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한나, 다이아몬드 월드 투어에서 지방시 오뜨 꾸뛰르 의상 입어 
 

(버팔로, 뉴욕 2013 년 3 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방시 하우스는 Riccardo 

Tisci 가 3 월 8 일 미국 버팔로에서 시작되는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월드 투어 오프닝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발표했다.  

 

리한나는 콘서트에 등장하면서 3D 깃 자수로 장식하고, 바닥까지 닿는 검정색 주름 실크 

크레이프 케이프를 입고, 레이스가 달린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블랙 나파 가죽 부츠를 신을 

예정이다. 지방시 하우스의 영원한 오간자 케이프에서 영감을 받아 리한나 버전으로 맞춤 

제작한 이 의상은 어둡고 낭만적이며, 본격적인 의상 공개 전에 제일 먼저 입을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715-givenchy-rihanna-riccardo-tisci-world-

tour 

  

리한나는 Riccardo Tisci 가 만든 검정색 지방시 오뜨 꾸뛰르 케이프를 벗어 쓰리 피스 

프린트와 자수 의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오프닝 액트를 위해 Riccardo Tisci 는 자신의 대표적인 스트리트 웨어와 오뜨 

꾸뛰르 믹스를 선보이며, 남성적인 대형 블랙 프린트와 수작업으로 수를 놓은 파카를 

디자인했다. 프린트에는 Riccardo Tisci 의 2013 가을-겨울 지방시 남성 의상 

컬렉션에서 선보인 강력하고 관능적인 도상이 등장한다.  

 

리한나는 파카 안에 황금별 자수와 버클로 단장한 블랙 앤 화이트 나파 가죽 브라를 입을 

예정이다. 이 의상에서도 오뜨 꾸뛰르 믹스 기법과 무거운 스포츠웨어 요소에 대한 

Riccardo Tisci 의 집착이 드러난다. 줄이 여러 개 달린 브라가 주는 속박의 느낌은 

일치하는 프린트가 들어간 한 쌍의 실크 사틴 미니 반바지에 의해 완화된다.  

 

리한나의 오프닝 의상은 뒷면에 글자가 새겨진 인식표('RIRI'라고 써있다)가 달린 상어 

이빨 황금 목걸이, 황금 하드웨어 요소가 들어간 오뜨 꾸뛰르 썬글라스 및 화이트 

크리스탈 스터드 귀걸이로 완성된다.  

 

시각적으로 강력한 황금 총알(역시 'RIRI'가 새겨져있다)에서부터 기하학 형태의 블랙 

또는 화이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과 황금 스터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수는 리한나의 

의상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됐다.  

 

이 의상의 대담한 프린트와 남성적으로 각이 진 라인은 우리 시대 가장 상징적인 음악가 

중 한 명인 리한나에 의해 여성 파워와 도시적 오뜨 꾸뛰르 우아함을 상징하고 있다.  

 

Riccardo Tisci 는 꼼꼼하게 만든 프린트에서부터 무거운 하드웨어 자수에 이르기까지, 

건축 작업에서부터 강력한 형태와 비율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자신을 대표해온 코드에 

대한 레퍼런스를 자연스럽게 접목시켰다. Riccardo Tisci 의 지방시 미학의 일부가 

리한나를 위해 맞춤 디자인된 것이다.   

 



이번 의상을 만든 작업은 매우 재미있다. 리한나는 오늘날 젊음과 굉장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펑크하고 재능이 있다. 그녀는 지능, 에너지 및 

순수한 미를 선보인다. 리한나는 모든 소녀가 갈망하는 대상이다.  

 

그녀는 그녀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Riccardo Tisci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월드 투어는 2013 년 3 월 8 일 미국 버팔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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