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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뷰티 페이스로 테사 톰슨을 소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 아르마니 뷰티는 미국 여배우 테사 톰슨을 뉴 페이스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톰슨은 스웨덴 사진작가 미카엘 얀슨이 촬영한 상징적인 LUMINOUS SILK 

FOUNDATION과 새로운 LIP POWER 캠페인에 모두 출연할 예정입니다.  

 

LUMINOUS SILK FOUNDATION은 가장 가벼운 터치로 완벽한 피부를 연출하는 아르마니 철학을 

처음으로 표현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피부 톤에 어울리는 40가지 컬러를 제공합니다. 

LIP POWER는 입술을 보호하는 편안한 오일과 고농축 색소로 제조한 롱웨어 새틴 립스틱으로, 

하루종일 지속되는, 편안하고 가벼운 사용감과 함께 선명한 컬러를 선보입니다. 혁신적인 방울 

모양의 불릿 덕분에 바르기 쉬우며, 정확하고 분명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제 생각은 여성의 개성과 특수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모든 여성에게 

해당됩니다. 테사 톰슨은 그녀가 발산하는 빛나는 에너지와 그녀의 삶의 방식인 활기찬 

침착함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고 아르마니 뷰티의 페미닌한 

칼레이도스코프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말했습니다. 

 

테사 톰슨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변화하고 

있으며 더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든 자신이 최고라고 느끼도록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저는 아르마니를 좋아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톰슨은 연극계에서 데뷔하여 영화로 이름을 알리기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2014년에 "캠퍼스 오바마 전쟁"에서 맡은 역할로 

처음 주목받고 일약 스타가 되었으며, 이후 에바 두버네이의 2014년 영화 "셀마"로 

주목받았습니다. 톰슨은 에미상 후보에 오른 드라마 시리즈 "웨스트월드"에서 맡은 역할로도 

유명합니다. 2015년에 톰슨은 "크리드"에 출연했고 2018년 11월에 "크리드 2"에서 그녀의 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톰슨은 현재 크리드 3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톰슨은 2017년에 마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 이어 2019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발키리 역을 맡았으며, 2022년 개봉 

예정인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 다시 출연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톰슨은 타임지 표지에 차세대 

리더로 등장했습니다.  2020년에 톰슨은 자신이 총괄 제작한 "실비의 사랑"에 공동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톰슨은 2021년 1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레베카 홀의 1920년대 세트 영화 

"패싱"에서 아이린 레드필드 역으로 가장 최근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인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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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탐구한, 넬라 라슨의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 소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기 

경력으로 2021년에 톰슨은 자신의 제작사인 비바 모드를 설립하여 HBO/HBO 맥스와 첫 계약을 

체결했으며, 교회 숙녀들의 비밀스러운 삶"와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영화로 

각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톰슨은 "퍼즐 토크"라는 제목의 훌루에서 방영할 다큐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총괄 제작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테사 톰슨은 여배우 배이트 블란쳇, 종초희, 아드리아 아르호나, 알리체 파가니, 그레타 페로와 

남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이양천새, 니콜라스 홀트와 모델 바바라 팔빈, 매디신 리안, 발렌티나 

삼파이우와 함께 아르마니 뷰티에 합류합니다. 각각의 아르마니 뷰티 페이스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아름다운움에 대한 비전을 구현합니다. 

 

 
 

 

아르마니 뷰티 – 간단함, 자연스러운 우아함, 정통성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르마니 뷰티는 아름다운 질감의 메이크업, 가장 선구적인 과학으로 만들어낸 스킨케어, 가장 

희귀한 성분으로 만든 향수를 선보여 왔습니다. 메이크업 라인은 실제 사람과 그들의 니즈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키우고, 숨기기보다 드러내며, 여러 상징적인 제품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Luminous 

Silk, Power Fabric 파운데이션, Neo Nude 메이크업 제품군, Eyes to Kill 마스카라, Eye Tint 아이섀도, 리퀴드 립스틱 Lip 

Maestro와 최신 Lip Power 립스틱 제품이 포함됩니다. 스킨케어 라인에는 시그니처 안티에이징 제품군인 Crema 

Nera이 포함됩니다. 이 브랜드는 상징적인 Acqua Di Giò, Code, Sì, My Way와 오트쿠튀르 향수 제품군 Armani / Privé와 

같은 남성 및 여성 향수 컬렉션로 구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