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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패션, 뷰티, 

문화계의 새로운 소식들.

Z-GENERATION’S BEAUTY 

울타뷰티가 10대를 위한 브랜드 ‘페티트앤프리티 

(Petit ’n Pretty)를 론칭했다. 작년 베버리힐즈에서 

론칭한 후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유튜버들의 페티트앤프리티 뷰티 제품 리뷰 

영상이 3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화장을 

하는 나이대가 낮아지는 사회현상의 증거다. 10대 대상 

화장품들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페티트앤프리티는 윤리적 제작과 무파라벤,  

안전 테스트을 강조한다.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조’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10대 화장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려고 노력 중이다. 점점 

가속화되는 Z제너레이션 

사업, 지금이야말로 

윤리적이고 공정한 전략을 

준비할 시점이 아닐까? 

BLINDNESS

인터내셔널 울마크 프라이즈(IWP)가 올해의 최종 

후보자 10인을 공개했다. 호주의 울마크 컴퍼니가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울 마크 프라이즈는 메리노 울을 

활용한 국제적인 패션 디자인 대회로, 세계적인 패션 

인재를 육성해왔다. 올해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촉망받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지원했는데, 파이널 

리스트 10인은 여섯 벌의 메리노 울 컬렉션을 개발해 

내년 2월 런던에서 열리는 파이널에서 선보이는 기회를 

얻는다. 영국의 에이콜드월(A-Cold Wall), 미국의 

보디(Bode), 네덜란드의 보터(Botter)를 비롯하여 

쟁쟁한 후보자들과 함께 한국의 블라인드니스가 최종 

파이널 10인에 선정되었다. 신규영과 박지선 듀오 

디자이너가 이끄는 블라인드니스가 쟁쟁한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울마크 프라이즈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로  

어떤 쾌거를 이룰지 기대해본다. 

NIKE LIVE

나이키 라이브가 캘리포니아에 새 매장을 오픈했다. 

나이키 라이브는 지역 내 고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매장 상품 구성, 디스플레이, 재고 분석을 하여 최적의 

쇼핑 환경을 구성한 매장이다. 소비자들이 나이키 앱을 

이용하여 직접 제품 바코드를 스캔해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주문부터 매장의 디지털 로커를 

통한 픽업, 원하는 신상품을 예약과 시착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리미엄 개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LA 멜로즈 지역에서 최초로 오픈한 이후 1년 

동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신개념 

쇼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캘리포니아 롱비치는 

운동을 즐기는 여성 고객이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 친화적인 매장이 될 예정이다.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겸비한 스포츠 의류와 집처럼 편안한 매장 

분위기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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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 럭셔리 명품 기업 LVMH가 미국을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인수를 위해 145억 달러(약 17조500억원)를 제시했다. 182년 전통을 자랑하는 티파니는 1837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 <티파니에서 아침을> 영화에 등장하며 오랜 시간 사랑 

받아왔다. 이에 명품 기업 LVMH는 거액의 인수 가격에도 불구하고, 티파니를 영입함으로써 세계 주얼리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LVMH는 불가리, 쇼메, 위블로, 태그호이어 

주얼리 및 액세서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사 리치몬트SA(Richemont SA)의 까르띠에, 

반클리프 & 아펠의 인지도와 명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만큼 티파니의 ‘이름값’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거액의 인수 소식에 몰린 기대감을 증명하듯 티파니의 

주가는 이달 5일 127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달과 대비해 34% 오른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LVMH가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예측했다. 첫 인수 제시 당시 주당 

120달러로 산정된 만큼, 현재 고공 행진 중인 주가를 감안하면 또다시 기록적인 숫자가 제시되리라는 것. 

LVMH가 티파니 인수에 성공하면 올해 유럽 기업으로서는 미국 기업 인수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한편,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 루이비통 핸드백 공장을 세우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려는 LVMH의 

공격적인 행보는 2019년 주가 49%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결과와 함께 세계 대표 명품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LVMH가 미국 뉴욕의 자존심이라고 여겨지는 헤리티지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 

인수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ditor 민지예 / 통신원 강기향(전 LA 패션위클리 뉴욕 통신원 & 패션 저널리스트)

LVMH 
BID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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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마이테레사 www.mytheresa.com, 

매치스패션닷컴 www.matchesfashion.com

WINTER 
VARIATION

룩에 맞춰 변주하는 벨트 스타일링.

누가 뭐래도 패션의 완성.

1 탄탄한 밀도감이 느껴지는 블랙 스웨이드 부츠 150만원대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2 자연스럽게 잡힌 주름이 돋보이는 가죽 부츠 
50만원대 유지. 3 뒷굽의 자유로운 셰이프가 인상적인 버건디 가죽 부츠 77만8천원 율이에. 4 화려한 뱀피 텍스처 가죽 부츠 30만원대  

에잇 바이 육스. 5 긴 길이감으로 자유롭게 셰이프를 연출할 수 있는 화이트 가죽 부츠 27만8천원 레이첼 콕스.

문의 레이첼 콕스 www.rachelcox.co.kr,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www.michaelkors.co.uk, 

에잇 바이 육스 www.yoox.com, 유지 www.yuji.kr, 율이에 www.yuulyie.com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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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PALETTE

B 로고 가죽 벨트 35만원대

발렌시아가 by 매치스패션닷컴.

홀스빗 버클 가죽 벨트 83만원대 

구찌 by 매치스패션닷컴.

와이드 가죽 벨트 70만원대 

이자벨 마랑 by 매치스패션닷컴. 

빈티지 브라스 버클 가죽 벨트 70만원대 

홀리데이 부알로 by 매치스패션닷컴.

크리스털 원형 장식 스웨이드 벨트 50만원대 

생 로랑 by 마이테레사.

V 로고 악어가죽 벨트 134만원대 

발렌티노 by 매치스패션닷컴.

주름 디테일 가죽 벨트 70만원대 

보테가 베네타 by 매치스패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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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빛내줄, 글래머러스한 신상 

팔레트.

1 앤아더스토리즈 비쥬 마롱 아이섀도우 
팔레트 고급스럽게 반짝이며,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4가지 컬러의 아이섀도 팔레트. 

8g 2만5천원. 2 투페이스드 프리티 리치 

아이섀도우 팔레트 다이아몬드처럼 언제 

어디서든 반짝이는 룩을 완성해주는 

16가지 셰이드의 팔레트. 15.2g 6만2천원. 

3 릴리바이레드 무드치트킷 매트, 시머, 
글리터 텍스처의 3가지 구성으로 매혹적인 

핑크 무드를 연출한다. 02호 핑크 스윗츠 8g 

2만6천원. 4 웨이크메이크 포켓 스타일러 

콤팩트한 사이즈의 포켓 팔레트로 다양한 

글리터 색상이 담겨 있다. 02호 드레스 

업 글리터 7~8.5g 2만원. 5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올인원 메이크업 팔레트 

아이섀도와 블러셔, 하이라이터 3가지를 

하나에 담아 트렌디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2.4gx3ea, 4.5gx3ea 5만원.

문의 릴리바이레드 1566-1696, 

아티스트리 1588-0080, 앤아더스토리즈 

02-3442-6470, 웨이크메이크 1577-4887, 

투페이스드 02-32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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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STIC CABINET

스페인 남부 도시 말라가에 문을 연 파스트라미 클럽(Pastrami 

Club)의 입구는 밖에서 보면 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샌드위치 바의 

풍경이다. 그러나 남자 화장실을 통해 클럽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스페인의 파코 라고(Paco Lago)는 이 클럽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를 

‘놀라움’이라 설명한다. 샌드위치 바를 통해 들어오는 놀라움, 모든 

것이 거꾸로 천장에 매달린 남자 화장실을 관통해 클럽으로 입장할 

때의 놀라움, 라운지와 독특한 조명이 독보적인 바를 발견하는 놀라움, 

붉은 방을 지나 커튼을 열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설 때의 놀라움을 

포함한다. 파스트라미 클럽 프로젝트는 알코올이 금지되었던 1920년대 

뉴욕에서 널리 퍼진 연설에서 영감을 얻은 프로젝트로, 당시 다른 

가게로 위장해 영업하던 비밀스러운 클럽 이미지를 되새기기 위해 

설계됐다. 클럽 내부는 리드미컬한 선과 면, 입체감으로 무장하고 거울, 

비닐, 금속 커튼, 석재, 직물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아낌없이 들여왔다. 

초대형 대리석 카운터와 레트로 이미지를 간직한 바와 조명의 세기와 

강도를 바꿀 수 있는 천장의 네온 조명까지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클럽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문의 pacolago.com

PASTRAMI 
CLUB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지닌 인도 리빙 브랜드 스칼렛 스플렌더(Scarlet Splendour)가 최근 발표한 

작품들은 판타지 스토리를 입고 탄생했다. 그중 캐비닛 컬렉션인 루루(Lulu)와 애니매직(Animagic)을 소개한다. 우선 

루루는 14세기 마법사 루카스타 루드위그(Lucasta Ludwig)의 이름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불어넣던 존재는 입술과 눈을 포인트로 간직한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100×52×191cm. 

애니매직은 당나귀 신사 시우코(Ciuco)와 작은 토끼 미미(Mimi)가 주인공이다. 황동으로 주조하고 상감법으로 

제작했으며 그릇을 넣는 수납장이나 바(Bar)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치우코 88×70×216cm, 미미 135×63×240cm. 문의 www.scarletsplendour.com

자원을 순환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캠페인은 큰 의미가 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영국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The 

Body Shop)이 함께한 ‘플라스틱 공병 수거 

캠페인’도 그중 하나다. 전국 27개 더바디샵 

매장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약 5650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더바디샵 제품과 타사 제품을 

포함한 총 1만736개의 공병이 수집됐다. 총 

600kg에 달하는 이 공병은 모두 재생, 원료화해 

국내 놀이터 제작업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양질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는 놀이터 기구 제작을 

위한 연구와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테라사이클은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주요 소비재 

브랜드, 제조회사와 함께 자원순환 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www.terracycle.com 

TERRACYCLE 
+ 
THE BODY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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