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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INTERVIEW

지난 2019년과 올해 2020년 레이나모라는 예비 신부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레이나모라의 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 레이나모라는 최근 ‘화보 장

인’으로 떠오른 브랜드이자 럭셔리한 절제미로 오트쿠튀르 철학을 선보이는 브랜드

다. 직접 디자인한 최신 트렌드의 자체 제작 웨딩드레스는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의 

수입 웨딩드레스까지 갖춰 방대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절제된 화

려함, 원단과 피팅에 대한 진실된 열정은 레이나모라의 성공 비결이다. <웨딩21>에 

소개된 멋진 화보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레이나모라의 임송민 대표를 만나 이

모저모를 물었다.

레이나모라 임송민 대표
아름다운 새와 같은 신부를 완성하는 사람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레이나모라는 해외 유명 브랜드 웨딩드레스와 국내 제작 

웨딩드레스를 두루 선보이는 숍이다. 레이나모라를 이끄는 임송민 대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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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인기 몰이를 해오던 레이나모라가 올해는 

시그니처 브랜드인 인터스텔라까지 론칭해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

데 핫한 브랜드를 이끄는 비결은 뭔가요?

A. 레이나모라는 직접 입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드레스, 설레는 드레스를 상상하며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패브릭 바잉을 합니다. 아무리 시중에서 인기가 좋아도 

제가 설레지 않으면 바잉하거나 제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진정성이

라고 생각해요. 소재 하나부터 패턴 하나까지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제작하기 때

문에 제가 봐도 자랑하고 싶은 핏이거든요.

Q. 레이나모라의 웨딩드레스는 여성스러운 디자인과 화려한 럭셔

리함이 잘 어우러진다는 평이 많아요. 

A. 그런 호응에 발맞추고 고객이 원하는 화려한 멋을 반영하여 시그니처 라인인 인

터스텔라 브랜드를 론칭했어요.

Q. 시그니처 브랜드 인터스텔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신부라면 정말 결혼식 날만큼은 별처럼 반짝이고 싶잖아요. 별과 같은 영원한 빛

남. 그 벅찬 반짝임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브랜드 모토예요. 소재의 고급스러

움과 화려함을 강조해서 ‘이날만큼은 사치스러워도 돼’라는 만족감을 선사해요. 그 

사치는 사그라져버리는 허영이 아닌, 품격과 절제가 혼재된 여성미라는 우주로 향

한답니다.

Q. 이번 <웨딩21> 표지 화보가 영화처럼 멋집니다. 어떤 콘셉트로 

촬영했는지 궁금합니다.

A. 야외 정원에서 촬영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날 비가 엄청 내렸어요. 촬영 직전까지 

그칠 생각을 하지 않기에 피할 수 없으면 맞서겠다는 의지를 발휘했어요. 비 갠 후의 

느낌을 표현하고 화보 타이틀을 ‘애프터 더 레인(After The Rain)’으로 붙였어요. 비

가 갠 후의 짙은 채도, 상쾌함, 창가에 비친 흐린 구름, 빗방울 맺힌 창문의 이미지 같

은 것들을 담았죠. 포토그래퍼가 영화감독을 겸하는 프로라서 영화 같은 패션 필름

까지 만들었어요. 빗소리와 라흐마니노프의 ‘아라베스크’ 피아노곡이 저희 필름에 

감성적으로 담겨있어요. 패션 필름도 기대하세요.

Q. 2021년 레이나모라의 새로운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요즘 팬데믹 여파로 원단 수입 수급이 힘들고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는 게 사실이

에요. 하지만 2021년에는 그동안 사랑받은 만큼 레이나모라만의 아름다움과 철학이 

담긴 공간을 새로이 만들 계획입니다. 레이나모라, 그리고 인터스텔라 브랜드를 하

나의 문화 또는 작품으로서 고객이 감상할 수 있게 트렁크 쇼와 온라인 소통 또한 강

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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