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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지엠 공식 홈페이지 (http://www.couregiem.com) 캡쳐화면

WEB SITE



꾸르지엠 공식 홈페이지 MAGAZINE 캡쳐화면

WEB SITE



꾸르지엠 공식 홈페이지 CELEBRITY 캡쳐화면

WEB SITE



꾸르지엠 공식 홈페이지 STOCKIST 캡쳐화면

WEB SITE



꾸르지엠 공식 홈페이지 STOCKIST 캡쳐화면

WEB SITE



INSTAGRAM

꾸르지엠 공식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15 F/W COLLECTION

꾸르지엠 G,LABEL의 15 FALL WINTER 컨셉은 ESCAPE FROM EVERYDAY 

입니다. 힐링이 필요한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설렘을 꿈꿉니다. 모노

톤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요일 아침 옷장 문을 열어 묵혀있던 가슴 속 청

춘을 꺼내입고 젊음의 자유를 만끽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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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W COLLECTION

시간은 거꾸로 간다 “TIME GOING BACKWARDS”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시간이 바로 가든 거꾸로 가든 살아간다. 우리만

의 색을 입고”

이번 M;label의 컨셉은 ‘퓨전 레트로 룩’이다. 퓨전은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

임, 조합,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의 경계를 파괴한 스타일의 혼합이

다.‘시간은 거꾸로 간다 = time going backwards‘ 라는 컨셉의 글귀로 복고

풍을 리바이벌하여 재해석하였으며

미니멀한 스타일과 하나 다음 다른 하나를 놓는 부분의 합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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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S COLLECTION

“어리고 가난한 소년은 누구보다 멋진 미래를 그리며 오늘도 내일도 기도를 합니다. 꼭 성공해서 

멋진 남자가 되겠어..! ”

기본에 충실하고 언제어디서나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G,LABEL]의 이번 COLLECTION은 ‘

소년의 꿈’입니다. 다양한 고급소재와 입체패턴으로 생동감 있는 실루엣과 핏을 연출하고 패치웍

과 프린팅으로 라이트한 디자인이 가미 된 컨템포러리 스포티룩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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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S COLLECTION

꾸르지엠15 S/S [M,label]은 ‘여성의 미’ 즉 ‘빛나는 여성이 되기 위한 과정’을 풀었다. 다

이아몬드, 석탄, 마카로 직접 그린 프린팅 작업이 주가 되겠으며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웨

어러블한 페미닌 미니멀리즘룩이 되겠다.

epilogue

여성이라면 누구나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목표 아래 다이아몬드가 성립

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완전체라는 것은 없다. 다만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아

래 진정한 미가 묻어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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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S CAPSULE



14 F/W COLLECTION

나는 오늘도 옷장 문을 열어두고 서서 한참을 고민합니다.“입을 옷이 한 벌

도 없네.. 어떤 옷을 입을까?” 결국 나는 어제도 엊그제도 입은 검정 코트를 

입고 나갑니다.

꾸르지엠 [G;label]의 컨셉은 “DELETE”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G;label]의 이번 

COLLECTION은 디자인을 더한 것이 아닌 삭제와 생략 그리고 절제에서 영감

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고급소재와 라이트한 디자인으로 생동감 있는 실루엣

과 핏을 연출하고, 삭제 된 디테일, 철저하게 절제 된 입체패턴으로 컨템포러

리한 익스트림 미니멀리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꾸르지엠의 [G;label]은 언

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멋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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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W COLLECTION

꾸르지엠 14 F.W M라인은 번뇌와 복잡함 속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휴지부 

안에서 영감을 받았아. 휴식을 의상으로 재해석하여 휴식의 시간 속 무의식의 흐

름, 그리고 내면의 자발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쉬어간다는 것을 쉼표라 정

의하여 쉬는 것 그 자체를 가장 기본으로 한 일차원적인 구조 즉, Basic에 우선한 

가치를 두고 그 위에 내면적 감성의 표출을 덧대었다. 노멀과 하드코어의 합성어

로 불리는 ‘놈코어 룩’이 되겠다. 꾸미지 않은 듯 간결하지만 일상적인 멋스러

움은 놓치지 않은 ‘놈코어 룩’은 평범해서 더욱 특별한 룩으로 기본적인 아이

템과 최소한의 스타일링으로 최대한 꾸밈없이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도록 이

번 룩을 준비했다.

epilogue

인간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패턴 속,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인간

의 삶. 과연 삶이 이끄는 대로 갇혀있는 평범한 사람 중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들은 몇이나 될까요? 빽빽한 삶 속에서의 휴식,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휴지부

가 있어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도 출구가 좀 더 뚜렷히 보이지 않을까

요? 인생의 휴지부는 삶과 연계지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안식처라는 사실

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잠시 쉬면서 삶을 향유하고 관조할 수 있는 절대적 정신

의 자유가 오는 그날까지!



14 F/W COLLECTION [ M,label ] 



14 F/W COLLECTION [ M,label ] 



14 F/W COLLECTION [ M,label ] 



14 A/W CAPSULE



14 A/W CAPSULE



14 S/S COLLECTION

사람,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하는 아라베스크 무늬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괴기하고 기이한 것,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번 컨셉은 그로테스크의 괴기하고 기이한 

느낌입니다. 괴기하고 기이한 느낌에서 주는 다크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철저한 계획 아래 절제된 패턴과 미니멀리

즘한 프린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라인은 다양한 텍스타일과 패턴 등 이러

한 작은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block+ing하였습니다. 그로테스

크 컨셉아래 탄생한 다양한 착장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컬렉션

을 만들어 냈고 다양한 착장들을 풀어 헤치면 하나하나 재미있

는 착장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block+ing);각기 다른 형태의 블록들을 합쳐 하나의 오브젝

트를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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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W COLLECTION

꾸르지엠의 이번 컨셉은 MASTERPIECE SEOUL입니다. 서울

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늘 변함없이 이곳에 존재해왔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궁궐을 지키는 해태의 수호 덕분일까요. 꾸르

지엠은 변화하지만 변함이 없는 이곳 서울에서의 삶을 행운으

로 해석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

로 진정한 MASTERPIECE로 여겨 럭키 서울을 테마로 베이직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숫자와 서울에서의 행복

을 상징하는 것들로 고딕하면서도 꾸르지엠만의 감성이 베어

나도록 이번 테마를 풀어냈습니다.  

SEOUL /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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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S COLLECTION

꾸르지엠에서 이번 시즌에 선보일 옷은 프린팅 라인

과 베이직 라인이며, 테마는 과일입니다. 프린팅 라

인은 과일이 갖고 있는 색감, 감정을 점층법으로 더

욱 재미있게 표현하였으며 베이직 라인은 과일로 부

터 오는 형태의 변형과 다양한 질감이 살아있는 원

단 사용으로 이번 테마를 표현 하였습니다.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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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W COLLECTION

꾸르지엠에서 이번에 선보일 옷은 베이직 라인이며 

테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느낌에서 오는 거칠

고 딱딱한 표현을 좀 더 모던하고 심플하게 표현하

고자 베이직한 컬러와 작은 디테일로 재해석하여 작

지만 소소한 디테일로 이번 테마를 표현하였습니다.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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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