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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 Voyage!
두려워 말고 직감을 따르라. 그리고 그저 편하게 그 여정을 즐겨라

MD CHOICE
READY SET JET

58
BEAUTY

30여 년 동안 〈론리플래닛〉의 여행작가로 활약한 돈 조지는 “3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얻은 교훈은,
여행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꼭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럴 땐 감각과 용기,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PERFECT EYELINER

소용이 없으면 유머 감각을 동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뭔가가

60

삐그덕거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죠. 그럼에도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더 먼 곳으로, 더 특별한 곳으로

BEAUTY

자신을 이끄는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달 〈SHINSEGAE〉는 이국적인 휴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시각적 자극을
선사할 서머 데스티네이션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하게 트렁크를 채울 뷰티 트래블 키트와 휴가를 위한 패션 아이템은
매력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해줍니다. 멋진 여행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짜릿한
휴가의 포문을 여는 6월, 〈SHINSEGAE〉가 여행의 나침반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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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Buyer’s Pick

3

Jaeger-Lecoultre
클래식한 디자인의
마스터 울트라 씬 데이트 워치
39mm 사이즈의 얇고 슬림한 케이스로

다가오는 6월을 산뜻하게 시작하기에 신제품만 한 것도 없다.

재탄생했다. 우수한 정밀도의

패션부터 뷰티, 라이프스타일까지 이달의 아이템을 소개한다.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인

4

Chanel
지중해의 3가지 향을 담은 르 보야지 트래블 퍼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50ml 사이즈의 도빌·비아리츠·베니스 향수와 파우치,
3장의 엽서를 함께 구성했다.
각 50ml32만4천원(세트)
전점(마산, 김해 제외)

칼리버 899/1를 장착했다.
1천8백60만원
대구

1
Gabriela Hearst
by BOONTHESHOP
모던한 디자인의 데미 백

최고급 소재만 고집하는 가브리엘라 허스트는
정직한 럭셔리를 지향한다. 데미 백은
강렬하면서도 모던한 것이 특징이다.

John Hardy

2백45만원

드래곤을 모티프로 한 체인 브레이슬릿

분더샵 청담

6

영원한 사랑, 번영, 보호를 상징하는 나가 드래곤에서 영감을 받은 브레이슬릿.

L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와인 동굴 환경을
구현한 와인 셀러

강남

79만원, 1백9만원, 1백89만원

맛과 향, 풍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과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빛과 습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와인 동굴 환경을
구현했다. 총 1백13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다.
1천4백90만원
전점(광주 제외)

5

2

7

Tom Ford
블레이드 펌프스 힐
톰 포드의 시그너처 컬러 조합인 블랙과

La Maison by Casamia

골드를 적용했다. 새틴 소재와 골드 힐이

프렌치 모던 스타일의 티 테이블

우아하면서도 섹시한 여성성을 대변한다.

절제된 디자인과 조형적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프렌치 모던 스타일의

1백28만원

티 테이블은 어떤 공간에서든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강남

(왼쪽부터)
클라마르 티 테이블 1백15만원
펠릭스 티 테이블 73만원
강남 팝업 스토어
5월 17일(금)~6월 6일(목)

editor Cho Eunjung photographer Hyun Kyungjun, Jeong Joseph

19

SPOTLIGHT

8

14

YSL Beauty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위한 하이라이터

Bymo by Gazeshop

가볍고 크리미한 골드빛 텍스처가

아웃도어 액티비티 필수품,
모기 퇴치기

얇고 투명하게 밀착되고

근자외선 LED를 이용해 모기를

블렌딩이 쉬워 자연스러운

포집하는 무독성 모기 퇴치기는

하이라이팅이 가능하다.

15

강력한 흡입력이 특징이다.

로즈 골드

3만9천원

9g, 6만5천원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Jaju

9

스마트한 진동 폼롤러
두드리는 진동 방식을 적용한 폼롤러 마사지기로
근육 통증 완화와 이완에 효과적이다.

11

9만9천9백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의정부, 마산, 김해

10

Soh
장수곱돌 솥 & 귀접시 그릇 세트
조선시대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리던 장수곱돌은 음식의

Vhernier
by BOONTHESHOP

영양소를 지키며 풍미를 더해 건강한 식사의 완성을 돕는다.
(왼쪽부터) 11만8천원, 9만8천원
강남 팝업 스토어

트루비용 링

5월 31일(금)~6월 6일(목)

두 개의 와이드 밴드가 교차되어 구조적이면서도

16

Hourglass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를 결합한 올인원
시어 버터와 미모사, 해바라기씨 추출물을 함유해 실크처럼
부드러운 발림성이 특징이며 입술을 촉촉하고 윤기 있게 표현해준다.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하다.

각 2.5g, 4만5천원

(왼쪽부터)

6천6백80만원

강남

1천6백만원, 7백50만원

전 세계를 24개의 타임존으로 구분한
월드 타임 워치
전 세계를 24개의 타임존과 15도의 경도로 구분해

(왼쪽부터) 빌리버, 드리머, 액티비스트, 리더, 아이콘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인다.

Patek Philippe

센텀시티

분더샵 청담

Bobbi Brown
글리터링한 컬러 아이 팔레트
리미티드 에디션

Bordbar by BOONTHESHOP

오로라처럼 은은하고 우아한 시머링이 특징이다.

기내용 트롤리를 재사용한 수납 가구

글리터한 8가지 컬러와 매트하고 차분한

미국의 팬암 항공사 보잉 747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기내용 트롤리를 개조한

2가지 컬러로 구성했다.

디자인을 선보여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납장이나 신발장, 미니 바 등

14.58g, 9만8천원대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Fortnum & Mason
보냉 백이 내장된 햄퍼 위드 러그

전점(마산, 충청 제외)

(왼쪽부터)

12

2백97만원
2백77만원
분더샵 청담

17

Dēlonghi

보냉 백이 내장된 햄퍼 바스켓과 클래식한

콤팩트한 사이즈로 실용적인 테이블 그릴

체크 패턴의 러그로 구성했다.

열전도율이 뛰어난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을 사용했으며 재료가 눌어붙지 않도록

28만원

논스틱 코팅으로 표면을 마감한 그릴 BG410. V자형으로 설계한 팬은

본점, 강남, 센텀시티, 경기

기름이 한곳에 모이도록 한다.
13만9천원
전점

13
20

21

18

WATCH

GOLDEN
TIME
정교한 세공과 강인한 다이얼 디자인,
확실한 가치를 지닌 로즈 골드 워치.

트렌드를 보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뉴 트웬티포 컬렉션 7300 • 1200R-010 36mm 워치 • 6천3백70만원 • PATEK PHILIPPE

가장 핫한 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열 오크 프로스티드 골드 쿼츠 33mm 워치 • 5천2백만원대 • AUDEMARS PIGUET 랑데부 나잇 & 데이 미디엄 34mm 워치 • 4천4백90만원 • JAEGER-LECOULTRE
루체아 투보가스 33mm 워치 • 4천3백만원대 • BVLGARI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33mm 워치 • 3천4백70만원 • CARTIER

editor Kwon Youjin, Cho Eun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페이스북

shinsegae.dep

인스타그램

@only_shinsegae

공식 블로그

shinsegaeblog.com

BEAUTY

BEAUTY PASSPORT
여행지에서 빠르게 뷰티 고민을 해결해줄 트래블 뷰티 아이템 리스트.

1

3

2

4

6

5

7

9

8

1 MAKE ON by CHICOR • 마그네타이트 15 • 7만원대 2 ACQUA DI PARMA • 콜로니아 에센자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 150ml, 6만원
3 JAJU • 냉온 찜질하는 시원한 눈 마사지기 • 7만9천
5 NAILSINC by LA PERVA • 켄징턴 하이 스트리트 젤 이펙트• 14ml, 2만9천원 6 VIDIVICI • UV 에센스 베일 • 40ml, 4만8천원
/ 전초 에센셜 크림 • 50ml, 10만원
7 YUNJAC • 전초 에센셜 토너 • 150ml, 5만5천원
8 HERA • 인스턴트 클렌징 티슈 세트 • 30pcs, 2만5천원
9 GIORGIO
ARMANI • 아르마니 톤업 쿠션 • 15g, 8만9천원

여행 시 트렁크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간소화해야 하지만, 생기 있는 얼굴을 완성할

에 발라주고, 간편한 쿠션 타입은 휴대하며 터치업해 자외선을 차단할 것. 신나게 돌아

뷰티 아이템을 포기할 수 없다면 휴대성과 기능성, 편리함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아이

다닌 후 호텔로 돌아와 메이크업을 지우기 귀찮을 땐,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베이스까

템을 선택하자. 기내와 여행지에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며 얼굴 부기를 완화하는 페이

지 한번에 제거하는 클렌징 밤이나 한 장씩 뽑아 쓰는 티슈 타입으로 얼굴 전체를 피붓

스 롤러를 사용하면 턱선과 광대뼈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피

결 방향대로 부드럽게 닦아 클렌징하자. 티슈 타입은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로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 장시간 이동으로 눈가 피로를 풀고 싶다면 휴대용 눈 마사

수 있으니 순면으로 제작한 약산성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냉온 찜질 두 가지 모드를 장착해 눈가를 부드럽
게 이완시켜줄 뿐만 아니라 얼굴 부기를 제거해 또렷한 눈매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휴가지의 뙤약볕 아래에선 답답한 메이크업보다 가볍게 자외선 차단을 도와주는 아이
템이 유용하다. 제형이 묽고 흡수가 빠른 에센스 타입의 UV 프로텍터는 얼굴과 몸 전체

BEAUTY PASSPORT 6월 17일(월)~30일(일)
표기된 제품은 SSG.COM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본 행사와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Kim Myungsung

© Fabian Krause / Eyeem / Getty Images

9백원 4 BANILA CO • 클린 잇 제로 • 100ml, 1만4천4백원

BEAUTY

MORNING
ESSENTIALS

1

바쁜 아침, 빠르고 간편하게 뷰티 룩을 완성하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헤어 아이템까지.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ung Wonyoung

2

빠르게 연출하는 뷰티 TIP

4

정신없이 바쁜 아침에
스킨케어에 공들일 시간이
없다면 흡수는 빠르면서
오래도록 촉촉하게 유지되는
세럼을 선택하세요. 흐르듯

3

가벼운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밀착해 메이크업을
할 때도 베이스가 밀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7

화주 원장(제니하우스)

5

8

6

립 메이크업만 완벽하게
연출해도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먼저 립밤을 충분히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시킨 다음
잔여물을 제거해 각질을
정돈해주세요. 입술 각질을
정리해야 립 컬러가 잘 드러나고
오래 유지돼요. 립라이너를
사용해 정교하게 가장자리를
그려준 후 투명한 글로스로
촉촉한 입술을 연출해보세요.
9

화주 원장(제니하우스)

드라이 시간이 길수록 모발
손상은 심해집니다. 이때 강한
바람으로 스타일링과 드라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드라이기를
선택하면 좋아요. 스타일링

10

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가두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헤어

11

에센스를 사용하면 푸석푸석한
모발에 윤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희 원장(이희 헤어 앤 메이크업)

1 DYSON • 에어랩 컴플리트 • 59만9천원 2 MAKE UP FOR EVER • 아쿠아 XL 잉크라이너 • 1.7ml, 3만3천원
3 CHANEL • 루쥬 코코 글로스 712호
4 IS CLINICAL by LA PERVA • 클렌징 콤플렉스 • 180ml, 6만원 5 DIPTYQUE • 너리싱 립밤 • 15ml, 3만4천원 6 CHANEL
르 크레용 레브르 립라이너 05호 • 1g, 3만4천원
7 YUNJAC • 백년초 & 우질두 수분 진정 토너 • 150ml, 4만5천원
8 APPLE • 에어팟 • 19만9천원
9 OLIVE CROWN by CHICOR • 헤어 집게 • 3천원대 10 LA MER • 모이스처라이징 매트 로션 • 50ml, 33만5천원 11 AVEDA • 우든 패들 브러시 • 3만6천원

722호 • 각 5.5g, 4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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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 Luxury
GABRIELA HEARST

SENSIBLE TASTE
정직한 럭셔리를 추구하며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10

컬렉션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가브리엘라 허스트와 나눈
그녀의 취향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

특유의 귀족적인 무드로 전 세계 여성 명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올 6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단 2주간 분더샵 청담에서 진행하는 가브리엘라 백 팝업 스토어를 위해서다.
6

이에요. 우리 고객은 다이내믹한 삶을 살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

©Chalermchonchan Chanporn
/ Getty Images Korea

하는 프로페셔널한 이들이죠. 제 옷은 여자들을 위한 전투복과도 같
아요.” 가브리엘라 허스트는 스스로의 지위나 영향력을 타인의 더 나

2

1

은 삶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찾고 의식적
인 소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힌다.
분더샵 청담에서 만나는 가브리엘라 허스트 가방 셀렉션
클래식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의류를 선보이는 것과 상반되게 가브리
엘라 허스트의 가방은 독특하고 구조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가
장 유명한 가방은 니나Nina 백. 본인과 지인을 위해 제작한 그녀의
첫 가방이었으나 배우 브리 라슨Brie Larson이 오스카 시상식에 니
나 백을 들고 등장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예술가 페르난도 보
테로에게서 영감받아 탄생한 니나 백, 인도의 배달 음식 컨테이너를
보고 완성한 조니Joni와 미쉘Mitchell 가방 등의 제품은 평균 9~10개
월 정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세상에 나온다. 또 가브리엘라 허스트는

일정 6월 10일(월)~24일(월) 장소 분더샵 청담 S관 1층

매일 지니고 다니는 물품 2020

Pater Mateos 디퓨저(6).

봄 컬렉션 스케치를 위한

우루과이처럼 조용한 곳에서

봄처럼 상큼하고 이슬에 젖은

아스파이널Aspinal 노트.

매일 명상을 하며 도시에서의

허브 내음을 간직한 향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삶과 밸런스를 맞춘다.

좋아하는 향수 친구에게 선물

마시는 것 물을 가장 먼저

스킨케어 비올로직 호쉐시

받은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마신 후, 오트 밀크를 넣은

Biologique Recherche(2).

바카라 루쥬(7).

말차라테로 아침을 연다(10).

‘세럼 A 글리카’는 피부 노화를

공항 룩 가브리엘라 허스트의

자주 찾는 식당 뉴욕

예방하는 카르시닌 성분과

캐시미어 트래블 세트(8).

웨스트 빌리지에 위치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미모사

여행 필수 아이템 리모와

산탐브라우스Sant Ambroeus.

추출물이 함유되어 안색

캐리어(9).

소호의 알트로 파라디소Altro

개선에 효과적이다.

올여름 계획 중인 휴가지

Paradiso 또한 자주 방문하는데,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멀리하고

호프먼 인스티튜트Hoffman

셰프 이그나시오 마토스

피부 건강에 집중하는 편.

Institute에서의 짧은 휴식.

Ignacio Mattos도 나와 같은
우루과이 출신이다.

좋아하는 여성 가수의 이름을 따서 모든 가방의 이름을 지었는데, 니

Flower(3). 우루과이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신만의

나 시몬Nina Simone,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 팻시 클라인Patsy

서식하는 꽃인데 다른 행성에서

의식 명상 그리고 아이들을

온 것 같은 모습이 마음에 든다.
집뿐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6월 분더샵 청담에서 그녀의 가방을 직접

키우고 있다. 현재는 봄을 맞아
라벤더, 로즈메리 등을 키운다.
마시스Quentin Massys의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단 2주 동안만 진행

작품에서 영감받은 가브리엘라
자주 신는 신발 가브리엘라

라허스트가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 더욱

허스트의 모든 신발. 특히 코르크

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브랜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진 가브리엘라 허

기대를 모은다. 다채로운 가방을 한자

웨지 소재 해리건 블루Harrigan

스트. 뛰어난 기술력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몇십 년이 지나도 즐길 수

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니 6월 14일

있는 완성도 높은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그녀는 모든 사물을 실용주

부터 운영하는 분더샵 청담 팝업

〈왕좌의 게임〉

의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럭셔리 패션을 지향한다. 이는

스토어를 놓치지 말 것.

즐겨 듣는 음악 나에게 니나

Blue 색상 벨벳 플랫폼 슈즈.
즐겨 보는 프로그램

Dylan은 종교와도 같지만,

하고 정적인 시골 목장에서 자란 배경 탓에 화려함보다 오래 사용할

최근에는 테니스Tennis 밴드의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실용성에 가치를 둔다. 이러한 신념은 투명

‘Please Don’t Ruin This for

editor Song Yujung

7

시몬Nina Simone과 밥 딜런Bob

유년 시절을 보낸 우루과이의 목가적 서정을 근간으로 하는데, 조용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저에게는 여성이 먼저고, 옷은 그다음

4

허스트 파인 주얼리 컬렉션(4).

2015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론칭한 후, 현재까지 전 세계

하고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고객의 가치관과 맞닿으면서

9
3

스테이트먼트 주얼리 쿠엔틴

에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는 한국에서
할 예정. 해당 기간 동안 디자이너 가브리엘

침대에 눕혀주며 보내는 키스.
8

집에서 키우는 식물 오렌지나무.

이 까다롭고 대기 기간이 길기로 유명한데,
만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연다는 소식

행사 가브리엘라 허스트의 가방 라인 판매

집에서 즐기는 향 불리 1803의

않을 수 있는 자연 풍경(1).

좋아하는 꽃 패션 플라워Passion

Cline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녀의 가방은 주문

GABRIELA HEARST POP-UP STORE

안정감을 주는 공간 방해받지

Me’를 즐겨 듣는다(5).
데미 백 • 3백41만원

GABRIELA HEARST

아끼는 제품 현재, 그리고 과거의
일기장과 가족사진 앨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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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GE

A HIGH ADVENTURE
우리의 여행은 영혼의 울림을 듣고 그곳으로 나를 이끄는 길이 되어야 한다.

writer Cho Seungha

여행, 소리 없는 우아함
인생사人生史적 결단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다. 40대를 목전에 둔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느 날 홀연 부인과
함께 일본을 떠나 3년 동안 유럽을 여행했다. 나이 듦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그 계기였다. 그리고 그의 대표
장편소설 〈댄스 댄스 댄스〉, 〈상실의 시대〉가 그 여행 중에 태어났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는 울려
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온 것이.’(〈먼 북소리〉 중에서)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든 오지만, ‘소리 없는 우아함’이라 알아채기 어렵다. 내 영혼의 요청에 귀 기울여
야 먼 북소리 같은 소리 없는 우아함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의 여행은 이렇게 영혼의 울림을 듣고 그곳으로
나를 이끄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여름, 모두의 여행길에 영혼의 축복이 있기를!
editor Kim Jihye

Mendenhall Glacier, Juneau, Southeast Alaska. © John Hyde / Design Pics / Getty Images

Mendenhall Glacier Trek, The Tongass National Forest, Alaska
© Hannah Russell / Alamy Stock Photo

여행 칼럼니스트, 전 〈동아일보〉 여행 전문 기자

수만 년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알래스카 주노 ‘멘델홀 빙하 얼음 동굴’
알래스카 관광(크루즈 포함) 시즌은 5~9월. 멘덴홀 빙하(Mendenhall

WHERE TO STAY 주노 관광은 크루즈 여행 중에

Glacier)는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Juneau의 해안산맥 너머 통가스 국립산림

즐기는 게 최선. HOW TO GO 알래스카 크루즈 출

지Tongass National Forest 안에 위치한다. 얼음 동굴은 빙하 속을 흐르는

발항은 시애틀·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미국),

물로 형성되는데, 사파이어와 코발트블루, 터키석 푸른빛 등 다양한 블루 컬
러로 인해 풍광이 환상적이다. 달 표면을 걷는 것에 견줄 정도로 인상적인데
전문 가이드의 안내 없이는 갈 수 없다. 얼음 동굴 투어는 걷거나(왕복 15km
내외) 카약에 올라 노를 저어가는 빙상과 해상 투어(노 젓기만 8km) 두 방식.

밴쿠버(캐나다). 인천공항에서 여러 항공사가 직항
편 운항. CURRENCY 달러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아 물가가 저렴한 편. LANGUAGE 영어 TIME

& VISA 주노는 한국보다 17시간 늦다. 비자 면제 프
로그램으로 ESTA(미국 여행 허가 요청) 신청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WEATHER 5~9월 멘

빙하 속 동굴은 등반 안전장치 착용 후 로프로 하강해 진입한다. 워킹 투어는

덴홀 빙하 얼음 동굴 투어엔 방한 및 기능성 아웃도

8시간, 카약 & 워킹은 6시간 반 소요되며, 주노에 전문회사가 있다.

어 복장 필수.

Bisate Lodge, Volcanoes National Park, Rwanda. © Wilderness Safaris

VOYAGE

마운틴 고릴라와 조우, 원시로의 회귀-그 밀림이 그립다
르완다 ‘화산국립공원’
영화 〈안개 속의 고릴라(Gorillas in the Mist)〉로 세상에 알려진 인류학자
다이앤 포시Dian Fossey. 그녀는 3,000m 산악 지역에서 20여 년간 마운틴
고릴라를 연구했는데, 그녀의 활동 무대가 바로 이곳이다. 르완다 북서부의
이 자연공원은 비룽가산맥의 화산 8개 중 5개를 품고 있다. 비룽가 국립공원

유럽의 지붕 알프스, 알프스의 지붕

(콩고), 음가힝가고릴라 국립공원(우간다)과도 인접해 있는데, 마운틴 고릴

스위스 ‘에셔 산장’

라를 특별히 찾는 이가 많다. 윌더니스 사파리Wilderness Safaris의 비사테

‘에셔 산장(Berggasthaus Aescher)’은 스위

로지Bisate Lodge에서는 마운틴 고릴라 서식지를 걸어서 찾는 고릴라 트레

스 북동부 알프스의 에벤알프Ebenalp 산 정상

킹은 물론 희귀종 황금원숭이 관찰, 카리심비Mt.Karisimbi 분화구(1박 2일

1,454m 바위 절벽 앞에 지어진 전형적인 샬레

3,800m 고지 캠핑), 비소케 화산Mt.Bisoke 등정(하루 일정 소요)에 다이앤

Chalet 스타일의 산장 겸 식당이다. 에벤알프 산

포시 묘소 찾기까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길에 있어 하이킹을 하는 이들의 휴식처로 이용
는 스위스 3대 명물 치즈인 아펜첼 치즈 생산지

시간 30분 소요). 키갈리 직항편은 없다. 에티오피아항공으로 아디스아바바에서 환승(총 18시

로, 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암봉과 주변의 부드

간 35분 소요). 케냐항공으로 방콕, 나이로비 경유(19시간 5분 소요). CURRENCY 르완다프랑
(RWF) LANGUAGE 키냐르완다어·영어·프랑스어 공용어 TIME & VISA 한국보다 7시간 늦

러운 구릉지대와 조화를 이뤄 멋진 풍광을 선사

다. 선 발급 비자 필요. 주한 르완다 대사관에서 동아프리카 3국(케냐, 우간다 포함) 비자 발급.

한다. 바서라우엔Wasserauen(868m)을 출발

WEATHER 열대고산기후. 키갈리(해발 1,567m)의 연중 기온이 12~27℃다.

해 제알프제Seealpsee 호수를 경유해 에벤알
프(1,531m)를 오르는 7km 하이킹(4시간 소요)
을 추천한다. 혹은 바서라우엔에서 케이블카를

Bisate Lodge, Volcanoes National Park, Rwanda
© Wilderness Safaris

타면 6분 만에 올라가는데 알프슈타인 단층 지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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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tein Massif, 단층 활동으로 드러난 지하
암반층)의 드라마틱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WHERE TO STAY 에셔 산장 HOW TO GO 인천~취리히
직항편은 대한항공이 운항(주 3회, 12시간 10분 소요). 환승
은 루프트한자로 뮌헨을 경유하는 스위스항공이 비교적 편리.

CURRENCY 스위스프랑(CHF) LANGUAGE 영어 기본. 공
용어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로만슈어. TIME & VISA 한
국보다 8시간 늦다. WEATHER 7, 8월 날씨는 18~28℃로 습
하지 않고 활동하기 알맞다. 알프스에서는 고도에 따라 기온
과 날씨가 다르니 보온용 의류를 준비할 것.

Aescher, Appenzell, Switzerland. © Prisma by Dukas Presseagentur GmbH / Alamy Stock Photo

된다. 이곳 아펜첼 자치주(Appenzell Canton)
WHERE TO STAY 윌더니스 사파리 비사테 HOW TO GO 수도 키갈리에서 110km(차로 2

천국의 하강-인도양에 숨겨진 실낙원, 인도양 ‘세이셸 군도’
화강암 지반의 암벽·암봉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아프리카대륙 동편 인도양의 소규모 군도(섬 115개, 면적 455k㎡,
인구 9만 명) 세이셸Seychelles의 가장 큰 섬 마헤Mahe에 있는 수도 빅토리아Victoria가 그 주인공이다. 특히 앙스
타카마카Anse Takamaka 해변은 밀가루처럼 고운 순백 해변이 제주도 우도의 ‘서빈백사’와 닮아 있다. 산호말과 홍
조식물이 번성해 수중 풍경도 독특한 곳이다. 인도항로를 개척(1502년)한 바스쿠 다가마Vasco da Gama(포르투갈)
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유럽·아프리카·아시아 무역로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16세기까지 해적 섬이었고, 1609
년 영국(동인도회사), 1756년 프랑스 식민지가 되며 유럽 문화가 이식돼 프랑스풍 마을도 있다. ‘에덴동산의 재림’이
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프랄린(Pralin,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에는 앙스 라지오Anse Lazio 해변 풍광이 뛰어나다.
특히 프리게이트섬Fregate Island의 프라이빗 빌라들은 아름다운 해변과 어우러진 세이셸의 초특급 리조트로 꼽힌
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허니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베컴 부부가 찾아 유명세를 더했다. 요즘은 한국
인의 허니문 명소로도 인기다. 마헤섬의 상 수시 거리(The Sans Souci Road)는 로맨틱하고 그랑 앙스Grand Anse
해변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은 달콤하다. 저물녘에는 무슈 베이Mouche Bay의 ‘앵커 카페Anchor Café’에서 생기발
랄한 분위기에 파묻힌다. 세이셸에서 탄생한 칵테일 ‘코코 다무르Coco d’Amour’는 코코넛 밀크에 알코올을 가미한
것. 유럽풍 거리에서 중국과 인도 등 다양한 음식까지 즐길 수 있다. 라디그La Digue섬은 자전거(선착장에서 대여)를

34

Anse Takamaka, Mahe Island, Seychelles. © PJPhoto69 / Getty Images

Fregate Island Private Villas, Seychelles. © Colouria Media / Alamy Stock Photo

타고 돌아보기 좋다. 앙스 수스 다정Anse Source d’Argent 해변도 아름답다.

VOYAGE

카리브해를 품은 채 마야문명의 뒤안길에 서다, 멕시코 ‘툴룸’
신혼여행지로 부상한 유카탄반도 카리브해의 리조트 타운 칸쿤 남쪽 해안.
사라진 마야문명의 유적지대로 근처에 툴룸 국립공원Parque Nacional de
Tulum도 있다. 카리브해의 사파이어 블루빛 바다와 푸른 하늘의 조화가 아
름다운 이곳은 칸·니스 등 프랑스 지중해의 ‘프렌치 리비에라’에 빗대 ‘리비
에라 마야Riviera Maya’라 불린다. 칸쿤과 툴룸 사이 리비에라 마야 해변엔
호텔과 리조트가 곳곳에 들어서 있는데, 침대 수만 5만 개에 이를 정도. 특히
‘아줄리크Azulik’는 전용 해변에서 나만의 휴식을 보장받는 마야 전통 스타
일의 트로피컬 샬레 객실이 인상적이다. 카리브해의 여유가 얇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은 듯한 원시적 느낌의 실내에서 더더욱 되살아난다. 툴룸에서는
한낮에 사륜구동 자동차를 빌려 마야 유적을 찾는 게 일상적인 관광이다. 중
앙아메리카의 마야문명은 기원전 시작해 900년경 사라졌지만 그 후에는 유
카탄반도로 이주, 신마야문명을 일으켰다. 멕시코시티의 아즈텍 문명도 마야
문명의 영향. 툴룸 치첸이트사Chichen-Itza 등 유카탄반도 곳곳엔 태양신
을 믿던 마야인이 세운 피라미드 등이 남아 있다. 제트보트나 쾌속보트로 질
주하는 해상 액티비티도 즐겁지만, 최고는 역시 해가 진 후 해변에서 바를 전
전하며 히스패닉의 유쾌한 흥청거림에 덩달아 빠져드는 즐거움이 아닐까.
WHERE TO STAY 아줄리크 HOW TO GO 칸쿤 공항에서 118km. 툴룸 직항편은 없다. 멕시코
항공으로 멕시코시티에서 칸쿤 이동(총 17시간 25분 소요). 유나이티드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경유
(17시간 55분 소요), 아메리칸항공은 달라스 경유(18시간 15분). CURRENCY 페소 LANGUAGE
스페인어 공용 TIME & VISA 한국보다 14시간 늦다. 무비자 입국. 미국 허브 경유 시 사전

항편은 없다. 에티하드항공은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에서 환승하는데 인천-아부다비 약 10시
간, 아부다비-마헤 약 4시간 30분 소요. 아랍에미리트항공은 두바이에서 환승. CURRENCY 세
이셀루피(SCR) LANGUAGE ‘크레올어’(고유 언어), 영어·프랑어 공용어. TIME & VISA 한국
보다 5시간 늦다. 비자 면제 협정 체결로 무비자 입국(90일 체류). WEATHER 열대기후로 연중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평균 26~27℃).

Azulik ‘Tseen Ja’. © Azulik

WHERE TO STAY 콘스탄스 르무리아 프랄린 세이셸 HOW TO GO 인천에서 마헤섬까지 직

Anse Source d’Argent, La Digue, Seychelles. © Peter Giovannini / Getty Images

ESTA(미국 여행 허가 요청) 신청 필수. WEATHER 한여름은 습도가 높고 기온은 3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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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
Summer Montage

셔츠 • 1백6만원

BOONTHESHOP
Collection
네크리스 • 1억1천3백만원

MATTIA CIELO
by BOONTHESHOP
LEFT
톱 • 89만원 / 팬츠 • 1백27만원

PROENZA SCHOULER
샌들 • 1백15만원 • BALLY
이어링 • 55만원

UNCOMMON MATTERS
by BOONTHESHOP

editor Kwon Youjin photographer Kim Yeongjun stylist Lee Yoonkyung

재킷 • 1백29만원
팬츠 • 85만원

Y’S by BOONTHESHOP
비키니 톱 • 30만원대 • HERMÈS
스니커즈 • 8만9천원 • CONVERSE
네크리스 • 1천4백만원 • CAROLINA BUCCI
by BOONTHESHOP
LEFT
재킷 • 2백55만원 / 팬츠 • 99만원

PHILIPP PLEIN
이어링 • 63만원

CHROME HEARTS

톱 • 1백5만원 / 팬츠 • 87만원

DRIES VAN NOTEN
샌들. 95만원. BALLY
이어링 • 23만원

1064 STUDIO by MY BOON
RIGHT
점프슈트 • 3백70만원대 • HERMÈS

드레스 • 2백28만원 / 팬츠 • 1백88만원 • JIL SANDER
샌들 • 35만원 • MICHAEL MICHAEL KORS
이어링 • 9백50만원 / 링 • 7백만원

VHERNIER by BOONTHESHOP
RIGHT
재킷 • 4백96만원 / 팬츠 • 2백39만원

ALEXANDER McQUEEN
by BOONTHESHOP
이너 점프슈트 • 39만원

MAISON MARGIELA
by BOONTHESHOP
(왼손 약지) 링 • 4백35만원
(왼손 검지) 링 • 2천6백50만원
(오른손 검지) 링 • 1천4백99만원
(오른손 약지) 링 • 2백15만원

CHROME HEARTS

재킷 • 2백25만원
브라톱 • 19만원 / 스커트 • 75만원

ALEXANDER WANG
슈즈 • 1백17만원

VALENTINO GARAVANI
LEFT
니트 • 1백92만원 / 스커트 • 4백27만원

TOM FORD by BOONTHESHOP
이어링 • 9백만원대 / 브레이슬릿
(위부터) 8백만원, 8백20만원대
1천2백만원대, 3백60만원대
(검지) 링 • 3백60만원대
(약지) 링 • 1천만원대 •CARTIER

재킷 • 1백85만원
이너 점프슈트 • 39만원

MAISON MARGIELA
by BOONTHESHOP
이어링 • 62만원 • LOUIS VUITTON
RIGHT
점퍼 • 1백89만원 • DRIES VAN

NOTEN by BOONTHESHOP MEN
수영복 • 24만원 • BILLABONG
샌들 • 1백63만원 • GUCCI
이어링 • 1천2백50만원
네크리스 • 2천3백만원

MATTIA CIELO
by BOONTHESHOP

hair Kim Junghan
makeup Park Heyryung
model Karlina Caune

재킷 • 1백29만원

Y’S by BOONTHESHOP

목걸이 • 1천8백30만원

VHERNIER
by BOONTHESHOP
CARTIER
4천6백만원대

BOONTHESHOP
PERFUM
by LA PERVA

READY SET JET
6월 10일(월)~16일(일)
표기된 제품은

〈I

브리프 • 20만원대 • HERMÈS

Am Love〉 (2009)

MODERN
& CLASSY

비키니 톱 • 30만원대

플뤼에 블랑쉬

SSG.COM에서도 구매가

50ml, 13만8천원

가능합니다. SSG.COM에서

(위부터)

SOLID & STRIPED
by BOONTHESHOP
29만원

VHERNIER
by BOONTHESHOP
2천4백80만원

본 행사와 관련한 더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TADAO ANDO: THE COLOURS OF

LIGHT #1〉 (2017), RICHARD PARE
〈THE FRENCH RIVIERA IN THE 1920s〉

(2014), XAVIER GIRARD
HELEN KAMINSKI
62만원

JACQUEMUS
by BOONTHESHOP
65만원

PROENZA SCHOULER
1백27만원

GOYARD
4백97만원

HIGHCOLLAR
by MY BOON
35만원

GABRIELA HEARST
by BOONTHESHOP
3백41만원

당신의 바캉스 룩을 완성해줄 무드별 서머웨어를 제안한다.

ROGER VIVIER
by BOONTHESHOP • 83만원

editor Cho Eunjung, Song Yujung photographer Jung Wonyoung, Jeong Joseph stylist Lee Yoonkyung

〈Blue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마쳤다면 여행지에 어울리는 룩으로 완벽한 휴가를 완성할 차례.

Jasmine〉 (2013)
© Pictorial Press Ltd / Alamy Stock Photo

READY SET JET

ZIMMERMANN 2019 S/S

URBAN
WILDERNESS
HERMÈS • (왼쪽부터)
1백만원대, 80만원대

ALIGHIERI
by BOONTHESHOP
53만원

STELLA McCARTNEY • 1백13만원

VILEBREQUIN
비키니 톱
20만원
브리프
16만원

RAY-BAN
by LUXOTTICA
20만8천원

LOUIS VUITTON 3백35만원
•

CHLOÉ
by BOONTHESHOP
1백9만원

MEMO
by LA PERVA
아프리칸 레더
75ml, 31만원

JAJU

© Vicki Jauron, Babylon and Beyond
Photography / Getty Images

스툴 • 7천9백원

재킷 • 1백80만원대 / 팬츠 • 90만원대
샌들 • 1백만원대 • LORO PIANA
네크리스 • 1억1천3백만원

MATTIA CIELO by BOONTHESHOP

브라 톱 • 19만원

ALEXANDER WANG

SPORTMAX 2019 S/S

BEYOND
THE WAVE

선글라스 • 1백9만원

VETEMENTS
by BOONTHESHOP MEN

BILLABONG

DIESEL • 13만8천원

24만원

STELLA McCARTNEY • 97만원

ARENA
5만4천원

SANTA CRUZ
by BILLABONG
서핑보드 • 1백25만원

JAJU
스마트폰 방수팩
1만2천9백원

A.H.C by CHICOR
내추럴 퍼펙션 프레쉬 선스틱
22g, 4만3천원

VIDIVICI • UV 파워 선스틱 • 20g, 3만5천원
BANG & OLUFSEN
블루투스 스피커 • 22만원

INDICA • 2만2천원
(각 355ml, 4병 1세트)

LOUIS VUITTON
스마트워치 • 3백96만원
블루투스 이어폰 • 1백29만원

점프슈트 • 5백14만원

AFTER-DARK
GLAMOUR

네크리스 • 3백21만5천원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CHANEL
루쥬 알뤼르 벨벳
58 루쥬 뷔
3.5g, 4만4천원

(왼쪽부터)

MATTIA CIELO
by BOONTHESHOP

HOURGLASS

1천7백만원

글리터 아이 섀도우 • 각 3.5g, 4만원

BOTTEGA VENETA
3백63만원

ELLE

SAINT LAURENT 2019 S/S

비키니 톱, 브리프
각 4만9천원

(위부터)

ALEXANDER WANG • 45만원
TOM FORD • 5백10만원

GIUSEPPE
ZANOTTI
2백50만원

ROLEX • 1천만원대
TOM FORD
4백만원

BEAUTY

(위부터) DIOR • 디올쇼 아이코닉

PERFECT EYELINER
땀과 물에도 선명한 눈매를 유지하는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셀렉션.

오버컬 워터프루프 10ml, 4만5천원대

MAC • 익스텐디드 플레이 펌 미업
래쉬 • 8g, 3만2천원

YSL BEAUTY • 마스카라 볼륨 에페
포 실 워터프루프 • 6.9ml, 4만5천원대

CHANEL • 르 볼륨 드 샤넬
워터프루프 • 6g, 4만5천원

LANCÔME • 그랑디오즈
워터프루프 • 10g, 4만4천원대

VIDIVICI • 볼륨 임팩트
마스카라 • 9.5ml, 3만2천원

POWERFUL MASCARA
휴가지에서 드라마틱한 눈매를 완성해줄 마스카라 리스트.

(왼쪽부터) YSL BEAUTY • 아이라이너 에페 포 실 쇼킹 • 1.1ml, 4만5천원대

BOBBI BROWN •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 0.12g, 4만원

MAC • 리퀴드라스트 라이너 • 2.5ml, 3만2천원
SHISEIDO • 아치라이너 잉크 • 0.4ml, 3만6천원대

CLÉ DE PEAU BEAUTÉ • 라이네 리퀴드 르갸흐 엥땅스 인텐시파잉 리퀴드 아이라이너 • 0.8ml, 6만원대
BENEFIT • 데아 리얼 푸쉬-업 라이너 • 1.4g, 5만원대
CHICOR 슈퍼-프루프 벨벳 아이라이너 • 0.5g, 1만4천원
•

CHANEL • 스틸로 이으 워터프루프 • 0.3g, 3만6천원
STILA by CHICOR 스테이 올 데이 워터프루프 리퀴드 아이라이너 • 0.5ml, 2만8천원
•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ung Wonyoung

번짐 없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워터프루프

풍성한 속눈썹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는 부드럽고 빠르게 그려져 선명한 라인이 오랫동안

드라마틱한 눈매의 변화는 아이라인보다 속눈썹 길이와 볼륨이 결정적이다.

유지된다. 지속력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그리기 전에 눈가 유분을 충분히 제

휴가지에서도 풍성한 속눈썹을 포기할 수 없다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사

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낸 후 눈두덩과 속눈썹 점막

용해 번짐 없이 깔끔하게 눈매를 확장할 수 있다. 숱이 적어 고민이라면 땅콩

에 가볍게 파우더를 두드려준 후 아이라인을 그리면 선명한 인상이 오랫동안

형태의 솔을 이용해 속눈썹을 보다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고, 짧은 길이가 고

유지된다. 대신 꼼꼼한 클렌징이 관건이니 전용 리무버를 사용할 것.

민이라면 길이 연장에 도움을 주는 섬유질을 함유한 마스카라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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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윤기를 표현하는 파우더 + 브러시

화사한 안색을 밝히는 쿠션 + 메이크업 스펀지

보송하지만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바르자.

세라믹 콤플렉스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즉각적으로 피부 톤을 화사하고

내장된 스펀지를 이용하면 커버력이 높아지고, 브러시로 가볍게

균일하게 만드는 브라이트닝 쿠션. 함께 출시한 스펀지 애플리케이터를

쓸어주면 뭉침없이 자연스러운 피붓결을 연출할 수 있다.

이용하면 쉽게 터치업해 커버력을 조절하며 바를 수 있다.

BOBBI BROWN • 스킨 웨이트리스 파우더 파운데이션 • 11g, 7만3천원대

CHANEL • 르 블랑 브라이트닝 젠틀 터치 파운데이션 • 11g, 8만1천원

블러쉬 브러시 • 7만4천원

르 블랑 뺑소 에퐁즈 뗑 파운데이션 스펀지 브러시 • 3만9천원

©CHANEL 2019-20 Cruise Show Backstage

1

BASE MATCH UP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과 찰떡궁합인 브러시부터 커버력과 밀착력을 높이는 스펀지까지.
피부 표현에 따른 파운데이션 제형별 툴 매치 제안.

매 시즌 급격하게 변하는 뷰티 트렌드. 그중에서도 베이스 메이

업계에서 제안하는 트렌드는 매번 달라지지만, 피부 고민과 원

크업은 연출법에 따라 분위기를 좌우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내

하는 분위기에 따라 피부를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 날씨가

추럴 스킨이 대세였다면, 2019 F/W 컬렉션 백스테이지에서는

더워지면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 투명한 피부 표현을 할 수

피부를 블러 처리한 듯 연출한 모습이 주를 이루며 매트한 피부

있는 파운데이션도 눈에 띈다. 물처럼 가벼운 스킨 틴트, 손으로

표현이 하반기 트렌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즈메틱

발라도 결 자국이 남지 않는 리퀴드 타입 등이 바로 그것. 그뿐

브랜드에서도 파우더 제품을 대거 출시하는 추세. 라프레리에서

아니라 전문가처럼 손쉽게 연출하고 싶은 니즈가 높아지면서 파

는 처음으로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출시해 메이크업 라인을 완성

운데이션과 브러시, 스펀지를 함께 출시해 제품의 제형에 적합

했고, 시슬리는 하이테크 콤플렉스 파우더를 선보여 매트하지만

한 툴을 제안한다.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졌으니, 이제 원하는 피

가벼운 질감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부 표현에 따라 워너비 스킨 룩을 연출해보는 것은 어떨까.

editor Kim Sangeun photographer Jung Wonyoung, Kim Myungsung, Hyun Kyungjun

3

2
4

투명한 피부를 완성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 메이크업 스펀지

완벽한 커버력, 리퀴드 파운데이션 + 프레스드 파우더

크리스털 투명 펄 성분이 모든 각도에서 균일하게 빛을 반사해 투명한

AQ 스킨케어 성분을 그대로 담은 파운데이션. 크리미한 질감으로

피부를 연출한다. 독자적인 피그먼트가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며 얼굴

부드럽게 발려 하루 종일 편안한 피부를 유지한다. 파우더

굴곡에 최적화된 메이크업 스펀지는 균일한 발림을 돕는다.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하면 좀 더 완벽한 커버가 가능하다.

LAURA MERCIER • 플로리스 뤼미에르 래디언스 퍼펙팅 파운데이션 • 30ml, 7만2천원대

DECORTE • AQ 래디언트 글로우 리프팅 리퀴드 파운데이션 • 30ml, 13만원

플로리스 피니시 메이크업 스펀지 • 2만2천원대

AQ 래디언트 글로우 리프팅 파우더 파운데이션 • 11g, 9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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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 윤기를 선사하는

보송한 피부를 유지하는

NATURAL GLOW

스킨케어와 브러시 셀렉션

벨벳 스킨을 정교하게 완성하는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툴

가볍고 빠르게 완성하는
고른 피붓결

피부 요철을 부드럽게
감싸는 프라이머

스틱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모공을 커버하고 잔주름을

편리하다는 것. 양 조절이 쉬우며 소량으로

메워주는 프라이머.

피부 결점을 커버할 수 있다. 양감을 주고

번들거림을 조절해

싶은 곳에 그은 뒤 툴을 이용해 블렌딩하면

메이크업을 산뜻하게

잠자는 동안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오버나이트

빠르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유지해준다. 파운데이션을

마스크. 바르고 자면 밤 사이 작용해 피붓결을

BY TERRY by LA PERVA • 누드 엑스퍼트

바르기 전 소량을 넓게 펴

부드럽게 만들어 메이크업을 잘 받게 돕는다.

듀오 스틱 • 8.5g, 6만9천원

발라줄 것.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마스크

YUNJAC • 황칠 리뉴잉 오버나이트 마스크 100ml
12만원

©CoffeeAndMilk / Getty Images Korea

VELVET MATT

피부 윤광을 속부터 끌어올려줄

HOURGLASS • 배니쉬 파운데이션

YSL BEAUTY • 인스턴트 매트

스틱 • 7.2g, 6만원

포어 리파이너 • 30ml, 5만6천원

자연 유래 성분으로 16시간
지속되는 피부 광채

피부에 윤기를 더하는
워터리 오일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는 픽서

레드 시위드, 코코아 포르셀라나 등 수분 공급에

가벼운 워터 제형의

피부 번들거림을 조절하고

도움을 주는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덧발라도

오일을 파운데이션에

메이크업 고정력을 높이는

답답하지 않은 파운데이션. 부드러운 포뮬러가

섞으면 기존보다 부드러운

메이크업 픽서. 뿌리는

주름과 피부 요철을 매끄럽게 감싸준다.

텍스처로 광채나는 피부를

순간 피부를 진정시킨다.

GUERLAIN • 르썽씨엘 파운데이션 • 30ml, 8만7천원

쉽게 연출한다.

메이크업 후 10cm 정도

BOBBI BROWN

거리를 두고 얼굴 전체에

엑스트라 페이스 오일

도포할 것.

30ml, 9만7천원

MAC • 프렙 프라임 픽스

다크닝 없이 하루 종일 지속

GUERLAIN • 아베이
로얄 유쓰 워터리 오일

부드럽게 발리고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50ml, 19만원대

선택하면 보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빠르게

플러스 매티파잉
미스트 • 100ml, 3만5천원대

픽스되는 제형이다 보니 손보다는 스펀지나 브러시를
함께 사용해 바르는 것이 좋다
LANCÔME • 뗑 이돌 롱라스팅 파운데이션 • 30ml, 7만원대
DIOR • 백스테이지 페이스 & 보디 파운데이션 • 50ml, 6만원대

S자 커브로 정교한
광채 마무리

즉각적인 쿨링과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 표현
속부터 차오르는 광을 선사하는 글로우 쿠션. 간편하게 피부 광채를 터치업할 수

파운데이션을 밀착시켜주는

있으며, 펄 입자가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장시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한다.

브러시. 미세모가 매끈한

TOM FORD BEAUTY • 쏠레이 글로우 쿠션 • 12g, 9만6천원대

피부 표현을 돕는다.

VIDIVICI • 퍼펙트 에센스 쿠션 • 12g, 5만6천원
MAC • 스튜디오 퍼펙트 하이드레이팅 쿠션 • 12g, 6만원

얼굴 윤곽을 살려주는 파우더 브러시

S자 형태로 균일하게

캐비아 추출물을 함유해
고급스러운 매트 피니시

커브 형태로 얼굴 곡선에 따라 빈틈없이 윤곽을
살리는 파우더 브러시. 파우더를 묻힌 후 살짝
털어내 얼굴 윤곽을 따라 가볍게 쓸어주면

ESPOIR by CHICOR

실크처럼 매끈한 피부를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일 수 있다.

프로 테일러링 커브드 브러시

연출하는 라프레리 최초의

LAURA MERCIER • 글로우 파우더 브러시 • 5만6천원대

2만2천원

파우더 파운데이션. 크리미한
텍스처로 캐시미어처럼 부드러운
피부 톤을 연출한다. 캐비아

피부 본연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윤기
만든 뒤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촉촉한

촘촘한 모로 부드럽고
섬세한 피니시

피부를 연출하자. 스킨케어 효과를 함유한

추출물과 고급 피그먼트를

손쉽게 커버하는 피부 결점

결합해 섬세한 포뮬러를

컨실러를 퍼프에 묻혀 잡티에

완성했다.

도포하면 쉽게 커버할 수 있다.

덧발라도 두꺼운 느낌 없이

LA PRAIRIE • 스킨 캐비아 파우더

PICASSO by CHICOR

파운데이션과 브러시 내장 파운데이션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해준다.

파운데이션 • 9g, 27만3천원

블랙 몬스터 메이크업

속부터 차오르는 은은한 윤광피부를 연출할 것.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

YUNJAC •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렙

편리하며 캡이 달려 있어

40ml, 4만5천원

OLIVE CROWN
by CHICOR • 메이크업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스펀지 • 4천원대

GUERLAIN • 르썽씨엘 브러시

YSL BEAUTY • 뚜쉬

7만7천원

에끌라 매직 펜 • 2.5ml, 5만원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를 유연하게

DIOR •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24H 웨어
스킨케어링 파운데이션 • 30ml, 7만7천원대

BY TERRY by LA PERVA • 라이트 엑스퍼트 클릭

스펀지 • 1만5천원

브러시 • 19.5ml, 7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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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FOCUS

BEST AWARDS

원하는 피부 표현을 연출하는

신세계백화점의 감각으로 엄선한 뷰티 전문 편집매장 시코르에서

BASE MAKEUP TIP

2019 상반기 가장 사랑받은 베이스 메이크업, 클렌징 아이템.
촉촉한 피부 표현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메이크업 스펀지나
손보다는 브러시를 사용하길 추천한다.

리퀴드 파운데이션
HONG SHOT 파워래스팅 파운데이션

손의 열감이나 메이크업 스펀지의 특성상

7

파운데이션의 유·수분을 빼앗길 수 있기

피지 컨트롤 기능이 있는 3종 특허 성분으로

때문이다. 브러시 생김새가 납작하거나 면적이

컨실러 수준의 강력한 커버력을 자랑한다.

넓은 것을 선택해 파운데이션을 피붓결대로

촉촉하게 발리고 빠르게 흡수돼 우수한

발라주면 유·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윤기 나는

밀착력이 특징이며 하루 종일 다크닝 없이

피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모량이 많은 브러시에

균일한 피부 톤을 유지한다. 또 미백, 주름 개선,

파운데이션을 충분히 묻힌 후 발라주면 초보자도

자외선 차단 등 3중 기능을 갖추어 스킨케어

쉽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효과도 누릴 수 있다.
30ml, 5만5천원

컨실러
NARS 래디언트 크리미 컨실러

커버력 있게 제품을 바르고 싶다면

크리미한 포뮬러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며

집중해야 한다.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스펀지를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결점 커버가 가능한

이용해 충분히 두드려주고, 그 위에 컨실러로

컨실러. 스폿커버와 컨투어링, 하이라이팅이

부분적인 커버 작업을 해야 두껍지 않으면서

모두 가능한 멀티 유즈로 사용 가능하다.

완벽한 커버가 가능하다. 파운데이션을 피부

총 14가지 색상으로 출시해 피부 톤에 맞게

전체에 얇게 도포한 후 스펀지에 한번 더 묻히고

선택할 수 있다.

얼굴 위에서 블렌딩하면 좀 더 자연스럽운 커버가

각 6ml, 4만원

가능하다. 최근에는 사선 커팅된 모양뿐만 아니라

피부 결점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밀착력에

얼굴 굴곡에 맞춘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쿠션 파운데이션
JUNGSAEMMOOL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들뜸 없이 우수한 밀착력을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제형별로 궁합 좋은 툴이 있다면

파운데이션. 특수 코팅 파우더가 피부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납작한 형태의 파운데이션

가볍게 밀착하고, 깔끔한 피니시를 연출한다.

전용 브러시를 이용해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시간

발라야 결 자국 없이 세심한 메이크업을 할 수

유지되며, 중간에 덧발라도 모공에 끼는

있다. 빠르게 완성하고 싶다면 고체 타입의

현상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스틱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그어준 후 메이크업

14g, 4만2천원

스펀지를 이용해 블렌딩할 것. 파우더는 모가 성근
브러시로 한번 묻힌 후 털어낸 뒤 얼굴에 스치듯
발라주어야 뭉침 없이 고르게 메이크업 고정력을
높일 수 있다.

클렌징
CHICOR 퀵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시코르 퀵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는 촉촉한 에멀션 타입으로
흔들지 않고 바로 펌핑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포뮬러로

메이크업 스펀지나 브러시를

눈가 자극 없이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다. 독자적인 천연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유래 성분을 함유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브러시는 3일에 한 번씩 세척해야 하는데, 특히

100ml, 1만2천원

베이스 브러시나 컨실러 브러시는 사용한 후

VIDIVICI 립앤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클로스
하나씩 개별 포장된 코튼 타입의 비디비치
립앤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클로스는 실키한
텍스처와 퓨어 코튼으로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럽고
간편하게 클렌징할 수 있다.
30pcs, 3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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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전용 클렌징 티슈로 잘 닦아 솔이 벌어지지
않게 모아서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브러시를
세척한 후 거꾸로 매달아 말려야 브러시 모의 결을
고르게 말릴 수 있다. 스펀지는 물로 잘 세척한 후
습기 없는 곳에 말려 곰팡이나 손상을 방지할 것.

LIVING

스마트한 진화,
하이브리드 여름 가전
인공지능을 적용해 스마트한 기능부터
공간의 효율성까지 갖춘 여름 가전 셀렉션.

NEW

더 빠른 쾌속 청정, 사계절 스마트 케어

LG 시그니처 에어컨
SIGNATURE • 1천만원대
•

시그니처 에어 서클 등 4개의 고성능 팬으로 완벽한 냉난방, 저소음 실현

•

80% 더 빠른 쾌속 청정, 10년간 교체할 필요 없는 필터 시스템

•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해 최적화된 사계절 스마트 케어 시스템

(판매 예정)

editor Choi Haneul

LIVING

NEW

인공지능 에어 케어로 쾌적한 환경 구현

CARRIER THE PREMIUM AI 에어로 18단 에어컨
AMC16VA2PSW(싱글) • 4백1만원
36.5(W)×39.4(D)×196.5(H)cm
•

인공지능 에어 케어를 탑재해 에어컨 스스로 쾌적한 환경 구현

•

18단 프라이빗 에어컨트롤 기능으로 맞춤형 휴먼 케어

•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히든팬으로 진동 저감 저소음 설계

NEW

저소음·초절전 실현

KAMOME 스탠드형 선풍기
KAM-AF23BR • 33만9천원
30.5(W)×26(D)×80/90(H)cm
•

나카시마 프로펠러㈜가 설계한 독자적인 기술의 갈매기 날개 적용

•

공기 순환 가능 설계 및 BLDC 모터 적용으로 저소음·초절전 실현

•

자연 바람처럼 부드러운 초미풍부터 강풍까지 21단계 풍량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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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만에 완성되는 초고밀도 탄산수

SODASTREAM 파워 탄산수 메이커
DEI0652000V • 34만8천원
12(W)×23(D)×42(H)cm
•
•

순도 99.99%의 독일 화산 암반층에서 추출한 탄산가스

스냅 록 기술로 간편 조작, 3초 만에 부드러운 초고밀도 탄산수 완성
•

버튼 하나로 3단계 탄산 세기 조절 가능

NEW

정화된 바람을 전하는 퍼스널 공기청정기

DYSON 퓨어쿨미™
BP-01 • 45만원
24.7(W)×25.4(D)×40.1(H)cm
•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다이슨 코어 플로우™ 기술 적용

•

최대 70도 측면 회전, 조명 감지 시스템 등 사용자 개인 맞춤 가능

•

방부제 걱정 없는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6.3m 헤파 필터로 초미세먼지 제거, 쾌적한 공기 전달

BREVILLE 아이스크림 메이커
BCI600 • 88만원
40(W)×28(D)×27(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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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벗, 프로즌 요거트, 젤라토 등 다양한 농도의 레시피 가능

•

최대 3시간 디저트를 차갑게 유지해주는 냉각 기능

•

BPA 프리 친환경 소재 및 LCD 디스플레이로 간편 조작

LIVING

보면서 요리하는

JAJU 에어프라이어
보면서 요리하는 에어프라이어 • 15만9천원
38.6(W)×32.1(D)×30(H)cm
•

투명창과 저어주기 버튼으로 뚜껑을 열지 않고 요리 가능

•

원재료의 지방 이용한 공기 순환 방식으로 기름기 없는 건강한 조리

•

80~200℃ 폭넓은 온도 조절 및 7가지 인기 요리 원터치 기능

공간에 경계가 없는 나만의 냉장고

LG 오브제 냉장고

B048BC(40L) • 1백99만원

42.6(W)×51.9(D)×60.8(H)cm
•

프리미엄 애시 원목을 사용, 스테파노 지오반노니가

•

열전소자 냉각 방식으로 진동은 없고 소음은 최소화

만든 가구형 가전제품
•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 파우더룸 냉장고와
거실 미니바 등 높은 활용도

NEW

캡슐과 물만으로 완성되는 수제 맥주

LG 캡슐 맥주 제조기
HOMEBREW • 5백만원대
98년 전통의 세계적 몰트 제조사, 영국

•

문톤스와 캡슐 공동 개발
에일, 흑맥주, 필스너 등 취향에 따라

•

5종 맥주 제조 가능
발효부터 탄산화, 숙성까지 모든 과정

•

자동화 시스템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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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이 튼튼해야
‘전신全身이 튼튼’
나이 들수록 치아와 잇몸의 가치는 빛을 발한다.
잇몸 염증이 심하면 심장병, 뇌경색, 당뇨병, 치매, 암 등 다양한
중증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참고 서적 〈구강감염과 전신건강〉, 〈치아건강 무엇이든 물어라!!〉

치석, 치태 제거에 특화된 구강 전용 테크 아이템

잇몸 관리와 치아 착색 개선을 돕는 구강 용품
치실, 치간 칫솔로 더 청결하게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교정 중이라면

염증이 잦거나
교정 중이라면 전동 칫솔

잇몸 마사지로
잇몸 혈액순환 촉진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잘 생기는 사람은 보통

잇몸 마사지는 잇몸 조직 강화와 혈액순환을 도와

종류가 다양한데, 얇은 것부터 써보기

칫솔질을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잇몸 염증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넓은 칫솔 헤드로

시작해 자신에게 맞는 두께를 선택하면

잘 생긴다면 전동 칫솔을 고려해보자. 교정 중인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양치질을 한 뒤

좋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

경우에도 청결 유지에 전동 칫솔이 매우 유용하다.

검지를 잇몸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으면 치실이 적당하다. 치간 칫솔은

안쪽부터 10회 정도 문지르는 것도 효과적이다.

ORAL-B • GENIUS 9000 • 33만9천원

RADIUS • 천연 치실 민트 플로스

RADIUS • SCUBA • 1만6천원

사쉐이 • 6천5백원

입속 세균, 혈액 타고 심장까지 이동
치아의 소중함은 나이 들어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잇몸 염증으로 몸살을
앓고 이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면 건강한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제

치아 착색이 심하다면 탄성 있는 모

야 깨닫는다. 그런데 이가 건강하려면 잇몸부터 튼튼해야 한다. 잇몸에 세

잇몸이 건강하고 염증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부드러운

균이 많으면 초기에는 얕은 염증이 생기는 데 그치지만, 이후에는 잇몸 속
뼈(치조골)까지 녹아버린다. 심하면 이가 흔들리고 빠진다. 잇몸이 붓거
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다.
최근 들어 입속 세균이 많으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심장이나 뇌 질환,
치매, 당뇨병, 심지어 암 발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잇몸 염증이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돕는 ‘입구’ 역할을 하는

미세모를 골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워터픽은 치아 안쪽이나 구석에 낀 음식물 덩어리를

잇몸 구석구석 닿는
칫솔 헤드 선택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치아 사이 세균을 더

하관이 좁다면 자기 치아 1~2개

말끔히 없앨 수 있다. 약한 수압부터 시작해 점점

길이의 칫솔 헤드를 선택해야

강도를 높여 서서히 적응시키는 게 좋다.

칫솔모가 잇몸 구석구석 닿는다.

PANASONIC • EW-1611 • 16만9천원

칫솔을 치아 뿌리 방향으로 45도

치간을 섬세하게 관리하는 워터픽

것이다. 잇몸 염증으로 생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도 문제다.

각도로 눕혀 짧은 진동을 주면 치주

사이토카인은 몸의 면역반응을 정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몸

포켓이 효과적으로 닦인다.

의 면역반응이 과도하면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질환 위험이 높

SWISS CURADEN • CS5460

아진다. 자가면역질환이란 체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우리 몸 세포가

각 6천5백원

등의 이유로 치아 착색이 심하고 치석이 쉽게 끼는 사람은
비교적 탄성 있는 모를 권장한다. 어떤 칫솔모든 치주 포켓을
세밀하게 닦을 수 있도록 끝이 얇은 것이 좋다.
PIAVE • 크롬 • 1만원 PIAVE • 18K 골드 • 1만2천원
CAPITANO1905 • 클래식 • 1만5천원

구취의 원인, 설태를
제거하는 혀 클리너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병이다.

혀 표면에는 주름이 많아 세균이

잇몸 염증이 유발하는 ‘중증 질환’

치아 사이사이 세정을 돕는 자동 칫솔

심내막염 미국 로체스터대는 입속 뮤탄스균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옮

꼼꼼한 칫솔질로 닦이지 않는 세균이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겨가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심내막염은 심장 가장 안

힘이 약해 칫솔질을 센 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

쪽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치

이럴 땐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자동 칫솔을 추천한다.

주과 지숙 교수는 “입속 진지발리스균은 혈관을 딱딱하게 해 심혈관 질
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했다. 지난 2007년만 해도 잇몸 질환과 심혈

칫솔질로 닿기 힘든 곳까지 세척해준다.
COOLSSHA • CS-501000D • 24만8천원

염증이 심하다면 부드러운 모

증식하기 쉽다. 설태가 많으면 세균도

염증이 심해 피가 많이 나고 평소에 이가 시린 사람은 잇몸

많다는 뜻. 혀 클리너로 설태를 없애면

자극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모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

입 냄새도 줄어든다. 설태 속 단백질을

부드러운 초극세모 칫솔로 이와 잇몸이 닿는 부위부터

세균이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황

돌려가며 닦자. 세정은 물론 잇몸 마사지에도 도움이 된다.

화합물이 입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LINKO SOOOFT • (왼쪽부터) 검, 뷰티, 클리닉 • 각 9천9백원

ALACRIS • 100% 구리 혀 클리너 • 1만2천원

관 질환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7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약 4천 건으로 늘었다.
뇌경색 일본 히로시마대에서 50~60대 성인 3백58명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치아 개수가 24개 이하인 사람은 25개 이상인 사람보다 뇌경색
발병 위험이 60% 높았다.
치매 미국 제약 회사 코텍자임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잇몸 염증을 유
발하는 진지발리스균에 감염되면 치매를 일으키는 뇌의 독성 단백질 ‘베

‘치주 포켓’ 세정에
도움 주는 음파 칫솔

치약도 제품마다 성분이 다양해 구강 상태에 따라

피가 나도 살살 닦지 말고
부드럽게 꼼꼼히

타아밀로이드’를 만드는 물질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가 빠져

이와 잇몸 사이의 작은 틈인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를 닦다가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잘 못 씹는 행위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잘 씹어야 뇌 혈액순

‘치주 포켓’을 신경 써 닦자.

충치가 있다면 불소 함유 치약을, 착색된 치아는

환이 원활해 많은 양의 산소가 뇌로 공급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인지 기

칫솔이 잘 닿지 않아 세균이 쉽게

치석 제거용 치약을, 잇몸에 염증이 있다면 비타민

잇몸 출혈은 대부분 치아에 남아

능이 빨리 떨어진다.

생기기 때문. 칫솔모가 이에

E·B6 같은 치주 질환을 예방해주는 성분이 함유된

있는 세균(플라크)에 의한 염증

닿으면 치석이 제거되는 음파

치약을 추천한다.

칫솔은 음파가 만들어낸 공기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

(왼쪽부터) SWISS CURADEN • 엔자이칼 • 1만원

방울이 칫솔모가 닿지 않는 곳까지

KINGFISHER • 내츄럴치약 • 9천5백원

표했다. 성인 남녀 7천4백6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잇몸 염증이 심

구석구석 치석을 제거한다.

한 사람은 염증이 없거나 가벼운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24% 높았다.

PHILIPS • HX9934 • 43만5천원

암 미국 터프츠대 의대 도미니크 교수 연구팀은 잇몸 질환이 심하면 일부

editor Choi Haneul writer Lee Haena 〈헬스조선〉 의학 전문 기자 photographer Sim Yunsuk

구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치약

칫솔질을 살살 하는 것은 금물.

때문이다. 부드러운 칫솔을 골라
평소처럼 꼼꼼히 양치질해야 한다.
KOH-I-NOOR • 코콜라 천연모
각 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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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으리한 집에서는 오뉴월 찌는 더위 돌아오자(高堂六月盛炎蒸)

여름의 맛, 氷水
빙

수

미인의 하얀 손에 깨끗한 얼음을 내어 오네(美人素手傳淸氷)
멋진 칼로 얼음 깨 여기저기 돌리니(鸞刀擊碎四座)
느닷없이 대낮에 피어나는 안개처럼 새하얀 얼음 가루(空裏白日流素霰)

이제는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즐기는 시원한 디저트의 대명사가 된 빙수.
-김창협의 ‘착빙행’ 중에서

과거 조상들의 얼음 보관법 등 빙수의 히스토리와 현대의 빙수 이야기.

writer Go Young 음식 문헌 연구가

여름 별식 빙수, 빙과와 빙수의 원형

누구 입에나 들어가는 싸고 간단한 식료가 되었다. 아울러 빙수와 아이

조선 문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남긴 시 ‘착빙행鑿氷行’의 한

스크림의 역사도 드디어 궤도에 오른다.

대목이다. 아직 인공 제빙 및 냉동 보관 기술이 없던 때, 지구 어느 곳
에서나 어느 민족이나 한겨울에 강이나 호수에서 얼음을 채취해 빙고

인공 제빙 시대의 빙수

에 보관했다가 찌는 여름에 썼다. 위에서 본 그대로다. 그 시절, 이글거

1862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비전기식 냉장고가 등장한다. 1876년에

리는 태양 아래서는 얼음 한 덩어리가 그대로 대단한 별미였다. 여기에

는 암모니아 압축식 냉동기가 나와 인공 제빙의 시대가 열린다. 막대한

달콤한 부재료라도 얹으면 극상의 맛이 되고도 남는다. 단, 얼음을 오

얼음은 곧 해운과 손을 잡았다. 항구의 얼음 창고가 유통을 혁신한 것

로지 별미로 먹어치울 수만은 없었다. 여름에 빙고에서 꺼낸 얼음은 무

이다. 1880년대에는 얼음의 대량생산이 전 지구화되었고, 1890년대는

엇보다도 온열 질환에 쓰는 응급약이었다. 명목상 그랬지만 극소수의

조선에도 제빙 및 냉동 시설이 도입되었다. 덕분에 인천과 서울 등 대

권력자와 부자는 상온을 거슬러 한여름 딱 한 철에만 맛볼 수 있는 독

도시에도 여름에 얼음이 유통되었다. 1910년대 조선의 도시에서 부자

특한 질감과 촉감의 여름 별식으로 빙수를 즐겼다. 칼로 깬 얼음 알갱

나 서민이나 여름에 얼음 띄운 화채 혹은 빙수를 먹는 게 어려운 일은

이, 또는 칼로 깎거나 쳐 나온 얼음 조각에 달콤한 부재료를 얹거나 끼

아니었다.

얹어 내기, 이것이 바로 빙과 및 빙수의 원형이다.

인공 제빙 시대에 빙수를 먼저 대중화한 나라는 일본이다. 요코하
마 사람들은 항구에 들어선 제빙·냉동 시설에서 나온 얼음을 지나치지

일본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 중기, 대략 10세기에 쓰인

않았다. 이 얼음에 대패질을 해 얼음 대팻밥을 만들었다. 여기 연유며

수필집 〈침초자枕草子〉에는 칼로 깎아 받은 얼음 가루에 아마즈라(甘

시럽을 찔끔 치자 값싸고도 누구나 좋아하는, 전에 먹을 수 없던 별미가

葛)를 뿌려 먹는 여름 별미가 나온다. 아마즈라라는 식물의 즙을 졸여

새로이 탄생했다. 특권계급의 여름 별미가 현대의 대중에게 돌아간 이

만든 감미료다. 보다시피 얼음을 바탕으로 한 별미의 기본 기술은 옛날

때, 요코하마에 대패질 빙수 가게가 문을 연 것이 1869년이다.

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한편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세계를 아우른
대제국인 원나라의 문헌에는 독특한 풍미와 색채가 있는 과일즙에 꿀,

조선의 인기 대중잡지 〈별건곤別乾坤〉 1929년 제22호(8월호)가

물, 향신료를 더해 달인 시럽인 갈수渴水에 관한 기록도 등장한다. 능

서민 대중의 빙수 감각에 대해 묘사한 글을 보면, 당시에도 본격적으로

금, 양매, 오미자, 포도 등 우리가 익히 아는 과일, 그리고 동시대 유럽

유지방을 더한 빙과는 아이스크림, 얼음 대팻밥에 시럽을 뿌린 빙과는

인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정향(丁香, Clove) 등 귀한 향신료가 갈

빙수로 갈렸다. 해방 후 한국 빙수는 맹물 얼음 외에 우유도 적극 활용

수의 재료다. 갈수를 우물에서 막 길어올린 찬물에 풀면 갈증을 달래는

하고, 단순한 시럽뿐 아니라 생과일, 과일 당절임, 인절미, 단팥 등을 웃

음료가 되거니와 ‘청량음료’라는 관념과 어휘도 이때 이미 등장한다.

기 삼아 새길을 내왔다. 우유, 연유 등의 변주도 점점 화려해지고 있지

아랍어로 갈수는 ‘섭리백攝里白’이다. 곧 ‘셔벗sherbet’이다. 셔벗,

만 변치 않는 점이 있다. 어떤 화려한 부재료나 장식적 요소가 끼어들더

소르베 등에 유지방이 끼어든 것은 아주 나중이다. 색상이 선명하거나

editor Kim Jihye photographer Sim Yunsuk stylist Kim Jinyoung

라도 기본은 얼음이라는 사실이다. 얼음의 질감이 식감의 바탕이다.

화려한 즙액을 당과 함께 농축했다가 찬물 또는 얼음물에 풀면 청량음

빙수 한 그릇을 들여다보라. 이제 대패의 시대만도 아니라 대패질

료이고, 얼음 알갱이에 더하면 빙수 또는 가키고리(かき氷, 대패질 빙

하듯 켜 얼음 대팻밥을 받는가 하면, 갈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 얼음

수) 또는 셔벗 또는 소르베sorbet다. 그리고 대중화된 것은 과학기술의

은 대팻밥, 싸래기, 부정형의 조각 등으로 다양하다. 얼음 대팻밥을 쌓

결과다. 인공 제빙한 얼음을 사계절 냉동고에 보관하게 된 뒤로, 얼음

은 결과와 얼음 싸래기를 뭉친 결과는 사뭇 다르다. 기본 기술의 급소를

은 극소수의 특권계급에게 돌아가던 사치품이 아니라 상하 귀천 없이

들여다보며 먹는 것 또한 빙수 즐기는 재미를 배가하는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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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놓치지 말아야 할 빙수 맛집 리스트
신세계백화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빙수부터 국내 최고의 호텔과 일식당에서 맛보는 빙수까지.

망고 빙수

간편하게 맛있게,
홈메이드 빙수

애플 망고 고르는 법
•

빙수 하면 떠오르는 클래식

애플 망고가 로열 망고보다 빙수용으로 		

시각과 미각을 만족시키는 공간에서 맛보는 빙수

클래식 스타일의 팥빙수와 녹차 빙수

전통 떡과 함께 즐기는 팥빙수

적합하다. 과육이 물컹하지 않고 검은 반점이 		

까사빠보

베키아에누보

동병상련

현대적 감성의 식문화 공간 ‘까사빠보’에서 올여름

신선한 식자재 본연의 맛을 살린 컴포트 푸드를 지

‘동병상련’은 1999년 이화여대 앞 작은 골목에서 시

양쪽으로 분리한 과육의 안쪽 속살 부분에

팥빙수와 두 가지 과일 빙수 ‘유자 빙수’와 ‘망고 빙

향하는 ‘베키아에누보’에서 ‘클래식 빙수’와 ‘제주 말

작해 현재는 성북동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없이 매끄러우며 겉껍질이 노르스름한 붉은빛을

팥빙수부터 신선한 망고 빙수와

띠는 것이 잘 익은 것이다.

산뜻한 녹차의 맛을 살린 녹차

애플 망고 예쁘게 자르는 법

빙수를 집에서 즐겨보자.

•

바둑판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 껍질 부분을

수’를 선보인다. 특히 ‘유자 빙수’는 사각사각한 얼음

차 빙수’를 선보인다. ‘클래식 빙수’는 정성스럽게 삶

건강한 한식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떡과 문

구부려 뒤집으면 속살이 올라오는데, 이를 칼로

과 유자청을 올려 진한 향과 청량함을 더한 까사빠보

아낸 달콤한 단팥을 식감이 부드러운 얼음 위에 담

화를 소개하고 있다. ‘동병상련 팥빙수’는 국내산 팥

깔끔하게 잘라내면 예쁜 큐브 모양의 과육을

만의 시그너처 빙수. ‘망고 빙수’는 진한 망고 시럽과

아 쫄깃한 떡으로 마무리한 클래식 스타일의 팥빙

과 유기농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 볶은 현미, 대추 칩

손쉽게 발라낼 수 있다.

망고 아이스크림을 올려 달콤함을 더했다. 전통 방

수. ‘제주 말차 빙수’는 100% 유기농 제주산 말차를

등을 더해 고소한 맛이 일품. 여기에 궁중 음식 이수

식으로 얼음에 수제 팥을 올려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

사용해 비릿한 맛 없이 깔끔한 말차의 풍미를 달콤

자의 손맛으로 끓여낸 팥과 우유 얼음이 어우러져

팥빙수

팥빙수도 추천한다.

한 단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빙수다.

풍부한 팥빙수의 맛을 선사한다.

팥 고르는 법

위치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6층

위치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위치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

국산 팥이 좋다. 수입산에 비해 낱알 크기가 크지

시간 11:00~21:30

시간 월~목요일 10:30~20:00

시간 월~목요일 10:30~20:00

않고 가운데 흰 띠가 뚜렷하다.

문의 02-310-5169

•

•

금요일, 주말 10:30~20:30(본점)

금요일, 주말 10:30~20:30

문의 02-310-1425(본점)

문의 02-310-1644

제철 과일의 색과 맛을 그대로 살린 빙수

취향대로 다양한 토핑을 더할 수 있는 시그너처 빙수

모던한 일식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일본 스타일 빙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JW 메리어트 서울

호무랑

호텔 ‘라운지 & 바’에서 여름 제철 대표 과일인 수박

‘더 라운지’에서 ‘퓨어 애플 망고 빙수’, ‘와일드 허니

대나무에 둘러싸인 꿈이란 뜻의 ‘호무랑’은 신세계

과 청포도로 만든 빙수와 파르페를 즐길 수 있다. ‘수

& 진생 빙수’ 등 세 가지 빙수를 선보인다. 이 중 ‘카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모던 캐주얼 재퍼니즈 레스토

박 빙수’는 수박을 통째로 먹는 듯 수박 껍질에 빙수

페 오마쥬 빙수’는 밀크 아이스에 부드러운 마스카르

랑이다. ‘말차 빙수’는 이곳의 여름 인기 메뉴로, 호

를 담아 내오는 것이 특징. 달콤한 수박 과즙을 얼려

포네 치즈와 티라미수 케이크를 올린 빙수. 여기에

무랑 특제 말차 시럽을 얼려 얇게 간 얼음과 진한 말

소복하게 담고, 초콜릿으로 수박씨를 표현했다. ‘청

달콤한 브라우니와 최상급 프랑스산 발로나 초콜릿

차 향이 특징. 여기에 씹는 맛이 일품인 말차 젤리와

포도 빙수’는 청포도를 갈아 얼려서 만든 부드러운

파우더, 솔트 캐러멜 젤라토와 아몬드 파우더로 만든

떡을 담았다. ‘호지차 빙수’는 얼음을 팥과 함께 갈아

빙수 얼음에 청포도를 가득 올려 달콤한 청포도 과

아마레티 쿠키를 더했다. 미국 트리니다드 커피 본사

높이 쌓아 올린 달콤한 팥 얼음 위에 구수한 풍미의

즙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의 오마쥬 에스프레소 샷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호지차 가루로 만든 시럽을 더한 이색 빙수다.

위치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위치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

팥은 낱알이 깨끗하고 고르며 붉은빛의 윤기가 		
흐르는 것을 고른다.

팥 맛있게 삶는 법
•

약한 불로 서서히 저어가면서 끓여야 팥알이 		
터지지 않고 잘 무르면서도 통통한 입자가 살아
있는 식감을 즐길 수 있다.

•

적당한 단맛을 원한다면 설탕 양을 팥의 2/3로 		
줄여 조절한다.

녹차 빙수
녹차 가루 선택법
•

말차 가루를 사용한다. 말차는 고운 분말로 		
차가운 액체에도 잘 섞이며 녹차 향과 부드러운
맛이 살아 있고 색감도 곱다.

녹차 우유 얼음 쉽게 얼리는 법
•

말차 가루·연유 각 2큰술을 우유 300ml,
물 200ml에 섞어 지퍼백에 넣은 뒤 반 정도 얼 		
때까지 냉동실에 둔다.

•

냉동실에서 꺼내 주무르기를 두 번 정도 반복하면
아삭하면서 부드러운 얼음을 만들 수 있다.

홈메이드 빙수를 위한 재료
시원하고 부드러운 우유 얼음에 과일과 팥, 떡, 녹차 가루와 콩가루를 취향대로 더해 맛있는 빙수를 만들어보자.

제주산

복음자리

오설록

오가닉스토리

안정현의 솜씨와 정성

매일유업

애플 망고

통통단팥

세작분말

유기농 볶음 콩가루

콩고물 인절미

*산지 및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50g, 1만1천원

60g, 3만5천원

150g, 7천9백원

100g당, 2천2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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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로비층 라운지 & 바

JW 메리어트 서울 8층 더 라운지

SSG 푸드 마켓 1층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시간 09:00~24:30

시간 08:00~23:00(빙수 주문 12:00~21:00)

시간 11:30~22:00(주문 마감 21:00)

750ml, 4천6백원

문의 02-317-0365

문의 02-6282-6267

문의 02-6947-1279,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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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은 매화가 흐드러지는 섬진강변에서 많이 난다.
광양, 하동, 순천 등이다.
싱싱한 매실은 1년 중 6월 한때만 풍성하게 구할 수 있다.

장수이야기 • 매실숙성액

© jpwork / Getty Images Korea

420ml, 3만원

봄과 여름을 잇는 과일, 매실

매실로 담근 청

을 조금 섞어 먹어도 맛있다. 매실청에서 한발 더

좋은 매실과 설탕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저장식을

나아가면 식초를 만들 수 있다. 식초를 염두에 둔

만들 수 있다. 설탕은 되도록 정제된 백설탕보다

다면 맛이 깊은 황매실로 담그는 게 낫다. 청을 만

유기농 설탕으로 준비하자. 설탕은 매실 맛을 끌

들 듯 설탕과 섞어두되 6개월 정도 발효한다. 건

어내고 발효를 도우며 보관을 책임지는 재료이니

더기를 걸러내고 다시 6개월 동안 발효하면 식초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이 살아 있는 비정제 설탕

가 된다. 식초를 계속 발효해 2~3년 놔두면 효소

이 여러모로 낫다.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 된다. 가정에서는 한껏 담근 매실청을 관리하

청이다. 되도록 흠집 없는 매실을 물에 헹궈 고르

는 일도 쉽지 않으니 식초나 효소를 만들 엄두까

게 펴서 물기를 잘 말린다. 꼭지는 깔끔하게 떼어

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황매실 한 바가지

내야 한다. 꼭지가 남아 있으면 청에서 씁쓸한 맛

정도만 따로 준비해 오래오래 발효해보면 그 맛의

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실과 설탕은 같은 무게

변화가 신기해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하다.

로 준비하고 용기에 켜켜이 쌓는다. 맨 마지막에
매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탕을 덮는다. 상온

여름 입맛 살리는 매실절임

에 두면 설탕이 아래쪽부터 녹기 시작한다. 가끔

매실은 소금이나 설탕에 절이면 매우 유용한 밥

나무 주걱으로 살살 저어주고 완전히 녹으면 냉장

반찬이 된다. 꼭지와 씨를 제거한 매실과 설탕을

보관해 숙성한다. 완성된 청의 단맛을 줄이고 싶

3:2 비율로 버무려 용기에 차곡차곡 담는다. 마지

다면 설탕을 시럽 상태로 매실에 부으면 된다. 설

막에 설탕으로 덮지 않고, 매실 위에 소금을 1~2

탕의 3분의 1은 매실과 섞어 녹이고, 나머지 3분의

큰술 살살 뿌려 보관한다. 그런 다음 청처럼 설탕

2는 동량의 물을 부어 냄비에서 약한 불로 끓인다.

을 완전히 녹여 2주일 정도 숙성시킨다. 건더기는

양이 3분의 2 정도로 졸아 시럽이 되면 완전히 식

건져 장아찌로 먹고, 국물은 매실액이 되므로 요

혀 매실에 붓고 같은 방법으로 숙성한다.

리에 사용하면 된다. 새콤달콤한 장아찌는 그대

writer Kim Minkyoung 푸드 칼럼니스트

세키모토 • 호시우메
200g, 1만1천7백원

로 먹어도 맛있지만, 고추장에 조물조물 무쳐 내
매실청의 다채로운 변신

면 여름 밥반찬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간장 장아

숙성된 매실은 최소 3개월 정도 지나서 청만 걸러

찌를 만들어 먹어도 맛있다. 다른 장아찌처럼 달

낸다. 이때 건져낸 매실에 소주를 부어 한 달 정도

착지근한 장아찌 국물을 끓여 매실에 부어도 좋지

봄을 여는 꽃이 몇 가지 있다. 삭풍과 흰 눈을 뚫고 붉

수확하면 청매실, 조금 더 익어 색이 노르스름해지면

두면 은은한 매실주가 된다. 청매실주는 레몬처

만, 신선한 매실에 조선간장을 그대로 부어 숙성

게 피어나는 동백, 꽃샘추위와 자리다툼을 하며 피어

황매실이다. 청매실은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하

럼 새콤한 과일과 탄산수를 섞어 산뜻한 칵테일로

해도 된다. 3일 뒤 조선간장을 따로 밭아 한소끔

나는 매화, 봄의 시작을 찬란하게 알리는 벚꽃이 대표

며, 황매실은 과육이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진하게 난

마시면 맛있다. 황매실주는 작은 잔에 따라 그대

끓여 식힌 다음 다시 매실에 붓고 상온에서 10일

적이다. 꽃이 열리면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봄꽃이 선

다. 매실청을 담근다면 청매실은 또렷하고 깔끔한 맛

로 먹거나 얼음만 몇 알 띄워 제맛을 즐기는 게 좋

정도 숙성한 후 냉장실로 옮겨 3개월 정도 둔다.

사하는 열매로 치자면 매화가 지면 영그는 매실만 한

을, 황매실은 깊고 부드러운 향기를 즐길 수 있다. 매

다. 매실청의 쓰임은 집집마다 다양한데, 먹어본

간장 장아찌는 청매실과 황매실로 모두 담글 수

것이 없다. 동백은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주로 기름을

실은 당연히 봄마다 매화가 흐드러지는 섬진강변에서

것 중 맛있기로는 매실청에 소금 간만 살짝 하여

있다. 매실 소금 장아찌, 우메보시도 빼놓을 수 없

짜서 활용한다. 먹기도 하지만 미용·약용·생활용품

많이 난다. 광양, 하동, 순천 등이다. 싱싱한 매실은 1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한 것이다. 쑥갓, 미나리,

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관리 등에 많이 사용된다. 벚나무 열매인 버찌는 먹을

년 중 6월 한때만 풍성하게 구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

루콜라, 고수처럼 맛과 향이 도드라지는 채소와

우선 자소엽(차조기, 차즈기라고도 한다)을 준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즐기지는 않는다. 5월로 접어

면 내년 이맘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먹을거리를 살뜰

곁들이면 풍미가 그만이다. 청의 맛을 고스란히

해 잘게 찢어 붉은 물이 나오도록 치댄다. 이것을

들면 매실은 초록색 몸집에 본격적으로 살이 붙기 시

하게 챙기는 이들에게 매실은 1년을 책임지는 양념이

만끽하려면 음료가 제격이다. 탄산수나 물과 섞

씨를 빼지 않은 황매실, 소금과 섞어 차곡차곡 쌓

작해 5월 말부터 6월 중에 수확한다. 매실은 크게 청

자 보약이다. 당연히 한겨울 전에 김장하듯 여름 전에

어 음료로 즐기고, 수박처럼 물이 많은 과일과 갈

고 2~3일에 한 번씩 골고루 섞는다. 실온에서 최

매실과 황매실로 나눈다. 덜 익어 연한 초록색을 띨 때

는 매실 갈무리로 바빠진다.

아서 주스로도 먹는다. 쌉싸래한 홍차에 매실청

소 3개월 이상 숙성시켜 하나씩 건져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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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명차 • 크리스탈
매화차 • 10g, 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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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쌍리 청매실농원 • 청매실원
600ml,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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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길은
자유가 만든다
좋은 여행자는 여행을 두 번 간다. 처음엔 발로, 나중엔
손으로 걷는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느낀 것을 언어로 바꾸어 백지에 새길
줄 안다. 발로 걸어 탐색한 곳을 내적 지도에 옮겨 적는다.

writer Jang Eunsu 출판편집인, 문학평론가

에크프라시스ekphrasis. 감각을 언어로 바꾸는 실천이 없을 때, 우
리는 아직 그 장소의 중심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붙여준 후
에 꽃은 비로소 꽃으로 남으니까 말이다. 대낮의 체험을 꺼내(ek-)
한밤의 이야기(phrasis)로 만들 수 있을 때, 육체가 겪은 어지러운
체험은 정신이 정련한 생생한 경험으로 남는다. 여행자는 ‘낮에는
모험의 땅에서 길을 가고, 저녁이면 글쓰기의 땅에서 길을 간’(실뱅
테송의 〈여행의 기쁨〉 중에서) 후에야 완성된다.
나는 여행을 완성한 적이 있던가. 여행지에서 한번이라도 걸음
의 시를 쓰고, 몸의 산문을 기록해보았던가. 밤이면 하찮은 흥분을
못 이기고 술에 젖거나 일정을 핑계로 지친 몸을 잠으로 밀어 넣기
일쑤였다. 시간을 좇아 사진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은 여행이 아니다.
County Cavan, Ireland © Mariuskasteckas / Getty Images

발의 여행은 닿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손의 여행은 ‘아무 말 대잔치’
가 아니라 내적 질서를 담은 ‘잘 빚은 항아리’ 같아야 한다. 머릿속
으로 수많은 여행을 떠올리지만 절망에 빠질 뿐, 이러한 여행을 흉
내라도 낼 수 있다면 정녕 행복할 것이다.
후보가 없지는 않다. 설악산 온갖 숲을 틈나는 대로 찾아 수십
차례나 헤매고 다녔을 때, 제주도 비자림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도무지 발길을 돌릴 수 없었을 때, 흰머리를 한 안나푸르나를 올려
다보는 히말라야 트레킹에서 사흘 내내 원 없이 걸었을 때. 아니다.
설악은 사시사철 아름다우나 번잡해 충분히 신비하지 않고, 비자림
은 단아하나 깊이가 얕아 잠깐의 관광에나 적합하며, 히말라야는
낯설고 두려워 충분히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다. 모두 소소한 글을
남겼지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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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 없이 걷는 것이다. 숲에서 발길이 흔히 길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나 혼자서

이 때문이리라. 산과 숲은 다르다. 산에서는 높이가 길을 강요

아무것도 찾지 않는 것

한다. 솟아오른 벼랑이 발을 돌리게 하고, 비탈져 끊어진 길
이 걸음을 조심하게 한다. 날다람쥐처럼 산을 탄다는 이들은

그게 내 뜻이었네.

길 없이도 정상에 오른다고 들었는데, 어릴 적 오르내린 뒷
산 말고는 빈약한 팔다리로 언감생심일 뿐이다. 그런데 숲에

-괴테의 시 ‘발견’ 중에서

서는 모두가 웬만하면 발을 풀어놓는다. 길을 버리고 발에
자유를 준다.
괴테가 걸었던 산책로, 슈타트발트

숲에서는 새로운 길을 찾는다

돌이켜보면, 새벽 산책을 하지 않은 출장이나 여행은 없었다. 낯

숲에서는 누구나 첫 번째 길을 추구한다. 누군가 걸어서 이미 존

선 도시에 가서 줄곧 일만 하고 되돌아오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재하는 길이 아니라, 은폐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한다. 가만히

없다. 하루 정도 짬을 내 박물관・미술관 또는 지역 명소를 둘러

놓아두면 어떠한 잔디에도 반드시 길이 나는 것과 같다. 사람들

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즐긴다. 하지만

은 본래 도로의 억압을 싫어한다. 대지에서는 함부로 이를 위반

여명에 불쑥 호텔을 나와 동네 골목이나 강을 따라 해가 뜰 때까

하지 않지만, 슈타트발트에서는 틈만 나면 발을 넣어 미지의 길

지 걷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다. 고요 속에서 한 도시가 건

을 시험한다. 입구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나무와

네는 말을 음미하고 나면 어쩐지 영혼까지 그 도시를 깊이 사랑

바위 사이 좁다란 틈을 흩어져 파고든다. 남들 눈에 잘 띄지 않

해버리곤 한다. 도시의 새벽을 보지 못한 자는 어쩌면 그 도시의

는 은밀한 쉼터를 찾고 나서 기뻐한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기

괴테의 쉼터도, 나무 사이로 낙엽에 덮인 희미한 실선을 따라 걷

에 작은 내기를 걸 수도 있겠다.

던 괴테가 문득 멈추어 전망을 즐겼을 것이다.

도서전의 도시 프랑크푸르트로 출장을 가면, 마인 강변

Angra do Heroísmo, Terceira, Azores Islands, Portugal. © Jose A. Bernat Bacete / Getty Images

선의 주로를 달리는 쪽이 낫다. 하지만 산책은 목적 없는 걸음이

숲으로 갔네

대지는 의미를 생성하지 못한다. 의미는 법 너머에서 온다. 현재

유래했다. 노모스는 무작위한 대지에 임의로 경계를 가르고, 특

을 따라 긴 산책을 하곤 한다. 한번은 틈을 내서 슈타트발트

숲은 대지에 얽매인 영혼을 해방한다

의 질서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 존재하고서야 사람들은 의미를 추

정한 질서를 부여해서 배분하는 일이다. 밭과 풀밭 사이에 두둑

Stadtwald에 들렀다. 괴테 때문이다. 이 숲에 괴테가 걸었던 산

인간은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것을 정말 사랑한다. 곳곳에 난 샛

구하기 시작한다. 그늘 속 작은 꽃에서 연인의 아름다운 눈동자

을 마련하고, 마을과 숲 사이를 벌목해 구분한다. 이로써 인간이

책로가 있고, 앉아서 마음을 다듬던 쉼터가 있다. 독일어로 슈타

길을 보라. 사람들은 길을 흔들고 밟고 넘고 무너뜨린다. 정해진

를 마주치면,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찾는다. 도대체 언제 숲으

사는 공간과 살지 않는 공간이 나누어진다.

트Stadt는 도시, 발트Wald는 숲이라는 뜻이니, 슈타트발트는

저 너머에 꽃이 있고 나비가 춤추고 새들이 노래하기 때문이다.

로 가고자 했던가. 자유를 실행해보려고 했던가. 쳇바퀴 도는 생

시유림을 말한다. 서울숲 같은 곳이다. 마인강 남쪽에 있는 약

숲속의 길은 자유가 만든 것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따라간

활의 리듬이 견딜 수 없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우울에

숲길을 걷는 이유

4,958만m (1천5백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으로, 아름

발들이 만드는 것이다. 나무와 수풀이 있다고 숲이 아니다. 설계

시달릴 때,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공허에 빠졌을 때, 저 멀리

대지의 정신은 분석이다. 나누고 쪼개어 모으고 갈라서 선을 긋

다운 야코비바이허Jacobiweiher 호수가 있고, 지금은 불타 없

자의 뜻대로 정해진 루트를 좇아 움직이는 곳은 공원에 불과하

숲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고 의미를 부여한다. 대지를 가로지르는 수평과 수직의 선으로부

어진 높다란 괴테 전망대가 있었다. 길이만 6km이므로, 하루에

다. 숲에서는 모든 것이 유동한다. 아무도 길 따라 걷지 않고 걸

둘러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숲의 역사는 1372년부터 시작되며,

어서 길을 만든다. 바람을 좇고 물을 따르고 바위를 찾아 무작정

숲의 존재는 삶의 거룩함을 환기한다

부림, 정상과 비정상, 질서와 무질서, 어둠과 빛 등으로 나누어진

1726년 이후 나무를 심어 현재에 이른다.

침입하고 아무 데나 눕는다. 숲은 대지에 얽매인 우리의 영혼을

학창 시절 수업을 빼먹고 무심코 발을 디딘 관악산 숲이나 직장

다. 채소와 나물이 구별되듯,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에 따른 온갖

해방한다. 괴테는 노래한다.

에 다닐 때 평일 낮에 어쩌다 미팅을 핑계 삼아 헤맸던 남산 숲

규칙이 출현한다. 대지에서는 누구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늘 속에서 보았네/ 작은 꽃 한 송이/ 별처럼 빛나며/ 눈

은 비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괴

숲은 우리를 구속하는 대지의 선을 파괴한다. 숲속의 길은

줄지어 선 참나무, 너도밤나무, 소나무 사이로 산책로가 나 있다.

동자처럼 아름다웠네.’ 다리에 자유를 부여해야 보이는 것이 있

테의 산책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정신의 위대함이야 두말

한 해가 가기 전에 저절로 희미해진다. 풀이 자라고 낙엽이 덮고

필요할 때 임도로 사용되는 널찍한 길이다. 그러나 갈 방향을 대

다. 그늘은 빛이 닿으면 사라져 눈에 띄지 않고, 그늘 안 존재들

할 필요 없지만, 귀족이 아니었던 괴테는 직장인으로 평생 일하

바람이 지워버린다. 대지가 명사라면, 숲은 동사다. 세상에서 인

충 정한 후 나무 사이를 무작정 걷는 쪽이 더 좋다. 울창한 나무

은 그늘의 어둠 탓에 흔히 감추어진다. 신이 아니므로 인간은 무

지 않았던가. 삶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하다. 억압된 욕망을

간이 사라진다면, 오래지 않아 인간의 마을은 숲으로 돌아갈 것

가 하늘을 가려 그윽한 그늘을 만든다. 틈틈이 새어드는 빛을 받

한히 인식할 수 없다. 큰 꽃을 보면, 작은 꽃은 보지 못한다. 밝

어떻게 하든 덜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불행을 이겨낼 수 없다.

이다. 숲을 찾는 것은 이러한 숲의 무시무시한 힘을 얻어 자유를

으며,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인다.

음을 보면, 어둠은 망각한다. 한 가지에 정신을 팔면, 눈앞에 고

숲의 존재는 이 엄연함을 우리에게 환기한다. 미칠 것 같으면 숲

잃고 시들해진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과 같다. 슈타트발트 숲

이 숲에서 괴테도 홀로 비슷한 걸음을 걸었을 것이다. ‘숲

릴라가 지나가도 대부분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미약하다 해

길을 걸어야 한다. 무작정 자유를 시험해야 한다.

에 다녀온 밤의 노트는 괴테의 시로 끝난다.

으로 갔네/ 그렇게 나 혼자서/ 아무것도 찾지 않는 것/ 그게 내

서 빛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지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숲은 자유롭다. 〈대지의 노

뜻이었네.’ 시 ‘발견’에서 괴테는 숲에서 무엇을 위해 걷지 않는

모든 것은 저마다 빛을 품고 있다. 목적 없는 자유가 인도할 때

모스〉에서 독일의 철학자 카를 슈미트는 “대지는 법의 어머니”

자유의 꽃은 지지 않는다. 가지를 뻗어 자꾸 꽃핀다. 마음에 이

다고 고백한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우리는 대지에서 놓쳐왔던 것에 눈길을 돌릴 수 있다. 보라. 저

라고 말했다. 라틴어 노모스nomos는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을

꽃이 피어 있는 한, 노예적 일상의 무미함도 얼마만큼은 버틸 수

위해 가지 않는다. 유용성을 벗어던진다. 무언가를 찾으려면 직

만치 꽃이 피어 있다.

말한다.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의 동사 네메인nemein에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숲길을 걷는 이유가 아닐까.

2

산책은 목적 없는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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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인간은 인공의 정체성을 얻는다. 부유함과 가난함, 다스림과

‘이제 그 꽃 자꾸 가지 뻗어/ 그렇게 계속 꽃피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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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거인이 된 느낌
writer Choi Jeongdong 〈중앙일보〉 기자

브루노 발터가 지휘한 말러 교향곡 1번 음반.
발터는 말러의 제자였던 만큼 누구보다 말러의
음악에 정통했다. 말러 교향곡 1번의 전통적
명반이다.

오래전, 나는 단골 음반 가게에서 레코드를 고

장대 나팔수는 귀에 익은 그 선율을 연주했

트는 3악장을 연주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독

르고 있었다. 클래식에 막 입문해 열정적으로

다. 음반 가게에 이어 두 번째 들으니 이런 생

일인인 그가 ‘브라더 존’을 몰라서 그러겠는

빠져들 무렵이었다. 가게에 손님은 나 혼자였

각이 들었다. 왜 하필 말러의 음악이 우리나라

가. 나도 3악장을 좋아한다. 중학생 시절의 돌

고 주인장은 새로 들여온 음반을 정리하고 있

장례식에 널리 쓰이는 것일까, 다른 나라도 그

림노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외지만, 그럴

었다. 음악은 아까부터 흐르고 있었다. 교향곡

런가.

수록 말러가 흔한 재료로 멋진 음악을 만들어

인 것 같은데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는 분위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

기가 달랐다. 살짝 들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했다. 그 음악이 중학생 때 소리 높여 합창하

말러 교향곡 1번은 시작도 인상적이다.

악장이 바뀌고 한 소절이 흘렀을 때, 음

던 노래였다는 사실을. 1970년대 중학교에서

1악장이 시작되면 고요한 새벽 들판이 펼쳐지

반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시간 여행을 한 듯

는 영어 돌림노래를 불렀다. ‘브라더 존’이라

고 먼 곳에서 팡파르가 울려 퍼진다. 뻐꾹뻐꾹

나는 어린 시절의 한순간으로 돌아갔다. 흑백

는 노래였다. 짧은 가사는 지금도 기억한다.

새가 울고 다시 팡파르가 들려온다. 레코드를

TV는 장례식을 중계하고 있었다. 낯익은 얼

“Are you sleeping, (반복), brother John, (반

들으면서 궁금했다. 들판 너머 먼 곳에서 들려

굴의 대형 초상화가 차에 실려 천천히 지나가

복), Morning bells are ringing, (반복), Ding

오는 닭의 울음 같은 이 소리를 어떻게 연주

고 국화꽃을 덮은 운구차가 뒤를 따랐다. ‘대

Dong Deng, Ding Dong Deng.”

할까. 약음기弱音器 정도로는 이런 효과를 내

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였다. 그분이 죽다

1분단이 “아유 슬리핑~” 하고 시작하면 2

기 힘들 텐데. 그런데 실황을 보고 궁금증이

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분단이 꼬리를 물 듯이 “아유 슬리핑~”을 다

풀렸다. 두 명의 트럼펫 주자가 무대 뒤에서

했다. 흰 상복을 입고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

시 시작하고, 마지막엔 1분단에서 4분단까지

이 부분을 연주하고 조용히 입장했다. 나는 음

는 사람도 있었다. TV에서는 느릿한 음악이

차례로 “딩동댕, 딩동댕~” 하면서 노래를 마

반이든 실황이든 ‘멀리서 들려오는 팡파르’를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

쳤다. 틀리지 않기 위해 모두 긴장했던 기억

어떻게 연주하는가를 두고 지휘자의 감각을

걸음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 난다. 이 노래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사

평가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음반 가게에 있고

람이면 누구나 알았다고 한다. 말러는 장조였

베네수엘라 출신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

음악은 스피커에서 울리고 있었다. 무슨 음악

던 곡을 단조로 바꾸고 팀파니와 콘트라베이

멜은 말러 교향곡 1번을 1백 번 이상 연주했다.

이냐고 물어보니 주인장은 음반 재킷을 보여

스로 연주하는 장송음악으로 바꾸어 자신의

그는 이 음악을 연주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주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지휘자

첫 번째 교향곡에 사용했다. 그렇게 분위기를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모든 불가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베를린필하모닉 취임

확 바꾸어놓았으니 원래 ‘브라더 존’이었다는

능을 가능케 하는 거인이 된 느낌.” 청년 말러

연주 실황이었다. 주인장은 새로 나온 레코드

것을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최근

는 이 교향곡을 구상할 때 ‘Titan(거인)’이라

판이라며 지금 듣고 있는 것은 3악장이라고

에야 그것을 알고 ‘속았다’고 생각했다. 아이

는 부제를 붙였다. 4악장을 들어보면 그가 생

했다. 나는 이 음악을 옛날 그 장례식 때 들었

들 돌림노래를 교향곡에 쓰다니.

각한 거인을 상상할 수 있다.

다고, 기억나느냐고 물었으나 주인장은 그랬

당시 빈 시민들은 나보다 더 황당했던 모

세상 일이 여의치 않을 때, 말러 교향곡

양이다. 말러가 1번 교향곡을 발표한 뒤 길에

1번을 들어보길 권한다. 봄날처럼 약간 들떠

무거운 발걸음 같은 그 음악을 얼마 뒤에

서 그를 만나면 피해 갔다고 한다. 그러나 세

서, 신비롭고 흥겹고 슬픈 선율을 따라 유영하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또 들었다. 해외에서 모

월이 흘러 말러 교향곡 1번은 베토벤의 ‘운명’

다 마침내 폭발하는 관현악의 세례를 흠뻑 받

셔온 애국지사 유해를 안장하는 의식에서 의

보다 자주 연주된다.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테

고 나면 힘이 불끈 솟을 것이다. 거인처럼.

었나, 할 뿐이었다.
1900년대 촬영된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자이자 지휘자
구스타프 말러의 생전 모습.

날 속인 솜씨가 감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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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Hector and the Search for Happiness>

길 끝에서 만난 행복 찾기
writer Sim Youngseop 심리학자 겸 영화평론가

정신과 의사인 헥터, 아니 꾸뻬씨는 제약회사 마케팅부

그렇기에 헥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의 말은 기실 헥터

에 근무하는 애인 클라라를 따라갔다가 어느 파티에서

의 내면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진실함

페니스를 갖고 싶어 하는(페니스 엔비: 여자들의 결핍감

이 없다’라거나 ‘로프에 매달려 있다’고 하소연하는 환

근원에 남근에 대한 선망이 있다는 정신분석 이론) 기이

자들의 마음은 바로 자신의 마음인 것. 헥터는 참다 참

한 여성을 만난다. 그녀는 헥터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다 제인이란 환자에게 울분을 폭발하며 화를 내고 만다.

해서 ‘피니스’를 갖고 싶다고 하지만 헥터는 그 여자가

그러던 어느 날, 헥터는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갖고 싶은 것은 ‘피니스’가 아니라 ‘해피니스’라고 강변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한다(페니스와 해피니스의 각운이 동일한 데서 착안한
조크).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다들 그것을 원하지만 잡

행복의 조건을 찾아 떠나는 여행

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이 영화는 행복에 관한 가장

이러한 점에서 헥터가 여행하는 각 대륙은 그저 멋진 화

진지한 농담일지도 모른다.

면을 선사하는 스펙터클이나 줄거리를 담는 배경에 머
무르지 않고, 어떤 상징성을 지닌 장소가 된다. 예를 들
면 피터 첼섬 감독은 헥터가 맨 먼저 가 닿는 중국이란
대륙을 카메라가 동적으로 움직이고, 불빛 찬란한 자본
주의의 신흥 강국으로 그려내고 있다.

행복이란 온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

화려한 클럽, 북경 오리로 대표되는 진수성찬, 운전

그가 이런 충만한 행복을 깨닫자,

사가 딸린 리무진, 어지럽고 현란한 화면 구성. 이 모든

비로소 자신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공사의 착오로 이코노미석을 예약했던 헥터가 비즈니스
석을 차지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은유로, 헥터는 샴페인
을 마시고 돈을 펑펑 써 대는 일종의 일시적인 계급 상
헥터의 현실과 꿈을 상징하는 노란색 비행기

승을 이룬다. 이는 상류사회에서 부유하게 살아간다면

헥터는 밤마다 강아지와 함께 노란색 비행기를 조정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대변

는 꿈을 꾼다. 그러나 장면이 바뀌면, 강아지는 사라지

하는 하나의 장치라 할 수 있겠다.

고, 얼굴을 알 수 없는 괴한이 헥터의 목을 조른다. 이윽

헥터는 심지어 잉리라고 하는 중국 여성을 만나 사

고 비행기는 추락하고, 꿈에서 깨어난 헥터의 앞에는 애

랑의 감정을 느낀다. 멋진 이국 여성과의 하룻밤. 그는

인 클라라가 앉아 있다. ‘비행기’는 이 영화의 핵심적 이

잉리와의 데이트를 꿈꾸지만, 이러한 판타지는 곧 무참

미지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진짜 비행기를 몰길 원하지

히 짓밟힌다. 잉리는 사실 에드워드가 뒷돈을 대준 매

만, 모형 비행기나 운전하며 매일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

춘부였던 것. 행복은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할 자유라고

아가고 있는 헥터는 자라지 않은 어른처럼 보인다. 모든

들떴던 헥터는 따귀 맞은 영혼을 부여잡고 행복을 찾아

것을 착착 준비하는 클라라는 헥터의 엄마 노릇에 매진

다른 곳, 중국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

하면서 헥터의 초자아 같은 존재로 함께 살아간다.

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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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tor

터가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만나 가능해진 것이다. 항

and the Search for Happines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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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호화 여행은 돈이 전부라고 믿는 재벌 에드워드를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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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산맥에 둘러싸인 티베트는 중국과 달리, 모든

길 끝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

것이 정지된 화면처럼 장엄한 자연 속에서 지친 헥터를

첫사랑 아그네스는 추억에 잠겨 있는 헥터에게 “넌 정신

비의 형식을 빌려온 〈꾸뻬씨의 행복 여행〉은 전형적으로

안아준다. 그곳에서 그는 선승으로부터 ‘행복을 목표로

적 결벽증”이 있다며, 향수는 향수일 뿐이라고 일깨운다.

길 끝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내면 여행과 겹쳐 있다.

삼지 마라’는 화두를 받아들이고, 바람에 날리는 형형색

심리학 교수와 함께 감정을 확인하는 고립 부스에 들어

그러니 피니스이건 해피니스이건 무슨 상관이랴. 톨

색의 천을 기억에 새겨 넣는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한

가 있다가 클라라의 전화를 받은 헥터는 클라라 역시 자

스토이 말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이 역시 하나의 클리셰일 뿐이다. 뭔가 심오하고 정신적

신의 엄마 노릇을 하는 데 지쳤고, 자신의 큰 불행이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인 것을.

이고 초월적인 것이 행복이라는 관념. 헥터는 여러 가지

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꾸뻬씨의 행복 여행〉이 행복에 대한 십계명을 쥐어주기

의문부호를 마음에 품고 또 길을 떠난다.
여행지에서 마주한 내면의 목소리

이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헥터의 뇌는 노란빛으로

보다 오히려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콜럼버스의 달걀

물들어 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왔던 노란색 비행기의

처럼 깨버리기를.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행복 그

바로 그 노란색. 모든 빛을 가진 우리 인생처럼, 로드 무

자체일 뿐 아니라, 행복에 대한 강박에서의 해방이므로.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심장으로 스며드는 그는 지저분
하고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고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긴다. 일등석에 탔던 그가 지옥까지 떨
어진다. 이 여행에서 디에고 바레스코라는 위험천만한
권력자와 사귀기도 하고, 노상강도에게 납치를 당해 감
옥에 갇히게 된다.
혼돈과 가난과 암흑천지로 가득한 이곳은 헥터의
무의식의 장소, 그림자 자아가 판치는 미지의 대륙에 다
름 아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비행기 앞에 선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여행을 제대로 하라”
〈H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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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령하는 클라라,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줄 수 없다”는
디에고 바레스코의 목소리, 중국에서 만난 벌거벗은 잉
리까지. 초현실주의적 내면의 이미지와 마주한다. 그곳
은 관능과 에로스, 초자아의 강박들, 우울증 환자와 겹치
는 슬픔들, 꿈에 들뜬 미성숙한 내면, 아이가 자라나는
의식의 뒤뜰로의 여행이기도 하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에 휩싸인 그에게 강도

행복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아보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죽기 직전까지도 무장 강도
에게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그. “원하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강도의 대답
을 행복 수첩에 적으려다 디에고 바레스코에게 받은 황
금 펜을 찾아 석방될 수 있었다.
간신히 풀려난 그는 이제 행복에 겨워 춤을 덩실덩
실 춘다. 그에게 행복이란 온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 그가 이런 충만한 행복을 깨닫자, 비로소 자신이 오
랫동안 그리워했던 첫사랑 아그네스를 찾아갈 용기가
생긴다. 행복을 찾아 떠났던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LA
는 추억과 기억과 사랑이 있는 낙원의 저편처럼 아름답
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또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헥터가 스스로 욕망과 직면하는 이성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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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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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을 이마에 대고 진실할 것을 명령한다. 헥터는 환

행복에 대한 강박에서의 해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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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어리석고, 대자연은 아름답다

어쨌든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텐트 칠

걷는다는 일에 대하여
문명이 주는 편리함을 내려놓고 자연에 나를 맡기며 걷는 시간,
놓치고 있던 찰나의 것을 마주하는 그 순간.

writer Jang Dongsuk 〈뉴필로소퍼〉 편집장, 출판평론가

2002년 출간된 〈나를 부르는 숲〉은 걷는 여행

줄도 알게 되었고, 별빛 아래서 자는

자들의 경전經典과도 같은 책이다. 빌 브라이

것도 배웠다.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슨이 총 길이 3,500km에 달하는 애팔래치아

자랑스럽게도 몸이 날렵하고 튼튼해졌다.

트레일을 걷고 또 걷는 이야기, 그 걷기의 향

삼림과 자연 그리고 숲의 온화한 힘에

연 속에서 펼쳐지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장

대해 깊은 존경을 느꼈다. … 전에는 있는

관이다. 지도는 중구난방이고, 수시로 흑곰이

줄 몰랐던 인내심과 용기도 발견했다.

출몰하는 애팔래치아 트레일을 걸으며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유머를 던진다. “나는 딱 한 번만이라도–살아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친구를 얻었다.

남을 수 있다는 서면 보장만 있다면–정면으로
죽음과 대면하고 싶다.” 1,400km를 걸으며 발
나를 부르는 숲

자. 불과 몇 분간 걸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

는 작품에 몰두할 때면 런던의 밤거리를 걷곤

구의 역사가 응축된 사막의 몇 분은 어쩌면 수

했다. 그에게 걷기는 ‘창조성을 증폭시키는 기

년의 시간과 같을지도 모른다. 단지 지구의 역

폭제’였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캐럴〉도 한

사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밤중의 산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리스

사막은 세상의 시간에서 벗어난 공간이고, 하

토텔레스는 아침 일찍 걷기를 즐겼는데 ‘소요

여 나만의 시간을 되찾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다. 또 매일 오

의 몇 분은 수년의 시간에 다름 아니라고 저자

여행의 경이와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성찰처럼 무언가 목

후 4시쯤 산책했던 칸트 덕에 동네 사람들은

는 말한다. 실뱅 테송은 이렇게 덧붙인다. “걷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적을 두고 걷곤 한다. 문화평론가 리베카 솔닛

저녁밥 준비를 놓치지 않았다.

는 것은 여행자를 본질에 이르게 한다.”

블록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걷는다면 먼

빌 브라이슨/홍은택 옮김/까치

애정을 드러내는 묘사가 특히 아름답다.

연대를 이뤄내는 걷기의 위대함

은 〈걷기의 인문학〉에서 걷기의 색다른 효과
하나를 더 언급한다. ‘걸으면서 사유’했던 사

어쩌면 걷기는 인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실뱅 테송은 스스로를 ‘반더러wanderer’,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아니,

가장 정직한 행위가 아닐까 싶다. 아무런 도구

즉 낭만적 방랑자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는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없이 스스로의 몸만으로 움직이는 이 행위는

우리가 꿈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경이

할 것이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면서 최근에

로운 것이 널려 있다”고 확신했던 셰익스피어

는 철학적 사유의 방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

의 말마따나, 빠름이 대세가 된 시대에도 우리

여행의 기쁨

랑받고 있다. 생각해보면 걷기는 여행의 다른

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바깥의 부름

실뱅 테송/문경자 옮김/어크로스

이름이기도 하다. 걷지 않고는 여행할 수 없고,

에 대답”할 수 있다. 반더러는 “저녁이면 어느

여행하려면 반드시 걷기를 각오해야만 한다.

곳간에서 잠을 청하게 될지 모르면서도 아침

걷기의 인문학

에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리베카 솔닛/김정아 옮김/반비

두 발로 여행하는 즐거움

19세기 독일의 반더러는 “걸어서 무사태평하

〈여행의 기쁨〉의 저자 실뱅 테송은 오직 두 발

게 유럽 대륙을 횡단”하곤 했는데 “아름다운

여행은 사고가 완전히 자유롭게

로 여행하는 사람이다. 하루면 어디든 도착

전원에 둘러싸여 불어오는 바람에 영혼을 열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여행하는 21세기의 헨리 데이

어두고 자신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만으로 만

사유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비드 소로’라 불리는 그는 오로지 걷기만으

족”을 누렸다.

지표면이다. 여행자는 풀잎에서

로 여행지를 찾아 떠난다. 그는 히말라야를

실뱅 테송은 낮에는 걷고, 밤에는 기록하

우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어야

5,000km 이상 걸었고, 중앙아시아 대초원에

하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평면 구형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정신이 모래알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사막의 모래언덕에 던져진 그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얼마나
무한하겠는가!

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대자연에 대한 깊은

〈크리스마스캐럴〉로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

람들은 걸으면서 ‘창조’하고, 궁극에는 연대한
다고 솔닛은 말한다. 걷기가 일상적으로 이뤄
지는 “공공장소가 없어진다면 결국은 공공성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도 없어진다”고 말한 그는 연대의 공간을 지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켜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걷는 행위가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여전히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바꾸는 “전복적
행동”이라고 말한다. 걷기의 의미를 새롭게 해
석한 솔닛의 상상력이 충만한 책이다.

걷는 사람 하정우를 만나는 시간

나는 사람이 그다지 강한 존재가

배우 하정우에게는 또 다른 이력이 있다. 바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

걷는 사람이다. 흥행 배우이니 멋진 자동차를

며 성찰하는 삶의 원형을 보여준다. 수시로 시

요인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운 동물이다.

탈 만도 한데, 웬만하면 걷는다. 무려 하루 3만

서는 3,000km 이상을 걷거나 말을 타기도 했

를 암송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도 한

마치 날씨처럼 매일 다른 사건이 눈앞에

보. 걷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걷기 모임까지

다. 비행기, 기차, 심지어 자동차도 타지 않고

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뱅 테송처럼

펼쳐지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아무런

만들었다. 오랫동안 오를 무대가 없었을 때,

여행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을 하

반더러가 될 수는 없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느냐고 묻곤 한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다. “느

모두가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

림이 속도에 가려진 사물의 모습을 드러내 보

가 사는 지구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사람들은

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목표는 “시간을 따라

그 속에서 어떤 삶을 향유하는지 아주 잠깐의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무심해지는 것”이다.

여유로도 들여다볼 수 있다. 거대한 자본에 속

저자에 따르면 몸의 속도에 맞춰 시간도

한 여행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시작

느려진다. 황량한 사막을 걷는다고 가정해보
94

은 걷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걷기를 택했다. 하염없이 걸으며 기분 전

영향을 받지 않기는 쉽지 않다. 변화란

환이 되었고, 어렴풋한 출구도 찾을 수 있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작은 물결에

다. 천만 관객 영화가 몇 편이지만, 여전히 걷

배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므로 닻을

는 이유다. 하정우에게 걷기는 “처한 상황이

단단히 내릴 필요가 있다.

어떻든,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살아 있는 한
걷는 사람, 하정우
하정우/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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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EDO
만다린향의 오 드 퍼퓸, 핸드크림, 헤어퍼퓸으

WHAT WE LOVE

로 구성한 선데이즈드 컬렉션

PIAGET

럭셔리 퍼퓸 브랜드 바이레도가 여름을 맞아 ‘선데이

브라이덜 컬렉션

즈드’ 컬렉션을 선보인다. 만다린과 캘리포니아 오렌
지의 싱그럽고 화사한 톱 노트, 네롤리와 재스민의 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부터 가장 핫한 신상품까지,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품격을 더해줄 6월의 리스트.

가장 투명한 다이아몬드만을 선정해 제작하는 피아제

담한 하트 노트로 이루어졌으며, 풍성하고 달콤한 코

의 솔리테어 링은 어떤 제품이든 찬란한 광채와 영롱

튼 캔디, 화이트 머스크로 마무리된다. ‘오 드 퍼퓸’,

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이러한 솔리테어 링을 통해 영

‘핸드크림’, ‘헤어 퍼퓸’ 등 3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

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축

드 퍼퓸’을 제외한 ‘핸드크림’과 ‘헤어 퍼퓸’은 한정으

복하는 브라이덜 컬렉션을 선보인다. 골드와 다이아
몬드가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웨딩 컬렉

로 판매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션으로, ‘패션 솔리테어 컬렉션’, ‘포제션 솔리테어 컬
렉션’, ‘셀레브레이션 솔리테어 컬렉션’ 등 다양한 라인
으로 구성되었다.

LA MAISON by CASAMIA
프렌치 모던 감성의 ‘라메종’ 컬렉션
강남점 팝업 스토어

LA PRAIRIE

까사미아가 신세계백화점 강남 9층에 5월 17일부터 6

스킨 캐비아 추출 성분을

월 6일까지 ‘라메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까사미

함유한 파우더 파운데이션

아 압구정점 전문관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라메종

‘스킨 캐비아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컬렉션을 더 많은 고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

캐비아 추출물을 함유한 최초의 라

획했다. 이를 통해 기존 까사미아와 차별화된 프리미

프레리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다. 피

엄 가구 및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신세계백화점 고객과

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라프레리의
익스클루시브 쎌루라 콤플렉스를 풍

CHANEL

부하게 함유해 고급스러운 피부 표

2000년 이후 새롭게 재탄생한 더 뉴 J12

강남권 거주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오픈을 기념

DIOR

현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도 함께 개

이름과 이니셜을 각인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 제공

샤넬은 클래식한 무드와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J12’ 워치 탄생 20주년을 기념해 출

선한다. 또 UVA와 UVB를 효과적으

시된 ‘더 뉴 J12’ 워치를 국내에 론칭했다. 경주용 자동차와 요트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로 차단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디올은 디올 오블리크 패브릭 모델 중 하나를

J12 워치는 2000년에 블랙으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2003년 화이트로도 선보였다. 올해 새

보호한다. 콤팩트 속에 일반 거울과

선택해 북 토트백에 이름, 이니셜 등을 수놓아

롭게 공개한 ‘더 뉴 J12’는 COSC 인증을 받은 12.1 칼리버를 장착해 70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

확대 거울을 함께 내장해 결점 없는

맞춤 제작할 수 있는 ‘ABC디올’ 서비스를 제공

브를 자랑하며, 사파이어 글라스 백케이스로 화려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피부를 확인하며 펴 바를 수 있다.

해 회원 가입 시 할인 혜택과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프
로모션도 마련했다.

한다. 블루와 버건디 컬러의 패브릭으로 준비
할 예정이며, 하운즈투스 패브릭으로도 가능
하다. 이번 맞춤 서비스에는 1백50만 개 이상
의 스티치를 사용하며 최대 13글자의 이니셜
을 새길 수 있고, 오더 후 6주 이내에 제품을 수
령할 수 있다. 하우스 오브 디올, 신세계백화

BURBERRY

점 강남, 센텀시티 매장을 통해 오더 가능하다.

강남점, 센텀시티점 토머스 버버리
모노그램 팝업 스토어 오픈
버버리의 창립자 토머스 버버리의 이니셜을 담
은 TB 모노그램을 패턴으로 활용한 새로운 컬
렉션을 공개한다. 베이지 톤에 T와 B를 엮고 현
대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모노그램은 버버리
의 새로운 심벌로 자리매김한다. 오버사이즈
티셔츠와 코튼 폴로 셔츠, 트랙 팬츠, 나일론 소
재의 보머 재킷 등 활용도 높은 의류와 카메라
백, 백팩, 토트백, 실크 스카프로 구성해 다양
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레드·화이트·블랙 스
트라이프를 더해 포인트를 준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은 6월 6일부터 16일까지, 센텀시티는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팝업 스토어에서 만
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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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끈적임 없이 반짝이는
입술을 선사하는
샷 오브 컬러 립 오일
투명한 오일 배합으로 비비드한 컬러와 반
짝이는 오일 광택을 선사하는 립 오일. 드
라이 오일을 함유해 입술에 가볍게 스며들
고 끈적임 없이 촉촉한 보습 효과를 발휘한
다. 오일 타입이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으
며 밝은 오렌지 컬러부터 로즈, 샐먼 핑크,
클래식 레드, 푸시아, 베리, 테라코타 레드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해 데일리부터 포인
트 메이크업까지 연출할 수 있다.

GIVENCHY
어두운 곳에서 컬러가 변하는

STOKKE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한

2019 프리폴 캡슐 컬렉션
낮과 밤 대조적인 무드를 강조한 캡슐 컬렉션을 선보
인다. 스니커즈는 어두운 곳에서 그린 색상으로 바뀌

프리미엄 유모차,

는 페일 옐로 컬러로 특별함을 더했다. 블랙 나일론 백

익스플로리 발란스 리미티드 에디션

팩의 가죽 디테일 포켓, 동전 지갑 위 로고는 어두울

유해 물질인 테프론을 제외한 친환경 발수제를 사용하고,

때는 네온 그린 색상으로 변해 독특함을 선사한다.

재활용한 직물로 제작해 환경을 생각한 유모차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현존하는 유모차 중 가장 높은 시트
포지션을 자랑하며, 양대면 시트 전환으로 부모와 아이가
가깝게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눈의 피로를 줄이는
트린퀼 블루와 수딩 핑크 2가지 컬러로 선택할 수 있으며 통
기성 좋은 메시 인레이를 사용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CHANEL
시트러스 향의 여름 향수, 레 조 드 샤넬 파리-리비에라
샤넬에서 가브리엘 샤넬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보낸 즐거운 기억을
담은 향수 ‘레 조 드 샤넬 파리-리비에라’를 선보인다. 상쾌한 시트러
스와 지중해의 플로럴 향을 담아 한여름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재스민
과 남프랑스 오렌지 블로섬에서 얻은 진귀한 네롤리가 조화를 이루며,
상쾌한 오렌지 껍질과 페티그레인 향이 이어진다. 신선한 향을 통해

BOCONCEPT

푸른 하늘과 햇살이 내리쬐는 지중해 해안으로 떠나온 듯한 느낌을 만
끽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암스테르담 소파
보컨셉에서 볼륨감 있는 쿠션과 넓고 안정감 있는 팔걸이 등의 조화
가 멋스러운 ‘암스테르담’ 소파를 출시했다. 샤프한 직선과 부드러
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편안하면서 우아함이 묻어난다.
4가지 모듈(기본 좌우 팔걸이형, 오픈엔드, 코너형)로 제작 가능하
며, 각 모듈을 분리 및 연결해 사용자의 공간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또 1백여 가지가 넘는 패브릭과 가죽 중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가능하다.

SHINSEGAE LOVES
THE EARTH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친환경 캠페인
신세계백화점이 환경 보호 메시지를 담은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6월 3일(월)부
터 9일(일)까지 강남 6층에서 진행하는 ‘신세계 에코 마켓’은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

MONCLER
지니어스 프로젝트 2019 F/W 첫번째 컬렉션, 8 몽클레르 팜 엔젤스

경 아이템을 제안하고 6월 10일(월)부터 16일(일)까지는 ‘에코 패션 페어’를 개최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인 몽클레르 지니어스에서 ‘8

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친환경 장바구니는 페트병 3개를 재활용해 만들어 더욱 의미

몽클레르 팜 엔젤스’를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란체스코 라가치는 큰 부피감과

가 있다. 이 장바구니는 플래티넘 이상 고객 중 6월 14일(금)부터 23일(일)까지 신세

형태, 메탈릭한 소재와 그라피티 등을 통해 펑크 정신이 담긴 실루엣을 창조해냈다. 이번 컬

계 신한카드 구매 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에 한해 무료로 증정하며, 신세계 푸드 마켓에

렉션은 6월 6일부터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한 신세계백화점 몽클레르 부티크에서

서 상시 구매할 수 있다.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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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GER LECOULTRE
개인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제공
모든 시계에 관한 관리 방법, 품질 보증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을 선보인다. 올해 봄부터 제공하고 있는 전
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를 등록해 개인 컬렉션을 관리할 수 있
으며, 기존 국제 품질 보증기간에 적용되는 시계는 예거 르쿨트르 홈페이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도 시계 기능 검
사, 스트랩 검색, 인그레이빙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CLÉ DE PEAU
BEAUTÉ
레티놀로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드는 수프림 링클 세럼
4개의 피부 과학적 접근법에서 영
감을 받아 탄생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수프림 링클 세럼’을 선보
인다. 레티놀 성분을 함유해 시간
의 흐름을 되돌리고, 럭셔리한 텍
스처로 피부에 수분감을 제공한
다. 또 속부터 탄탄하게 차오르는
탄력을 부여하며 피부를 매끈하
게 정돈해준다. 이를 통해 눈에 보
이는 주름의 깊이와 길이를 감소
시키는 것은 물론, 주름이 형성되
지 않도록 예방한다.

URBAN SOPHISTICATION
by BOONTHESHOP
휴대폰 케이스 분더샵 청담 팝업스토어 오픈
패션산업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 얼반 소프스
티케이션의 휴대폰 케이스를 분더샵 청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담배 케이스에 적혀진 경고 문구 패러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각성 등 당
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담은 다양한 메시지를 휴대폰 케이스에
프린트했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며,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분더샵 청담 N관 1층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CUT by ELLACONIC
시원한 소재의 레트로 스타일 서머 란제리
엘라코닉 대표 브랜드 언컷은 노출의 계절 여름을

TOD’S

위한 란제리 라인을 출시한다. 프로방스의 자연과
들꽃을 모티프로 디자인했으며, 1960~1970년대

패딩 밴드로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하는 맥시 더블 T 샌들

아이코닉한 여성의 룩에서 영감을 받아 레트로 스타

이탤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에서 ‘맥시 더블 T 샌들’을 새롭게 선보인다.

일로 선보인다. 특히 일상 패션과 레이어드해 스타일

여름에 잘 어울리는 슬립온 디자인으로 매 시즌 사랑받아온 베이식 스타

리시하게 연출 가능한 브라렛이 눈에 띈다. 우아한

일이다. 이번 시즌에는 총 6가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어퍼upper를 제

투톤 레이스가 가슴 라인을 감싸주는 컴포트 볼륨

작했으며, 13조각의 가죽을 사용했다. 가죽 또는 패브릭 소재에 패딩이

브라렛으로, 여름과 어울리는 톤 다운된 카키, 네

들어간 밴드로 착용감을 높였으며 밴드 중앙에는 고급스러운 헴라인을

이비, 화이트 컬러가 조화를 이룬다.

더했다. 화이트·베이지·브라운·블루·블랙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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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KITCHEN & DINING FAIR
나만의 특별한 주방을 원한다면 신세계백화점에서 단 2주간 만날 수 있는 ‘2019 그랜드 키친 & 다이닝 페어’를 놓치지 말 것.
테이블웨어부터 주방 가전제품까지 선보여 더욱 다채롭다.

주방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한자리에
1년에 단 두 번만 진행하는 신세계백화점의 ‘그랜드 키친 & 다이닝 페어’는 리빙 페
어 중 가장 큰 페스티벌이다. 5월 31일(금)부터 6월 13일(목)까지 2주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재 박람회 ‘암비
엔테Ambiente 페어’에서 선보인 신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빌레로이앤보흐의
‘매뉴팩처Manufacture’ 시리즈 등을 신세계백화점 익스클루시브로 선보인다. 게
다가 전자동 커피머신부터 유기그릇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했다. 1백10년째 이어진 전통 수작업 방식으로 제작한 스켑
슐트의 월넛 직사각 팬(32×22cm)은 신제품임에도 신세계백화점에서 단독으로
기획된 가격에 선보인다.
*각 점포별로 이벤트 상품이 상이합니다.
*각 이벤트 상품은 점포별로 개수 제한이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선론칭 상품
스켑슐트 ‘Note’ 컬렉션 강남
스타우브 ‘아이스 블루 색상 라이스 꼬꼬떼’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광주
덴비 ‘콜드컵’ 전점(본점, 하남 제외)
포트메리온 ‘소피콘란 컬러팝’
전점(의정부, 충청 제외)
빌레로이앤보흐 ‘Manufacture’ 시리즈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하남, 마산
*6월 중순 입고 예정

VILLEROY & BOCH

놋담 ‘유기 김치통’ 본점, 강남, 영등포, 경기

JAJU
마스터 다용도
삼각 집게 • 7천9백원

감각적인 주방을 위한 헤이 키친 마켓
디자이너 메테 헤이와 코펜하겐 아틀리에 셉템버 카페의 셰프 프레데릭 빌브라
헤와 협업한 컬렉션을 신세계백화점 경기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화사한
색상의 제품이 주방을 한층 더 산뜻하게 만들어준다.
일정 및 장소 6월 7일(금)~13일(목), 경기 B1층 행사장

한국의 멋과 가치를 알리는 코리안크래프트
올해 처음 선보이는 코리안크래프트는 한국적 모티프에 실용성을 접목한 품격
있는 주방용품을 제안한다.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작품부터 한국적 아이
덴티티가 잘 드러나는 디자인의 작품, 기성품 등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일정 및 장소 5월 31일(금)~6월 6일(목), 강남 9층 행사장
참여 브랜드 해브빈서울, SOH, 피숀

아름다운 디테일의 명품 도자기, NEW 야드로 대전
스페인 명품 도자기 브랜드 야드로의 대작 등을 만날 수 있는 ‘NEW 야드로 대
전’. 폴 스미스, 하이메 아욘와의 협업 상품 등 풍성한 상품군을 제안한다. 스페

취향을 사다

인 플라워 아티스트의 시연을 통해 야드로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일정 및 장소 5월 31일(금)~6월 5일(수), 강남 8층 이벤트홀
6월 6일(수)~12일(수), 센텀시티 7층 보이드 행사장

SOH

6월 7일(금)~13일(목), 대구 7층 이벤트홀

editor Song Yujung

매거진에 실린 제품 외 더 많은 상품을 SSG.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BRAND STORY

해양 보호를 위한 라 메르 블루 하트 크림
리미티드 에디션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 메르La Mer는 매년 6
월 8일, UN에서 공식 채택된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을 기념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은 패
키지를 선보인다. 라 메르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 10
여 년간 1천6백만 마일에 달하는 전 세계의 해양 서식
지를 보호하는 일을 주도해왔다. 올해는 브랜드를 대
표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인 크렘 드 라 메르에 해양 켈
프와 눈부신 산호초를 새긴 ‘블루 하트 크림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브랜드 창립자인 맥스 휴버 박사
가 바다가 지니고 있는 치유 효과에 주목해 핵심 성분
인 미라클 브로스™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유명한 일
화다. 해양 켈프에서 추출한 미라클 브로스™는 피부
진정, 윤결, 광채, 개선, 보습에 뛰어난 해초 발효 원액
이다. 미라클 브로스™는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며, 피부 표면의 건조함을 막고, 피부 깊숙이 수
분을 전달하며,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도록 도
움을 준다. 또한 피부 균형을 잃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고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창립
자 맥스 휴버 박사가 남긴 유산을 기리고자 밴쿠버 근
처 해안에 위치한 청정 보호 수역에서 해양 켈프를 손
수 채취하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도 브
랜드의 가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

JUNE◆

VIP CLUB NEWS
VACATION

라 메르 블루 하트 캠페인
라 메르 블루 하트 오션 펀드에 동참하고 싶다면 6월까
지 SNS 공개 포스팅에 해시태그 #LaMerBlueHeart,

떠나도 좋고 머물러도 좋은 시간.

#LaMerDonationTogether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가

맛과 멋이 있는

능하다. 해당 해시태그를 붙인 모든 전체 공개 포스팅

여름날의 휴식으로 초대합니다.

에 25달러, 최대 65만 달러까지 라 메르 블루 하트 오
션 펀드에 기부가 이루어지기 때문. 라 메르 블루 하트

La Mer Blue Heart

캠페인의 기부금 역시 전 세계의 해양 보호 프로젝트
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라 메르

바다를 지키는 노력

블루 하트 오션 펀드와 함께 미래의 후손을 위해 해양

지구의 심장이자 무한한 영감을 주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올해도 라 메르는 환경에 대한

바다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브랜드 라 메르가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과 ‘라 메르 블루 하트 오션 펀

‘라 메르 블루 하트 오션 펀드La Mer Blue Heart
Ocean Fund’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상상력과 이야기의 보
고인 경이로운 바다를 지키는 행보에 참여한다면 매우

드La Mer Blue Heart Ocean Fund’ 자선 기부를 통해
해양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간다. 특별
히 한국에서는 엘라 그로스와 함께 무한한 바다의 아
름다움을 표현한
캠페인 영상으로
대중의 참여를 독
려할 예정이다.

LA MER
블루 하트 크림 리미티드 에디션
100ml, 61만원대

editor Lee Hy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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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 & PR IVATE EVEN T

C U LT U R E

AFTERNOON TEATIME . DAZEDAYZ BY MY BOON . VILEBREQUIN

EXHIBITION . MUSICAL . BLACK MOVIE DAY

AFTERNOON TEATIME

PRIVATE EVENT

달콤한 오후의 휴식, 메종엠오 티푸드

여름 맞이 서머 아이템 제안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초대 이벤트

일상 속 행복, 블랙 무비 데이

마이분에서 만나는 데이즈데이즈

1928년 미키마우스의 탄생부터 〈겨울왕국〉까지

지난 5월호의 선호도 조사에서 선정된 영화

데이즈데이즈는 자연, 모험, 건강을 모토로 하는 비치 스윔웨어 브랜드입니다.

디즈니 90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약 5백여 점의 작품과 영상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을 추첨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유쾌하고 건강한 기분을 즐겨보세요. 마이분 전점(마이분

대형 멀티미디어 콘텐츠까지! 전 세계 흥행 투어 중인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공개하는

SSG 청담,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에서 데이즈데이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보세요.

SF 블록버스터 영화로 신입 요원으로 나오는

EVENT 프라이빗 이벤트 포인트를 사용하여 분더샵 바우처를 신청해주십시오.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BLACK MOVIE DAY

EXHIBITION

상품 20·50만 금액 바우처

배우 크리스 헴스워스와 테사 톰슨의 호흡은

EVENT

예고편만으로도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추첨을 통해 전시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티켓을 드립니다.

프랑스 프레스티지 라이프스타일 웨어 빌브레퀸

©Disney Enterprises, Inc
〈겨울왕국〉 2013년

대상 등급 블랙 이상

〈맨인블랙: 인터내셔널〉. 한 편의 영화로

남성 쇼츠 스타일 수영복으로 출발해 매 시즌 시선을 사로잡는 독창적인 프린트와

전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누리는 여유와 행복! 모두를 위한 감동의 시간,

관람 기간 6월 21일(금)~8월 18일(일)

무비 데이로 초대합니다.

신청 방법 신세계백화점 앱(APP)을 통해 응모 가능

EVENT 1	프라이빗 이벤트 포인트를 사용하여 빌브레퀸 바우처를

대상 등급

응모 기간 6월 3일(월)~16일(일)
*이벤트 당첨 고객 20명(동반 1인 포함)은 6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상품

신청 기간 6월 3일(월)~30일(일)

사용 기간 6월 3일(월)~8월 31일(토)

20·50만 금액 바우처

©Disney Enterprises, Inc
〈주토피아〉 2016년

EVENT 2	빌브레퀸을 구매하신 VIP 고객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프레송, 조엘 로부숑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파티스리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적인 과자에서부터 최신 기술로 탄생한 새롭고
참신한 제품까지 다양한 디저트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메종엠오의

구매 시 빌브레퀸 비치볼 1개 증정

혜택 2	당일 2백만원 이상 구매 시 써니 라이프 터틀 튜브(12만원 상당) 1개 증정

숨이 멎을 듯한 움직임, 화려하게 펼쳐지는 다양한 댄스의 향연. 20년간 세계 50개국 1백80개 도시에서
흥행을 이어온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가 찾아옵니다. 세계 라틴 댄스와 볼룸 댄스 챔피언에 오른

* 매장 방문 시 VIP 클럽 스티커가 부착된 카드를 제시해주십시오.
*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춤의 여왕 페타 로비의 프로듀싱으로 국내에 선보이는 〈번더플로어〉는 정상급 댄서들로 이뤄진 막강한

디저트를 통한 새로운 경험과 미각의 즐거움, 특별한 행복을 신세계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더 완벽해진 구성과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음악을 접목한 매혹적인 무대에 여러분을

트리니티 라운지에서 즐겨보세요.
대상 등급

초대합니다.

트리니티

EVENT

일시 및 장소	6월 17일(월)~18일(화) 11시, 13시, 15시, 17시
본점 트리니티 라운지

추첨을 통해 댄스 뮤지컬

	6월 19일(수)~21일(금) 11시, 13시, 15시, 17시

〈번더플로어BURN THE FLOOR〉

강남 트리니티 라운지

티켓을 드립니다.

	6월 24일(월)~25일(화) 11시, 13시, 15시, 17시
대구 트리니티 라운지

대상 등급 블랙 이상

	6월 26일(수)~28일(금) 11시, 13시, 15시, 17시

공연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센텀시티 트리니티 라운지
인원

공연 일시 7
 월 3일(수) 20시, S석

1일 4팀(1팀당 4인 기준)

7월 4일(목) 20시, S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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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
 세계백화점 앱(APP)을

6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통해 응모 가능
응모 기간 6월 3일(월)~16일(일)

* 스페셜 메뉴는 상기 명시된 기간 중에만 예약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테이크아웃은 불가합니다.
* 선착순 예약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간에 늦거나 No-show의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라운지 이벤트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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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당첨 고객 20명(동반 1인 포함)은 6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뮤지컬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한
공연입니다.
©Vilebreq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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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앱(APP)에서 신청

응모 기간

6월 3일(월)~16일(일)

*상영 영화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 세부 정보는 이벤트 당첨 고객 안내와 함께 6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댄스 뮤지컬 〈번더플로어BURN THE FLOOR〉 오리지널 내한 공연

진행 기간 6월 3일(월)~8월 31일(토)

메가박스 하남 스타필드
응모 방법

상영 예정일 6월 22일(토)

MUSICAL

대상 등급 블랙 이상
혜택 1

블랙

상영 장소	메가박스 센트럴점, 메가박스 대구

신청해주십시오.

메종엠오Maison M.O를 이끌고 있는 오오츠카 테츠야는 피에르 에르메,

뻗어가는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전 세계 유일의 하이엔드 리조트 웨어 브랜드로 평가받는 빌브레퀸. 세계 최초의
패턴의 남녀 컬렉션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에서 선보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으기에 충분합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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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 E

PR IVATE INVITE

VIP ONLY CLASS . TALK CONCERT

BURBERRY . CHAUMET . BACCARAT & BERNARDAUD

VIP ONLY CLASS

TALK CONCERT

BURBERRY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

매력적인 쉼, 그 이야기

버버리 모노그램 프라이빗 뷰잉

대상 등급 블랙 이상(20세 이상 입장 가능)

버버리의 새로운 하우스 코드인 TB 모노그램을 활용한 ‘버버리 TB 모노그램 컬렉션’

신청 기간 6월 3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첫 번째 팝업 및 프라이빗 뷰잉에 고객님을 초청합니다. 버버리 크리에이티브 총괄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신청 기간 6월 3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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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책임자 리카르도 티시와 영국의 전설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피터 사빌이 함께 만든 TB

컨시어지 및 PSR

모노그램은 창립자 토머스 버버리의 이니셜 모티프 디자인으로, 그 자체로 버버리
브랜드를 상징합니다.
버버리 모노그램 팝업 스토어
일시 및 장소 6월 6일(목)~16일(일), 강남 1층
6월 13일(목)~23일(일), 센텀시티 1층

버버리 고객 초대회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6월 11일(화)~12일(수) 11시, 14시, 강남 3층 PSR
6월 18일(화)~19일(수) 11시, 14시, 센텀시티 2층 PSR

스파게티로 만나는 이탈리아 미식 여행

인원

세션별 5명(동반 1인 가능)

신청 기간

6월 3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알면 알수록 매혹적인 이탈리아 스파게티의 세계! 국내 1세대 이탈리아 유학파 셰프이자 〈수요미식회〉

CHAUMET

BACCAR AT& BERNARDAUD

등으로 잘 알려진 박찬일 셰프와 유머러스한 맛 여행을 떠나보세요.

쇼메 신상품 주얼리&워치 컬렉션

바카라&베르나르도

일시 6월 20일(목) 14시

장소 본점 PSR

시간이 멈춘 나라, 로맨틱 쿠바 여행

인원 10명(동반 포함)

낯선 여행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프랑스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바카라 크리스털과 베르나르도

여행자에게 쿠바의 일상, 여행 정보와 더불어

제품으로 즐기는 프랑스식 삶을 체험해보세요. 아름다운 소통과 테이블 세팅을

다양한 팁을 전합니다.

주제로 한 홈 문화 클래스와 특별한 티타임을 제공합니다.

일시 6월 29일(토) 13시 40분
장소 센텀시티 6층 아카데미 C강의실

바카라&베르나르도 고객 초대회

인원 20명(동반 포함)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6월 26일(수) 11시, 14시, 강남 3층 PSR

낭만과 자유의 남프랑스 여행

인원

세션별 5명(동반 1인 가능)

프랑스 남부 주요 10개 도시를 편리하게 이동하는

신청 기간

6월 3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방법을 알아보세요. 남프랑스의 볼거리와 먹을

신청 방법

VIP 고객센터(1644-8009) 또는 전점 컨시어지 및 PSR

거리는 물론, 파리 여행 노하우까지 안내합니다.
일시 6월 22일(토) 13시 40분
장소 센텀시티 6층 아카데미 C강의실
인원 20명(동반 포함)

여행 떠나기 전, 스마트폰 영상 촬영&편집
올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노하우를 배워

이태훈의 감성으로 소통하는 유럽 인문학 여행
유럽 대표 화가들의 다양한 일대기와 지금 이 순간,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의 메시지들.
유럽의 예술과 그들만의 인문학적 소양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일시 6월 21일(금) 14시

장소 센텀시티 PSR

인원 10명(동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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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년의 역사를 지닌 쇼메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과 탁월한 주얼리
메이킹 기법을 선보입니다. 쇼메의 브랜드 클래스를 통해 꿀벌, 수국 등
자연에서 영감받은 색상과 유려한 곡선의 주얼리 신상품을 만나보세요.
쇼메 고객 초대회
대상 등급

플래티넘 이상

일시 및 장소 6월 4일(화) 11시 30분, 14시, 16시, 대구 5층 PSR

소중한 여행의 기억을 간직해보세요.

6월 27일(목) 11시 30분, 14시, 16시, 센텀시티 2층 PSR

일시 6월 18일(화) 18시 50분

인원

세션별 4명(동반 1인 가능)

장소 강남 파미에스테이션 2층 아카데미 B강의실

신청 기간

6월 3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인원 20명(동반 포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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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ESTIGE

PARK HYATT BUSAN . HAEVICHI HOTEL JEJU

KALPAK

PARK HYATT BUSAN

THE STA R RY NIGHT

서머 얼리버드의 특별한 휴식, 파크 하얏트 부산
수많은 스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쏟아지는 곳, 어떤 곳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럭셔리함의 결정체,
가족과 함께 떠나는 호캉스에 제격인 파크 하얏트 부산의

말레이시아 포시즌스 랑카위와 발리 아만와나가 당신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빛냅니다.

스위트 서머 얼리버드 프로모션.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가장

혜택 플래티넘 이상 할인 적용

선호도가 높은 코너 스위트룸 ‘파크 이그제큐티브 마리나

(트리니티 및 다이아몬드 5%, 플래티넘 3% / KALPAK을 통한 예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스위트’에 다양한 혜택을 담아 신세계백화점 VIP 고객님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숨겨진 지상낙원,
대상 등급

다이아몬드 이상

완벽한 휴식 발리 모요섬 아만와나AMANWANA,

차감 포인트 50만 포인트

롬복해협을 마주한 아만킬라AMANKILA

예약 기간

6월 1일(토)~30일(일)

투숙 기간

6월 1일(토)~7월 21일(일)

혜택

·파크 이그제큐티브 마리나 스위트 1박

		

·조식 뷔페(2인)

이동하는 완벽한 낙원 ‘아만와나’가 그곳입니다. 정글이나 바다 등 유혹적인

아름다운 여행지, 발리 속 숨은 지상낙원. 발리 동쪽 롬복해협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있는 평화로운 언덕이라는 뜻의 ‘아만킬라’와 경비행기나 보트를 타고

		

·무료 발레 주차 서비스(1회, 1대)

뷰를 자랑하는 자연 친화적인 럭셔리 리조트이면서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사우나 무료 이용(2인)

보장하는 곳으로, 인공적인 손길이 닿지 않아 온전한 휴식과 함께

		

·웰컴 어메니티(과일, 레드 와인 1병) 제공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행복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예약 및 문의 051-990-1234
* 상기 이벤트는 사전 예약 필수이며, 객실 상황에 따라 일부 날짜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평화로운 섬 아만킬라 + 발리 모요섬 아만와나 자유 6일

출발일

매일

상품가

1인 4,210,000원~

일정

인천-발리(1)-모요아일랜드(2)-발리(1)-기내(1)-인천

중요 포함 사항	인천-발리 대한항공 직항 이코노미석 / 아만킬라 가든스위트
& 아만와나 정글 텐트 객실(2인 1실 기준) / 아만킬라 조식 2회

HAEVICHI HOTEL JEJU

아만와나 전식(주문식) / 발리공항 ↔ 모요섬 공항 왕복 국내선
& 보트

선물 같은 여유, 제주 해비치 호텔 바캉스 패키지

신세계 회원 특전 AMANWANA 마사지 60분 1회 무료 제공(약 12만원 상당)
문의

신세계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주 해비치 호텔 하노루에서
흑돼지 모둠 특선 및 사이드 디시 2종을 선사합니다.
대상 등급

안다만해의 여유,
자연의 소리로 가득한 포시즌스 랑카위FOUR SEASONS LANGKAWI

다이아몬드 이상

차감 포인트 50만 포인트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도시인에게 자연에서의 휴식은 늘 그리운

예약 기간

6월 1일(토)~30일(일)

투숙 기간

6월 1일(토)~7월 15일(월)

혜택

·호텔 이그제큐티브 오션뷰 1박

		

·섬모라 조식 뷔페(2인, 1회)

소리와 원숭이들이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는 도시의 삶을 완벽히 잊게 해주는

		

·사우나 무료 이용(2인, 1회)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윈터가든 수영장, 피트니스 무료 이용

		

·하노루 흑돼지 모둠 특선 및 사이드 디시 2종 제공(1회)

법입니다. 그래서인지 밀림으로 둘러싸인 랑카위는 최근 많은 이들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뜰 때면 풀숲 사이로 들려오는 선선한 바람

예약 및 문의 064-780-8000
* 상기 이벤트는 사전 예약 필수이며, 객실 상황에 따라 일부 날짜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말레이시아 포시즌스 랑카위Four Seasons Langkawi 자유 6일

출발일

매일

상품가

1인 2,505,200원

일정

인천-쿠알라룸푸르(1)-랑카위(3)-기내(1)-인천

중요 포함 사항	인천-쿠알라룸푸르 대한항공 직항 이코노미석 / 쿠알라룸푸르
포시즌스 1박 & 랑카위 포시즌스 3박(2인 1실 기준) / 전 일정
조식 공항 ↔ 호텔 단독 교통편(약 16만원 상당)
신세계 회원 특전 석식 1회(2인) 제공
문의

110

02-726-5706

111

02-726-5706

BRAND LIST

VIP PROGRAM

FASHION

SHINSEG AE CAR D
SHINSEGAE × SHINHAN CARD

SVIP

VIP

THE BOON SVIP
해외 여행, 출장 등 라이프스타일에 초첨을 맞춰 마일리지 혜택에 집중한 카드로
마일리지형(대한항공/아시아나)과 할인형 3종을 출시하며 전 세계 1천여 개
공항 라운지에 출입 가능한 PP카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 시, 프라이빗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며
명품 브랜드 구입 시에는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해 드립니다.
* 해당 브랜드 신세계백화점 APP 참고

THE BOON VIP
할인 한도, 전월 실적에 제한 없이 1% 청구 할인되는 카드로
주유 및 스타벅스 청구 할인 등 더욱 풍성한 혜택을 선보입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 시, 10만 프라이빗 포인트 추가 지급, 명품 브랜드
구입 시에는 마일리지를 더블로 적립해드립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 시, 프라이빗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며
명품 브랜드 구입 시에는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해 드립니다.
* 해당 브랜드 신세계백화점 AP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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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DER ACKERMANN

STL

GUERLAIN

KAMOME

by BOONTHESHOP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전점(광주 제외)

1064 STUDIO by MY BOON

분더샵 청담, 강남

의정부, 하남

HERA

KINGFISHER

마이분 SSG 청담, 본점, 강남

HELEN KAMINSKI

TASAKI

전점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센텀시티, 대구

강남, 센텀시티, 대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HOURGLASS

경기, 광주

ALEXANDER McQUEEN

HERMÈS

TOM FORD

강남

KOH-I-NOOR

by BOONTHESHOP

본점, 강남, 센텀시티

강남, 대구

LA MER

강남

분더샵 청담, 본점

HIGHCOLLAR by MY BOON

TOM FORD by BOONTHESHOP

센텀시티, 영등포

LG
전점(광주 제외)

ALEXANDER WANG

마이분 SSG 강남

분더샵 청담

LA PERVA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하남

JACQUEMUS by BOONTHESHOP

UNCOMMON MATTERS

분더샵 청담, 마이분 SSG 청담, 본점

ORAL-B

ALIGHIERI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강남, 센텀시티

by BOONTHESHOP

강남, 센텀시티, 대구

전점(광주 제외)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JAEGER-LECOULTRE

분더샵 청담

하남, 김해

OSULLOC

ARENA

대구

VALENTINO GARAVANI

LA PRAIRIE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전점

JIL SANDER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의정부, 광주

AUDEMARS PIGUET

강남

VETEMENTS

LANCÔME

PANASONIC

강남

LORO PIANA

by BOONTHESHOP MEN

전점

강남

BALLY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분더샵 청담

LAURA MERCIER

PHILIPS
전점(광주 제외)

강남, 김해, 충청

LOUIS VUITTON

VHERNIER by BOONTHESHOP

영등포

BILLABONG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분더샵 청담

MAC

PIAVE

본점, 강남, 센텀시티

경기, 광주

VILEBREQUIN

전점(마산 제외)

본점, 강남, 경기

BOONTHESHOP Collection

MAISON MARGIELA

강남

MAKE UP FOR EVER

RADIUS

분더샵 청담, 마이분 SSG 청담, 본점

by BOONTHESHOP

Y’S by BOONTHESHOP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의정부

강남

강남, 센텀시티, 대구

분더샵 청담, 센텀시티, 대구

분더샵 청담

하남, 김해, 충청

SODASTREAM

BOTTEGA VENETA

MATTIA CIELO

NARS

전점(경기, 하남, 충청 제외)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by BOONTHESHOP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SWISS CURADEN

의정부, 하남, 광주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BVLGARI

MICHAEL MICHAEL KORS

BEAUTY

경기, 하남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경기, 하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ACQUA DI PARMA

전점(영등포 제외)

CAROLINA BUCCI

MOUNSER by BOONTHESHOP

센텀시티

TOM FORD BEAUTY

대표전화 | 1588.1234

by BOONTHESHOP

분더샵 청담, 강남

AVEDA

강남, 대구

본점 | 02.310.1234

분더샵 청담

NEHERA by BOONTHESHOP

전점(마산 제외)

VIDIVICI

강남 | 02.3479.1234

CARTIER

분더샵 청담,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BANILA CO

전점(영등포, 경기, 충청 제외)

센텀시티 | 051.745.1234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PATEK PHILIPPE

센텀시티, 의정부, 김해

YSL BEAUTY

대구 | 053.661.1234

CHLOÉ by BOONTHESHOP

센텀시티

BENEFIT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 02.2639.1234

분더샵 청담

PHILIPP PLEIN

전점

영등포, 경기

경기 | 031.695.1234

CHROME HEARTS

본점, 강남, 센텀시티

BOBBI BROWN

YUNJAC

의정부 | 031.8082.1234

본점, 강남, 센텀시티

PROENZA SCHOULER

전점(마산, 김해 제외)

본점, 강남, 센텀시티

CONVERSE

강남

CHANEL

광주 | 062.360.1234

전점(영등포, 마산 제외)

RAY-BAN by LUXOTTICA

전점

마산 | 055.240.1234

SHISEIDO

LIVING

DAMIANI

본점, 강남, 센텀시티, 영등포, 경기

CHICOR

본점, 강남, 대구

의정부, 광주, 김해

플래그십 강남역, 타임스퀘어

DIESEL

ROGER VIVIER

대구동성로, 부산서면, 가로수길

ALACRIS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하남

by BOONTHESHOP

아이파크몰 용산, A&K홍대, 대전둔산

본점, 강남

DRIES VAN NOTEN

분더샵 청담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강남5F

APPLE by A STORE

본점, 강남, 센텀시티

ROKH by BOONTHESHOP

센텀시티4F, 센텀시티몰B2F, 대구, 경기

본점, 강남, 의정부, 광주, 충청

DRIES VAN NOTEN

분더샵 청담

광주, 충청, 인천, 스타필드 코엑스

BANG & OLUFSEN

by BOONTHESHOP MEN

ROLEX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 하남

강남, 센텀시티, 하남

분더샵 청담

본점,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광주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BREVILLE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ELLE

SAINT LAURENT

CLÉ DE PEAU BEAUTÉ

전점(본점, 대구, 광주 제외)

by ANTHONY VACCARELLO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CAPITANO1905

GABRIELA HEARST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DECORTÉ

본점, 강남, 영등포, 경기

by BOONTHESHOP

경기, 하남

본점, 강남, 대구

CARRIER

분더샵 청담

SOLID & STRIPED

DIOR

전점(광주 제외)

GIUSEPPE ZANOTTI

by BOONTHESHOP

전점

COOLSSHA

본점, 강남, 센텀시티

분더샵 청담

DIPTYQUE

전점(광주 제외)

GOYARD

SONIA RYKIEL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DYSON

강남

본점, 센텀시티

경기, 김해, 충청

전점

GUCCI

STELLA McCARTNEY

GIORGIO ARMANI

JAJU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영등포

강남

본점, 강남, 센텀시티, 대구, 광주

강남, 센텀시티, 대구, 경기, 마산

하남 | 031.8072.1234

김해 | 055.272.1234
충청 | 041.640.5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