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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_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
5월, <SHINSEGAE>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소중함을 전하고 싶은 이를 떠올리며 행복을 주고받는 감각을 일깨워보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실용적인 가구, 세련된 스타일링을 담은 키즈 패션 화보가 펼쳐집니다. 건강을 위한 영양제
가이드와 신선한 아침을 위한 블렌더는 가족의 매일을 건강하게 만들죠.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선물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합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5월, 샘솟는 에너지를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들과 나누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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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Buyer’s Pick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선물하기 좋은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준비했다.

1
La Maison by Casamia
소르베 암체어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대비와 절제된 곡선의 팔걸이 디자인이 돋보이는
다이닝 체어. 좌판 높이와 등받이 각도가 한국인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
안락함을 제공한다.
43만원
강남 팝업 스토어
5월 17일(금)~6월 6일(목)

2

Chicor
메이크업 컬렉션
슈퍼-듀 쁘띠 립스틱
촉촉한 수분감과 선명한 컬러가
매력적인 립스틱 컬렉션.
(왼쪽부터)
포레스트 베리, 점핑 코랄, 로즈 마카롱
누드잼, 와일드 브라운, 엣지 레드
엣지 브론즈, 엣지 골드, 엣지 실버
각 2g, 1만3천원
시코르 전점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Kim Myungsung

3

Yunjac
전초 라인 클렌저

Piaget

발아 생장, 개화의 응축된 에너지를 집약한 전초 라인의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포제션 워치

폼 클렌저를 출시했다. 증숙 말차 파우더 성분의 초록빛

다채로운 컬러와 셀프로

거품이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준다.

교체할 수 있는 스트랩이

(왼쪽부터)

특징인 포제션 컬렉션의

전초 데일리 폼 앤 엑스폴리언트 2g×30개, 4만원

신제품. 다이아몬드가

전초 폼 클렌저 120ml, 3만8천원

풀파베 세팅된 다이얼과

본점, 강남, 센텀시티

베젤, 다크 로즈 스트랩의

4

조화가 매혹적이다.
3천6백30만원(29mm)
강남

5

Buben & Zōrweg

Fendi

퀀텀 16구 마카사

피카부 자이언트 포켓 백

오토매틱 워치를 넣어두면 시간이 멈추지 않고 최적의

기존 피카부 디자인에 외부 포켓을 장식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워치 와인더. 스탠드형

새롭게 출시했다. 서로 다른 사이즈의

퀀텀은 간결한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스마트

포켓으로 실용성을 강조했다.

키 잠금 시스템과 페이딩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LED

5백99만원

시스템이 특징이다.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4천70만원

6

본점

Sam Edelman
로레인 로퍼
지난 3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에
국내 첫 매장을 오픈했다.
홀스빗 장식이 특징인
로레인 로퍼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에 제격이다.
(왼쪽부터)
16만8천원, 19만8천원
19만8천원
강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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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Chrome Hearts

Givenchy

이어링

GV3 박스카프 스몰 백

단검과 십자가를 모티프로 한

골드 체인 장식이 블랙 컬러와

시그너처 디자인. 화이트 티셔츠처럼

대조를 이루어 시크한 매력을

심플한 아이템에 무심하게

풍긴다. 체인을 스트랩으로

매치했을 때 더 쿨해 보인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63만원, 57만원

3백13만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본점, 강남

9

8

Table Garden
나만의 채소밭

10

경기도 안성에서 약 15일간 키운 후 공급되는 소렐, 바질,
레몬밤, 처빌, 밀싹, 총 5종류의 채소로 구성했다.
집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다양하고

San Carlo

건강한 식단을 즐길 수 있다.
3천9백80원(개당)

올리고미네랄 탄산수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체내 미네랄 흡수가 빠르고

영등포, 경기, 의정부, 광주

신장 투과 기능을 높여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750ml, 5천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의정부, 광주

Naim Audio
뮤조

12

Vidivici
톡식 컬렉션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지원해 랜선 없이도 휴대폰이나 PC와 연결 가능하며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마야 프렌치Isamaya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했다. 그릴 색상은 번트 오렌지, 바이브런트 레드, 딥 블루

Ffrench와 협업해 선보인 컬렉션. 동화 속 원더랜드의

3가지로 집 안 분위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자연 요소를 모티프로 했다.

1백99만원

블러시 일루전

강남, 센텀시티, 대구

9g, 5만9천원
원더 립 드레스
1.9ml, 2만9천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하남, 광주
마산, 김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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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amsung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

15

Aquazzura
by Shoe Collection
스피리츠 뮬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갤럭시
폴드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각선미를 돋보이게 해주는 스트랩 힐.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글리터한 스트랩과 아찔한 힐이 매혹적이다.

2백만원대

1백49만원

전점(광주 제외)

강남, 센텀시티, 대구

14

16
Vhernier by BOONTHESHOP
신세계 익스클루시브 아브라치오 링

18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볼드한 링. 조각 작품과 같은
구조적인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Stokke

(왼쪽부터)
1천8백80만원
6천4백만원(스페셜 오더 가능)

익스플로리6 발란스 리미티드 에디션

분더샵 청담

친환경 발수제 및 페트병 20개를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해 친환경 트렌드에 동참했다.
선셰이드는 보관이 편리하며 지퍼로 쉽게 장착 가능하다.
1백84만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17
Breville
파운틴 콜드 XL 주서기
영양소 파괴 없이 속도가 5배 빨라진
대용량 주서기. 스위치를 좌우로
돌리면 과채류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
적당한 속도와 강도로 착즙한다.
76만원
강남, 센텀시티, 대구

23

BRAND STORY

© Maud Remy-Lonvis /Cartier

1

TIME OF BAIGNOIRE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탁월한 안목을 지닌 여성을 위한 클래식 워치,
까르띠에 베누아Baignoire 컬렉션의 새로운 디자인을 5월 공식 론칭에 앞서 4월 신세계백화점에서 선론칭했다.

editor Song Yujung

욕조에서 영감을 얻은 베누아 워치

2019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다

오랜 시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얼리 워치,

까르띠에는 오리지널 모델의 매력은 그대로 간직

베누아Baignoire가 올해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

하면서, 간결한 디자인과 세련된 라인의 균형을 위

난다. 베누아 워치 컬렉션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해 더욱 정교한 피니싱 처리로 새롭게 탄생한 베누

4월 22일(월)~5월 6일(월) 신세계백화점 강남 2층

아 워치를 공개한다. 1958년에 선보인 오리지널

까르띠에 부티크를 방문해볼 것. 5월 공식 론칭하

모델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슬림한

는 새로운 베누아 워치를 4월 신세계백화점에서

스트랩,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 실버 다이얼에 새롭

선론칭했다. 프랑스어로 ‘욕조’라는 뜻을 지닌 베

게 디자인한 로마숫자, 케이스와 완벽히 결합된 케

누아 워치는 1912년 전통적인 원형 다이얼이 아닌

이스 백 등 까다로운 메종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 완

새로운 디자인을 원했던 까르띠에 창립자의 3대손

벽함을 선보인다.

루이 까르띠에가 욕조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

1960년대 선보인 베누아 알롱제 워치를 오버

로 선보인 타원 형태의 워치다. 1950년대 말까지

사이즈로 다시 선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케이스

많은 수정을 거친 끝에 현재의 디자인으로 자리 잡

및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핑

았으며 1973년이 되어서야 ‘베누아’라는 이름을 얻

크 골드 버전은 베누아 알롱제 워치 특유의 셰이프

게 되었다. 이후 2009년, 기존 베누아 워치 케이스

와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어우러져 화려한 자태

의 볼륨감 있는 베젤 부분을 평평하게 가다듬고 윤

를 드러낸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

곽이 뚜렷한 유리를 사용해 정교한 곡선으로 완성

를 풀 페이브드 세팅한 버전은 눈부신 광채를 발산

한 ‘뉴 베누아’ 컬렉션을 출시했다. 올해 4월 오리

하며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솔리드 골드

지널 베누아 워치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

소재의 베젤에 클루 드 파리를 적용한 버전은 궁극

로운 디테일을 가미한 베누아 워치를 론칭하는 등

의 화려함으로 세계 최고의 워치메이커인 동시에

몇 차례 리뉴얼을 거치며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되

주얼러인 까르띠에의 탁월한 기술력을 더욱 돋보

어오고 있다.

이게 하는 요소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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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유행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매력의 베누아 워치.
2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베누아 알롱제 주얼리 워치.

3 프랑스 영화배우 카트린 드뇌브Catherine Deneuve가
착용한 베누아 워치.

4 2019년 SIHH에서 새롭게 선보인 베누아 주얼리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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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ELRY

A MODERN TWIST
간결한 스타일에 존재감을 더해줄 모던 주얼리.

editor Kwon Youjin, Cho Eunjung photographer Ahn Jooyoung stylist Seo Jay

링 • 39만원(엄지), 65만원(중지)
브레이슬릿 • (위부터) 1백85만원, 7백65만원
1백95만원, 75만원, 2백85만원 • JOHN HARDY
재킷 • 4백90만원대 • LORO PIANA
톱 • 13만5천원 • REISS

LEFT
링 • 2천만원(검지), 1천50만원(약지)

REPOSSI by BOONTHESHOP
워치 • 3천2백만원대 • VAN CLEEF & ARPELS
톱 • 83만원 • GIVENCHY

이어링 • 3백만원대 • HERMÈS / 드레스 • 3백만원 • BOTTEGA VENETA

RIGHT
브레이슬릿 • 1천만원대(왼팔) • HERMÈS
브레이슬릿 • 6백만원대(오른팔) • BVLGARI / 링 • 3백만원대 • HERMÈS
베스트 • 2백17만원 • GIVENCHY

네크리스 • 3천3백만원대 • CARTIER
보디슈트 • 5백만원 •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RIGHT
링 • 1백20만원(왼손 약지), 1백86만원(왼손 소지), 28만원(오른손 약지)
브레이슬릿 • (위부터) 1천9백20만원대, 2백10만원대, 8백20만원대 • TIFFANY & CO.
점프슈트 • 3백만원대 • HERMÈS

이어링 • 6백80만원 / 링 • 1천1백만원(검지 위), 3백40만원(검지 아래), 88만원(약지 위), 8천3백10만원(약지 아래), 94만원(소지) • ADDIR
톱 • 1백25만원 • POIRET by BOONTHESHOP

LEFT
네크리스 • 8천6백50만원 • BUCCELLATI by BOONTHESHOP
보디슈트 • 5백만원 •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hair Chae Soohoon makeup Son Daesik model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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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LOVE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부터 가장 핫한 신상품까지,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품격을 더해줄 5월의 리스트.

BUCCELLATI
by BOONTHESHOP
신세계백화점 강남 팝업 스토어 오픈
이탈리아 주얼리 및 시계 브랜드 부첼라티는 르네상스 시대의 섬세한 조각
법을 적용한다. 각각의 주얼리는 예술혼을 담고 있는 듯 마치 작품과도 같
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남성용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의 정
체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5월 한 달간 신세계백화점 강남에 ‘블로섬’ 컬렉
션 라인을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LOUIS VUITTON
버질 아블로의 프리폴 스테이플스 에디션
루이 비통은 남성 컬렉션 아티스틱 디렉터 버질 아블로가
새롭게 전개하는 라인, 2019 남성 프리폴 컬렉션 스테이

CHANEL

플스 에디션을 선보인다. 현대인의 옷장 속 필수 아이템을
모티프로 구성한 스테이플스 에디션은 루이 비통 고유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층 진화한 럭셔리를 보여준다. 루이 비

투명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레베쥬 컬렉션

통 로고를 품은 금속 스테이플스를 핀처럼 고정한 디테일,

샤넬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

가죽 삼각형 탭을 더한 솔기, 가죽 라벨, 루이 비통 로고 모

너 루치아 피카는 샤넬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양의 스티치를 적용했다.

샤넬 연구소와 협력해 레 베쥬 라인에 공기처럼 가볍고
물처럼 촉촉한 에어리 텍스처를 선보인다. 스킨케어에
사용한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메이크업에 사용함
으로써 새로운 텍스처의 ‘레 베쥬 워터-프레시 틴트’를

HERMÈS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보디 케어 라인 론칭
에르메스에서 물의 도시 베니스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수
‘운 자르뎅 수르 라 라군 오 드 뚜왈
렛’의 보디 케어 제품 ‘운 자르뎅 수
르 라 라군 바디 샤워 젤 & 모이스
춰라이징 바디 로션’을 선보인다.
운 자르뎅 수르 라 라군 바디 샤워
젤은 쫀쫀한 무스 타입으로 변하는
텍스처로 부드럽게 클렌징할 수 있
으며, 운 자르뎅 수르 라 라군 모이
스춰라이징 바디 로션은 촉촉하면
서도 섬세한 향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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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것.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투명 메이
크업 룩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ROLEX
신세계백화점 대구 신규 오픈
롤렉스가 지난 4월 1일 신세계백화점 대구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새로운 매장은 고객이
더욱 편안하게 다양한 롤렉스 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여러 제품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와
‘첼리니 문페이즈’다. 첼리니 문페이즈는 달의 변화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갖추었고 18K 에버로즈 골드
소재로 이루어졌으며,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는 최상
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DIPTYQUE
상쾌한 민트향의 뉴 퍼퓸 오 드 민떼

RIMOWA

딥티크에서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요정에게

신세계백화점 본점 팝업 스토어 오픈

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오 드 민떼 오 드 퍼퓸’

1백20여 년 전통의 럭셔리 러기지 브랜드 리모와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을 선보인다. 민트와 제라늄의 상쾌한 향과 파

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최신 매장 디자인을 반영한 팝업 스

슬리의 중후한 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

토어에서는 리모와의 새로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담은 개편된 러기지

이다. 딥티크는 주 향료인 민트의 유래를 찾기

컬렉션인 리모와 오리지널 컬렉션, 리모와 클래식 컬렉션, 리모와 에센

위해 그리스신화 속 요정 민테의 스토리를 재

셜 컬렉션, 리모와 하이브리드 컬렉션 등을 소개한다. 리모와의 다양한

해석했다. 그뿐 아니라 품질 높은 민트를 얻기

제품과 아이덴티티를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위해 세대 3대 조향 기업으로 손꼽히는 퍼메니
치와 협업해 민트 경작지를 조성했다.

BOUCHERON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얻은 잭 드 부쉐론 컬렉션 론칭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잭 드 부쉐론 컬렉션을 론칭했다. 그래픽
적이고 기하학적인 모티프를 라운드 체인과 결합해 TPO에 따라 다양한 믹
스 매치가 가능하다. 소재가 유연해 제품끼리 연결 가능하며 목걸이, 귀고
리, 헤어밴드, 벨트 등 멀티웨어로 착용할 수 있다. 또 체인 부분을 옷감과 머리카
락에 걸리지 않는 유연한 소재를 활용해 착용감이 편안하다.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2가지 소재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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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
뉴 포제션 컬렉션
피아제가 자신감 넘치는 컬러풀한 매력으로 많은 여
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포제션 컬렉션의 새로
운 버전을 공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에는 포제
션의 시그너처인 회전하는 모티프를 담은 경쾌한 디
자인을 담았다. 특히 화이트 칼세도니로 장식한 컬렉
션을 선보였는데, 이는 3가지 모델로 구성되었으며 메
종이 지닌 장식용 스톤 조각 기술과 세팅 노하우, 특별
한 장인 정신을 담았다.

YUNJAC
기프트 세트 구매 고객 대상 플라워 패키징 서비스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에서 기프트 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플라워 포장 서비스를 5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기르는 전초 에센셜 세트, 수분 충전과 진정 효과를 발휘하는 백년초&우질두
수분 진정 세트, 민감한 아이 피부를 위한 베이비 후드 베이직 케어 세트, 임신부를 위한 마더후드 스페셜 케어
세트로 구성했다. 연작의 플라워 포장 서비스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에서 만나볼 수 있다.

BOTTEGA VENETA
분더샵 청담 2019 프리폴 컬렉션
팝업 스토어 오픈
보테가 베네타에서 2019 프리폴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새롭게 합류한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첫 번째 공
식 컬렉션이다. 가늘고 긴 실루엣의 테일러
드 코트, 흐르듯 몸을 감싸는 스카프 드레스
등을 통해 센슈얼한 느낌을 담아냈다. 또 시
스루로 은은하게 피부를 드러내거나 시그
너처 소재인 레더를 사용해 피부에 대한 메
종의 생각을 표현했다. 이번 프리폴 컬렉션
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분더샵 청담에
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BURBERRY
리카르도 티시의 TB 모노그램 백

UNCUT by ELLACONIC

버버리에서 TB 백을 소개한다. TB 백은 지난 2018년
9월 리카르도 티시가 처음으로 선보인 버버리 런웨이

프랑스 전원에서 영감을 받은 프렌치 플라워 언더웨어

컬렉션 ‘킹덤Kingdom’을 통해 처음 등장했으며, 기본

엘라코닉 대표 브랜드 언컷은 이번 2019 S/S 시즌 프랑스 전원에

적인 사각형 박스 타입의 클래식 디자인에 버버리 창

서 영감을 받은 ‘레트로 저니 투 프로방스The Retro Journey to

립자 토머스 버버리의 이니셜을 활용한 TB 모노그램

Provence’ 컬렉션을 선보인다. 프로방스 전원 특유의 자연과 들

하드웨어 장식이 돋보인다. 아트 디렉터이자 그래픽

꽃을 모티프로 프레시한 감성을 담아 디자인했다. 또 컬렉션 전

디자이너 피터 사빌과 함께 만든 모노그램으로 특별

반에 레트로 향수를 자아내는 빈티지 무드를 테마로 컬러와 디테

함을 더했다. 날렵하고 유려한 폰트 실루엣에서 버버

일을 더했다. 그중에서도 프렌치 플라워 라인은 한 폭의 유화 같은

리 특유의 모던함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아트 프린트로 제작해 더욱 유니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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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O PIANA
오픈 워크 & 서머 워크 슈즈
로로피아나의 오픈 워크와 서머 워크 슈
즈는 세일링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템으
로, 시티 룩 스타일링에 어우러지도록 재
해석했다. 깔끔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
인에 편안한 착용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
다. 두 제품에는 세일러 룩에서 영감받은
화이트 솔을 적용했다. 로로피아나의 노
하우로 만들어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
아 추위에 수축되거나 열에 변형되지 않
고, 유연성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NAIM AUDIO
신세계백화점 론칭 기념 프로모션
뛰어난 음악성과 내구성으로 많은 오디오 마니아들의 사랑
을 받고 있는 네임 오디오가 신세계백화점 론칭을 기념해 프
로모션을 진행한다. 고음질 사운드를 편리하게 들려주는 무
선 뮤직 시스템 뮤조와 뮤조 QB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
입할 수 있으며, 리슨 와이어리스 사은품을 증정한다. 뮤조와
뮤조 QB는 세밀한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 전체 보디를 나무
로 제작 후 산화 방지와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아노다이징 처리
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했다. 이에 더해 6개의 앰프와 스피커
가 독립적으로 작동해 더욱 생생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VIDIVICI
산뜻한 고기능 선크림
UV 에센스 베일 론칭
코즈메틱 브랜드 비디비치가 에센스
처럼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주고, 자
외선을 비롯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데일리 선크림,
‘UV 에센스 베일’을 출시한다. 마무
리감이 산뜻해 수시로 덧발라도 끈

LAURA STAR

적이지 않는 것이 장점. 높은 자외선

스마트 U 스팀 다리미

차단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수분막

스위스 프리미엄 스팀 다리미 브랜드 로라스타에서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기술과 결합된 스팀

을 형성해 자외선이 유발하는 건조

다리미를 출시한다. 블루투스 기능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으며, 전용

함을 개선하는 ‘마이크로 젤 네트워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원, 물 잔여량, 필터 교체 주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크’,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포

있다. 또 센스 스팀 기능을 더해 사용자가 잡고 있는 다리미 핸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어 어웨이’ 등의 성분을 함유했다.

스팀을 분사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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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OR
보디 컬렉션 리뉴얼 패키지
시코르에서 다양한 향으로 많은 사
랑을 받은 보디 컬렉션을 리뉴얼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오렌지 망고와
그레이프프루트를 함유한 프루츠
라인, 체리 블로섬과 에이프릴 로즈
로 은은한 꽃향기를 자아내는 플로
럴 라인, 유니크한 파우더리 향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코지 파
우더 라인 등 취향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다채로운 향으로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패키지를 입은 보디
컬렉션은 5월부터 시코르 전점에서
만날 수 있다.

TAGHEUER
커넥티드 모듈러 45 골프 워치
팝업 스토어 오픈
골프 그린 위에서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골퍼를 위한
‘태그호이어 커넥티드 모듈러 45 골프 워치’를 선보인다.
디지털 기술력을 더한 태그호이어 커넥티드 모듈러 45
골프 워치는 태그호이어에서 자체 개발한 골프 애플리케
이션과 연동된다. 라운드마다 새로운 코스에 도전하는
골퍼에게 정교하고 스마트한 플레이 운영을 위한 전략적
스마트 파트너이자 타임피스로 활약할 예정이다. 태그호
이어의 새로운 골프 커넥티드 워치는 신세계백화점 센텀
시티에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대구에서 5월 21일부
터 6월 4일까지, 영등포에서 6월 4일부터 16일까지 팝업
스토어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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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RAFFIA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해 여름 시즌 특히 사랑받는 라피아 백.
하우스 브랜드는 물론,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HERMÈS • 7백만원대

LOEFFLER RANDALL
by RAUM • 53만8천원

MAXMARA

JIL SANDER • 1백58만원

2백44만원

MARK CROSS by BOONTHESHOP
3백53만원

STELLA McCARTNEY
WEEKEND
MAXMARA

1백35만원

59만8천원

LOEFFLER RANDALL by RAUM

VIAMAIL BAG by RAUM

53만8천원

39만8천원

editor Cho Eunjung, Song Yujung photographer Hyun Kyungjun

MIU MIU by BOONTHESHOP
1백83만원

© Christian Vierig, Yanshan Zhang / Getty Images Korea

Hermès

MD CHOICE

SLOGAN T-SHIRTS
새하얀 티셔츠에 위트 있는 메시지를 프린트해
존재감을 발하는 티셔츠 컬렉션.

2

1

3

5

4

8
6

7

1 ERIKA CAVALLINI by RAUM • 17만8천원 2 SACAI by BOONTHESHOP • 39만원 3 HELMUT LANG by BEAKER • 29만5천원
4 STEREO VINYLS • 3만9천원

/ MARSHALL by GAZE SHOP • 헤드폰 • 22만원 5 RESORT CORPS by CASESTUDY • 12만9천원

6 CHINTI & PARKER by BLUEFIT • 19만원 7 STUDIO TOMBOY • 6만9천원 8 ZADIG & VOLTAIRE • 19만9천원

editor Cho Eunjung, Song Yu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MD SPECIAL

COOL LITTLES

BOY
재킷 • 65만원 / 셔츠 • 18만원
쇼츠 • 22만원

BURBERRY CHILDREN
슈즈 • 4만9천원 • VANS by TRADHUS

GIRL
원피스 • 33만원 / 셔츠 • 15만원

BURBERRY CHILDREN
슈즈 • 4만9천원

CIENTA by TOEBOX

editor Kwon Youjin, Song Yujung photographer Kim Yeongjun stylist Lee Yoonkyung

BABY 셔츠 • 28만원 / 쇼츠 • 28만원 • BURBERRY CHILDREN
슈즈 • 9만8천원 • VEJA by BOON JR

GIRL 재킷 • 65만원 / 티셔츠 • 16만원 / 쇼츠 • 20만원
BURBERRY CHILDREN
슈즈 • 6만9천원 • NIKE by PLAYKIZ PRO

GIRL 원피스 • 75만원 • FENDI KIDS / 슈즈 • 4만9천원 • CIENTA by TOEBOX
BOY 후드 집업 • 85만원 / 티셔츠 • 29만원 / 쇼츠 • 39만원 / 삭스 슈즈 65만원 • FENDI KIDS
LEFT
BABY 슈트 • 19만8천원 • JELLY MALLOW / 티셔츠 • 11만2천원 • PAUL SMITH by BOON JR / 모자 • 4만8천원 • MARMORE by KIDSQUARE / 슈즈 • 4만9천원 • CIENTA by TOEBOX
BOY 재킷 • 19만6천원 / 티셔츠 • 6만8천원 / 팬츠 • 12만4천원 • ARCH & LINE by MINI BOUTIQUE

GIRL 원피스 • 9만9천원 • I LOVE VEG / 샌들 • 15만8천원 • BONTON
BABY 스웨트셔츠 • 6만5천원 / 팬츠 • 8만9천원 / 볼 캡 • 4만3천원 • ANOTHER.B / 슈즈 • 9만8천원 • VEJA by BOON JR
BOY 재킷 • 9만9천원 / 티셔츠 • 4만3천원 / 팬츠 • 5만4천원 • ANOTHER.B / 슈즈 • 4만9천원 • VANS by TRADHUS
RIGHT
GIRL 원피스 • 20만3천원 • BONPOINT / 라피아 해트 • 4만6천원 • FRIENPI / 슈즈 • 4만9천원 • CIENTA by TOEBOX
GIRL 재킷 • 25만1천원 / 팬츠 • 12만4천원 / ARCH & LINE by MINI BOUTIQUE

GIRL 우비 • 11만8천원 / 카디건 • 15만8천원 / 옐로 장화 • 7만5천원 • BONTON / 쇼츠 • 3만9천9백원 / 블랙 장화 • 4만9천원 • JAJU KIDS / 숄더백 • 3만5천원 • ZAKKAHOLIC by KIDSQUARE
LEFT
GIRL 원피스 • 17만원 • STELLA McCARTNEY by BOON JR / 샌들 • 43만8천원 • MARNI by BOON JR
BOY 셔츠 • 13만2천원 / 쇼츠 • 13만2천원 • STELLA McCARTNEY by BOON JR / 슈즈 • 4만9천원 • VANS by TRADHUS

GIRL 셔츠 • 15만5천원 / 쇼츠 • 9만9천원 / 모자 • 6만4천원 • THE ANIMALS OBSERVATORY by MINI BOUTIQUE / 양말 • 4천9백원 • JAJU KIDS / 슈즈 • 4만9천원 • VANS by TRADHUS
BABY 재킷 • 28만5천원 / 셔츠 • 14만8천원 / 티셔츠 • 7만8천원 / 쇼츠 • 11만2천원 • BONTON / 슈즈 • 9만8천원 • VEJA by BOON JR
LEFT
BOY 셔츠 • 24만5천원 / 팬츠 • 17만8천원 • BONPOINT / 슈즈 • 4만9천원 • VANS by TRADHUS
BABY 셔츠 • 17만8천원 / 팬츠 • 20만3천원 • BONPOINT / 슈즈 • 4만9천원 • CIENTA by TOEBOX
GIRL 원피스 • 17만8천원 • BONPOINT / 샌들 • 15만8천원 • BONTON / 우산 • 3만3천원 • HOLLY & BEAU by KIDSQUARE

GIRL 블라우스 • 8만5천원 / 팬츠 • 5만8천원 • TAMBERE by AOUT / 머리핀 • 1만8천원 • HAIRBOW by KIDSQUARE / 슈즈 • 4만9천원 • CIENTA by TOEBOX
BABY 점프슈트 • 11만8천원 • TAMBERE by AOUT / 스카프 • 5만5천원 • BONTON / 백팩 • 10만8천원 • JEUNE PREMIER by FRIENPI / 슈즈 • 4만9천원 • CIENTA by TOEBOX
GIRL 블라우스 • 5만4천원 / 팬츠 • 4만4천8백원 • VIA SEPTEMBER / 샌들 • 15만8천원 • BONTON
LEFT
GIRL 원피스 • 42만원 • STELLA JEAN by BOON JR / 머리핀 • 1만6천원 • HAIRBOW by KIDSQUARE / 양말 • 1만9천원(4pcs set) • GAP KIDS / 슈즈 • 4만9천원 • VANS by TRADHUS
BOY 후드 집업 • 18만9천원 / 티셔츠 • 9만4천원 • STELLA McCARTNEY by BOON JR / 팬츠 • 5만9천원 • I LOVE VEG
선글라스 • 6만원 • HIPSTERKID by FRIENPI / 슈즈 • 6만9천원 • NIKE by PLAYKIZ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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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슈트 • 11만8천원 • TAMBERE by AOUT / 스카프 • 5만5천원 • BONTON / 백팩 • 10만8천원 • JEUNE PREMIER by FRIENPI / 슈즈 • 4만9천원 • CIENTA by TOEBOX
*일부 제품은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hair Baek Heungkwon makeup Lee Jiyoung model Gabriel, Ellyanna, Dakota, Thayer set styling Kim Minkyung

FENDI BABY

MD SPECIAL

BABY CARE COSMETICS
연약한 아이 피부에 닿는 제품은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봐야 한다. 안전한 성분으로 걱정없이 바를 수 있는 상황별 키즈 화장품.

SAFETY OUTDOOR
향과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은
저자극 포뮬러 선크림
1 URIAGE by CHICOR • 베리어썬 레 앙팡 • 100ml, 3만8천원
2 YUNJAC • 베이비후드 미네랄 베이스 선프로텍션
50ml, 3만8천원

3 BIODERMA by CHICOR • 포토덤 키드 선크림
100ml, 3만2천원

1

3
2

벌레, 진드기를
퇴치하는
버그 스프레이

휴대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보습 스틱
1
2
3
4

ERBAVIVA • 립 앤 치크 밤 • 18g, 2만5천원
LINEA BIMBI • 베이비 립밤 • 45ml, 1만3천원
MUSTELA by ORGANIC BEAUTY • 너리싱 스틱 위드 콜드 크림 • 9.2g, 1만7천원
ALEVA NATURALS by ORGANIC BEAUTY • 스팟 모이스처 밤 • 14g, 9천원대

1 LOVEY DOVEY
by ORGANIC
BEAUTY • 문라이트
버그프리 • 50ml, 9천원대

2 DR. ATO • 프로텍션
버그라인 • 100g
1만1천원대

4
1

2

3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Kim Myungsung

1

2

Tip.
키즈 화장품 선택 시 주의할 점
유해 성분 함유 여부
방부제, 파라벤류, 미네랄 실리콘 오일류,
유해 세정 계면활성제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은 배제할 것.

EWG 등급 수치 확인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약자로 미국에서
환경과 건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농업, 식품,
에너지 방면에서 수급된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평가하는데, 1~2그린 등급일수록
안전한 제품이다.

HEALTHY HOME CARE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유아용 보습 크림

유아 성장을 촉진하는
마사지 오일

1 SANTA MARIA NOVELLA • 크레마 프로테티바 베이비 • 250ml, 10만8천원
2 YUNJAC • 베이비후드 카밍 앤 딥모이스처라이징 크림 • 100ml, 5만8천원
3 PAPAYA GOLD by ORGANIC BEAUTY • 포포크림 • 25g, 1만3천원

3

1 L’OCCITANE
시어 베이비 본딩 마사지 밤
100ml, 4만2천원

2 LINEA BIMBI • 소프트닝
보호 오일 • 100ml, 3만2천원

3 ERBAVIVA • 베이비
오일 • 120ml, 3만2천원

4 LOGONA
NATURKOSMETIK
베이비아토 플레게욀
100ml, 6만8천원

1

2

3

2

1

4

SOFT CLEANSING
자극 없이 닦아내는 선 클렌징 티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에 씻어내는 2 in 1
클렌저

1 DR. ATO • 클렌징 & 수딩 티슈 • 20pcs, 2천원
2 PRIMERA • 베이비 선 클렌징 티슈 • 6pcs, 1만5천원

2

1 YUNJAC • 베이비후드 헤드
투 토 워시 • 250ml
3만5천원

2 KINDER PUPPETS
by ORGANIC
BEAUTY • 베이비
샴푸 앤 바스 • 250ml
2만6천원
2

3 LINEA BIMBI
액상 비누 • 300ml
1만5천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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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키즈웨어 박람회인 피티 빔보에서 10대 키즈웨어 스토어로
선정되며 진가를 입증한 분주니어. 분주니어가 엄선한 60여 개의 브랜드부터
최신 키즈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

세계 10대 키즈웨어 리테일러로 선정된 분주니어
봄가을이면 패션계를 들썩이게 하는 세계 4대 패션 위크만큼이나 중요한 패션 행사가 있다. 전 세
계에서 유일한 키즈웨어 박람회인 ‘피티 빔보Pitti Bimbo’가 그것이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수백 개의 키즈 브랜드와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
다. 이곳에서 세계 10대 리테일러로 선정된 국내 키즈 라이프스타일 스토어가 바로 신세계백화점
이 선보이는 ‘분주니어’다. 영국의 해러즈 백화점, 미국의 니먼 마커스, 프랑스 스몰러블 등 유수
의 스토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10대 키즈 리테일러로 선정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

BOON JR POP-UP STORE
IN SHINSEGAE DEPARTMENT STORE
일시 및 장소 4월 26일(금)~5월 5일(일) 대구
5월 10일(금)~19일(일) 강남
행사 어린이날 기념 네일매틱 팝업 스토어

켰다. 하이엔드 키즈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로 시작한 분주니어는 패션뿐만 아니라 완구, 액세서리
를 포함한 60여 개의 키즈 브랜드를 전개하며 국내 키즈웨어 최전선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분주니어가 남다른 안목으로 바잉한 브랜드와 세련된 아이템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국 소비자
에게 새로운 키즈 스타일을 제시하며 가치를 입증했다. 스텔라 매카트니, 에르노, 지방시, 닐 바렛,
스톤 아일랜드 등 분더샵의 키즈 버전을 연상케 하는 분주니어만의 차별화된 셀렉션을 선보인다.
취향이 세련된 부모와 그 DNA를 물려받은 아이의 니즈를 완벽히 파악한 구성으로 남다른 키즈웨
어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준다.

edito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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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웨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브랜드 셀렉션
새로운 키즈 룩을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하는 분
주니어. 키즈 스타일은 한계가 있다는 편견을 깨듯
매 시즌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며 키즈웨어를 즐
기는 다채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분주니어의 가장
큰 강점은 세계적인 편집매장인 분더샵의 브랜드
셀렉션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아 트렌디한 키즈 브
랜드를 꾸준히 선보인다는 점이다. 먼저 분주니어
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텔라 매카트니 키즈 라인은
스타일리시한 부모가 선택하는 브랜드로 정평이 나
있다. 감각적인 컬러 매칭과 패턴, 실용적인 디자인
까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충족한다. MSGM
도 그래픽적 요소를 넣은 디자인으로 시크한 디자
인의 키즈웨어를 찾는 이들에게 환영받는다.
분주니어는 베스트셀러 외에도 새로운 브랜드를 소

1

2

개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2019 S/S 시즌에는 오직
4

분주니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가 눈에 띈
다. 그중 첫 번째는 영국 특유의 클래식함을 유지하
는 동시에 유머를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폴 스미
스의 키즈 라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분주니어
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폴 스미스 키즈 라인은 성인 컬
렉션의 대담한 컬러와 유머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는 키즈웨어 특유의 사랑스러
움까지 더했다. 국내에서 분주니어를 통해 단독으
로 선보이는 또 다른 브랜드인 르 코요테 드 파리는

LE

10대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가 드문 한국에서 유난
히 돋보인다. 기존 키즈웨어의 한계를 벗어나 미니
멀하고 페미닌한 무드를 담아내 감성적인 스타일을
찾는 10대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예정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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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새로 론칭한 브랜드, 헌드레드 피스 역시 주목
할 만하다. 프랑스 유명 편집매장 스몰러블에서 론
칭해 1970년대 스포츠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
션을 선보인다. ‘1970년대’와 ‘스포츠웨어’라는 키
워드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사랑받고 있는 스포티 레
트로 스타일로 가득하다. 반면 드레스를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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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의 취향을 반영한 하이엔드 키즈 브랜드
샤라비아도 눈여겨볼 만하다.
네일매틱 × 분주니어 팝업 스토어

가포르 등에서 주목받으며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최근 패션 아이템을 넘어서 키즈 스타일을 연출하

뽐내는 브랜드로 세련된 키즈 스타일을 완성하는

는 방법으로 가장 각광받는 분야라면 키즈 액세서

역할을 한다. 키즈 뷰티 제품을 출시한 네일매틱과

리와 키즈 뷰티 섹션일 것이다. 분주니어 역시 기존

분주니어의 어린이날 기념 팝업 스토어 오픈도 새

1 톡톡 튀는 색감과
프린트의 폴 스미스.

2 서정적인 감성으로

키즈 액세서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아이들이

로운 소식이다. 대구와 강남에 차례로 선보이는 이

풀어낸 미스엘레이.

트렌디한 패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브랜드는 물론

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네일매틱의 매니큐어, 립글

3 빈티지한 무드를 담은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키즈 액세서리를 대표하

로스 등 단품 및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매직박스,

는 브랜드 밀크앤소다는 이미 호주, 일본, 홍콩, 싱

쇼핑박스 등의 세트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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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드레드 피스.

4 페미닌한 디자인이
특징인 르 코요테 드 파리.

MD SPECIAL

BABY & KIDS FURNITURE
수납 기능을 갖춘 감각적인 가구부터 다양한 기능의 책상과 의자,
편안한 침대와 침구까지. 아기와 어린이를 위한 퍼니처 셀렉션.

USM • USM 3×3
(door 6pcs)
152.3×373×109cm
7백5만4천원

editor Kim Jihye, Lee Hyeyoung photographer Kim Myungsung, Hyun Kyungjun stylist Choi Younsu

1

2

3

4

6

5
8
7

1 LITTLE HOME by OEUF • 사각 쿠션 • 36×36cm, 개당 11만4백원 2 KARTELL • 콤포니빌라 스마일 2단 수납장 • 32×40cm, 개당 21만원 3 COMFPRO • 자작나무 슬라이딩 2400
책장 240×51.5×119cm, 3백48만원 4 STOKKE • 슬리피 미니(내추럴) • 82×87×67cm, 89만5천원

5 USM • 장난감 수납 박스(옐로) • 50×35cm, 92만7천원

6 JAJU • 동물 친구들 볼륨 패드 낮잠 이불 풀세트(핑크) • 이불 75×130cm / 패드 70×120cm / 베개 33×22cm, 8만9천9백원
50×34.5×30cm, 개당 1만9천9백원

7 JAJU • 바퀴 달린 장난감 수납함(핑크)

8 JAJU 조이 사각 플라스틱 수납함(핑크 / 블루 / 옐로 / 네이비) 29×20×15cm, 개당 4천9백원
•

•

MD SPECIAL

NEWPORT COTTAGES by SPACELOGIC
베벌리 침대 • 127×211×87.5cm
2백20만원(매트리스 별도)

HERMAN MILLER by SPACELOGIC
넬슨 스웩 레그 책상 • 99×72.4×86.7cm, 4백34만원

CASAMIA
리사 로우 베드

ALLERMAN

121×118(68)×210cm
55만5천원(매트리스 별도)

팜팜 패딩 이불 세트 • 싱글, 47만원(솜 별도)

CASAMIA
그로잉 베드
126×100(75)×211cm

KIDS SESA
크롱 싱글 침구 세트 • 싱글, 40만원(솜 별도)

1백26만원
(매트리스 별도)

CASAMIA
마망 스텝 베드

FRAMBOISE PARIS

125.5×79.5×210.5cm

베베 스완 싱글 침구 세트 • 싱글, 29만3천3백원(솜 별도)

62만원(매트리스 별도)

CASAMIA • 노아 베드
ELIM KOREA • 아이스크림 세트
이불 110×150cm / 베개 38×50cm, 14만원

212.2×127.1×100(46)cm
57만원(매트리스 별도)

LITTLE HOME
by OEUF • 리버 트윈 베드
ALLERMAN

224.2×102.5×72.4cm
3백84만원(매트리스 포함)

페스티벌 패딩 이불 세트 • 싱글, 42만5천원(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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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SPECIAL

KARIMOKU by REMOD

HERMAN MILLER by SPACELOGIC

COMFPRO • 트룰리

SU331OME 책상 • 110×65×73cm, 1백50만원대

뉴 에어론(미네랄) • 68.5×42.5×52cm, 1백89만원

62×75×100~111cm, 1백45만원

COMFPRO • CP5 의자 • 70×60×100~114cm

SIDIZ • T25 화이트쉘 플렉스 회전형(코코아

CASAMIA • 노아 수납책상 1400 세트(안나 화이트 컬러)

1백28만원 / 헤드레스트 12만8천원

브라운) • 60.5×56.5×91.5~10.15cm, 23만7천원

책상 140×70×75.3cm / 책꽂이 136×22×57cm, 81만원

COMFPRO • 슈퍼1400 책상(메이플)

SIDIZ • 링고(로지 핑크)

140×77×20~101cm(+/- 2cm), 2백28만원

58.5×49.6×78.3~83.9cm, 16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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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HOME by OEUF
브루클린 데스크
101.6×61×62~75cm, 1백8만원
버티컬 미니 라이브러리(버치)
74.5×36.56×163.8cm, 1백28만원

LITTLE HOME by OEUF
미니 라이브러리(월넛) • 150×106.5×35.5cm, 1백28만원

CASAMIA • 브라우니 책상 세트(책꽂이 포함)
책상 140×70×73cm / 책꽂이 135.82×22×36cm, 99만원

MOLL by SPACELOGIC • T7 XL 책상(월넛) • 150×75×56~118cm, 6백35만원 / C7 서랍(월넛)

YAMATOYA by DIBAMBI

43×54×44cm, 1백15만원 / S6 의자(화이트) • 70×70×28~52cm, 1백12만원(커버 별도)

아미체 북웨건 • 66×32.2×50.6cm, 13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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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NTRAST

editor Kwon Youjin photographer Kim Yeongjun stylist Lee Yoonkyung

원피스 • 2백89만원 • FENDI
이어링 • 55만원 • UNCOMMON MATTERS

by BOONTHESHOP
LEFT
셔츠 • 1백17만원 / 팬츠 • 1백39만원

GABRIELA HEARST by BOONTHESHOP
브레이슬릿 • (위부터) 75만원, 각 57만원

ALIGHIERI by BOONTHESHOP

재킷 • 2백68만원 / 원피스 • 3백48만원

JIL SANDER
이어링 • 35만원 • TOGA by BOONTHESHOP
슈즈 • 29만원 • MICHAEL MICHAEL KORS

RIGHT
톱 • 39만원 / 스커트 • 2백13만원

DRIES VAN NOTEN
브레이슬릿 • 75만원 / 링 • 27만원

DRIES VAN NOTEN by BOONTHESHOP
슈즈 • 29만원 • MICHAEL MICHAEL KORS

재킷 • 1백25만원 / 팬츠 • 59만원

CEDRIC CHARLIER by BOONTHESHOP
네크리스 • 1백17만원

ALIGHIERI by BOONTHESHOP
LEFT
셔츠 • 79만원 / 스커트 • 1백59만원

DRIES VAN NOTEN by BOONTHESHOP

재킷 • 5백98만원 / 팬츠 • 2백29만원
이어링 • 79만원 / 벨트 • 66만원
슈즈 • 1백67만원 • LOUIS VUITTON

RIGHT
재킷 • 1백96만원

BOONTHESHOP Collection
이어링 • 65만원 • ALIGHIERI

by BOONTHESHOP

점퍼 • 2백45만원 / 티셔츠 • 39만원
스커트 • 2백13만원 • DRIES VAN NOTEN
링 • 27만원 DRIES VAN NOTEN

by BOONTHESHOP
슈즈 • 29만원 • MICHAEL MICHAEL KORS

hair Kim Junghan
makeup Park Heyryung
model Aneta Marika
set styling Darak(Cho Seoyun)

MD CHOICE

SUMMER SHOES
스포티한 디자인의 샌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슬라이드 등
지금부터 여름까지 즐기기 좋은 샌들 리스트.

(위부터)

DRIES VAN NOTEN
93만원

SACAI
87만원

editor Cho Eunjung, Song Yu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Jeong Joseph set styling Kim Minkyung

GIUSEPPE ZANOTTI

ASH

1백28만원

OFF-WHITE™
90만원

38만7천원

MIU MIU

MARNI

STELLA McCARTNEY

86만원

97만원

85만원

GIUSEPPE ZANOTTI

FENDI

1백28만원

1백10만원

Sporty Sole
청키한 러버솔의 트레킹 샌들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액세서리가 없어도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

ROGER VIVIER

SACAI 2019 S/S

1백10만원대

GUCCI
1백63만원

LOUIS VUITTON

SACAI

1백38만원

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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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CHOICE

Comfy Slides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디자인부터 버클 장식,
레오퍼드 패턴 등 다양한 디테일을 가미한
디자인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ALEXANDER McQUEEN by SHOE COLLECTION • 1백9만원
GIANVITO ROSSI by BOONTHESHOP • 79만원
ACNE STUDIOS • 63만원
TORY BURCH • 39만8천원

ANCIENT GREEK by BEAKER

VALENTINO GARAVANI

26만5천원

76만원

CLERGERIE
by SHOE COLLECTION

JIL SANDER
98만원

61만원

TOD’S

TOM FORD

DRIES VAN NOTEN

ACNE STUDIOS

79만원

1백10만원

75만원

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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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CHOICE

TOD’S

1백9만원

1백18만원

TOD’S 2019 S/S

ALEXANDER WANG

AQUAZZURA by SHOE COLLECTION

SAM EDELMAN

89만원

13만8천원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SIGERSON MORRISON by MY BOON
45만원

VALENTINO 2019 S/S

1백20만5천원

GIANVITO ROSSI by BOONTHESHOP

VALENTINO GARAVANI

73만원

1백만원

VALENTINO GARAVANI

JACQUEMUS by SHOE COLLECTION

92만원

99만원

Ethnic Sandals
에스닉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느낌을 결합한
내추럴한 디자인의 샌들은 데일리 룩에 특유의
여유로운 무드를 더해준다. 굽이 없는 디자인부터

PROENZA SCHOULER
99만원

힐이 높은 형태의 샌들까지 다채롭게 제안하니
취향에 맞게 골라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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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 McCARTNEY
1백9만원

BRAND ISSUE

GET, SEE, PLAY
MUSEO
RE-PLAY 1911
휠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휠라 뮤지엄Fila Museo이 신세계백화점에 펼쳐진다.
볼거리와 놀 거리, 행운이 가득한 휠라 뮤지엄으로의 초대.

최근 레트로 무드를 이끌며 주목받는 브랜드로 떠오른 휠라. 1백여 년 전 탄생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사랑받아온 휠라가 스타일리시한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의류부터 슈즈까지 형성된 인기에 힘입어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특별한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작년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동안 트리엔날레에서 선보인 전시를 고스란히 신세계백화점으로 옮겨 와 휠라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 뮤지엄 존으로
들어서면 휠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고, 브랜드 최초 출시한 스니커즈를 1+1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프
로젝트에서 만날 수 있는 한정 제품인 ‘디스럽터 메이드인 이탈리아’ 슈즈는 전 세계 3천 점 발매 예정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신세계백화점
에서 1백 점을 선보여 휠라 마니아들의 이목을 끈다. 경품 추첨을 통해 이탈리아 여행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당첨의 행운까지 누려보자.

editor Lee Hyeyoung

Amsterdam sofa and Madrid coffee table

www.boconcept.com/ko-kr

BRAND ISSUE

LIMITED

1+1
6만9천원

30만원

디스럽터 메이드인 이탈리아

1 디스럽터×히트앤런(위)

블링블링한 실버가 눈에 띄는 디스럽터

스키퍼(아래)

메이드인 이탈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전 세계 3천 족 한정 발매 예정이며,
그중 1백 족을 신세계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소개한다. 기간 한정, 선착순.

다이내믹한 패턴과
강렬한 아웃솔의
디스럽터×히트앤런과

6만9천원

레트로 러닝화를 연상케 하는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스키퍼
모두 신세계백화점에서 최초
출시하며 1+1 이벤트로

EVENT 휠라 뮤지엄 이벤트 기프트

구매할 수 있다.
기간 한정, 선착순.

1 에프휠라
언뜻 보면 가정용 살충제 같지만 공기용 방향 탈취제인 에프휠라. 뉴트로 트렌드에

2 휠라 꾸미

걸맞은 패러디 제품은 팝업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슬립온 디자인으로 신고 벗기

2 휠라×보그마스크

쉬운 휠라 꾸미 슈즈.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마스크. 프리미엄 미세 먼지

어린이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마스크 브랜드 보그마스크와 협업해 만들었으며 KF94 필터와 밸브를 장착해 기능을 높였다.

현재 신는 사이즈를 구입하면

3 휠라 이클립스

앞으로 신을 사이즈를 한

휠라와 블루투스 음향 기기 전문 브랜드 ‘BRITZ’가 협업해 개발한 무선 이어폰.

진행한다. 기간 한정, 선착순.

켤레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4만9천원

휠라의 감성은 물론 기능까지 겸비한 최신 상품이다.

GET IT

3 휠라 리니어 로고 티셔츠
휠라의 로고를 사용한
디자인으로 레트로
무드를 강조한 티셔츠.
누적 판매 2백만 장을 돌파하며
인기 아이템이 된 티셔츠 역시
1+1으로 만나볼 수 있다.

1

2

3

2만9천원

이탈리아 여행 경품 이벤트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다면 곳곳에서 펼치는 이벤트
를 놓치지 말 것. 포토 스폿에서 사진을 찍고 스탬프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경품 당첨의 확률이 높아진
다. 추첨을 통해 이탈리아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FILA POP-UP STORE
IN SHINSEGAE GANGNAM
일시 5월 17일(금)~26일(일)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 8층 이벤트홀
행사 휠라 뮤지엄 전시, 판매, 이벤트가 열리는
팝업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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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FOCUS

MY PORE CONTROLS
포근한 날씨에 과다 분비된 피지와 넓어진 모공을 전방위로 케어해줄 솔루션 제안.

모공을 열어주는 뷰티 디바이스
1 SILK'N by CHICOR
스킨비비드 핫앤쿨
마사지기 • 19만9천원

2 VANAV by CHICOR
핫앤쿨 스킨핏 • 19만8천원

3 PANASONIC
EH-XS01 페이셜 스티머
18만9천원

1

2

3

자극 없이 피지를 조절하는 약산성 클렌저
1 SHISEIDO • 엑스트라 리치 클렌징 밀크 • 125ml, 5만원
2 KLAIRS by CHICOR • 리치 모이스트 포밍 클렌저 • 100ml, 1만2천원대
3 AVÈNE by CHICOR • 클리낭스 클렌징 젤 • 200ml, 1만8천원
4 LAGOM by CHICOR • 셀럽 젤 투 워터 클렌저 • 220ml, 1만9천원

모공을 열고 굳은 피지를 정화하는

PORE CLEANSE

1

2

3

4

“모공은 온도에 민감해 기온이 1℃ 상승하면 피지 분비량은
왕성해지는데, 이때 과도한 피지와 화장 잔여물이 모공을

피지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이는 오일 함유 클렌저

막을 수 있으므로 피부 타입에 따른 세심한 클렌징이 중요해요.

1 RMK • 클렌징 밤 • 100g, 3만7천원

10배가 증가합니다. 그 때문에 날씨가 온화해지면 피지 분비가

2 YSL BEAUTY • 탑 시크릿 밤 인 오일

민감한 피부라면 자극이 덜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125ml, 6만3천원대

피부 표면 위에서 부드럽게 롤링해 노폐물을 제거해주세요.”

3 BOBBI BROWN • 수딩 클렌징 오일
200ml, 6만5천원대

김세현 원장(린 클리닉)

4 KLAVUU by CHICOR • 퓨어펄세이션 디바인
펄 클렌징 오일 • 150ml, 3만3천원
1
2

MY PORE CONTROLS
5/13(월)~19(일)
표기된 제품은 SSG.COM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본 행사와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ung Wonyoung, Jeong Joseph

4

묵은 각질을 제거해 피붓결을 정돈하는

SKIN REBOOT

2

“제때 제거하지 않아 굳어진 피지와 각질로 인해 모공이 막히고 늘어난 상태로
방치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BHA 성분을 함유한
각질 제거제는 유효 성분의 모공 속 침투력이 높고 자극이 덜해

3

늘어지거나 막혀 있는 블랙헤드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김세현 원장(린 클리닉)

1

노폐물을 흡착하는
클레이 워시오프 마스크
1 FRESH • 엄브리안 클레이 퓨리파잉 마스크 • 100ml, 7만9천원대
2 VIDIVICI • 딥 포어 클레이 마스크 투 폼 • 120ml, 3만8천원
3 CHANEL • 마스끄 데스트레쌍뜨 쀼르떼 • 75ml, 7만5천원

1

묵은 피지를 뿌리 뽑는 패치

2

1 BROWN LAB by CHICOR • 블랙헤드 올 클리어 키트 3회분, 1만1천원

3

2 BENEFIT • 더 포어페셔널 인스턴트 • 와이프아웃 마스크 • 8pcs, 4만8천원

각질을 빠르게 닦아내는 필링 패드
1 GROUND PLAN by CHICOR • 퍼스트 클리어 2 IN 1 필링 패드 • 55pcs, 2만9천원
1

2 MEDICUBE by CHICOR • 제로 모공 패드 • 12pcs, 2만3천원

2

3 DR. DENNIS GROSS by LA PERVA • 알파베타 울트라 젠틀 필 • 30pcs, 12만3천원

피지 조절에 효과적인
토닝 에센스

섞어서 사용하는
파우더 타입 스크럽

1 YSL BEAUTY • 탑 시크릿

1 AĒSOP • 티 트리 리프

모이스처라이징 프렙 로션

페이셜 엑스폴리언트
30g, 4만5천원

150ml, 6만8천원대

2 CLÉ DE PEAU
BEAUTÉ • 에센셜 리파이닝

2 YUNJAC • 전초 데일리
폼 앤 엑스폴리언트

에센스 • 170ml, 11만원

30pcs, 4만원

3 D’ALBA by CHICOR
펩타이드 노세범
밸런싱 토너
150ml, 2만9천원대

2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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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을 조이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늘어난 모공을
탄탄하게
조여주는 크림

PORE TIGHTENING
“모공을 늘어지게 하는 주원인은 과다 피지 분비로 인한
모공 확장과 탄력 저하예요. 레티놀 성분과

1

오일 컨트롤 효과가 있는 제품을 쓰면 피지 분비가 정상화돼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샤워나 목욕 후 마지막에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모공을 조일 수 있어요.”
2

권유경 원장(유유클리닉)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모공 세럼
1 AVÈNE by CHICOR • 클리낭스 스킨 리파이닝 세럼 • 30ml, 3만2천원
2 DERMACELL LAOMETE by CHICOR
피테라 멀티 트리트먼트 콤플렉스 세럼 • 100ml, 4만4천원

3 BIODERMA by CHICOR
세비엄 포어 리파이너 • 30ml, 3만8천원

4 CLINIQUE • 포어 리파이닝 솔루션 코렉팅 세럼
30ml, 7만2천원대

3

4

1 SISLEY •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 • 50ml, 20만원
2 VIDIVICI • 뉴 오더 더 크림 • 50ml, 22만원
3 LANCÔ ME • 레네르지 멀티 리프트 나이트 크림 • 50ml, 17만원대
4 CHANEL •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렘 • 50ml, 65만7천원

1

2

3

4

고강도로 탄력을 케어하는
시트 마스크

소량으로 모공과 탄력을 동시에 케어하는 앰풀
1 DMCK by CHICOR • 클린 아크 플러스 앰풀 • 10ml×3pcs, 5만6천원

1 SK-II 스킨 시그니처 3D 리디파이닝 마스크 6pcs, 13만2천원

2 KLAIRS by CHICOR 미드나잇 블루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 • 20ml, 2만9천원대

2 LANCÔ ME 레네르지 탄력 시트 마스크 5pcs, 12만3천원

3 LANCÔ ME • 제니피끄 더블 드롭 앰풀 • 20ml, 12만원대

•

•

•

•

4 YUNJAC • 전초 컨센트레이트
75ml, 11만5천원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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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피지를 조절하고
유분기를 억제하는

“과도한 피지 분비나 탄력 저하 때문에 이미 늘어난 모공은 생활 습관을 통해 줄일 수 있어요.
피부를 30~32℃로 유지하고, 잦은 사우나와 장시간 목욕은 피해주세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해 모공을 늘어지게 하는 주범이니, 피지 컨트롤 효과가 있는

NO-SEBUM

선케어 제품을 사용해 예방하는 것이 좋고,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파우더를
바르면 보송보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권유경 원장(유유클리닉)

부드럽게 매끈한 피붓결을 유지하는
리퀴드 프라이머
1 BOBBI BROWN • 프라이머 플러스 매티파이어 • 40ml, 6만원대
2 MAKE UP FOR EVER • 스킨 결 이퀄라이저 • 30ml, 5만2천원
3 YUNJAC • 스킨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렙 • 40ml, 4만5천원
4 HOURGLASS •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 • 30ml, 7만원

1

완벽하게 피부 요철을 커버하는
밤 타입 프라이머
1 ADDICTION • 이레이저 어딕션 • 8g, 4만원

2

3

보송보송한 피부를 연출하는 파우더
1 RMK • 실크 핏 페이스 파우더 • 8g, 5만8천원
2 DIOR • 디올스킨 포에버 익스트림 컨트롤 퍼펙트 매트 파우더 메이크업 • 9g, 8만2천원

2

3 VIDIVICI • 스몰 페이스 케이스 멀티 6.5g×4, 10만5천원

2 BANILA CO • 프라임 프라이머 스틱
3

9g, 1만8천원

3 MAC • 프렙 프라임 포어 리파이너 스틱
7g, 4만원대

1

피지를 조절해 번들거림을 방지하는 선크림

2

1 URIAGE by CHICOR • 이제악 플루이드 • 50ml, 3만5천원
2 CLARINS • UV 플러스 안티폴루션 데이 스크린 멀티 프로텍션 • 30ml, 5만9천원
3 LA ROCHEPOSAY by CHICOR • 유비데아 XL 아쿠아 프레쉬 젤 • 30ml, 2만9천원대
1

3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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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UP FIXER
땀과 유분으로부터 완벽한 메이크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터치, 메이크업 픽서 리스트.

즉각적인 수분 충전과 윤기 부여
1 MAKE UP FOR EVER • 미스트 앤 픽스 • 125g, 3만9천원
2 JUNGSAEMMOOL by CHICOR •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 • 55ml, 2만원
3 DIOR • 하이드라 라이프 프레쉬 리바이버 소르베 워터 미스트 • 100ml, 5만4천원
4 ESPOIR by CHICOR • 페이스 프라임 롱웨어 픽스 미스트 • 120ml, 2만2천원

1

2

3

4

항산화 효과와
탄력 케어를 동시에
1 CHANEL • 수블리마지 라 브림
18ml, 32만1천원

2 VIDIVICI • 퍼펙트 핏 인핸서
50ml, 3만8천원

“공들인 메이크업이 땀과 유분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면 마지막 단계에 픽서를 뿌려
마무리하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고정력을 높이고 메이크업 세팅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수분 충전, 안티폴루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중 기능성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니 피부 고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

1

2

3

피부 표면의 번들거림을 조절
1 YSL BEAUTY • 탑 시크릿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 100ml, 6만원대
2 MAC • 프렙 프라임 픽스 플러스 매티파잉 미스트 • 100ml, 3만5천원
3 URBAN DECAY by CHICOR
올 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 118ml, 3만9천원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eong Joseph, Hyun Kyungjun

1

2

SKIN CAVIAR
LIQUID LIFT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

WHEN CAVIAR TRANSFORMS INTO A LIQUID LIFT
라프레리가 선사하는 놀라운 리프팅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섬세한 캐비아 비즈 안에 담겨 있는 세럼이 피부에 즉각적이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여
시간이 지나도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 드립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68 | 강남점 02.3479.1291 | 경기점 031.695.1667 | 대구점 053.661.1878 | 센텀시티 051.745.2279

LIVING

HEALTHY
TECH
스마트한 성능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건강관리가 가능한
헬스 케어 용품을 소개한다.
JAJU • SENSSUNLIFE / BREO • 10MINDS
TSINOVA by GAZE SHOP • TSINOVA

© Sam Edwards / Getty Images

APP

Home Training
1 진동을 더해 근육 이완에 효과적인 폼롤러
JAJU • 폼롤러 마사지기 • 9만9천9백원

1

2 부위별 강도 조절이 가능한 진동 마사지 볼

2

TRATAC by GAZE SHOP • 액티브 볼 • 9만9천원

3 건강관리를 돕는 체지방 측정 체중계

APP

JAJU • 스마트 체중계 • 3만9천9백원

4 마사지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주는 젤 시트
3

4

ATEX by GAZE SHOP • 세이프업 EMS 리본 마사지기 • 3만8천원

1

Portable Device
1 뼈의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헤드폰
NEMO STORY by GAZE SHOP • 무선 골전도 헤드폰 • 10만9천원

2 실시간 동력 전달 시스템을 갖춘 전기 자전거

APP

TSINOVA by GAZE SHOP • 아이온 전기 자전거 • 1백49만원

2

editor Choi Haneul, Jeong Doomin

5가지 마사지 모드로 두피, 뒷머리,
관자놀이까지 머리 전체를 지압하는
올인원 마사지기 APP
BREO • 머리 마사지기 B1 • 49만원

Massage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다 전문적인
마사지 케어를 원한다면, 부위별로
최적화한 전용 마사지기를 눈여겨볼 것.
가정에서는 물론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은 물론,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편리성까지 갖췄다.

눈 주변과 관자놀이를
지압해주는 마사지기 APP
BREO • 눈 마사지기 E1 • 27만8천원

환기성이 뛰어난
히터 발 마사지기
ATEX by GAZE SHOP • 에어팩
발 마사지기 • 16만8천원

세밀하고 따뜻하게 주무르는
손 마사지기 APP

찜질과 지압을 한번에 하는
무릎 마사지기 APP

BREO • 손 마사지기 H2 • 32만8천원

BREO • 무릎 마사지기 K1 • 26만9천원

자유롭게 걸으며 마사지받는
발 마사지기
BREO • 발 마사지기 F1 • 55만원

냉온 찜질로 피로를 풀어주는 눈 마사지기
JAJU 냉온 찜질하는 눈 마사지기 • 7만9천9백원
•

통증 완화를 돕는 TENS 저주파 마사지기
JAJU • 저주파 마사지기 • 3만9천9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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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Vitamin

Vitamin C

Mineral

똑똑하게
선택하는
영양제

CoQ-10

Milk Thistle

불규칙한 생활과 식사 습관으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똑똑하게 채우는 영양제 선택 가이드.
똑똑하게 선택하는 영양제 5월 6일(월)~12일(일)
표기된 제품은 SSG.COM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본 행사와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Calcium

Vitamin B

CoQ-10

영양제 복용 전 CHECKLIST
[도움말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영양제별 추천 복용 시간

음식 섭취 외 보충하면 좋은 영양제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감소하는 영양제

대부분 영양제는 식사 중이나 식후 30분 정도에 먹

개개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는 연령과 식습관에 따

골다공증약은 마그네슘, 철분과는 따로 복용한다.

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분은 식전에 먹어야 체내 흡

라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

마그네슘과 철분의 성분이 골다공증약 흡수를 방

수율이 증가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홍삼류, 비

지 확인 후 보충하는 것이 효율적. 국민건강영양조

해할 수 있어 1~2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권고

타민 B 등은 오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이완 작용

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칼슘, 비타민 A,

된다. 항생제와 유산균을 동시 복용 시 유산균이 사

을 돕는 마그네슘, 칼슘 영양소는 오후에 복용하면

칼륨 섭취량이 권고량에 비해 부족해 음식과 영양

멸될 가능성이 있어, 항생제 복용 후 1~2시간 간격

더욱 효과적이다.

제 보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을 두고 먹는 것이 좋다.

Propolis

Calcium

editor Choi Haneul photographer Sim Yunsuk

Milk Thistle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면연력 강화를 돕는 영양제 리스트.

1 올앤원 어린이 프리미엄

4 애니멀 퍼레이드 칼슘

어린이 영양제 구매 전 알아둘 것

VITAMINBANK • 3개월분(90정), 4만6천원

NATURES PLUS • 1개월분(60정), 3만원

1 어린이에게 보충하면 좋은 영양제

1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어린이의 균형적

어린이의 뼈와 치아 형성을 돕는 칼슘 250mg, 마그네슘

인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체리와 열대과일 2가지 맛

50mg 함유. 브로콜리, 시금치, 무화과, 대추야자, 비트

의 츄어블 제품으로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에게 추천.

루트 5종류의 식물 영양소를 담은 열대과일 맛 영양제.

2 키즈 츄어블 오메가-3

5 애니멀 퍼레이드 키드 아연

•

비타민 D는 어린이의 발육, 면역력, 대사 질환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

•

한국인 기준, 비타민 D는 영아 200IU, 소아
청소년 400IU 매일 복용 권장

•

국내 어린이 칼슘 섭취량은 권고량의 절반

CENOVIS • 25일분(150캡슐), 4만9천원

NATURES PLUS • 2개월분(60정), 3만5천원

어린이에게 필요한 DHA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

성장기 어린이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성장에 필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으로 부족한

이 들어 있는 영양제. DHA 450mg 함유, 새콤달콤한 오

요한 아연 8.5mg 함유. 그 외 크랜베리, 라즈베리, 올리

부분은 보충제 고려

렌지 맛으로 피시 오일 특유의 비릿함을 없앴다.

브 잎, 강황 4종류의 식물 영양소를 더한 영양제.

2 어린이 영양제 구매 시 확인 사항

3 키즈 츄어블 멀티비타민

6 캉가바이츠 종합비타민&미네랄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

영양소 함량 확인(과량 함량에 유의)

•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와 인공 착색 여부,

GNC • 30일분(60정), 3만2천원

SOLGAR • 2개월분(60정), 3만원

신체 활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 6종과 건강한 눈

10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 에너지 대사 및 생성

을 위한 비타민 A 등을 포함. 11가지 비타민과 2가지 미

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종합비타민 영양제. 칼슘, 비타

네랄을 골고루 포함한 성장기 어린이 영양제.

민 D, 아연, 엽산, 철분 등을 부원료로 함유.

합성 첨가물 여부도 확인 필요. (일부 비타민
캔디 등은 당 과다 가능성이 있어 주의)
•

알레르기 성분 확인

•

유통기한과 올바른 복용 방법 확인

2

4

5

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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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종합 영양 • 에너지 생성

2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로 청소년기 균형 잡힌
영양 제공
GNC • 메가틴 멀티 비타민 미네랄 • 3개월분(90정)
4만3천원

하루 1정 간편하게 섭취하는 남/여 맞춤 멀티 비타민
ALIVE • 원스 데일리 포맨 • 2개월분(60정), 3만원

코셔 인증 제품으로 수용성 비타민 B군 8종 함유
SOLGAR • 비타민 B-콤플렉스 100 • 1개월 20일(50캡슐)
4만9천원

Name:

장 • 위 건강

비즈 타입 구슬 유산균, 장에서만 녹는 엔테락 기술 적용
HURUM • 트루락 패밀리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개월(30포), 5만5천원

특허받은 유산균 LP299v, 하루 1캡슐로 100억
유산균 섭취
CENOVIS • 수퍼바이오틱스 • 1개월(30캡슐), 4만5천원

뉴질랜드 꿀벌이 채집한 MGO 함량이 높은 마누카 꿀
COMVITA • UMF 5 + 마누카꿀 • 1kg, 16만5천원

GIFT

가정의 달
선물하기
좋은 영양제
받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한
다양한 효능의
건강 선물 세트.

48시간 이내 짠 초유만을 사용한

하루 1정으로 균형 있게 영양

50대 이상 남녀에게 필요한

98.81% 고단백 초유 파우더

공급하는 남녀 종합 비타민 세트

영양소를 담은 실버 세대 영양제

GOOD HeALTH • 17만원
프리미엄 초유 파우더(101.2g×2개)

GNC • 14만4천원
메가맨(90정)+우먼스울트라메가(9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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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UM • 5만4천원
센트룸 실버 포맨+포우먼(각 50정)

Name:

뼈 • 근육 • 관절 강화
관절 연골 건강 신소재로 100% 식물성 원료
FROMBIO • 관절 연골엔 보스웰리아 • 1개월(60정), 5만9천원

국내 유일 저온 순간 건조 공법의 초록입홍합 100% 환 제품
NUTRALIFE • 뉴질랜드 초록입홍합 100% 환 • 1개월(30포), 5만8천원

호주 서식 상어 연골에서 추출, 하루 칼슘 320mg 보충
RAYDEL • 레이델 상어연골칼슘 • 15일(60캡슐), 5만4천원

Name:

혈류 활성화
체내 흡수가 용이한 RTG형 오메가-3, 비타민 D 함유
DR. ELIZABETH’S • 알티지 오메가-3 간&눈건강 포뮬라 + • 2개월(60캡슐)
7만원

저온 초임계 추출 적용 RTG형 오메가-3, DHA/EPA 800mg 함유
BEPS • 벱스 슈퍼 알티지 오메가-3 • 2개월(60캡슐), 7만원

알래스카해 어류에서 추출한 RTG형 오메가-3, 비타민 E 함유
NZ ORIGIN • 엔젯오리진 알래스카 rTG 오메가-3 • 2개월(60캡슐), 5만원

Name:

항산화 • 면역 • 혈압 감소

뉴질랜드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 몸속 유해 산소 제거에 도움
COMVITA • 콤비타 프로폴리스 타블렛 • 4개월(250정), 16만5천원

발효 효모 원료 코엔자임 Q10, 글루텐 프리 제품
SOLGAR • 메가솔브 코큐텐 100mg • 2개월(60캡슐), 8만5천원

코엔자임 Q10 100mg 섭취, 항산화 및 혈관 건강에 도움
GNC • 코엔자임큐텐 100mg • 2개월(60캡슐), 8만5천원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유해 환경에 노출이 많은

특허받은 여성 질 건강 프로바이오틱스와

칼슘과 식물성 오메가-3 세트

중년 남성을 위한 맞춤 건강 세트

비타민 D로 구성된 여성 건강 세트

GOOD HEALTH • 10만8천원

RAYDEL • 9만4천원

칼슘 마그네슘 아연 플러스(120정)+프리미엄 아마씨 오일(100캡슐)

코큐텐 100(60캡슐)+발효홍삼 밀크씨슬(60정)

99

NEWORIGIN • 8만8천원
비타민 D(30캡슐)+이너플로라(60캡슐)

LIVING

HOMEMADE
FRESH JUICE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를 살린 시원한 디톡스 음료를 어디서나 즐기는 방법.
프리미엄 블렌더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editor Choi
100 Haneul

진공 용기로 재료의 산화 최소화, 24시간
지나도 최대 2배 영양소 보존

10도 기울어진 용기로 회전력 강화,
티타늄 코팅 칼날 시스템으로 완벽 분쇄

PHILIPS

ELECTROLUX

HR3752/00 • 필립스 초고속 진공 블렌더

EBR9804S • 마스터피스 블렌더

2L, 36만9천원

6중 칼날과 강력한 모터로 완성되는
벨벳처럼 견고한 텍스처

2.2L, 40만9천원

초강력 모터로 미세하게 분쇄 가능,
영양소와 식이 섬유 손상 최소화

용기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블렌딩 프로그램과
완벽한 무선 안전 시스템 적용

TEFAL

BIANCO

NOVIS

BL935EKR • 트리플 엑스 프로

B585SU • 독일 비앙코 고속 믹서기

PRO BLENDER 880L • 프로 블렌더 880L

2L, 34만9천원

미국 특허 6중 고강도 스테인리스 입체
칼날로 단단하고 질긴 재료 잔류 없이 분쇄

2L, 59만9천원

달라지는 밀도에도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는 인텔리 스피드 모터 컨트롤

1.9L, 98만원

국내 최초 5단계 순간 작동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굵기부터 얼음까지 완벽 블렌딩

NINJA

KITCHENAID

BRAUN

CT641KR • Auto IQ 듀오 고속 블렌더

5KSB1585 • 믹서기

JB7172BK • 파워 블렌더

2.1L, 29만9천원

1.78L, 29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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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L, 24만9천원

MUSIC

장인의 시벨리우스

핀란드 투르쿠에 위치한 저택
‘아이놀라’ 앞에 선
작곡가 시벨리우스와 그의 가족.

©Photo by DEA / A. DAGLI ORTI/De Agostini/Getty Images

writer 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카라얀이 1960년대에 베를린 필을 지휘해 녹음한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과 교향시 ‘핀란디아’, 극
부수음악 ‘슬픈 왈츠’. 음반 뒷면에 시벨리우스의 저택
아이놀라의 사진이 실려 있다.

장인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지 3년이 흘

간이 주어졌다. 주저 없이 시벨리우스의 집

다. 아름드리 고목 사이에 그들의 무덤이 있

렀다. 어르신은 대학에서 기초의학을 강의하

을 보기로 했다. 물론 옛날 장인의 말씀이 아

는데, 푸르게 녹슨 동판에 Jean Sibelius와

며 후학을 양성하고 향년 90세에 깨끗하게

니었다면 그곳에 가겠다고 생각했을 리 없다.

Aino Sibelius가 나란히 새겨져 있다. 지휘자

시벨리우스의 저택은 ‘아이놀라Ainola’라

카라얀이 이곳에 헌화하는 사진을 본 적이

돌이켜보면 장인은 행복한 삶을 사셨다.

고 부른다. ‘아이노의 집’이라는 뜻인데 시벨

있다. 그는 시벨리우스의 관현악곡 명연주

1987년 당신의 막내딸과 내가 결혼식을 마

리우스가 집을 신축하며 아내 아이노의 이름

를 여럿 남겼다. 장인도 이곳에 발걸음을 했

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때 동대구역까지 배웅

을 붙였다. 그곳에 가려면 헬싱키에서 시외

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럽의 변방에

나온 장인은 차비를 하라고 딸의 손에 2만원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40분쯤 가다가 야르

서 태어나 20세기 주요 작곡가 반열에 오른

을 쥐여주었다. 당시 2만원은 수학여행 떠나

벤파 직전에 내려야 한다. 버스 기사는 길가

그의 삶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

는 고등학생의 용돈이라면 모를까, 딸의 신

의 간이 정류장에 나를 내려주었다.

야 이렇게 외진 곳을 직접 찾아왔을 리 없지

떠나셨다.

혼여행 여비로는 걸맞지 않은 액수였다. 장

작곡가의 집은 도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

않은가. 아이놀라에는 서재에서 작곡에 몰두

인은 그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두웠는데, 그

져 있지만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울창한 침엽

한 시벨리우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것은

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내인 장모가

수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지은 지

장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늘 선비 책상

평생 산부인과 개업의로 일하며 다섯 아들·

1백 년이 넘었으니까 소나무와 전나무도 같

에 앉아 책을 읽던 장인은 중학생이 된 외손

딸을 잘 길러냈기 때문이다.

은 나이를 먹었다.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모

자가 세배하러 갔을 때 “인생은 한 가지 일을

장인은 항공생리학자였지만 인문 예술에

두 떠나자 아이놀라엔 바람 소리, 새소리만

하기에도 짧다”고 가르치셨다.

두루 조예가 깊었다. 붓글씨에 능했으며 서가

남았다. 주인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

장인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할 때 몇

의 문학과 미술 장서는 오랜 손길로 반들거

지만 저택 내부는 지금도 시벨리우스 가족이

장의 음반을 들고 왔다. 시벨리우스 음반도

렸다. 말수 적은 막냇사위가 가면 음악 이야

살고 있는 듯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여태 남아 있어 반가웠다. 장인은 교향곡 5번

기를 하셨다. 언젠가 음반 한 장을 꺼내곤 말

아이노가 직접 짠 찬장, 시벨리우스의 당부

과 ‘핀란디아’, ‘슬픈 왈츠’ 중 어떤 곡을 좋아

씀하셨다. “이곳은 시벨리우스의 집인데 출

로 설치한 녹색 벽돌의 난로⋯.

했을까. 핀란드 국민의 고통과 염원이 담긴

장길에 직접 가봤다네.” 음반은 카라얀이 베

곁에 다가온 안내인이 특이한 점이라며 설

‘핀란디아’일까. ‘슬픈 왈츠(Valse Triste)’는

를린 필을 지휘해 녹음한 시벨리우스 교향곡

명을 한다. “시벨리우스가 이 집에 살 때는

제목이 낯설어 들어보니 애조 띤 선율이 귀

5번과 교향시 ‘핀란디아’, 극 부수음악 ‘슬픈

건물 내부에 수도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

에 익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시벨리우스

왈츠’였다. 뒷면에 시벨리우스의 저택 사진이

이 파이프를 통과하는 소리가 작곡에 방해가

의 음악을 듣고 있다. 음반은 1960년대 중반

실려 있는데, 그곳에 직접 가봤다는 것이다.

된다며 수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죠.” 듬직

녹음이다. 베를린 필을 수족처럼 조련한 카

핀란드에 가면 다른 볼거리도 많을 텐데

한 체구에 두상도 커 쾌남 같지만, 시벨리우

라얀의 오케스트레이션이 탐미적이다.

시벨리우스의 집을 방문했다니 그 작곡가를

스는 매우 예민하고 내성적인 사내였다. 그

요즘 들어 장인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무척이나 좋아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미간은 언제나 내

문득 떠오르곤 한다. 그것은 건강법인데 명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천川 자를 그리고 있다. 천성이 그랬으니 이

쾌하기 이를 데 없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

왔다. 핀란드의 호수와 섬을 둘러보는 출장

런 시골에 집을 짓고 살았을 것이다.

면 사람은 건강하다.” 문제는 세 가지 중 어

을 갔는데 항공편 사정으로 하루의 자유 시

시벨리우스와 아이노는 집 뜰에 잠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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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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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별미, 시원한 면 요리
국수는 밥과 다르게 식감이 이채로워 먹는 즐거움이 있는 별미다. 특히 여름이면 차게 해서 먹는
한국 특유의 국수, 냉면을 빼놓을 수 없다. 면의 종류와 요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는 찬국수의 세계.

writer Go Young 음식 문헌 연구가

한국 특유의 차가운 국수, 냉면과 메밀국수의 유래
냉면. 차게 말아 먹는 한국 특유의 국수다. 이때 ‘특유’한 속성이 한국
에 갓 온 이방인이 냉면 한 그릇을 어렵게 대하는 장면에 깃들어 있
다. 음식에서 냉온이란 상온에 견주어 상대적인 감각이다. 절대온도

음식에서 냉온이란
상온에 견주어 상대적인 감각이다.

얼마 아래, 위란 뜻이 아니다. 상온이란 일부러 냉각하거나 열기를 더

한국에서는 대략 15℃ 언저리다.

하지 않은 상태의 온도다. 한국에서는 대략 15℃ 언저리다. 그런데 냉

그런데 냉면의 ‘냉’은 차도 한참 차서

면의 ‘냉’은 차도 한참 차서 이뿌리가 시리고, 목구멍이 놀랄 정도의

이뿌리가 시리고, 목구멍이 놀랄 정도의

차가움이다. 주재료인 육수에 얼음이 서리는 지경조차 마다하지 않

차가움이다.

는, 다른 지역에서는 드문 국수다.
유래는 깊다. 조선의 미식가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은 이런
말을 남긴 바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메밀국수다. 국수의
품질은 평안도 것이 최고이고 차게 조리한 것이 더욱 좋다(麵品西産

제철이란다. 겨울냉면은 적은 대로다. 이렇게 냉면은 사계절화했고

爲上, 冷調尤佳). 서울 국수는 차게 조리한 것이 뜨거운 국수만 못하

“서울에서는 여름철에 냉면을 많이 먹는다. 아니 평안도에서도 실제

다. 며칠 사이에 한번이라도 먹지 못하면 마음이 즐겁지가 않다.” 원

많이 먹기는 여름”이라는 견문도 전한다.

문의 감각을 표현한 단어 또한 ‘찰 냉冷’이다. 이때 이미 메밀 면, 게다
가 차갑게 조리한 국수라면 역시 평안도산이 좋다고 했다.

조선 음식 연구의 선구자 방신영 또한 그의 요리서인 <조선요리
제법>에 냉면 조리법을 남겼다. 예컨대 1921년판에서는 김칫국말이

서울 살면서 먹는 얘기를 두루 남긴 홍석모(洪錫謨, 1781~1857)는

와 동치미말이 두 가지 방식을 소개했는데, 1934년이 되면 김칫국말

자신의 책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 냉면을 동짓달의 계절 별미

이를 ‘동절(겨울)랭면’, 장국말이를 ‘하절(여름)랭면’으로 구분했다.

라고 했다. 메밀은 한 해 농사의 가장 나중에 심어, 양력 11월 중순까

웃기며 고명 또한 오늘날 못잖거나 더 화려한 면모가 있다. 그리고 이

지 수확했다. 농번기에는 제분할 인력도 시간도 없었다. 메밀가루는

런 식의 냉면은 평양, 사리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요식업 품

가을 이후 농한기에나 얻었다. 냉장고 없던 옛날, 식은 정도가 아니라

목으로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차가운 국물이라면 겨울이 되어야 맛볼 수 있었다. 면 재료도 국물 재
료도 다 겨울이 되어야 만만했다. 그러니 인공 제빙과 냉장·냉동고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없던 옛날에는 이때가 어쩔 수 없는 냉면의 제철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들어와 조선 말기에 널리 퍼진 감자·고구마 녹말도 냉
면 역사에서 큰 분기가 됐다. 감자·고구마 녹말과 강원도 이북 동해

냉동·냉장 설비의 대중화로 급부상한 사계절 인기 식품

안의 수산물도 금세 손을 잡았다. 강원도 이북 함경도 지역, 조중 접

냉면은 1900년대 이후 도시 지역에 널리 퍼진 냉동·냉장 설비가 보

경에서는 감자·고구마 전분을 잘 다루었다.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

급되면서 사계절화했고, 초기 요식업의 인기 품목이 되었다. <별곤건

자신들이 즐겨 먹는 냉면을 그저 ‘국수’라고 했는데, 한국전쟁 이후

別乾坤> 1929년 12월호는 겨울냉면만 제맛이라고 하지 않았다. 춘흥

평양, 평안도, 함흥, 함경도 사람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에 겨운 봄은 대동강 푸른 물 따라 놀기 좋은 때이자 “가득 담은 한 그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구분이 생겼다. 냉면에 ‘평안도식’, ‘평양식’

릇 냉면”의 제철이란다. 뜨거운 여름의 권태는 얼음, 겨자, 신맛이 어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메밀 면에 맑은 국물이 잘 어

울린 여름냉면으로 떨쳐버린다고 했다. “능라도 버들 사이로 비추어

울리면 평양냉면, 녹말 면에 비빔장이나 회가 잘 어울리면 함흥냉면

들어오는 달빛을 맞는” 가을은 동무와 함께 냉면 먹기 좋은 내연의

이라는 식의 구분이 생긴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editor Kim Jihye photographer Sim Yunsuk stylist Kim Jinyoung

피코크
피코크국산
국산메밀
메밀 물냉면이
물냉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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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담긴면기는
면기는놋담
이도유기
C청연면기
옥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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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찬국수 요리를 위한 면 셀렉션
찬국수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수를 한데 모았다. 국수 종류별 특징과 조리 팁도 알아보자.

냉면

메밀 면

소면

쫄면

당면

메밀 향을 살린 메밀 면은

몸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국물과 양념 국수 모두 잘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주로 녹두, 감자, 고구마 등

평양냉면, 하얀색 감자 고구마

있어 여름철에 많이 찾는

어울리는 면. 찬물에 씻으면

비빔국수류로, 면발이

녹말로 만든 건조 국수로

냉면은 함흥냉면이라 부른다.

면이다. 메밀 함유량과

더 쫄깃해지고, 끓는 물에

우동보다 얇고 냉면보다

판매되고, 넓적 당면, 보통

칡 녹말과 밀가루를 섞어

익반죽해서 치대는 것에 따라

약해 육수와 따로 삶아야

두꺼우며 탄력성이 뛰어나다.

당면, 얇은 당면 등 종류가

구수하고 쫄깃한 칡냉면도

국수의 탄력과 질감, 맛이나

한다. 그릇에 담아 육수를

소면보다 면발이 굵고 질긴

다양하다. 물에 불리면

있다.

식감도 달라진다.

부어 바로 먹는 것이 좋다.

것이 특징이다.

매끄러운 면발로 변한다.

TIP 면을 삶을 때 오일이나

TIP 생면은 찬물을 부었을 때

TIP 면을 삶을 때 청주 2~3큰술을

TIP 붙어 있는 국수 가락을 손으로

TIP 일반적으로 잡채나 국물

식용유 1작은술을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물을 충분히

넣어 끓이면 밀가루 냄새를 없앨

비벼 떼서 삶는다. 물이 끓으면

요리에 사용하지만, 국수로도

면발의 쫄깃함이 살아난다.

넣어서 끓이고, 강한 불에서

수 있다. 비빔국수용으로 삶을

한 방향으로 저어주고, 살짝 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면발에

숙면은 냉동한 후 사용하면 더

재빨리 삶는다. 건면 삶는 법은

땐 식초를 약간 넣어 끓이는

익었을 때 꺼내 찬물에 비벼 씻는

양념이 고루 배어 조화로운 맛이

쫄깃해진다. 익는 시간은 생면은

소면과 같다. 익는 시간은 생면은

것도 방법. 익는 시간은 약 3분

게 좋다. 익는 시간은 약 2분

나는 것도 특징. 익는 시간은

약 30초~1분, 건면은 4~5분.

약 2~3분 30초, 건면은 4~5분.

30초~4분 30초.

30초~4분.

약 6분. 30분 정도 미리 불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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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서 〈찬국수〉(용동희 저, 그린쿡), 〈반찬이 필요 없는 면 요리〉(이밥차 요리연구소 저, 그리고책)

1

신세계백화점에서 만나는 찬국수 요리 재료
시원한 국수 요리를 위해 신세계백화점에서 고른 다양한 면 제품.
비빔장과 육수 재료까지 더하면 다채로운 비빔국수와 국물 국수를 만들 수 있다.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국내산 메밀로 만든

옛날식 숙성법으로 만든

가루녹차가 풍부한

유기농 밀로 만든

샘표 쌀소면

봉평촌 메밀국수 2호

구포 쫄깃국수

오설록 녹차국수

청정원 유기농 녹차소면

800g, 5천3백50원

850g, 6천6백원

500g, 2천2백원

300g×2pcs, 1만5천원

400g, 6천2백원

육수와 비빔장 모두 잘 어울리는

볶음 메밀로 만든

자루, 가케소바로 즐기는

메밀가루가 35% 함유된

100% 홋카이도산 밀

풀무원 생가득 생냉면

CJ 전통 냉면사리

도쿄카지노 전통소바

신슈소바

나가타니엔 훗카이도산 소면

150g, 9백80원

150g, 1천원

250g, 5천8백원

600g, 8천9백원

500g, 5천5백원

CJ 쉐프솔루션
면비빔용 소스

샘표 동치미국물로
시원한 비빔장

기꼬만

CJ 산들애 처음부터

CJ 산들애

카마다

자루소바 쯔유

멸치다시마 육수

국내산 한우

소바쯔유

890g, 6천5백원

360g, 4천9백원

300ml, 5천5백원

275g, 4천9백80원

250g, 8천1백원

200ml, 1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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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에서 만나는
찬국수 HMR 레시피
간편하게 후루룩 만 찬국수 한 그릇은
초여름의 별미다. 잘 삶아진 면발과 양념장이
어우러진 가정 간편식(HMR) 찬국수 레시피.

2

1

3

1 YIDO • C청연면기 • 9.9×8.3cm, 4만원
2 KWANGJUYO • 월백 흰빛 달형 볼 21(면기 大)
20×9.7cm, 5만2천원

3 NOTDAM • 유기 옥면기 • 19×7cm, 25만원
NOTDAM • 타원 수저받침 • 6.9×3.7cm, 2만2천원

피코크
메밀소바

피코크 삶은 달걀이
통째로 들어있는 쫄면

피코크
국산메밀 물냉면

421.2g(2인분), 4천6백80원

475g(2인분), 4천8백80원

848g(2인분), 4천8백80원

쫄깃하고 부드럽고 탄탄한

삶은 달걀이 들어 있어 더욱

동치미 국물로 맛을 내 시원하고

생메밀 면에 일본 쓰유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고, 배 퓌레의

깔끔한 육수, 국산 메밀가루를

베이스로 한 메밀장을 넣어 정통

단맛과 사과 식초, 레몬 착즙액의

사용해 더욱 구수하고 쫄깃한

일식의 맛을 재현한 메밀소바.

상큼한 소스 맛이 어우러진 쫄면.

면발이 특징이다.

1 물 300g에 메밀장과 와사비장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둔다.
2 물 1,000ml를 끓여 생메밀 면을 넣은 후 3분 30초간 삶는다.
3 찬물에 충분히 헹궈 물기를 빼고 채반에 담아놓는다.
4 메밀 육수에 삶은 면과 메밀장, 대파김후레이크를 넣어 먹는다.

1 물 1,000ml를 끓여 쫄면을 넣은 후 3분 30초~4분간 삶는다.
2 삶은 면을 흐르는 찬물에 넣고 충분히 헹군 후 물기를 뺀다.
3 쫄면에 쫄면장을 넣어 잘 비빈 후 삶은 달걀 1/2개를 넣고,

1 물 800ml를 냄비에 넣은 후 끓으면 냉면을 넣고 50초간 삶는다.
2 건져낸 면을 흐르는 찬물에서 끈적임이 없어질 때까지

기호에 따라 양배추, 당근, 콩나물 등을 곁들여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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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헹군 후, 물기를 완전히 빼서 그릇에 담는다.

3 차게 둔 냉면 육수를 붓고 기호에 따라 겨자 소스를 넣어 먹는다.

신세계백화점에서 맛보는 면 요리 맛집

깔끔한 전통 평양냉면

한국 5대 평양냉면집

코다리 고명의 명태회냉면

평양면옥

을밀대

속초 코다리냉면

논현동과 분당 평양면옥 외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평양에 옥류관이 있다면 서울에는 을밀대가 있다’

코다리 고명으로 유명한 ‘속초 코다리냉면’은 명태

과 강남점에서 4대째 손맛을 이어오고 있다. 전통

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평양냉면 전

회냉면을 친근하게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함경남

평양냉면은 물냉면으로 메밀가루를 익반죽해 냉면

문점 중 한 곳이다. 1970년대 마포에서 분식집으로

도 단천 지방의 전통 비법으로 만드는 젓갈 기술을

틀에 바로 압축시켜 면을 뽑아 삶아낸다. 소고기 육

시작해 현재는 한국 5대 평양냉면집으로 손꼽힌다.

실향민촌인 강원도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이어가고

수는 장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기름을 반복적으로

양지로 우려낸 국물에 동치미 국물을 더한 육수와

있다. 30년 전통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음식이자,

걸러내 투명하고 맑으면서도, 진한 육향을 유지하

메밀 함량이 높아 메밀 향을 느낄 수 있는 굵은 면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깔끔한 맛을 이끌어낸 속초

는 것이 특징.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 깔끔한 맛

이 어우러져 정갈한 맛을 내는 물냉면이 대표 메뉴.

코다리냉면이 대표 메뉴. 여기에 새싹 채소를 얹은

이 전통 평양냉면의 매력이다.

여기에 녹두전과 수육을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한다.

새싹 코다리 냉면, 물냉면도 즐길 수 있다.

대표 국수 전통 평양냉면

대표 국수 물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대표 국수 속초 코다리냉면, 새싹 코다리냉면, 물냉면

지점

본점, 강남

지점

경기

지점

본점, 대구, 의정부

문의

본점 02-310-1632

문의

031-695-1932

문의

본점 02-310-1936

3대를 이어온 담백한 평양냉면의 맛

정통 에도마에 스시 전문점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한국식 소바 전문점

스시유 M

광화문 미진

사리원냉면

일본 도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스시를 뜻

1950년대부터 광화문 일대를 지켜온 터줏대감인

황해도 사리원에서 부산으로 피란 온 이근성 할머니

하는 ‘에도마에 스시’는 최상급 스시를 대표하는 수

이곳은 한국식 냉메밀국수 전문점이다. 일본식 소

(작고)가 부산 당감동에 ‘사리원냉면’을 연 후 며느

식어다. 이곳은 에도마에 스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바 쓰유보다 맛이 진한 간장 육수와 더 쫄깃한 식감

리와 손자가 비결을 전수받아 3대째 가업을 이어오

도 합리적인 가격과 캐주얼한 실내 분위기가 특징.

의 메밀 면발을 선보이는데, 비결은 식당 지하 공장

고 있다. 부산 서면에 본점을 두고 있다. 사골과 양

시그너처 메뉴는 에도마에 스시이며, 여름 한정 메뉴

에서 육수와 면을 직접 생산하는 것. 한 주전자 가득

지로 만든 담백한 육수에 쫄깃한 메밀 면발이 특징

로 나온 메밀소바정식도 인기다. 에도마에 스시와 툭

담긴 차가운 육수와 테이블마다 인심 좋게 제공하는

인 평양물냉면을 비롯해 함흥비빔면 등 냉면에 빈대

툭 끊어 먹는 재미와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밀

메밀국수 고명은 기호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 메

떡을 더할 수 있는 점도 이곳의 특징. 여름철에는 수

소바는 물론 튀김, 샐러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밀국수와 어울리는 메밀전병도 이곳의 인기 메뉴다.

육을 곁들인 여름철 세트 메뉴도 인기다.

대표 국수 메밀소바정식

대표 국수 판메밀, 판메밀 정식, 메밀막국수

대표 국수 함흥물냉면, 함흥비빔면, 열무냉면

지점

경기

지점

영등포

지점

센텀시티

문의

031-889-2766

문의

02-2639-4069

문의

051-74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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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

영화 <Moonrise Kingdom>

소년, 소녀의 여름 왕국

〈Moonrise Kingdom〉(2012) © Indian Paintbrush / Album

writer Sim Youngseop 심리학자 겸 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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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 앤더슨 감독이 주장하는 삶의 방식은
탈출만이 아니라 ‘따로 또 같이’ 공존하는 다양성의 세상이다.

고작 12세.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그

수지의 집 내부는 정성스럽게 장식된 원색의 대칭적 미

해 여름 사랑에 빠졌다. 뉴 펜잔스섬에 사는 수지와 샘은

장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동생 3명과 확성기를 든 엄

〈노아의 방주〉 연극을 올린 학예회에서 처음 만나 은밀히

마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등장인물들이 연극적인 세

눈빛을 교환하고 펜팔을 시작한다. 샘은 부모님을 잃은

트와 가로세로로 움직이는 카메라에 갇혀 있는 듯 보인

채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보이스카우트 소년이고, 수지

다. 평면적인 느낌을 주는 이 공간에서 수지는 구제 불능

는 법률가 집안의 맏딸로 동화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조

의 문제아로 낙인찍혀 있고, 슬플 때는 도서관의 책을 훔

숙한 소녀. 사랑의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소년, 소녀의 말

친다. 샘 역시 위탁 가정에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은 길지 않다. ‘어디서’, ‘언제’라는 의문문이면 충분하다.

거부당해 고아원에 갈 처지다.

그러나 아이들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아이처럼 보이

웨스 앤더슨은 소년, 소녀가 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는 쪽은 오히려 어른들이다. 수지의 엄마 로라와 경찰서

숨 막힐 듯한 억압과 편견을 자신만의 인장으로 구현해

에서 근무하는 샤프 소장은 불륜 관계로, 이 둘의 은밀한

놓았다. 동화처럼 보이지만 박제된 것 같은 세상. 사정이

교감을 수지의 아빠도 짐작하고 있다. 어른들은 반목하

이러니 운명적으로 눈이 맞은 소년, 소녀는 가출을 도모

고, 카키 스카우트의 리더 앤디 워드도 스카우트 대원 샘

하며 섬 전역에 한바탕 파란을 일으킨다.

이 사라지자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수지와

둘이 함께하자, 뉴 펜잔스의 바다와 여름 태양은 그저

샘은 왜 사라진 것일까?

예쁜 배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한 꿈 같은 며칠, 사

모형 속 집이 실제 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첫 장면,

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서로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는

〈Moonrise Kingdom〉(2012) © Indian Paintbrush /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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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녀가 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숨 막힐 듯한 억압과 편견을
자신만의 인장으로 구현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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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축복이 가득한 장소로 변모한다. 숲길과 물길을

가 무너지면서 이제까지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차례로

함께 거닐며, 앙증맞은 텐트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낚시

세인트 잭 교회, 즉 노아의 방주에 모인다. 뉴 펜잔스섬

를 하며 동화책을 읽는 곳.

의 지도는 이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임을 암시

사랑의 도피는 달콤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낸

한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번개에

3.25마일 조류 이동 경로의 작은 해변은 금세 소년, 소녀

맞고 종탑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샘과 수지의

의 로맨틱한 기운으로 물든다. 둘은 동시에 바닷가로 ‘점

대탈출과 엄습하는 폭풍우는 성장통에 시달리며 현실

프’한다. 늦여름 바닷가에서 생의 비약이 이루어진다. 수

세계에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모

지는 ‘3.25마일 조류 이동 경로’란 명칭이 너무 멋없다며

습과 꼭 닮았다.

새로운 이름을 찾아보자고 한다. 샘은 낚싯바늘로 귀고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들도 각자의 아이들을 키워낼

리를 만들어 수지의 귓불에 달아준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수 있다. 종탑에서 떨어질 뻔한 수지와 샘과 샤프 소장이

의 성적인 소통과 둘이 함께 보낼 첫날밤을 중의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실루엣 미장센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질

표현한다.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사랑의 시간’이란 노래

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에 누군가 그들을 붙잡아줄 진

가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고 포

정한 어른, 즉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감독의 각주에

옹하며, 키스를 나누고 동화 같은 사랑에 빠진다.

다름 아니다. 그러한 면에서 웨스 앤더슨 감독이 주장하

그러나 해가 뜨고 두 청춘이 잠에서 깨자마자 맞닥뜨

는 삶의 방식은 탈출만이 아니라 ‘따로 또 같이’ 공존하

린 것은 어른들과 동료 보이스카우트 대원들. 수지의 아

는 다양성의 세상이다. 등장인물의 대화가 오가듯, 영화

버지가 작고 작은 둘만의 텐트를 들어내자, 속옷만 달랑

의 마지막에는 수십 개의 악기가 하나하나 소개되며 큰

입은 소년, 소녀는 그대로 현실에 내동댕이쳐진다.

합주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자막 위에 흐른다.

여기서부터 〈문라이즈 킹덤〉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

〈문라이즈 킹덤〉은 잔망스럽고 귀엽고 스타일리시

작한다. 전체 영화는 마치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 듯

하고 은유가 풍성하지만, 때론 모든 인물에게 한 발 ‘거

하다. 1부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형인 셰익스피어의 소

리 두기’를 하기도 한다. 빈번히 등장하는 망원경의 시선

설을 읽는 듯하다면, 2부는 이들을 둘러싼 보이스카우

이나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노인 화자의 등장은

트 대원들과 주변 인물들이 얽히고설킨 방대한 구약성

텍스트에 몰입하지 않고 관조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하

서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2부의 이야기 방식은 이미

려는 감독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거

1부에서 복선으로 충분히 그 징후를 드러냈다. 오프닝

리 두기 가운데서도 웨스 앤더슨의 따뜻한 시선은 소년

장면에서 벤저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과 소녀를 자상하게 이어준다. 수지의 액자 속 풍경은 실

이 녹음기를 통해 소개되는데, 이는 영화가 여러 사람들

제 풍경으로 재현되었지만, 마지막 장면만큼은 실제 풍

의 시점이 모여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벽화를 이룰 것임

경이 그림 속 풍경으로 거꾸로 재현된다. 그곳의 이름은

을 예고한다.

더 이상 ‘3.25마일 조류 이동 경로’가 아니라 수지와 샘이

이제 뉴 펜잔스섬에는 폭풍우가 몰아친다. 강제로 헤

이름 붙인 ‘문라이즈 킹덤’이다. 영화에서는 폭풍우로 이

어졌던 샘과 수지는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의 협조로 재

해안이 사라졌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히 기억될

탈출에 성공하고, 교회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앙증맞은

청춘의 바닷가.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이 남긴 추억이 살

결혼식까지 올린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려오고 저수지

아 숨 쉬는 여름 바다에 달의 왕국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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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Experience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좋은 5월.
함께해서 더 행복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합니다.

VIP PROGRAM

C U LT U R E & L OU NG E
SATURDAY CONCERT . HAPPY TASTE . KIDS GIFT

SATUR DAY CONCERT

EVENT

예술이 있는 아침, 토요콘서트

대상 등급

골드 이상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말의 시작을 친절한 해설과 수준 높은 연주로 열어보세요.

일시

5월 18일(토) 11시, 6월 15일(토) 11시

지휘자 여자경&정치용과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 호른 연주가 김홍박,

지휘·해설

여자경(5월), 정치용(6월)

피아니스트 주희성이 협업해 정통 클래식 음악을 선사합니다.

신청 기간

5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신세계백화점 앱(APP), VIP 고객센터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을
통해 신청 가능

연주

협연

일정

프로그램

KBS 교향악단

김홍박(호른)

5월 18일(토)

아테르베리 호른 협주곡 a단조 Op.28(한국 초연) K. Atterberg Horn Concerto in a minor, Op.28(Korean Premiere)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e단조 Op.27 S. Rachmaninov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KBS 교향악단

주희성(피아노)

6월 15일(토)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Op.18 S.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Op.35 N. Rimsky-Korsakov Scheherazade, O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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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월 토요콘서트는 신세계백화점 앱(APP), ‘5월의 소식 및 기념일 이벤트’의 ‘컬처’에서도 5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 10회 공연 중 트리니티 4회, 다이아몬드 3회, 플래티넘 3회, 골드 2회 참석 가능합니다.
* 신청은 2차례 공연씩 연간 5회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HAPPY TASTE
Mini Donut for You

KIDS GIFT

가정의 달을 위한 행복한 선물.
라운지 방문 고객께 달콤한

Sweet Children’s Day

달콤한 어린이날 선물! 아동 동반
라운지를 방문한 아이들에게

미니 도넛을 드립니다.

밀당 케이크를 드립니다.

기간

5월 3일(금)~8일(수)

기간

5월 3일(금)~8일(수)

장소

전점 트리니티 및

장소

강남, 대구, 경기, 하남

퍼스트 라운지

김해 아동 동반 라운지
* 아동 대상 스페셜 메뉴는 위에 기재된 점포의
아동 동반 라운지에서만 제공합니다.

* 스페셜 메뉴는 테이크아웃 및 리필이 불가합니다.

* 스페셜 메뉴는 테이크아웃 및 리필이 불가합니다.

*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해당 이벤트는 조기

* 본 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해당 이벤트는

* 본 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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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PROGRAM

C U LT U R E
VIP ONLY CLASS . TALK CONCERT . PERFORMANCE . CUSTOMER SURVEY

V IP ONLY CLASS

TA LK CONCERT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대상 등급

블랙 이상 신청 기간 5월 2일(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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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5월 2일(목)부터, 선착순 마감

알로하죠앤의 가든 케이크

가족과 함께, 고고스 오로라 우주 체험

알로하죠앤 키즈 쿠킹 클래스 대표 김아연과 함께하는 가든 케이크 만들기.

오로라와 별자리가 보이는 우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맛은 물론 창의력까지 더해진 케이크를 엄마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만들기 체험과 멋진 페이스 페인팅도 함께 선사합니다.

일시 및 장소 5월 17일(금) 16시 30분, 강남 아카데미 쿠킹 강의실

일시 및 장소

5월 26일(일) 12시, 강남 파미에스테이션 2층 E 강의실

인원

20명(동반 포함, 4~5세 자녀 1인과 부모 1인 참여 가능)

인원

10명(동반 포함, 5~7세 자녀 1인과 부모 1인 참여 가능)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샌프란시스코 플라워의 작약 센터피스

패밀리 쿠킹! 어린이날 컵케이크

꽃의 여왕, 탐스러운 작약을 이용한 센터피스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만드는 재미는 기본, 맛보는 재미까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작약 센터피스는 테이블이나 홈 데코용으로 연출하기에 제격입니다.

달콤한 컵케이크를 만들어보세요.

일시 및 장소 5월 28일(화) 14시, 본점 PSR

일시 및 장소 5월 6일(월) 12시 30분, 경기 10층 A강의실

인원

10명(동반 포함)

인원

PER FOR M A NCE

10명(동반 포함, 4~5세 자녀 1인과 부모 1인 참여 가능)

CUSTOMER SURVEY
6월 블랙 무비 데이 진행을 위해 VIP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영화 선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세계백화점 APP에서 6월 상영
예정작 중 보고 싶은 영화를 투표해주세요.
투표 결과에 따라 1위에 선정된 영화는 6월에
진행하는 블랙 무비 데이에 상영될 예정입니다.

배우, 관객, 스태프가 하나 되어 극을 완성하는 유쾌한 경험이자 가식을

투표 기간

5월 2일(목)~15일(수)

버리고 나를 찾게 되는 〈푸에르자부르타〉 공연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투표 방법

신세계백화점 APP

대상 등급

블랙 이상

공연 일시

6월 4일(화) 20시, 6월 5일(수) 20시

공연 장소

신청 방법

신세계백화점 앱(APP)을 통해 응모 가능

응모 기간

5월 2일(목)~19일(일)

잠실 종합운동장 FB씨어터
* 조사는 고객님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며,
참여하신 고객 대상으로 6월 블랙 무비 데이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습니다. 6월 블랙 무비 데이에 응모를

* 이벤트 당첨 고객 20명(동반 포함)은 5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희망하는 분은 6월호 매거진에 게재될 블랙 무비 데이

* 해당 콘서트는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한 스탠딩 공연입니다.

행사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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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STIN CHOSUN SEOUL . INTERCONTINENTAL SEOUL COEX

THE WESTIN CHOSUN SEOUL

아이들의 오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ZUT! 프렌치 아트 클래스와
조선델리 케이크로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보세요.

Love Family Package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차감 포인트 40만 포인트
신청 기간

5월 1일(수)~31일(금)

혜택

•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룸 1박 • 조선델리 케이크 교환권

•

아리아 조식(성인 2인 및 어린이 1인)

•

사우나 무료 이용(2인) • 수영장 및 체련장 무료 이용

•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혜택(2인)

•

투숙 기간 5월 1일(수)~31일(금)

ZUT! 프렌치 아트 클래스
일정 5월 4일(토)~5일(일)
인원 8명(회차별)
장소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스위트룸
시간 1회차 15:30~16:50 / 2회차 17:10~18:30
내용 프랑스 미술 교육 ZUT!와 함께하는 어린이 아트 클래스
(만 5~12세 대상)

* 5/4~5일 외 투숙 고객에게는 ZUT! 원데이 클래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원데이 클래스 바우처는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도산공원 지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예약 및 문의 02-317-0404
* 조선델리 케이크 교환권은 지정 케이크에 한하여 교환 가능합니다.
* 원데이 클래스 이용권은 도산공원 지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별 문의하셔야 합니다.
* 상기 패키지의 어린이 기준은 만 12세 이하 (중학생 미만)입니다.
* 상기 이벤트는 사전 예약 필수이며, 객실 상황에 따라 일부 날짜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TERCONTINENTAL SEOUL COEX
드리밍 랜드 패키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안하는
특별한 드리밍 랜드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차감 포인트 50만 포인트
신청 기간
혜택

5월 1일(수)~31일(금)

투숙 기간 5월 7일(화)~31일(금)

드리밍 랜드 패키지 예약 시, 신세계 VIP 고객만을 위한
서프라이즈 카트 서비스 제공(크레용, 인형, 디저트 팩 등이 담긴 키즈
카트가 객실로 직접 방문합니다.)

구성

•

‘드리밍 랜드’ 키즈 콘셉트 룸 1박

•

‘브래서리’ 성인 2인, 어린이 1인(만 12세 미만) 조식 뷔페

•

스페셜 기프트 세트(테디꼼빠니에 강아지 인형)

•

웰컴 어메니티(하우스 와인, 쿠키, 오렌지 주스)

•

인스파 20% 할인권

•

피트니스 클럽 무료 이용

* 기프트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02-3430-8888
* 상기 이벤트는 사전 예약 필수이며, 객실 상황에 따라 일부 날짜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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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

ALOHA! HAPPY FAMILY TRIP TO LANAI, HAWAII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하와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시즌스 호텔이 있지만, 라나이 포시즌스는 해양 생태 보호 지역인 홀로포에만에

연중 온화한 기후와 깨끗한 거리, 특히 미국령이지만 하와이섬에서 비행기로 약

위치해 쉬이 볼 수 없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완벽한

30분 거리에 있는 하와이에서 여섯 번째로 큰 라나이섬은 고유의 자연과 전통,

휴식을 제공해 특히 인기가 높으며 지상낙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온 곳입니다. 휴양의 성지인 하와이 내에는 많은 포

포시즌스 리조트 라나이

매일이 색다른 곳,

2018 미국 내 최우수 호텔 1위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라나이 포시즌스의 아름다움과 고객 만족도는 유수의 호텔 랭킹 평가에

포시즌스 라나이에서 선셋 세일링이나 스노클링, 승마, 클레이 사격, 사륜 오토바

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호텔 평가 인증 ‘AAA FIVE

이 가이드 투어, 헬리콥터 투어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도전 같은 독특하고 다양

DIAMOND AWARDS’에서 당당하게 5다이아몬드를 획득했고 소비자

한 액티비티가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브 라나이’는 하와이 전통 알로하

자문에 있어서도 냉정한 평가로 유명한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 U.S.

정신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투어입니다. 랜드마크 푸우페헤로 향하는 하

NEWS & WORLD REPORT〉는 지난해 2월 미국은 물론 유럽, 캐나다,

이킹에는 가이드를 동행, 홀로포에만을 따라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전통 등에 대

멕시코 및 버뮤다에 걸쳐 2만4천 개 이상의 고급 호텔을 평가한 결과, 포

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가이드와 함께 섬 곳곳의 오프로드를 달리거나

시즌스 라나이를 미국 최고의 호텔로 선정했습니다.

해안에서 낚시를 하며 야외 활동도 즐길 수 있고, 리조트 내에 비치된 예술품과 유
물을 관람하며 큐레이팅해주는 무료 문화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품명 라나이 포시즌스FOUR SEASONS 자유 6일 * 출발일 매일 * 상품가 1인 4,355,200~ * 일정 인천-호놀룰루(경유)-라나이(4)-호놀룰루(경유)-기내(1)-인천 * 중요 포함 사항 대한항공 및
하와이안항공(호놀룰루-라나이)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객실 4박(가든뷰 룸, 2인 1실)-무료 룸 업그레이드 제공, 조식 4회, 웰컴 어메니티(신세계 회원 전용 특전) 제공 * 문의 02-72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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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IVATE INVITE
FENDI . DELVAUX

FENDI
First in Fur
펜디는 정교한 기술력과 고급스러운 소재, 칼 라거펠트의 창조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펜디의 퍼fur 작품을 탄생시켜왔습니다. 모던한 실루엣에 다양한 컬러와 패턴의 믹스가
가능한 인그레이 기법 등을 개발하여 최고급 퍼를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선보입니다.
칼 라거펠트의 마지막 유작인 퍼 컬렉션으로 초청 고객님만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펜디 고객 초대회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5월 12일(일) 11시, 14시, 17시, 본점 본관 2층 펜디 본매장
5월 17일(금) 11시 30분, 14시, 16시, 센텀시티 1층 펜디 본매장
5월 25일(토) 13시 30분, 대구 5층 펜디 본매장

인원

세션별 3팀(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5월 6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DELVAUX
스페셜 이그조틱 초대회
메종 델보는 세계 최초의 핸드백 브랜드이자 가장 오래된
럭셔리 레더 하우스입니다. 뛰어난 장인 정신과 노하우, 독보적인
퀄리티를 바탕으로 델보의 이그조틱 제품은 최고급, 그 이상의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벨기에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과 결합된, 브리앙 부끌르 스크레뜨Brillant
Boucle Secrete는 전 세계 소수의 고객에게만 소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신세계백화점 VIP 고객께 선보입니다.
델보 고객 초대회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5월 17일(금) 11시, 14시, 강남 3층 PSR
인원

세션별 5팀(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5월 6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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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IVATE INVITE
BOUCHERON

BOUCHERON
프라이빗 프레젠테이션
대구에서의 첫 만남을 기념해 신세계 VIP 고객을 부쉐론 하이 주얼리 프레젠테이션에 초청합니다.
부쉐론의 관능미 넘치는 쎄뻥 보헴 컬렉션을 중심으로, 시그너처인 콰트로 컬렉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네이처 트리옹팡 컬렉션 등 1백60년이 넘는 깊은 역사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된 메종의 다채로운 컬렉션을 만나보세요.

나라, 사슴 링
(가격 문의)

부쉐론 고객 초대회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5월 22일(수)~23일(목)
11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대구 5층 PSR

인원

세션별 3팀(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5월 6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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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BOON C A R D L AU NCH I NG
SHINSEGAE X SHINHAN CARD

VIP의 새로운 프리미엄,
THE BOON CARD
신세계백화점이 신한카드와 손잡고 VIP만을 위한 프리미엄 카드 ‘THE BOON’ 카드를 론칭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출시해온 제휴 카드의 일환으로 기존 제휴 카드에 더 특별한 혜택을 더해 차별화된 VVIP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리미엄 카드 THE BOON은 트리니티 고객과 1억 이상 다이아몬드 등급의 VIP를 위한 THE BOON SVIP 카드,
1억 미만 다이아몬드 등급과 플래티넘·골드 등급의 VIP를 위한 THE BOON VIP 카드 2종으로 출시됩니다.

VIP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격이 다른 서비스
‘THE BOON’ 카드는 VIP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혜택을 담아,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백화점 VIP 멤버십 혜택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추가 프라이빗 포인트 제공 및 VIP 스페셜 명품 마일리지를
기존보다 두 배로 적립해주는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THE BOON SVIP 카드는 디자인과 소재에도 심혈을 기울여 국내 최초로 하프메탈Half Metal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세련된 블랙 메탈을 사용해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구현했으며, 기존 풀메탈Full Metal 소재 카드에 RFID 기능을 탑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라운지 출입이 제한되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편리함까지 담아냈습니다.
오직 신세계백화점 VIP만을 위해 태어난 이 카드는 격이 다른 품격과 혜택으로 하이 클래스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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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ACNE STUDIOS
본점, 강남, 센텀시티

ADDIR 분더샵 청담, 강남, 대구
ALEXANDER McQUEEN
by SHOE COLLECTION
강남, 센텀시티, 대구

ALIGHIERI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ANCIENT GREEK by BEAKER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AQUAZZURA
by SHOE COLLECTION
강남, 센텀시티, 대구

ASH 강남, 센텀시티
BOONTHESHOP Collection
분더샵 청담, 마이분 SSG 청담,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OTTEGA VENETA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의정부, 하남, 광주

BUCCELLATI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BVLGARI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하남

CARTIER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CEDRIC CHARLIER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강남, 센텀시티

CHINTI & PARKER by BLUEFIT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CHLOÉ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CLERGERIE
by SHOE COLLECTION
강남, 센텀시티

DRIES VAN NOTEN
본점, 강남, 센텀시티

DRIES VAN NOTEN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센텀시티

ERIKA CAVALLINI by RAUM
본점, 강남, 센텀시티

FENDI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GABRIELA HEARST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GIANVITO ROSSI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GIUSEPPE ZANOTTI
본점, 강남, 센텀시티

GIVENCHY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GUCCI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HELMUT LANG by BEAKER

VALENTINO GARAVANI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HERMÈS 본점, 강남, 센텀시티

VAN CLEEF & ARPELS

JACQUEMUS

본점, 강남, 센텀시티

by SHOE COLLECTION

VIAMAIL BAG by RAUM 강남

강남, 센텀시티

WEEKEND MAXMARA 강남

JIL SANDER 강남

ZADIG & VOLTAIRE 본점, 강남

JOHN HARDY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광주

LOEFFLER RANDALL by RAUM
강남

LORO PIANA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LOUIS VUITTON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MARK CROSS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강남

MARNI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MAXMARA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광주

MICHAEL MICHAEL KORS
본점, 강남, 센텀시티

MIU MIU 강남, 센텀시티
MIU MIU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OFF-WHITE™ 센텀시티
POIRET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PROENZA SCHOULER 강남
REISS 본점, 강남, 센텀시티
REPOSSI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RESORT CORPS by CASESTUDY
분더샵 청담

ROGER VIVIER 강남, 대구
SACAI 본점, 강남, 센텀시티
SACAI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하남

SAM EDELMAN 강남
SIGERSON MORRISON
by MY BOON
마이분 SSG 청담, 강남

STELLA McCARTNEY 강남
STEREO VINYLS 강남
STUDIO TOMBOY 전점
TIFFANY & CO.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하남

TOD’S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TOGA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TOM FORD 강남, 대구
TORY BURCH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의정부

UNCOMMON MATTERS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LIVING
ALIVE 의정부
ALLERMAN 대구, 영등포, 경기
의정부, 하남, 광주, 마산, 김해

BEPS by DREAM LEADER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광주, 마산

BIANCO 강남, 대구
BRAUN 전점(광주 제외)

BEAUTY

BREO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BRIO 강남

ADDICTION 대구

CASAMIA 강남, 센텀시티, 경기

AĒSOP 본점, 센텀시티, 영등포

CENOVIS by VITAMINBANK

BANILA CO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센텀시티, 의정부, 김해

의정부, 하남, 광주

BENEFIT 전점(대구, 김해 제외)

CENTRUM by DREAM LEADER

BOBBI BROWN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광주

전점(대구, 김해 제외)

마산

CHANEL 전점

COMFPRO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CHICOR

경기, 하남, 마산, 김해, 충청

플래그십 강남역, 타임스퀘어

COMVITA

영등포, 아이파크몰 용산, AK&홍대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전둔산,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DR. ELIZABETH’S

강남5F, 센텀시티, 대구, 경기, 광주

by DREAM LEADER 강남

충청, 스타필드 코엑스, 스타필드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광주, 마산

고양,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사이먼

ELECTROLUX 본점, 강남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센텀시티, 영등포, 의정부, 하남, 김해

CLARINS 전점(본점, 의정부 제외)

ELIM KOREA 강남, 대구, 경기

CLÉ DE PEAU BEAUTÉ

의정부, 하남, 김해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ESTHER FORMULA

CLINIQUE

by DREAM LEADER 강남

전점(하남, 마산, 김해 제외)

DIOR 전점

NATURES PLUS

LOGONA NATURKOSMETIK

by DREAM LEADER 강남

강남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광주, 마산

MARMORE by KIDSQUARE

NEWORIGIN 본점, 하남

강남, 대구

NEWPORT COTTAGES

MARNI by BOON JR 본점, 강남

by SPACELOGIC

센텀시티, 대구, 경기

강남, 센텀시티, 대구

NIKE by PLAYKIZ PRO 전점

NINJA 전점(광주 제외)

ORGANIC BEAUTY 강남

NOTDAM 본점, 강남, 영등포, 경기

PAUL SMITH by BOON JR 본점

NUTRALIFE 센텀시티, 의정부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NZ ORIGIN by HONEYCO

STELLA JEAN by BOON JR 본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강남, 대구, 경기

PANASONIC 강남, 센텀시티

STELLA McCARTNEY

PHILIPS 전점(광주 제외)

by BOON JR 본점, 강남, 센텀시티

RAYDEL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대구, 영등포, 경기, 의정부, 광주

STOKKE 본점, 강남, 센텀시티

마산

대구, 하남

SIDIZ 센텀시티, 대구

TAMBERE by AOUT 강남

SOLGAR 본점, 강남, 센텀시티

THE ANIMALS OBSERVATORY

대구, 영등포, 경기, 하남

by MINI BOUTIQUE 강남

TEFAL 전점(광주 제외)

VANS by TRADHUS 전점(마산

USM 강남, 센텀시티, 대구

충청 제외)

VITAMINBANK

VEJA by BOON JR 본점,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하남, 광주

VIA SEPTEMBER 강남

YAMATOMO by DIBAMBI

ZAKKAHOLIC by KIDSQUARE

본점, 강남, 대구

강남, 대구

YIDO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KIDS

대표전화 | 1588.1234

센텀시티, 대구, 의정부, 광주, 마산

ANOTHER.B 강남

강남 | 02.3479.1234
센텀시티 | 051.745.1234

본점 | 02.310.1234

FRAMBOISE PARIS 강남, 대구

ARCH & LINE

FRESH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의정부, 하남, 김해

by MINI BOUTIQUE 강남

영등포, 경기, 하남, 김해

FROMBIO by VITAMINBANK

BONPOINT 본점, 강남, 센텀시티

HOURGLASS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대구

L'OCCITANE 본점, 강남

의정부, 하남, 광주

BONTON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 031.8072.1234

GAZE SHOP

BURBERRY CHILDREN 강남

광주 | 062.360.1234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센텀시티, 광주

마산 | 055.240.1234
김해 | 055.272.1234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의정부
김해, 충청

LA PERVA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GNC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CIENTA by TOEBOX

센텀시티, 하남, 김해

영등포, 경기, 의정부, 하남, 광주

강남, 대구, 광주

LANCÔME 전점

GOOD HEALTH 강남

DR. ATO 강남, 대구, 경기, 의정부

MAC 전점(마산 제외)

HERMAN MILLER

ERBAVIVA 강남

MAKE UP FOR EVER

by SPACELOGIC 센텀시티, 대구

FENDI KIDS 강남, 센텀시티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의정부

HONEYCO

FRIENPI 강남

하남, 김해, 충청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GAP KIDS 전점(하남 제외)

PRIMERA 영등포, 의정부, 하남

HURUM 의정부

HAIRBOW by KIDSQUARE

마산, 충청

JAJU

강남, 대구

RMK 영등포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마산

HIPSTERKIDS by FRIENPI 강남

SANTA MARIA NOVELLA

KARIMOKU by REMOD

HOLLY & BEAU by KIDSQUARE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강남, 센텀시티

강남, 대구

경기, 광주, 김해

KARTELL 강남

I LOVE VEG 강남, 센텀시티

SHISEIDO 전점(영등포 제외)

KIDS SESA 전점

JAJU KIDS 강남, 대구, 경기

SISLEY 전점(대구, 김해 제외)

KITCHENAID 강남, 대구

JELLY MALLOW 강남

SK-II 전점(강남, 대구, 김해 제외)

KWANGJUYO 본점, 강남

JEUNE PREMIER

VIDIVICI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by FRIENPI 강남

전점(영등포, 경기, 충청 제외)

MOLL by SPACELOGIC 강남

LINEA BIMBI 대구, 경기

YSL BEAUTY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LITTLE HOME by OEUF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YUNJAC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대구 | 053.661.1234
영등포 | 02.2639.1234
경기 | 031.695.1234
의정부 | 031.8082.1234

충청 | 041.640.5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