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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여심 유혹하는 고품격 ‘맥시 코트룩’ 따라잡기
추운 날씨에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따뜻하면서도 멋스러운 겨울 아우터 선택은 항상 고민거리이다.  코트는 더없이 익숙한 아

이템이지만 매년 무한 디자인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스타일에 유혹당하는 것은 여자들의 본능이다. 다운 패딩보다 코트에 먼저 손이 가
는 패피들이 자신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스타일을 패션엔(www.fashionn.com)이 소개했다.

▶ 맥시 코트룩

긴 기장과 여유로운 실루엣의 

맥시 코트는 무심하게 툭 걸치

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아하고 

도시적인 멋을 자아낸다.

길고 여유로운 실루엣의 맥

시 코트는 체형을 보완해주

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컬러의 맥시 코트는 페미

닌 감성의 프린트 원피스

와 함께 하면 심플한 스타

일링마저 드라마틱하게 변화시

킨다.

▶ 애니멀 코트룩

관능적이며 강렬하고 이미지 때

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강렬

한 애니멀 코트는 이미 인기가 증명

된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정착했다.

특히 포멀한 오피스룩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애니멀 프린트는 진

입 장벽이 높았지만 올 겨울에는  

한층 모던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올해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으며 절제된 컬러

의 여성스러운 원피스와 매치

하가거나 가죽 스커트, 데님 

팬츠 등과 함께하면 반전의 걸

크러시룩을 완성할 수 있다. 

▶ 알파카 코트룩

은은한 광택감이 나는 라마 혼방 

알파카 코트는 와이드 윙 카라 디

테일에 가죽 파이핑을 더해 자연

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이 매력적

이다. 

캐시미어 스웨터와 블랙 컬러의 

와이드 팬츠 등을 매치하면 시크

한 커리어우먼룩을 연출한다. 여

기에 페미닌한 디테일의 미니백

을 매치하면 트렌디하면서도 

한층 여성스러운 겨울철 스타

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 멜란지 코트룩 

‘오늘 뭐 입지’라는 고민에 

빠진 여성들에게 베이직하면

서 군더더기 없는 멜란지 코

트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

템이다. 

뉴트럴 컬러의 이너웨어

와 함께 매치하면 오피스

룩부터 포멀룩까지 품격 

있는 일상 윈터룩이 완성

된다. 여기에 머플러, 장갑 

등과 매치하면 스타일과 

보온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 퍼 트리밍 코트룩

퍼의 헤비한 볼륨감이 부

담스럽다면 네크라인이나 

소매, 밑단 등에 퍼 트리밍

이 된 아우터를 추천한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베이직

한 코트나 패딩에 고급스

럽고 세련된 무드를 더할 

수 있다

퍼 코트틑 코트의 홍수 속

에 단연 돋보이는 아우터로 

베이지 컬러의 골지 니트와 

숄 머플러와 믹스매치하면 

세련된 톤온톤룩을 연출할 수 

있다.

◀ 카멜 코트룩

올 겨울 지갑을 열고 투자해야 할 아우

터를 고르라면 그것은 심플한, 특별한 

것이 없는 카멜 코트다. 카멜 코트는 특

유의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

께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긴다. 

또한 카멜 컬러는 클래식한 느낌의 정

장룩에도 잘 어울리고 코트 특유의 포

멀한 느낌을 약간 더 캐주얼하게 만들

어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카멜 코트

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겨울 코

트의 정석으로 통하며 스트리트에서 수시

로 일상룩으로 목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