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 요보비치, 보그 이탈리아와 함께 피덴자 빌리지에서 'The Talent Store'
개장
(런던 2013년 5월일 PRNewswire=연합뉴스) 피덴자 빌리지에서 열리는 기대
만점의 'The Talent Store'가 두 번째 해를 맞았다. 5월 27일 월요일,
슈퍼모델이자 영화배우 및 스타일 아이콘인 밀라 요보비치가 보그 이탈리아 편집장
Franca Sozzani 및 Value Retail 대표이사 Desireé Bollier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컨셉 부티크 'The Talent Store' 개장 행사에서 사회를 맡았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1902-milla-jovovich-opens-talentstore-at-fidenza-village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The Talent Store'는 유럽에 위치한 Value Retail의
9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중 하나인 피덴자 빌리지와 보그
이탈리아 간의 독점적인 협력 프로젝트다. 'The Talent Store'는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국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밀라노에서 한 시간도 채 떨어지지 않은 피덴자
빌리지에 위치한 전용 팝업 부티크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The Talent Store'는 Franca Sozzani 편집장이 구상한 보그 이탈리아
프로그램 'Vogue Talents'에서 선정된 이탈리아 최고의 신진 디자이너들 중
18명의 한정판매 작품을 선보인다.
Candela Novembre, Maria Host-Ivessich, Umberta Gnutti Beretta,
Laura Morino Teso, Patrizia Lorena D'Asburgo, Mila Anufrieva,
Silvio Pinto, Luca de Ambrosis 및 젊은 ‘탤런트’ 참가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제 언론, 유명인사 및 프로젝트 후원자들이 개장 행사에 참여했다.
Niki Winspeare Guiccardi가 게스트 DJ 역할을 하고, 유명 셰프 Stefano
Pinciaroli가 음식을 제공했다. 또한 큰 히트를 쳤던 Smoothie Bar가 신선한
과일로 만든 맞춤 음료를 선보였다.
100개가 넘는 이탈리아와 국제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들어선 피덴자 빌리지의
중심에 위치한 'Talent Store'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디자인
인재들 중 일부가 만든 한정판매 작품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화려하고, 회화적이며, 팝에서 영감을 받은 이 방향성 소매 공간은
피덴자 빌리지의 세련된 여름 집합소 컨셉으로서 라운지 스타일의 문밖 테라스와
헬스 바를 제공한다.

“이탈리아는 매우 창의적인 인재들로 유명하다. 피덴자 빌리지가 이번에도 보그와
손을 잡고 The Talent Store를 개장하고, 신세대 디자이너들 중 최고들을
선별하여 작품을 선보이다니 매우 반갑다. Chic Outlet Shopping(R)과 피덴자
빌리지 10주년인 올해 젊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
올해는 축하할 일들이 많다.”
- Desirée Bollier
“피덴자 빌리지에서 열린 The Talent Store 개장 행사에 참여하고,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The Talent Store는 디자이너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멋진 프로젝트다. 젊은 인재들과 쇼핑을 모두 좋아하는 열렬한 팬으로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The Talent Store에 거는 기대가 크다.”
- 밀라 요보비치
“젊은 인재들을 믿고,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보그 이탈리아의 사명
중 하나다. 보그 이탈리아의 DNA에는 이 사명을 일상적인 프로젝트로 만드는
혁신과 연구 우선순위가 내재돼 있다. 피덴자 빌리지는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세계 최고의 패션 인재들을 도모하기 위해 열렬한 열정으로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열리는 The Talent Store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확인시켜줬다.”
- Franca Sozzani
피덴자 빌리지에서 열리는 The Talent Store는 2013년 8월 말까지 단 3개월만
운영된다. 추가 정보는 FidenzaVillage.com을 참조한다.
'The Talent Store' 디자이너 2013 소개:- ADELE DEJAK by Adele Dejak (가방)
- ALCOOLIQUE by Rocco Adriano Galluccio (여성 의류)
- AQUAZZURA by Edgardo Osorio (신발)
- AZZURRA GRONCHI by Azzurra (가방)
- BENEDETTA BRUZZICHES (가방)
- COLIAC by Martina Grasselli (보석)
- COME FOR BREAKFAST by Francesco Alagna and Antonio Romano (여성
의류)
- DANA LORENZ by Dana Lorenz (보석)
- DANIELE CARLOTTA by Daniele Carlotta (여성 의류)
- FLAVIA LA ROCCA by Flavia La Rocca (여성 의류)
- FRANCESCA EVANGELISTA by Francesca Evangelista (가방)
- KZENIYA by Kzeniya (가방)
- L'F UNISEX by Licia Florio and Francio Ferrario (신발)
- PAOLO ERRICO by Paolo Errico (여성 의류)
- ROBERTO FRAGATA by Roberto Fragata (여성 의류)
- ROSA CLANDESTINO by Silvia Arguello (여성 의류)
- SAN ANDRES MILANO by Andres Caballero (여성 의류)
- THOMAS BLAKK by Thomas Bambagioni (가방)

피덴자 빌리지 소개
Value Retail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중 하나인 피덴자 빌리지는
밀라노와 볼로냐에서 단 60분 거리에 위치하며, 이탈리아 최고의 럭셔리 아웃렛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홈 패션과 럭셔리를 제공하는 100개가 넘는 아웃렛 매장이
들어선 피덴자 빌리지는 독특한 이탈리아와 국제 브랜드를 선정해 1년 내내, 1주일
내내 지난 시즌 컬렉션 정품들을 권장 소매 가격보다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Brooks Brothers, Guess, La Perla 및 Trussardi Jeans는
피덴자 빌리지에 들어선 국제 브랜드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덴자 빌리지에서는
또한 Baldinini, Furla 및 Simonetta와 같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부티크들도 볼
수 있다. 피덴자 빌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밀라노와 베로나에서 매일
출발하는 Shopping Express(TM) 교통 서비스, 관광 정보 센터 및 개인 쇼핑
등이 있다. 선별된 레스토랑, 조제 식품점 및 카페들이 들어선 피덴자 빌리지는
양질의 쇼핑 경험과 즐거운 외출을 원하는 고객들이 찾는 목적지로 자리 잡았다.
추가 정보는 FidenzaVillage.com을 참조한다.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럭셔리 아웃렛 쇼핑 목적지 Collection of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 Value
Retail이 구상한 독특한 아웃렛 쇼핑 컨셉이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1년 내내 굴지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의 지난
시즌 컬렉션 정품들을 권장 소매 가격보다 최대 60% 혹은 그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유럽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문 도시들 중 일부(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그리고 2014년 초 쑤저우와 상하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계속되는 유명 행사 및 높은 가격 대비 가치를 특징으로 한다. 문화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중국에 특징적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개장하기 위해 Value Retail이 새로 시작한 사업 Value Retail China에 따라,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1호인 쑤저우 빌리지(Suzhou Village(TM))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쑤저우 빌리지
역시 우수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적인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특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