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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시인 새뮤얼 존슨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 “런던이 지루한 사람은 그의 인생도 지루하다. 왜냐하

면 런던에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셜록 홈스, 해리 포터, 비틀

스, 이층버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왕실 근위병, 축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어들이 연상되는 도시

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수도였던 도시 런던. 여행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관광명소와 쇼핑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공연장과 극장이 몰려 있는 웨스트엔드 무대 위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연이 

이어지며,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무대가 되는 런던의 골목골목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매력적인 공간

이다. 그러니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매혹적인 도시에! 

Falling in
ondon 



SPECIAL DESTINATION

2004년 개봉해 눈물샘 꽤나 자극했던 로맨틱 멜로 영화 <이프 온리>를 보면 런던의 

낭만적인 공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연인이 걸어가던 길 옆으로 빨간 우체통이 

서 있고, 이층버스가 지나가며, 사만다가 공연을 마치고 나온 유서 깊은 공연장 ‘로열 

알버트 홀’과 이안과 함께 타던 ‘런던 아이’가 등장한다. 현재의 런던 역시 영화 속 낭

만이 그대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시티 가이드북을 들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웨

스트민스터사원, 영국 왕의 요람 버킹엄 궁전, 시대를 초월해 공존하는 밀레니엄 브리

지와 런던 아이를 둘러봐도 좋고, 무작정 빨간 이층버스에 뛰어올라 계획 없이 런던 

거리의 정취를 맘껏 느껴보아도 좋다. 상징적인 런던 여행의 시작에 의미를 두고 싶다

면 영국의 도로 원표인 차링 크로스가 새겨진 트라팔가 광장이 특별하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런던의 주요한 볼거리들이 별 모양처럼 흩어져 있으니 말이다. 템스 강을 따

라 운행하는 지붕 없는 유람선을 타고 런던이 고이 간직한 문화와 역사를 몸과 마음

으로 직접 느껴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대로변을 따라 들어선 카페와 

바에서 은은하게 쏟아지는 불빛 아래서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바를 점령하는 광

경은 런던의 색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London 
Holic

TRAVEL TO KNOW
교통 인천~런던 직항이 있으며, 약 1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공항에서 전철(트램)을 이

용하면 가장 저렴하게 시내로 들어갈 수 있다. 요금은 

거리나 구역과 관계없이 1회 기준 2파운드 정도. 런던 

택시 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날씨 온화한 해양성기후지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변덕이 심하다. 6~8월이 청명한 날이 

많아 청명해 여행하기 가장 좋고, 12~2월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잦아 외투와 우산을 챙겨야 한다. 

시차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 늦다. 매년 3~10

월의 일요일까지는 서머타임이 적용되어 시

차는 8시간이 된다. 

통화 파운드화와 유로를 사용한다. 파운드

화는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면서 가치가 뚝 

떨어졌다. 

SPECIAL RESTAURANT
PIZZA BUZZ
런던에서 가장 흥미로운 피자 전문점으로 반죽과 소

스, 토핑을 기호에 맞게 고르면 나무 화덕에서 구운 담

백한 피자를 맛볼 수 있다. 토핑은 유기농 방울토마토

와 진한 부라타 치즈, 호박꽃까지 60종류로 다양하다. 

www.pizzabuzz.co.uk 

LURRA
최근 말리본의 시무어 플레이스에 오픈한 레스토

랑으로 현대적인 바스크풍의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이용해 숯불이나 장작 그릴

에 조리한다. 차콜리(Txakoli) 드레싱을 곁들인 넙

치 통구이가 인기. www.lurra.co.uk

ROK SMOKEHOUSE
북유럽 감성의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스칸디나비아

식 요리를 선보인다. 먼저 스낵을 먹은 후 고기 메

뉴를 일인당 하나씩 시키고, 사이드 메뉴를 나눠 

먹는 것을 추천한다. roklondon.com



Historic  Hotels

THE RITZ HOTEL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이 호

텔이다. 영화 <노팅힐>에서 주인공 휴 그랜트가 줄

리아 로버츠를 인터뷰하기 위해 방문한 장소이기도 

하다. 

150 Piccadilly, London, W1J 9BR, UK

Tel. 44 20 7493 8181

THE SANDERSON HOTEL
1950년대에 세워진 오래된 호텔을 필립 스탁이 초현

실적인 분위기로 리뉴얼했다. 판타지와 모던함이 공

존하는 호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콘셉트로 

한 애프터눈 티가 유명하다.

50 Berners St, London W1T 3NG, UK 

Tel. 44 20 7300 1400

Like a 
Londoner
‘더블데커’라고 불리는 이층버스를 타고 런던 곳곳을 누비며 낭만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이 중 15번 버

스는 런던 시내에서 유일하게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헤리티지 버스로, 영국의 전통을 타고 

달리는 기분이 든다. 트라팔가 스퀘어 옆 차링 크로스역에서부터 시작해 세인트폴, 캐논 스트리트와 

모누먼트를 지나 종점인 런던탑으로 이어진다. 부촌을 지나는 쇼핑 거리 최적화 노선인 9번을 타면 런

던 내에서 부촌만 골라 다니며 쇼핑의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다. 예술을 사랑한다면 내셔널갤러리, 테이

트 모던, 국립초상화미술관을 둘러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거리 곳곳에서는 유명인이 살았거나, 역사적

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붙은 파란색 안내판인 블루 프라그(Blue Plaque)를 구경하는 것도 특별하다. 모차르트, 쇼팽, 찰스 디킨

스, 조지 버나드 쇼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블루 플라그를 찾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까지 있는데, 파란색 동그라미를 

찾는 즐거움이 있다. 왕이나 여왕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빨간 우체통도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LONDON EYE 
2000년 5월 밀레니엄을 기념해 제작된 런던의 랜드마크. 바로 앞 템스 강변을 따라 

내려다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환상적이다. 관람 소요 시간은 30분. 

여름철 성수기에는 아침에 미리 예매를 하지 않으면 못 탈 가능성이 크다. 

BIG BEN
국회의사당 끝부분에 자리한 커다란 시계탑으로 런던의 상징이다.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을 정도로 

정교함을 자랑한다. 도심의 불빛과 어우러진 야경이 웅장하다. 

CAMDEN MARKET
런던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캠든 

마켓을 선택할 것이다. 런던 북쪽 캠든타운에 자리 잡은 캠든 마켓은 

캠든 락, 스테이블스 마켓, 커널 마켓 등 세 개의 시장이 함께 모여 

이뤄진 곳으로 런던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TOWER BRIDGE 
1894년에 만들어진 타워 브리지는 빅토리아식의 우아함이 넘치는 다리. 

다리 윗부분에는 전망대가 있어 런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데, 

하루에 수백 척의 배가 템스 강을 오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FANTASTIC NIGHT VIEW 
런던의 또 다른 모습, 환상적인 야경.

THE LANESBOROUGH HOTEL
런던 나이츠브리지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5성급 호텔로, 숙소에서 하이드파크가 내려다보인

다. 영국식 정찬과 정통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다. 

Hyde Park Corner, London SW1X 7TA, UK 

Tel. 44 20 7259 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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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SPOT 

‘Hey Jude’, ‘Let It Be’, ‘Yesterday’… 그 시절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비

틀스의 멜로디는 10대의 삶을 감성으로 충만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1962년 첫 

싱글 앨범 <Love Me Do>로 신고식을 치른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음악은 

여전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볼 순 없지만, 추억하

는 방법은 여전히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틀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리버풀과 

런던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리버풀은 멤버들의 고향이자 그들이 처음 결성

된 도시이고, 런던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다시 태어

난 도시이다. 특히 리버풀 시에서 운영하는 비틀스 성지를 찾아 떠나는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Magical Mistery Tour)’라는 버스 투어가 유명하다. 2시간가량 버

스를 타고 비틀스의 흔적을 따라가는 투어는 비틀스에 열광하는 팬이 아니더라

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장소를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런던에서는 그들이 함께 머물던 57번가 아파트와 애비 로드를 꼭 한 번 들러보아

야 한다. 네 멤버가 신호등을 일렬로 걸어가는 앨범 재킷 덕에 팝 음악의 성지로 

자리 잡은 애비 로드는 지금도 비틀스처럼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여행자들

로 북적인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저 평범한 길일 뿐이지만 아직도 많은 비틀스 

추종자들이 애비 로드를 찾는다. 애비 로드 바로 앞에 위치한 스튜디오는 아직도 

많은 취재진들이 비틀스의 흔적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댄다. 런던은 리버풀

처럼 대표적인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 곳곳에 비틀스의 흔적

이 숨어 있다. 비틀스 커피숍에서 비틀스 노래에 빠져 잠시 휴식을 취하고, 런던

에 단 하나뿐인 비틀스 기념품 숍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경해도 좋다. 

THE BEATLES STORY 
비틀스를 상징하는 노란 잠수함이 눈길을 끄는 비틀스 박물관. 그들이 연주했던 악

기는 물론 공연했던 무대, 존 레넌의 뉴욕 생활이 담긴 사진 등이 진열되어 있어 비틀

스를 추억할 수 있다. 존 레넌이 ‘Imagine’을 작곡했던 하얀 피아노가 놓인 방에 서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Britannia Vaults, Albert Dock, Liverpool L3 4AD, UK 

THE CAVERN CLUB 
비틀스가 유명해지기 전 공연을 펼쳤

던 클럽으로, 1961년 그들은 이곳에서 

첫 공연에 대한 대가로 단돈 5파운드를 

받았다. 어두운 동굴처럼 꾸며진 클럽 

안은 비틀스의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

나온다. 클럽이 있는 매튜 스트리트 입

구 한쪽에 서 있는 존 레넌 동상도 볼

거리.  

10 Mathew St. Liverpool, Merseyside 

L2 6RE, UK Tel. 44 151 236 9091

ABBEY ROAD 
유명한 앨범 재킷 촬영 장소인 횡

단보도 바로 맞은편에는 비틀스

가 작업했던 음악 스튜디오가 있

다. 앨범 재킷과 똑같은 앵글로 포

즈를 취하며 기념 사진을 남겨야 

한다. 

THE BEATLES STORE 
비틀스 열혈 팬이자 유명 투어 가

이드 리처드 포터가 문을 연 비틀

스 커피숍과 런던에서 단 하나뿐

인 비틀스 전문 기념품 숍도 둘러

볼 만하다. 

231-233 Baker St, London NW1 

6XE, UK Tel. 44 20 7935 4464

PENNY LANE 
존 레넌 생가가 있는 멘딥스와 스트로베

리 필즈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 거리. 비틀스의 ‘Penny 

Lane’의 후렴구를 흥얼거리다보면 노

래 속에 등장한 은행원과 소방관, 간호

사, 아이들을 이곳에서 만날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STRAWBERRY FIELD
빨간색 철문이 인상적인 곳으로 구세

군이 운영하던 고아원이었다. 오래전에 

문은 닫았지만, 벽은 팬들이 남긴 애정 

어린 낙서들로 가득하다. 존 레넌은 아

내 오노 요코와 함께 뉴욕 맨해튼에 스

트로베리 필즈 정원을 만들기도 했다. 

Beaconsfield Rd, Liverpool L25 

6DA, UK Tel. 44 151 428 1647

Beatles
Road to 
록 음악의 전설, 비틀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유년 시절의 감성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추억 여행이다.

Beatles Tour Best Courses
 비틀스를 느낄 수 있는 베스트 여행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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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SPOT 

런던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낮에는 영국의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저녁에는 세계

적인 공연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 테이트 모던에서 미술 작품과 만나며 하루를 시

작하자. 화력발전소 건물을 개조한 이곳은 영국 최고의 현대미술관이다. 런던에

는 로열 알버트 홀이나 로열 페스티벌 홀과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음악

홀들이 밀집되어 있어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거리에서 편

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명품 숍과 길거리 공연이 색다른 조화를 이루는 

코벤트 가든에서는 광장 계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 든 동전 몇 개를 건네며 길거

리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르다. 여름밤이면 하이드파크에서 세계적인 가수들

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기도 한다. 어둠이 내리면 웨스트엔드로 가야 한다. 뉴욕 

브로드웨이와 쌍벽을 이루는 이곳의 수많은 공연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대가 펼쳐지지만, 신기하게도 늘 만원이다. 오전 10시 무렵에 판매하는 데일리 

티켓을 미리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다. 

Art for Day 
런던의 미술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갤러리와 공연장.

Musical  for  Night
추천! 런던 웨스트엔드 최고의 뮤지컬. 

NATIONAL PORTRAIT GALLERY 
영국의 역사를 담은 대서사 전집 같은 이곳에 가면 약 1만 점의 초상화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다. 15세기 말 튜더 왕조를 탄생시킨 헨리 7세부터 현재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화를 포함해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과 존 레넌 등의 얼굴을 찾아

볼 수 있다. 

St. Martin's Pl, London WC2H 0HE, UK Tel. 44 20 7306 0055

TATE MODERN 
20세기 현대미술 작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마

크 로스코(Mark Rothko) 전시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근 개관한 신관 꼭대기층 

전망대에 오르면 밀레니엄 다리와 세인트폴 대성당 등 런던 중심가의 풍경이 파노라

마처럼 펼쳐진다.

Bankside, London SE1 9TG, UK Tel. 44 20 7887 8888

WICKED
브로드웨이 최초 9년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전 세계 공연되는 모든 도시에서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뮤지

컬 <위키드>는 오즈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화려한 무대 디자인이 압권이다.

LES MISERABLES 
웅장한 뮤지컬을 원한다면 단연 <레 미제라블>이

다. 작곡가 숀 버그의 아름다운 음악이 돋보이는 

런던의 <레 미제라블>은 예술성과 대중성의 양면

에서 뮤지컬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다. 

BILLY ELLIOT
잠시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면 <빌리 엘리어트>다. 영국 북부 탄광촌을 배경으로 

가난과 역경을 딛고 발레리노의 꿈을 향해 달려 나

가는 11살 소년 ‘빌리’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다.

MAMMA MIA
엄마와 단둘이 사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엄마의 옛 애인들을 

만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내는 이야기. 아바의 오리지널 음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 것.

ROYAL FESTIVAL HALL
콘서트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런던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대부분 여기서 펼쳐

진다. 템스 강변을 내려다보며 공연 전에 식

사를 하고 싶다면 3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도 가볼 만하다.

Southbank Centre, Belvedere Rd, London 

SE1 8XX, UK Tel. 44 844 875 0073

London
Musical 

Art

Tour 지루할 틈도 없이 순간마저 

즐기게 되는 도시. 

여행객을 잊지 못할 

낭만의 세계로 인도하는 

런던의 낮과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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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HEPHERD’S PIE
파이 또한 영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사 메뉴. 스테이크 & 키드니 파이, 

코티지 파이, 셰퍼드 파이 등이 있다. 셰퍼드 파이는 의외로 만들기 쉽다. 

쇠고기 간 것에 다진 양파, 당근, 마늘을 섞어 볶다가 우스터 소스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 5분 정도 볶는다. 감자는 삶아 뜨거울 때 으깬 뒤 

버터, 우유, 달걀노른자를 섞어 소금, 후춧가루로 매시트포테이토를 

완성하고 오븐 용기에 담아 노릇하게 구워내면 완성.   

ENGLISH BREAKFAST
영국의 아침 식사는 푸짐하다. 간단히 우유와 

콘프레이크를 먹고, 주요리로는 겉을 노릇노릇하게 

구운 베이컨이나 소시지에 프라이 에그, 스크램블드 

에그 또는 오믈렛 등을 먹는데, 이때 송이버섯과 

구운 토마토를 곁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잼, 

버터와 함께 토스트를 먹고, 마지막으로 커피나 

홍차 등을 마시면 아침 식사가 끝난다.  

FISH AND CHIPS
세상의 모든 피시 앤 칩스의 원조는 

영국이다. 주로 대구나 명태와 같은 

흰살 생선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프라이드 포테이토에 식초나 

소금을 뿌려서 먹는데, 대부분의 

영국인은 둘 다 뿌려서 먹는다. 

생선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 

후추로 간한다. 밀가루에 맥주를 약간 

섞어 만든 튀김 반죽에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뒤 레몬 등을 뿌려 먹어도 

맛있다.  

EGGS BENEDICT
달지 않고 쫄깃쫄깃한 잉글리시 

머핀에 햄이나 베이컨, 수란을 얹고 

홀랜다이즈 소스(Holladaise 

Sauce)를 뿌린 샌드위치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아침 식사이자 

브런치 요리가 되었다. 잉글리시 

머핀은 반으로 슬라이스하여 

토스트하고, 버터는 중탕으로 녹여 

노른자와 잘 섞어 홀랜다이즈 

소스를 만든다. 식초와 소금을 

넣은 물이 끓으면 달걀을 넣어 

수란을 만든다.

ROAST BEEF
영국의 정통 일요일 점심 메뉴. 쇠고기의 갈비살이나 등심을 덩어리를 통째로 

구운 것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살아 있다. 흔히 요크셔 푸딩(Yorkshire 

Pudding)을 곁들이는데, 밀가루, 달걀, 우유를 섞어 반죽해 로스트 비프를 만드는 

동안 흘러내린 육즙을 부어 구워 낸 푸딩이다. 쇠고기 표면에 소금, 후추를 뿌려 

1~2시간 숙성시켜 두었다가 250℃로 예열한 오븐에서 20분간 굽고 온도를 

190℃로 낮춰 15분간 더 구우면 레어 상태의 로스트 비프가 완성된다. 

재료에 충실하고,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나 

사이드를 곁들여 내는 영국의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London
ciousDeli

TABLE MANNER IN 
BRITAIN

펍 문화

서서 편하게 즐기기 

대체로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가 영업 시

간. 주문은 직접 카운터로 가서 바텐더에게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지불한다. 좌석이 빈 경우가 거의 없

기 때문에 빈 공간을 찾아가 서서 마신다.

상대가 좋아하는 술에 대해 묻기 

펍에서 영국인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면 먼

저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 한 잔 더 하자고 

권할 수는 있으나 지나친 권유는 실례. 술을 마실 때

에는 다양한 대화로 지루하지 않도록 이끈다.  

약간 더 쓰고 김빠진 영국 맥주 맛

짙은 색을 띠고 쓴맛이 나는 비터, 비터보다 

쓴 마일드, 탄산이 강한 병맥주 페일 에일, 장시간 발

효시킨 스트롱 에일, 강한 맛의 흑맥주 스타우트 등이 

있다.

영국식 식사 예절

초대 받았을 때에는 작은 선물을 챙긴다

영국 가정에 초대 받았을 때 와인, 꽃, 초콜릿 

등의 선물을 준비한다. 꽃의 경우 빨간 장미, 하얀 백

합 또는 국화는 피한다. 주인의 집을 구경하는 것도 무

례한 행동이니 조심한다. 

시간에 대한 원칙이 지역마다 다르다

잉글랜드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스코트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제시

간에 도착하는 것이 예의다. 

식사 중에 팔꿈치 올리지 않기 

초대한 호스트가 식사를 시작하면 먹는다. 

식사 중에는 항상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되 팔꿈치

는 테이블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약간의 음식을 남겨라 

집주인이 냅킨을 접으면 식사가 끝났다는 의

미. 식사가 끝나면 약간의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의다. 

포크와 나이프는 5시 25분 방향으로 접시 위에 올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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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불어 좋은 날, 기분 좋은 편안함을 입는다. 

다양한 스타일, 변함없는 따뜻함, 부드러운 감촉, 완벽한 라인… 

진정한 스타일의 의미를 아는 PAT와 만나다.  

fashion 
스타일과 편안함 사이, 멋을 아는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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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

먼저 PAT와 함께하게 된 소감에 대해 듣고 싶어요 

PAT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어릴 

적 흥얼거렸던 “독립문 독립문 PAT”라고 불렀던 브랜드 로고송이 아직도 

기억나는 걸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 정말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PAT가 지닌 고객에 

대한 신뢰도와 성실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PAT

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요즘 배우로서 바쁜 나날들을 보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

에서도 탈북녀와 남한 남자의 사

랑을 다룬 MBC 주말연속극 <불

어라 미풍아> 촬영이 한창이에요. 

주인공 장고(손호준 분)의 고모 이

남이 역할인데, 맨날 엄마 역할만 

맡다가 고모 역할은 처음인 것 같

아요.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배우 중 가

장 인상 깊었던 후배가 있다면요? 

배우 이희준이요.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멋진 친구예요. 촬영

이 없는 날에는 노래 연습을 하거

나,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서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

워 가더라구요. 그 모습이 무척 신

선한 충격이었어요. ‘아, 배우라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난 뭘 했지?’ 반성하게 되더라구요.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처음 만난 후배 윤현민도 인상적이

었어요. 제 연기 인생에서 그렇게 

큰 아들을 둔 건 아마 처음일 거예

요.(웃음) 윤현민은 원래 운동을 해

서 그런지 성실함과 깍듯함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기특해요.

25년 동안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역할에 따라 감정과 몸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민한 역할을 맡

으면 몸도 예민해지고, 둥글둥글한 역할을 맡으면 몸도 둥글둥글해지죠. 그

건 평소 대본을 읽거나 캐릭터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

카멜레온처럼 배역에 깊이 있게 스며들어 ‘명품 연기’를 펼쳐 보이는 

배우 김희정이 PAT 퍼펙트핏을 입고 PAT 매거진과 함께 유쾌한 수다를 나눴다.

게 그 감정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은 맡은 역할이 그래서 

그런지 편안해요. 몸도 마음도 둥글둥글해졌죠.(웃음)

데뷔 25년차,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07년 방영한 SBS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작품을 꼽았는데, 제 기억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정

말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배우로서 많은 것은 느끼게 해주었고, 아

마 제가 가장 열정을 쏟은 작품이

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로 강인한 엄마 역할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어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나요? 

아니, 사람들은 왜 제가 멜로 연기

를 했는데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

는 걸까요? SBS 드라마 <왕의 여

자>에서도,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과 <멘도롱 또 >에서도 저 

멜로 연기했다니까요.(웃음) 사람

들은 제 강인한 모습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강한 캐릭터가 

강렬하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런 탓

이겠죠. 그런 걸 보면 ‘이젠 동적인 

연기 말고 정적인 연기도 많이 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 연기를 보여주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

까요? 

전 늘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 연기

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고난 

배우도 아니고 연기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40대지만 20대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타고난 건강 체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완벽함보다는 

결함이 저를 노력하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좋은 비율이나 예쁜 몸도 가지

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죠. 그래서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옛날보다 더 낫다라는 소리를 듣는 건 그 노력 때문인 듯해요. 꾸준히 노력

해왔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사실 20대 때에는 

그런 말을 못 들었거든요.

전 늘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 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고난 배우도 아니고 연기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Perfect
Actress
명품 배우 김희정과 PAT 퍼펙트핏의 만남

COAT 1C61101 
BLOUSE 1C62508 
PANTS 1C61632 
BAG HC6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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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가요?  

매일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만들어가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요. 특별히 식단 조절을 하지도 않아요.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죠. 중

년인 만큼 굶어서는 안 돼요. 주로 절식을 하거나 탄수화물을 줄이며 몸을 

다듬어가죠. 전 탄탄한 몸이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촬영장

에서는 일부러라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 많이 걸으려고 노력해요. 자이로토

닉이라는 운동도 하고 있구요.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나이 먹는 거요. 누구나 나이를 먹으니까. 요즘 제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후배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관리할 것이 많니?”라고 말할 정도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늘 유쾌하고 즐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어른, 박원숙 선생님 보면서 더욱 그런 생

각을 하게 돼요.

평소 어떤 패션 스타일을 즐기나요? 

평소 편안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을 즐겨 입어요. 특히 셔츠를 좋아하는

데, 원피스나 팬츠 등 어디에나 받쳐 입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오늘 

촬영 의상인 PAT의 큼직한 꽃무늬 셔츠도 베이식한 팬츠에 매치하기 좋아 

마음에 드네요.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 

특별히 한 가지 부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

려하는 편이에요. 베이식한 아이템도 필요하지만, 밋밋한 스타일에 포인트

를 주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돋보이는 아이템도 있어야 하죠. 하의는 베이식

한 아이템이 편안하게 매치하기 좋지만, 반대로 베이식한 셔츠를 입을 땐 헤

지거나 화려한 장식이 들어간 청바지를 코디하기도 해요.

PAT 퍼펙트핏을 입어본 느낌은 어떤가요? 

솔직히 소재가 두꺼워 보여 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입어보니 완전 다

르더군요. 운동복도 접히거나 당기면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 제가 입은 퍼

펙트핏은 정말 편했어요. 이거 입고 요가 한 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웃음)

바지를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쓰나요? 

핏과 라인을 가장 신경 써요. 일자핏은 다리가 조금 짧아 보여서 주로 슬림

핏을 입어요. 슬림핏이 체형을 감쪽같이 커버해주어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들었어요 

9박 10일이라는 긴 여행을 다녀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내 딸, 금사월>에

서 함께했던 박원숙 선생님과 드라마 속 두 딸들과 괌을 다녀왔고, 조카와 

일본과 호주도 갔었어요. 사실 바쁘게 사느라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었는데… 비록 일할 때보다 체력적으로 더 힘들었지만, 바쁘게 지내는 

나날들이 참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PAT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 거울 앞에 서면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주

인공이라고요. 밖에서 장사를 하든 커리어 우먼으로 전쟁 같은 하루를 보

내고 들어오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나와 마주하는 순간은 모두가 자

신의 내면의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늘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새 ‘그게 싸울 일이니?’,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하고 한 발

짝 뒤로 물러서게 될테니까요.

핏과 라인을 가장 신경 써요. 일자핏은 다리가 
조금 짧아 보여서 주로 슬림핏을 입어요. 슬림핏이 체형을 

감쪽같이 커버해주어서 날씬해 보이거든요.

MUST HAVE ITEM

체형과 스타일에 따라 매치 가능한 다양한 핏과 신축성이 뛰어난 사방 스트레치, 군더더기 없는 라인을 완성하는 

곡선 허리 밴드 등 퍼펙트핏만의 편안한 매력과 만나자.

SLIM FIT 
엉덩이와 다리 라인 전체를 슬림하

게 잡아주어 체형의 결점을 완벽하

게 커버하는 슬림핏 팬츠. 

BOOTS CUT 
허벅지는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밑

단으로 갈수록 넓어져 종아리가 

길어 보이는 부츠컷 팬츠.

SKINNY FIT 
엉덩이부터 밑단까지 타이트하게 

떨어져 슬림하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키니 팬츠. 

BAGGY FIT 
힙부터 허벅지 라인이 넉넉하며 밑

으로 갈수록 좁아져 통통 하체를 

커버하는 배기핏 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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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 TIP

Down Style 03 
옷깃이 낮게 디자인되어 이너를 연출하

기에 더없이 좋은 스트레치 다운 베스트

는 비즈니스를 위한 포멀 룩에도, 아웃도

어를 위한 캐주얼 룩에도 두루 잘 어울

린다. 지퍼를 살짝 오픈해 연출하면 답답

하지 않고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Style Tip 평소 사무실 룩으로 연출하

고 싶다면 심플하면서도 차분한 컬러를 

톤 온 톤으로 매치한다. 자칫 코디가 칙

칙해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이너를 컬러풀

한 니트나 체크 셔츠 등과 매치해 포인트

를 줄 것.

Down Style 01
가을에는 활동하기 편한 아우터로, 겨울

에는 보온성을 극대화하는 이너 다운으

로 활용하자.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는 초

경량 스트레치 다운으로 칼라가 없이 디

자인되어 외투 안에 이너로 착용해도 깔

끔한 룩이 연출된다. 

Style Tip 코트 속 이너로 매치할 때에

는 산뜻한 컬러의 니트 풀오버에 허리 길

이 정도의 짧은 스트레치 다운을 코디할 

것. 어떤 코트에도 잘 어울린다. 

Down Style 02
몸에 기분 좋게 밀착되는 스트레치 소재

의 롱 다운 구스는 체형의 장점은 극대

화하고 단점은 감쪽같이 커버해준다. 슬

림한 사선 라인이 상체를 잡아주고, 간격

이 좁은 허리 부분 패딩은 살짝 허리를 

잡아주어 날씬해 보인다.  

Style Tip 몸에 살짝 피트되는 슬림 패

딩을 매치할 때는 하의 매치도 중요하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슬림핏 팬츠를 매치

하면 부해 보이지 않는다. 

Down Style 04
활동성을 강조한 애슬레저 룩을 즐긴다

면 기능성까지 고려한 포멀 다운 점퍼를 

선택하자. 변형 퀼팅 디자인으로 젊은 감

성이 돋보이며 편안하게 목을 감싸는 디

자인으로 보온성이 뛰어나 한겨울까지 

활용도가 높다. 

Style Tip 쌀쌀한 날씨지만 골프 모임

이나 등산 모임 등의 야외 활동을 나서

야 한다면 스트레치 다운 점퍼에 소재가 

다른 점퍼를 레이어드해 멋을 내고 활동

성도 살려보자. 컬러풀한 모자 등의 소품

을 더하면 스타일 지수는 업.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역시 

가벼운 착용감과 뛰어난 보온성이 

돋보이는 PAT 스트레치 다운이다.

PAT 스트레치 다운을 
활용한 4가지 코디 룩stretch

Style Down

DOWN
1C82081

DOWN
1C72081

1

DOWN
1C81382

VEST
1C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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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 STYLE 

런던에 가면 런더너처럼 영국의 일상을 즐겨보자. 

멋을 아는 당신을 위해 PAT가 제안하는 네 가지 여행지 룩.  

BUSINESS LOOK in KENSINGTON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추억이 어린 켄싱턴 궁전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화

려한 꽃들로 가득한 유럽식 정원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즐겨보자. 궁전 입구에 있는 노천카페에서 

차 한 잔 즐기는 것도 운치 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달콤한 디저트는 여행의 

기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KOREAN SPOT
신라시대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경주 동궁원은 한옥의 지붕과 처마를 살린 유리 온

실이다. 다양한 수종의 이국적인 나무와 화려한 꽃을 즐길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74-14 Tel. 054-779-8725

STYLE TIP  
왕궁에서의 티타임을 위한 포멀 룩. 이곳에서는 포멀한 옷차림으로 격식을 차릴 것. 

영국 신사의 기품과 숙녀의 자태를 뽐내며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해

도 좋을 듯하다.  

CASUAL LOOK at THE NATIONAL GALLERY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는 1824년에 설립되었다. 13세기부터 

근대미술에 이르기까지 2천3백여 점의 유럽 회화와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보

티첼리, 다 빈치, 렘브란트, 터너, 세잔 등에 이르는 유럽 미술사의 주요 작품

을 고루 전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장 붐비는 전시관은 동관으로 

고흐의 ‘해바라기’, 세잔의 ‘목욕하는 사람들’, 모네의 ‘수련’ 등을 볼 수 있다.  

KOREAN SPOT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처럼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역시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미술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의 샘이다. 사진 갤러리, 어린이 갤러리 등 특화된 갤러

리가 볼만하다.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Tel. 02 2124 5248  

STYLE TIP  
갤러리 여행을 위한 세미 캐주얼 룩. 내셔널 갤러리는 여타 유럽 미술관에 비해 규모

는 작은 편이지만, 볼거리가 넘쳐난다. 활동성을 강조한 의상을 매치해 편안함을 살

리는 것이 포인트. 

GOLF LOOK in THE SWINLEY FOREST
1909년 개장한 스윈리 포레스트 골프 클럽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골프 클럽

이다. 런던 도심 서쪽 스윈리 숲에 만들어진 이 골프장은 영국 골프 코스 설

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해리 콜트가 디자인했다. 울창한 소나무숲이 비밀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이곳에서는 골프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라운드

를 마쳐도 여운이 남아 거짓말처럼 또 돌고 싶어진다.  

KOREAN SPOT
원시림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한 명품 골프 코스가 한국에도 있다. 우리나라의 골

프 영웅 박세리와 최경주가 극찬한 블랙스톤 제주는 곶자왈의 초원과 오름이 어

우러져 환상적이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925-122 Tel. 064 796 9988 

STYLE TIP  
프레티지 골퍼를 위한 골프 룩. 편안하면서 활동성이 뛰어나 평상시에도 스타일리시

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살린 골프웨어라면 금상첨화다. 

SPORTIVE LOOK at THE HYDE PARK 
여행을 가면 여기저기 둘러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잠시 벗어나 런더

너처럼 여유를 만끽해보자. 장소는 고민할 필요 없이 하이드파크다. 버킹엄 

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아 여왕의 근위병 교대식을 둘러보고 난 뒤 간단하

게 간식을 챙겨 소풍 가는 기분으로 들르면 좋은 곳이다. 마음에 드는 벤치

나 나무 그늘에 앉아 자연을 만끽하며 망중한을 즐기면 된다.  

KOREAN SPOT
영국의 하이드파크가 생각난다면 단연 아름다운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서울숲으

로 가자. 사슴도 뛰어노는 이 멋진 공원에서는 낭만적인 캠핑도 즐길 수 있다.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273 Tel. 02 460 2905 

STYLE TIP  
활동성이 뛰어난 스포티브 룩. 신축성이 뛰어난 팬츠와 운동화 차림에 변덕스러운 

영국의 날씨와 쌀쌀한 가을바람을 대비한 초경량 스트레치 다운을 매치하면 유용

하다. 

W BLOUSE 1C62507(513) 
 PANTS  1C61601(199)
M COAT  1C51101(820) 
 SHIRTS  1C51504(931)  
 PANTS 1C52601(805)

W JUMPER 1C61301(755) 
 T-SHIRTS 1C65304(190) 
 PANTS 1C61632(200)
M JUMPER  1C51302(931) 
 T-SHIRTS  1C55202(199) 
 PANTS  1C51604(931)

W DOWN 1C82081(820) 
 T-SHIRTS 1C85230(820) 
 PANTS 1C81608(220)
M JUMPER 1C71331(199)
 T-SHIRTS 1C75431(800) 
 PANTS 1C72601(805)

W SWEATER 1C83832(820) 
 T-SHIRTS 1C85480(220) 
 PANTS 1C81631(300)
M DOWN 1C72032(190) 
 SWEATER 1C73431(500) 
 PANTS 1C71631(199)

KOREAN SPOT KOREAN SPOT KOREAN SPOT KOREAN SPOT 

 ear Like PAT 멋을 아는 
당신을 위한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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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LIST

특별한 날의 클러치를 갖고 싶다면

개성 넘치는 백을 원한다면 

이 가방이다. 평소에는 숄더백으로 

메고 다니다가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에는 끈을 빼고 클러치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납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진 투웨이 포켓 디자인으로, 

맘에 쏙 든다.   

깜찍한 미니 사이즈 백이 필요하다면

사이즈가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다. 

사이즈에 비해 공간이 넓고 깊어 

꼭 필요한 아이템을 편리하게 넣고 

다니기 전혀 무리가 없다.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지만 매력적인 코뿔소 

장식과 태슬 장식이 경쾌함을 더한다. 

외출할 때나 장보러 갈 때 데일리 

백으로 최고!  
미디엄 사이즈 데일리 백을 원한다면

튀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면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에 집중한 데일리 백을 

고르자. 특별한 디테일이 가미되지 

않아도 멋스럽고, 사이즈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다. 숄더백과 토트백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활용도 높은 다용도 백을 원한다면

고급스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가죽 라인의 

시그니처 백으로 코뿔소 장식과 태슬 장식이 

트렌디한 멋을 더하는 사각 백이다. 숄더백이나 

토트백 겸용으로 활용도가 높으며, 정장이나 

캐주얼에 모두 잘 어울린다. 넉넉한 사이즈의 지퍼 

디자인으로 수납 기능이 뛰어난 것도 매력이다. 

개성 넘치는 숄더백이 필요할 때 

아무렇게나 턱 걸친 듯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방을 

원하다면 눈여겨보자. 호보백 

디자인에 이중 지퍼와 태슬 장식이 

어우러져 어디서나 눈길을 끈다. 

캐주얼하게 매치하는 날에는 

숄더백으로 연출하고, 포멀하게 

격식을 갖춘 날에는 토트백으로 

들면 좋다. 

HC67504 

HC67501

HC6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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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당신을 
설레게 할 가방, 라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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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다 

우아한 찻잔 속 홍차의 고운 빛깔과 골프장 필드 위의 풍경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 여유로운 마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

PAT가 제안하는 참 멋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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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티 마스터에게 배우는 
홍차의 모든 것

Afternoon 
Tea가을날 오후, 홍차 한 모금과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티 마스터 김은엽이 알려주는 홍차의 맛과 멋. 

<동과 서의 차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눈길을 끈다. “빅벤

이 오후 4시를 치면 6시까지 영국의 모든 집 주전자가 한꺼번에 펄펄 

즐겁게 소리를 내고, 찻잔을 테이블에 나란히 놓고 설탕을 넣는 짤그

랑 소리가 들린다.” 애프터눈 티는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영국인의 

일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때 상류사회의 사교계를 이어주었던 

오후의 홍차 한잔이 이젠 누구에게나 여유로운 일상을 선물하는 것

이 된 것이다. 

티타임에도 룰이 있다 

애프터눈 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3단 트레이다. 3단 트레이 

위에는 다양한 디저트가 담겨져 나오는데 음식을 담는 위치, 먹는 순

서가 있다. 트레이는 밑에서부터 먹기 시작해 맨 위 접시로 올라간다. 

맨 밑에는 오이, 연어, 베이컨 등을 넣은 샌드위치, 중간에는 스콘, 마

들렌 등의 베이커리류, 맨 위에는 과일, 초콜릿, 마카롱 등의 달콤한 

디저트가 놓인다. 홍차에 우유를 섞은 밀크티를 마실 때에는 컵의 9

부 정도로 가득 채우므로 잔 받침을 함께 들고 마신다. 잔 받침은 왼

손, 찬잔은 오른손에 들고 마신다. 그리고 티타임에서 무엇보다도 중

요한 건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홍차를 맛있게 즐기려면 

홍차를 마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한 잔의 맛있는 홍차>라는 에세이에서 자신만의 홍차를 즐기는 11가

지 조건을 소개했다. 2003년에는 영국 왕립화학협회에서 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완벽한 홍차를 만드는 방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차 + 우유 홍차의 쓴맛을 중화시켜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밀크티는 영국

인들이 가장 즐긴다. 뜨거운 홍차에 우유를 넣으면 차의 맛과 향이 나빠진다

고 하여 미리 따른 우유에 홍차를 섞어 마실 것을 권한다. 

홍차 + 레몬 홍차를 마실 때 얇게 저민 레몬을 올리는데 홍차 고유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를 보충해준다. 

홍차 + 설탕 조지 오웰이 즐겼던 방법. 흔히 설탕을 넣으면 홍차 맛이 나빠진

다고 하지만 기호에 따라 넣어 마시면 맛이 중화되어 부담이 없다.

TEA MANNER
1 냅킨이나 타월을 무릎에 얹고 손으로 찻잔을 받치고 마신다. 

2 호스트도 티타임을 즐겨야 하므로 두 번째 잔부터는 자기 손으로 

따라 마신다. 

3 밀크티를 만들 때에는 우유는 데우지 않고 차가운 것을 그대로 넣

는다. 

4 스콘이나 샌드위치 등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먹는

다. 

5 스콘은 손으로 잘라 클로티드 크림을 바른 후 잼을 발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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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RAPE CHAMPAGNE
재료 

다즐링 티 30g, 물 500ml, 시럽 10g, 탄산수 30ml, 청포도 2알, 허브 잎 약간 

만들기

❶ 다즐링 티에 물을 붓고 7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둔다.

❷ 콜드브루로 우려낸 다즐링 티를 거름망을 이용해 걸러낸다.

❸ 샴페인 잔에 시럽을 붓고 얼음을 넣은 뒤 잘 저어준다. 

❹ 잘 섞인 잔 안에 탄산수를 붓고 콜드브루 한 다즐링 티 40ml를 부어준다.

❺ 청포도를 넣고 허브 잎으로 장식한다. 

TIP 청포도 샴페인은 탄산의 기포가 

사라지면 맛이 떨어지므로 신속하게 

만들어낸다. 

티브리즈 다즐링 100g, 삼원티앤비

TIP 생과일보다 말린 과일이 더 당도

가 높고 향이 좋다. 미리 말려두었다가 

사용하면 간편하다. 

티브리즈 다즐링 100g, 삼원티앤비

MILK TEA
재료 

다즐링 티 30g, 물 500ml, 시럽 10g, 우유 40ml

만들기

❶ 찻잔에 시럽을 붓는다.

❷ 다즐링 티에 물을 붓고 7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 콜드브루로 우려내 미리 

준비해둔 다즐링 티 50ml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붓는다. 

❸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붓고 그 위에 얇게 우유 거품을 얹는다. 

❹ 얇게 슬라이스해 말린 귤, 오렌지 등의 과일을 기호에 맞게 띄워 낸다.

TIP 시럽에 얼음을 넣고 미리 섞어주어

야 온도가 다른 두 가지 재료의 균형을 

맞추어 차의 풍미가 좋아진다.

티브리즈 하와이안 히비스커스 100g, 

삼원티앤비

CRIMSON PUNCH
재료 

하와이안 히비스커스 티 25g, 물 500ml, 시럽 30g, 레몬 시럽 30g, 

레몬·오렌지·사과 슬라이스 약간 레몬 시럽 레몬 10g, 시럽 10g, 물 10ml

만들기

❶ 하와이안 히비스커스 티에 물을 붓고 7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둔다.

❷ 콜드브루로 우려낸 하와이안 히비스커스 티를 거름망을 이용해 걸러낸다.

❸ 유리컵에 시럽을 붓고 얼음을 넣은 후 잘 저어준다.

❹ 여기에 레몬즙을 짜 시럽과 물을 혼합해 만든 레몬 시럽을 넣고 잘 저어준다.

❺ 히비스커스 티 50ml를 붓고 얇게 슬라이스한 레몬, 오렌지, 사과 등의 과일을 

넣고 잘 저어준다.

Home Tea
Recipe 뜨거운 물이 아닌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차를 우리는 콜드브루

(cold-brew)는 카페인 함량도 낮고 

맛과 향도 부드럽다.

티 마스터 김은엽에게 배운다

1 차를 가장 트렌디하게 즐기고 싶다면  

흔히 차는 90℃ 정도의 물에 3~5분 정도 우려 마신다. 하지만 실

온이나 차가운 온도의 물에 찻잎을 천천히 우려내는 콜드브루가 

요즘 가장 트렌디하다. 냉침(冷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차

의 쓴맛이나 떫은맛이 적고 섬세한 차의 맛과 향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2 알고 보면 쉬운 콜드브루의 기본 원칙 

콜드브루로 차를 우리면 카페인 함량이 낮아져 차를 더욱 건강하

게 즐길 수 있다. 콜드브루는 냉장실 기준 7시간 정도 우려내면 된

다. 콜드브루가 끝나면 찻잎은 걸러내고 냉장 보관한다. 용기는 열

탕 소독 후 건조한 유리병을 이용한다. 

3 콜드브루로 우려내면 더욱 맛있어지는 차

콜드브루로 우려내면 풍미가 더 좋아지는 차는 우리는 시간이 긴 

말린 과일을 함유한 프루트 인퓨전 티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착

향한 가향차, 녹차나 다즐링 등이다. 

4 콜드브루 티를 색다르게 즐기고 싶을 때에는  

콜드브루로 우려낸 차는 탄산수나 우유 등과 블렌딩하고 과일이나 

레몬 등을 더하면 색다른 매력이 느껴진다. 밀크티를 만들 때에도 

콜드브루 한 티를 섞으면 홍차의 떫은맛이 적고 뜨거운 물에 우릴 

때 휘발되는 향이 살아 있다.

티 마스터 김은엽은 현재 BTC 아카데미 티 마스터이자 티 베버리지 

전문 강사이며 홈 카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차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티 메뉴를 개발하는 등 차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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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LIFE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는 골프장에서 

개성 넘치는 코스와 

마주하며 짜릿하고 가슴 

벅찬 기분을 느껴보자. 

필드 위에 서면 또 다른 

유쾌한 인생이 펼쳐진다. 

Playful
 Young

골프웨어는 예쁘고 컬러풀해야 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필드 위의 멋쟁이가 되고 싶다면 즐

겁고 재미있는 플레이와 스타일을 강조한 골프 룩에 도전해보자. 이번 시즌에는 컬러와 캐릭

터, 그래픽 패턴이 돋보이는 골프웨어가 강세다. 틀에 박힌 골프웨어의 식상함을 탈피한 프린

트 의상은 때로는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익살맞고 유머

러스하게 스타일을 살려준다. 특히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위트 있는 감성 스타일을 구축

하며 골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엘르골프를 F/W 룩을 눈여겨볼 것. 프랑스 <ELLE> 매

거진의 일러스트레이터 솔르다드 브라비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엘르골프의 유니

크한 패션 아이템이라면 올가을 필드 위 멋쟁이가 될 수 있다. 행복하고 유쾌한 키덜트 감성

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엘르골프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엘르골프만의 다양한 아이템들은 

즐겁고 재미있는 플레이와 스타일을 추구하는 골퍼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진정한 필드 라이

프를 즐기고 싶다면 매너와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보자.

골프웨어를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1 큼직한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간 상의를 골랐다면 패턴 컬러와 동일한 계열의 하의나 아우터를 단색

으로 매치하면 된다. 2 컬러풀한 피케 셔츠나 니트, 다운 베스트 등은 베이식한 골프웨어와 다양하게 

매치하면 훌륭한 포인트 룩이 완성된다. 단, 컬러를 잘못 매치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단색 아

이템과 받쳐 입거나 톤 온 톤으로 코디한다. 3 경쾌한 스트라이프 니트에 화이트 플리츠 스커트는 심플

하면서도 경쾌해 보인다. 특히 프레피 룩 스타일의 골프웨어는 일상생활에서 레주얼(leisual) 룩으로 응

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1 활용도가 높은 그레이 니트 카디건. 엘르골프 2 위트 있는 일

러스트와 캘리그라피의 조화. 엘르골프 3 화이트에 오렌지 컬러

가 트리밍된 니트 베스트와 스트라이프 터틀넥 톱의 감각적인 

코디. 엘르골프 4 일러스트가 들어간 화이트 셔츠에 배색이 돋

보이는 니트 카디건을 함께 코디해 입자. 엘르골프 

1 2

43

엘르골프를 입고 
필드로 나설 시간

CARDIGAN  6C53741

T-SHIRTS  6C65404
VEST  6C63101

T-SHIRTS  6C65203

SHIRTS  6C65204
CARDIGAN  6C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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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ITEM 

필드 위 당신의 스타일이 빛난다. 

당신의 골프 룩에 날개를 달아줄 

골프 소품들. 

7
TWO-TONE SUN CAP 
챙 부분의 컬러를 달리해 경쾌한 느낌을 주는 

선캡. 사랑스러운 하트 무늬와 발랄한 로고가 

매치되어 사랑스럽다. 엘르골프

6C67404

WINGTIP SHOES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더한 윙팁 디자인의 골

프 슈즈는 베이식한 바지나 스커트에 두루 잘 

어울린다. 엘르골프

6C67601

UNIQUE SUN CAP
세계적인 아티스트 솔르다드 브라비의 일러

스트가 스티칭된 선캡은 포멀한 스타일이나 

캐주얼할 룩에 다 잘 어울린다. 엘르골프

6C67403

BOSTON BAG
사랑스러운 핑크색 컬러 보스턴 백은 특히 여

성스러운 스타일을 즐기는 골퍼를 위한 필수

품이다. 엘르골프 

6C67505

HIGH TOP SHOES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스윙을 도와주는 하이

톱 골프화. 하트 무늬외 엘르 로고 장식이 가

미되어 깜찍하다. 엘르골프

6C67602

STYLISH CLUTCH 
손목에 끼워 들 수 있는 끈이 달린 클러치. 체

크무늬에 선명한 로고 프린트와 여자 골퍼 그

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엘르골프

6C67541

MODERN CADDI BAG
블랙&블루 컬러의 묵직한 조화가 특징인 중

성적인 느낌의 캐디백은 심플하지만 멋스럽

다. 엘르골프

6C57551

Essentials

GOLF RULE

1 룰과 매너 사이, 골프 패션 에티켓 

GOLF FASHION ETIQUETTE

남녀 모두 칼라와 소매가 있는 상의를 입고, 상

의는 하의 속에 넣어 입는 것이 규정이다. 하지만 

필드 위 복장 규정은 점점 완화되고 있다. 정해

진 규정을 무조건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노출

이 심한 옷이나 슬리퍼는 착용하지 않는 등 보이

지 않는 패션 에티켓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4 샷을 할 때는 조용히 할 것 

SILENCE IS GOLDEN

동반자가 샷을 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는 자

리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떠든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스윙

을 하는 사람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

하고, 시선은 멀리 공을 따라가며 관심을 가지

는 것이 에티켓이다. 

2 골프 전날 미리 챙겨야 할 필수품 

NECESSARIES FOR GO OUT

캐디백에는 클럽과 여분의 골프볼을 넣어둔다. 

보스턴 백에는 골프화를 따로 챙겨두는데, 클럽

하우스에 도착하면 캐디백은 카트에 놓기 때문

에 반드시 따로 챙겨둬야 한다. 라운딩하면서 필

요한 장갑, 볼, 티, 볼마커, 선블록 등은 파우치 

속에 넣어둔다. 보통 라운딩이 끝나야 식사를 하

므로 아침에 티오프를 할 경우에는 초콜릿이나 

견과류 등 간식도 챙길 것. 

5 클럽은 미리 챙기자 

AT LEAST THREE CLUBS

캐디에게도 매너를 지킨다. 용도별로 사용하

는 클럽이 다르므로 캐디에게 남은 거리를 물

어보고 최소한 클럽 3개 정도는 챙겨 가도록 

한다. 만약 하나만 가져갔는데 클럽이 맞지 않

다면? 캐디에게 갖다 달라고 소리치는 몰상식

한 행동 대신 그냥 칠 것. 

3 골프장 지각은 금물 

DON’T BE LATE

티오프 시간 30분 전에는 골프장에 도착해 준비

해야 한다. 티오프 시간은 비행기가 떠나듯 정확

한 시간에 출발하므로 ‘조금 늦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안 된다. 내 시간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

람들의 시간을 존중할 것.

6 플레이 중 흥분은 금물 

DON’T GET EXCITED

플레이가 잘 되어 중요한 퍼팅을 성공한 경우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소리를 지

르거나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고, 좋은 컨디션이 유지

되어야 하는 그린이 망가질 수 있다. 반대로 

플레이를 망쳤다고 퍼터를 집어던지는 과격한 

행동도 피한다. 

6 Ways To 
Enjoy

골프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6가지 골프 팁. 

Golf 
TRAVEL X LIFE MAGAZIN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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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VISION OF DEMIAN 

커리어 우먼을 위한 감각적인 여성 패션 브랜드로 43년 동안 브랜드의 가치를 고집

스럽게 지켜온 ‘데미안(DEMIAN)’이 올가을 새로운 비상을 꿈꾼다. ‘숲이 우거진 바

닷가의 아름다운 언덕’이라는 의미이자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소설 속 주인

공의 이름이기도 데미안은 미래 지향적이며 편안한 친구와 같은 브랜드의 감성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편안하고 럭셔리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30~50대의 젊은 감각

을 지닌 여성을 위한 감성 브랜드로 새롭게 도약하는 데미안은 모던하면서도 페미

닌한 라인에 절제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스타일에 있어서만큼은 남들

과는 차별화되는 고급스러운 컬러와 소재로 럭셔리함을 강조하고, 캐주얼 룩의 믹

스&매치를 통해 크로스 코디를 가미해 더없이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이다. 세련된 스

타일 연출이 가능한 데미안의 재킷, 티셔츠,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과 만나보자. 

불과 몇십 년 후면 ‘멸종된 동물 명단’에 이름을 올릴 위기에 처한 코뿔소를 위해 

PAT가 나섰다. 올 6월 PAT는 1994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코뿔소 보호재단인 세이

브 더 라이노(Save The Rhino International)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코뿔소 개

체를 늘리고 보호하는 것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인 코뿔

소는 ‘7시간에 한 마리꼴’로 사라지고 있다. 야생에서 천적이 없는 코뿔소가 지구상

에서 사라져가는 이유는 바로 밀렵 때문이다. 코뿔소는 암시장에서 금보다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뿔 때문에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다. 이런 코뿔소 보호를 위한 노

력은 영국 왕실은 물론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

오, 성룡도 발 벗고 나섰을 정도다. 특히 윌리엄 왕자는 코뿔소를 멸종 위기에서 보

호하는 일에 세계인의 관심을 호소하며, 시진핑 주석이나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

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Save  The

Vision of Demian

RhinoPAT, 세이브 
더 라이노와 
파트너십 체결

올가을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여성복 브랜드 
데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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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 대표번호	 080-855-5001

매장 개설 문의	 02-3407-0894

NC엑스코(상)	 053)662-9446

가든5(상)	 02)2157-5590

강릉	 033)646-9797

강서NC(백)	 02)2667-9716

강진	 061)434-6464

거창	 055)944-1888

경기화성(상)	 031)357-5769

경남고성	 055)673-7222

경산	 053)248-8525

경주	 054)749-6192

경주모다아울렛(상)	 070)7813-6765

계룡(상)	 041)732-7253

고잔NC	 031)436-4199

고창	 063)564-8955

고흥	 061)835-2779

곤지암(상)	 031)768-0407

공주	 041)855-1636

공항	 02)2662-2357

광명	 02)2682-4782

광주NC(백)	 062)510-8210

광주금남	 062)228-3919

광주롯데월드컵(백)	 061)606-2906

광주봉선	 062)676-8887

광주서방	 062)512-6495

광주세정	 062)370-9142

광주송정(상)	 062)942-0209

광주용봉	 062)515-2535

광주월곡	 062)954-2535

광주첨단	 062)973-0039

구리	 031)571-9737

구미봉곡	 054)451-5222

구미해마루밸리	 054)472-8903

군산나운	 063)471-0553

군산수송	 063)471-5161

금산	 041)753-5011

금왕	 043)882-6548

금정롯데(상)	 051)513-0202

기흥휴게소(상)	 031)282-9448

김제(상)	 063)547-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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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지	 053)794-0211

대구이현	 053)566-3852

대구칠곡동아아울렛(상)	053)320-7867

대구화원	 053)638-8899

대성리(상)	 031)585-8861

청주금천	 043)222-1456

청주내덕	 043)214-4223

청주중앙	 043)221-5700

청주하나로	 043)295-9550

춘천로데오	 033)264-5474

춘천명동	 033)25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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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통일로(상)	 031)945-0165

평촌뉴코아(상)	 031)380-1410

평택	 031)655-1084

평택뉴코아(상)	 031)653-5779

평택장당2(상)	 031)666-0242

포항양덕	 054)253-7787

포항죽도	 054)246-8906

포항효자	 054)221-9923

함양	 055)962-2003

합천	 055)934-2060

해남	 061)536-2256

해운대NC백화점(상)	 051)709-5810

홍성	 041)632-4858

홍제	 02)736-8868

홍천	 033)435-4410

화곡중앙	 02)2602-5773

화성봉담	 031)227-2120

화정세이브존(상)	 031)970-6301

엘르골프 대표번호	 080-855-5002

매장 개설 문의	 02-2211-4628

NC강서	 02)2667-9903

NC고잔	 031)436-4566

NC광주	 062)510-7676

NC대구엑스코	 053)662-9449

NC불광	 02)350-9820

NC서면	 051)794-7310

NC송파	 02)2157-5532

NC수원터미널	 031)8065-3801

NC순천	 061)720-5421

NC야탑	 031)780-3838

강남	 02)577-2332

경산	 053)811-8122

경주모아	 054)746-9955

계룡	 042)826-4807

곤지암	 031)767-8273

공항	 02)2663-2357

광양	 061)791-1900

광주봉선	 062)653-8484

광주아울렛	 062)381-0025

광주용봉	 062)512-3338

광주첨단	 062)972-1189

구미봉곡	 054)454-3330

대전	 042)254-9955

대전세이브존(상)	 042)482-3162

대전중리(상)	 042)628-8402

덕천뉴코아(상)	 051)366-2354

덕평휴게소	 031)637-5775

독산동(상)	 02)854-3325

동광양(상)	 061)792-8506

동수원뉴코아(상)	 031)231-6449

동아(백)쇼핑점	 053)251-3964

동아(백)수성점	 053)784-2912

동학사	 041)853-1348

동해	 033)533-8940

롯데부여(백)	 041)435-2843

롯데상인	 053)258-3413

롯데의정부(백)	 031)8092-2416

롯데인천항동(백)	 032)728-2724

롯데중동(백)	 032)320-7459

마리오백화점	 070)4153-7279

마석(상)	 031)511-9512

마장휴게소(상)	 031)634-3487

만수	 032)473-0789

만승아울렛(상)	 02)861-1521

모래내	 02)303-3635

목포	 061)242-5180

목포하당	 061)281-0340

문경	 054)556-5636

문막광터(상)	 033)746-8900

문산	 031)952-7277

미아리	 02)984-2211

밀양	 055)356-5566

바우하우스장안	 02)2115-1640

보령	 041)935-0158

봉천동	 02)878-5688

부산광덕물산	 051)341-5320

부산괴정	 051)294-0029

부산녹산	 051)973-7442

부산덕천	 051)337-6612

부산동래(상)	 070)4526-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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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041)835-5653

부천남부	 032)654-9081

부천소사(상)	 032)341-1727

부평	 032)521-8969

부평아이즈빌	 032)505-1717

분당2001(상)	 031)786-2842

불광동	 02)386-2871

산본뉴코아(상)	 031)390-7338

삼선교	 02)764-1696

상도	 02)816-6802

상봉	 02)2207-7277

상주	 054)532-0100

서귀포	 064)762-9067

구미인동	 054)476-3456

군산	 063)467-2800

그랜드일산	 031)911-9693

기흥휴게소	 031)275-8778

김포장기	 031)981-6399

김해메가마트	 055)326-6098

김해휴앤락	 055)320-9759

남천메가마트	 070)4137-5965

뉴코아부천	 032)624-8344

뉴코아일산	 031)900-5918

당진	 041)970-3833

대구반야월	 053)961-6097

대구범어	 053)754-9721

대구봉무	 053)986-5989

대구성서	 053)585-4493

대구세븐밸리	 053)313-6692

대구시지	 053)793-4556

대구퀸스로드	 053)552-6009

대구황금	 053)767-7902

대전대정	 042)542-5424

대전세이	 042)242-0155

대전패션월드	 042)488-3459

덕이로데오	 031)914-5473

동래메가마트	 070)4203-1155

동아강북상설	 053)320-7852

동아구미	 054)441-2797

동아쇼핑	 053-251-4011

동아수성	 053)782-1267

동학사	 041)881-4760

롯데상인	 053)258-3539

롯데호텔잠실	 02)411-0701

마리오	 02)838-0477

마산내서	 055)246-9114

마산합성	 055)253-8246

마장휴게소	 031)638-3496

목동	 02)2606-1230

문경점촌	 054)552-3637

문막광터	 033)746-8903

문정	 02)449-0411

벽제	 031)962-3778

봉담	 031)227-9894

부산광덕아울렛	 051)341-5347

부산금정	 051)516-0601

부산사상애플	 051)559-6288

부산연산	 051)755-8289

부산하단	 070)7722-7554

부산화명	 051)365-1584

부여	 041)834-2345

북수원	 031)252-1469

삼패	 031)521-2311

상주	 054)536-2547

서전주	 063)288-1355

선산(상)휴게소상설	 054)482-7391

선산(하)휴게소	 054)482-7391

세이브존노원	 02)977-1967

세이브존상동	 070)7348-7224

세이브존울산	 052)265-5728

세이브존전주	 063)283-6005

세정아울렛	 062)370-9214

서대전(상)	 042)531-1984

서산	 041)667-0110

서산잠홍	 041)666-6300

서수원	 031)271-5489

서천	 041)952-3303

서청주	 043)236-1749

선릉	 02)564-1048

성남	 031)756-3693

성남세이브존(백)	 031)730-2408

속초	 033)638-7710

송산휴게소(상)	 031)366-8022

송우리	 031)544-0855

송탄	 031)662-2002

송파롯데(상)	 02)400-9342

수원남문	 031)242-0165

수원북문	 031)245-9490

수원역	 031)247-3009

수원화서	 031)247-3133

수유	 02)906-9661

순천연향	 061)723-6881

신기(상)	 032)439-0884

신당	 02)2238-8058

신정	 02)2606-6522

신제주	 064)746-1177

신촌	 02)393-2323

신탄진(상)	 042)933-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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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2001(상)	 031)467-7541

야탑NC(상)	 031)780-3837

양산	 055)385-4488

양재	 02)573-6535

양재하나로(상)	 02)577-5297

양주(상)	 031)86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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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롯데(상)	 031)203-5335

예산	 041)332-6149

예산내포아울렛(상)	 041)331-0042

예천	 054)654-6009

오류	 02)2681-0599

오산	 031)372-8803

오수휴게소(상)	 063)642-1798

옥천(상)	 043)733-4006

왜관(상)	 054)973-4593

속초	 033)637-4800

수원남문	 031)255-9004

수원영통프리미엄	 031)206-2536

수지	 031)265-7150

순천연향	 061)722-3470

시흥신천	 031)315-4300

신제주	 064)711-6778

아산퍼스트빌리지	 041)536-0706

아이파크	 02)2012-4680

안동	 054)858-0027

안산한대	 031)408-5122

언양메가마트	 052)254-2377

여주375점	 031)883-9995

여천	 061)684-7667

영덕	 054)733-0006

오산	 031)8043-0114

용인시청	 031)321-1130

울산	 052)256-5728

울산무거	 052)224-0252

울산진장	 052)296-3225

원주단구	 033)765-1782

이천가든워크	 031)644-3262

인천계산	 032)552-5520

인천신포	 032)766-2400

인천아이즈빌	 032)525-8898

인천연수	 032)822-5949

장현	 031)573-8685

정촌아울렛	 055)763-5670

진영	 055)345-1284

진해	 055)547-5545

창원	 055)286-7887

창원대동	 055)212-8954

천안백석	 041)556-4060

천안쌍용	 041)571-3217

춘천로데오	 033)262-0055

충북청원	 043)260-3442

충주	 043)851-2112

치악휴게소	 033)900-7391

태릉CC상설	 02)3421-4225

태백	 033)552-2670

태평백화점	 070)4118-4288

평촌인덕원	 031)425-4618

포천송우리	 031)543-3701

포항그랜드애비뉴	 054)256-8323

포항양덕	 054)249-7788

포항웰빙상설	 054)221-9962

하나로클럽양재	 02)577-6683

하남검단산	 031)793-8688

하이브랜드	 02)2155-2140

홍천	 033)435-1234

화순	 061)372-8606

매장 개설 문의	 02-2211-4623

광주용봉	 062)512-3338

군산	 063)467-2800

기흥	 031)282-7789

용인수지	 031)266-0823

울산달동	 052)266-2025

울산호계	 052)286-2277

울진	 054)783-3979

원당	 031)966-5445

원주단구	 033)764-0864

원주중앙	 033)742-3236

월드롯데(상)	 02)2143-1313

유레스(상)	 02)978-0063

의정부제일	 031)846-2605

이천	 031)634-2487

익산영등	 063)835-6654

익산중앙	 063)856-3999

인덕원	 031)424-1519

인천검단	 032)562-5454

인천계산	 032)551-7955

인천남동(상)	 032)873-0153

인천뉴코아(백)	 032)422-1523

인천동암	 032)446-8863

인천삼산	 032)527-1970

인천석남	 032)571-7700

인천석바위	 032)429-7700

일산뉴코아(상)	 031)905-9252

일산역	 031)811-5957

일죽(상)	 031)677-0660

장현(상)	 031)573-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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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전(상)	 031)266-0806

중계2001(상)	 02)3399-8369

중곡	 02)453-0868

중화	 02)434-2705

진영(상)	 055)343-0151

진주대안	 055)742-4409

진주상대	 055)752-9840

진주정촌	 055)763-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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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2001(상)	 02)2224-6413

철원	 033)455-8115

청량리	 02)964-8237

청원(상)	 043)260-2134

청원내수	 043)212-0033

청주IC(상)	 043)232-1688

대구호림	 053)584-3020

롯데대구	 053)660-3480

롯데수원FS	 031)8066-0539

롯데잠실FS	 02)2143-7629

마장휴게소	 031)638-3496

목포중앙	 061)243-2782

문막광터	 033)746-8902

범어	 053)754-9721

부산대	 051)517-9337

부산대연	 051)757-9458

신포	 032)766-2400

연향	 061)727-3470

영통프리미엄	 031)273-3365

웰빙	 054)221-9924

전남여천	 061)681-5666

죽전패션타운	 031)276-6118

춘천석사	 033)264-7942

충남당진	 041)970-3833

해운대	 051)703-8982

황금	 053)767-7902

AK구로	 02)854-9806

AK수원	 031)240-1390

AK원주	 033)811-5608

AK평택	 031)646-6444

갤러리아진주	 055)791-1332

거제디큐브	 055)680-0217

구미동아	 054)455-9322

뉴코아순천	 061)720-5313

대구동아수성	 053)781-2919

대전세이	 042)226-2788

롯데노원	 02)950-2291

롯데동래	 051)668-4269

롯데마산	 055)240-5373

롯데미아	 02)944-2247

롯데분당	 031)738-2342

롯데수원	 031)8066-0373

롯데역사	 02)2164-5174

롯데잠실	 02)2143-7314

롯데중동	 032)320-7235

롯데청량리	 02)3707-1479

롯데평촌	 031)8086-9316

목포대리점	 061)244-1229

서울역아울렛	 02)6965-2720

신세계광주	 062)360-1428

신세계마산	 055)240-1306

신세계본점	 02)310-1631

신세계센텀시티	 051)745-1564

신세계인천	 032)430-1323

일산그랜드	 031)913-2193

창원대동	 055)212-8864

춘천M	 033)255-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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