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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estination

에게 해의 낭만, 산토리니   

에게 해에 흩뿌려진 400여 개 섬들 중 가장 아름다운 섬이며, 고대 전설 속 

아틀란티스로 일컬어지는 신비의 섬. 산토리니는 그저 아무 계획 없이 그림

처럼 펼쳐지는 순백의 골목을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저 멀리 일렁

이는 짙푸른 바다와 둥글게 솟은 푸른 지붕, 눈부시게 하얀 담장을 드리우

며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붉은 부겐빌레아 꽃은 강렬하면서도 유혹적이

다. 빛으로 물든 섬 산토리니는 에게 해를 배경으로 묘한 대비와 조화를 이

룬다. 해안가 어촌 풍경이 아기자기한 미코노스와 달리 산토리니는 화산이 

폭발해 생긴 절벽 위로 집들이 가파르게 늘어서 있다. 산토리니를 대표하는 

피라(Fira) 마을과 이아(Oia) 마을도 모두 절벽 위에 있다. 절벽을 따라 다

닥다닥 이어지는 골목과 집들은 산토리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풍경

이다.

TIPS FOR TRAVELLER    
가는 법 산토리니는 아테네를 경유해 간다. 아테네에서 산토리니까지 200km 거리로, 

국내선 항공기 또는 고속 페리를 이용한다. 항공은 45분, 고속 페리는 4시간 소요된다.

현지 교통 산토리니에서는 신항구인 아티니오스 항구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피라로 이

동한다. 피라 터미널에서 섬 곳곳으로 버스가 다닌다. 길이 완만해 현지에서 경차를 렌

트해 섬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도 낭만적이다. 산토리니의 택시 요금은 비싼 편이라 한 

번 타는 값이면 자동차를 하루 렌트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날씨 물이 풍부하지 않은 산토리니는 항상 건조하다. 일교차가 심해 낮에는 덥고, 밤에

는 쌀쌀하므로 카디건과 얇은 점퍼는 꼭 챙긴다. 언제든 바다에 몸을 담글 수 있도록 

수영복에 선드레스를 챙겨 입고 가방 안에 수건을 넣어 다닐 것. 태양이 한풀 꺾인 오

후 반나절 정도는 마음에 드는 해변에 자리 잡고 앉아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좋다. 

시차 우리나라에 비해 7시간이 늦다.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4~9월에는 6시간 차이가 

난다.

크레타 섬

스파르타

아테네

에게해

크레타해지중해

로도스

사모스

산토리니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죽기 전 에게 해를 여행하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던 그 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섬. 

산토리니는 편안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PAT의 모습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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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산토리니 사람들에게 산토리니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주

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할 것이다. “목적지

를 정하지 말고, 발길 닿는 대로 즐겨라!” 

절벽 카페에 앉아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커피 한 잔 즐기거나 계단에 걸터앉아 푸

른 바다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

는 줄 모른다. 당나귀가 오르내리는 구항

구를 시작으로 골목들이 복잡하게 늘어

서 있다. 섬의 여유로움과 그리스인의 낙

천성으로 충만한 산토리니는 본토인 아테

네와는 또 다른 분위기다. 

피라 마을과 이아 마을의 낮과 밤  

피라 마을은 산토리니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미로처럼 

엉켜 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깎아지른 

절벽과 화산 폭발로 생긴 칼데라와 마주

하는 순간은 숨이 막힌다. 칵테일 한 잔 

들이켜지 않고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면, 바와 클럽이 숨어 있는 피라 

마을이 제격이다. 산토리니의 환상적인 일

몰을 감상하고 싶다면 이아 마을에 가야 

한다. 해가 서서히 저물 무렵 따뜻한 빛깔

로 물들어가는 하얀색 건물들은 인생에

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을 선물한다. 

화산섬 산토리니의 독특한 해변들  

이국적인 화산섬 산토리니에는 독특한 빛깔의 해변이 여러 곳 있다. 산토리니 동

남쪽에 있는 카마리 해변과 페리사 해변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검

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산토리니 남쪽에 위치한 레드 비치는 흙과 돌이 붉은

빛을 띠는 곳으로, 로드 무비 ‘델마와 루이스’를 떠올리게 한다. 화이트 비치는 

산토리니의 상징과도 같은 하얀색의 기암절벽 아래 자리한 해변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다.

  WHERE TO STAY   
숙소가 주로 밀집한 지역은 산토리니의 피라 마을 일대지만, 석양으로 유명한 이아 마을에는 5성급 럭셔리 호텔이 많

다. 해외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곤 하는 ‘안드로니스 럭셔리 스위트(www.andronis-suites.com)’가 대표적이다. 

6~8월이 성수기이며 9월을 넘어서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11~3월에는 문을 닫는 숙소도 있다. 숙소를 구하기 어려

운 성수기에는 오전에 섬에 도착해 일찍부터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야 손해가 없다. 섬에 늦게 도착하는 일정이라

면 사전 숙소 예약은 필수.

1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아 마을 풍경. 

2 산토리니는 골목 어디를 가든 그림 같은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3 하얀색 담장을 강렬하게 수놓은 부겐벨리아 

꽃이 유혹적이다. 

1 하얀 종탑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에게 해의 눈부신 바다. 

2 걸어도 걸어도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지는 산토리니 골목.

3 산토리니 남쪽에 위치한 레드 비치는 로드 무비 ‘델마와 루이스’를 

떠올리게 한다.  

1 1 2

2

3

3

  WHAT TO BUY    
산토리니에서 꼭 사야 할 것은 선 드라이드 토마토, 올리브유, 디저트 와인. 특히 토마토를 말려 오일

에 절인 음식인 선 드라이드 토마토는 샐러드나 피자에 올려 먹으면 유용하다. 이아 골목 곳곳에 위

치한 갤러리와 박물관, 서점에서는 엽서나 수첩 등을 구입하고, 수공예품 숍에서는 술잔, 접시, 포크 

등과 같이 실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소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자정까지 영업을 하는 상점들이 

많아 늦게까지 쇼핑이 가능하다. 치안은 양호하지만 소매치기가 많아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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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를 기원하는 건강 디너, 문어 요리와 무사카

이아 마을의 굴라스 성채 성벽에 걸터앉아 노을을 감상하고 난 뒤에는 부부의 장수를 

기원하며 그리스식 디너를 즐기자. 메인 요리로 문어 요리 혹은 그리스 전통 음식 

무사카를 추천한다. 담백하면서도 불 맛이 느껴지는 문어 요리는 부드럽고, 다진 고기와 

감자, 치즈 등을 쌓아 오븐에 구운 무사카는 풍미가 깊다.

3

꽃중년의
산토리니 삼시세끼
절벽 끝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정찬을 즐기든, 간단한 길거리 

음식을 탐닉하든 상관없다. 산토리니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음식이다. 

산토리니를 건강하게 맛보는 여섯 가지 방법.

지중해식 오징어튀김, 칼라마리

산토리니 구항구 언덕 위의 피라 마을에는 전통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칼라마리를 

주문해보자. 그리스어로 오징어를 뜻하는 칼라마리는 지중해식 오징어튀김으로 

그리스인들은 애피타이저나 술안주로 즐겨 먹는다. 은은한 재스민 향과 새콤한 레몬즙이 

어우러져 해산물을 즐기는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다.

식전에는 건강식 그릭 샐러드

어디를 가든 건강식으로 알려진 지중해 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그리스 음식 중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그릭 샐러드는 토마토, 오이, 페타치즈를 기본으로 올리브유를 더한 

샐러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때마다 맛볼 수 있다. 특히 육류를 즐기는 그리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바로 그릭 샐러드다.

TABLE ETIQUETTE

디오니소스처럼 빈산토 와인에 축배를

와인 투어의 시작은 산토리니 와인 뮤지엄. 

산토리니 와인 양조법을 잘 재현해놓았다. 

산토 와이너리에서는 칼데라 뷰를 즐기며 

와인을 맛볼 수 있다. 포도를 수확해 열흘 

정도 양지에서 말린 뒤 와인을 빚어 

숙성시킨 연분홍빛 와인이 바로 달콤한 

맛의 디저트 와인 ‘빈산토’. 첫맛은 달지만 

긴 여운이 매력이다.

TRAVEL & food

격식 없이 흥겹게 즐겨라

집에 초대받았다면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술이나 케이크, 화초 등으로 마음

을 전하는 것이 예의다. 지각을 잘 하는 

그리스인의 식사에서는 모든 인원이 도

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 

커트러리를 내려 놓는 방법

식사를 중이라면 ‘ㅅ’자 모양으로 포크

와 나이프를 접시에 걸쳐 양쪽에 놓아

둔다. 포크와 나이프를 4시 방향으로 

나란히 놓아두면 식사가 끝났다는 의

미. 접시를 내가도 좋다는 의미이다.

순서에 맞춰 바깥쪽부터

한식과 달리 포크, 나이프, 스푼 등 테

이블에 쭉 세팅된 커트러리를 보고 당

황할 필요 없다. 음식이 서빙되는 순

서에 맞춰 양쪽 모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사용하면 된다.

냅킨 사용법 

테이블 위에 놓인 천 냅킨은 무릎 위에 

펼쳐 식사를 한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

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테이블 위가 아

니라 의자 위에 올려놓는 것이 매너. 

돌아오면 다시 무릎 위에 펼친다. 

음식 먹을 때 매너

식전 빵은 손으로 뜯어 먹는다. 생선 

요리는 뒤집지 않고 놓여 있는 상태 

그대로 먹는다. 스테이크는 한 입 크기

로 그때그때 잘라 먹는 것이 예의. 사

용한 휴지는 접시 밑에 넣어둔다.

커트러리를 떨어뜨렸을 때

식사 중 포크나 나이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몸을 직접 숙여 줍

는 대신 웨이터에게 새것을 가져다 달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예의. 손을 들

어 웨이터를 부른 뒤 치워달라고 한다.

정찬 코스 용어 제대로 알기

그리스의 정찬은 샐러드, 전채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 등으로 이뤄진다. 

수프는 나오지 않는다. 전채 요리로는 

칼라마리,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 생

선 등의 그릴 요리가 제공된다. 

아침은 일찍, 저녁은 늦게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습관이 있

어 아침 식사는 일찍 시작된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심 식사는 오후 

2~3시 사이에 느긋하게 즐기고, 저

녁은 8~9시 이후부터 시작된다.

식사 전 체크 메뉴판 & 커트러리 사용 안내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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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결처럼 펼쳐지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당신만의 멋과 감성을 살려줄 산토리니 룩을 PAT가 제안한다.멋을 안다면 PAT처럼! 

줄리 델피처럼 우아하게 ‘비포 미드나잇’ 

전 세계 청춘들을 설레게 한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선셋’에 이은 완결 편.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이라는 여행’을 다룬 ‘비포 미드나잇’은 과거를 회상

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의 낭만을 발견하게 

된다. 멋진 풍경 못지않게 줄리 델피가 선보인 휴양지 룩이 시선을 사로잡는

다. 목선이 깊어 더없이 사랑스러운 그녀의 선드레스는 편안해 보이면서도 

더없이 관능적이었다.

 STYLE  TIP

휴양지에서는 과감하게 자신만의 여성스러움을 어필하자. 
선드레스를 걸치고 어깨에 카디건이나 숄을 매치하면 
낮과 밤 전천후로 코디하는 리조트 룩이 완성된다.

휴양지에서도 신사의 품격 ‘맘마미아’

그리스의 햇살만큼 풍요롭고 따사로운 영화 ‘맘마미아’는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의 일기장을 훔쳐본 딸 소피가 자신의 아빠일지도 모르는 엄마의 세 연

인을 결혼식에 초대하면서 시작된다. 소피의 ‘아빠 후보 3인방’이 펼치는 남

성 패션 중 샘 역을 맡은 피어스 브로스넌의 패션 룩을 눈여겨볼 것. 중년의 

나이에도 멋진 풍채를 자랑하며 청바지에 리넨 소재 블레이저 재킷을 매치

한 그의 룩은 내 남편에게 따라 입히고 싶은 바로 그 스타일!

 STYLE  TIP

주름마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리넨 재킷에는 
면 팬츠나 데님 팬츠를 매치하고, 
선글라스나 파나마 해트를 더하면 멋스럽다.

사랑을 꿈꾼다면 ‘나의 로맨틱 가이드’

그리스의 유적들이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이 영화는 일도 연애도 순탄치 못

한 주인공 조지아가 자신의 고향인 그리스에서 ‘케피(그리스어로 활력이라

는 뜻)’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여행사 가이드인 그녀의 안내에 따라 

그리스의 절경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샌가 길 떠나고 싶어진다. 조지아처럼 

때로는 편안한 셔츠나 재킷 차림으로, 때로는 여성스러운 원피스 차림으로 

매력을 어필해보자.

 STYLE  TIP

휴양지에서는 조지아처럼 살짝 피트되는 
원피스나 슬리브리스에 얇은 재킷을 매치해 활동성을 
살리도록 한다.

SANTORINI travel look
디너와 연회를 위한 포멀 룩 

M JACKET 1C31206(931) 
 SHIRTS 1C31506(931) 
 PANTS 1C32602(805)
W JACKET 1C41204(800)  
 BLOUSE 1C42513(120) 
 PANTS 1C41610(820)

활동성을 살린 캐주얼 룩   

M SHIRTS 1C11514(800)  
 T-SHIRTS 1C35301(820) 
 PANTS 1C31638(111)
W BLOUSE 1C42521(111) 
 PANTS 1C42621(800)

3
편안한 여행을 위한 컴포터블 룩     

M SHIRTS 1C31501(820) 
 PANTS 1C31782(111)
W JACKET 1C41207(820) 
 BLOUSE 1C42504(820) 
 PANTS 1C42680(111)

LOOK & style

SHIRTS QC41503
T-SHIRTS QC45306 
PANTS QC42601

JACKET 1C11208
SWEATER 1C13302
SHIRTS 1C11514
PANTS 1C12062

M JACKET QC11101
 SHIRTS QC13301
W JACKET QC21102
 BLOUSE QC25303
 PANTS  QC22601



TRAVEL spot

국내의 산토리니, 제부도와 강화도를 가다

M PAT JACKET 1C31208
 PAT SHIRTS    1C31512
 PAT PANTS    1C12601
W  PAT JACKET 1C41205
 PAT T-SHIRTS 1C45703

SANTORINI
in Korea

지중해의 햇살과 바람, 제부도와 강화도  

일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지중해의 눈부신 햇

살과 산토리니의 푸른 낭만을 만날 수 있다. 편안하면

서도 차분함을 선사하는 서해바다를 품은 제부도와 

강화도가 바로 그곳이다. 요트로 가득 찬 전곡항의 이

국적인 풍경이 눈길을 끄는 제부도와 지중해식 만찬

을 즐길 수 있는 강화도에서 산토리니의 여유와 낭만

을 즐겨보자. 편안하면서도 차분함을 선사하는 PAT

와 더없이 잘 어울리는 그곳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을 선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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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싱그러운 정원에서의 브런치, 유니스정원 

	 ‘실내에	담긴	실외	공간’이	콘셉트인	이풀실내정원과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를	즐긴	후

	 브런치로	여유를	만끽하자.	직접	재배한	허브로	싱그러운	향을	더한	건강한	샐러드와	부드러운	

	 육질의	스테이크는	물론	다양한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다.	031-437-2045

13:00  이색 문화 공간, 소다미술관

	 방치된	찜질방의	화려한	변신으로	탄생한	소다미술관에서는	특별히	전시를	관람하거나	집중	

	 하지	않아도	좋다.	벽을	낮춘	미술관,	누워서	보는	미술관,	오래	머무는	미술관을	지향하는	만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070-8915-9127

14:30  국제 요트대회가 열리는 전곡항

	 정박해	있는	많은	요트는	푸른빛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얼굴을	

	 스치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거닐어보자.	요트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낙조	시간에	맞춘	선셋투어는	붉은	노을을	머금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또	하나의

	 추억을	아로	새긴다.	031-8059-8875,	www.dreamyacht.co.kr

15:30  전곡항을 한눈에, 하버프론트 카페

	 전곡항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버프론트는	1~3층은	카페,	4층은	펜션으로	

	 운영한다.	와플과	커피	한	잔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쉼터다.	노을	

	 이	지는	시간	이곳에서의	여유는	그	어떤	순간과도	바꿀	수	없다.	031-366-7717

17:00  순수한 감성 가득, 유리섬미술관

	 확	트인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한국의	무라노를	꿈꾸는	유리섬미술관은	자연과	

	 유리를	테마로	꾸민	공간으로	다양한	유리	작품은	물론	유리예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032-885-6262

19:00  지중해 풍경에서의 하룻밤, 산토리니 펜션

	 그리스까지	가지	않아도	지중해의	이국적인	짙푸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수영	

	 장을	비롯한	각종	놀이시설은	물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다채	

	 롭게	즐길	수	있다.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이곳에서의	하룻밤으

	 로	여행이	한층	더	풍요롭다.	010-8619-1254

제부도는 편안하면서도 

심플해서 더없이 세련된 PAT와 

더없이 잘 어우러진다.

▲ 유니스정원 ▲ 소다미술관 ▲ 소다미술관  ▲ 전곡항

▼ 산토리니 펜션▼ 하버프론트 카페

제부도 travel look

지중해식 연회를 위한 

심플 룩 

햇살을 만끽하고 지중해식 

정찬을 즐기는 날에는 

심플함이 가미된 디테일을 

추구하는 것이 포인트다. 

와이드 팬츠에 셔츠를 

세련되게 매치할 것.

SHIRTS QC41501(111) 
PANTS QC41604(199) 

활동적인 이지 클래식 룩  

편안함과 활동성은 살리면서 

지중해 스타일의 멋과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심플한 

티셔츠에 재킷을 매치해 

클래식한 느낌을 더한다.

JACKET QC31203(820) 
T-SHIRTS QC35304(191) 
PANTS QC31702(820) 

▼ 유리섬미술관

미술관 산책을 위한 포멀 룩

항구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 한 잔 마시고, 감성 가득한 

미술관에서 산책을 즐기는 

날에는 포멀한 룩에 프린트로 

포인트를 더하면 에지 있다. 

JACKET QC41203(800) 
BLOUSE QC42502(800) 
PANTS QC41605(111)

지중해의	햇살 
제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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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강화로 넘어가는 관문, 초지대교

	 강화	8경,	초지진에서	바라본	초지대교는	김포와	강화를	잇는	연결고리로	잔잔한	풍경이

	 인상적이다.	강화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으니	잠시	차를	멈추고	눈부신	바다와	시원한	바람을	

	 가슴에	담아보자.

12:00  지중해식 만찬, 풍경속오브제

	 동화	속	파란	마을에	초대된	기분이	든다.	제주도와	강화도의	텃밭에서	나오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지중해풍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채소와	문어를	곁들인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	볶음밥

	 등	다양한	메뉴가	풍경속오브제의	매력이다.	032-937-8766

13:30  솜사탕처럼 달콤한 카페 라르고

	 어디에서나	보이는	탁	트인	바다	풍경에	솜사탕처럼	달콤한	구름을	담은	라테까지	여행자의			

	 마음을	잔뜩	설레게	하는	곳이다.	카페의	이국적인	유럽풍	외관이	바다와	어우러져	멋스러움을		

	 더하며,	리조트와	카페	사이의	공간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포토존이다.	

	 032-937-8847

14:30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카페 도레도레

	 무지개	케이크	이외에도	볼거리가	가득한	여자들의	취향	저격	공간이다.	높고	넓은	

	 실내	공간은	물론	카페	앞	유럽풍	정원과	주변	경관이	일품이다.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	놓치기	어려울	만큼	세련된	공간을	실컷	담아오자.	032-937-1415

16:00  비밀 정원으로의 초대 해든뮤지움

	 발	딛는	곳곳마다	평온하다.	눈앞에	작품이	있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	세계적인			

	 현대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백남준	등	유명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소장

	 되어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의	예술	공간으로	빠져든다.	032-937-6911

18:00  이국적인 하룻밤 109하우스 펜션

	 서해	바다의	일몰과	함께하는	109하우스에서의	하루는	매우	특별하다.	바다와	맞닿	

	 을	듯한	수영장뿐	아니라	펜션	곳곳이	낭만적인	산토리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

	 다.	청량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곳에서의	하루는	두고두고	꺼내	볼	수	있는	추억이		

	 된다.	032-937-8109

▲ 풍경속오브제 ▲ 카페 라르고  ▲ 카페 도레도레

▼ 109하우스 펜션▼ 109하우스 펜션

 

강화도 travel look

로맨틱한 크루즈 룩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지중해의 크루즈 여행을 

꿈꾼다면 프린트와 소재가 

돋보이는 재킷을 매치하면 

스타일리시하다.

JACKET 1C41210(820) 
T-SHIRTS 1C45703(111) 
PANTS 1C42610(111)

▼ 해든뮤지움

Ⓒ
 김

한
수

편안함을 살린 스마트 

캐주얼 룩  

깔끔한 화이트 팬츠에 

가벼운 소재감이 돋보이는 

셔츠를 편안하게 매치하자. 

활동적이면서도 개성이 

돋보이는 여행지 룩이 

완성된다.

BLOUSE 1C42519(820) 
T-SHIRTS 1C45704(820) 
PANTS 1C42680(111)

품격을 돋보이는 

캐주얼 룩  

절제된 품격을 

잃지 않는 셔츠 아이템은 

내 남편을 멋쟁이로 만드는 

여행지 필수품이다. 

반바지에 파나마 해트와 

깔끔하게 코디하면 멋지다. 

SHIRTS 1C31520(820) 
PANTS 1C31782(111)

편안하면서도 차분함을 선사하는 

PAT는 서해 바다와 닮았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낭만을	품은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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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 fashion 

“내가 편안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다.”
편안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트렌드로 당당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펼쳐보이는 배우 유인영. 

진정한 멋을 아는 그녀의 선택, PAT!   

유인영, 스타일로 패션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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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와 다리 라인 전체를 

슬림하게 잡아주는 

스타일로 특히 포멀한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기에 

더없이 완벽한 팬츠!”

“엉덩이와 허벅지, 

밑단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기본 핏 스타일로, 

마치 바지를 입지 않은 듯 

편안함이 매력!”

“완벽한 라인을 살려주는 팬츠! 

엉덩이부터 밑단까지 

타이트하게 떨어져 

슬림하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여요.”

“힙부터 허벅지의 라인이 

넉넉하며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 

통통한 하체를 

커버하는 데 그만이에요.”

“볼륨감이 돋보이는 

와이드 핏에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을 선택하면 

몸매가 매력적으로 

살아나요.”

슬림핏 일자핏 스키니핏 배기핏 와이드핏

PAT 패션연구소에서 다년간 7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체형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고의 핏을 찾아낸 

6가지 제품 라인! 당신이 꿈꾸던 완벽한 바지 라인인 ‘퍼펙트핏’과 새롭게 만나보자.perfect fit
키 작고 통통한 체형이라

어떤 바지도 안 어울린다

하체가 빈약해

바지를 입으면 없어 보인다

키가 큰 데다 통통해서

덩치가 커 보인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통통한 ‘엉짱녀’

볼륨감이 없어 몸매가

밋밋해 보인다

CELEB’ pick

퍼펙트핏만의 숨겨진 매력

퍼펙트핏 

1   다양한 핏  

개개인의 체형과 스타일에 따라 

매치할 수 있는 다양한 핏의 

바지를 선보인다.

3   곡선 허리 밴드

일본에서만 공정이 가능한 

‘CURVED WAIST BAND’가 

허리 라인에 맞게 설계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스타일을 완성한다.

2   사방 스트레치

뛰어난 신축성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을 극대화한

 ‘4WAY STRETCH’의 

기능성 소재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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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들뜬다.

 STYLE  TIP  베이식한 블랙 팬츠와 심플한 셔

츠 차림에 화사한 옐로 컬러 재킷을 더하는 것만

으로도 경쾌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화요일에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편안함이라

는 매력으로 어필해보자.

 STYLE  TIP  활동성을 강조한 배기핏 팬츠에 

살짝 소매를 접어 연출한 크롭트 재킷은 일부러 

멋을 부리지 않았지만 남달라 보인다.

트렌디한 골목길을 산책하는 날에는 활동적이면

서도 포멀한 멋을 살린 캐주얼 룩을 연출해보자.

 STYLE  TIP  화이트 팬츠에 데님 셔츠를 매치

하고 클래식한 로퍼와 크로스백으로 마무리하

면 된다.

자신만의 시간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한 목요

일. 조금은 화려하게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자.

 STYLE  TIP  그린 컬러가 산뜻한 팬츠에 깔끔

하고 도회적인 느낌이 풍기는 스트라이프 셔츠 

룩은 개성 넘치면서도 파워풀하다.

친구들과 저녁 모임이나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날에는 가장 우아하게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낼 것.

 STYLE  TIP  화려한 듯 강렬한 레드 컬러 팬츠

에 심플한 화이트 셔츠, 블랙 클러치로 포인트를 

주면 멋스럽다.

가족 행사나 모임이 있는 날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블랙 & 화이트 룩이 답이다.

 STYLE  TIP  리넨 소재 화이트 컬러 와이드 팬

츠에 루스하게 떨어지는 블라우스와 재킷은 편

안하면서 동시에 우아하다.

COORDI tip

MON월요일 TUE 화요일 WED수요일 THU목요일 FRI금요일 SAT토요일

나이와 유행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할 것!

멋과 개성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PAT의 요일별 퍼펙트핏 스타일 제안.diaryPAT STYLE 
요일별 퍼펙트핏 스타일 다이어리 

Jacket
1C21101

Jacket
QC21202

Jacket
1C21330

Shirts
1C21532

Shirts
1C42509

Blouse
1C42521

T-Shirts
QC42502

Jacket
QC41203

Pants
1C21642

Pants
QC21603 Pants

1C21650

Pants
1C41641

Pants
QC41605

Shoes
1C27630

Blouse
1C22501

T-Shirts
QC23301

Pants
1C41631

Shoes
XC2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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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 셔츠 + 디테일 클러치 

편안한 감성이 돋보이는 의상에는 4개의 코뿔소 장

식이 포인트로 가미된 클러치를 더하면 스타일 완성. 

이지 캐주얼 룩 + 쇼퍼백 

화사한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경쾌한 쇼퍼

백은 캐주얼 룩에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 

머린 룩 + 페미닌 토트백 

스트라이프 쇼츠를 매치한 머린 룩은 숄더와 토트로 

연출 가능한 페미닌 백으로 스타일을 살려보자.

페미닌룩 + 빅 사이즈 클러치 

편안하게 늘어뜨린 페미닌 재킷에 소재가 독특한 클

러치를 시크하게 매치하면 패셔니스타가 된다.  

Bag in Travel
여행에서, 일상에서 당신의 스타일을 빛내주는 또 다른 이름, RHINO. 

ITEMmust have

당신의 
스타일을 
살려줄 
가방

2016 S/S 시즌 PAT 스타일에 힘을 

실어줄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 라이노를 

선보인다. 매끈한 가죽 전문 L라인, 

패턴 전문 P라인, 스크래치에 매우 강한 

슈퍼패브릭 S라인으로 구성된다.

가죽 라인 
LEATHER LINE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가 돋보이는 L라인

패턴 라인 
PATTERN LINE

라이노의 시그니처가 돋보이는 포인트, P라인 

슈퍼패브릭 라인  
SUPERFABRIC LINE

기능성 소재가 고급스러운 S라인

포멀 시크 룩 + 심플 클러치

와이드핏 팬츠에 화이트 셔츠를 매치한 포멀한 의상

에는 블랙 클러치를 매치하면 고급스럽다.  

H
C

27
50

3
H

C
27

50
4

H
C

27
50

5

모던 캐주얼 룩 + 백팩 

휴양지나 도심에서 모던하면서도 역동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아이템. 

H
C

27
54

0
H

C
27

54
1

클래식 룩 + 블랙 보스턴백  

내 남자를 위한 포인트 소품은 보스턴백. 뉴트럴 컬

러 블레이저 재킷에 매치하면 멋스럽다. 

H
C

17
52

0

스키니핏 팬츠 + 미니 보스턴백

스키니핏 팬츠 차림의 캐주얼 시크 룩에는 작은 사이

즈의 보스턴백을 귀엽게 매치해보자. 

H
C

27
52

2
H

C
17

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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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에 화사함을 더하는 감성 충만한 그림 한 점, 
                       제철 식재료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끼 식사…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일상의 여유가 함께 하는 

                  PAT의 행복한 시간.

PAT life삶에 여유와 행복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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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송 스님의 참 쉬운 건강 밥상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한 식탁 차리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출간된 <법송 스님의 자연을 담은 밥상> 속 영양 과잉 없이 맛있는 사찰 음식 레서피를 눈여겨보자. 

시간 20분     분량 4~5인분

재료  

마 300g, 대추 3개, 들기름·깨소금 1큰술씩, 

굵은소금 1작은술

만들기

❶ 마는 껍질을 벗겨 가로 3cm, 세로 4cm 크기로 

도톰하게 썬다.

❷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발라내고 곱게 채 썬다.

❸ 팬에 들기름을 두른 뒤 마를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❹ 대추, 깨소금, 굵은소금을 고루 섞는다.

❺ 마를 접시에 담고 대추, 깨소금, 굵은소금 

섞은 것을 올린다. 

시간 25분(찹쌀가루 불리는 시간·말리는 시간 제외)     

분량 4인분

재료  

초피 열매 150g, 초피 잎 100g, 찹쌀가루 2컵, 

소금 1큰술, 식용유 적당량, 물 5컵

만들기

❶ 초피 열매와 잎은 잘 익은 것으로 따 깨끗이 씻는다.

❷ 찹쌀가루는 하루 전날 물을 부어 담가두었다가 

소금을 넣고 죽을 빡빡하게 쑨다.

❸ 초피 열매와 잎에 찹쌀죽을 발라 햇볕에 말린다. 

❹ 말린 초피 열매와 잎을 180℃ 기름에 튀긴다. 

마구이 

마는 속을 든든하게 해줘 스님들은 식사 대용이나 

반찬으로 즐겨 먹지요. 하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스님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조리해 먹습니다. 

마를 노릇하게 구운 뒤 곱게 썬 대추를 올리면 보기에도 좋고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초피열매와 초피잎부각 

스님 사이에서는 ‘초피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피 열매를 말려 껍질을 빻은 초피가루는 사찰 음식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양념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제대로 영근 초피 열매를 수확할 때 이파리도 함께 떼어다가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부각을 말립니다. 

꽃잎처럼 파르르 피어나는 튀김옷 속에서 알싸한 향 가득 배어나는 

초피 잎과 초피 열매 부각은 여름이 아니면 맛볼 수 없습니다.

대전 영선사에서 수행 중인 법송 스님은 전통 사찰 음식에 

조예가 깊은 故 성관 큰스님에게 음식을 배웠다. 

동국대, 영선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음식교육관 등에서 강의를 통해 

사찰음식과 그 의미를 알리고 있다. 

HEALTH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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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랑을 담은 약선

아들을 위한 전복초밥과 생강초

시간 30min(생강초 절이는 시간 제외)     분량 4인분

재료  

전복 3개, 뜨거운 밥 3공기, 김 3장, 송송 썬 쪽파 3큰술, 식용유 약간 

배합초 식초·설탕 4큰술씩, 청주 2큰술, 소금 ½작은술

생강초 생강 50g, 식초 8큰술, 설탕 5큰술, 소금 ¼작은술, 비트물 ¼컵

만들기

❶ 생강은 포를 뜨듯 얇게 슬라이스한 다음 비트물에 설탕, 식초, 소금을 넣고 잘 섞은 뒤 

생강을 담가 1시간 절여 생강초를 만든다. 

❷ 전복은 손질한 뒤 살만 떼어내 깨끗하게 씻은 다음 전복살 위쪽에 벌집 모양으로 칼집을 살짝 넣는다. 

❸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전복을 노릇하게 구워 먹기 좋은 크기로 도톰하게 썬다. 

❹ 배합초 재료를 섞어 약한 불에 녹인 다음 뜨거운 밥을 붓고 고루 버무려 한 입 크기로 빚은 뒤 삭힌다. 

❺ 김은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 4등분한다. 

❻ 식힌 초밥을 김에 싸 돌돌 말고 구운 전복과 생강초, 송송 썬 쪽파를 올린다.

food tip 

‘조개류의 황제’, ‘바다의 보양식’으로 불리는 

전복은 예로부터 고급 수산물로 여겨졌다. 전

복에는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

부해 쉽게 지치고 피로한 사람이 먹으면 원기 

증진 및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액

순환 개선, 피부 미용, 눈 건강 개선 등에 효

과적이다.

딸을 위한 꽃게살완자

시간 40min     분량 2인분

재료  

재료 꽃게 3마리, 생표고버섯 3개, 당근 30g, 양파 ½개, 풋고추 1개, 빵가루 ½컵, 

깨소금 1큰술, 참기름 ½작은술, 파르메산치즈 적당량,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들기

❶ 꽃게는 손질해 깨끗이 씻어 반을 가른 뒤 살만 발라 준비한다. 

꽃게 다리는 따로 떼어놓는다.

❷ 생표고버섯은 기둥을 떼어내고 씻어 곱게 다지고 당근과 양파도 곱게 다진다.

❸ 풋고추는 씨를 털어내고 곱게 다진다.

❹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 당근과 양파를 볶아 수분을 없앤다.

❺ 볼에 꽃게살과 생표고버섯, 당근, 양파, 풋고추를 담고 빵가루를 넣어 반죽한다.

❻ 반죽에 깨소금,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맞춘다.

❼ 양념한 반죽을 동그랗게 완자로 빚은 뒤 꽃게 다리를 1개씩 꽂아 장식한다. 

❽ 김이 오른 찜기에 ⑦을 올려 쪄낸 뒤 그릇에 담고 파르메산치즈를 갈아 뿌린다.

food tip 

꽃게는 특히 여성에게 좋은 식품. <본초강목>에서는 산후 위경련과 혈이 잘 나오지 않

는 증상을 다스려준다 했다. 큰 꽃게 많이 들어 있는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타우린 성분이 산후 통증과 생리 장애를 치유해준다. 또 빈혈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게껍데기에 많이 든 키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남편을 위한 죽순어회무침

시간 15min(죽순 삶기와 물에 담가두는 시간 제외)     분량 2~3인분

재료  

죽순 300g, 도미회 200g, 마씨 3개, 래디시 1개, 잣가루 2큰술, 

집된장·참기름 1큰술씩, 쌀뜨물 적당량, 소금·초피 잎 약간씩

만들기

❶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손질한 죽순을 넣어 1시간 정도 삶는다.

❷ 삶은 죽순은 찬물에 4시간 정도 담가 아린 맛을 제거한다.

❸ 도미는 횟감으로 준비해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❹ 마씨와 래디시는 얇게 썰어 찬물에 담가둔다.

❺ 손질한 죽순은 안쪽을 파낸 뒤 반달 모양을 살려 얇게 썬다.

❻ 도미회와 죽순을 그릇에 담고 소금, 참기름을 뿌려 간을 맞춘다.

❼ 마씨와 래디시, 초피 잎, 잣가루를 올린다.

food tip 

죽순에 함유된 칼륨은 체내 염분을 조절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낮춘다. 타이로신 성분이 몸속의 생화학 대사를 촉진하고 칼슘과 비타민 B₁은 신경세

포를 활성화해 불안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 고유의 향이 있지만 강하지 

않아 육류, 해산물, 채소 등 모든 식재료와 잘 어울린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다. 

건강한 식탁으로 가족에게 사랑과 에너지를 듬뿍 전해주고 싶은 마음.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가을이 돌아오면 뜨끈한 밥 한 그릇이 생각난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곡식에 풍성한 가을 식재료를 더하기만 하면 

밥반찬이 필요 없는 영양밥 한 그릇이 뚝딱 완성! 

Special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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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숍에서 그림 배우기
나이가 들수록 공간에도 우아함과 품격을 더하고 싶다. 

멋진 그림 한 점 들여볼까 눈여겨보지만 쉽지 않다면 소문난 가구 숍의 그림 배치하는 안목에서 힌트를 얻자.

가구와 그림 믹스 매치 by 덴스크

가구와 그림을 믹스 매치하면 공간이 다채로워진다. 구조적인 디자인의 가구에는 민화를 현대적으

로 재해석한 그림을, 북유럽풍 공간에는 모던한 그림을 매치해보자. 바닥재와 가구 색상이 그림의 

색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져야 복잡하지 않고 풍부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그림 ‘복숭아’, 엄미금 

1 갤러리 같은 서재 by 덴스크

요즘 서재는 단순히 책만 읽는 곳

이 아니다. 일터가 되기도 하고, 취

미 생활을 즐기는 여가 공간의 역할

도 한다. 서재를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연출하고 싶다면 빼곡히 

꽂힌 책들 사이에 공간을 마련하고 

책장의 색과 어울리는 그림을 놓아

보자. 

그림 ‘Black Pattern’, 엘리세 라르센 / 

‘Gold Artichokae’, 모니카 페테르센

2 대화가 있는 거실 by 에이후스

집을 대표하는 공간인 거실에 소파

와 암체어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했다면 숲 그림을 걸어두거나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그림을 걸

어둔다. 가구 소재와 작품의 주된 

재료를 통일한다면 그림을 매개로 

대화가 깊어지는 소통의 거실 공간

을 만들 수 있다. 

그림 ‘Swimming’, 마르가 판 우르스

3 공간에 위트 더하기 by 런빠뉴

선명하고 과감한 색감이 특징인 팝

아트, 명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 등을 협탁 위쪽에 배치하면 

집 안의 포인트가 되는 인상적인 아

트 월을 만들 수 있다. 그림 스타일

과 어울리는 촛대, 패브릭, 오브제, 

조명 등의 소품을 협탁에 올려놓는

다면 공간의 매력이 배가된다.

그림 ‘Air’, 마인하트 

4 힘 있는 공간 연출 by 빌라토브

그림으로 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다면 가구와 소품, 그림을 배치할 

때 컬러를 통일해보자. 그림의 주조

색과 가구의 색을 통일한 뒤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비슷

한 색감의 식물이나 꽃으로 보완할 

것. 한 가지 컬러가 연결감 있게 배

치되면 인상 깊은 공간이 완성된다.

그림 ‘Non-Objective Brown>’, 플레

이타입

1 2

3 4

ART 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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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주방을 꿈꾸며 새로운 변신을 

계획 중인 주부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을 

전문가가 제안한다. 실용적이면서도 

취향에 맞게 개조한 독자의 주방을 엿보자.

주방 개조 
리얼 
솔루션

카페 같은 주방을 갖고 싶어요  

상하부가 다른 오픈장 주방_47세, 주부 김미현

카페와 같은 주방을 원한다면 벽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부장을 없애고 벽을 그대로 살

려 선반을 달아 그릇과 소품을 디스플레이한다. 싱크대의 상·하부장을 세트로 설치해야 한다

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선반에 주방용품을 정리하면 월 데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어요

패턴 타일 활용 주방

_40세, 프리랜서 박지영 

앤티크, 기하학적 패턴 등 독특한 

패턴 타일을 마감재로 사용하면 공

간이 한층 감각적으로 변신한다. 

베이식 컬러가 주를 이루는 주방에

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표정 있

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바닥에 포

인트 타일을 깔면 가벽 없이도 공

간이 나뉘어 독립적으로 보이는 효

과가 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우드 소재와 대리석 상판, 아일랜드 주방

_52세, 주부 이은희

주방과 다이닝이 결합된 아일랜드 조리대. 

국내에도 ‘ㄴ’, ‘ㄷ’자 구조의 주방이 생겨나

고 쿡탑, 싱크볼 등을 탑재한 대형 아일랜

드 조리대를 시공하면 주방은 또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된다. 우드 소재에 대리석 상

판을 매치하면 더욱 고급스럽다.  

수납공간이 부족해요

블랙&화이트 벽 속 수납 주방

_38세, 사업가 김용숙 

주방 살림살이라는 게 아무리 정리

해도 티가 잘 나지 않고 수납공간을 

많이 확보해도 금세 차기 마련. 가장 

어려운 주방의 수납 문제를 다양한 

모듈로 확장해 해결하는데 그중에

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붙박이장이

다. 벽면 수납으로 공간을 확장해 

활용할 수 있으며 자질구레한 살림

살이를 보이지 않게 정리할 수 있다.

1

2

PANTONE®

417 C

PANTONE®

BLACK C

PANTONE®

WIHTE C

PANTONE®

413 C

3

4

LIVING solution





강릉	 033)646-9797

강서NC(백)	 02)2667-9716

강진	 061)434-6464

경남고성	 055)673-7222

경산	 053)248-8525

경주	 054)749-6192

고창	 063)564-8955

고흥	 061)835-2779

공주	 041)855-1636

공항	 02)2662-2357

광명	 02)2682-4782

광주NC(백)	 062)510-8210

광주금남	 062)228-3919

광주롯데월드컵(백)	 062)606-2906

광주봉선	 062)676-8887

광주서방	 062)512-6495

광주세정	 062)370-9142

광주용봉	 062)515-2535

광주월곡	 062)954-2535

광주첨단	 062)973-0039

구리	 031)571-9737

구미봉곡	 054)451-5222

군산나운	 063)471-0553

군산수송	 063)471-5161

금산	 041)753-5011

금왕	 043)882-6548

금호	 02)2236-7983

김천	 054)436-8881

김포	 031)984-2364

김포장기	 031)986-0750

김해	 055)328-6446

김해삼방	 055)337-9736

남원	 063)633-9077

논산	 041)734-6145

당진	 041)354-0212

대구서부	 053)622-4322

대구성서	 053)581-0650

대구이현	 053)566-3852

대구화원	 053)638-8899

대전	 042)254-9955

덕평휴게소	 031)637-5775

동아(백)쇼핑점	 053)251-3964

동아(백)수성점	 070)7123-8292

동학사	 041)853-1348

동해	 033)533-8940

롯데부여(백)	 041)435-2843

롯데상인(백)	 053)258-3413	

롯데스퀘어중동(백)	 032)320-7459

롯데인천항동(백)	 032)728-2724

마리오백화점	 070)4153-7279

만수	 032)473-0789

모래내	 02)303-3635

목포	 061)242-5180

목포하당	 061)281-0340

문경	 054)556-5636

문산	 031)952-7277

미아리	 02)984-2211

밀양	 055)356-5566

바우하우스	 02)2115-1640

보령	 041)935-0158

봉천동	 02)878-5688

부산광덕물산	 051)341-5320

부산광안리	 051)754-7288

부산괴정	 051)294-0029

부산덕천	 051)337-6612

부산두실	 051)512-8297

부산부전	 051)806-5926

부산사상애플(백)	 051)559-6349

부산사직	 051)501-9023

부산연산	 051)863-9903

부산영도	 051)416-0701

부산용호	 051)625-4700

부산화명	 051)364-3000

부안	 063)583-2332

부여	 041)835-5653

부천남부	 032)654-9081

부평	 032)521-8969

부평아이즈빌	 032)505-1717

불광동	 02)386-2871

삼선교	 02)764-1696

상도	 02)816-6802

상봉	 02)2207-7277

상주	 054)532-0100

서귀포	 064)762-9067

서산	 041)667-0110

서산잠홍	 041)666-6300

서수원	 070)8807-6770

서천	 041)952-3303

서청주	 043)236-1749

선릉	 02)564-1048

성남	 031)756-3693

속초	 033)638-7710

송우리	 031)544-0855

송탄	 031)662-2002

수원남문	 031)242-0165

수원북문	 031)245-9490

수원역	 031)247-3009

수유	 02)906-9661

순천연향	 061)723-6881

신당	 02)2238-8058

신정	 02)2606-6522

신촌	 02)393-2323

신포동	 032)777-9043

아산	 041)544-4422

아산자루	 041)536-0668

안동	 054)856-5588

안동옥동	 054)854-9130

안산선부	 031)410-3842

안산한대	 031)416-1220

안성	 031)672-8910

양산	 055)385-4488

양재	 02)573-6535

양평	 031)771-1880

언양	 052)263-5025

여주	 031)885-4999

여주375아울렛	 031)883-7635

여천	 061)683-4609

연신내	 02)386-7827

영광	 061)352-0109

영등포	 02)2068-9247

영월	 033)374-2182

영주	 054)636-1885

영천	 054)338-0017

예산	 041)332-6149

예천	 054)654-6009

오류	 02)2681-0599

오산	 031)372-8803

용인수지	 031)266-0823

울산달동	 052)266-2025

울산호계	 052)286-2277

울진	 054)783-3979

원주단구	 033)764-0864

원주중앙	 033)742-3236

응암	 02)304-2808

의정부제일	 031)846-2605

이천	 031)634-2487

익산영등	 063)835-6654

익산중앙	 063)856-3999

익산팔봉	 063)838-0059

인덕원	 031)424-1519

인천검단	 032)562-5454

인천계산	 032)551-7955

인천뉴코아(백)	 032)422-1523

인천동암	 032)446-8863

인천삼산	 032)527-1970

인천석남	 032)571-7700

인천석바위	 032)429-7700

일산역	 031)811-5957

장호원	 031)641-0344

전농	 02)2212-1280

전주세이브존(백)	 063)231-2777

전주송천	 063)276-7778

전주인후	 063)241-4333

전주평화	 063)229-2414

정선	 033)562-1176

정읍	 063)532-0567

제주	 064)752-2838

제주이도(지상)	 064)757-7700

조치원	 044)866-5787

종로	 070)4203-5186

중곡	 02)453-0868

중화	 02)434-2705

진주대안	 055)742-4409

진주상대	 055)752-9840

진주정촌	 055)763-3381

진천	 043)536-4989

창녕	 055)533-5670

창동	 02)904-1357

창원대동(백)	 055)212-8924

천안쌍용	 041)573-1530

천안역	 041)565-3443

천안직산	 041)584-1055

철원	 033)455-8115

청량리	 02)964-8237

청원내수	 043)212-0033

청주금천	 043)222-1456

청주내덕	 043)214-4223

청주분평	 043)291-9500

청주중앙	 043)221-5700

청주하나로	 043)295-9550

춘천로데오	 033)264-5474

춘천명동	 033)251-3393

충북보은	 043)543-7517

충북영동	 043)743-4078

충주	 043)848-0004

충주연수		 043)854-8822

태백	 033)552-8891

태안	 041)673-3070

태평(백)	 02)532-9427

통영	 055)644-4415

평촌NC(백)	 031)380-5320

평택	 031)655-1084

포항양덕	 054)253-7787

포항죽도	 054)246-8906

포항효자	 054)221-9923

함양	 055)962-2003

합천	 055)934-2060

해남	 061)536-2256

홍성	 041)632-4858

홍제	 02)736-8868

홍천	 033)435-4410

화곡중앙	 02)2602-5773

화성봉담	 031)227-2120

성남세이브존	 3월	오픈

신제주	 4월	오픈

PAT 대표번호 080-855-5001					매장 개설 문의	 02-3407-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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