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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pard
꾸준히 사랑받던 레오파트. 
이번엔 내츄럴 하게 돌아왔다. 레오파트의 패턴이 부답스러웠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과하지 않고 전체 패션에 하
나만 포인트를 주는것이 이번 레오파트 스타일링 팁이다. 패턴이 
튀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만 줘도 패션이 확 살아날 것이다. 2015
년 보기만 해도 구매욕구가 솟구치는 레오파트 제품을 소개한다.

1. 폴스부띠끄 로렌 _218,000원
2. Louis vuitton 레오파트 방도
_23만원대
3. 제프리켐벨 슬립온 _219,000원
4. LAVENDA 레오파트 Wood 
유광 여성시계 _61,000원
5. 덱케 베이스 체인백 _585,000원

1

4

2

5

3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스페셜 기프트
사랑이 이루어 지는 연말, 그혹은 그녀에서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면 참고할 것.
선물하는 사람까지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고품격 선물 리스트.

♣ GIFT GUIDE ♣

Thanks for Him
한 해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준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자. 가치를 아는 이들을
위한 품격있는 선택.

1 호간 봄버 재킷 방수 소재를 퀄팅 처리해 
만들었으며, 소매와 허리는 울 소재로 마무
리해 실용적이면서도 슬림한 핏이 돋보인다. 
가격미정
2 애니콜 아르마니폰 아르마니의 세련되고 
실용적인 디자인. 아몰레드를 탑재하고, MS 
윈도브라우저 운영 체계로 인터넷 브라우징
을 강화한 최고 명품 폰.
3 에르메스 USB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과 
만난 최첨단 테크놀로지. 스타일은 완성하면
서도 센스 있는 선물로 제격.8GB용량. 가격 
미정
4 헤르본 뿌르 옴므 2종 세트 면도후 자
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자극 적은 코
너와 끔적임 없는 에센스 타입의 에멀정으
로 고성된 맨즈 그루밍세트. 토닉, 에멀전으
로 구성된 맨즈 그루밍세트. 토닉, 에멀전 각 
130ml/6만원
5 불가리 실버 펜던트 목걸이 불가리 창립 
125주년 기념,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을 위
한 리미티드 에디션 펜던트. 판매 수익금 
20%를 분쟁지역 아동 교욱을 위해 쓴다. 가
격미정
6 오프 더 코스 엄브렐러 비오는날 친구들
과 골프를 치면서 영감을 얻어 발명한 위트 
넘치는 우산. 골프 좋아하는 그에게 딱이다. 
모마온라인스토어 9만5천원
7 리모와 시가 케이스 스카일리시한 남성들
의 핫한 취미, 시가. 독일 명품 ㄱ가방 리모
와의 시가 케이스는 습도 조절용 목재가 내
장되어 있어 긴시간 맛과 향의 보존이 가능. 
가격미정
8 구찌 타임피스의 G-크로노의 업그레이드 
버전. 브라운 컬러의 티타늄을 PVD 방식으
로 도금했다. 가격미정 

Heart for Her
그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천 마디의 달콤함 말이 아닌
마음이 단김 선물.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 있고 특별한

1 비비안 웨스트 우드 뉴 버클리 백 리본 장
식을 가미해 여성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이다. 
가격미정
2 까르띠에 탱크솔로 팬더 패턴 애미널 패
턴의 퍼 소재 스트랩이 돋보이는 워치. 섹시
한 그녀를 위한 선물로 충분하다. 가격미정
3 티파니 키 컬렉션 사람하는 그녀의 마음
을 열어줄 키 펜던트. 메달리온, 하트, 플라
워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 가격미정
4.모브쌩 겔 다무르 링 사랑의 속삭임이란 
뜻의 이 반지는 7.20캐럿의 로즈 드 프랑스,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것이 특징. 가격미정
5 에르메스 뚜떵까레 노트 세트 에르메스 
스카프가 노트 커버로 변신했다. 6개의 사이
즈로 구성된 14개 노트세트느 성공을 꿈꾸
는 커리어우먼들의 완소 아이템. 가격미정
6 샤넬 니트 카디건 볼드한 리본 디테일이 
돋보이는 볼레로 스타일의 캐시미어 카디건. 
가격미정
7니나리찌 옹딘 클러치 드라마 <스타일>에
서 최고의 명품 백인 '루앙 백'으로 등장해 
대박이난 니나리찌옹딘라인의 클러치. 가격
미정
8 페라가모 바리나 글램 슈즈 영화 <오즈의
마법사>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비딩 플랫
슈즈. 머큐리, 블루, 코럴, 아몬드 컬러. 가격
미정
9 헤르본 로얄 골드 콤팩트 럭셔리한 주얼
리 팩트. 얇은 시폰 드레스를 입은 듯 보송
보송, 화사하고 투명한 피부를 완성한다. 
18g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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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 다이어리

좋은사람 행복한 요리

춮출판사 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