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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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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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Spotlight
2019 S/S 헤라서울패션위크에서 포착된 패셔니스타들의 다채로운 포토월 룩.

인쇄·제작 (유)케이피알

1. 테일러드 칼라에 실크가 믹스된 블랙 롱 코트를 선택한 모델 박지혜
(ORDINARY PEOPLE).
2. 파격적인 그래픽 프린트 테일러드 재킷을 단정한 블랙 톤의 이너와
매치한 배우 여외현(GREEDILOUS).
3. 실키한 셔츠와 반짝이는 스키니 가죽 팬츠로 시크한 파리지앵 룩을
완성한 배우 박시연(BEYOND CLOSET).

[SFW DAILY]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4. 담담한 듯, 담백한 베이지 컬러의 코튼 수트를 재치있게 연출한

저작권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있습니다.

[SFW DAILY]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빅스의 라비(UL:KIN).

에 의해 보호되므로 무단으로 복제, 전시,
배포, 대여, 전송,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에 의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유니크하고, 아이코닉한 나비 패턴의 롱드레스를 자신의 캐릭터처럼
사랑스럽고 귀엽게 소화한 배우 하연수(CHARM’S).
6. 브라운과 블루, 투톤 컬러의 코트 룩에 애시드한 네온 컬러 니트로
포인트를 준 래퍼 로꼬(ORDINARY PEOPLE).

공식 웹사이트

WWW.SEOULDESIGN.OR.KR

7. 위트 있는 패턴 재킷에 티셔츠와 팬츠는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통일해 깔끔하게 마무리한 가수 정진운(CHARM’S).

2018년 10월 21일 발행 VOL. 6

8. 클래식한 하운즈투스 블레이저와 블랙으로 통일한 상,하의 연출로
세련된 프레피 룩을 선보인 배우 이종석(BEYOND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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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Hera Seoul Fashion Week

BEYOND CLOSET
체크 무늬 소재를 비롯하여, 브랜드를 조금 더 ‘클래식’, 즉 현대의 고전이 된 전설적인 패션
레이블들이 행한 요소들을 조금씩 더 추가한다는 점도 인상 깊다. 가죽 명찰에 로고를 음각한
셔츠와 화려한 악어가죽 패턴 발시티 재킷, 치렁치렁한 실루엣이지만 금장 단추를 달아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맵시 있을 겹 여밈 긴 코트가 그랬다. 커다란 삼각 옷깃 안에 드러난 복고풍 검정
코트에 두른 진한 분홍색 벨트와 탄탄한 근육질의 남성 모델이 입은 검정 피케 셔츠와 잘 빠진
청바지처럼 도회적인 분위기 역시 놓치지 않았다.
런웨이 무대 앞자리에서는 옷의 앞뒤 디테일, 겉에 보이는 품질과 자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에 몇 없던 ‘젊은 남성복 디자이너’로 출발한 고태용은 이제 어엿한 서울의 ‘베테랑 남성복
디자이너’가 되었다. 인디밴드 ‘잔나비’가 부른 서정적인 곡, ‘서머(Summer)’가 깔리면서,
곡의 부제 -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 와 어울리는 소년과 청년들이 차분히,
나긋나긋한 걸음으로 챙을 변형한 파나마 모자를 쓴 채 무대 뒤를 향했다. 까만 블레이저를 입고
차분하게 머리카락을 내린 디자이너가 ‘V’자를 손으로 그리며 무대 뒤로 다시 들어갈 때는 묘한
컬렉션의 주제는 ‘Vibe; Vacation in Berlin’이었다. 고태용은 새로운 영감과 컬렉션을 위해

감흥이 일었다. 고태용은 이제 20대 청년이 아니다. 비욘드클로젯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떠난 베를린에서 휴가의 모호함과 함께 업무와 여가 사이의 허물어진 경계를 경험하며 디지털

‘동시대’를 넘어선 ‘클래식’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노마드의 삶에 주목했다. 2019 S/S 비욘드클로젯의 스토리는 여전히 철없는 시절에 머물면서
실은 한껏 자란 남자의 여름 휴가에 관한 이야기다. 브랜드 초기부터 함께한 절친한 친구이자
뮤즈인 김원중이 첫 타자로 나서면서, 세련되게 정제한 남성복이 하나둘 무대를 장식했다. 은은한
상아색 바지와 ‘B’ 로고 플레이를 굵직한 자수로 새긴 셔츠를 입은 모델 뒤, 특유의 ‘강아지’ 스웨터에 스카프를 두른 강아지의 얼굴을 새긴 - 스웨터를 입은 모델이 뒤를 이었다. 2019 S/S
시즌 비욘드클로젯은 수년째 이어지는 스트리트 웨어 흐름을 잠시 뒤로 하고, 고태용식 트렌드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방수 소재를 사용하여 봄과 여름뿐 아니라 가을에도 충분한 스웨트
팬츠에 밑단을 수평으로 자르고 보통 테일러드 재킷보다 여러 개의 단추를 단 회색 블레이저에
매칭은 특히 흥미로웠다. 남성복을 관능적으로 보여주면서도 특유의 ‘소년’ 이미지를 놓지 않는
브랜드답게, 베레모부터 모노그램을 넣은 힙색과 블루종, 그리고 통 넓은 치노에 커다랗게 새긴
‘B’ 자수가 어울렸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여성복도 비욘드클로젯 컬렉션에서 빼놓을 수 없다. 남성복에 기반을 두고
남성 디자이너가 짓는 여성복은 고태용의 뿌리에 있는 ‘아이비리그’와 ‘아메리칸 스포츠웨어’의
공식을 따른다. 재킷 안의 흑색 후드 파카는 새초롬한 대학교 새내기가 입었을 법하다. 하지만
소년과 소녀 중간 즈음 있는 스타일링 덕분에 모범생의 감각은 아니다. 놀기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할 것 같은 숙녀가 된다.

에디터 l 홍석우(패션 저널리스트, <더 네이비 매거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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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12

공부는 잘하지만, 딱히 매력은 없는 모범생 같았달까? 하지만 2016년 뉴욕, 2017년 밀라노에서

패션에는 다양한 스타일과 취향, 또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그렇게 산발해

컬렉션을 선보인 뒤, 어느 정도 힘을 덜어내는 방법을 터득한 장형철은 2019 S/S 시즌을 통해

있는 여러 스타일을 카테고리화 해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패션계와

지난 컬렉션의 반복적인 변형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한 듯 보인다.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나

미디어,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해 온 모습이다. 하지만 ‘비앤비트웰브(BNB12)’는 그런 트렌드라

자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 됐든 그가 컬렉션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긍정적으로

불리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자신만의 세계관을 펼치는 브랜드다. 이번 컬렉션에도 그 방향은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선데이펀데이’(Sunday Funday)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컬렉션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존 오디너리피플이 고수하던 박시한 실루엣과 특유의 테일러링 요소는 유지하되, 여기에
스포티한 터치를 가미해 한결 가볍고 경쾌해진 컬렉션을 완성시켰다. 또 톤다운된 퍼플과 카키,
오렌지 등의 세련된 컬러 조합도 눈길을 끌었고, 레이싱 쇼츠와 가죽의 믹스 매치도 신선했다.
저지 소재의 아이코닉한 트랙 수트는 재킷의 절개 요소로 쓰이거나, 잘 재단된 가죽 팬츠에

P
A
G
E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불나방과 함께 춤을’. 무대 중앙에는 ‘춤’이라는 한글을 흘림체로 반복해
써서, 마치 패턴처럼 표현한 연출이 시선을 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는 의상에 프린트돼
런웨이에 올랐다. 또 민간 신앙 중 하나인 ‘도깨비’ 모티브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띄었다.

패치워크처럼 쓰이며, 전체적으로 컬렉션을 가볍게 환기 시켰다. 로맨틱한 자카드 소재의 남녀

런웨이는 엄정화, 듀스, 김건모 등 90년대 대중가요를 어떤 장치 없이 그대로 선곡 리스트에

슈트 베리에이션도 과감한 도전 중 하나였으며, 컬렉션 중간 중간 무심코 던지는 ‘젠더리스’

올려 마치 한때 유행했던 ‘밤과 음악사이’에 와 있는 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였고, 의상은

화두 또한 흥미로웠다. 특히 제멋대로 언밸런스하게 재단된 셔츠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어른의 옷과 그대로 리사이징된 아이들의 옷이 번갈아 나왔다. 한복을 변형하기도 하고, 서양식

이번 시즌 장형철의 심경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한 키 아이템이 아닐까 싶다. 과장된 숄더와

드레스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어떤 옷은 갑자기 미니멀하기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잘록한 허리, 깡총한 웨이스트 라인의 아워글라스 실루엣 재킷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싶었던 것일까? 솔직히 ‘컬렉션’이나 ‘이번 시즌’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무드나 스타일링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으며, 글로시한 소재의 아이템과 반짝이는 주얼리는 작은 요소지만, 군데군데

물론, 컬러, 소재 등 어디서도 이렇다 할 통일감은 찾을 수 없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입을

쇼(Show)적인 힘을 불어넣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했다. 그동안 심각하고 마냥 착했던 컬렉션은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만든 옷은 결국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약간의 ‘나쁨’을 얻고, 한결 흥미롭게 변모했다. 이제서야 디자이너 장형철이 말하고자 했던

에디터 l 오주연(프리랜스 패션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보통 사람의 특별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The collection theme of designer Ko Tae-yong was “Vibe.” The show began
with his best friend and muse Kim Won-joong who soon was followed by a
group of male models wearing refined and stylish men’s wear items. Then,
the runway was overflowing with muted ivory pants, shirts with big ‘B’ logos,
sweaters with impressive puppy prints. For spring/summer 2019, designer
Ko Tae-yong seemed determined to display his own style identity, instead of
aimlessly chasing recent street wear trends. Particularly interesting were the
sweat pants looking suitable for autumn as well as spring and summer, and
the multi-buttoned grey blazers.
Women’s wear also added verve to the show. His ladies’ wear items conform
to the formality of Ivy League and American sportwear.
Written by Hong Sukwoo
Fashion Journalist, <The NAVY Magazine> Editor

에디터 l 오주연(프리랜스 패션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It has already been five years since designer Jang Hyeong-cheol of
ORDINARY PEOPLE made his debut to Seoul Fashion Week in fall/
winter 2013. He has so far presented more than ten runway shows, most of
which can be said well-prepared and, to be honest, commercially safe. This
season, however, he seemed to successfully depart from his usual routine.
Under the theme, “Sunday Funday,” the designer completed a lighter and
more cheerful collection while maintain his boxy silhouette and distinctive
tailoring. The color blend of toned-down purple khaki and orange was also
catching the views’ eye, while the mix and match between lacing shorts and
leather was pleasantly refreshing. In particular, the repeated appearance of
unbalanced shirts was fit to be called his key item for this season.
Written by Oh Joo-yeon
Freelance Fashion Editor and Stylist

Instead of aimlessly following the current of the moment, BNB12 pursues
its own distinctive style. Its collection for spring/summer 2019 was not an
exception.
BNB12 chose ‘Dance with A Tiger Moth’ as the collection theme.
With popular 90s’ songs filling the air including those of Uhm Jung-hwa,
Deux and Kim Gun-mo, the show began with an alternating display of adults’
and kids’ clothing items. Some were transformed from hanboks, while others
were akin to European dresses or gorgeously minimal.
Written by Oh Joo-yeon
Freelance Fashion Editor and St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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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 &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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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KIN

듀이듀이는 김진영, 이수영 듀오 디자이너가 2014년에 론칭한 브랜드로 이번이

랭앤루는 론칭 6년 차의 아직은 신생 브랜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중적 인지도와

그리디어스의 디자이너 박윤희는 자신이 잘 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브랜드를 통해

전반적으로 복고풍 색상과 디테일이다. 무릎까지 오는 스웨이드 재킷과 금속 쇠사슬 무늬

서울패션위크에서의 첫 무대이다. 듀오 디자이너는 ‘지구 속 숨겨진 미지의 세계(The Mysterious

상업적 성공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듀오 디자이너 박민선과 변혜정의 영민함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 뚜렷하게 알고 있는 디자이너다. 그리디어스의 시그니처라 할 만한

수영복, 재구축한 비대칭 셔츠와 양면이 대비하는 멜빵 바지가 얼킨의 2019 S/S 컬렉션 무대에

World in the Earth)’를 테마로 지구 속이 비어 있으며 그 안에 아름다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펀더랜드(Funderland, Fun+Wonderland)’라는 테마의 이번 컬렉션을 통해 특히 빛났다.

것에서 이미 대중은 매력을 느끼고 있고, 이제 컬렉션을 통해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다. 체크 무늬 셔츠 옷감으로 지은 주름 원피스는 앞섶을 귀엽게 리본으로 묶었는데, 재킷의

판타지 영화 같은 스토리를 컬렉션에 녹여냈다. 핑크, 스카이 블루의 파스텔 컬러를 베이스로

랭앤루의 시그니처인 랩 드레스를 입고 밝게 웃는 랭앤루 패밀리들의 잔상이 오히려 더

있게 됐다.

반을 이어 붙인 룩과 어울렸다. 얼킨의 ‘차별성’은 디자이너의 철학에 깃들어 있다. 예술을 비롯해

라임, 레드, 핫 핑크 등 알싸한 컬러 포인트를 활용한 듀이듀이 컬렉션은 주말 아침에 몰래

강하게 남았던 지난 컬렉션을 떠올려보면, 현재의 런웨이 위에 올려진 컬렉션 자체의 파워풀함,

만화를 보며 불량식품을 맛보는 듯한 독특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렇게나 빠른 진화의 모습이 더욱 놀랍다. 컬렉션은 안용진 작가와 협업한 영상으로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플라밍고 모티프를 비롯하여, 지구의 중심이라는 미지의 세계 속에
살 것으로 상상한 동식물의 문양을 팝 아트적 프린트와 PVC 소재의 오브제로 만들어 컬렉션의
곳곳에 활용했다. 듀오 디자이너는 그들의 첫 서울패션위크를 위해 자수, 필름 프린트, 전사,
패치워크 등 다양한 작업 방식을 총동원했다. 플라스틱 꽃을 풍성하게 장식한 시스루 원피스와
라임 컬러의 러플을 장식한 블랙, 레드 컬러의 트레이닝 세트는 로맨틱을 넘어 레트로, 키치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갔다. 처음으로 선보인 남성복에도 프릴과 메시 등 여성스러운 요소를
적극 활용했는데 듀오 디자이너는 이를 ‘젠더리스’가 아닌 ‘네오 로맨티시즘’이라고 설명했다.
듀이듀이의 로맨티시즘에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를 워너비 하기까지는 정교한
설득의 기술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영역에 분명한 선을 그은 첫 컬렉션이었다.
에디터 l 명수진(패션 칼럼니스트)

Launched in 2014, DEW E DEW E by duo designers Kim Jin-young and Lee
Soo-young presented its first Seoul Fashion Week runway show. Throughout
the collection, the designers told a fantasy-film story under the theme,
“The mysterious world in the earth”. Such pastel colors as pink and sky blue
were well blended with lime, red and hot pink, completing the unique
style identity of the brand. The flamingo motif at the beginning instantly
caught the viewers’ eye, while the pop-art prints and PVC objects superbly
conjured up the image of underground world and its animals and plants.
For their first SFW collection, the duo designers used all possible design
elements including embroidery, film print and patchwork. And the result was
a tantalizing mix of see-through one-piece dresses with flower patterns and
black and red training uniforms with lime-tone ruffle detail, cleverly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retro and kitsch.
Written by Myeong Soo-jin
Fashion Columnist

모델의 워킹을 더 경쾌하게 하는 BGM을 뚫고 실키한 오프 숄더 톱과 반짝이는 비즈 스커트가
첫 번째 룩으로 등장했다. 랭앤루는 랩 드레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첫 룩은
오히려 반전을 의도한 느낌. 프린트는 레트로 스타일로 더욱 굳건해졌다. “지난 시즌은 FW라서
프린트를 충분히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프린트를 마음껏 쓰고 싶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법한 트럼프, 다이아몬드 패턴과 래빗홀에 들어갈 때의 마블링
등을 프린트로 표현했어요.” 오간자, 시폰, 새틴, 시퀸, 자가드 등의 소재가 빛났고, 러플, 리폰,
볼륨 등의 여성스러운 요소는 사이즈를 대담하게 키우는 어렵지 않은 설정으로 쇼에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더했다. 브랜드의 또 다른 시그니처인 에코퍼는 PVC 소재의 레인 코트의 칼라

몸의 굴곡을 드러내는 글래머러스한 실루엣과 상반된 무드인 남성적인 테일러링의 공존, 또
드라마틱하게 펄럭이는 러플은 이번 시즌에도 유효했다. 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 할 만큼
강력한 디테일인 만화경처럼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프린트도 그리디어스 컬렉션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이번 시즌도 이 같은 화려한 아이디어는 여지없이 쇼장의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쉴 새 없이 펼쳐지는 맥시멀한 컬렉션에 환호를 보냈다. 특히 반복해 등장한
페플럼 디테일은 소매의 끝이나 스커트의 밑단, 팬츠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주된 장식 요소로
쓰였는데, 이는 걸을 때마다 찰랑이는 율동감을 선사했다. 또 체크 패턴, 데칼코마니 프린트,
타이포의 변형 등 다양한 프린팅이 등장했지만, 디자이너 박윤희는 이것들을 능숙한 솜씨로 다뤄
지루하지 않게 무대에 올렸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회화부터 이미지 작업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컬렉션에 녹인다. 티셔츠부터 셔츠 드레스까지
‘묶고’, ‘겹치고’, ‘덧대는’ 섬세한 작업이 시즌을 거쳐 꾸준히 드러나는 이유는 예술가가 손으로
만든 작업의 행위를 패션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착용하기 적합’하며 ‘개성 있는 스타일’을 동시에 제안한다. 세일러복
혹은 해군 유니폼에서 영감 받은 상의, ‘안전’ 벨트를 달아 길게 늘어트린 멜빵바지, 수영복
요소를 스웨트 셔츠와 결합해 만든 헐렁한 실루엣은 어설픈 조화가 아니라 그대로 입고 싶은
한 벌이었다. 전형적인 옷의 구조를 해체하고 이어 붙인다는 점에서 얼킨은 동시대 젊은
디자이너들이 주목하는 몇 가지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 바로 ‘업사이클링’이다. 붉은 니트와 데님
셔츠를 하나로 연결한 시도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컬렉션의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밀리터리와

부분에 살짝 믹스했다. 브랜드의 이름을 활용한 ‘L&L’ 로고를 넣은 티셔츠, 원피스 등은 새로운

봄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화이트, 블루, 오렌지 등 채도가 높은 시원한 컬러 팔레트는 고급스러운

스포츠 웨어의 결합이 남성복에서 보였는데, 이는 ‘유행’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입맛 까다로운

시그니처 아이템이 될 듯! “당당하게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선상 파티에 어울리는 리조트 룩을 연상케 했으며, 특유의 80년대 레트로 감성은

고객과 구매자들에게도 먹힐 요소다. 응당 있어야 할 위치와 구조 그리고 고정관념을 변환했지만,

길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색채, 실루엣, 소재 등 모든 것을 극대화했지요.” 랭앤루만의 경쾌하고

‘에이미와인하우스’에서 영감 받았을 법한 스타일링과 디자인으로 이어졌다.

간결한 메시지와 심미적인 매력을 담은 옷이다. 이성동은 젊고 재능 있으며 재주가 많다. 대신,

에디터 l 오주연(프리랜스 패션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얼킨이 생각하는 가치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재능들이 모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Designer Park Yoon-hee of GREEDILOUS knows well about what she’s
good at, what she likes to do and what she wants to show via her brand.
Her ingenious blend of glamorous silhouette, mannish styling and dramatic
ruffle was still firm and strong. Another must see was the kaleidoscopic
decalcomania prints which superbly mirrored the brand identity.

해석하며 구축하여 보여준다.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판에 박힌 표현이지만) 예술과 패션이

환상적인 유토피아에 꽤 많은 이들이 줄을 서게 될 것 같다.
에디터 l 명수진(패션 칼럼니스트)

Although in its sixth year in business, LANG & LU can still be classified
as a new brand. There’s no denying, however, this brand has gained both
great reputation and commercial success. Under the theme, “Funderland,
Fun+Wonderland”, duo designers Park Min-sun and Byun Hye-jeong
showed off their keen style flair throughout the show. The show began
with a short footage made in collaboration with artist Ahn Yong-jin. Soon
the models walked the runway wearing silky off-shoulder tops and shiny
beads skirts. Equally interesting were the retro prints. Main textiles included
organza, chiffon, satin and jacquard, while the feminine ruffle and ribbon
details added to a dramatic vibe. Besides, the collars of PVC rain coats were
accented by the brand signature eco fur.
Written by Myeong Soo-jin
Fashion Columnist

유행이 아니라 ‘옷’ 자체를 연구하고, 이미 존재하던 요소를 - 미사여구가 아니라 – 제 방식으로

As ever, she spellbound the viewers with her sparkling ideas. They kept
acclaiming for her runway show overflowing with maximal style items. She
also used diverse printing details including check pattern, decalcomania and
typographical transformation. Such high-chroma and cooling colors as white,
blue and orange seemed ideal for spring and summer and simply conjured
up a fascinating resort style look.
Written by Oh Joo-yeon
Freelance Fashion Editor and Stylist

만나서 모인 ‘더 깊은 물’처럼 주변을 적시는 서울의 고급 기성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디터 l 홍석우(패션 저널리스트, <더 네이비 매거진> 에디터)

The UL:KIN show began with big hooded parkas and skirts with deconstructive silhouette. As a whole, they delivered a retro mood in color and
detail. For spring /summer 2019, the brand presented knee-length swede
jackets, metal-chain-patterned swimsuits, asymmetric shirts and overalls with
contrastive sides. The check pleated skirts sported cute ribbons on the front.
Designer Lee Seong-dong of UL:KIN is currently one of the hottest fashion
designers in Seoul. UL:KIN’s distinctiveness comes from his style philosophy.
He continues to pay attention art and young artists, and always tries to draw
inspiration from their paintings and visual artworks.
Written by Hong Sukwoo
Fashion Journalist, <The NAVY Magazin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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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Review

참스는 늘 ‘어떻게’ 컬렉션을 보여줄 것인가에 공을 들인다. 이번에도 그 고민은 이어졌을 테고,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일단 퍼포먼스적으로는 강렬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치 연극의 한 신(Scene)처럼 꾸며진 중앙 무대는 온통 짙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테일러’(Taylor)들이 패턴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킷이 완성되자 첫 번째
모델의 워킹이 시작됐다. 그간 참스의 컬렉션에서 주를 이루던 캐주얼, 스포티 무드는 어느 정도
배제하고, ‘잘 만든’ 옷을 선보이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연출이랄까? 베이지와 블랙으로만
이뤄진 의상들은 레드 배경과 대조를 이루며 드라마틱한 패션 신을 선사했다. 만듦새도 가히
나쁘지 않았다. 심플한 실루엣의 재킷과 트렌치 코트 등은 당장 입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동시대적이었으며, 허리에 매단 재킷, 머플러를 활용한 스타일링 등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한 제안도
참신했다. 물론 참스가 잘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보여줬다. 간결한 수트 위에는 커다랗게 나비를
그려 참스 본연의 영(Young)한 무드를 잃지 않으려 했고, 파이톤 프린트의 셔츠, 박제된 곤충이
프린트된 듯한 러프한 효과는 동그란 버킷햇과 만나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나선 ‘곤충 채집가’
같아 보였다. 또 강렬한 전자 음악 배경과 무척 잘 어우러진 커다란 포켓이 장식된 베스트와
지퍼가 장식된 봄버 재킷, 체인이 달린 워크 팬츠 등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열광시킬 것이 분명해
보였다. 다소 ‘과한 것’들에 집중했던 지난 날과 달리 디자이너 강요한은 강약을 조절하는 법을
익힌 듯, 어느 정도 정제된 컬렉션을 완성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쇼를 선보였다. 메인
컬렉션이 끝나자 ‘카파’와 협업한 런웨이가 펼쳐졌으며, 본 쇼와 이질감 없이 초반의 무드를
이어간 점이 좋았다.
에디터 l 오주연(프리랜스 패션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From opening to closing, the CHARM’S runway show offered an intense
visual pleasure. Just like a scene from a play, a group of tailors studied on
patterns in the center of the runway which was dyed dark red. And, then,
the first model began her catwalk putting on a gorgeous jacket. The beige
and black clothes was in stark contrast with the red background, adding to
a dramatic vibe. The jackets and trench coats with simple silhouette seemed
fascinatingly contemporary. Of course, CHARM’S didn’t forget its specialty.
The seemingly simple suits had big butterfly graphics, while the python-print
shirts and round bucket hats were dramatically conjuring up the image of
a bug-hunter. The big-pocket vests, bomber jackets with zipper detail and
work pants with chain detail were also captivating enough to wow millennials.
Written by Oh Joo-yeon
Freelance Fashion Editor and Stylist

Hera Seoul Fashion Week

CHARM’S

Hera Seoul Fash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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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 Seoul Fashion Week

WHO WILL BE
NEXT IN 2019?
BESFXXK

MOHO

MAXXIJ

MÜNN

BOURIE

PUSH BUTTON

D-ANTIDOTE

YCH

HAN CHUL LEE

YOUSER

LEE JAE HYUNG

CHO EUN HYE

PARK HWAN SUNG

LEE HAN CHUL

2019 S/S
HERA SEOUL FASHION WEEK

WALKING INTO
THE RUNWAY
지난 한 주 패션 피플들의 열기로 가득찼던
DDP 현장에서 만난 스트리트 룩.

NOMINATED 2019 DESIGNERS

KIM BO NA,
LIM JAE HYUK

Street Fashion

LEE GYU HO

HAN HYUN MIN

PARK SEUNG GUN

YOON CHOON HO

LEE MOO 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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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Hera Seoul Fashion Week

DEW E DEW E
CONCEPT

핑크, 스카이 블루의 파스텔 컬러를 베이스로 라임, 레드, 핫핑크 등 알싸한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한

1

2019 S/S 듀이듀이 컬렉션.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붓결의 베이스 메이크업과 맑은 수채화 같이
발갛게 물든 볼, 그리고 생기 있는 입술로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메이크업 룩을 완성시켰다.

1. 헤라 HERA X BLINDNESS 홀리데이 블랙 쿠션
용량: 15g x 2 | 가격: 5만 5천 원
2. 루즈 홀릭 크림 327호 템팅 체리
용량: 3g | 가격: 3만 7천 원
3. 헤라 헤라 X 블라인드니스 홀리데이 루즈 홀릭 리퀴드 슬로우 매트 1호 레드

Hera Seoul Fash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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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HERA 2019 S/S

2019 S/S 헤라서울패션위크에서 미리 본 내년 봄, 여름 메이크업 트렌드

MAKEUP
CHARTS

용량: 4g | 가격: 3만 5천 원
4.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팩트 2호 브라운

1

용량: 4g | 가격: 3만 8천 원
5. 헤라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3호 쉬폰 코랄
용량: 10g | 가격: 4만 8천 원

FACE
세미 매트 스킨을 연출하기 위해

5

블랙 쿠션으로 레이어링해 피부

2

CONCEPT

S/S 시즌에 어울리는 화이트, 블루, 오렌지 등 채도가 높은 시원한 컬러 팔레트와 대비되는

결점을 커버한 후 보송하고 매끈한

강렬한 80년대 무드의 메이크업을 선보인 그리디어스 컬렉션. 그리디어스 특유의 80년대

피부결로 마무리한다. 수줍은

FACE

레트로 감성의 룩, 특히 대담한 아이라인의 연출은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떠오르게 했다.

소녀처럼 발갛게 물든 볼은 가벼운

2

GREEDILIOUS
트루 웨어 파운데이션으로
피붓결을 따라 얇게 펴 바른 뒤,

피치와 코랄이 살짝 섞인 블러셔를

컨투어링 듀오를 활용해 은은한

믹스해 광대뼈 중심으로 가볍게

광채와 함께 얼굴의 윤곽을

쓸어 마무리한다.

3
1. 헤라 트루웨어 파운데이션
용량: 30㎖ | 가격: 6만 5천 원
2.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호 블랙
용량: 0.35g | 가격: 2만 5천 원
3. 헤라 헤라 X 블라인드니스 홀리데이 글로우 컨투어 듀오
용량: 10g | 가격: 5만 2천 원

LIP

4. 헤라 플래시 블러셔 1호 핑크 온 탑

원 포인트 립 메이크업을 선보인 듀이듀이 컬렉션.

용량: 6.7g | 가격: 4만 원

진한 레드 컬러의 루즈 홀릭 327호 템팅 체리를 입술
안쪽부터 번지듯 발라 채워주고, 입술 중앙에는 리퀴드

5. 헤라 루즈 홀릭 익셉셔널 460호 밍크 브라운

슬로우 매트 레드 컬러로 톡톡 두드리듯 터치해 볼륨감이

용량: 10g | 가격: 5만 2천 원

살아나는 입체적인 레드 립을 완성시켰다.

EYE
이번 시즌 ‘누드’와 ‘내추럴’이란 키워드로 함축되었던 백스테이지 뷰티 신,
그러나 그리디어스 컬렉션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두터운 아이라인이
다시 등장해 과감하고, 글래머러스한 메이크업 룩을 선보였다.

3
4
4

EYE
동양적인 눈매와 몽환적인 분위기를 위해
아이라이너와 컬러를 과감하게 생략했다.
블랙 쿠션으로 베이스를 잡아준 뒤, 눈썹은
결을 살려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뷰러를
이용해 속눈썹을 컬링하면서 마무리한다.

5

LIP
과감한 아이 메이크업과 대비되는
자연스러운 누드 컬러 계열의
립스틱을 활용한 립 메이크업은
전체적인 룩에 균형을 이끌었다.

자연스럽게 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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