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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여성들에게 더욱 특별하다. 노출도 많아지고 

그만큼 신경을 쓸 것들도 많다. 거런 만큼 백 하나, 슈

즈 하나로도 시선을 사로잡을 패피로 태어날 수 있다. 

‘ALLETS’가 올여름 잇백과 잇스트랩 샌들을 소개

했다.

 

■ 가볍고 트렌디한 서머 잇백

① 키치한 비즈 백

네트 백부터 스트로 백까지 스타일리시한 여름을 위

한 백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비즈 주얼리가 유

행인 요즘, 백 역시 비즈 백이 인기를 끌 예정이다. 캐비

아처럼 작고 섬세하다고 해서 캐비아 백(Caviar Bag)이

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비즈 백은 빛을 받을 때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구슬로 이루어져 다른 백과는 다르

게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비즈 백은 펜디처럼 컬

러풀한 디자인으로 선택해 스타일에 생기를 더해볼 것.

 

② 한 손에 쏙! 마이크로 미니 백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는 가방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로도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미니 백이 곳곳에

서 포착됐다. 크기만 보았을 때 가방보다는 액세서리에 

가까운 미니 백은 앙증맞고 귀여운 매력으로 여느 큰 가

방 못지않은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사실. 미니 백은 연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 어깨에 걸치는 것은 물론, 

무심한 듯 시크하게 손으로 슬쩍 쥐어서 들어도 좋다.

 

③ 가죽부터 털실까지, 네트 백

주로 장바구니로 사용되던 네트 백은 이제 여름철 데

일리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네트 백은 그물처

럼 짜여 있어 속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시원한 서머 룩

을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올여름은 털실부터 라피

아, 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선보여 취향에 따라 네트 백

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구멍이 뚫린 네트 백은 소지품

을 신경 써서 넣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화려한 패턴의 

파우치나 컬러풀한 지갑 등 잘 활용하면 나만의 개성 있

는 가방을 완성할 수 있다.

 

④ 내추럴한 스트로 백

오직 여름에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은? 바로 스트로 

백. 가볍고 내추럴한 소재인 라탄 혹은 라피아로 만드는 

스트로 백은 여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스트

로 백은 그냥 들어도 멋스럽지만, 나만의 포인트를 더하

고 싶다면 핸들 부분에 스카프를 감아볼 것. 작은 액세

서리 만으로도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

 

■ 여름 잇템 스트랩 샌들

① 크리스털스트랩샌들

여름 아이템으로 빼놓을 수 없는 스트랩 샌들. 샌들은 

미들 힐로 안정감 있게 신을 수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

으로 어떤 룩과도 잘 어울려 데일리 아이템으로 안성

맞춤이다.

 

② 패브릭레더샌들

부드럽고 가죽에 견고한 패브릭 스트랩을 더한 플랫 

올여름 주름잡을 서머 잇백 & 잇레이업 슈즈

샌들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미니멀한 원피스는 물론, 활동성 있는 데님 팬츠

와 포멀한 슬랙스까지 어떤 아이템과도 매치하기 쉽다.

 

③ 베어샌들

발 전체를 거의 노출할 정도로 얇은 스트랩으로 이루

어진 베어 샌들. 이번 시즌에는 발이 닿는 밑창 부분에 

태슬 디테일을 더해 디자인뿐만 아니라 푹신한 착화감

까지 느낄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됐다. 활용도 높은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굽이 없는 플랫과 구조적인 골드 메탈 굽

으로 만날 수 있다.

 

④ 스터드스트랩샌들

샌들의 포인트인 스터드가 스트랩을 따라 일정한 간격

으로 촘촘하게 장식한 디자인이 특징인 스터드를 장식

한 스트랩 샌들. 스터드 장식이 자칫 과해 보일 수 있지

만 스트랩 컬러와 통일감을 이루면 튀지 않고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다. 또, 스트랩 끝부분에는 볼드한 태슬 장식

이 더해지면 이국적인 무드까지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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