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F/W FASION 

2019년 패션트렌드는 체크_ 
  
f/w 트렌드 컬러 중 브라운이나 이브닝블루, 베이지의  
컬러를 활용한 체크패턴의 옷들로 톤온톤 스타일링들이  
                   사랑받고있다. 체크셔트나 자켓에 데님 
                  바지로 코디를 하든 반대로 체크무늬의  
                바지에 다른 옷을 코디를 하든 어디에도  
               트렌디하게 코디할 수 있는 체크패턴으로  
             다양한 코디들을 선보일 수 있다. 
            

겨울이면 뭐 어때_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니트, 검은색 바지 겨울엔 차가운 
컬러들로 코디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었지만 이

제 어두운 컬러의 옷으로만 코디하는 시대는 끝났다.  
베이지나 아이보리와 같은 온색의 컬러에 울이나  

캐시미어같은 재질의 옷으로 코디해 따뜻한 느낌을  
살리고 멋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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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 슈즈로 편안함과 트렌디함을 한번에_ 
 
 어글리 슈즈가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지금 여러  
브랜드들은 그 점을 이용해 자기 브랜드만의 다양한  
디자인의 어글리 슈즈를 선보이고있다. 급 유행하게 된 어글리 슈즈는 힙해
보이면서도 편안해 오랜 시간동안 신고다녀도 무리가 없으며, 코디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앵클부츠로 세련되어 보이게_ 
  

                           어글리 슈즈와 더불어 사랑받으며 유행하고 있는 
                         앵클부츠는 비슷한 디자인이면서도 차별화를 가져  
                        각각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앵클부츠는 발목을 감싸주어 
                      얇아보이게 만들어주면서 바지나  
                    치마에도 어울려 시크해보이면서  
                   현대적으로 보여주어 여성들에게 
                  신발장에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 
                  야하는 신발이 되었다. 

두개의 디자인으로  
여러가지의 스타일링을 



스톤으로 디자인하는 세련미_ 

무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스톤을 붙여주므로서 독창적이
고 화려한 디자인을 연출. 투명한 네일컬러에 스톤을 이용해 깔끔하고 세

련된 디자인의 네일을 연출할 수 있다. 

 화려하면서도 감각적인 스톤을 이용해 각자의 성향과 취
향에 맞게 스톤의 구조와 디자인 컬러등을 매치시켜 개성
과 매력을 연출하며 트렌디한 스타일의 네일을 완성시킬 
수 있으며 아티스트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감각적 매력을 디자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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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이 이끌어가는 우아한 트렌드_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과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무광 네일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무광의 매력은 차분함을 넘어서 도시적이며 세
련된 분이기를 연출, 광을 내면서 멋을 추구해온 네일아트의 세대에 신선한 트렌디함
을 가져다 준 트렌드. 무광 네일과 체크 디자인 그리고 작은 파츠등을 이용해 개성과 

세련미를 연출 시키며 매력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2019 F/W NAIL ART 



다시 돌아아온 유행, 허쉬 컷_ 
 

촌스럽다고 느껴졌던 샤기 커트가 트렌디하게 돌아왔다. 
허시 커트는 과거 샤기커트와 울프 컷으로 유행했던 

‘병지 머리’를 변형한 것으로 층을 내어 가볍게 질감 
처리를 함으로써 텍스쳐가 살아있는 스타일이다. 

2019년 여배우들의 트렌드, 믹스 펌_ 
 
C컬과 S컬이 섞어 시술한 믹스 펌은 자연스럽고 풍성한 
볼륨을 연출 할 수 있다. 주로 믹스 펌을 연출할 때에는 
레이어드 커트를 하여 자연스러운 펌을 연출한다. 
턱선을 살려주면서 얼굴라인이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스타일이다. 

아이돌 헤어스타일, 트윙클 헤어_ 
 
선미, 청하, 헤이즈 등 많은 아이돌들이 하는 헤어스타일 
중 하나다. 반짝이는 헤어 피스를 머리카락 사이에 묶거나 
붙여 연출하는데 실버와 골드, 블루 등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일회용 피스를 이용해 붙일 수 있지만 
오래 즐기고 싶다면 전문 샵에서 시술해 최대 6개월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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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X 101 연습생들 유행스타일, 시스루 앞머리_ 
 

작년 시스루 앞머리가 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남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헤어스타일이  

되었다. 요즘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 101을 
보면 올해 트렌드 남자스타일을 알 수 있다. 

시스루란 피부가 보이는 스타일이란 뜻의 패션용어로 
이마가 살짝 보이는 앞머리를 칭한다. 예전에는 무거운 

앞머리가 유행이였다면 최근에는가볍고 
몇가닥만 있는 헤어스타일이 유행이다. 

일명 정해인 머리, 크롭컷_ 
 
지난해부터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국민 남동생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해인 배우의 헤어스타일이다. 이마가 훤히 보이는 
헤어스타일이다.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남자다움이 강조되는 스타일이다. 짧은 앞머리 덕에 
남자다운 매력과 동시에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자 대세 헤어스타일, 쉼표머리_ 
 
작년에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헤어스타일 ‘심표머리’이다. 6:3, 7:3 등 다양한 비율로 
가르마를 타서 앞머리를 쉼표처럼 컬을 넣어주는 
헤어스타일이다. 이마가 넓은사람도 쉽게 이마를 보여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라서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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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W  Make up Trend In Seoul Fashion Week _ 
 
 올해 F/W트렌드를 미리 볼 수 있는 ‘2019 F/W 서울 패션위크’를 살펴보자.  
지방시, 맥 등 많은 브랜드들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선보였다.  
공통적으로 올 해 F/W 트렌드는 “내추럴 메이크업”이다.  
3가지 키워드로 올 해 가을/겨울 트렌드를 정리해보았다.  

생기 넘치는 피부를 강조한 베이스(Base)_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촉촉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준 후 
높은 커버력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는 파운데이션 컨
실러를 활용해 본연의 피부 톤을 살리면서도 완성도 

높은 베이스를 연출 

볼륨감 넘치는 립 앤 치크(Lip & Cheek)_ 
 

여성들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과하
지 않으면서도 대담한 메이크업 룩의 마무리

로 모던한 스타일의 립앤 치크. 
마무리로 촉촉한 수분감과 볼륨감 있는 연출 

자연스럽고 윤기 있는 입술을 표현 

자신감 넘치는 아이(Eye)_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아이라인, 
채도가 낮은 섀도로 절제된 아름
다움 속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매 강조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눈매를 
완성하기 위해 볼륨 마스카라로 

속눈썹에 컬링감 
눈썹의 빈 곳만 채우듯 자연스럽

게 눈썹 결을 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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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하이라이터_ 

 
 이번 F/W 서울패션위크에서도 선보였듯이 이번 참스 패
션쇼 메이크업에 사용된 하이라이터 ‘베벌리 힐즈 
 
입자가 고와 한 번의 터치로도 영롱하게 빛나는 극강 광
채와 고발색을 자랑 
가루 날림이나 요철 부각이 없어 아이섀도우로도 활용 
가능한 멀티 아이템 

다양한 피부색을 포용하는 브라운 컬러 메이크업_ 

 
베어한 느낌을 위해서는 완벽하기보다 의도적으로 살짝 허점

을 남기는 것이 세련된 방법 
 

 블러셔를 생략하고 시크하게 셰이딩만으로 윤곽을 정리한다
든지, 한두 군데만 포인트 

 
브라운도 다 같은 브라운이 아니다 

 자신만의 브라운을 찾아 모던하며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해보자.  

2019 It Item_  

2019 트렌드 컬러인 “리빙코랄” 
 

VDL 팬톤 리빙코랄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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