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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W DAILY]는 헤라서울패션위크의 패
션쇼 리뷰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데일리 뉴
스페이퍼입니다. [SFW DAILY]는 서울패
션위크 기간 중 패션쇼장 내부 좌석 및 외
부 부스에 비치되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패션위크 공식 홈페
이지(WWW.SEOULFASHIONWEEK.
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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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W 헤라서울패션위크 전야제의 자리를
빛내준 셀러브리티로 뜨거웠던 현장.

광고 및 편집 문의

T. 02-2256-7240
SFW@SEOULDESIGN.OR.KR
인쇄·제작 왓츠넥스트

[SFW DAILY]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
권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있습니다. [SFW
DAILY]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

06

1. 헤라의 어벤저스 모델 군단 김용지, 김미정, 윤소정,
박민지, 강정희.

해 보호되므로 무단으로 복제, 전시, 배
포, 대여, 전송,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에 의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섭외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대세남, 에릭남. 블랙
앤 화이트의 미니멀한 슈트로 세련됨을 드러냈다.
3.미니멀한 블랙 슈트에 데님과 레이스 디테일로 화려
함을 드러낸 박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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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인상적이다.

ㅗHERA × NICHOLAS KIRK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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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WOOD
FULL OF ENERGY

PHOTO BY STUDIO BENU

04

05

03

}

P
A
G
E

6

SFW Preview

Hera Seoul Fashion Week

Hera Seoul Fashion Week

SFW Preview

7

P
A
G
E

일반 시민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헤라서울패션위크를 즐길 수 있다. 전문 패션기자들의
날카로운 논평을 담은 데일리 뉴스페이퍼가 무료로 배포돼, 전날 열린 패션쇼의 따끈따끈한

The Fashion
Scene of Seoul

성적표를 감상할 수 있다. 데일리 뉴스페이퍼는 DDP와 두타, 문래동에 비치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도 있다.
패션위크 기간 동안 DDP 어울림 광장 주변은 전국의 패션 피플들이 모여 패션감각을 뽐내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특히 전문가용 카메라를 목에 두르고 DDP에 모여든 패션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들의 퍼포먼스도 볼거리다.
어울림 광장의 중심인 ‘미래로 브릿지’ 하부에서는 17개의 주얼리 브랜드가 참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바자’가 열린다. 감각적이고 신선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패션
주얼리를 착용하고 패션피플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다.

가장 동시대적인 서울을 목격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신선한 축제의 막이 올랐다. 2016 FW
헤라서울패션위크의 주무대가 될 동대문과 문래동은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패션 스팟으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패션쇼와 트레이드쇼, 명분과 실리의 글로벌향 K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자.
Contributing Editor Baek Young Shil

서울패션위크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던 헤라서울패션위크가 레드 컬러의 BI(Brand
Identity)와 함께 다시 돌아왔다. 블루 컬러의 BI를 선보였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The former Mullae-dong factory of
Daesun Flour Mills
will also have its share
of visitor participation
programs. On March
26, the last day of Generation Next Seoul,
there will be an interesting open sale event
for ordinary visitors.
One corner of the factory will be assigned
as a Food Truck zone,
where visitors can refuel themselves while
enjoying snacks, Chinese food, burgers
and drinks.

시즌에는 레드 컬러의 새로운 BI를 선보여 S/S(Spring/Summer)와 F/W(Fall/Winter)
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다.

A new ambiguous leap of Seoul Fashion Week, HERA Seoul Fashion
Week has returned with its ‘red’ brand identity. 2016 F/W HERA Seoul
Fashion Week choose red for its new BI, distinguishing itself from the S/S
season events.

올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2016 F/W 헤라서울패션위크는 3
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 41개의 패션쇼를 DDP에서 선보인다. 그 동안 신진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이었던 ‘제너레이션 넥스트’는 이번 시즌부터 그 모습이 바뀐다.
헤라서울패션위크가 서울패션위크의 패션쇼와 트레이드 쇼로 분리되면서 '제너레이션
넥스트 서울'은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트레이드 쇼 형태로 변모한 것. 장소도
DDP를 벗어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대선제분공장’을 선택했다.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은 미래적이고 현대적인 DDP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곳으로 서울 외곽의
버려진 공간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창조,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특히 해외의
경우 버려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대안공간에서 이러한 트레이드 쇼를 선보이곤 한다. 세계
3대 패션 페어로 알려진 베를린의 브레드 앤 버터(Bread & Butter)는 베를린의 폐공항인
템펠호프(Tempelhof) 공항을 선택, 매 시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템펠호프
공항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브레드 앤 버터 같은 대규모의 박람회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해외 유명 트레이드 쇼처럼 변모한 '제너레이션 넥스트
서울'은 총 80개의 브랜드 부스를 설치해 5일간 해외 프레스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패션상품을 선보이고, 총 9회의 합동 미니 패션쇼와 1회의 단독 패션쇼를 열 계획이다.
DDP에서 열리는 ‘헤라서울패션위크’와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에서 열리는 ‘제너레이션
넥스트 서울’을 잇는 셔틀버스가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영, 바이어와 프레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A fascinating window into F/W 2016 fashion trends, 2016 F/W HERA Seoul Fashion Week will present a total of 41 runway
shows from March 22 to 26 at Dongdaemun Design Plaza(DDP). Meanwhile, “Generation Next” for young talented
designers will turn into a huge trade show to be held separately at a former factory of Daesun Flour Mills, as HERA Seoul
Fashion Week is split into two different events: runway shows and sales meetings.
A stark contrast with the futuristic and ultra-modern DDP, the gritty Mullae-dong factory of Daesun Flour Mills will give many
world-famous fashion experts a chance to see diverse faces of Seoul. In fact, many international trade shows choose this kind
of gritty, rough-and-ready spaces as their event venues. For instance, Bread & Butter Berlin, one of the world’s top three
fashion fairs, is held at the historical hangars of Tempelhof Airport located on the outskirts of Berlin. The airport is currently
used for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such big-scale trade shows as Bread & Butter.
Highlights of this new-concept trade show will include nine collective runway shows and a solo fashion showcase, plus a total
of 80 brand booths for international buyers and members of the media. Shuttle buses will run between DDP, the venue for
“HERA ㄴSeoul Fashion Week,” and the Mullae-dong “Generation Next Seoul” trade show venue every 30-60 minutes.

Seoul Fashion Week
reveals some of the
most contemporary
aspects of Seoul. The
five-day festival also
celebrates the fascinating culture and lively atmosphere of Seoul. Seoul Fashion Week never ceases
to grow, mostly thanks to the ungrudging efforts of many fashion experts and participating designers. It needs, however, fashion lovers’ persistent care and love to
become a truly global fashion event. It should not be a here-today-gone-tomorrow
surprising event but a real liaison channel between Seoul’s fashion and culture.
Therefore, whether you are a fashion expert or not, bring your open heart and
fully enjoy HERA Seoul Fashion Week. HERA Seoul Fashion Week is now ready
to fascinate you!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에서도 시민 이벤트가 열린다. 제너레이션 넥스트 서울 마지막날인
3월 26일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드쇼에 참가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샘플 세일과 모델들의 애장품 판매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야외 행사장 한 쪽에
분식과 중식, 햄버거, 식음료 등의 메뉴로 구성된 푸드트럭 존이 마련된다. 넓은 트레이드
쇼장을 돌아다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
헤라서울패션위크는 가장 동시대적인 서울을 목격할 수 있는 장이자, 지금의 서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쇼다. 역동적이고 신선한 서울의 문화와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5일간의 축제로 쇼를 준비하는 패션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수많은 패션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매 시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화려하게 번쩍이는 찰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서울의
패션과 문화의 공유가 일어나는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즐겨주기를. 패션에 문외한이어도 상관없다. 헤라서울패션위크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Though most of the runway shows are open exclusively to people in the
fashion industry, ordinary visitors can still participate in HERA Seoul Fashion
Week in various ways. In addition, a free daily newspaper with in-depth
reviews by experienced fashion reporters will be distributed everyday. Anyone
can pick up the daily newspaper at DDP, Doota and the Mullae-dong trade
show venue, or download the contents at the official website of Seoul Fashion
Week.
During the Seoul Fashion Week period, the vicinity of DDP Oulim Square will
be overflowing with fashion people from around the country. Particularly eyecatching will be the performances of street fashion photographers with some
high-tech cameras around their necks. Meanwhile, under the Miraero Bridge,
17 designer jewelry brands will hold a ‘jewelry bazaar’, which will be a great
chance for ordinary visitors to enjoy stylish design items at reasonabl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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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how

Hera Seoul Fashion Week

SEOUL COLLECTION(SC)
TRADE SHOW(TD)
GENERATION NEXT(GN)
SEOUL FASHION CREATIVE
STUDIO(SFCS)
SEONG DONG(SD)
22—26 march 2016
DAESUN FLOURMILL FACTORY AT YEONDEUNGPO
87, Yeongsin-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SC

TRADE SHOW
GENERATION NEXT

SEOUL
2016 F/W 서울 패션을 대표하는 트레이드 쇼가 시작된다.
‘제너레이션 넥스트 서울’ 트레이드 쇼는 서울 패션을
대표하는 총 80개의 패션 브랜드와 더불어 총 9회의
미니 패션쇼, 1회의 단독 패션쇼가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에서 펼쳐진다.

Blindness / www.blindnessshop.com
HeichsHeich / www.heich.kr
Big Park / www.bigparkys.com
Sewingboundaries / www.sewingboundaries.com
Moohong / www.moohong.com
Kumann / www.kumann.com
Resurrection / www.resurrectionbyjuyoung.com
Pushbutton / www.pushbutton.co.kr
Soulpotstudio / www.soulpotstudio.com
Munsookwon / www.munsookwon.com
Rocket × Lunch / www.rocketxlunch.com
Nohke / www.nohke.com

TD

Hupot / www.hupot.net
Saintluxure / www.saintluxure.com
Peter Rohy / www.ambeenco.com
Among / www.among-seoul.com
Designed by Jaewoo Kim / www.desingbyjaewookim.com
Xfolieadeux / www.xfolieadeux.com
Parts-Parts / www.parts-parts.kr
BeetleBeetle / www.beetlebeetle.com
Eenk / www.eenk.kr
Enoeici / www.enoeici.com
Jain Song / www.jainsong.org

Hera Seoul Fash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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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how

SFCS

ANGIE ANN / www.angieann.co.kr
ANTIMATTER / www.antimatter.kr
CHAOS FROM UNDER MIND / www.chaosfromundermind.com
HAN CHUL LEE / www.hanchullee.com
LIRIK / www.lirik.kr
JOSEPH AHN / www.josephahnofficial.com
MAENG’S WORK / www.maengswork.com
NNA / www.nnafashion.com
SEUNGMI KIM / www.seungmikim.com
THE -SIRIUS / www.the-sirius.com

MUNSOO KWON

SD

24°C, ARTHUR&GRACE / www.arthurandgrace .com
BEBE MAMAN / www.bebemaman.co.kr
BENT PINE / lokun@naver.com
CRYSTAL KEI / www.crystalkei.com
DA:E L / daelstudio@naver.com
DUSTY MAUVE / www.dustymauve.com
EM IT / hs_emit@naver.com
E.S INTRO / www.estrade.co.kr
FIANCEE / mhl30721@naver.com
FLY BY B / flybyb@hanmail.net
FLIP / flip16@naver.com
GAIO / javaleather@hanmail.net
GORI / gorij2000@naver.com
ILIILI / www.iliili.co.kr
K&J FUR / gong4405@daum.net
KRISTALLEN / www.kristallen.co.kr
LAFFINATO / garam1990@naver.com
MAY SUMMER / dbline2013@naver.com
NUSUM / vjyoung915@hanmail.net
OWN U / www.ownu.co.kr
SCOALL / www.squallcollection.modoo.at
SOUND TREE / www.soundtree.co.kr
TOARE / www.toare.co.kr
THE KAM / thekamstudio@gmail.com8 2 .10 . 2 92 3.1732

HUPOT

SEWING
BOUNDARIES

The K am
t hek ams t udi o@gma i l .c om
8 2 .10 . 4 8 4 0 . 2 2 5 5


JENNY PARK

ENOEICI

BAROQUE

YKS

GN

Azar / www.online-azar.com
Baroque / www.baroqueshop.kr
Beom / www.beom-on.com
Bourie / www.bourie.com
D-antidote / www.d-antidote.com
Dozoh / www.dozohstudio.com
Goldenai / www.goldenai.co.kr
Greedilous / www.greedilous.com
Heegui / www.heegui.com
Jenny Park / www.jennyparkcashmere.com
Londoncloud / www.londoncloud.co.kr
Make:D / www.designnave.com
Monica & Mobline / www.monicamobline.com
Munn / www.munnseoul.com
Muse by Rose / wwww.musebyrose.com
Nastyhabit / www.nastyhabit.co.kr
Navyscandal / www.navyscandal.com
Nineteeneighty / www.nineteeneighty1980.com
Noir / www.studionoir.co.kr
Paleturquoise / www.pale-tqs.com
Romanchic / www.romanchic.com
Saimi / www.saimi.kr
Teriat / www.teriat.com
Ulkin / www.ulkin.co.kr
Yhel / www.yhel.kr
YKS / www.yongkyunshin.com
Youser / www.yourser.co.kr

JAI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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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

Hera Seoul Fashion Week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그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에서 가장 눈부신 빛의

잠들지
않는
도시

서
울,

주인공인 헤라 서울리스타가 2016년 F/W 헤라서울패션위크의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3월 21일 저녁 6시, DDP 알림터 A1에서 진행된 ‘헤라×니콜라스 커크우드 컬렉션’ 론칭
파티가 그것.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슈즈 디자이너 니콜라스 커크우드(NICHOLAS KIRKWOOD)
와 서울리스타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헤라의 특별한 만남으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K-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성장하는 헤라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패션 신(Scene)이 완성될 DDP의 조명이 서울의 밤하늘을
무수히 밝히고 서울의 빛, 서울리스타들이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등장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초대된 인플런서와 프레스는 흥겨운 음악과 환상적인 조명 아래 파티를 즐겼다. 이번 2016
F/W 헤라서울패션위크에 때를 맞춰 선공개된 ‘헤라×니콜라스 커크우드 컬렉션’의 장본인인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슈즈 디자이너 니콜라스 커크우드는 “메트로폴리탄적 색채와 플로럴
패턴으로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고자 했다”며 헤라와의
컬래버레이션은 대단히 즐거운 작업이었으며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협업이었음을
피력했다. 헤라서울패션위크의 정구호 총감독 또한 ‘헤라×니콜라스 커크우드 컬렉션’을
시작으로 헤라서울패션위크가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의 장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야제를 찾은 내빈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중국 대륙이 반한 한채영과 배우 박한별, 민효린, 가수 에릭남, 레인보우 멤버 재경과 우리 등
서울리스타 아이콘이 전야제의 밤을 빛내는 가운데, 스펙트럼을 넘나드는 미니멀한 실루엣과
간결함 속에 세밀한 디테일로 사랑받는 제이쿠의 의상을 입은 모델들의 패션쇼가 퍼포먼스의
정점을 찍었다. 시선을 압도하는 ‘헤라×니콜라스 커크우드 컬렉션’과 서울리스타가 함께하는
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아 헤라 서울리스타를 형상화해 다시 한 번 전 세계 뷰티 피플의
마음을 사로잡은 헤라의 리미티드 컬렉션이 공개된 밤. 잠들지 않는 도시,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헤라 서울리스타는 2016 F/W 헤라서울패션위크로 이어졌다.

2016 F/W 헤라서울패션위크 전야제
HERA × NICHOLAS KIRKWOOD

Hera Seoul Fash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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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ANT
Nam No Ah

Q. NOHANT을 소개한다면?
A. 우선 ‘노앙’의 뜻은 나의 이름 ‘남노아’를 프랑스 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노앙은 ‘브런치 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콘셉트를 적용해 일상에서
남ㆍ녀 구분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다.

Q. 2016 F/W 노앙의 스토리는?
A. 2016 F/W 테마는 ‘Myself at the Hotel Nohant ’이다. 작년 여름
친구들과 엉겁결에 떠난 파리 여행에서 영감을 얻었다. 여행지에서의
호텔은 낯선 땅에서의 휴식과 설렘, 그리고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낯선 호텔이란 공간은 누구의 시선 따위 개의치 않고 평소보다
더욱 자유롭고 과감한 룩을 가능케 한다. 가령 평소에 입지도 않던 배스
가운을 걸치고 호텔방에서 와인을 마시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호텔’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고, 2016 F/W 노앙의 스토리로
그려보았다.

Q. 이번 시즌 테마와 맞추어 신경 쓴 디테일이 있다면?
A. 호텔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상들을 벨벳과 니트, 울 소재 등으로
로브와 코트 등 아이템의 소재변형을 통해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컬렉션의 키 컬러는 네이비와 그린, 블랙과 화이트를 베이스로

DESIGNER NAMNOAH

버건디와 골드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호텔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Q.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은?
A. 노앙은 유니섹스 브랜드다. 매 시즌 남자와 여자 모두 즐길 수 있는 옷을
고민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여성의 스커트나 플리츠 와이드 팬츠 같은
페미닌한 디테일의 룩을 전개한 것이 꽤 흥미로웠다.

Q. 2016 F/W 노앙의 런웨이 음악은?
A. 이번 컬렉션은 큰 테마 아래 ‘체크인, 호텔 안, 체크아웃’이란 세가지
소테마를 가지고 진행된다. DJ 페기가 믹싱해 준 것으로 프랑스 친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어 하우스와 디스코, 테크노까지, 음악과 함께
지루할 틈 없는 감각적인 쇼가 전개될 것이다.

Q. 이번 시즌 컬렉션 중 가장 애착 가는 룩이 있다면?
A. 여러가지 소재 변형으로 탄생한 트위드 소재 트렌치 코트와 실크 소재

Q. Please, tell us about NOHANT.
A. T he name NOHANT is a French-style expression of my name, Nam Noah. With a new
concept of “brunch look,” NOHANT pursues to create more comfortable and stylish
clothing items for everyone.

Q. What is the story of NOHANT for 2016 F/W season?
A. M
 y collection theme for 2016 F/W season is “Myself at the Hotel Nohant.” Last summer,
I had a trip to Paris with my friends, from which I drew some strong inspirations. To a
traveler, a hotel means resting, heart-throbbing and escaping the daily grind. At an
exotic hotel, you can be free from unwanted attention from others and, thus, choose
more deviant and adventurous style look. Think sipping a glass of wine in bath gown
that you will never wear in your daily life. I came up with the keyword of ‘hotel’ to
describe this life pattern and write the storyline of 2016 F/W NOHANT collection.

서울신라호텔의 어번 아일랜드

4월에 만나는
로맨틱 서머

트렌치 코트.

Q. What are the most important details regarding your collection theme?
A. I focused on textile variations of velvet, knot and wool to reinterpret intimate ‘hotel’

wear. This season, I tried to recreate a top-end hotel mood by using such key colors as
burgundy and gold with navy and green, and black and white as background colors.

2016 F/W NOHANT INVITATION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온 세상이 파스텔 톤으로 물드는 로맨틱한 4월. 서울신라호텔의 야외 수영장
인 어번 아일랜드(Urban Island)에서는 보다 특별한 4월을 즐길 수 있다. 올해 어번 아일랜드의 개
장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4월 22일. 수영하기에 이른 날씨 아니냐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어
번 아일랜드에서는 한발 앞서 로맨틱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도심

Q. What was the most interesting moment while preparing for your collection?
A. N
 OHANT is a unisex brand. Each season, I strive to present ideally wearable clothing

items for both men and women. What interested me this season was a style look with
feminine details like women’s skirts and pleats wide pants.

Q. Please, tell us about NOHANT’s runway music.
A. T he NOHANT collection will take place under three smaller themes: “Check-in, Inside
hotel and Check-out.” Beginning with DJ Peggy-mixed lyrics narrated by a French
friend of mine, the runway show will be a beguiling combination of house, disco and
techno.

Q.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dorable style look in your collection?
A. The tweed and silk trench coats created through a glut of textile variations

속 휴식의 섬이라 불리는 어번 아일랜드에서는 따뜻한 온수풀과 야외 저쿠지가 갖추어져 있어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야외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수영 후 물 밖에 나와서도 따뜻함을 즐길 수 있도록
선 베드에도 온열 매트가 구비되어 있다. 여기에 럭셔리한 카바나와 풀사이드 메뉴도 매우 잘 갖추
어져 있어 남산의 정경을 감상하며 여유있는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은은한 달빛이 어른거리는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수영을 한 후 따뜻한 선베드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라이트 스위밍도 어
번 아일랜드의 묘미다. 특히 어번 아일랜드가 공식 오픈하는 4월 22일에는 어번 피에스타 콘셉트의
오프닝 파티가 열리며, 5월 말까지는 크리스피 치킨과 감자 튀김, 미트볼 그라탕과 스파클링 와인인
까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패키지도 선보인다.

서울신라호텔 문의 02-2230-3310 www.shilla.net/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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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
KYE
HAN
HEE

Q. How do you define KYE?
A. K
 YE is a unisex casual wear brand based upon highend street wear.

Q. W
 hat is the story of KYE for 2016 F/W season?
Where did you get your inspiration?

A. I’ve thought a lot about ‘zombie,’ which I think is an

interesting metaphor that reflects greedy and visceral
modern people losing their human characteristics.
Recently, I also felt a sort of blankness after realizing
that I have lost some of my original resolutions I had
when I began my own brand. While preparing this
season’s collection, I kept questioning myself if I am
one of modern zombies. My 2016 F/W KYE collection
can be characterized with freewheeling silhouettes
and bold, seemingly contradictory color blockings.

Q. W
 hat are the important features of KYE collection?
A. T his season, KYE collection will display a buoyant

DESIGNER KYE HAN HEE

Q. KYE를 정의한다면?
A. KYE는 하이엔드 스트리트 웨어를 기반으로 한 유니섹스 캐주얼 웨어 브랜드.
Q. 2016 F/W KYE의 스토리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나?
A. ‘좀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했다. 좀비란 마치 인간의 본질을 결여하고 단지 욕망과 본능으로 가득찬
요즘 사람들에 대한 메타포라고 생각한다. 최근 나 자신마저도 브랜드를 시작했던 초창기의 초심이
사라져 큰 공허를 느꼈다. 이렇게 나도 현대인의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blend of diverse color palette, multi texture and some
interesting print techniques. Such vivid colors as royal
blue, electric lime and red brilliantly mingle with some
distinctively-textured fabrics including tartan check,
fake fur, velvet, corduroy and silk. KYE’s characteristic
senses of youth and vigor are well mirrored with the
use of fabulous knitting, silk-printing and embroidery
techniques, plus impressive graphics of “Eddie,” the
long-standing mascot of world-famous rock band, Iron
Maiden.

Q. W
 hat was the most interesting moment while
preparing for your collection?

A. I always make my show graphics with my own hands.

It’s a pity that I don’t use many graphics this season,
but I still have those not used for this season because
I spent numerous nights and days in creating them.

내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의미가 담긴 컬렉션이다. 2016 F/W KYE의 컬렉션은 자유로운 실루엣과
볼드하고 대조되는 컬러 블로킹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Q. 이번 시즌 KYE 컬렉션은 어떻게 표현되었나?
A. 이
 번 시즌 KYE 컬렉션은 다양한 컬러팔레트와 멀티 텍스처, 그리고 흥미로운 프린트 테크닉의 조화를
보여준다. 로열 블루, 일렉트릭 라임, 레드 등 강렬한 컬러와 타탄 체크, 인조 모피, 벨벳, 코듀로이, 실크

Q. Please, tell us about your collection music.
A. W
 ith a heart-warming assistance of producer Primary,

I chose retro mood for my collection music. He
ingeniously reinterpreted my collection theme with his
music, which is more surreal and modern. I really like it.

소재 등 독특한 텍스처의 원단을 통해 표현되었다. 니트 리빙, 실크 인쇄, 자수 등의 화려한 테크닉과
더불어 영국의 유명 록 밴드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의 마스코트 ‘에디’를 패러디한 그래픽을
컬렉션에 입혀 KYE 특유의 젊음과 청춘을 표현했다.

Q.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A. 언제나 쇼에 사용되는 그래픽을 직접 만든다. 이번 컬렉션에는 채택된 비중이 적어 아쉬웠지만, 밤새

Q. What is the future vision of KYE?
A. I want to create an endlessly evolving brand full of

thought-provoking archives, without losing my original
resolutions.

준비했던 기억들이 잔상으로 남아 평소와 달리 쓰지 않는 그림들도 모두 남겨두었다.

Q. 이번 컬렉션 쇼 음악은?
A. 프
 로듀서 프라이머리(Primary)가 도와주었다. 내가 해석한 이번 시즌 컬렉션은 레트로 무드가 강하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음악으로 해석한 컬렉션은 더욱 몽환적이면서 모던한 무드의 곡들로 완성해주었다.
마음에 꼭 든다.

Q. 앞으로 KYE의 비전은?
A.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좋은 아카이브를 쌓아가는 브랜드가 되고싶다.

2016 F/W KYE COLLECTION

Hera Seoul Fashion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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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Out!
최근 ‘힙’하고 ‘핫’하다는 주얼리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주얼리 바자 참가 브랜드 리스트를
2016 F/W HERA SFW가 자신있게 소개한다.

090 FACTORY

1064 STUDIO

ANOTHER PLANET

JOY & S COLLECTION

M.M.D

TASHISH

J25 MUSEUM

090 팩토리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들에게 새로
운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두 명의 금속 디자이너 박지연, 임지
수 손끝에서 나온다. 주변의 작은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64 스튜디오는 건축물, 자연, 도자, 그림자 등에서 보이는 선
과 면에 영감 받아 디자인한다. 섬세한 공예의 조화와 다양한
재료의 시도를 통해 독창성 있는 주얼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어나더플래닛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 자
체로 완벽한 주얼리를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나더플
래닛의 콘셉트는 북극을 닮은 원석 오팔을 모티프로 한 주얼리
를 선보이고 있다.

조이 앤 에스 컬렉션은 볼드한 컨템퍼러리 감
성이 녹아 있는 모던하면서도 오리엔탈 무드
가 강한 주얼리 브랜드다. 컬러와 디자인 모
두 오리엔탈적인 색채가 강하고 섬세한 수공
예의 기술이 엿보이는 세밀한 디테일이 강
점이다.

엠엠디의 모든 제품은 스토리가 담겨 있으며,
높은 퀄리티의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
한다. 이번 시즌 엠엠디 컬렉션은 태슬을 모
티프로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여 면과 질감의
대비를 돋보이게 한 것이 특징이다.

타쉬쉬의 주얼리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공존하
는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주얼리의 형태와 질감
을 베이스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것이 특징
이다. ‘007, 헤라, GEO’ 등 타쉬쉬의 색이 확
실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유색보석, 실버 등 다
양한 소재와 대담한 동시에 간결한 디자인의
주얼리를 선보이고 있다.

제이25 뮤지엄은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
로 재해석한 패션 주얼리 브랜드로 한복과 노
리개, 1930년대의 클래식 영화 등에서 영감
받아 옛 것과 현재의 것을 하나의 주얼리로 아
우른다. 한국적인 정서와 멋을 색과 소재를 통
해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www.090factory.com

www.1064studio.com

www.anotherplanet.co.kr

instagram@joyss365

www.mymdesign.kr

http://tashish.blog.me/

D’ORO & KIMI

GLORY ARDEN

B.OQ

OBJET OGAM

도로 앤 키미는 디자이너 김미현이 전개하는 주얼리 브랜드
로 남성용 커프스 링크와 부토니에르를 만든다. 특히 디자이
너의 손맛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조형미 추구가 특징이다.

글로리아덴은 ‘찬란하게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성’을 뜻한다.
면과 선, 도형 디자인과 스와로브스키 스톤이 만나 다양한 빛을
표현하는 디자인이 주 아이템이며, 인체에 무해한 소재인 스테
인리스스틸 소재로 제작한 주얼리를 선보인다.

비옥은 도자기 공예를 기반으로 한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수공예 세라믹 주얼리 브랜드다. 흙, 돌, 나
뭇잎, 조개, 바위 같은 다양한 자연물을 모티프로 자연 그대로
의 거친 텍스처와 섬세한 공예적 터치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www.gloryarden.com

www.boq.co.kr

오브제 오감은 전통과 디지털, 소재의 충돌과
리빙과 패션의 결합으로 탄생된 주얼리로 생활
속의 실용과 재미를 추구하는 공예가의 손맛이
묻어나는 제품들을 선보인다. 골드와 진주 장
식이 더해진 오브제 오감의 브레이슬릿은 이질
적인 가죽 소재와 금속 장식이 더해져 유니크
한 주얼리를 창조했다.

애드모먼트 주얼리는 친환경 소재인 종이, 천
연가죽, 나무, 도자기 등 참신한 소재들을 적
용하여 자체 디자인 제작하는 주얼리 브랜드
다. 낯선 소재들이 주는 신선함과 마치 하나
의 오브제를 보는 것 같은 감각적이고 구조
적인 디자인의 주얼리는 애드모먼트의 강점
중 하나다.

생 럭슈는 스카프 액세서리 브랜드로 각 컬렉
션 당 한정수량 생산을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브랜드다. 클래식과 우아함을 키워드로 스카
프를 활용한 브레이슬릿, 가방 등 다양한 아
이템을 선보인다. 생 럭슈의 패턴은 디자이너
의 핸드 드로잉 패턴으로 그래픽을 개발하여
진행되고 있다.

www.objetogam.com

arashi57@nate.com

www.saintluxure.com

www.doronkimi.com

STERLING MAG.

RUBLUM

SALLAVIT

실버 특유의 날카롭고 차가운 속성과 겨울 끝을 지나 봄을 가져
다 주는 목련의 부드럽고 강인한 이미지를 한데 담아 수공예로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루브럼은 ‘레드’, ‘열정’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매혹적인 보석 루
비를 상징한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국가 인증의 하이 퀄리티 제
품을 제안하는 루브럼은 이번 시즌 골프 볼 컬렉션으로 좀 더
다양한 레이어드 연출이 가능한 주얼리를 선보인다.

셀라비의 디자이너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에 감사하며 그
아름다움을 주얼리로 디자인해 표현하고 있다. ‘돌맹이가’, ‘소
금사막’, ‘무화과를’, ‘살구하트’ 같은 자연 친화적이고 정감 있
는 모델명과 디자인이 강점이다.

mimdoll@naver.com

www.sallavitshop.com

www.925mag.com

ADD MOMENT

SL(SAINT LUXURE)

www.j25museum.com

M'SWAG

엠스웨그는 심플한 디자인과 클래식한 감성을
가미한 주얼리 브랜드다. 엠스웨그의 컬렉션은
‘놈코어’, ‘스페이드’, ‘펄’ 등 감각적이고 트렌
디한 테마 아래 구조적인 쉐이프와 태슬, 진주
장식을 더한 세련된 주얼리를 지향한다.

www.msw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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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
X NICHOLAS
KIRKWOOD

2016 S/S 헤라의 메이크업 팔레트는 영국의 세계적인 슈즈 디자이너
니콜라스 커크우드의 터치가 더해져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물들었다.
건축적인 구조미와 다양한 소재들이 이뤄내는 조화, 아름다운 컬러들이
발산해내는 에너지까지, 니콜라스 커크우드의 아틀리에와 헤라가 지향하는
아름다움은 이미 닮아있었다.

INTERVIEW WITH THE SHOE DESIGNER
NICHOLAS KIRKWOOD

Q. 이번 컬래버레이션 주제는 무엇이었나?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내 개인적인 컬렉션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Hera Seoul Fashion Week

기울였다. 또 반짝이거나 매트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가죽이나 스웨이드와는 다른 다양한
소재감을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흥미로웠는가?

A. 코
 스메틱 브랜드와는 첫 번째 작업이었다. 팔레트나 립스틱 형태를 작업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강화시켜 피부 불순물과 각질 및

하이라이팅 요소가 더해진 어두운 톤들이 바로 그것이다. 플라워 프린트는 히비스커스를 도안한

피지를 완화한다.
자외선 차단 기능 뿐만 아니라 미백,
쿨링 등 5가지 효과까지 한번에
구현한다.
—

Q. 이번 컬래버레이션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면?
A. 내 스케치와 프린트가 비로소 실물로 완성됐을 때가 아닐까 싶다. 마지막 샘플이 스튜디오에

헤라 × 니콜라스 커크우드
리미티드 에디션 UV 미스트 쿠션

도착해 박스를 열어 확인한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커버 15.2g 4만5천원대.

Q. 당신에게 아름다운 여자란? 매력적인 여성의 정의를 내린다면?
A. 모든 여성은 자신감에 충만한 순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2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여성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Q. What was the focus of your collection with HERA?
A. I approached the collaboration with HERA much like I approach my own
collections; the initial focus was creating a colour palette and then incorporating
my prints, the floral was a key print in my pre fall collection. I also looked at
highlighting the components of each piece with varying textures not dissimilar to
the textures of leather and suede by creating shine and matte sections.

진행해왔다.

—
헤라 × 니콜라스 커크우드
리미티드 에디션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10g 4만5천원대.

NICOLAS
KIRKWOOD
COLLECTION
문의 080-023-5454

포인트 컬러 메이크업까지 표현할
수 있다. 천연 미네랄 파우더가
매력적인 컬러와 반짝이는 텍스처를
표현하며, 피부에 솜처럼 부드럽게
밀착되어 시간이 지나도 눈 위의
컬러가 생생하게 유지된다.
—

기술을 적용해 입술색에 상관없이

헤라 × 니콜라스 커크우드

립스틱 본연의 컬러를 가장

리미티드 에디션 아이 섀도우

뛰어나게 입술 위에 구현한다.

팔레트 2*6g 5만5천원대.

고탄력 신소재 텍스처 UHA
탄력막을 최초로 적용해, 입술에
닿았을 때 부드러운 감촉과 쫀쫀한

헤라 × 니콜라스 커크우드
리미티드 에디션 루즈 홀릭 3g
3만5천원대.

눈가에 부드러운 음영을 더해주어

적합한 음영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피그먼트(True-Shade Pigment)

—

세련된 여섯 가지 컬러 팔레트로

아이 섀도우 팔레트로 데일리에

광택을 자랑하는 트루 셰이드

밀착력을 실현시켰다.

4

EYE SHADOW
PALLETTE

매혹적인 눈매 연출이 가능한

빛을 받을수록 더 뛰어난 색감과

Q. Was this your first time collaborating with a cosmetic brand?
A. Yes. This was the first time I have worked with a cosmetic brand. It was interesting
as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with the shapes of the palettes or the lipstick
which meant we had to look at unique ways to incorporate print and colour,
finding solutions to curved surfaces or ways to create texture on the lids.

Q.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HERA cosmetics?
A. I was really impressed with HERA product and can’t wait to see the brand in
Seoul.

최소화하여 피부에 고르게 밀착된다.

ROUGE HOLIC

©courtesy of HERA

함께 하고 있으며 디즈니, 삼성, 빅토리아 시크릿, 키스 헤링 등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텍스처를 구현하며 가루 날림을

SPF 50+/PA +++의 강력한

Q. 헤라의 제품들을 처음 접했을 때 받았던 인상은?
A. 서
 울에 무척 가고 싶어졌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에르뎀, 펜디, 로다테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컬렉션 작업을

50%이상 함유되어 보송보송한

클레이 워터가 피부 보습을

것이다.

다양한 가죽과 소재의 매칭, 편안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 특히 형태미와 조형적인

주는 멀티 블러셔. 투명한 파우더가

빙해점도가 녹아있는 30% 미네랄

받았다. 예를 들면 메탈릭한 색조들, 그리고 거기에 매치된 생생한 꽃 프린트 요소들, 차가운

Q. Where do you find your creative inspirations? What were our motifs for this
collection?
A. This collection was inspired by my own pre-fall collection, exploring the dynamism
of the 80’s and the futuristic mood of the era’s film world. The emphasise is on as
metallic hues combined with vibrant floral subjects and dark tones with ice-like
highlights. The floral is a Fleur du lis with Hibiscus.

빛과 화사한 생기로 얼굴에 입체감을

빈틈없이 커버하고, 미세한

Q. 이번 컬렉션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나? 모티프가 된 것은?
A. 지
 난 프리폴 컬렉션의 주제였던 80년대의 다이내미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무드에서 영감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2005년 처음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했다.

세 가지 맑고 선명한 컬러가 은은한

안정화된 초미세 유화 제형 결점을

생각해야 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슈즈 디자이너로 건축적인 요소를 슈즈에 반영한 디자인으로

FACE DESIGNING
BLUSHER

쿠션의 촘촘한 셀(Cell)에 의해

흥미로웠다. 특히 곡선이나 표면, 뚜껑 등에 프린트나 컬러를 입히는 작업은 보다 특별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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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MIST CUSHION
COVER (SPF50+/PA+++)

Q. 이번 헤라와의 작업은 코스메틱 브랜드와의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이었나? 어떤 점이 다르고

about Nicolas Kirkwood

HERA

1

컬러 팔레트였는데 지난 프리폴(Pre-fall) 컬렉션의 플로럴 프린트를 입히는 작업에 심혈을

19

3

ROUGE HOLIC LIQUID

Q. What do you find most satisfying of this collection?
A. The most satisfying part of the collaboration was when the final prototypes
arrived to the studio. Much like with my samples from the factory it is incredible
to open the boxes and see how the product has gone form sketch an print to a
tangible item!

피그먼트의 사이즈를 줄이고

Q. How would you define an attractive woman?
A. Women are the most beautiful when they radiate confidence. An attractive
woman to me isn’t afraid to make bold choices and have their own personal style.

어떠한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화소를 높여 더욱 밝고 선명한
컬러 입자를 구현하는 모노
피그먼트 기술이, 촉촉한 윤기와
광택을 극대화해 입술 위에서
표현된다.
—
헤라 × 니콜라스 커크우드
리미티드 에디션 루즈 홀릭
리퀴드 5g 3만2천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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