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우미우(Miu Miu)와 Coty, 새 향수 ‘미우미우 트위스트’ 공개 

 

-- 엘르 패닝 주연의 독특한 캠페인 진행 

 

가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당당한 미우미우 걸의 취향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평범함을 거부하는 

특별한 Miutiny 공간, 트위스트(Twist)을 찾아냅니다. 예기치 못한 요소들이 만나 탄생한 미우미우 

트위스를 만나보세요. 한데 섞일 수 없는 성질인 뜨거운 열정과 차분함, 그리고 우아함이 미우미우 

안에서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꿈 속을 거닐 듯 색다른 감각을 선사하는 미우미우의 새로운 향수, 

미우미우 트위스트(Miu Miu Twist)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기적을 자아내는 연금술처럼, 미우미우 트위스트는 하나의 단어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마스터마인드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을 

거부합니다. 미우치아 프라다와 조향사 다니엘라 앤드리어(Daniela Andrier)는 가식 없이 이지적이며, 

놀랍도록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줄 아는 미우미우 걸을 그렸습니다. 미우미우 트위스트는 때로는 

진지하고 얌전하지만, 활기차고 쾌활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미우미우 걸처럼 끝없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그린 베르가못과 애플 블로썸이 강렬한 스파클을 일으키게 되고, 시더 우드 베이스와 

우디한 핑크 엠버로 이어집니다. 다니엘라 앤드리어가 만든 새로운 어코드 핑크 엠버(Pink Amber)는 

풍성한 우디 향취로, 상쾌한 공기를 가르는 번트 슈거 케인을 연상케 합니다.  

 

시그니처 마테라쎄(matelassé)를 한번 더 꼬아 탄생한 미우미우 트위스트 보틀은 격이 다른 

콘트라스트를 보여줍니다. 화려하면서도 과장된 모던 아트와 실내 악세서리를 접목한 클래식 빈티지 

플라콘이 캡 아래 골드 깃의 미우미우 로고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화려한 스터드로 이루어진 

베이스는 강렬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실루엣에 우아함을 더해 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미우미우 트위스트 보틀은 자신감 넘치지만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미우미우 그 자체입니다.  

 



미우미우 트위스트 캠페인에는 미우미우 FW18 런웨이 쇼의 모델 엘르 패닝(Elle Fanning)이 뮤즈로 

등장합니다. 아티스트 콜렉티브 CANADA 에서 제작한 이번 미우미우 트위스트 영상에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영화 배우 엘르 패닝의 백 스테이지 모습을 담았습니다. 듀오 사진작가 머트와 마커스(Mert & 

Marcus)가 포착한 극적인 앵글 속에서 엘르는 나지막이 비네트를 읊조립니다.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각기 다른 역할로 재치 있는 말장난을 건네며 장면 속 모든 소품과 의상, 세트를 Miu: Miusic, 

Miutant, Miustache 하게 바꿉니다. 각양각색의 장면에서도 엘르는 스스로에게 다채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그녀만의 장난기 어린 모습에서 신제품 트위스트가 미우미우의 가치를 완벽하게 지녔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