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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몽의 첫 번째 스파
청담동의 고급 스파나 특급 호텔 스파를 찾는 이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스위스 안티에이징
화장품 ‘발몽Valmont’이 한국 최초로 단독 스파를 열었다. 반포동 센트럴 시티 파미에 스테이션

2층에 자리한 발몽의 ‘V 스파’는 고객의 컨디션에 따라 맞춤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스파다. 스킨 케어, 보디, 헤어 모두 100% 발몽 제품만을 사용해 뛰어난 효과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V 스파만의 마사지법인 ‘버터플라이 트리트먼트’는 피부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림프
기능을 활성화시켜 제품 효과를 끌어올리는 발몽의 고유 노하우다. 아름다운 피부, 완벽한 휴식을
원한다면 V 스파에 들러볼 것. 문의 02-6282-2500

CHIVAS REGAL x BREMONT
스카치 위스키 ‘시바스 리갈’에서
‘브레몬트’ 패키지를 출시한다.
브레몬트는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수공예
시계 브랜드다. 영국의 두 럭셔리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스타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브레몬트의
크로노미터 시계 부품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패키지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문의 02-3466-5700

도심 속의 여유로움, 호텔 ‘소설’
특별한 공간에서 멋진 추억을 꿈꾸거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더 이상 멀리 떠날 필요가
없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부근에 위치한 감각적인 부티크 호텔인 ‘호텔 소설小雪’이 있으니까. 다양한 콘셉트에
맞춰 객실을 꾸미고,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과 비즈니스맨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SANDRO x REEBOK CLASSIC
프랑스 브랜드 산드로의
2015 S/S 첫 캡슐 컬렉션에 리복이
함께했다. 리복의 대표적인
스니커즈인 ‘인스타 퓨리’에 산드로
스타일을 더해 최고의 믹스 매치를
완성한 것. 남녀 각각 두 가지
스타일의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하는데, 여성 제품의 경우
1970년대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6905-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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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고 흥미로운 제품들이 함께하는
2월의 콜라보레이션 소식.

풀어준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최상층 펜트하우스 두 곳. 먼저, 트리플 시네마 팬트하우스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과 큐브 타일 벽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1층에서는 프로젝터와 제네바 스피커를 갖춰 오붓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2층엔 침실과 샤워실, 3층엔 고재벽돌로 꾸민 공간에 자쿠지 스파를 설치하고, 전동 슬라이드 천장과
발코니 조명을 더해 바비큐 파티도 가능하다. 스파 앤 풀 펜트하우스는 적삼목 통나무로 만든 건식 사우나와
스파 욕조, 객실 내 실내 수영장이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거울의 방’을 콘셉트로 한 미러 스위트 등 스위트 24실과
디럭스 26실을 갖췄다. 또 파워 스프링 베드, 최고급 헝가리 구스 침구, 오디오 시스템 등 최고급 호텔 못지않은

VALENTINO x FORnASETTI
발렌티노가 뉴욕 5번가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기
위해 디자인의 거장 포르나세티와 만났다. 포르나세티를
상징하는 흑백 여인의 얼굴과 붉은 입술에 발렌티노를 대표하는
카무플라주 패턴을 더한 것이 특징. 선글라스, 스툴, 쟁반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2015-4653

시설과 인테리어를 갖춰 품격을 높였다. 24시간 오픈하는 M층 카페테리아에서는 조식을 비롯해 저녁에는 와인을
즐길 수 있고, 지하 1층 ‘5.5 언더under’는 펍 라운지이자 파티,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투숙 고객을 대상으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급 샴페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인다. 더불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특별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니 기대해보자. 문의 02-507-0505

음악의 기쁨을 이야기하다
음악은 리듬과 선율로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곳에 가 닿는다. 그래서 음악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지루한 음악사나 주요 인물 소개, 자의적인 감상의 나열 이상의 내용이 담긴 대중을 위한
음악 서적을 찾기 힘든 이유다. 이런 한계를 ‘대화’라는 형식으로 훌륭히 극복한 두 권의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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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책이다. 1960년대부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온 세이지의 경험과 통찰,

모스키노가 작년 9월 18일, 2015 S/S 컬렉션이 끝난 직후 바로 구매가 가능한

음악에 대한 하루키의 애정이 절묘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둘의 대화는 기품과 유머로 가득하다.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제레미

<음악의 기쁨 4 : 오페라>는 작년부터 나온 <음악의 기쁨>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스캇은 이번 S/S 시즌을 맞아 캘리포니아의 상징인 바비 걸을 새로운 꿈의

끝난 직후 프랑스 파리에서 음악 평론가 롤랑 마뉘엘과 피아니스트 나디아 타그린이 대담 형식으로

하우스인 모스키노 하우스로 데려왔다. 여자라면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 꿈꿔본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었다. 박식한 음악 평론가와 재기 넘치는 피아니스트가

바비의 삶을 컬렉션으로 재현했는데, 핑크 컬러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여자들의

경쾌하게 주고받는 재담은 그저 눈으로 좇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물론 책에 거론된 음악과 함께라면

동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문의 02-6905-3892

그 감흥은 몇 배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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