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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s Style Book

로맨틱
보헤미안
당신의 우아함이 새로운 보헤미안 스타일로 빛납니다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러플 장식의 실크 블라우스와 트위스트 플리츠

스커트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대조되는 보헤미안 

스타일의 스웨터나 남성용 코트를 믹스매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색다른 스타일

의 독창적인 블렌딩으로 우아함을 자아내는 유니클로와 이네스 드 라 프레상쥬

컬렉션을 만나보세요."

Left : 

IDLF트위드코트

IDLF실크프릴블라우스(긴팔) 

IDLF울블렌드와이드팬츠

IDLF레더스티치스키니벨트

Right :

IDLF3D니트자카드스웨터(긴팔) 

IDLF트위스트플리츠롱스커트

IDLF울페도라햇

IDLF레더엠보스스키니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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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시크
클래식 & 컨템포러리

"이 두 가지 스타일은 시대를 초월한 프렌치 시크 느낌과 함께 미묘하게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파리지앵의 필수 아이템 트위드 재킷과

팬츠에 보더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매치하여 모던한 룩을 연출해 보세요.

광택 나는 실크 드레스에 도톰한 가디건을 매치하면 여성스러운 보헤미안 

풍의 무드가 완성됩니다."

Left : 

IDLF울블렌드재킷

IDLF3D니트EFM스트라이프스웨터(긴팔)

IDLF코튼프릴스탠드칼라셔츠(긴팔)

IDLF벨벳팬츠

IDLF레더스티치벨트

Right :

IDLF청키크루넥가디건(긴팔) 

IDLF실크랩원피스(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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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부르주아
네오부르주아: 새로운 부르주아 스타일

"가벼운 스타일링을 통해 세대를 거쳐도 유행을 타지 않는 고급스러운 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안한 와이드 팬츠와 페이크 

레더 코트를 매치하면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텍스처와 무게의 아이템을 조합하는 7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믹스매치로 스타일에 장난기 있는 캐릭터를 더해보세요. 코듀로이 

팬츠에 클래식한 느낌의 체크패턴의 블레이저를 매치한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도 추천합니다."

Left 

IDLF트위드재킷

IDLF코튼프릴스탠드칼라셔츠(긴팔)

IDLF코듀로이와이드팬츠

IDLF울페도라햇

Right 

IDLF페이크레더코트

IDLF캐시미어크루넥스웨터(긴팔)

IDLF레이온보타이블라우스(긴팔)

IDLF저지큐롯(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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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emi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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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 보헤미안 걸스

"이번 시즌 컬렉션은 보헤미안 여성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발랄한 보헤미안 걸 스타일은 꾸준하게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릴랙스 핏의 실크 블라우스, 트위스트 플리츠 스커트, 섬세한 플라워나 도트

패턴의 드레스와 같이 로맨틱한 아이템들은 스타일을 한층 더 화려하게 밝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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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F트위스트플리츠원피스(반팔)

IDLF울블렌드빅스카프

IDLF레더와이드벨트

IDLF벨벳재킷

IDLF레이온보타이블라우스(긴팔)

IDLF벨벳팬츠

IDLF레더엠보스스키니벨트

IDLF울블렌드더블페이스코트

IDLF실크프린트블라우스(긴팔)

IDLF벨벳팬츠

IDLF울페도라햇

IDLF레더엠보스스키니벨트

IDLF코듀로이피코트 

IDLF3D니트자카드스웨터(긴팔)

IDLF코튼프릴스커트

IDLF트위드재킷

IDLF실크프릴블라우스(긴팔)

IDLF울페도라햇

IDLF에나멜미니숄더백

IDLF트위스트플리츠롱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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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ish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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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옷장에서 빌려온 듯한 편안하고 쿨한 스타일

"매니시 룩을 우아하게 소화하는 여성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복에서 

영감을 받은 팬츠를 무척 애용하죠. 릴랙스 컷은 편안한 착용감 뿐 아니라 올해의 트렌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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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LF립블루종

IDLFEFM스트라이프크루넥스웨터(긴팔)

IDLF저지큐롯(기모) 

IDLF코듀로이 카스케트

IDLF울블렌드더블페이스코트 

IDLF3D니트EFM터틀넥스웨터(긴팔) 

IDLF텐셀트윌이지팬츠

IDLF에나멜토트백

IDLF트위드재킷

IDLF코튼트윌셔츠(긴팔) 

IDLF코듀로이와이드팬츠

IDLF실크프릴블라우스(긴팔)

IDLF코듀로이와이드팬츠

IDLF울페도라햇

IDLF실크스카프

IDLF트위드코트

IDLF데님커버롤

IDLF코튼프릴스탠드칼라셔츠(긴팔) 

IDLF울블렌드와이드팬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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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Hav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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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시즌 프렌치 시크 에센셜 아이템

“이번 컬렉션의 다양한 아이템 중에서도 드레스와 재킷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은 당신의 캐주얼한 옷차림에 우아한 느낌을 더해 줍니다."

IDLF 벨티트 롱가디건

IDLF트위스트플리츠원피스(반팔)

재킷
"크롭 기장의 벨벳 재킷은 매우 트렌디 합니다. 딱 맞는 사이즈에 벨트를 착용해 허리라인을 강조하거나,

릴랙스 핏의 사이즈를 선택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와 스타일에 따라 색다른 룩이 연출되는 것이 이네스 컬렉션의 재미 요소이기도 합니다.” 

IDLF벨벳재킷

IDLF실크블라우스(긴팔)

IDLF트위스트플리츠롱스커트

IDLF울페도라햇

IDLF레더와이드벨트

드레스
"두꺼운 가디건이나 스웨터를 입어야 하는 계절에는 가벼운 드레스 같은 대조적인 의상을 매치해보세요.

색다른 믹스매치는 시크하고 편안한 무드를, 트위스트 플리츠는 당신의 스타일에 로맨틱한 요소를 더해줍니다.” 



Ine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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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의
러플 실크 블라우스

따뜻하고 세련된 트위드 재킷

스타일에 텍스처를 더해 주는 벨벳 팬츠 겨울에 컬러를 더해줄 햇살에
서영감을 얻은 컬러의 스웨터

이네스가 선택한 매력적인 아이템

“제가 선택한 7개의 아이템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프렌치 시크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의상일지라도 캐주얼한 아이템과 매치하면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우아한 분위기의 롱코트

레이어드 스타일에도 활용도 
높은 러플 칼라 블라우스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랩 원피스

1 IDLF실크프릴블라우스(긴팔)

2 IDLF벨벳팬츠

3 IDLF트위드재킷

4 IDLF3D니트자카드스웨터(긴팔) 

5 IDLF울블렌드더블페이스코트

6 IDLF코튼프릴스탠드칼라셔츠(긴팔) 

7 IDLF실크랩원피스(긴팔)



Honey White

Pumpkin Yellow

French Red

Ines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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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ite Colors
이네스의 최애 색상

“어떤 면에서는 네이비 컬러가 가장 우아한 색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색상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성스러움을 더해 주는 컬러들인데, 예를 들면,

꿀처럼 노랗게 물든 미묘한 흰색, 호박 색과 가까운 노란색, 빨간색 등입니다.

이 모두 프렌치 시크 룩에 없어서는 안 될 색상들이죠.”

IDLF코듀로이피코트

IDLF벨티트 롱가디건

IDLF3D니트EFM터틀넥스웨터(긴팔)

IDLF코듀로이와이드팬츠



IDLF트위드재킷

IDLF코튼트윌핀턱스트라이프셔츠(긴팔)

IDLF코듀로이와이드팬츠

IDLF레더와이드벨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