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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팬츠로 완성하는 가을 패션 스타일링

4 52 31

트랙 팬츠처럼 편하고 때론 스커트만큼 고혹적인 와

이드 팬츠는 계절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아이템

이다. 또 어떤 상의와 매치하느냐에 따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인터넷매체‘ALLETS’ 

(allets.com)이 와이드 팬츠 스타일링 방법을 소개했다.

       재킷이랑 세트로, 슈트 무드  

두아리파처럼 팬츠와 같은 컬러의 루스한 재킷을 고

르면 세상 시크한 슈트 룩이 완성된다. 셔츠나 티셔츠 대

신 톱을 매치하면 클럽 룩은 물론 격식을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도 결례를 범하지 않는다.  

       무한 매력의 컬러풀 와이드 팬츠

컬러감이 강한 와이드 팬츠는 소화하기 어렵다거나 페

미닌 룩에서만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비비

드한 라벤더 컬러 와이드 팬츠에 맨투맨 티셔츠를 매치

하고, 페니백을 짧게 해 연출하면 힙하면서도 스트리트 

캐주얼룩이 완성된다. 깨끗한 화이트 셔츠, 스니커즈와 

매치하면 감각적인 오피스룩으로 활용하기도 제격이다.

       체크 아이템이 많다면 머스터드 컬러

브라운이나 카키 계열의 체크 패턴 상의를 즐겨 입는 

편이라면 살짝 톤 다운된 머스터드 컬러의 와이드 팬츠

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옐로의 화사함은 그대로 

지니면서 차분함까지 갖춰 포인트 컬러로 유용하다. 특

히 브라운 계열의 체크 아이템을 더하면 칙칙하지 않으

면서 트렌디한 레트로 무드에 가을의 계절감까지 제대

로 즐길 수 있다. 크롭트 톱처럼 과감한 상의나, 엄마 옷

장에서 꺼내‘뽕’이 살아있는 재킷이라면 입지 않고 어

깨에 툭 걸쳐주는 것이 세상 시크한 시티룩의 비결이다. 

       레트로 무드의 일등 공신, 체크

이번 시즌 트렌드를 제대로 소화하고 싶다면 깅엄체

크 패턴의 와이드 팬츠가 정답이다. 빈티지한 무드의 레

터링 티셔츠나 라이더 재킷도 잘 어울리지만, 좀 더 캐

주얼하고 산뜻한 느낌을 즐기고 싶다면 데님 재킷을 매

치해보자. 여기에 복고 무드의 사이파이 선글라스와 컬

러풀한 클러치를 더하면 80년대 레트로 룩이 완성된다. 

좀 더 노멀하게 즐기고 싶다면 블랙 컬러의 터틀넥을, 

좀 더 과감하게 즐기고 싶다면 컬러풀한 베레를 선택해

도 좋다. 

       미니멀 시크의 정석, 모노톤 와이드 팬츠

미니멀하고 심플한 패션을 즐겨 입는 사람이라면 필히 

갖추고 있을 슬랙스. 일자핏에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이 

기본이지만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다 보면 자칫 고루

하게 느껴진다. 이럴 땐 턱 디테일, 와이드 핏의  디자인

을 택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즐겨보

자. 상의는 실루엣이 돋보이는 타이트한 화이트 톱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주고, 힐 대신 캐주얼한 스니커

즈를 더하면 끝. 작지만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나 귀걸이 

등 주얼리를 살짝 더하면 고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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