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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Now

[SFW DAILY]는 헤라서울패션위크의
패션쇼 리뷰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데일리
뉴스페이퍼입니다. [SFW DAILY]는
서울패션위크 기간 중 패션쇼장 내부 좌석
및 외부 부스에 비치되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패션위크 공식
홈페이지(WWW.SEOULFASHIONWEEK.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서울디자인재단
발행인 서정협
기획 디자인경영단 패션팀
편집 두오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루돌프 스튜디오
영문번역 이동진
포토스튜디오 STUDIO B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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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DESIGN FOUNDATION
(우)100-889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신당동251-7) 유어스빌딩 5층
5F, U-US BUILDING, 22,
MAJANG-RO, JUNG-GU, SEOUL
100-889, KOREA
광고 및 편집 문의

T. 02-2256-7240
SFW@SEOULDESIG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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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제작 (유)케이피알

[SFW DAILY]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03

DAILY FASHION
DAY 5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포토월에서 뜨거운
플래시 세례를 받은 셀러브리티의 데일리 스타일.

1. 과 감한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체크 패턴 수트를 선택한
크로스진의 타쿠야(LANG&LU).
2. 반짝거리는 시퀸 크롭 톱과 미니스커트, 시크한 뱅 헤어로
사랑스러운 글램 룩을 완성한 레드벨벳의 슬기(FLEAMADONNA).
3. 페
 이턴트 소재의 레더 트렌치코트를 우아하게 소화한 소녀시대
서현(LOW CLASSIC).
4. 디테일이 돋보이는 카디건과 생지 데님 팬츠, 컬러풀한 스니커즈로

저작권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있습니다.
[SFW DAILY]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되므로 무단으로 복제, 전시,
배포, 대여, 전송,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에 의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남친룩을 선보인 모델 주우재(BEYOND CLOSET).
5. 봄
 과 잘 어울리는 파스텔 톤의 쉬폰 드레스에 레드 컬러 펌프스로
포인트를 준 배우 이영진(LOW CLASSIC).
6. 깔끔한 테일러링 코트와 프린트 셔츠로 세련된 댄디 룩을 연출한
동방신기의 유노윤호(BEYOND CLOSET).

공식 웹사이트

WWW.SEOULDESIGN.OR.KR

7. 귀여운 플로럴 자수 셔츠와 블랙 하이웨이스티드 와이드 팬츠로
사랑스러우면서도 시크한 룩을 완성한 모델 강승현

2018년 3월 25일 발행 VOL. 6

(MUNSOO KWON).
8. 화이트 테일러드 셔츠와 베이지 와이드 팬츠로 도회적인 룩을
완성한 배우 정소민(MUNSOO KWON).
HERA SEOUL FASHION WEE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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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스는 한솔제지 ‘뉴플러스 미색 80g/㎡’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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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LASSIC

Beyond Closet

‘I feel at home here — I feel quite — my skin feels close to the earth when I walk out into
the red hills as I did last night — my cat following along like a dog.’ 로우클래식의 디자이너
이명신이 보낸 초대장에는 오랜 시간 말린 꽃의 줄기가 편안한 주말 오후 같은 문장 아래 담겼다.
몽환적이고 나른한 꽃을 그린 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어록이다.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옷과 장신구가 컬렉션에 있었다. 살며시 드러난 검고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2008년 설립한 비욘드 클로젯이 벌써 11주년을 맞이한다. 고태용이 처음 서울 패션 신에
뛰어들었을 때, 젊은 남성복 디자이너들의 르네상스가 일었다. 프레피, 아메리칸 클래식,
스트리트웨어로 이어지는 다양한 흐름이 섞이며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다른
디자이너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패션위크와 작별을 고할 때, 비욘드 클로젯은 시대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며 자리를 지켰다. 때로는 자유분방한 나쁜 남자 같은 옷을 짓고,
스트리트웨어와 협업한 컬렉션도 선보였다. 여전히 비욘드 클로젯이 사랑받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한 유머와 재치가 옷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서울패션위크를 이끌어 가는 남성복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서 피날레
컬렉션에 걸맞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도 F/W 컬렉션에서 비욘드 클로젯은
남성들의 유니폼을 재해석했다. 하지만 오래된 군복과 엄격한 남성 복식을 복각하는
컬렉션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비욘드 클로젯의 방식이 아니다. 눈을 빼고 얼굴을 감싼
전투 모자, 거친 워크웨어에서 영감 얻은 파스텔톤 셔츠가 화려한 파티에 어울리는 보랏빛
턱시도와 같은 무대에 섰다. 아웃도어와 극한 스포츠 영향이 느껴지는 아노락 점퍼, 그리고
포근한 아가일 패턴 카디건과 로브는 각각의 복식이 지닌 시간과 장소를 조금씩 비틀었다.
회색과 와인색을 베이지와 함께 넣은 줄무늬 패딩 코트는 화려한 색의 옷깃이 이어진
트렌치코트와 만나 다소 복고적인 분위기도 연출했다. 고태용은 언제나 독자적이며
동시대적인 클래식을 제안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결국, ‘뷰티풀 비 피플; 유니폼 Beautiful
B People; Uniform’이라는 부제는 전형적인 유니폼을 전위적으로 바꾸는 시도는 아니다.
대신 오랜 세월 사람들이 받아들인 고유한 느낌과 특징을 지닌 채로, 격식과 규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변주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재미없는 인생에 던지는 세련된 도발입니다.”
거리에서 그 옷들을 걸치고 작은 일탈을 꿈꾸는 남성들에 의한, 남성들을 위한 무대였다.
에디터 l 홍석우(패션 저널리스트, <더 네이비 매거진> 에디터)

It’s already been 11 years since Beyond Closet was launched in 2008.
It was during the heyday of young talented men’s wear designers when
designer Ko Tae-yong began playing an active role in the Seoul’s fashion
scene. Although many brands bid farewell to Seoul Fashion Week for some
reason or another, Beyond Closet successfully strengthened its position,
steadily and cleverly adjusting itself to the changing trends. It sometimes made
its clothing for bad bohemian guys. Other times, it showcased collaboration
shows that embraced street wear style. One of the reasons why Beyond
Closet still maintains vitality and remains a popular fashion brand is that it
has a strong ability to absorb new trends as they are and ingeniously and
humorously reinterpret them. This season, Beyond Closet took the style of
men’s uniform up a notch. The runway show was an eccentric juxtaposition
of military caps that covered the entire face except eyes, rough work-wearinspired pastel-toned shirts and violet tuxedo suits.
Written by Hong Sukwoo
Fashion Journalist, <The NAVY Magazine> Editor

판초처럼 몸을 감싸는 우아한 울 코트를 걸친 모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버튼다운 셔츠의 기본
디자인을 해체하고 위치를 바꾼 상의가 뒤를 잇는다. 새침한 듯 뾰족한 옷깃에 광택이 흐르는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재킷도 눈에 띄었다. 아직 한참 남은 계절이 기다려지는 외투만큼 가죽
가방들은 아름다웠다. 초대장과 궤를 같이하는 PVC 비닐 소재 가방은 성별과는 무관하게 들고
싶었다. 봉제선을 하얗게 드러낸 검정 원피스, 그리고 실크 새틴 바지 위 거친 표면의 스웨터는
이국 어느 도시 여행자가 떠오르는 작고 귀여운 웨이스트 백과 어울렸다.
질끈 묶은 양가죽 갈색 트렌치코트, 통이 넓은 바지, 밑단을 입체 재단하여 풍성한 실루엣을
연출한 트레이닝 팬츠, 그리고 울 펠트 소재로 부드러움을 강조한 연한 올리브색 아노락 점퍼,
구조적인 실루엣의 스웨터와 가죽 소재 플리츠 스커트 룩으로 이어졌다. 이명신이 생각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그의 고객들이 친애하는 취향처럼 다양하다. 앙고라 울 소재의 체크무늬
수트와 셔츠를 조합하고, 래글런 어깨와 풍성한 소매로 지은 차분한 코트 시리즈는 로우클래식이
제안하는 새로 올 계절의 전령이었다. 컬렉션 안에서 본 몇몇 이미지를 스치듯 어딘가에서
보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컬렉션 무대 위에서 우아한 소재를 파악하여 디자인으로
살려내고 - 양가죽 재킷 위에 네모나고 정직한 셔츠 주머니와 단추를 단 느낌처럼 - 다시 재킷
앞섬에 부드러운 조직감을 넣어 과장한 실루엣이 전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능숙하게
뽑아내는 디자이너는 드물다. 이명신은 동시대 패션 디자이너 중 ‘엘레강스’, 즉 우아한 여성복을
대중에게 전파한다. 커다란 트렌치코트와 레인코트 시리즈는 큰 치수가 있다면 남자인 필자도
입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각각이 모두 다르면서도 통일감을 띠며, 고루하지 않고, 젊은이
부터 나이 든 숙녀까지 함께 입을 수 있다. 로우클래식이라는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점점 나이를
먹는 동안,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과 조금씩 성숙하는 정서를 고스란히 느꼈다.
에디터 l 홍석우(패션 저널리스트, <더 네이비 매거진> 에디터)

The show started with a mob of models wearing poncho-like big wool coats
and holding small black leather bags in their hands, followed by a series
of button-down-shirt-themed tops. The glossy oversized tailored jackets
were also eye-catching, while the leather bags were as beautiful as the
outers. And the black one-piece dresses, silk satin pants and rough-textured
sweaters ideally matched cute waist bags. What came next was a winning
mix of brown capeskin trench coats, wide-legged pants, training pants with
loose-fit silhouette, and olive wool felt anorak jumpers. The angora wool
check suits and shirts ideally matching calming coats with raglan shoulders
and loose-fit sleeves gorgeously signaled the advent of a new season.
Written by Hong Sukwoo
Fashion Journalist, <The NAVY Magazin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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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K
키옥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레용 리와 헤드 디자이너 코코 제이 리 자매가 만드는 컬렉션을
몇 시즌에 걸쳐 보았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이름 ‘강기옥’이 ‘키옥’으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해도 좋다.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과거의 향수에 머무는 패션 디자이너들도
있다. 하지만 키옥은 컬렉션장에 울려 퍼진 음악처럼 ‘고유한 태도’를 고수하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키옥의 정체성이자 시작과 끝인 데님 소재는 항상 컬렉션을
기다리며 궁금해지는 요소다. 트러커 재킷 허리선을 살려 데님 코르셋 디자인으로 완성한 상의를
짓고, 단아하고 귀여운 후드 리본 장식을 단 버튼다운 셔츠에는 바지 주머니를 밖으로 내고
펄럭이는 실루엣이 복고적인 청바지를 스타일링한다. 체크무늬 재킷과 데님 재킷을 위 아래로
결합하거나, 한껏 추어올린 청바지 허리춤에 가느다란 실루엣의 회색 바지를 덧대는 식으로
완급을 조절한다. 성격이 뚜렷한 소재를 브랜드 일부로 삼으면서도, 결과물이 구태의연하지 않고
바로 거리에서 입고 다니기 좋은 일상복의 범주에 든다. 키옥의 지난 컬렉션을 복기하면, 펼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상업적인 요소를 덜어낸 듯한 시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컬렉션은
둘의 균형을 탁월하게 유지하며 쇼를 보는 관객이자 옷을 입는 소비자 관점 모두 만족할 스타일이
많았다. 가장자리를 고스란히 드러낸 플레어 데님 청바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사랑받을

LANG&LU

R.SHEMISTE

랭앤루는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으로 가득한 공주의 화장대를 연상케 하는 레이블이다. 예쁜 옷을

2013년에 데뷔한 알쉬미스트의 듀오 디자이너 원지연과 이주호는 20대인 그들의 나이에 지극히

좋아하는 본능을 향해 곁눈질하지 않고 질주하며 론칭 5년 만에 화려한 프린트의 저지 드레스와

어울리는 주제 - 데님을 비롯하여 캐주얼한 티셔츠, 체크 셔츠 등 - 를 다룬다. 하지만 그 태도는

에코 퍼 재킷으로 확실히 각인되었다. SNS에서도 이미 스타인 듀오 디자이너 박민선, 변혜정은

철학자와 같이 진지하고 파괴, 해체, 재조합을 통한 창조의 방식은 날로 근사하게 진화하고 있다.

헤라서울패션위크에서 첫 컬렉션에 도전하며 더욱 진화하고자 했다. 그들은 첫 컬렉션에서 저지

올 시즌 알쉬미스트를 요약하자면 ‘스트리트와 쿠튀르의 만남’. 밀리터리 스타일과 히잡 디테일의

드레스나 에코 퍼 같은 브랜드의 키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덜어내고 핑크, 퍼플, 레드 컬러와 하트,

믹스는 어느 보도 사진에서 본 꽃을 단 탱크 만큼이나 묘하고 감동적이다. 디자이너 이주호는

도트, 애니멀, 무지개 프린트 등으로 랭앤루 고유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컬렉션의

어린 시절에 즐겨보았던 영화를 언급했다.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어렸을

테마는 ‘첫사랑’. 화이트, 레드 컬러의 도트 프린트 미니 원피스로 시작한 컬렉션은 과장된

땐 단순히 오락적인 이유로 봤는데, 다시 보니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총, 칼을 겨눈다는 것이

실루엣의 파워 숄더, 러플, 글리터링, 시스루 등의 요소를 듬뿍 담아냈다. 1980년대 레트로

시대 상황을 정말 잘 비유한 것 같아요.” 이처럼 이주호가 화두를 던져서 컬렉션의 아이디어를

스타일을 랭앤루만의 방식으로 사랑스럽고 위트있게 해석한 것. 이런 옷을 입은 여자를 어찌

제공하면, 이를 원지현이 디자인과 테크닉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듀오 디자이너는 작업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 시즌에는 여러 겹 레이어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아이템이다. 데님과 울을 반씩 섞은 재킷과 치마 또한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여성들, 특히

랭앤루의 또 하나의 힘은 그들을 지지하는 ‘패밀리’이다. 랭앤루의 뮤즈나 다름없는 개그우먼

키옥의 컬렉션을 꾸준히 본 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넉넉한 치수에 후드 모자 지퍼가

박나래는 룩 하나하나에 크게 감탄하며 컬렉션을 감상했고, 프론트 로에 앉은 여배우들 또한

얼굴 전체를 감싸도록 디자인한 올리브색 패딩 재킷은 남성복으로도 나와주었으면 한다. 곧이어

뭘 입을까 생각하는 듯 강렬한 눈빛을 쏘았다. 백스테이지를 찾은 디자이너의 지인들은 무엇이

찰랑대는 핑크색 재봉선을 납작한 인형 옷처럼 재단한 회색 수트와 검정 코트 위에 넣은 컬렉션

랭앤루 스타일인지를 몸소 보여주며 그들의 축제를 즐겼다. 아마도 두 번째 컬렉션에서는 이번

마지막 두 벌의 옷이 쇼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키옥의 컬렉션을 정의할 때,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시즌에 선보인 시스루 스커트, 새틴 블라우스, 글리터링 미니 스커트를 입은 ‘랭앤루 걸’의 물결을

크레용 리와 코코 제이 리가 만든 옷은 분명히 이 시대 젊은 여성들을 위한 감각을 담았다. 하지만

또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다른 일부는, 그저 옷을 좋아하고 패션을 사랑하는 이들이 지었다는 기분이 충만하다. 시대 흐름과

에디터 l 명수진(패션 칼럼니스트)

고유한 전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동시대 여성복이었다.
에디터 l 홍석우(패션 저널리스트, <더 네이비 매거진> 에디터)

The flare denim jeans were gorgeous enough to become a must-have item
from spring to fall, while the half-denim and half-wool jackets and skirts were
equally captivating. Why we don’t see a men’s version of the loose-fit olive
padded jackets with their hoods covering the entire face? The show was
ended with an impressive mix of grey suits with interesting pink stitch lines
and black coats. What word can ideally define the Kiok collection? Surely,
the garments by crayon Lee and Coco J. Lee superbly mirror contemporary
women’s tastes and style sensibilities. In a nutshell, the show wonderfully
straddles the boundary between tradition and contemporary.
Written by Hong Sukwoo
Fashion Journalist, <The NAVY Magazine> Editor

Well-known for its jersey dresses with posh prints and eco fur jackets,
LANG&LU evokes an image of a princess’s dressing table packed with cute
and pretty items, In the fifth year since its launching, LANG&LU by social
media star designers Park Min-sun and Byun Hye-jung showcased its first
HERA Seoul Fashion Week collection. This season, instead of showing its
trademark jersey dresses or eco fur, the brand focused on strengthening
its own style image by using a buoyant hybrid of such vivid colors as pink,
purple and red, and heart, dot, animal and rainbow-themed prints. The
collection theme was ‘First Love.’ Opened with mini one-piece dresses with
white and red dot prints, the show displayed a winning mix of style elements
including power shoulders with exaggerated silhouette, ruffles, glittering
and see-through.
Written by Myeong Soo-jin
Fashion columnist

위해서 테크니컬적으로 많은 도전을 해야 했다. 데님과 울을 믹스한 코트는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완성했고, 두 개를 이어붙여 백팩을 맨 것처럼 보이는 데님 재킷, 스카프가 부착된 것처럼
보이는 면 티셔츠는 이미 바이어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무척이나 컨셉추얼한 컬렉션을
선보였으면서도 알쉬미스트의 시그니처인 디스트로이드 데님과 트러커 재킷을 비롯하여 여러
겹으로 레이어링된 체크 패턴의 셔츠 원피스 등은 충분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에디터 l 명수진(패션 칼럼니스트)

Since their debut in 2013, designers Won Ji-yeon and Lee Joo-ho of
R.SHEMISTE has mainly focused on 20-something’s denims, casual T-shirts
and check shirts perfectly matching their ages. Their attitude toward fashion
and style, however, continues to evolve thanks to their creative way of
destruction,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his season, R.SHEMISTE
featured a captivating combination of ‘street’ and ‘couture’ through its
runway show. Designer Lee Joo-ho said, “I saw the movie ‘Battle Royal’ many
times. As a child, I thought it’s just funny. But now I think the film superbly
depicts our life where we cannot help attacking others solely to survive.”
The show was a rich tapestry of denim-and-wool coats, denim jackets akin
to backpacks and cotton T-shirts, while their signature destroyed denims,
trucker jackets and check-patterned shirt one-piece dresses were gorgeous
enough to attract numerous fashion buffs.
Written by Myeong Soo-jin
Fashion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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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Review

Hera Seoul Fashion Week

FLEAMADONNA

MUNSOO KWON

디자이너 김지은이 이끄는 ‘프리마돈나’가 어느덧 11주년을 맞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컬렉션은

문수권 하면 떠오르는 유연하고 젊은 감각의 테일러링, 남성복의 정수를 담고 있으면서도

10년을 그 누구보다 뜨겁고 촘촘하게 보낸 디자이너가 여태까지의 컬렉션을 한 번 되짚어보고,

재치를 담아낸 실루엣, 그의 무대를 오래 본 팬들이라면 알 수 있는 특별한 디테일은 온전했다.

그중 가장 ‘프리마돈나스러운’ 것들을 끄집어 재구성한 뒤 무대에 다시 올린 느낌이 다분했다.

하지만 이번 컬렉션은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다.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요소를 넣되,

그렇다고 지루했다는 뜻은 아니다. ‘밀리터리’라는 새로운 주제를 첨가했기 때문인데,

기존 장점과 대립하는 대신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섞었다. 2018년도 가을/겨울 컬렉션의

이 모티브에는 디자이너 김지은이 그간 패션 필드에서 일하며 고민했을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

시작은 문수권 특유의 테일러링 수트를 덮은 아웃도어 스타일 마운틴 재킷이었다. 겹 여밈 빅

깃들어 있어 더욱 뜻 깊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시즌이 지나면 버려지는 아이디어의 소모,

숄더 테일러드 재킷과 파란 후드 파카의 조합, 옷깃을 평평하고 딱딱하게 만든 커다란 코트와

트렌드와 멀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제품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연보라색 트레이닝 수트가 ‘문수권 세컨드 MSKN2ND’에서 빌린 화려한 스웨트 셔츠와 웨이스트

고민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번 컬렉션은

백,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인 짧은 패딩 점퍼로 만나 조화를 이뤘다. 디자이너가 가을과 겨울의

‘Reformation’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무대에 올랐고, 재조합을 거친 아이템은 새로운 생명력을

색상으로 잡은 보라색과 연분홍색 변주들은 특히 흥미로웠다. 몇몇 오버사이즈드 외투 중 특히

얻어 무대에 오른 것이다. 밀리터리 모티브는 카키, 블랙 등의 차분한 컬러 팔레트,

핀스트라이프 오버사이즈 수트는 마치 운동복을 비슷한 감각으로, 격식 차리지 않은 자리에서도

‘깔깔이’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법한 퀼팅 디테일의 아우터, 카무플라주 등으로 표현됐고,

편한 스타일링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나풀거리는 와이드 팬츠들이 서정적인 느낌이었지만,

여기에 실키하고 드레시한 아이템을 매치해 볼륨감 있는 아우터와 대조를 이뤘다. 군데군데 섞인

지금껏 단정해 보였던 문수권 소년들과 달리 허리춤에 매듭지은 붉은 새틴 셔츠를 풀어헤치고

블랙 데님과 반짝이던 비즈 장식, 의외성이 다분한 비비드 컬러들(옐로, 블루, 민트), 또 빈티지

가슴을 드러내며 관능적인 남성미를 뽐냈다. 쇼 끄트머리, 문수권의 시그니처 아이템 ‘롱 카디건’

패턴이 제멋대로 믹스된 아이템에서 프리마돈나 만의 자유로운 감수성이 느껴졌으며, 이는

과 함께한 붉은 타탄 체크 트렌치코트는 묘하게 동양 혹은 서울의 옷처럼 느껴졌다. 이번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며 얻은 영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소 터프한 소재인

컬렉션은 전반적으로 문수권의 강점인 테일러링과 스포츠 웨어의 만남이었으나, 그 활동성이

‘밀리터리’와 긍정의 느낌이 다분한 ‘캘리포니아’라는 상반된 아이디어는 ‘김지은’이라는 필터를

진중한 남성복을 잠식하지 않았다. 새로 나온 아이템들은 지금껏 이 브랜드를 기대한 사람들에게

거쳐 가장 ‘프리마돈나’다운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고, 쇼의 앞줄을 차지한 수많은 셀러브리티들은

신선함을 주었다. 메인 레이블보다 실용적인 데일리웨어를 다루는 세컨드 레이블의 긍정적인

분명 이 컬렉션의 모든 아이템을 탐낼 것이 분명해 보였다. 어쨌든 그녀의 쇼는 늘 해피엔딩이다.

상호작용일까. 유행과 흐름, 그리고 상업성과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다시 한 걸음 전진한

에디터 l 오주연(프리랜스 패션 에디터)

남성복을 보았다.
에디터 l 홍석우(패션 저널리스트, <더 네이비 매거진> 에디터)

It’s been eleven years since Fleamadonna by designer Kim Ji-eun began
presenting its fabulous style items. Her collection for this season showcased
the essence of Fleamadonna. It was far from boring, though, because of
the new theme of military. Under the title of ‘Reformation,’ she brilliantly
displayed a vital reconstruction of style items. The quilt-detailed outers
fashioned a dramatic transformation into the military motif with the help of
a calming color palette that included khaki and black, while a series of silky
and dressy items were in an interesting contrast with lavish outers. The black
denims, glittering bead details, vintage patterns and such unexpected vivid
colors as yellow, blue and mint superbly mirrored the brand’s free-wheeling
and unconventional style identity.
Written by Oh Ju Yeon
Freelance Fashion Editor

The runway show of Munsoo Kwon began with an outdoor mountain jacket
with the brand’s trademark tailored suit layered over it. And what came
up next was a beguiling combination of big-shoulder tailored jackets, blue
hooded parkas, big coats with flat and stiff collars, and light purple training
suits, all of which were in an ideal match with lavish sweat shirts, waist bags
and short padded jumpers. Particularly interesting was the witty variation
of violet and light pink colors that the designer selected for the season. The
pinstripe oversized suits looked very wearable and suitable for everyday
life. The fluttering wide pants conveyed some idyllic vibe, but, unlike usual
Munsoo Kwon’s neat and dandy boys, they exuded a sexy and masculine
beauty.
Written by Hong Sukwoo
Fashion Journalist, <The NAVY Magazin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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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Fashion

2018 F/W
HERA SEOUL FASHION WEEK

WALKING INTO
THE RUNWAY
지난 한 주 패션 피플들의 열기로 가득찼던
DDP 현장에서 만난 패셔니스타의 스트리트 룩.
PHOTOGRAPHER 이수현(Lee Soohyun) | Mol Studio

Hera Seoul Fash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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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stage Beauty

Hera Seoul Fashion Week

Hera Seoul Fash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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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stage Beauty

LOW CLASSIC

HERA 2018 F/W

MAKEUP CHARTS

CONCEPT
이번 시즌 로우클래식은 말린 장미 빛의 브라운과 그레이, 머스터드 컬러 등 온통 가을빛으로 물든 컬렉션을 선보였다.

프리마돈나와 로우클래식이 전하는 2018 F/W 뷰티 트렌드 키워드.

메이크업 룩 또한 옷의 컬러와 닮은 뉴트럴 톤의 담백한 음영 메이크업이 인상적이었다.

FACE

FLEAMADONNA

트루 웨어 파운데이션으로 가벼우면서도 결점 없는 화사한 피부로 정돈한 뒤, 블랙 쿠션을 사용해 보송한 마무리감을
완성한다. 페이스 디자이닝 브론저로 음영감을 살려주어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준다.

CONCEPT

EYE

이번 시즌 프리마돈나는 ‘밀리터리’를 모티브로 카키, 블랙 등 차분한 컬러 팔레트와 대조되는 실크, 벨벳의 드레시한

이번 메이크업 룩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브로우 메이크업. 뷰러를 이용해 속눈썹을 바짝 컬링한 뒤 리치 컬링

소재들을 한데 아우르는 컬렉션을 완성했다. 프리마돈나의 메이크업 룩은 깨끗한 베이스에 최소한의 음영감과 컬러만을

마스카라를 덧칠해 풍성한 속눈썹을 완성한 것. 브론저 & 브라우 팩트의 다크 브라운 컬러를 믹스해 눈두덩부터

선보인 누드 톤 메이크업에 집중해 프리마돈나 특유의 자유로운 감수성을 부각시켰다.

언더라인까지 음영을 주면서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준다.
LIP

FACE

블랙 쿠션으로 입술을 살짝 터치해 매트하게 만든 후, 루즈 홀릭 매트 430호 유콜잇섹시 또는 루즈 홀릭 샤인 432호

블랙 쿠션으로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 표현에 집중한다. 아이 브라이트너로 하이라이트 존과 눈가,

스튜디오 베이지 컬러로 마무리한다.

콧망울을 살짝 터치해 화사하게 음영감을 살린다.
EYE
아이브로우는 자연스럽게 빗어주고 빈 부분은 아이브로우 디자이너 오토 펜슬로 메워준다.
눈가에 은은한 윤기와 음영감을 주기 위해 센슈얼 립 세럼 글로우로 눈두덩과 언더까지 가볍게 덧발라준다.
LIP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루즈 홀릭 크림 102호 핑크인헤븐을 입술 안쪽부터 꼼꼼하게 메우듯 발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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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라 루즈 홀릭 매트 ㅣ 용량: 3g ㅣ 가격: 3만 7천 원 ㅣ 색상: 430호 유콜잇섹시
강렬하고 매혹적인 컬러가 선명하고 얇게 밀착되어 탁월한 발색력과 지속력을 자랑하는 컴포터블 매트 립스틱
5

1. 헤라 블랙 쿠션 ㅣ 용량: 15g × 2 ㅣ 가격: 5만 5천 원 ㅣ 색상: 21호 바닐라
하루 종일 화사한 메이크업 효과를 유지해주는 산뜻하고 편안한 메이크업 쿠션 파운데이션
2. 헤라 아이브로우 디자이너 오토 펜슬 ㅣ 용량: 41.4mm ㅣ 가격: 5만 5천 원 ㅣ 색상: 33호 브라운
부드럽게 그려지는 강한 지속력의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5

3. 헤라 루즈 홀릭 크림 ㅣ 용량: 3g ㅣ 가격: 3만 7천 원 ㅣ 색상: 102호 핑크인헤븐

2. 헤라 아이브로우 디자이너 팩트 ㅣ 용량: 4g ㅣ 가격: 3만 8천 원 ㅣ 색상: 01호 그레이
깔끔하고 또렷한 눈썹 표현이 오래 지속되는 아이브로우 전용 파우더 팩트와 음영감 있는 눈매 연출을 위한
하이라이터로 구성
3. 헤라 페이스 디자이닝 브론저 ㅣ 용량: 10g ㅣ 가격: 4만 5천 원 ㅣ 색상: 01호 퓨어 베이지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음영 효과로 입체감 있는 얼굴을 디자인하는 쉐이딩 팩트
4. 헤라 시크릿 파티 컬렉션 리치 컬링 마스카라 ㅣ 용량: 6g ㅣ 가격: 3만 5천 원대 ㅣ 색상: 79호 래쉬 블랙

맑고 선명한 컬러, 부드러운 텍스처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입술을 지켜주는 립스틱

슬림한 커브형 브러시가 속눈썹 뿌리부터 섬세하고 힘있게 잡아 주는 컬링 마스카라

4. 헤라 아이 브라이트너 ㅣ 용량: 2.5ml ㅣ 가격: 3만 5천 원 ㅣ 색상: 01호 퓨어 베이지

5. 헤라 루즈 홀릭 샤인 ㅣ 용량: 3g ㅣ 가격: 3만 7천원 ㅣ 색상: 432호 스튜디오 베이지

칙칙한 피부톤을 화사하게 가꾸어주는 아이 브라이트너
5. 헤라 센슈얼 립 세럼 글로우 ㅣ 용량: 3.2g ㅣ 가격: 3만 5천 원 ㅣ 색상: 01호 러브 블라썸
미끄러지듯 발리며 촉촉하게 입술을 지켜주는 수분 광채 컬러 립밤

생동감 있는 컬러와 반짝이는 윤기로 볼륨감 있는 입술을 완성하는 샤인 립스틱
6. 헤라 트루 웨어 파운데이션 ㅣ 용량:30ml ㅣ 가격: 6만 6천 원 ㅣ 색상: 21호 바닐라
결점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시켜주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