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VIEW

PAGE 10

WWW.FIRSTLOOK.CO.KR

4

5

CLASSIC WAY
클래식한 아이템에는 이유가 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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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하는 체인 팔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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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찌 1577-1921, 먼데이에디션 02794-5922, 아가타 파리 agathakorea.com,
엠주 02-3446-3068, 토마스사보
www.thomassabo.com

CONVENIENCE
BEAUTY
구경하는 재미가 넘치는 편의점. 그곳에서 에디터가
발견한 뷰티 아이템 모음.

1 볼드한 실버 체인 브레이슬릿 10만8천원
아가타 파리. 2 부러진 디테일의 큼지막한
체인 브레이슬릿 14만8천원 엠주. 3 GG 로고
디테일이 특징인 실버 브레이슬릿 30만5천원
구찌. 4 두 가지 형태의 체인 브레이슬릿
9만8천원 먼데이에디션. 5 가느다란 실버
체인 브레이슬릿 11만4천원 토마스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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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인트 딥 클린 올인원 클렌징 티슈 클렌징 로션이 함유되어
포인트 메이크업, 모공 속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제거해주는
클렌징 티슈. 20매 2천7백원. 2 일리윤 오일 스무딩 립밤 인삼
성분과 동백 오일을 담아 입술을 건강하게 가꿔주고 여리여리한
핑크빛 생기 입술로 만들어주는 틴티드 립밤. 13g 1만원. 3 스웨거
헤어 스터너 왁스 트래블 키트 세븐일레븐에서 만날 수 있는
남성 전용 라이프스타일 그루밍 브랜드 스웨거.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 두피 자극 없는 건강한 헤어스타일 연출을 도와주는
왁스를 1회분씩 5개 담은 트래블 키트. 2천5백원. 4 로레알파리
맨 엑스퍼트 이드라 파워 마운틴 워터밀크 세븐일레븐에 입점한
남성 수분 전용 스킨케어.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씌워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50ml 1만5천원. 5 쉬즈 썬크림 수정
메이크업용 파우치, 운동, 여행 가방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파우치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 이 밖에도 클렌징, 수분 크림 같은
스킨케어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10ml 1천원. 6 러비버디 올인원
쿠션 GS25와 토니모리가 컬래버레이션한 편의점 전용 색조 전문
브랜드 러비버디. 특히 편의점을 좋아하는 10~20대의 필수품인
쿠션, 틴트, 마스카라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5천5백원. 7 닥터브로너스 코코넛, 올리브 오일과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샴푸, 보디 워시,
클렌저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리퀴드 솝 클렌저. 60ml
3천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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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닥터브로너스 02-2226-6110, 러비버디 080-356-2222,
로레알파리 080-565-5678, 스웨거 070-4618-3103, 쉬즈 02431-5500, 일리윤 080-023-5454, 포인트 080-02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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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NI
COLLECTION
가만히 바라보다 미소 짓게 되고, 작지만 인상적인 디자인이
있다. 기디니1961에서 소개하는 오미니(OMINI) 컬렉션이
그렇다. 이 브랜드는 캄파냐 형제, 스튜디오 잡, 알레산드로
멘니디 등 세계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하고, 독보적인 고압
주조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한다. 오미니의 디자인은
스테파노 지오반노니(Stefano Giovannoni)가 맡았다.
그가 탄생시킨 캐릭터는 인간의 형상을 단순화한 것으로
오브제에 걸터앉거나, 기어오르거나, 매달리며 살아 있는
듯한 동작을 선보인다. 냅킨 쟁반, 티 라이트, 촛대, 카드
홀더, 클립 홀더 등으로 구성했으며 소재는 모두 황동이다.
당신의 책상과 식탁 위에서 포인트가 되어줄 아이템이다.
문의 www.ghidini1961.com

HI, APPLE
애플의 제품은 물론 향상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애플스토어가 가로수길에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플이 제공하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흥미로운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구매 줄이 길다면? 애플스토어 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구매
픽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골치 아팠던 AS? 애플의 공식
엔지니어가 1:1로 고객의 AS를 책임진다. 직구했던 애플
액세서리? 전부 만날 수 있다. 프라이빗한 공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멋진 보드 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알고 보면 더 쓸모 있는 애플스토어! 이제 가로수길에서
만나보자.
주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46 문의 02-2086-4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