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 
그 신비로운 유적지에서 만난 강렬한 컬러와 

섬세한 디테일의 민속 의상들은 
지금의 패션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보그〉가 초대하는 

지구 반대편으로의 에스닉 패션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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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코 중심에 위치한 대성당 앞에서 원주민들의 축제가 벌어졌다. 

커다란 페이즐리 프린트가 돋보이는 재킷은 질 샌더(Jil Sander), 

니트 카디건은 미쏘니(Missoni), 프린지 디테일의 드레스는 에트로(Etro), 

투우사 모자는 모스키노(Moschino), 네크리스는 더 그리디 시걸(The Greedy 

Seagull), 오렌지 컬러 벨트는 리본 프로세스(Reborn Process), 

뱅글은 잉카 트레저(Inka Treasure). 

에디터 / 이지아  

스타일리스트 / 윤애리(Aeri Yun)  

모델 / 한혜진  

스타일링 어시스턴트 / 폴-사이먼 드지트(Paul-Simon Djite)   

헤어&메이크업 / 세르지오 코르바쵸(Sergio Corvacho@The Magnet Agency)   

포토그래퍼 어시스턴트 / 프레디 에르난데스 G.(Freddi Hernandez G.), 

하비에 팔콘 챠베스(Javier Falcon Chavez)   

리터칭 / 장원석(99Digital)   

로케이션 / 다니엘 카베로(Daniel Cavero@PromPeru)   

프로덕션 / J&Y Productions, Inc. 





스페인 문화에서 영향 받은 화려하고 

웅장한 ‘산토 도밍고 수녀원(Convent of 

Santo Domingo)’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건 

바로 원색의 시폰 드레스. 골드 스팽글이 

화려하게 장식된 프린트 재킷은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 컬러 블록이 돋보이는 

플리츠 시폰 롱 드레스는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 플랫폼 슈즈는 도나 

카란(Donna Karan), 컬러 양말은 아메리칸 

어패럴(American Apparel). 



잉카제국의 대표적 유적지, 오얀따이땀보 

요새(Ollantaytambo Fortress)의 여신이 환생했다! 

진한 핑크빛 오간자톱과 블랙 리본 벨트, 

롱스커트는 디올(Dior), 

깃털 장식 인디언 모자는 셀리마(Selima).



페루비안 팬파이프를 불며! 깃털이 장식된 코트는 

프라발 그룽(Prabal Gurung), 프린트톱은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베스트는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니트 팬츠는 미쏘니(Missoni), 

샌들은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블루 헤드피스는 

알레산드라 피터슨(Alessandra Petersen).



고산지대인 쿠스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어린 

알파카와 함께. 화이트 비즈들이 에스닉한 문양으로 

장식된 인디고 블루 시폰 튜닉 드레스는 디올(Dior).

Beauty Note
강렬한 태양에 지친 피부에 생기와 건강함을 

선사하는 ‘헬씨 글로운 인헨싱 파우더’로 

맑고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연출한다. 

펄 입자가 눈가에 광채를 더해주는 ‘5 꿀뢰르 

크로아제트’ 654번 오로라의 골든 브라운과 

골든 옐로 컬러로 카리스마 넘치는 눈매를 

그리고, 아쿠아 물감을 바른 듯한 ‘디올쇼 

라이너 워터프루프 아쿠아 라이너’ 258번 

터쿠아즈를 이용해 쌍꺼풀 라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입술에는 생동감 넘치는 오렌지 컬러인 

‘디올 어딕트 립스틱’ 544번 제트-세트를 

바른 후 ‘디올 어딕트 울트라 글로스’ 542번 

오렌지 파레오를 덧발라 은은한 반짝임을 

더했다. 네일은 ‘디올 베르니’ 231번 비키니로 

모두 디올(Dior) 제품. 



에스닉 꾸뛰르 터치의 의상은 원주민들의 민속의상과 비교할 만하다. 

섬세한 수공예 장식이 돋보이는 염색된 재킷과 프린트 팬츠는 

이자벨 마랑(Isabel Marant), 깃털 드레스는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플랫 샌들은 쓰리애즈포(ThreeAsFour), 벨트는 버버리(Burberry), 

뱅글은 벤 아먼(Ben-Amun), 양말은 톱숍(Top Shop).





쿠스코 시티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사크세이휴아만 요새(Saqsayhuaman 

Fortress)에서 페루 전통 의상을 입은 

모녀와 함께. 머플러를 이용해 만든 드레스는 

쓰리애즈포(ThreeAsFour), 이너로 입은 블랙 

시스루 드레스는 에트로(Etro), 광택 나는 

청록빛 팬츠와 슈즈는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벨트는 발맹(Balmain), 

화려한 귀고리는 벤 아먼(Ben-Amun).



‘성스러운 계곡’이라 불리는 사크레드 

밸리(Sacred Valley)를 탐험하다 보면 

잉카제국의 계단식 유적들을 마주칠 수 

있다. 화려한 비단 가운 같은 금박 코트와 

블루 베스트는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골드 스터드 장식의 

가죽 원피스는 발맹(Balmain), 새 프린트 

팬츠는 리드 크라코프(Reed Krakoff), 

페루비안 모자는 알레산드라 

피터슨(Alessandra Petersen).



성스러운 계곡이라 불리는 사크레드 

밸리(Sacred Valley)의 골목길은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와인빛 

새틴 재킷과 핑크빛 스커트는 

디올(Dior), 격자 무늬 팬츠와 

슈즈는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백은 아니 알바레즈-

칼더슨(Ani Alvarez-Calderon).



쿠스코 시티에 위치한 태양의 사원

 ‘산토 도밍고 수녀원’에서 가장 빛나는 

페루비언. 알록달록한 비즈들과 스팽글 

프린지들로 장식된 블랙 레이스 원피스는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이너로 입은 프린트 시폰 롱 드레스는 

푸치(Pucci), 왼쪽 뱅글 두 개는 알렉시스 

비타(Alexis Bittar), 오른쪽 뱅글들은 

모두 벤 아먼(Ben Amun).





친체로 지역에 있는 전통 패브릭 

공방인 우르삐 텍스타일(Urpi Textiles) 

장인들과 함께. 작은 금방울 장식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투우사 재킷은 

모스키노(Moschino), 프린트 실크 

드레스는 푸치(Pucci), 꽃 프린트 

팬츠는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그린 슈즈는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뱅글들은 

알렉시스 비타(Alexis Bittar).



섬세한 골드 레이스 드레스에 페루 전통 

스커트를 떠올리게 하는 풀스커트 

하나면 라 콤파니아(La Compania) 성당 앞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골드 레이스 롱 드레스와 플랫 샌들, 

이마에 장식한 인도풍 액세서리와 발에 한 

메탈 장식까지 모두 샤넬(Chanel), 프린지 

네크리스는 알레산드라 피터슨(Alessandra 

Petersen), 페루비안 스커트는 아니 알바레즈-

칼데른(Ani Alvarez-Calderon).



잉카 문명이 남긴 견고한 사크세이휴아만 

요새를 감상하며 광활한 벌판을 걷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국적인 

플라워 프린트가 돋보이는 재킷은 

피터 솜(Peter Som), 강렬한 프린트의 

점프수트는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슈즈는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어깨에 걸친 니트 판초는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뱅글은 벤 

아먼(Ben-Amun).



우르밤바(Urubamba) 지역 작은 시장의 낯익은 풍경들. 

플라워 프린트 톱과 귀고리는 마르니(Marni), 

레이스 플리츠 스커트는 미우미우(Miu Miu), 페이즐리 

프린트 팬츠는 질 샌더(Jil Sander), 

가죽 벨트는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그 옛날 견고한 돌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작은 골목들을 따라 걸으면 잉카제국의 

향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화려한 패턴이 돋보이는 드레시한 점프수트는 

푸치(Pucci), 에스닉한 문양의 

골드 비즈 장식의 재킷은 발맹(Balmain), 

골드 스팽글 스커트는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 슈즈는 모스키노(Moschino), 

네크리스는 잉카 트레저(Inka Treas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