, 전용기의 캐빈, 요트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작업했다. 특히

절제된 미적 표현 방식이 선사하는 모던함과 독창성은 금세 입소문

1990년대에 작업한 파리의 몽탈랑베르 호텔Montalembert Hotel

을 탔다. 당시에는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디자인이 유행했는데, 리에

과 뉴욕의 머서 호텔Mercer Hotel은 전 세계에 그의 명성을 알리는

거의 고급스러우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진정성 있는 새로운

역할을 한 대표 프로젝트다. 30년간 그는 수많은 작업에 참여했고,

스타일을 요구하는 세계 곳곳의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을 감동시킨

장인 정신에 기반을 둔 프랑스 럭셔리를 완성했다.

것. 프랑스 서남부 라로셸La Rochelle에서 태어난 크리스찬 리에거
는 자연, 바다, 승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영감 삼아 심플하고 부드

리에거 스타일의 정수, 리에거 쇼룸

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인 양질의 목

리에거는 전 세계에 30여 개의 쇼룸을 운영하며 우아하고 현대적

재, 가죽, 그리고 청동을 사용해 디자인의 가치를 높였다. 특별한 가

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네 번째 리

공법을 활용한 목재로 서로 다른 색과 감촉, 질감을 표현했고, 가죽

에거 쇼룸으로 지난 4월 청담동에 오픈한 서울 쇼룸 또한 정교하고

을 목재, 래커, 청동 등과 같이 활용하며 가치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세련된 리에거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준다. 스튜디오 리에거Studio

그는 자신의 디자인이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선호했다.

Liaigre는 리에거 가구 컬렉션을 완벽하게 전시하기 위해 2개 층에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 균형에 대한 탐구, 정확한 비례와 완벽한 디

걸친 400㎡ 규모의 서울 쇼룸을 특별히 디자인했다. 2018년 파리 포

테일은 그가 만들어낸 가구와 오브제에 반영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부르 생토노레Faubourg Saint-Honoré에 문을 연 플래그십 쇼룸

첫 번째 가구를 제작한 뒤 곧바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했고, 디자

디자인을 반영하되, 리에거 고유의 스타일과 쇼룸이 위치한 지역의

인 작업에 프랑스의 전통을 반영했다. 최고 장인들과 웰빙에 대한 관

특성을 고려한 것. 리에거 쇼룸은 자연스러운 색감, 빛과 그림자의

심을 바탕으로 심플하면서 진정성 있는, 현대적이지만 유행을 타지

조화,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세련된 가정집을 떠올리게 한다.

editor Kim
98 Jihye

상하이, 방콕, 싱가포르에 이은 리에거의 아시아
네 번째 쇼룸인 서울 쇼룸 내부. 리에거 쇼룸에
서는 심플한 디자인과 최상급 소재, 그리고 디테일에
깃든 장인 정신으로 완성된 리에거의 가구가 다양한
소재와 특별한 마감, 세련된 컬러로 선보인다.
(왼쪽 페이지) 리에거 파리 쇼룸의 외관.

LIVING

1

메이드 인 프랑스, 장인 정신과 모더니즘

시 리에거의 특별한 디자인과 더불어 국제적인 명성을 뒷받침하는

1980년대 중반, 첫 작품을 선보인 이래 리에거는 브랜드의 시작부터

요소다. 리에거 스타일은 18세기 인테리어 디자이너 및 가구 제작자

예술성과 프랑스 전통의 융합이라는 콘셉트 아래, 장인 정신과 소재

들의 작업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플한 형태와 정제된 소

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목재, 브론즈, 가죽

재의 정교함, 변치 않는 모던함으로 완성된다. 1920~30년대 장미셸

등 양질의 소재로 제작한 가구부터 패브릭이나 브론즈를 사용한 소

프랑크Jean-Michel Frank, 피에르 샤로Pierre Chareau 또는 폴

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작 공정은 숙련된 기술과 예술성을 바탕으

뒤프레라퐁Paul Dupré-Lafon 같은 모더니스트 건축가와 장식가의

로 한 장인들의 손을 거친다. 18세기부터 이어온 공법을 적용하는 등

작업을 발전시킨 결과다. 모더니스트들은 가구와 조명이 완벽하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정교하게 가공한 소재는 공정 전반에 깃든

매칭되는 공간을 완성하는 노하우를 통해 사용자의 일상을 편안하게

장인 정신을 증명한다. 프랑스 내에서 모든 제작이 이뤄진다는 점 역

만드는 건축적으로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더하곤 했다.

100

리에거는 자연 소재에 내추럴한 색감을 더해 깊은 울림을 준다.
모든 범위의 빛을 담은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토프, 브라운, 강렬한 블랙 컬러는
깊고 대담한 빛깔로 다시 태어나고, 이는 웰빙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리에거는
단순히 가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리에거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2

3

1, 4 리에거 파리 쇼룸. 리에거 쇼룸에는
가구, 조명, 액세서리를 현대미술 작품과
함께 전시한다. 각각의 쇼룸은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되며, 전시 아이템 역시 이를
반영해 선택된다.

2 ‘콜벳 테이블Corvette Table’.
3 ‘에스티아 라운지 체어Hestia Lounge
Chair’. 독일 뮌헨의 개인 주택 인테리어를
위해 디자인한 제품. 2개의 쿠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캐주얼한 매력이 특징이다.

프랑스 미학의 완성, 리에거 스타일
35년 전 탄생한 이래 리에거는 가구, 조명을 비롯한 4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인테리어 아이템과 이를 더 풍요롭게 해줄 현대미술 작품을
함께 제안해왔다. 또 ‘스타일리시함을 배제한 스타일(Style without
being Stylish)’을 모토로 하는 리에거는 오랫동안 최고의 품질을 보
증하는 프랑스 대표 최고급 가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 프라우케 메이어Frauke Meyer를 선두로 한 디자
인 스튜디오와 CEO 크리스토프 카이요Christophe Caillaud의 리
4

더십이 리에거의 유산을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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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ACCENTS
내추럴한 소재와 색감, 간결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공간을
완성한다. 가을 무드에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들.

LIAIGRE 일드레 테이블
아름다운 일 드 레 ^I le de
Ré 해변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테이블. 소재 및
사이즈를 선택해 제작
가능하다.
120×72cm, 3천1백61만원

LIAIGRE 나가토 사이드 테이블

*옵션에 따라 사이즈 및 가격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작품을

변동 가능

오마주한 제품. 테이블뿐만 아니라
스툴로도 활용할 수 있다.
30×30×43cm, 2백89만원
*옵션에 따라 사이즈 및 가격 변동 가능

JAJU 보드게임 패스 더 트랩
동그란 칩을 튕겨서 가운데 트랩을
통과시키는 보드게임.
35×22×2.5cm, 2만9천9백원

CASAMIA 핸드 서클 조형물
‘완벽함’,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 조각 인테리어 소품.
24×6×36cm, 10만원

CASAMIA 핸드 블루 원형 세라믹 화병(왼쪽)

LIAIGRE 로빈슨 암체어

고급스러운 조형미로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화병. 30×16×31cm, 11만원

요트 ‘시호크’호를 위해 탄생시킨

핸드 블랙 암모나이트 세라믹 화병(오른쪽)

디자인으로, 완벽한 세공과 마감,

암모나이트처럼 조각한 디테일이 독창적인 화병. 18×9×15.2cm, 2만7천원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인 의자.
57×59.5×85cm, 8백61만원
*옵션에 따라 사이즈 및 가격 변동 가능

LIAIGRE 콜벳 테이블
크리스찬 리에거가 본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한 프랑스
스타일 테이블.
250×110×74cm, 3천6백12만원
*옵션에 따라 사이즈 및 가격 변동 가능

editor Choi Haneul

LA MAISON by CASAMIA

LIAIGRE 크레이 테이블
아티스트 카렌 스와미가 리에거

밀라 플로어 조명 블랙 컬러

브랜드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오크 원목과 골드 스틸 브라스로
시크한 멋을 더한 플로어 조명.

세라믹 베이스 테이블.

48×180cm, 1백50만원

120×72cm, 4천1백79만원
*옵션에 따라 사이즈 및 가격 변동 가능

LA MAISON by CASAMIA
리코 테이블 조명 절제된 라인이
돋보이는 테이블 조명.
30×19×43cm, 35만원

LIAIGRE 브론즈 트레피에 사이드 테이블
소파 옆에 두고 사용하기 편리한 사이드
테이블로, 19세기 귀족들의 생활을 연상시킨다.
27×58cm, 5백44만원
*옵션에 따라 사이즈 및 가격 변동 가능

GIOBAGNARA by BOONTHESHOP 레더 트레이
송아지 가죽과 크롬 마감 손잡이로 구성된 트레이.
스웨이드 베이스가 표면에 놓았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45×35×4.5cm(L), 89만원 / 37×27×4.5cm(M), 83만원
30×20×4.5cm(S), 71만원

LA MAISON
by CASAMIA
앙티브 라운지 체어
모던한 컬러의 패브릭 소재와
부드러운 곡선 디테일 디자인이
안정감을 주는 라운지 체어.
75×86×75cm, 69만원

B&B ITALIA
찰스 소파
모던 디자인의 거장,
찰스 임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제작한 소파.
모던함을 강조한
디테일이 특징.
230×97×73cm
1천8백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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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EFFECT IN STYLE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새로운 슈트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크림·베이지·캐멀 컬러 슈트를 근사하게 입는 법.

온기를 품은 톤온톤 스타일링

TONE ON TONE
크림 컬러 슈트를 시도하고 싶다면 소재 선택이 관
건이다. 울, 캐시미어 등 따스한 소재를 믹스 매치
하면 부담스러운 크림 컬러를 웨어러블하게 즐길
수 있다. 아이보리, 크림 컬러를 활용한 톤온톤
룩으로 럭셔리한 스타일을 연출해보자.
(위부터) 재킷 • 6백63만원 • BRUNELLO

CUCINELLI / 터틀넥 스웨터 • 2백29만5천원

CORNELIANI

ERMENEGILDO ZEGNA
팬츠 • 43만원 • ELEVENTY by BOONTHESHOP
CLASSIC / 벨트 • 19만원 • ANDERSON
by BOONTHESHOP CLASSIC
슈즈 • 1백37만원 • BRUNELLO CUCINELLI

POINT
울이나 캐시미어 같은
포근한 소재를
선택하면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POINT
꼬임 디테일 벨트를
활용해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줄 것.

editor Lee Hyeyoung photographer Lee Jonghoon stylist Park Junghee

니트 폴로 셔츠를 매치한 이지 슈트 룩

간절기를 위한 코듀로이 재킷 스타일

위켄드 슈트 룩을 연출할 때는 안감과 패드가 없는 유연한 실루엣의 재

F/W 시즌을 대표하는 코듀로이 재킷은 어떤 아이템을 매치하느냐에 따

킷을 선택하자. 셔츠 대신 니트 폴로 셔츠를 매치하면 부드러운 분위기

라 간절기부터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다. 또 같은 소

를 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딥 네이비 컬러 이너로 세련되게 연출하자.

재의 셔츠나 팬츠를 매치하면 댄디한 무드를 완성할 수 있다.

(위부터) 재킷 • 4백35만원 • LORO PIANA / 니트 폴로 셔츠 • 33만원 • JOHN

(위부터) 재킷 • 1백35만원 • LARDINI / 셔츠 • 80만원 • TOM FORD

SMEDLEY by BOONTHESHOP CLASSIC / 팬츠 • 78만원 • LORO PIANA
벨트 • 19만원 • ANDERSON by BOONTHESHOP CLASSIC / 스웨이드 부츠
1백9만원 • LORO PIANA

팬츠 • 1백33만원 • ERMENEGILDO ZEGNA / 벨트 • 31만원 • TOD’S

EASY COMBINATION

SEASONAL TOUCH

더비 슈즈 • 1백53만원 • BRUNELLO CUCINELLI

POINT
지적인 이미지의
올리브 그린 컬러 셔츠를
매치해 세련된

©Matthew Sperzel, Christian Vierig, Edward Berthelot / Getty Images

스타일로 연출할 것.

POINT
이지 슈트 룩에는 포멀한
슈즈보다 데저트 부츠로
스타일을 마무리할 것.

MD SPECIAL

POINT
채도가 높은 컬러보다
머스터드 같은 톤

안정감 있는 형태

다운된 컬러를 선택하면

WHITE
SNEAKERS

스타일링하기 쉽다.

깔끔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화이트
스니커즈를 선택할 때는 형태에
주목하자. 구조적이고 견고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포멀한 룩에도
매치하기 쉽기 때문. 단단한 촉감의
관리가 필수인 컬러인 만큼 레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1백13만원

BRUNELLO CUCINELLI

88만원

BOTTEGA VENETA

스타일에 유머를 더하는 법

COLOR
POINT

싶다면 슈즈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해야

POINT

활용도가 높다.

하이엔드 스니커즈에
경량 소재를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RULES OF SNEAKERS
어떤 스타일이든 책임지는 전천후 아이템, 미니멀 스니커즈.

editor Lee Hyeyounge photographer Han Junghoon stylist Park Junghe

©Shin Sunhye, Claudio Lavenia / Getty Images, Edward Berthelot / Getty Images

컬러풀한 스타일링에 도전하고

POINT

1백79만원

아티스틱한 감성을

BERLUTI

담은 디테일은 흔하지

발을 감싸는 소재

않은 스니커즈

SUEDE
SHOES

스타일을 완성한다.

스웨이드 소재는 착 감기는 듯한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다. 유연한
착용감과 특유의 질감이 세련되어
패션을 사랑하는 남성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지 슈트,
워크웨어와 함께 매치해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타일로 연출해보자.

89만원

TOD’S

감각적인 디테일의 슈즈

DETAILED
SNEAKERS
손 글씨를 프린트한 듯한 디테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인 로고
플레이, 밑창까지 신경 쓴 디자인 등
곳곳에 자리한 디테일이 스니커즈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POINT
스웨이드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카키,
그레이, 블루를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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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OUTSIDE
등산부터 러닝, 사이클, 캠핑까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남성을 위해 준비했다.
야외 활동 시 능률을 높여줄 기능성은 물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스타일 지수를 높여줄 아웃도어 아이템 제안.

GO OUTSIDE
9월 16일(월)~30(월)
표기된 제품은
SSG.COM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본 행사와
UV 디펜스 선스틱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 9만5천원

20g, 4만1천원

BLACK DIAMOND by ARCTERYX

BIOTHERM HOMME

등산 배낭 32L
19만8천원 • MILLET

언제 어디서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나노프레소

휴대용 나노프레스
8만6천9백원 / NS어댑터

접이식 폴 • 27만원

2만2천원 / 마스터 오리진

BLACK DIAMOND
by ARCTERYX

네스프레소 캡슐 • 6백90원

WACACO by GAZESHOP

고어텍스 마운틴 파카
2백71만원 • MONCLER

기본에 충실한 등산

CLIMBING

선글라스
82만1천원 • MONCLER

등산은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발에 꼭 맞는 기능성 등산화와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를
보호하는 덧바르기 좋은 선스틱이
필수품. 수분 공급을 위한 텀블러와

경량 등산화
28만원 • ARCTERYX
등산 팬츠 • 44만9천원

FJÄLLRÄVEN

평소 커피를 즐긴다면 휴대용 커피
머신을 추천한다.

editor Lee Hyeyoung photographer Han Junghoon, Lee
110Jonghoon stylist Park Junghee illustrator Lee Woosik

윈드브레이커
13만9천원 • NIKE

헤드 밴드 • 2만원

ADIDAS PERFORMANCE

달리기 좋은 계절

RUNNING

GPS 러닝 워치

사운드스포츠 프리

포러너 645 뮤직

무선 이어폰 • 27만9천원

49만9천원

BOSE

GARMIN

러닝 쇼츠
6만9천원 • NIKE

러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땀 흡수력과 통기성을 갖춘

러닝화

경량 소재를 선택할 것. 러닝 기록을

17만9천원 • NIKE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스마트 워치와

알파스킨
스포츠 롱 타이츠

러닝 시간을 즐겁게 해줄 블루투스

4만9천원 • ADIDAS

PERFORMANCE

이어폰도 필수다.

스마트 헬멧 • 23만8천원

LUMOS
by GAZESHOP

GPS 사이클링
컴퓨터 엣지 830
63만원 • GARMIN

집업 재킷 • 1백51만원

MONCLER

라이트웨이트

사이클 슈트 • 16만9천원

러닝 슬리브

SPYDER

2만5천원

NIKE

사이클 마니아의 선택

CYCLING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사이클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변색 선글라스

텀블러 • 20oz, 4만3천원

34만5천원 • OAKLEY

KLEAN KANTEEN
by BOONTHESHOP CLASSIC

고려해야 한다. 방향 지시등 기능이
있는 헬멧 등이 주목받는 이유다.
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바람을
가르기 때문에 전용 고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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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한 캠핑 리스트

CAMPING

나만의 취향을 담은 포토제닉한
캠핑을 위해서는 캠핑 도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하다.
손잡이를 분리할 수 있는 와인잔과
대형 화면을 구현하는 빔 프로젝터
등과 함께라면 캠핑을 보다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반다나 • 각 1만9천원

HAV-A-HANK by HOLLAIN

스트레치 캡 • 10만9천원

BURLAP by HOLLAIN

라지 포켓 와인 마스터 • 22만3천원

VICTORINOX by BOONTHESHOP

켑 재킷 • 46만9천원

FJÄLLRÄVEN
라이트 플러스
(가스 미포함) • 16만9천원

PRIMUS by FJÄLLRÄVEN

캠핑 의자 • 19만5천원

HELINOX by HOLLAIN

에어릴 라지 • 15만9천원

PRIMUS by FJÄLLRÄ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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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가 분리되어
휴대가 편리한 와인잔

LED 손전등
12만5천원

와인 글라스 2pcs

LEDLENSER
by BOONTHESHOP
CLASSIC

초경량 삽 • 2만원

HELINOX by HOLLAIN

2만5천원

GSI by HOLLAIN

최대 100인치 화면을
구사하는 빔 프로젝터

히어로 7 블랙 더스크 화이트
52만원 • GOPRO
LG 시네빔 블루투스 사운드
PH30JG • 49만원 • LG

밀크 박스 • 각 1만7천원

HIBROW by HOLLAIN
*판매 제품 컬러가 상이할 수 있음

택티컬 어택 1.5P 텐트
77만원 • HELINOX by HOLLAIN
에센셜 스토브 세트 1.3 • 13만9천원

PRIMUS by FJÄLLRÄVEN

피크닉 박스
2만9천9백원

J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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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CARE
탈모 예방을 위한 두피 안티에이징부터 탄력을 높이는 모발 케어까지, 헤어 고민별 홈 케어 제품 리스트.

3

1

4

2

5

6

8
7

두피 안티에이징으로
모발을 건강하게

탈모 예방

9

1 LE LABO • 시원한 멘톨 효과의 스크럽 알갱이를 함유한 두피 스크럽 샴푸 • 300g, 4만6천원 2 HAIR
RITUEL by SISLEY • 두피를 강화하고 모발에 힘을 부여하는 집중 트리트먼트 리바이탈라이징 포티파잉
세럼 • 60ml, 21만원 3 DAVINES by CHICOR • 천연 에센셜 오일이 쿨링감을 선사하는 탈모 예방
에너자이징 젤 • 150ml, 5만원

4 RENE FURTERER by CHICOR • 임신, 다이어트 등으로 약해진

두피를 위한 집중 트리트먼트 RF80 ATP 앰풀 • 5ml×12개, 7만8천원대 5 ZAOL by CHICOR •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엑스퍼트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 • 300ml, 4만1천원 6 ZAOL

by CHICOR • 두피에 직접 두드려 사용해 영양 공급과 마사지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는 두피 전용 엑스퍼트
시너지 부스터 • 100ml, 5만8천원 7 BIOLOGIQUE RECHERCHE by LA PERVA • 두피를 정화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스케일링 로션 P50 카필레르 • 250ml, 22만원 8 BREO •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듯한 느낌을
전하는 3D 입체 손 지압 두피 마사지기 SCALP2 • 19만5천원 9 AVEDA • 인삼, 강황 등 아유르베다 허브
추출물을 함유해 두피에 활력을 부여하는 인바티 어드밴스드TM 엑스폴리에이팅 샴푸 • 200ml, 3만7천원대

editor Song Yu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illustrator Kim Jayhoon

잦은 염색과 펌으로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는

염색 후 헤어 컬러 유지

리페어 케어

모발에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해 컬러를 생생하게

6 RENE FURTERER by CHICOR • 손상된
유지하는 오카라 컬러 프로텍션 마스크 • 200ml

7 MOROCCANOIL
by CHICOR • 컬러 링크를 적용해 모발
6만1천원

손상된 모발에 영양 보충

컬러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컬러 컨티뉴 샴푸

1 LOMA by CHICOR • 화학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하지

250ml, 3만3천원

않아 성분이 순한 극손상모용 너리싱 샴푸 • 355ml, 3만원

2 AVEDA • 키노아 농축 성분을 함유해 1회
사용만으로도 손상 모발을 개선하는 데미지 레미디 데일리
헤어 리페어 • 100ml, 4만1천원 3 LUSH • 아몬드 오일의
컨디셔닝 효과로 손상 모발을 되살리는 핫 오일 트리트먼트
데미지드 • 20g, 1만3천원 4 DAVINES by CHICOR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C를 함유한 손상모 전용 누누
컨디셔너 • 250ml, 3만8천원 5 LEONOR GREYL

by CHICOR • 샴푸 전 마른 모발에 사용하는 영양 공급
트리트먼트 레오놀그렐 오일 • 95ml, 5만5천원

1

2

4

5

3

6

7

푸석푸석한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 탄력을 선사하는

윤기 있게 빛나는 모발 케어

영양 케어

고농축 제형의 손상 모발용 바오밥 프리미엄 헤어 오일

4 LOFN by CHICOR • 물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200ml, 1만2천9백원 5 SANTA MARIA NOVELLA
모발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멜로그라노 향 컨디셔너
발사모 뻬르 까펠리 • 100ml, 4만2천원

6 ALTEREGO by CHICOR • 씻어내지 않는 크림 타입의
리브인 트리트먼트 • 150ml, 6만7천원

7 DEEPERENCE by CHICOR • 빛나는 머릿결을 위한
단백질 집중 케어 오리엔탈 블라썸 너리싱 샴푸 • 500g
3만4천원

2
1

3

건성 모발을 위한 집중 수분 공급
1 ORIBE by LA PERVA • 두피 순환을 자극해 모낭을 튼튼하게 회복시키는
2 ORIBE
by LA PERVA • 갈라지고 엉킨 모발의 광택을 되살리는 골드 러스트 리페어
& 리스토어 샴푸 • 250ml, 6만3천원 3 ORIBE by LA PERVA • 건조한 모발을

골드 러스트 리페어 & 리스토어 컨디셔너 • 200ml, 6만6천원

4

위한 고수분 트리트먼트 시그니처 모이스처 마스크 • 175ml, 7만8천원

117

5

6

7

BEAUTY

모발 처짐 없이
뿌리부터 탄력을 살려주는

볼륨 케어
뿌리부터 힘 있는 모발로 가꾸는
데일리 솔루션
1 DEEPERENCE by CHICOR • 시나몬과
진저 추출물을 함유한 자연 유래 성분의 다크 시나몬
헤어&볼륨 트리트먼트 • 500ml, 3만원

2 LUSH • 상큼하고 청량한 향의 볼륨 케어용
빅 샴푸 • 310g, 3만5천원 3 LEONOR GREYL
by CHICOR • 가늘고 숱 없는 모발의 뿌리를
살리는 오미엘 샴푸 • 120ml, 4만5천원

4 PHILIP MARTIN’S by LA PERVA • 순하고
부드럽게 두피와 모발을 세정하고 볼륨을 부여하는
바바수 워시 • 250ml, 3만7천원

5

6

7

7

2

볼륨 있는 스타일 연출을 위한 헤어 툴
5 MOROCCANOIL by CHICOR • 고급스러운 우드와 천연
돈모로 만든 보어 45mm 라운드 브러쉬 • 8만9천원

6 KISS NEWYORK by CHICOR • 굵은 배럴로 손쉽게
웨이브를 완성할 수 있는 인스타웨이브 프로페셔널 32mm 회오리
고데기 • 8만4천원

1

3

4

7 JAJU • 뿌리 부분부터 볼륨을

잡아주어 스타일링을 돕는 뿌리 볼륨 집게 • 3천9백원

바르거나 뿌리는 즉시
풍성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인스턴트 볼륨
1 AĒSOP •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산뜻한 텍스처의 바이올렛 리프 헤어 밤 • 60ml
3만6천원

2 DAVINES by CHICOR

헤어스타일을 강력하게 고정하며 번들거림이 없는
모어 인사이드 스트롱 헤어스프레이 • 400ml
4만3천원 3 DAVINES by CHICOR • 케라틴과
미네랄로 강력한 볼륨을 부여하는볼루 헤어
미스트 • 250ml, 5만5천원 4 HAIR RITUEL

by SISLEY • 가볍고 산뜻한 포뮬러가 뿌리는
즉시 모발을 뿌리부터 리프팅시키는 볼류마이징
스프레이 • 150ml, 9만9천원 5 RENE

FURTERER by CHICOR • 뿌리 볼륨이 필요한
가는 모발용 볼류미아 볼류마이징 컨디셔닝
스프레이 • 125ml, 2만9천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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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완성도 높은
스타일 연출을 위한

헤어 스타일링
1

TIP

2

모발의 빈 공간과 새치를
감쪽같이 커버하는 셀프 아이템

4

5

ORIBE
by LA PERVA

3

TS
by CHICOR

에어 브러쉬

TS 흑채

30ml, 3만9천원

23g, 1만9천원

3CE by CHICOR
헤어라인 섀도 • 2만8천원

6

7

1 JAJU • 머리숱을 쳐주는 전문 헤어 숱 가위 • 9천9백원 2 KISS NEWYORK by CHICOR • 휴대가 용이한 귀여운
바나나 모양의 키스뉴욕×미니언즈 미니 고데기 • 2만7천원 3 DYSON • 열로 인한 모발 손상 없이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돕는 다이슨 에어랩TM 스타일러 컴플리트 • 59만9천원 4 ALTEREGO by CHICOR • 천연 미네랄
성분의 에코 미네랄 에센스 • 150ml, 4만7천원 5 DIPTYQUE • 오렌지 나무의 싱그러운 향을 담아낸 오 데 썽 헤어
미스트 • 30ml, 7만5천원

6 AMIKA by CHICOR •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고,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7 ORIBE by LA PERVA • 두피의 피지를 흡착해 보송보송한

밤쉘 브로우아웃 스프레이 • 237ml, 3만5천원

헤어로 연출해주는 골드 러스트 드라이 샴푸 • 300ml, 5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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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전문가가
추천하는
헤어 에센셜
아이템

Recommended by

ORIBE by LA PERVA

김정한

볼륨 • 200ml, 5만2천원

컨디셔너 포 매그니피션트

헤어 아티스트

건조한 두피와 모발을 위한
집중 영양 케어
시어버터 성분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건조해진 모
발과 두피에 수분감을 채워 넣는 실리콘 프리 헤어 팩.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마스크를 바른 다음 따
뜻한 헤어캡을 씌우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씻어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Recommended by

임철우
아우라뷰티 대표

두피부터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볼륨 생성
얇고 힘없는 모발에 두피부터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RENE FURTERER by CHICOR
까리떼 뉴트리 인텐스 너리싱 마스크
200ml, 4만2천원

볼륨을 만들어주는 컨디셔너로, 식물성 추출물을 함
유해 자극이 덜하다. 두피가 민감한 편이라 두피 케어
제품만 써왔는데, 이 제품은 두피와 볼륨 두 가지 모두
만족시켜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Recommended by

조영재
헤어 아티스트

두피를 빽빽하게 채워
볼륨 있는 헤어스타일 연출
화보 촬영장에서 유용한 아이템으로 주로 흑채 대신

PHILIP MARTIN’S
by LA PERVA

사용한다. 보통 두피의 빈 곳을 커버할 때 브러시나 섀

퓨링파잉워시

도로 메우는데, 뿌려서 커버할 수 있는 스프레이 타입

250ml, 3만7천원

이라 간편하다. 거울을 봤을 때 비어 보이거나 볼륨이
필요한 곳에 15cm 정도 띄워 분사하면 된다.
DYSON • 다이슨 슈퍼소닉TM 헤어
드라이어 • 44만9천원

L’ORÉAL PARIS by CHICOR

Recommended by

매직 리터치 블랙

Recommended by

75ml, 1만5천원

이혜영

채수훈

헤어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

드라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고성능 헤어 드라이기

유해 환경에 노출된 두피를
말끔하게 정화하는 딥 클렌징

초당 41L의 공기량을 분사해 모발을 빠르게 건조시키

미세먼지 등의 오염 물질이 쌓인 두피와 모발을 말끔

는 드라이기로 특히 머리가 길거나 숱이 많은 이들에

히 씻어내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딥 클렌징 샴

게 추천한다. 디퓨저, 젠틀 드라이 등 다양한 노즐이

푸. 오후만 되면 쉽게 기름이 끼는 지성 모발이 고민인

함께 구성되어 있어 헤어 타입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

이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샴푸 후 모발 상태를 상쾌하

른 연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 열 제어 시스템을 장착해

게 유지해주며 소량만으로도 거품이 충분히 일어나

과도한 열로 인한 모발 손상을 막아준다.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다.

120

BRAND NEWS

WHAT WE LOVE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부터 가장 핫한 신상품까지,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품격을 더해줄 9월의 리스트.

BVLGARI
매혹적인 영화의 세계를 담은
시네마지아 컬렉션
불가리가 매혹적이고 화려한 영화의 세
계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
시네마지아Cinemagia를 선보인다. 영화
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온 불가리는 마
치 영화처럼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
나드는 세계와 금 세공 기술을 조화시킨
이번 컬렉션을 통해 하이 주얼리 부문에
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
다. 영화 예술과의 깊은 연결 고
리를 강조해 꿈처럼 환상적
인 마스터피스를 통해
대담한 컬러 조화, 소
재, 젬스톤 커팅, 예술
미가 한데 어우러진
컬렉션을 펼쳐냈다.
문의 02-3479-6076

ROGER VIVIER
1960년대 아카이브에서 영감받은 쿠르베트 컬렉션
로저 비비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게라르도 펠로니는 메종의 아
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쿠르베트Courbette 컬렉션을 공개했다. 무
슈 비비에의 유산과도 같은 혁신과 창의성을 이어받은 쿠르베트는
독특한 형태에 개성 넘치는 메탈릭 커브를 추가해 입체감이 돋보인
다. 컬렉션 중 아이 버클Eye Buckle과 화려한 글리터가 특징인 쿠르
베트 펌프스는 국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으로,
전국 로저 비비에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79-6115

REISS
런던의 감성을 담은 2019 F/W 컬렉션
리스가 2019 F/W 남녀 컬렉션을 공개했다. 남성 컬렉션은 스웨이드부터 실용적인 하
이브리드 재킷 등 럭셔리 DIY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여성 컬렉션은 흔히 예상할 수 있
는 컬러 팔레트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톤을 보여주며, 폭넓은 컬러 스펙트럼으로 활기
찬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02-3479-1975(여성), 02-2150-2346(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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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EGA VENETA
1970년대 럭셔리 카에서 영감받은 카세트 백
보테가 베네타에서 혁신적인 스타일의 패디드 카세트 백Padded Cassette Bag을 소개한다.
지난 프리폴 컬렉션에서 첫선을 보인 이 백은 이번 시즌,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인트레치아
토 워크맨십에 1970년대 럭셔리 카의 내부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패딩 디테일을 더해 새
롭게 선보였다. 독특한 버클 장식을 가미한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통해 크로스 보디나
숄더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플래스터, 토파지오, 폰덴테 등 6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534-7088

GOUTAL PARIS
풍부한 아이리스 향이 매혹적인 에뚜왈 뒨 뉘
구딸 파리는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여성의 립스틱 향기와 컬러
풀한 텍스처, 유혹적인 향을 표현한 ‘에뚜왈 뒨 뉘Étoile D’une
Nuit’를 새롭게 출시했다. 뿌리는 즉시 피부 본연의 향인 듯 자
연스레 어우러지는 비밀스러운 느낌의 향기는 풍부한 아이리
스를 베이스로 한다. 여기에 새콤한 듯 발랄하게 퍼지는 라즈
베리 노트를 가미해 오래도록 깊은 여운을 준다.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골드 스트랩과 메달을 장식한 보틀로 소장 가치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문의 02-310-1748

LOUIS VUITTON
모노그램 패턴에 애니멀 프린트를 입힌 정글 컬렉션
루이 비통은 가을을 맞아 모노그램 자이언트 패턴에 위트를 더한 ‘모노그램 자이언트 정글’
컬렉션을 선보인다. 2019 서머 컬렉션을 통해 처음 소개한 모노그램 자이언트 패턴에 2018
크루즈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검은색과 캐러멜색, 또는 상아색과 토바코색 등을 조합한 애
니멀 프린트를 가미했다. 정글을 담아낸 이번 컬렉션은 절제된 온더고 토트, 클래식한 네버풀,
새로운 네오노에 버킷 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문의 02-343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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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ITLING
브라이틀링의 아이코닉 워치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3
브라이틀링에서 아이코닉 워치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3’을 제안한다. 1952
년 출시된 브라이틀링 내비타이머는 항공 워치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성, 효율성에 기
반을 둔 브라이틀링의 대표 제품이다. ‘내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3’은 70시간
이상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브라이틀링 자사 제작 칼리버 01로 구동하며 대조적
인 서브 다이얼이 특징이다. 케이스 백을 투명 사파이어로 처리해 아름다움을 더했고,
30m의 방수 성능을 자랑한다. 문의 02-310-5336

JUICY COUTURE
스포티즘에 스트리트 감성을 더한 쥬시 꾸뛰르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쥬시 꾸뛰르의
단독 매장을 연이어 오픈하며 브랜드를 본격 론칭한다. 100%
라이선스 제작을 위해 ‘쟈니헤잇재즈’의 최지형 디자이너를
한국 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
다. 디자이너 최지형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쥬시 꾸뛰르의 정
체성은 살리면서 좀 더 현대적이고 캐주얼한 느낌을 가미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스포티즘과 스트리트 감성을
더해 젊은 여성들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1649

SAM EDELMAN
블로퍼로 연출 가능한 로레인 로퍼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 슈즈 브랜드,
샘 에델만이 선보이는 로레인Loraine은
클래식한 로퍼에 상징적인 로고를 더한
아이코닉한 제품이다.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해 단정하고 캐주얼한 스타일부터
뒤꿈치를 접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
안한 스타일까지 연출할 수 있다. 이처
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은 물
론, 다채로운 소재와 컬러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문의 02-3479-1389

MAN ON THE BOON
뉴욕을 테마로 한 2019 F/W 컬렉션
2019 F/W 시즌 맨온더분이 컬렉션을 선보이며 주목한 곳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이다. 빈티지한 소재와
레트로 컬러를 맨온더분 고유의 DNA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컬러 팔레트는 톤 다운된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
등과 짙은 오렌지, 캐멀, 청록색, 그리고 블랙으로 구성된다. 브라운, 올리브 톤의 코듀로이와 트위드를 사용해 빈
티지한 무드를 연출했다. 문의 02-347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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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EFS
수제 퍼터와 퍼팅 분석 세미나 개최
국내 프리미엄 수제 퍼터 브랜드 글리프스가
‘수제 퍼터와 퍼팅 분석 세미나’를 준비했다.
세계 최고가 퍼터인 글리프스 GS98B를 특별
전시하고, 신제품 GS67 이글퍼터 론칭 행사
를 진행하며, 기존 퍼터를 45~60% 할인 판
매한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캡토 퍼팅 분석
기를 사용해 최적의 퍼터를 추천해주는 행사
도 주목할 만하다. 퍼팅을 CT 촬영하듯 정밀
하게 분석해 각자에게 맞는 퍼터를 추천해준
다. 이번 행사는 9월 20~2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에서 개최된다. 문의 02-3479-1532

MONCLER
‘지니어스 이즈 본 크레이지’ 캠페인 공개
몽클레르는 팀 워커가 촬영하고 윌 스미스가 참여한 ‘지니어스 이즈 본 크레이지Genius is Born Crazy’ 캠페
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로 작업에 임하는 천재의 모습을 담아내, 천재의 내적
갈등과 탐구적 사고, 두려움을 모르는 헌신 등 비범한 면모를 표현했다. 이를 통해 천재성은 타고나는 재능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행위를 뜻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2-3479-1841

ADIDAS
‘울트라 부스트 1988 서울’ 한정판 재발매
아디다스가 ‘울트라 부스트 1988 서울’을 재발매했다. 오직 한국에
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태
극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제품이다. 태극기의 바탕을 나타내는
흰색 보디를 중심으로, 옆면에는 아디다스의 삼선이자 태극기의 4
괘 일부를 표현했으며, 태극 문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솔에는
‘SEOUL’ 텍스트가 새겨져 있다. 이번 한정판은 기존 울트라 부스트
의 뛰어난 기능까지 담아 더욱 향상된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51-745-2562

GOLDEN GOOSE
2019 F/W 에브리데이 백, 캘리포니아 백 출시
골든구스는 2019 F/W 시즌을 맞아 에브리데이 백으로 적합한 ‘캘리포니아 백
California Bag’을 출시했다. 캘리포니아 백은 브랜드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백 라인
으로, 이중 캔버스 소재로 견고하며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프리미엄 토트백에서 볼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과 안정감 있는 형태 또한 눈에 띈다.
길이 조절과 탈착 가능한 패브릭 스트랩을 제공해 토트백뿐 아니라 숄더백으로도 활
용 가능하다. 문의 02-3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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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A
과감한 컬러 플레이가 돋보이는 FILA Explore 컬렉션
‘FILA Explore’ 컬렉션은 1978년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등정한 것으로 유명한 라
인홀트 메스너Reinhold Messner의 마운틴 기어를 제작한 역사를 기반으로
1970~90년대에 출시된 휠라의 스키, 하이킹, 알파인, 트레킹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스포츠의 기능적 면모를 담았으며, 일상에서도 웨어러블하게 착용
할 수 있는 디자인과 컬러 플레이가 과감한 라인업으로 눈길을 끈다. 기능성 소재
를 적용한 의류는 물론 백팩, 슬링백, 위빙 벨트 등 액세서리까지 구성했으며, 마운
틴 모티프를 활용한 휠라 로고와 코럴 핑크, 퍼플, 민트 등 다채로운 컬러를 활용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문의 02-3479-1950

STELLA McCARTNEY
2019 가을 여성 컬렉션 공개
스텔라 매카트니가 대담하고 클래식한 영국 헤리티지를 브랜드 특
유의 감성으로 해석한 2019 가을 여성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
렉션은 폴 매카트니와 린다 매카트니의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아
브리티시 트위드와 체크 패턴, 패치워크가 대비되는 스타일을 보여
준다. 또 비틀스의 아이코닉한 애니메이션 〈Yellow Submarine〉에
서 영감을 받아 만든 ‘All Together Now’ 캡슐 컬렉션은 애니메이션
속 장면과 그래픽을 디자인 전반에 녹여냈다. 문의 02-3479-1977

TOD’S
행복한 순간을 담은 ‘해피 모먼츠 by 알버 엘바즈’
토즈는 알버 엘바즈와 함께 ‘토즈의 행복한 순간 by 알버 엘바즈(Tod’s Happy
Moments by Alber Elbaz)’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 ‘토즈의 행복한 순간’은 다양한
시간 또는 삶의 각기 다른 순간에 느끼는 행복을 그렸다. 알버 엘바즈가 토즈의 DNA
에 자신만의 색채를 더해 탄생시킨 드라이빙 슈즈는 자유로운 형태와 다양한 스타일
이 특징이다. 지난 7월 첫선을 보인 3개의 테마와 9월 말 론칭할 3개의 테마 제품까지,
매장에서 컬렉션 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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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EDO
솔레어 컬렉션 출시
바이레도가 브랜드의 첫 번째 아이웨어
라인 ‘솔레어Solaires’ 컬렉션을 출시한다.
이번 아이웨어 컬렉션은 바이레도 특유의
감각이 담긴 3가지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의 프레임은 퓨
어 티타늄으로 전통적 제작 방식과 진보
적 기술을 접목해 장인이 수작업했고, 프
레임과 노즈 패드에는 로고를 새겨 브랜
드 아이덴티티가 돋보인다.
문의 02-3479-1688

BREGUET
정제된 미학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블루 그랑 푀 에나멜 다이얼 클래식 5177
브레게는 현존하는 컬렉션 중 처음으로 브레게 블루 그랑 푀 에나멜 다이얼을 장착한 클래
식 5177을 선보인다. 신고전주의 양식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해 깊고 푸른 그랑 푀 에나멜 다
이얼을 완성해냈다. 777Q 셀프와인딩 칼리버로 구동하며 중앙 초침과 3시 방향에 날짜창
을 두어 단순하지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문 팁 핸즈는 파란 배경에서 돋보이도록 스틸
소재에 로듐 코팅으로 수작업했으며, 챕터 링 위 아라비아숫자부터 분을 표시하는 별, 다이
아몬드 형태, 백합 문양 등도 은색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문의 02-3479-1008

GIVENCHY
지방시의 뮤즈 아리아나 그란데와 선보인 에덴 백
지방시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 새로운 잇 백 ‘에덴Eden’ 백
을 공개했다. 뛰어난 실용성과 재기 발랄한 매력을 갖추었다.
총 4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컬러와 소재로 데일
리 룩부터 이브닝 룩까지 연출할 수 있다. 화이트 컬러 버전의
섬세하고 견고한 스티칭은 지방시의 시그너처 ‘V’ 문양의 쿠튀
르 네크라인을 연상시킨다. 문의 02-3479-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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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IN SHINSEGAE
2019 F/W 시즌을 맞아 오직 신세계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
인기 아이템에 신세계백화점의 감각적인 취향을 녹인 익스클루시브 아이템 리스트.

t

Stree

NERDY
스트리트 브랜드 널디와 신세계백화점이 만나 널디의
시그너처 아이템인 ‘벨로아 트랙 슈트’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널디에서 F/W 시즌 가장 사랑받는 벨로아
트랙 슈트는 신세계백화점만을 위해 메인 컬러인
퍼플·블랙·그레이, 세 가지로 출시한다. 벨로아 트랙 슈트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물론, 은은한 광택으로 스트리트
스타일을 트렌디하게 완성한다. 문의 02-3479-1823

톱 • 9만8천원 / 팬츠 • 9만2천원

NERDY

HOUSE OF VANS RETAIL TOUR 2019
일정 9월 27일(금)~29(일) 장소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 외부

신세계백화점에서 글로벌 반스 리테일 투어를 진행한다. 다채로운 이벤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커스텀 컬처다. 본인만의 슈즈를 종이에 디자인하면 3D 디자인 작업 후 제품으로 오더할
수 있다. 스크린 프린팅 티셔츠 워크숍은 작가와 함께 나만의 티셔츠를 제작하는 이벤트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핀 메이킹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반스 체커 토트백을 증정할 예정. 이 밖에도 행사에
참여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케이터링이 준비된다. 문의 02-310-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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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ALANCE

COLUMBIA

신세계백화점과 뉴발란스는 보온성을 갖췄을 뿐만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해 재탄생한 컬럼비아

아니라 멀티 스타일링이 가능한 패셔너블한 패딩

쉐르파 플리스 재킷은 간절기에 유용한 아이템.

아우터 ‘리버서블 롱 & 하프 다운’을 제안한다. F/W

글로벌 단독 상품으로 기획된 ‘아처릿지 플리스

시즌 가장 사랑받는 롱 다운과 하프 다운, 두 가지

재킷’은 컬럼비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처형

스타일로 선보이며 리버서블 디자인으로 실용적이다.

디자인과 네이비, 블랙 컬러를 택한 고객 맞춤형

두 가지 디자인 모두 후드를 탈착할 수 있어 유용하고,

상품이다. 또 지난해 완판을 기록하며 사랑받았던

특히 하프 다운은 허리를 조이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여성 전용 초크 컬러는 남녀 공용으로 제작해 고객의

실루엣으로 연출 가능하다. 또 충전재에 항균·소취

취향을 반영했다. 아웃도어 룩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처리를 해 불쾌한 냄새를 잡고 쾌적한 착용감을

커플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선사한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문의 02-3479-1946

통해 선주문이 가능하다. 문의 02-3479-1744

NORTH FACE
노스페이스는 오리지널 히트 아이템인 숏
패딩 눕시를 모티프로 한 ‘티볼 숏 패딩’을
출시한다. 팔에 로고를 넣어 트렌디한 디자인을
강조했으며, 블랙·네이비·화이트 컬러로
선보인다. 노스페이스는 티볼 숏 패딩에
다운 대신 자체 개발한 인공 충전재인
‘티볼(T-BALL)’을 사용해 동물 보호와 윤리적
소비에 동참한다. 문의 02-3479-1905
19만8천원 • NORTH FACE

39만9천원 • NEW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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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9천원 • COLUMBIA

MD SPECIAL
FASHION

일정 9월 20일(금)~29일(일)
장소 골프 숍 8개 지점(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골프웨어 12개 지점

신세계 골프 전문관 고객 감사 이벤트
1. 신세계백화점이 엄선해 특별한 가격으로 제안하는 프리미엄 클럽 및 용품
일정 9월 20일(금)~29일(일)

2. 인기 클럽 시타 및 원포인트 레슨
일정 점포별 상이(각 점포 골프 숍 문의)
장소 골프 숍 8개 지점(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충청)

3. 퍼팅 전문 분석기 CAPTO를 활용한 퍼팅 분석 및 원포인트 레슨
일정 9월 20일(금)~22일(일) 장소 강남 이벤트홀

4. 타이틀리스트 620 아이언 신상품 출시 기념
클럽 피팅, 볼 세미나, 한정판 클럽 시타 등 스페셜 데이 이벤트
일정 9월 21일(토) 장소 센텀시티 골프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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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내 슬픔을 알게 되면

체 게바라의 아이코닉한 벽화가
그려진 쿠바 아바나 거리.

132

ⓒ Xifotos / Getty Images

writer 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메인 보컬 이브라힘
페레르의 솔로 데뷔 앨범. 74세인 2001년 발매됐다.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함께 부른 ‘실렌시오’가 수록돼 있다.

공중에서 쿠바를 내려다본 적이 있다. 내가

은 처참하게 낡았다. 공룡의 뼈대를 보는 것

류트가 애조 띤 선율을 짚어나간다. 카메라

탄 비행기는 미국 플로리다의 탬파를 이륙

같았다. 뒷골목은 자동차의 무덤이다. 오래

는 두 사람을 감싸고 천천히 돌고 페레르와

해 레게 뮤직의 발상지 자메이카로 향하고

전에 멈춰 선 1940~50년대 자동차들이 그

포르투온도는 마주 서서 눈을 맞춘다. 그러

있었다. 김건모의 ‘핑계’, ‘잘못된 만남’이

자리에서 삭아가고 있다. 글자 하나가 떨어

나 ‘실렌시오’는 사랑 노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휩쓸 무렵이었다. 플로리다는

져 나간 ‘KARL MA X(칼 마르크스)’ 간판

“내 뜰에는 꽃들이 잠들어 있네/ 흰 백

아름다웠다. 파도가 밀려오는 긴 해변에 붉

을 혁명가 체 게바라의 초상이 무심히 바라

합, 달맞이꽃 그리고 장미들/ 깊은 슬픔에

은 기와를 얹은 저택이 끝없이 이어졌다. 모

본다. 담벼락에 쓴 구호 ‘Creemos En Los

잠긴 내 영혼/ 난 꽃들에게 내 아픔을 숨기

두 수영장이 딸리고 마당은 파란 잔디가 잘

Sueños(우린 꿈을 믿는다)’를 보는 순간 아

고 싶네/ 인생의 괴로움을 알리고 싶지 않

정돈되어 있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흘러가

바나 거리의 부녀가 떠올랐다.

아/ 내 슬픔을 알게 되면 꽃들도 울 테니

는 미국의 꼬리는 지상낙원이라 할 만했다.

그 추레한 거리에 음악이 있다. 아프

플로리다를 벗어난 비행기는 쿠바 상

로-쿠반Afro-Cuban 뮤직이다. 아프리카

쿠바의 낡은 거리에서 노래하던 ‘부에

공에 진입했다. 항로는 쿠바섬 한가운데를

의 리듬과 에스파냐 문화, 카리브의 삶이 녹

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런던과 암스테르담

지나 남하했다. 고도가 그리 높지 않아 집과

아든 쿠바 음악은 중남미음악을 대표한다.

을 거쳐 1998년 뉴욕에서 공연한다. 무대는

도로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였다. 그곳에

탁월한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로 세상에

카네기홀이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

저택은 없었다. 산과 들은 짙은 녹음으로 덮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찾아다니던 라이 쿠

브라힘 페레르는 휘황한 뉴욕의 밤거리를

였을 뿐 높은 곳에서도 가난은 뚜렷이 보였

더는 1996년 아바나를 찾아가 옛 쿠바 음악

걸으며 말한다. “이게 사는 거야. 사람답게

다. 그 풍경은 조금 전에 보았던 미국 땅의

명인들의 연주를 녹음했다. 단 6일간 진행

사는 거.” 그는 뉴욕이 처음이었다. 항상 와

풍요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다.

된 작업은 좋았던 시절의 끄트머리를 낚아

보길 꿈꾸었는데 마침내 그 거리를 걷고 있

두 번째 쿠바 인상은 그 나라를 다녀

챈 것이었다. 기타리스트 콤파이 세군도는

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온 동료의 목격담이었다. 출장으로 쿠바에

무려 90세, 피아니스트 루벤 곤살레스는 78

“아내랑 아이들도 이 멋진 곳을 봐야 하는

간 그는 해가 저물 무렵 수도 아바나 거리

세였다. 그럼에도 노예술가들은 쿠바혁명

데⋯.” 페레르가 가족과 함께 다시 뉴욕에

를 걷고 있었다. 한 사내가 앞을 막아서더니

이전의 음악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음반은

갔을까. 그는 2005년에 죽었다.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새겨듣고 보니,

세계적 히트를 기록했고, 2년 뒤 쿠더는 영

페레르의 뉴욕 산책을 보고 자메이카

매춘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곁에 선

화감독 빔 벤더스와 아바나를 다시 찾아가

의 택시 운전사를 떠올렸다. 레게의 전설 밥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아이는 사내의 딸이

다큐멘터리영화를 제작했다.

말리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멕시코로 가기

었다. 열서너 살밖에 안 된.

까/ ⋯/ 내 눈물을 보면 죽어버릴 테니까.”

‘쿠바의 냇 킹 콜’ 이브라힘 페레르가

위해 킹스턴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가장 최근의 쿠바 경험은 음악 다큐멘

여성 보컬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같이 부르

60대의 운전사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터리영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Buena

는 ‘실렌시오(Silencio, 조용히)’가 서막을

“난 태어나서 자메이카를 벗어난 적이 없다

Vista Social Club〉(1999)이다. 공중에서

연다. 최고의 가수였으나 혁명 후 구두닦이

네.” 아득한 슬픔이 몰려와 위로할 말을 찾

볼 수 없었던 쿠바의 속살이 스크린에 펼쳐

를 하던 페레르도 이미 70세다. 그러나 삶

지 못했다. 지금도 쿠바 음악을 들으면 그

졌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번지는 아바나의

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회에 집중한다.

운전사가 생각난다. 죽기 전에 자메이카섬

해안도로는 장엄해 보였으나 유럽풍 건물

피아노와 기타, 아프리카 타악기, 에스파냐

을 벗어나 다른 나라를 구경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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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가지 도자, 수만 가지 이야기

에드문드 드 왈의 작품은 한 편의 시와 같다. 미니멀한 구조의 선반에

에드문드 드 왈

섬세하게 배열된 크기와 형태가 다른 도자는 우리를 상상의 장소로
안내한다. 가장 오래된 예술인 도예를 통해 인류 역사를 추적하고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노래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만난다.

writer Kim Jaeseok 갤러리현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로비에서 당신의 흑백 작품 2점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당신 작업의 시각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 미니멀
한 구조와 형태의 선반(진열창)에 세심하게 배열해 놓은 크기가 다
른 도자들. 이러한 설치 방식을 시도한 동기가 궁금하다.
완성한 도자를 물레 옆에 두고 보는 걸 좋아했어요. 동일한 사물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시적인 일이죠. 이런 복
합적인 감정이 지금과 같은 설치 방식을 탐구하도록 저를 이끌었어
요. 지난 30년 동안 박물관, 모더니즘 건축가의 집, 동시대 갤러리 등
성격이 다른 건축적 공간의 바닥과 창턱에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도
자를 땅에 묻거나 프레임에 넣고 공중에 줄로 매달기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의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조건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섯 살에 도예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도자를 만
드는 일에 느낀 매력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
저는 도자를 만들면서 성장했죠. 무수한 도자는 제 유년 시절의 일
부이자, 학창 시절과 여행,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어요. 그리
고 이제는 중년이 됐죠! 도자를 만드는 일은 제겐 숨쉬기와 같아요.
손과 심장과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점토 앞에 앉아 있는 순간을
좋아합니다. 등은 아프지만요.
도예 역사도 연구하고 있다. 〈20세기 도자의 역사(20th Century
Ceramics)〉나 〈The White Road〉는 도예의 역사를 공부하는 초
보자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속적인 리서치와 연구,

Edmund de Waal © Ben McKee

출판 활동은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RTIST PROFILE
에드문드 드 왈 Edmund de Waal
1964년 영국 노팅엄에서 출생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셰필드 대학에서 일
본어를 공부했으며, 웨스트민스터 대학 도예 선임 연구원을 지냈다. 세계적인 도예가이자 현대
미술가로 활동 중이며, 왕성한 집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Edmund de Waal〉,
〈The Hare with Amber Eyes〉, 〈The White Road〉 등이 있다.

editor Kim Jihye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로비에서 에드문드 드 왈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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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und de Waal, ‘Works and Days’, 2018. 20 porcelain vessels, 18 aluminium brackets, 17 steel boxes and 6 Cor-Ten steel sheets in an aluminium,
wood and plexiglass vitrine. 220×150×13.5cm. © Edmund de Waal. Courtesy the artist and Gagosian. Photo: Mike Br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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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면 앞서 한길을 걸었던 사람들과 친밀함을

는 예술가로서 작품을 생각, 장소, 역사와의 대화에 끌어들임으로써

느끼게 됩니다. 12세기 중국의 도공, 점토를 만지는 고갱, 전후 일본

감동적이고, 도전적이며, 명상적인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에서 도자를 만든 이사무 노구치 등 저는 이들이 경험한 탐험의 즐거
지난 5월, 베네치아에서 열린 개인전 〈시편(psalm)〉은 ‘망명

움을 발견했어요. 저의 설치 방식은 도예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exile)’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18세기 유럽의 도자기실에서 영향을 받았죠. 또 한국의 달항아리를
보며 미니멀리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전시는 베네치아의 유대인 박물관과 아테네오 베네토Ateneo
Vento에서 열렸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에는 11개의 진열창에 매

문필가로도 잘 알려졌다. 유대인인 당신의 가족사를 담은 저서

우 얇은 금박을 입힌 자기와 반투명 백색 대리석 조각을 배치한

〈The Hare with Amber Eyes〉는 평단에서 호평받았다.

‘Tehillim’, 보일 듯 말 듯 계단 벽 위쪽에 걸린 ‘Adonai’, 17세기 베

우리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동시에 20세기 역사에 접근하려

네치아의 게토 지역에 살면서 시를 쓴 유대인 사라 코피오 술람을 위

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던 무엇을 지킨다는 일의 의미는 무엇

한 테이블 등을 전시했죠. 16세기에 지은 아테네오 베네토의 아름다

일까. 사물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알고 싶었어

운 빌딩에는 ‘망명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조국을 떠

요. 예술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 중 하나는 사라진 이야기를 살아 있

나거나 망명한 사람이 쓴 52개국에서 모은 2천 권의 책을 전시했죠.

게 만들고, 과거와 현재를 다시 연결하는 일이니까요.
같은 시기, 뉴욕에서는 ‘프릭 컬렉션’과 당신 작품이 ‘대화’를 시도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예술가’와 ‘도예가’로 구분하는데, 이유는?

하는 장소 특정적 설치 전시도 열렸다. 세월이 흘러 ‘살아남은’ 명작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과 동시대 도자 작품을 함께 전시하면서 어떤 점을 고민했나?

도예가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도예는 가장 오래된 예술이니까요. 저

렘브란트의 후기 자화상, 티치아노의 ‘붉은 모자를 쓴 남자 초상

저는 도자를 만들면서 성장했죠. 무수한 도자들은 제 유년 시절의 일부이자,

Installation view of ‘Edmund de Waal: ten thousand things’, at Gagosian,
Beverly Hills, January 14–February 18, 2016.
© Edmund de Waal. Courtesy the artist and Gagosian. Photo: Jeﬀ McLane.

학창 시절과 여행,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어요. 도자를 만드는 일은 제겐 숨쉬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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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und de Waal’s exhibition ‘Atmosphere’ at Turner Contemporary Gallery, Margate.
© Percy Ryall / Alamy Stock Photo.

화’, 두치오의 ‘광야에서의 유혹’, 엘그레코의 ‘성 제롬’ 등 존재감이

을 좋아했어요. 그 순간은 제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강한 서양미술사의 걸작과 함께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은 두려운 일

앞을 향해 가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었어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컬렉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곰
최근 작업에서 도자뿐 아니라, 금, 철, 플렉시글라스 등 다양한

곰이 생각해봤죠. 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물질을 재료로 사용한다. 각 재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나?

함으로써 사람들을 느긋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곳에 놓인 가구,
빛이 떨어지는 방식, 그리고 특정 작품, 컬렉션 전체와 밀접한 관계

각 대리석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특수한 장소의 이야기가 담겨 있

를 맺도록 작품을 설치했어요. 이런 공간에서 작품을 선보인다는 것

죠. 철에는 역사가 스며 있어요. 금은 오라를 만드는 아름다운 물질

은 분명히 엄청난 특권입니다.

입니다. 금에서 우러나오는 금빛 그림자는 강철이나 납이 만드는 깊
고 혼잡한 어둠과는 다른 의미를 갖죠. 자기에 내재한 놀라운 의미

당신 작품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건축적 구조를 띠는 프레임이

와 잘 어울리는 언어를 품은 재료입니다.

다. 이 프레임은 도널드 저드나 리처드 세라 같은 미니멀리즘 작가
의 작업도 연상케 한다. 2018년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선보

짝을 이룬 자기는 서로에게 몸을 기댄 군중처럼 느껴진다. 당신

인 웨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의 ‘Yugen’ 세트를 디자인했

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시적인 아름다움과 멜랑콜리한 정서, 섬세한

다. 이 작업은 당신 작품의 건축적 측면을 극대화한 사례기도 하다.

음악적 떨림, 종교적 숭고함은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한다.
작품에서 관객이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길 바라는가?

진열창은 세계를 잠시 멈추는 방법입니다. 사물이 세계의 속도
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색적인 공간을 만들죠. 우리도 잠시 멈추게

저는 결코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삶의 온기가 느

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책의 페이지와 같고, 특정 종류의 연설을 구

껴지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종 도자는 손이

성하는 방식과도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하얀 공간이 단어와 어떻

나 신체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도자 자체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게 움직임을 창조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백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단편적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경험, 즉 망명이나 여행 등에

‘Yugen’에서 무용수들이 제가 만든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기쁨도요.

137

ESSAY

궁극의 여행을 찾아서
눈에 들어오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만이 전부는 아니다.
귀로 듣는 풍경, 즉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도 있다.

writer Jang Eunsu 출판편집인,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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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 도착하면 서점에 들러서 우선 현지 잡지부터 산다. 언어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좋은 잡지는 레이아웃으로 먼저 자
신들의 감각을 실체화한다. 이 감각, 여행자가 좀처럼 닿지 못하는
감각을 몸으로 흉내 낼 수 있다면, 어떠한 여행이든 훌륭하게 완성된
다. 언젠가 한 공항 서점에 들렀다가 눈에 띄는 잡지를 구입했다.
눈이 내리고 있다. 한 남자가 집 뒤뜰에 쪼그려 앉은 채 가만히
눈을 맞는다.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는 듯 표정이 엄숙하다. 남자
의 손에는 마이크와 녹음기가 들려 있다. 눈을 감은 채 귀 기울이면
서 남자는 정성껏 소리를 채집 중이다. 사카모토 류이치. 지금 그는
눈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심장을 습격당한 것 같다. 찡한 감동이 밀려든다. 이것이 예술이
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 한다. 바보같이 눈 내리는 새벽에 뜰로
나섰다. 눈에 들어오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만이 전부는 아니다.
귀로 듣는 풍경, 즉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도 있다.

예술을 닮을 때 삶은 비약할 수 있다.
사락사락, 언어가 있다면 소리도 있다.

눈꺼풀을 닫아 빛을 없애고, 호흡을 죽여서 바깥 소리에 집중하더라
도 눈 오는 소리에 가닿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의 감각을 초
월하지 않고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제까지 내 감각
이 느꼈던 자리보다 한 걸음 더 걷고 한 계단 더 오르고 한 움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삶이란 얼마나 너덜너덜한가.
인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누구나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다.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느리든 빠르든, 어느
날 갑자기, 삶은 멈춘다.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로 살아간다.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것(nothing)’으로 끝난다. 하지만 허무하지는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을 이루고, 지속을 한없이 이어붙임으로써
영원을 추구하는 예술적 삶이 덧없음의 덫에서 우리를 구출한다.
ⓒLaura Stevens / Gallery Stock

예술을 닮을 때 삶은 비약할 수 있다. 사락사락, 언어가 있다면
소리도 있다. 언젠가, 시인은 눈 내려 쌓이는 소리를 듣고 언어로 기
록했다. 한 음악가는 이 소리를 실제로 포집하고 싶었다. 이렇듯 누군
가는 불가능한 것을 기획하고 현실에서 꾸준히 시도한다. 실패를 누
적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어느 순간 새로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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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창조한다. 미리 정해진 것은 없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 눈

초가을 여행은 왜 하는가? 높은 하늘 밝은 달을 즐기며 이슬에 가랑

알에 의지하는 세계가 무너지고 고막이 힘을 쓰는 세계가 개벽하는

이 젖는 줄 모르고 풀벌레 소리를 즐기려는 것이다. 바람에 솔숲이

것도 가능하다.

울고, 부엽토는 뭉클한 향기를 뿜어내는데, 풀벌레들은 짝을 찾아서
우렁차게 노래한다. 시인의 귀가 열린다. “뭐가 쓸쓸해? 뭐가 쓸쓸

모든 여행은 소리의 여행이다

해? 뭐가?! 뭐가?! 뭐가?!”

여행은 견문見聞이다. 모든 여행은 보기의 여행이면서 듣기의 여행

‘가을밤 2’에서 황인숙이 노래한다. 점층하는 질문이 여행자의 발

일 때 완전해진다. 낯선 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생각을 얼마나 풍요

을 붙잡는다. 초가을 벌레 소리는 외롭지 않고 청명하다. 벌레 울수록

롭게 하는가.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는 감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하는

쓸쓸함이 더하기는커녕, 즐거운 리듬이 일어선다. “명랑한 소름”이라

가.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였다. 황혼 무렵, 거리에서 한 가수가 반주

는 시인의 이어지는 표현은 얼마나 적절한가. 여름의 후덥지근한 열기

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이 흥겨

는 잦아들고, 상쾌한 바람이 벌레 소리와 어울려 밤마실을 부추긴다.

운 리듬을 일으킨다. 지나던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나둘 모여든다.

벌레들도 “소슬바람에 가팔라진 가슴/ 베어 물 듯”(‘가을밤 1’) 우는 늦

나도 거기에 있다. 누군가 발로 박자를 맞추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을과는 달리 운다. 소리 좋은 곳을 찾아서 어찌 온밤을 즐기지 않으

발을 구른다. 몸이 저절로 리듬에 달라붙는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우

랴. 보는 풍경이 아니라 듣는 풍경도 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리는 어울려 하나가 된다. 어떠한 강요도 없다. 나로 살면서 동시에
우리로 존재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체험이다. 무엇을 정하지 않고도,

누구에게나 자신의 소리가 있다

소리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 행운을 얻는다. 〈우리가 아는 모든 언

지구는 소리의 행성이다. 자연은 끝없이 소리를 낸다. 물소리, 바람

어〉(열화당)에서 존 버거는 “사람들의 어깨와 머리 사이로 보이는 벽

소리, 새소리, 벌레 소리⋯. 자연에는 침묵이 없다. 지구에서 가장 가

이 후렴구가 끝날 때까지 황금빛으로 빛난다”라고 묘사했다. 소리가

기 힘든 장소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이다. 인위로 조성한 무

풍경을 황금빛으로 바꾼다. 스페인에서 축제 행렬에 우연히 끼어들

음실에 들어서지 않는 한, 소리 없는 공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었을 때도, 독일에서 시 낭송회에 무심코 들어갔을 때도, 나는 ‘황금

문제는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기계에서 들리는 소음이다. 현

빛 모서리’와 마주쳤다.

대 문명은 너무나 시끄럽다.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정신을 흐트러뜨

어떤 장소든 소리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여행은 소리의 여

린다. 평소 우리가 소음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시각에만 주의를 쏟으

행이다. 현대 여행 문화는 시각과 미각에 치우쳐 있지만, 조선 선비들

면서 청각을 억지로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이 나간 채로

의 여행은 소리를 빼놓지 않는다. 〈관동별곡〉은 ‘소리의 기록’으로 첫

사는 걸 견딜 수 없어 자아를 되찾으려 할 때, 정숙한 곳부터 찾는다.

걸음을 시작한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

정적인 고요 속에서 영혼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폴란드 시인 아

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섯돌며 뿜는 소리 십리에 자자하니,/ 들을 제

담 자가예프스키는 “무언無言의 속삭임으로 가득한 밤의 행렬”에서

는 우레러니 보니난 눈이로다.” ‘섯돌며’는 ‘섞여 휘돌며’라는 뜻이다.

“마치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듯한”, “내 피의 고요한 찰랑거림”을

멀리서 소리를 듣고 가까이서 경치를 구경한다. 〈열하일기〉는 어떠한

듣는다고 노래했다.

가. 마지막 부분이 물소리로 가득하다. “일찍이 나는 문 닫고 누운 채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갔을 때다. 늦저녁에 갑자기 바깥을 보고

시냇물 소리를 듣고 견주어 나누어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에서

싶어서 세 겹으로 껴입었다. 캠프장 불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저녁

울리는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한 까닭이며, 산이 찢

무렵 왔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나갔다. 달은 얼마나 밝은가. 저 멀리

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흥분한 까닭

서 만년설이 하얗게 빛났다. 온전한 어둠 속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이며, 뭇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한

않는 곳에 머물고 싶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여민 방한 파카와 뒤집

까닭이다.” 옛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 소리를 빼놓지 않았고, 때로는

어쓴 모자가 거세게 펄럭거렸다. 세상에 온통 바람이 가득한 듯했다.

풍경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를 맞추어 유람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었다. 순간, 어디선가, 심장 뛰는 소리

초원은 종달새 우는 봄날에 걸어야 활기를 뽐내고, 폭포는 여름

가 들렸다. 속삭이는 듯 가만한 숨소리가 이어졌다. 자박자박 발밑에

장마철 다음에 가야 제맛을 누리며, 언덕은 풀벌레 소리가 한창인 가

서 땅이 울었다. 내 몸속의 소리를 이토록 자세히 듣는 것은 처음이

을에 이르러야 아름다움을 알고, 깊은 숲은 겨울에 날카로운 휘파람

었다. 신비하고 경이롭고, 말로 옮길 수 없는 심오한 느낌이 등뼈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한겨울 태양이

훑어 내려갔다. 신령한 산(靈山) 히말라야 한복판에서 산이 울부짖는

떠오름에 따라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이 갈라지면서 쩡쩡 노래를

거센 소리와 내 몸이 내는 소리를 번갈아 듣는다. 처음엔 너무나 낯

부를 때다.

설었다.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평온한 확신이 찾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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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여기, 이 얇디얇은 피부 밑에서 울려오는 소

진정한 여행은 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리로 나는 존재한다.

진정한 여행은 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눈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소리를 들어왔다. 자궁 속에서 온몸을 웅크린 채 눈도 뜨지

가 인간의 존엄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보증한다. 아무도

못한 상태로 어머니의 두근대는 심장 소리, 허파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 리듬에 함부로 간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손댈 수

이완이 만드는 소리, 혈액이 혈관을 흐르는 소리를 들어왔다. 어쩌면

없다. 설령 우리가 평소 이를 전혀 지각하지 못할지라도, 피가 순환

인간은 이 소리를 모방해서 심장을 만들고 폐를 이룩하고 혈관을 형

하고 심장이 두근대는 이 소리는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성하도록 진화해왔는지도 모른다. 눈에는 꺼풀이 있는데 귀에는 덮

“강도 높고 심오한 고독”(릴케) 속으로 들어설 때 우리 몸이 연주를

개가 없는 이유는 ‘보는 풍경’보다 ‘듣는 풍경’이 인간한테 더 중요하

시작한다. 고요가 말을 걸어오는 곳에서 소리로 이루어진 정체성이

기 때문일 것이다. 듣는 것은 보는 것을 지배한다. 이 사실을 경험하

귀를 연다. 인간은 ‘소리의 생명체’다.

고 깨닫는 것, 이것이 여행의 궁극이다.

ⓒLaura Stevens / Gallery Stock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소리가 있다. 내부에서 박동하는 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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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제안하는

특별한 추석 선물

1++등급 한우에서 소량 생산되는 최고급 부위

명품 한우 스페셜
구이용 갈비부터 스테이크용 부위까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6.4kg, 구이용 갈비(1++등급), 살치살(1++등급)
꽃등심살(1++등급), 등심로스(1++등급)
안창살(1++등급), 안심스테이크(1++등급)
2백만원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신세계백화점이 산지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

5스타

한정 수량의 최상급 한우

신세계 지정 목장에서 키운 친환경 한우

고급 특수 부위로 구성한

명품 목장 한우 특호

명품 목장 한우 만복

명품 한우 특호

제주도와 경기도에 위치한 신세계 지정 목장의

곡물 사료를 먹이고 초원에 방목하여 키우는 신세계

소 한 마리에서 소량 생산되는 고급 특수 부위를

대평원에서 방목하며 친환경 사료로 키우는 1++ 최상급

지정 목장 한우로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포함해 한우의 진미로 꼽히는 부위를 1++ 최상급으로

한우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였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3.0kg, 등심로스(1++등급), 안심스테이크(1++등급)

4.8kg, 등심로스(1++등급), 안심스테이크(1++등급)

5.2kg, 구이용 갈비(1++등급), 등심로스(1++등급)

채끝로스(1++등급), 살치살(1++등급), 양지국거리(1++등급)

채끝로스(1++등급), 고급 특수 부위(부채살 / 치마살

살치살(1++등급), 안심스테이크(1++등급)

95만원

꽃등심살 / 살치살, 1++등급)

채끝로스(1++등급), 부채살/치마살로스(1++등급)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1백만원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1백20만원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editor Choi Haneul

명인이 수확한 프리미엄 과일

명품 혼합 세트
명품 멜론과 제주도 김만국 명인이 수확한 왕망고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산지 작황에 따라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망고 1入, 멜론 2入 • 시세 기준

달콤하게 잘 익은 프리미엄 등급 과일

원산지 국내산

명품 사과, 배 만복
사과와 배의 명산지인 화성, 성환, 충주, 괴산에서
재배된 프리미엄 등급만을 엄선하였습니다.
사과 8入, 배 6入 • 시세 기준
원산지 국내산

청정 지역에서 자란 당도가 높은 곶감

왕의 진상품 울산 오사리 미역

청정 제주에서 어획한 특대 사이즈

명품 곶감 세트

명품 정자각 세트

명품 제주 冬 갈치

대봉 곶감 중 대과만을 엄선하여 하나하나 정성으로

울산 우가 마을 앞바다 질무섬에서 4월 초 가장 좋은

청정 제주에서 살집이 오르는 겨울에 어획한 제철

말린 곶감입니다.

오사리 미역만 채취하여 하늬바람으로 건조한 명품

갈치 중 특대 사이즈만 선별하여 소포장한 프리미엄

대봉 곶감 130g, 30入 / 3.9kg 22만원

정자각입니다.(50세트 한정)

갈치입니다.

원산지 국내산

정자각 500g 15만원

왕 특대 갈치 4kg(5미) • 60만원

원산지 국내산

원산지 국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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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이상 전복을 주문과 동시에 조리해 선보이는

조선호텔 전복장
청정 완도에서 채취한 전복으로 주문과 동시에 조리하여 신선한 맛을 전합니다.
1.5kg(15미) / 1kg(10미) • 39만원 / 32만원
원산지 완도산(전복)
배송 서울, 수도권

캄보디아에서 얻은 청정 에너지원

야생 목청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캄보디아 원시림
고산지대에서 채취한 귀한 야생 목청꿀 세트입니다.
야생 목청꿀 300g • 15만8천원

자연이 선사한 최적의 재배 조건에서 수확한

지역 특산물

금을 흡수시켜 키운 보성 금쌀

어획량이 많지 않아 귀한 도화새우

영양 염류가 풍부한 기장에서 자란

신세계 유기농 금쌀 잡곡 세트

독도 새우

기장 미역 세트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 보성의 기름진 땅에서 재배해

독도 인근 심해에서 어획되어 ‘독도 새우’로 불리는

미역 줄기와 잎이 하나로 되어 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윤기와 찰기, 밥맛이 뛰어난 금쌀에 잡곡을 함께 담아

귀한 도화새우를 냉장 상태로 배송해드립니다. 산지

진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구성했습니다.

수급에 따라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기장 미역 200g×3入 • 6만원

유기농 금쌀 1kg, 유기농 찹쌀 1kg, 기장 500g

1.0kg(11~15미) • 시세 기준

원산지 국내산(미역), 호주산(천일염)

서리태 450g • 6만원

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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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의 손길로 빚은

국내산 봄조기를 섭간해 36시간 냉풍 건조한

녹차의 여린 잎을 명인의 손끝으로

동병상련 시루 송편 대 / 중

명품 재래 굴비 특호 / 만복

쌍계명차 우전 세트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 음식 이수자

특대 봄조기만을 엄선해 도자기 판염으로 잘

대한민국 전통 식품 명인 28호로 지정된 우전차

박경미 선생이 좋은 재료만으로 빚은 송편을

알려진 영백염전의 천일염으로 섭간 후 36시간

명인 김동곤이 전통 덖음차 제조법으로 만든 대표적인

시루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냉풍 건조한 명품 굴비입니다.

수제 녹차 선물 세트입니다.

송편 5종(호박, 흑미, 쑥, 대추, 흰송편)

특호: 2.0kg(건조 전 2.4kg), 10미, 28cm 이상

우전 60g, 차칙 1入 • 10만원

대 / 중 • 15만원 / 8만원(배송비 별도)

만복: 1.8kg(건조 전 2.2kg), 10미, 26cm 이상
1백20만원 / 95만원
원산지 국내산(참조기, 천일염)

오래도록 전해온 시간이 검증하는 맛

대한민국 장인의 명품

우전차 명인의 삼각 티백으로 품격을 높인

조선 시대 궁중 진상품의 품위를 갖춘

프리미엄 어묵탕부터 다양한 조리용 어묵까지

쌍계명차 오마주 티마스터

김광자 어란 세트

삼진어묵 이금복 장인 세트 1호 / 2호

‘존경, 경의’의 의미를 담은 오마주 티백 세트는

명인이 참숭어 알을 오랜 시간 숙성한 간장으로

삼진어묵 66년의 전통을 이으며 반평생을

우전차 명인이자 지리산 하동에서 10대째 가업을

양념하는 전통 방식을 유지해 만든 조선 시대 궁중

어묵과 함께한 이금복 장인이 엄선한 프리미엄

이어온 김동곤 명인의 우전차 삼각 티백이 포함된

진상품 어란입니다.(30세트 한정)

어묵 세트입니다.

품격 높은 선물입니다.

어란(숭어 알) 230g • 39만원

[장인 2호 기준]장인 어묵탕(2종 각 2개), 장인 조리어묵

60티백(12종×5티백) • 12만원

원산지 국내산(숭어)

어부의바(4종 각 2개), 문주스모크치즈, 어묵탕수프×4개
어간장소스×1개
1호 / 2호 • 3만5천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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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전통 한과

동병상련 목기 1단
(떡, 한과) / 2단 세트
고급스러운 전통 떡과 한과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세트 내 구성품은
각각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대추단자, 색단자, 두텁떡, 매실정과
사과정과, 곶감쌈, 강란, 깨강정, 수삼정과
호두강정, 도라지정과, 더덕정과
1단 • 22만원(떡), 20만원(한과)
2단 • 40만원
(서울 지역 무료 배송)

다채로운 한과 프리미엄 세트

교동한과 당초
유과, 강정, 매작과, 정과, 한들곡식, 육포 등
교동한과의 제품을 다채롭게 담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입니다.
16만원

전통의 맛과 멋이 깃든

한과 • 떡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

정성을 담은 전통 수제 한과

영양이 듬뿍 담긴 우리 떡을 다양하게 맛보는

주전부리 대 / 중 / 소

명인 김규흔 명작

명품 세트

야채와 과일, 견과류로 만든 부각과 강정 세트입니다.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운 김규흔 명인의 한과는

상단에는 대추, 거피팥, 흑임자, 흰깨를 버무린

술안주나 다과상,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엄선한 원료를 전통 방식으로 빚는 수제 한과입니다.

두텁경단과 천연 재료로 맛과 색을 낸 인절미를 담고

누룽지스낵, 더덕정과, 사과말랭이, 편강, 호두강정, 쌀강정

25만원

하단에는 대추와 밤을 듬뿍 넣은 약식과 모듬 찰편을

깨강정, 대추칩, 연근부각

담아 우리 떡의 진수를 전합니다.

대 / 중 / 소 • 12만원 / 8만원 / 3만원(배송비 별도)

호박인절미, 흑미인절미, 대추인절미, 흰인절미, 모듬 찰편
약식, 두텁경단, 흑임자두텁경단, 깨두텁경단, 대추두텁경단
20만원(서울 지역 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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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도라지와 생강의 단맛

스페인 냉압착 방식으로 풍미를 살린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선한 수삼

장수이야기 조청 세트

바르도무스 아보카도 오일 세트

무농약 쌀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슈퍼푸드 아보카도를 스페인의 선진 기술인 냉압착

강개상인 특선 수삼
만복 / 다복 / 오복 / 수복

만든 조청 세트입니다.

방식으로 만든 아보카도 오일 세트입니다.

유명 산지에서 재배 단계부터 관리해 우수한

도라지 조청 400g, 생강 조청 400g • 5만6천원

아보카도 오일 250ml×4병 • 7만4천원

수삼만 엄선하였습니다.
만복: 1.5kg / 다복: 1.1kg / 오복: 900g / 수복: 700g
30만원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심신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건강 선물

무알코올 유익균 발효 콤부차

모망 생티앙 세트
녹차로 우려낸 무알코올 천연 발효 음료인
스파클링 콤부차 세트입니다. 제주산 녹차에
유기농 사탕수수 원당을 비롯한 유익균을
첨가해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모망 생티앙 750ml×2병 • 4만5천원

문경에서 재배 후 저온 추출한

효종원 오미베리
오리지널&시럽 세트
문경 해발 600m에서 3대가 직접 재배,
제조하는 오미자 원액과 시럽 세트입니다.
오미베리 오리지널 500ml×1병
시럽 500ml×1병 • 4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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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홍삼과 천연 녹용의 조화

상위 0.5%의 귀한 천삼만을 농축한

귀한 녹용을 한 포에 담아낸

정관장 황진단 천

정관장 홍삼정 天

정관장 천녹톤

홍삼 중 상위 0.5%의 최고급 ‘천삼’과 뉴질랜드산

6년근 홍삼 중에서 상위 0.5%의 귀한 천삼만을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거친 귀한 녹용을 온 가족이

천연 녹용의 최상급 부위인 ‘분골’을 주원료로

선별하여 유효 성분을 추출·농축시킨 고품격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스틱형 파우치로 제작한

산수유·당귀·로얄젤리·벌꿀 등의 부원료를 첨가하여

프리미엄 홍삼 농축액입니다.

제품입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200g • 1백85만원

70ml×60포 / 70ml×30포 • 48만원 / 26만원

4g×20환 • 1백만원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을 돕는

홍삼 • 녹용

신세계백화점이 새롭게 선보이는 홍삼 세트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더욱 진한

하루 1포씩 섭취하기 편리한

신세계 × 강개상인 홍삼정 로얄 세트

신세계 × 강개상인 홍삼정 로얄

신세계 × 강개상인 홍삼정 스틱 로얄

편리하게 섭취 가능한 스틱과 홍삼 농축액을 함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더욱 진한 홍삼정 로얄입니다.

홍삼 농축액을 스틱형 파우치에 담아 언제 어디서나

구성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홍삼정 로얄 240g • 19만8천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0ml×30포 • 8만8천원

홍삼정 로얄 240g, 홍삼 스틱 로얄 2入(10ml×20포)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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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숙성된 전 세계 56병 한정 위스키

글렌피딕 1961
1961년 9월 30일 숙성을 시작하여 2009년 10월
19일 병입되기까지 47년간 숙성된 글렌피딕
1961은 전 세계 56병만 한정 생산됩니다. 몰트
마스터 ‘브라이언 킨스만’이 셀렉팅하였습니다.
본 상품은 별도 예약을 통해 판매됩니다.
(한정 수량 1병)
2천만원

장인의 자필 서명이 담긴 위스키

글렌피딕 40년산
글렌피딕 역사상 다섯 번째 40년산
위스키로 송아지 가죽과 브랜드
로고를 세공한 구리 장식 케이스,
증류소 장인 4명의 자필 서명이
담긴 테이스팅 노트로 구성된
위스키입니다. 본 상품은 별도 예약을
통해 판매됩니다.(한정 수량 1병)
1천4백50만원

세계를 대표하는 소장 가치가 높은 명주

와인 • 위스키
세계 최대 고급 와인 산지의 대표 와인

보르도 2005 셀렉션
와인 평론가들이 보르도 지역 와인 중 21세기 최고의 빈티지로
선정한 2005년산 특급 와인을 선별하였습니다.
샤또 오존 / 샤또 파비 • 5백만원 / 1백만원
샤또 라피트 로쉴드 / 샤또 빨메 / 샤또 뒤크뤼 보까이유 • 3백50만원 / 1백만원 / 76만원
샤또 라빌 오브리옹 블랑 • 70만원
원산지 프랑스

세계적 와인 평론가로부터 극찬받은

다나 에스테이트
로버트 파커 만점을 획득한 그레이트 빈티지
와인으로, 나파밸리의 다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를 대표하는 와인입니다.
다나 에스테이트 로터스 빈야드 까베르네
소비뇽 15 • 1백50만원
원산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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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풍스럽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포트넘 티 바스켓 햄퍼
피크닉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은 헌츠맨 햄퍼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얼그레이 클래식 틴, 애프터눈블렌드 틴 각 125g, 애프리콧 허니
라벤더 인퓨전, 선데 오디티 각 15티백, 피카딜리 마카다미아넛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레몬커드 비스킷 각 200g 등 12종 • 41만5천원

햄퍼 세트
기프트 박스 • 7천원~1만5천원
햄퍼 바구니 • 5만원~12만5천원
차 • 1만7천원~4만8천원
비스킷 • 2만3천원~7만8천원
잼 • 1만8천원~3만5천원
티웨어 • 4만5천원~ 28만원

세계의 명차와 페어링하면 좋은 다과, 정성을 담은 햄퍼 세트

티 • 햄퍼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국 전통 차

마리아쥬 프레르의 대표 티

조선의 차 역사를 바탕으로 개발한

대익 보이차 7542 생차

마르코폴로

쌍계명차 왕의한차 궁중다첩

중국의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보이차. 중국

싱그럽고 달콤한 과일 향을 품은 마리아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맹해차창에서 시작되어 79년 전통을 지켜오고 있으며

프레르의 시그너처 티로, 밀크티와 아이스티 등에

쌍계명차 연구소 김종오 소장이 연구 개발한 차 6종을

식약청 허가 및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담은 왕의한차 삼각 티백 세트입니다.

357g • 4만6천원

틴 100g, 티백 30入 • 8만4천원

36티백(6종×6티백) • 5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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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한우의 부위별 풍미를 담은

국내 청정 바다 깊은 곳에서 채취한

가공하지 않은 생인삼

명품 한우 육포

자연산 전복 만복 / 다복 / 오복

명품 수삼

1++등급 한우 채끝과 우둔을 엄선하여 육질이

수작업으로 채취한 자연산 전복 세트입니다.

한 뿌리당 중량이 220g 이상으로, 체형이 곧고

연하고 농축된 풍미를 맛볼 수 있는 고급 육포입니다.

만복: 자연산 활전복 대 12미(1.0kg당 7~8미 크기)

뇌두가 굵은 명품 수삼입니다.(50세트 한정)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다복: 자연산 활전복 대 9미(1.0kg당 7~8미 크기)

1.1kg(220g 이상×5뿌리) • 50만원

0.8kg, 채끝육포(1++등급), 우둔육포(1++등급) • 40만원

오복: 자연산 활전복 9미(1.0kg당 10미 크기)

원산지 국내산

원산지 국내산(한우)

50만원 / 40만원 / 20만원
원산지 국내산(전복)

국내외 고급스러운 먹거리

프리미엄 식자재
전 세계 한정 생산되는

주세페 주스티 리저브
100년산
17대 전통의 주세페 주스티에서
한정 생산하는 1백 년 숙성 발사믹
비니거입니다.
100년 숙성 발사믹 비니거 100ml
1백40만원

이탈리아에서 온 세계 3대 진미

생(生)트러플&원목 커터 세트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이탈리아산 섬머 블랙
트러플과 받는 분의 편의를 위한 원목 트러플 커터기로
구성된 프리미엄 세트입니다. 현지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9월 5일까지 접수)
생(生)트러플 150g, 올리브 원목 트러플 커터기 1개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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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깔끔한 보관과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최고급 명란젓

담백하고 고소한 두 가지 맛

한우 후레쉬 실속

맛의 명태자 THE 밸류 세트 1호

만전 갯벌김 혼합 세트

정육불고기, 정육국거리, 사태를 200g씩 소포장하여

신선한 최고급 원란으로 만든 명란젓 세트입니다.

갯벌에서 자란 원초로 구워낸 김과 참기름을 발라

실속 있게 구성했습니다.

명란 200g×4入 • 10만원

더욱 고소한 재래김 세트입니다.

1.2kg • 9만원

원산지 러시아산(명란)

담백한 갯벌김 30g×4캔, 참기름 향이 그윽한 재래김

원산지 국내산 냉장 한우

9g×6봉×2박스 • 6만5천원
원산지 국내산(김)

실속과 품격을 담은

합리적인 가격

종가의 전통 장을 다채롭게 구성한

처음부터 끝까지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캔으로 편하게 즐기는 바다의 맛

조병희 실속 4종 / 3종 세트

대봉 곶감 실속 세트

랍스타 캔 8호

종가의 비법으로 만든 전통 장 세트입니다.

정성껏 말린 대봉 곶감 대과를 낱개 포장한 실속

영덕게살과 감칠맛의 최고봉인 영덕게 간장 소스,

4종 세트: 조병희 국간장 300ml, 조림간장 300ml

기프트입니다.

랍스타장을 한데 모은 실속 세트입니다.

된장 250g, 한우볶음고추장 250g

대봉 곶감 10入, 900g 5만원
•

영덕게살 캔 90g, 영덕게살장 캔 90g

3종 세트: 조병희 국간장 300ml, 된장 250g, 고추장 250g

영덕게 딱지장 캔 90g, 랍스타장 90g×3캔

5만원 / 3만5천원

영덕게 간장 250ml, 영덕게 순국장 250ml • 6만8천원

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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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링의 품격을 더하는 전통 실버 웨어

4백30년 전통의 크리스털 브랜드

요리를 돋보이게 해줄 테이블웨어

크리스토플 MOOD 미니 커틀러리

생루이 트위스트 1586 올드 와인잔

케이매트 마블 트레이 by 피숀

6인 에스프레소 스푼 세트로 커틀러리를

1586년 프랑스 작은 유리 공방에서 시작된

은은한 색상과 견고한 디테일이 특징인 케이매트의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루이의 역사가 담긴 크리스털 올드 와인잔

마블 트레이입니다. 베이지, 그린, 그레이 중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합니다.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스푼 6P • 52만원

2P 세트 42만원

각 14만7천원

•

품격 있는 일상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

상쾌하게 기분 전환을 돕는 구강 관리 용품

최고급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통후추로 구성된

바디 클렌저와 로션으로 구성된

아라크리스 치약&
코퍼 혀클리너 세트

리브솔트 프리미엄 세트

시코르 베이직 세트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그라터와

부드러운 세정력과 쫀쫀한 보습력으로 건조한

입안에 상쾌함을 전하는 치약과 뛰어난 항균성을

히말라야 핑크솔트, 통후추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바디 케어 세트입니다.

가진 구리 100% 혀클리너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그라터, 락솔트 230g, 통후추 15g 15만7천원

체리 블라썸 바디워시 300ml, 체리 블라썸 바디로션 300ml

•

클렌징 폼 150g • 3만5천원

아라크리스 치약 120g×3개, 코퍼 혀클리너×2개
피크닉 바구니 10만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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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재고 유무는 각 점에 문의바랍니다.

보다 큰 가치와 품격을 전합니다

신세계 상품권

전국 신세계백화점 사용처

[쇼핑]

[호텔]

대표번호 : 1588-1234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면세점 | 프리미엄 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부산) | JW 메리어트

울렛(여주, 파주, 부산, 시흥) | 스타필드(하

호텔 서울 |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 코트

본점 | 강남 | 센텀시티 | 대구 |

남, 고양, 코엑스) | 스타필드 시티(위례) | 시

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 MEA 메리어트

영등포 | 경기 | 의정부 | 스타필드

코르 | 분더샵 | 까사미아 | 이마트 | 이마트

호텔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 파

에브리데이 | 몰리스 펫샵 | 일렉트로마트 |

라다이스 호텔 부산 | 해운대 센텀 호텔 | 신

노브랜드 | 제일모직 | 정관장 | JAJU 전문점

세계 영랑호 리조트 |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스타일마켓 대전 | 팩토리 스토어

| 와인앤모어 | [청담점] 엠포리오 아르마니

(연회장 사용 제외)

고양·센텀시티

| 조르지오 아르마니 | 크롬하츠 | 알렉산더

하남 | 광주 | 마산 | 김해 | 충청 |

상품권 구입처
법인 기업 구매 상담
상품권 3천만원 이상
02-3406-6900, FAX 02-3479-1090

각점 상담 전화
본점 080-310-1703~4
강남 080-479-1700~1
센텀시티 080-745-1710~1

왕 | 부르넬로 쿠치넬리 | 몽클레르 | 아크네

[레저· 문화]

| 셀린느 | 에르노 | 폰타나밀라노1915 | 끌

트리니티 클럽 | 자유 컨트리 클럽 | 아포CC

로에 | 사카이 | 리에거 | 바이레도(도산)

영등포 080-634-1700~1

| 스카이밸리CC | 신세계 센텀시티(스파랜

경기 031-695-1010~1

드, 아이스링크) | 한솔 오크밸리 | 베네스트

[외식]

의정부 080-867-1700~1

(가평, 안양, 안성) | 영풍문고 | 교보문고 |

하남 031-8072-1010~1

스타벅스 | 올반 | 보노보노 | 불고기 브라더

웅진 플레이도시 | 메가박스(센트럴시티, 스

광주 080-360-1249

스 | 데블스도어 | 자니로켓(롯데아울렛 구

타필드 하남, 고양, 코엑스) | CGV(광주터미

마산 055-240-1061~2, 1065

리점, 현대카드점 제외) | 베키아에누보 | 오

널, 죽전, 센텀시티, 영등포, 대전터미널, 의

김해 055-272-1010~1, 1630

슬로 |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 뱅커스클럽

정부점, 천안터미널, 스타필드 시티 위례)

| 아워홈 | 피자헛 | 세븐스프링스 | 메드포갈
릭(대구현대백화점, 부천중동, 현대점, 평택

[건강검진센터]

AK 플라자점 제외) | 비비고(인천공항점 제

분당차병원 | 서울성모병원 | 가천의대길병

외) | 더플레이스 | OLA, 채빛 퀴진 | 파미에

원 | 을지대학병원(서울, 대전) | 강남을지병

스테이션

원 | 의정부성모병원

대구 080-661-1700~2

* 신세계상품권은 전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현금 및
법인카드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 가맹점의 경우 상
품권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가맹점 홈페이
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
용은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www.shinsegae.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P CLUB
NEWS
•

September’s Issue

Classic Life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고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감성의
클래식 라이프로 초대합니다.

VIP PROGRAM

CLASSIC FESTIVAL & CULTURE
SHINSEGAE CLASSIC FESTIVAL . VIP LOUNGE

SHINSEGAE CLASSIC FESTIVAL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9월 26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신세계백화점 VIP 고객을 위한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548년 궁정 악단으로 시작해 471년을 달려
온 세계 오케스트라의 산 역사,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4년 만에 내한합니다.
이번 공연의 지휘봉은 2012년부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수석 객원 지휘자
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잡으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
레만의 황금 사운드로 독일 낭만주의의 거장 브람스의 대표 작품들을 선사합니
©Matthias Creutziger

다. 협연에는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무대에 올라, 2006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
쿠르 결승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합니다.
1부의 장대한 울림에 뒤이어 연주되는 작품은 정명훈의 주 레퍼토리 중 하나인
브람스 마지막 교향곡 4번입니다. 수백 년 동안 클래식 음악사에 이름을 새긴
수많은 작곡가와 지휘자가 남기고 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이번 공연을 통
해 독일 관현악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두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
의 오케스트라,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와 피아니스트가 이끌어낼 고풍스
러운 음악의 깊이를 느끼며 교감해보시기 바랍니다.

©Matthias Creutziger

일시 및 장소 9월 26일(목),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9월 4일(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10:00~19:00) 및 신세계백화점 APP

* 신청 고객께는 초대권을 별도로 발송해드립니다.(동반 1인 가능)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8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합니다.(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 연 2회 공연(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중 트리니티와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은 연 2회, 플래티넘 클럽
회원은 연 1회 관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및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P LOUNGE
가을날의 티타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트리니티 라운지에서 가을에 어울리는 티와 티푸드를
준비했습니다. 디저트를 통한 새로운 경험과 미각의 즐거움을 신세계 트리니티 라운지에서 즐겨보세요.
대상 등급

트리니티

일시 및 장소 9월 16일(월)~17일(화) 11시, 13시, 15시, 17시 본점 트리니티 라운지
9월 18일(수)~20일(금) 11시, 13시, 15시, 17시 강남 트리니티 라운지
9월 23일(월)~24일(화) 11시, 13시, 15시, 17시 대구 트리니티 라운지
9월 25일(수)~27일(금) 11시, 13시, 15시, 17시 센텀시티 트리니티 라운지
초청 인원

1일 4팀(1팀당 4인 기준)

신청 기간

9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 티푸드는 상기 명시된 기간 중에만 예약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테이크아웃은 불가합니다.
* 선착순 예약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티푸드는 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애프터눈 티타임은 다음 예약 고객님을 위해 타임별 최대 1시간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많은 고객님들께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애프터눈 티타임은 월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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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PROGRAM

CULTURE
SATURDAY CONCERT . MUSICAL

SATURDAY CONCERT

EVENT

클래식으로 시작하는 주말

대상 등급

골드 이상(동반 1인 가능)

일시 및 장소 9월 21일(토), 10월 19일(토)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주말의 시작을 친절한 해설과 수준 높은 연주로
열어보세요. 지휘자 정치용과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협업해 정통 클래식 음악과

신청 기간

9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신세계백화점 APP 내 ‘9월의 소식 및 기념일 이벤트’의 ‘컬처’,
VIP 고객센터(1644-8009)(10:00~19:00)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선보입니다.

신청 문의

VIP 고객센터(1644-8009)(10:00~19:00)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11:00~19:00)
(단, 본점/강남 컨시어지 업무 시간은 10:30~19:00이며, 의정부는 11:00~18:30입니다.)

연주

지휘 및 협연

일정

프로그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정치용
협연 김태형(피아노)

9월 21일(토)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W. A. Mozart | Opera 〈Le Nozze di Figaro〉 Overture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17번 G장조 K.453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17 in G Major, K.453
슈베르트 | 교향곡 제4번 C단조 D.417 F. Schubert | Symphony No.4 in C minor, D.417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지휘 정치용

10월 19일(토)

비제 |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 G. Bizet | Opera 〈Carmen〉 Highlights

* 연 10회 공연 중 트리니티 4회, 다이아몬드 3회, 플래티넘 3회, 골드 2회 참석 가능합니다.
* 신청은 2차례 공연씩 연간 5회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MUSICAL
무대에 오른 그때 그 명작, 클래식 뮤지컬 <벤허>
뮤지컬 〈벤허〉는 루 월리스Lew Wallace가 1880년 발표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유다 벤허’라는 한
남성의 삶을 통해 고난과 역경, 사랑과 헌신 등 숭고한 휴먼 스토리를 완성도 높게 담아냈습니다. 2017년 초연
당시 원작의 방대한 서사를 촘촘하게 담아낸 것은 물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역대급 무대를 선사한 배우들의
열연으로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국 뮤지컬 사상 초유의 흥행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왕용범 연출과 이성준 작곡가가 의기투합한 뮤지컬 〈벤허〉는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을
포함해 11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작품성, 흥행성, 화제성을 갖춘 작품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대상 등급

블랙 이상

일시 및 장소 9월 29일(일) 14시,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초청 인원

20명(동반 1인 가능), R석

신청 방법

9월 2일(월)~16일(월), 신세계 모바일 APP에서 신청 가능

*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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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VIP ONLY CLASS . TALK CONCERT

VIP ONLY CLASS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신청 기간 9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클래식하게 즐기는 여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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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수 기자의 클래식 라운지

클래식하게 즐기는 가죽 공예

까다롭고 고급스럽게 여겨 친해지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질 수

쓸수록 분위기와 감촉이 살아나는 가죽 소재. 미리 재단된 소가죽 패턴에

있을까요? 모차르트의 곡을 중심으로 음악을 단순한 소리가 아닌 작품으로

바느질과 마감 처리를 직접 해 나만의 특별한 가죽 소품을 만들어보세요.

맥락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23일(월) 11시 여권케이스(브라운) / 14시 카드지갑(레드), 본점 PSR
* 한 타임의 강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11시 또는 14시)

일시 및 장소 9월 25일(수) 14시, 대구 PSR
초청 인원

10명(동반 포함)

초청 인원

각 10명(동반 포함)

강사

문학수(경향신문 음악전문기자)

강사

장흰(비앙코 가죽공방 대표)

TALK CONCERT

대상 등급 블랙 이상
신청 기간 9월 4일(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예술로 만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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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테크: 미술품 투자 상식

두루주머니 만들기

그림 재테크를 위한 방법과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강의. 〈작은

면과 면의 분할, 색의 조합 등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조각보를 만들어보는

돈으로 시작하는 그림 재테크〉 저자 이지영 아트 컨설턴트와 함께 미술품

시간입니다. 오색찬란한 조각보를 직접 만들며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재테크를 시작해보세요.

만끽해보세요.

일시 및 장소 9월 26(목) 17시 40분, 경기 아카데미 D강의실

일시 및 장소 9월 23(월) 15시, 대구 아카데미 D강의실

초청 인원

각 20명(동반 포함)

초청 인원

각 20명(동반 포함)

강사

이지영(플랫폼에잇 대표)

강사

진두숙(한땀한조각보자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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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IGE
KALPAK . PRESTIGE

THE BEST OF CLASSIC & ART

PRESTIGE

완벽한 휴식을 위한 호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파리에서 만나는 럭셔리 스테이

트리니티와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을 위한

로얄 몽소 래플스 Le Royal Monceau - Raffles Paris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의 특별한 혜택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로얄 몽소 래플스 개선문에서

차감 포인트 40만 포인트

불과 5백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예약 기간 2019년 9월 1일(일)~30일(월)

호텔로 파리 도심에서 고즈넉하고

투숙 기간 2019년 9월 1일(일)~10월 31일(목)

클래식한 멋을 선사합니다. 고요한

혜택 • 이그제큐티브 해변 전망 객실

안뜰의 수영장, 예술적 영감을

•

객실 내 웰컴 과일 & 와인

제공하는 ‘Art District’와 ‘La

•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

클럽 라운지 조식, 데이타임, 해피 아워 2인 제공

•

주중(일~목) 투숙 시 패밀리 스위트 업그레이드 제공

•

최고의 스파 The Spa My Blend by Clarins에서 잠시 쉬어보세요.

일자별 선착순 마감

•

영국 코즈메틱 LUSH 입욕제 1EA 제공

상품명

[프레스티지 탑승] 파리 로얄 몽소

블랙 클럽 이상 회원을 위한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의 VIP 패키지

(Le Royal Monceau-Raffles Paris) 6일

대상 등급 블랙 이상

출발일

매일

예약 기간 2019년 9월 1일(일)~30일(월)

상품가

1인 6,900,000원 ~

투숙 기간 2019년 9월 1일(일)~10월 31일(목)

일정

인천-파리(4)-기내(1)-인천

중요 포함 사항

대한항공 직항 프레스티지석(I CLS 기준.

Librairie des Arts’를 비롯해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Best City Spa 2015’를 수상한 파리

A 패키지 25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출발 30일 전 예약 조건) / Studio Room(조식 포함)

•

디럭스 객실 해변 전망

3박 투숙 시 1박 무료 / 편도 송영 서비스

•

영국 코즈메틱 LUSH 입욕제 1EA 제공

신세계 회원 특전 왕복 송영 서비스

•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문의

•

주중(일~목) 투숙 시 웨스틴 클럽 라운지 2인 조식 제공(14세 이상 이용

02-726-5709

가능하며, 어린이 동반으로 인해 까밀리아 장소 변경 시 인당 1만8천원 추가
비용 발생)

도시의 역사가 흐르는 곳 싱가포르 래플스 Singapore Raffles
싱가포르 래플스 개관 후

B 패키지 36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100년이 되던 1987년에 국가

•

이그제큐티브 해변 전망 객실

기념물로 지정된 장엄하고

•

영국 코즈메틱 LUSH 입욕제 1EA 제공

고풍스러운 외관의 싱가포르 대표

•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

클럽 라운지 조식, 데이타임, 해피 아워 2인 제공

•

주중(일~목) 투숙 시, 3인 투숙 추가 요금 무료 제공

럭셔리 호텔입니다.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문의: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051-74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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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2일(목), 10월 3일(목)은 주중 혜택 적용 제외입니다.
* 엑스트라 베드 추가 시 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객실마다 일대일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성당, 갤러리, 쇼핑센터 등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간 레노베이션을 거쳐 올해
재개장하였습니다.
상품명

싱가포르 역사가 담긴 호텔, 래플스Raffles 자유 5일

출발일

매일

상품가

1인 2,720,000원~

일정

인천-싱가포르(3)-기내(1)-인천

중요 포함 사항

대한항공 직항 일반석 / Courtyard Suite 3박(조식 포함)
15시 레이트 체크아웃 / 1박 1객실당 SGD100 룸 크레딧 제공

신세계 회원 특전 애프터눈 티 세트(객실당 성인 2인 한정 제공)
문의

02-72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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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VITE
DELLA LANA . ADDIR . TRINITY

DELLA LANA
2019 F/W 신상품 스타일링 클래스
클래식한 아이코닉 슈트 라인부터 캐시미어 소재의 데일리 라인까지 델라라나의
2019 F/W 스타일링 클래스에서 올 가을과 겨울에 즐기기 좋은 룩을 만나보세요.
델라라나 고객 초대회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10월 1일(화) 13시, 15시(2세션 진행), 강남 5층 본매장
10월 2일(수) 13시, 15시(2세션 진행), 광주 4층 본매장
인원

세션별 5팀(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9월 3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프라이빗 이벤트
포인트를 사용해 델라라나 바우처를 신청해주십시오.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상품 20/50만 금액 바우처 입점 점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광주

ADDIR

TRINITY

아디르 진주 컬렉션 뉴 론칭

2019 F/W 트렌드 제안 & 스타일링 클래스

다이아몬드 파인 주얼리 브랜드 아디르가 새로운 펄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트리니티는 신세계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여성 수입 의류 편집매장으로 질

최고 품질의 진주를 선별해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높은 캐시미어 브랜드를 비롯하여 정제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아디르의 클래스에서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타임리스 펄 컬렉션을

스타일링 클래스를 통해 2019 F/W 트렌드와 뉴 컬렉션을 먼저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트리니티 고객 초대회
아디르 펄 컬렉션 초대회

대상 등급

대상 등급

일시 및 장소 9월 6일(금) 12시, 15시(2세션 진행), 대구 5층 PSR

플래티넘 이상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9월 24일(화) 13시, 15시(2세션 진행), 강남 3층 PSR

인원

세션별 5팀(동반 1인 가능)

인원

세션별 5팀(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9월 3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기간

9월 3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프라이빗 이벤트

프라이빗 이벤트

포인트를 사용해 트리니티 바우처를 신청해주십시오.

포인트를 사용해 아디르 바우처를 신청해주십시오.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상품 20/50만 금액 바우처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상품 20/50만 금액 바우처 입점 점포 강남, 대구

입점 점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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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강남 ° 센텀시티 ° 대구 ° 영등포 ° 경기 ° 의정부 ° 하남 ° 광주 ° 마산 ° 김해 ° 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