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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ODA ITALIANA @SEOUL GREETING

제 14회 라 모다 이탈리아나 인 서울  LA MODA ITALIANA @SEOUL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라 모다 이탈리아나 인 서울’에서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엔테 모다 이탈리아 EMI-Ente Moda Italia 가 선택한

우수한 51개 남성복, 여성복, 모피, 피혁, 신발, 가방, 벨트, 지갑, 모자 등

다양한 브랜드의 2019/2020 가을/겨울 컬렉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MI는 중/소규모 이탈리아 브랜드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2012년부터 한국에서 ‘라 모다 이탈리아나 인 서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브랜드의 가치와 비전을 잘 이해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주회에 방문하시면

귀사의 고객에게 적합한 이탈리아 브랜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MI 운영진을 대표하여 ‘라 모다 이탈리아나 인 서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NTE MODA ITALIA SRL

via faenza 109 50123 firenze (fi)

Tel  +39 055 214835    Fax  +39 055 288326

Website  www.lamodaitalianaaseoul.com

               www.emimoda.it

E-mail  firenze@emimod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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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LIST & bOOTh N.

AD MILANO 36   1F

ADRIANO bARONI 32   2F

AFG 1972 14   1F

ALDO bRUE’ 13   1F

ALEX & CO 38   2F

ANDRE’ MAURICE 5   1F

ANTONIO CRISTIANO 38   2F

ARTICO 26   1F

bARbARA DI DAVIDE 39   2F

bASETTI COLLECTION 21   1F

bUN 7   1F

CARMENS 24   1F

CERUTTI 8   1F

ChRISTIAN GhIELMETTI 30   2F

COLVA 27   1F

D’ARIENZO 36   1F

DI CARLO 1975 28   1F

DIS - DESIGN ITALIAN ShOES 4   1F

DISMERO 1   1F

DONNA CAROLINA 35   2F

FERRUCCIO VECChI 15   1F

FILOMOTI 8   1F

FONTANELLI  14   1F

FONTANI 10   1F

FRANCESCA bASSI                   16   1F

FRANCO G1AZZ1 19   1F

FUSELLA MADE IN ITALY 29   2F

GALLOTTI 17   1F

GRANDIFUR 25   1F

h.A.N.D. 3   1F

KI 6? 20   1F

LA MILANESINA 37   2F

LE bAbE 18   1F

LORENA bENATTI 9   1F

MARANT bAGS ITALY 31   2F

MEROLA 23   1F

MONTEREGGI 2   1F

MUSETTI  16   1F

MUSETTI CAShMERE 16   1F

MY LAb 38   2F

NELLO SANTI 22   1F

RFR FAbIANO RICCI 8   1F

ROCCO RAGNI - bOTTEGA pERUGINA 33   2F

ROSALbA VALENTINI 34   2F

ROSSI FUTURING  12   1F

SILVANO bIAGINI 6   1F

TOSATO1928 7   1F

VICTORY 2   1F

VLAb LAbORATORIO N.5 2   1F

VOLpI 38   2F

WhYCI MILANO 11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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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MILANO / D’ARIENZO
MENSWEAR / WOMENSWEAR / KIDS

D’ Arienzo 디 아리엔조는 직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가죽 패션의 개념을 창안하고 확장하여 

유럽, 아시아 및 미국의 중요한 시장 부문에 진출하여 국제 등급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 브랜드는 핸드메이킹 가죽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트렌디한 스타일의 가죽 제품이 있고, 독창적인 생활양식 트렌드로 특징지어지는 회사이다.

이 브랜드의 힘은 원재료의 질과 정확한 제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Solofra의 전통적인 현지 가죽 산업에 앞장 서고 있다.

D’ARIENZO SRL.

viale PrinciPe amedeo 13 83029 Solofra (av)

Tel  +39 329 614 2215

Website  www.darienzocollezioni.it / www.admilano.it

E-mail  matteodarienzo@libero.it

Contact  matteo d’arienzo

BOOTH #36, 2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ADRIANO bARONI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아드리아노 바로니 ADriAno BAroni는 2017년에 설립된 회사지만 끊임없이 

시장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고 항상 고객의 관심을 무시하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컬렉션은 밍크와 파카에서부터 모피를 가진 직물 어깨 의류에 이르기까지, 

사브와 친칠라 같은 고급 모피 의류에서부터 제작되며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세련미와 실용성, 가벼움과 따뜻함, 독특한 스타일과 편안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ADRIANO bARONI SRL

via coSimini 8/n 51018 Pieve a nievole (Pt)

Tel  +39 345 139 8781

Website  www.adrianobaroni.it

E-mail  info@adrianobaroni.it

Contact  nina Jaiani

BOOTH #32,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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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1972 / FONTANELLI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니팔 niPAL SrL은 여성 자켓류를 선보이는 3개 브랜드를 전개한다.

아에페쥐 1972 AFG 1972는 천연 가죽과 방수 소재를 사용하여 

트랜드를 주도하는 감각적인 스타일을 전개하고 있다. 

폰타넬리 FonTAneLLi 는 우수한 제품 퀄리티에 럭셔리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NIpAL SRL

v. reali 26 50053 emPoli (fi)

Tel  +39 057 193 0006

Website  www.nipal.eu 

E-mail  sarabagnoli@nipal.eu

Contact  Sara BaGnoli

BOOTH #14, 1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ALDO bRUE’
SHOES (MENS / WOMENS)

BLUe' SPA 브루에 스파는 1930년대부터 수작업 신발을 제작해 온 

작은 공방을 시작으로 1946년 MARIANO BRUE'에 의해 설립되었다. 

브루에는 현재 3대째 기업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브랜드 ALDO BRUE'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장인정신과 기업의 혁신에 있다.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소재와 장인정신에 의한 제작 과정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적으로 'MADe in iTALY 메이드 인 이탈리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FASTEMA SRL

via a. de GaSPeri 9 63010 monte San PietranGeli (fm)

Tel  +39 334 364 1163

Website  www.aldobrue.it

E-mail  francesco.grassi@fastema.eu

Contact  franceSco GraSSi

BOOTH #13,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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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CO
LEATHER AND FURS (MEN)

ALeX&Co 알렉스 앤 코는 남성에게 알맞는 우아한 옷을 제작하고 

통기성 또한 우수한 제품만을 제공한다. 

세상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트렌디한 디자인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ALEX&CO SRL
via Ponte di BaGnolo,2/4/6 50059 vinci (fi)
Tel  +39 0571 56 203
Website  www.alexec.it   
Agent   iSola italiana        
E-mail  barbara@isolaitaliana.com 
Contact  mrs.BarBara Baldini        Tel +39 348 521 6159

BOOTH #38, 2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ANDRE'MAURICE
ACCESSORIES (WOMENS / MEN)

알지스 ALgiS는 순수 캐시미어를 활용한 40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매년 전세계에 출시한다. 

안드레 모리스 AnDre'MAUriCe에서는 중상 레벨의 캐시미어에만 볼 수 있는 

우아하고 세련된 멋과 절제된 럭셔리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컬렉션인 소프트 스포티 시크는 몸매를 무리하게 감싸지 않고 

편안함과 우아함을 연출하는 니트웨어이다. 순수 캐시미어가 지닌 럭셔리함을 유지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색상의 울, 모 헤어와 알파카 울 소재가 더해져 남성, 여성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LGIS SpA

S.S caSale-vercelli, 100 15033 caSale monferrato (al)

Tel  +39 014 256 3315

Website  www.andremaurice.it

E-mail  Ufficio.estero@andremaurice.it

Contact  monica BarUScotto

BOOTH #5,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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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O CRISTIANO
MENSWEAR / WOMENSWEAR / UNISEX 

io PeLLe iTALiA 아이오 펠르 이탈리아 가방은 안토니오 크리스티아노 (Antonio Cristiano)의 

개성있는 스타일을 표현한다.

그리고 독창성과 모던한 디자인과 클래식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으로 

트렌드와 유틸리티를 결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IO pELLE SRL
via Paolo BorSellino 224/226 80025 caSandrino (na)
Tel  +39 081 833 2358 
Website  www.iopelleitalia.it             
Agent   iSola italiana        
E-mail  barbara@isolaitaliana.com 
Contact  mrs.BarBara Baldini        Tel +39 348 521 6159

BOOTH #38, 2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ARTICO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ArTiCo 아티코는 1979 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ArTiCo는 수공예품 생산에서 캐시미어, 모피와 같은 제품을 도입하였다.

그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 시장에서부터 

고품질 맞춤형 제품을 찾는 대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MADe in iTALY의 높은 재봉 사양을 세심하게 고안하여 제작하는 브랜드이다.

ARTICO SAS

via riSorGimento 22 40010 Sala BoloGneSe (Bo)

Tel  +39 051 828 266

Website  www.articosnc.it

E-mail  artico@articosnc.it

Contact  UmBerto roncarati

BOOTH #26,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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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ARA DI DAVIDE
MENSWEAR /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BArBArA Di DAviDe 바르바라 디 다비데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다. 

또한, 제품에서 우아함과 스포츠맨 정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bARbARA DI DAVIDE - I CAShMERE SRL

via del torchio 12 20123 milano italY

Tel  +39 338 355 4256

Website  www.icashmere.it

E-mail  simone@icashmere.it

Contact  Simone di davide

BOOTH #39, 2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bASETTI COLLECTION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BASeTTi 바제티는 1973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ivo BASeTTi 에 의해 설립됐다. 

45년이 넘는 경력으로 이탈리아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고객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재와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 컬렉션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시켜 세련되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bASETTI COLLECTION

loc. marcena 34 52100 arezzo (ar)

Tel  +39 057 536 2497

Website  www.basetti.it

E-mail  info@basetti.it

Contact  ivo BaSetti 

BOOTH #21,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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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 / TOSATO1928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BUn 번은 재킷, 기능성 의복 및 모피 코트를 제공하는 젊은 브랜드로 

기능성 및 핸드메이드 브랜드이다.

BUn 의상은 다른 직물을 함께 결합하여 보다 세련되고 독특하다.

TOSATO1928 토자토 1928은 밍크와 세이프 코트가 들어간 모피 브랜드이다. 

모든 의상은 손으로 제작되며 고급스럽고 화려하다.

빈티지 패브릭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pADOVAFURS SRL

via marSala 38 35122 Padova (Pd)

Tel  +39 338 606 1615

Website  www.bunitaly.it

E-mail  francesca.miatto@padovafurs.it

Contact  franceSca miatto

BOOTH #7, 1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CARMENS
SHOES (WOMENS)

카르멘스 CArMenS는 현실과 욕망의 균형속에서 미래에 대한 

영감을 포착하는, 현대적인 신발류를 만들고 있다.

CALZATURIFICIO CARMENS

viale delle terme, 15 35030 GalziGnano terme (Pd)

Tel  +39 049 9133400 

Website  www.carmens.it

E-mail  christian.piazzi@carmens.it

Contact  chriStian Piazzi

BOOTH #24, 1F



20

CERUTTI
SHOES (WOMENS)

체루티 CerUTTi는 여성용 구두과 스니커즈 전문 브랜드이다.

매 시즌 트랜디한 디자인과 색상을 잘 조합하여 매력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며 패션 트랜드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CALZATURIFICIO CERUTTI SRL

via monte nero 13 27029 viGevano (Pv)

Tel  +39 0381 22727

Website  www.calzaturificiocerutti.com

E-mail  info@calzaturificiocerutti.com

Contact  maSSimo cerUtti

BOOTH #8, 1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ChRISTIAN GhIELMETTI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완벽한 스타일 감각을 지닌 자신감 넘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ChriSTiAn ghieLMeTTi 크리스티안 길메티는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고급 트렌디 모피를 제공한다. 털은 로얄 세이블 또는 매력적인 밍크, 섬세한 친칠라 

또는 귀족 스와카라, 매력적인 여우 또는 아름다운 렉스를 사용하여 우아함을 연출 할 수 있다.

세련미와 실용성, 가벼움과 따뜻함, 독특한 스타일과 편안함이 결합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SF COLLEZIONE SRL

via Bartolini, 18/a 20155 milano

Tel  +39 335 545 3895

Website  www.christianghielmetti.com

E-mail  christian@sfcollezione.com

Contact  criStiano Ghielmetti

BOOTH #30,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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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VA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콜바 그룹 CoLvA groUP은 1970년대 초 모피 의류 제조업체로 설립되었다.

국제모피경매 inTernATionAL FUr AUCTion 를 통해 모피를 구입하고 밀라노에 있는 

세계적인 염색 업체 테너리 TAnnerieS를 통해 염색을 하며 로로 피아나 Loro PiAnA 의 

최고급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퀄리티에 자부심을 담아 브랜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담 디자인팀의 연구를 통해 트렌디하고 혁신적이면서 전통성을 유지하는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제조 공정은 페라라 FerArA에 있는 자체 공장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메이드 인 이탈리아’에 대한 자부심으로 최상의 퀄리티의 모피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COLVA GROUp SRL

via m. Gioia,11 44124 ferrara

Tel  +39 053 273 1473

Website  www.colva.it

E-mail  produzione@colva.it

Contact  Sonia vaccari

BOOTH #27, 1F



a Selection of italian faShion collectionS

DI CARLO 1975
OUTWEAR AND ACCESSORIES / FUR / LEATHER / CASHMERE (WOMENS)

디 까를로 펠리체리아 Di CArLo PeLLiCCeriA는 장인 정신과 열정으로 1975년에 설립되었다.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액세서리, 스카프, 모자 및 아웃웨어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40년의 전통을 통해 전수된 기술과 만나 더욱 가치있는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특별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프라이빗 라벨 PrivATe LABLe 컬렉션을 선보이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DI CARLO pELLICCERIA

via Belvedere 6 22079 villa GUardia (co)

Tel  +39 327 717 7267

Website  www.dicarlopellicceria.it

E-mail  dicarlocomm@dicarlopellicceria.it

Contact  davide di carlo

BOOTH #28,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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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 DESIGN ITALIAN ShOES
SHOES (MENS)

DiS - DeSign iTALiAn ShoeS 디 아이 에스 - 디자인 이탈리안 슈즈는 

고유한 MADe in iTALY 의 우수성이 담겨있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오래 된 패턴을 깨고 장인의 신발 생산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AnDreA 안드레아와 FrAnCeSCo CArPineTi 프란체스코 카피네티 형제와 

MiCheLe LUConi 미첼 루코니가 창립했다.

혁신적인 3D 슈즈 구성 도구인 DiS를 사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신발을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단 10일만에 이탈리아에서 손수 제작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DESIGN ITALIAN ShOES (FUTURE FAShION SRL)                                               

via nazario SaUro 62 62019 recanati (mc)

Tel  +39 327 943 8745

Website  www.designitalianshoes.com

E-mail  francesco@designitalianshoes.com

Contact  franceSco carPineti

BOOTH #4,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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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ERO
WOMENSWEAR

DiSMero 디스메로 는 완벽한 착용감과 디테일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다. 

회사의 스타일리스트이자 CEO인 AnDY D'AUriA 앤디 다우리아는 

최상의 패브릭에 칼라를 매치 시켰으며 그의 이탈리안 디자인을 통해 현대적이며, 

아이러니하고, 웨어러블함이 적절히 조화된 엘레강스한 컬렉션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디스메로는 완벽하게 맞는 바지의 피팅으로 잘 알려져 있다.

3.0 FAShION SRL

via monte PaStello 5/d 37057 San Giovanni lUPatoto (vr)

Tel  +39 348 239 1002

Website  www.dismero.it

E-mail  jennifer.dauria@dismero.it / alessandra.fontana@dismero.it 

Contact  Jennifer d’aUria

BOOTH ##1,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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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A CAROLINA
SHOES

DonnA CAroLinA 도나 캐롤리나는 베니스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기업이다.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 고급 이탈리아 소재와 가죽 만을 사용하고 

모든 처리 단계에서 디테일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차별화된 장인 정신으로 그들만의 매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지속적인 창의적 탐색이 결합되어 독특한 신발을 제공한다.

DonnA CAroLinA 도나 캐롤리나는 현재 20개국의 여러 브랜드 매장에 있다.

CALZATURIFICIO DONNA CAROLINA SRL

vicolo maScaGni, 1 30032 fieSSo d’artico (ve)

Tel  +39 041 516 0141

Website  www.donnacarolina.it

E-mail  info@donnacarolina.it

Contact  valentina vanin

BOOTH #35,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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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UCCIO VECChI
ACCESSORIES (MENS / WOMENS)

페루치오 베키 FerrUCCio veCChi는 

매시즌 클래식하면서도 유니크한 감성을 표현한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고급스럽고 독특한 디자인에 자연 소재가 더해진 

개성있는 모자와 니트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ATUM SRL

via carlo crivelli, 7 63834 maSSa fermana (fm)

Tel  +39 073 476 0145

Website  www.ferrucciovecchi.com

E-mail  info@ferrucciovecchi.com 

Contact  ferrUccio vecchi

BOOTH #15,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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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OMOTI / RFR FAbIANO RICCI
SHOES (UNISEX)

파비아노 리치 FABiAno riCCi는 신발 사업 단지의 중심부인 

마르셰 지역에 있는 남성, 여성 신발 브랜드이다. 

이탈리아 신발 본고장에서 얻은 디자인 영감에 열정적인 슈즈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매 시즌 세련되고 클래식한 신발부터 매력적인 스니커즈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RICCI SRL

via GiUGliano 63812 monteGranaro (fm)

Tel  +39 337 632 117

Website  www.rfrfabianoricci.com

E-mail  info@fabianoricci.com

Contact  faBiano ricci

BOOTH #8,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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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ANI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1953년에 설립된 폰타니 FonTAni 는 가죽, 모피 등의 소재에 

셔링 디테일을 더해 개성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브랜드이다. 

모든 컬렉션은 이탈리아에서 제작하며 최상급 품질만을 고집하여 

매시즌 레인코트와 다운재킷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FONTANI SRL

via Provinciale limiteSe, 64 50050 caPraia e limite (fi)

Tel  +39 057 158 3403

Website  www.fontanifirenze.it

E-mail  info@lineafontani.it

Contact  Paolo fontani

BOOTH #10,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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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CA bASSI
ACCESSORIES (WOMENS)

FrAnCeSCA BASSi CoLLeCTion 프란체스카 바시 컬렉션은 트렌디한 

여성을 겨냥한 스카프 및 스톨을 제공한다.

가장 큰 '맥시'크기의 실크에 인쇄 된 꽃 무늬는 컬렉션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으며, 

특별히 제작 된 실 염색 상품은 겨울에 가장 인기있는 아이템이다.

혁신적인 실크, 모직 및 기타 블렌드는 주요 겨울 직물로 케이프와 같은 큰 제품에도 사용된다. 

bb CRAVATTE SRL

via cantoniGa 11 22100 como

Tel  +39 335 636 6866

Website  www.francobassi.com

E-mail  francesca.bassi@francobassi.com

Contact  franceSca BaSSi

BOOTH #16,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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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O G1AZZ1
ACCESSORIES (MENS / WOMENS / UNISEX)

늘 우아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FrAnCo g1Azz1 프랑코 지아찌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스타일을 항상 연구한다. 

디자인과 스타일, 고품질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최고급 소재와 

고전적인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다.

모든 컬렉션은 100 %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다.

FRANCO GIAZZI SRL

Piazza lima 3 20124 milano 

Tel  +39 335 687 5841

Website  www.francogiazzi.com

E-mail  info@francogiazzi.it

Contact  faBio SoPranzetti

BOOTH #19,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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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ELLA MADE IN ITALY
ACCESSORIES (MENS / WOMENS)                                                          

"FUSeLLA MADe in iTALY" 푸셀라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 브랜드의 특성은 고급 재료의 사용과 전통적인 포장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pELLETTERIA FUSELLA SRL

via volPinazza 5 21059 viGGiÙ (va)

Tel  +39 033 248 8141

Website  www.pelletteriafusella.it

E-mail  info@pelletteriafusella.it

Contact  Sonia zUanon

BOOTH #29,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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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OTTI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MEN / WOMEN)

갈로띠 gALLoTTii는 최고급 가죽 생산지로 유명한 피렌체 지역에서 

프란체스코 FrAnCeSCo 와 올란도 orLAnDo 두 형제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는 가장 유명한 가죽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장인기술이 풍부한 직원들과 현대 생산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가죽공정, 패턴, 커팅 등 모든 작업을 마무리까지 세밀하게 검수하여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G & p SRL

via delle Pratella, 1 50056 montelUPo fiorentino (fi)

Tel  +39 347 790 4417

Website  www.gallotti.luxury

E-mail  f.andrea@gallotti.it

Contact  andrea faUcci

BOOTH #17,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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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IFUR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WOMEN)

펠리체리아 그란디 PeLLiCeeriA grAnDi는 1960년대 맞춤 제작을 하는 

핸드메이드 회사로 시작하여 이후에 제품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MADe in iTALY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오랜 노하우와 

우수한 품질이 더해져 가치있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GRANDIFUR

via fUcini 3 40033 caSalecchio di reno (Bo)

Tel  +39 335 237 448

Website  www.grandifur.com

E-mail  info@grandifur.com

Contact  SerGio Grandi

BOOTH #25,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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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WOMENSWEAR

글로벌 라인 gLoBAL Line SrL은 1998년 설립이래 

움브리아 UMBriA 지역 니트 산업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자의 열정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점차 발전해왔다. 

현대적인 감성을 지니는 여성복 브랜드 핸드 h.A.n.D를 전개하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니트웨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GLObAL LINE SRL

via della Solidarieta 62 06134 SolfaGnano (PG)

Tel  +39 393 954 4412

Website  www.globallinesrl.com

E-mail  info@globallinesrl.com

Contact  enrico caStellani 

BOOTH #3,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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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6?
WOMENSWEAR

Ki6 케이 아이 식스에서는 3-40대 여성을 타겟으로 우아한 스타일의 

컬렉션을 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컬렉션에서는 열정적인 현대 여성의 

스타일의 모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RESS INDUSTRY SpA

via dei Barrocciai 14 41012 carPi (mo)

Tel  +39 059 684 721

Website  www.ki6collection.com

E-mail  info@antress.it

Contact  Stefania colantonio

BOOTH #20,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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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ILANESINA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FeDeriCo ALBAreLLo 페데리코 알바렐로는 이탈리아 모피 시장에서 4대 이상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럽 모피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100% 생산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패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제품 모피 의류 생산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FEDERICO ALbARELLO SRL

via Serio 6 20139 milano 

Tel  +39 025 523 0217

Website  www.federicoalbarello.com

E-mail  srosa@federicoalbarello.com

Contact  Stefania roSa

BOOTH #37,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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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bAbE
SHOES (WOMENS)

르 바베 Le BABe는 편안하면서 독특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이다. 

이탈리아 구두 장인이 최고급 가죽 소재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고급스러우면서 트랜디한 제품을 전개하고 있다.

FERCA 81 SRL

via d. chieSa 31 33038 San daniele (vd)

Tel  +39 335 770 2030

Website  www.lebabe.it

E-mail  ric@lebabe.it

Contact  riccardo QUacQUarini

BOOTH #18,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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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A bENATTI
WOMENSWEAR

로레나 베나티 LorenA BenATTi는 패션, 아름다움, 자연스러움, 

완벽한 실루엣를 찾는 현대 여성들을 위한 니트 웨어 컬렉션을 개발했다. 

고급 니트 제작을 위해 모든 컬렉션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럭셔리함을 연출한다.

STAMbECCO SRL

via dei Barrocciai 15 41012 carPi (mo)

Tel  +39 335 636 6137

Website  www.lorenabenatti.it

E-mail  commerciale@lorenabenatti.it

Contact  catia Saetti

BOOTH #9,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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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NT bAGS ITALY
ACCESSORIES

"MArAnT BAgS AnD ACCeSSorieS" 마랑 백 앤 액세서리는 가죽 가방 및 

액세서리 생산을 전문으로 한다.

이탈리아 가죽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수공예 재품만을 고집한다.

수년 동안 MArAnT 마랑은 파리, 모나코, 런던, 도쿄, 모스크바, 밀라노 등에서 

가장 큰 국제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여 꾸준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MARANT SRL

via madonna delle Grazie ,46 83025 montoro (av)

Tel  +39 082 552 3082

Website  www.pelletteriamarant.com

E-mail  info@pelletteriamarant.com

Contact  antonello maSi 

BOOTH #31,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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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OLA
ACCESSORIES

4 대째 가족이 가죽 장갑의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MeroLA 메로라는 전통적인 장인 기술을 사용하여 네덜란드, 

도쿄의 이세탄 미츠코시, 서울 신세계까지 진출하고 있다.

MEROLA GLOVES SAS

via dei GiUochi iStmici 7 00135 roma

Tel  +39 366 933 8767

Website  www.merolagloves.it

E-mail  stefano@merolagloves.it

Contact  Stefano merola

BOOTH #23,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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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REGGI/ VICTORY/ VLAb LAbORATORIO N.5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럭셔리 스포츠웨어 제품.

고급 가죽 및 양가죽으로 만든 기술 원단으로 품질을 보증한다.

ORFATTI CONFEZIONI SRL

via Salani 24 50050 limite SUll’arno (fi) italY

Tel  +39 335 605 1951

Website  www.orfatti.it

E-mail  orfatti@orfatti.it

Contact  GUido viti

BOOTH #2,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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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TTI / MUSETTI CAShMERE
WOMENSWEAR

장인 정신은 MUSeTTi 무세티의 절대적인 자산이다.

섬유는 정교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섬세한 성질을 유지하여 고급스러움을 향상시키고,

전통에 대한 열정과 수공예의 작업 기술은 조화로운 라인과 정확한 비율을 표현한다.

이 장인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으로 표현 된다.

또한, 가장 우수한 원료를 선택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품질을 보장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MAGLIFICIO MUSETTI SNC

via GiorGio SidneY Sonnino. 32 43126 Parma

Tel  +39 052 199 2245

Website  www.musetti.eu

E-mail  f.pietrella@musetti.eu

Contact  faBio Pietrella

BOOTH #16,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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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Ab
WOMENSWEAR

MY LAB 마이 랩 옷을 입는 여성은 하루 종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MY LAB 마이 랩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세련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 시즌 기대가 되는 브랜드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심플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이 있는 컬렉션을 볼 수 있다.

GOLME ITALIA SRL
via aUrelia 35 35010 loreGGia (Pd)
Tel  +39 049 931 6827
Website  www.goldmeitalia.com
Agent   iSola italiana        
E-mail  barbara@isolaitaliana.com 
Contact  mrs.BarBara Baldini        Tel +39 348 521 6159

BOOTH #38,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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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LO SANTI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넬로 산티 neLLo SAnTi는 가죽의 본고장 토스카나의 마렘마 MAreMMA 

중심에 있는 모피 전문 브랜드로 3대에 걸쳐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넬로 산티의 컬렉션은 밍크, 친칠라, 세이블, 스라소니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100% 이탈리아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컬러와 디테일에 변화를 주어 

까다로운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도록 디자인됐다.

pELLICCERIE NELLO SANTI SRL

via orcaGna 42 58100 GroSSeto

Tel  +39 056 449 2371

Website  www.nellosanti.it

E-mail  info@nellosanti.it

Contact  nello Santi

BOOTH #22,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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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CO RAGNI - bOTTEGA pERUGINA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보테가 페루기나 BoTTegA PerUginA는 혁신적인 스타일과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다.

고도로 숙련된 직원에 의해 제작되는 로코 라그니 컬렉션은 트렌드를 따르고 

최고의 이탈리아 섬유와 전통의 수공예 기술로 이어나가고 있다.

ROCCO RAGNI SRL

Strada comPreSSo 2 06133 PerUGia

Tel  +39 348 035 1572

Website  www.roccoragni.it

E-mail  andrea@roccoragni.it

Contact  andrea caPPell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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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LbA VALENTINI
LEATHER AND FURS (WOMEN)

로잘바 발렌티니 roSALBA vALenTini는 토스카나의 부드러운 선과 

색채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 감성의 우아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로잘바 발렌티니는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섬세하게 신경을 쓰며 

우수한 퀄리티의 제품을 선보이는 품격있는 브랜드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FUR LOTO SRL

via del chieSino n. 7 50056 montelUPo fiorentino (fi)

Tel  +39 057 191 1147

Website  www.rosalbavalentini.com

E-mail  info@furloto.com

Contact  roSalBa valent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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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I FUTURING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로씨 퓨처링 roSSi FUTUring은 우수한 디자인, 엄격한 가죽 선별, 

혁신적인 패턴,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제조 방식을 통해 

독창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메이드 인 이탈리아' 여성복을 전개한다.

ROSSI FUTURING

via GenoveSi 9 56028 San miniato (Pi)

Tel  +39 057 146 4644 

Website  www.rossifuturing.it

E-mail  info@rossifuturing.it

Contact  maSSimo filiPPi

BOOTH #12,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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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ANO bIAGINI
ACCESSORIES

1966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설립된 SiLvAno BiAgini 실바노 비아지니는 

파이톤, 크로커다일, 오스트리치, 송아지 가죽 등 하이 퀄리티의 특수 피혁 소재들을 

믹스&매치 하여 모방할 수 없는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100%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이다.

ANTONY GROUp SRL

via artUro toScanini 77 / 79 41122 modena 

Tel  +39 389 914 0565

Website  www.silvanobiagini.com

E-mail  info@antonybiagini.it

Contact  eliSa ami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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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pI
WOMENSWEAR / LEATHER AND FURS

voLPi 볼피는 1950년대 시작하여, 

90년대 볼 피는 가죽, 패딩 자켓 및 기술 원단을 추가하여 제품을 확장하였다. 

모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낭만적이고 여성적인 매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모피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VOLpI CONFEZIONI SRL
montenaPoleone,9 20121 milano
Tel  +39 028 341 2292
Website  www.volpiconfezioni.com
Agent   iSola italiana        
E-mail  barbara@isolaitaliana.com 
Contact  mrs.BarBara Baldini        Tel +39 348 521 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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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CI MILANO
WOMENSWEAR

WhYCi MiLAno 위시 밀라노는 이탈리아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된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 의류 브랜드이다.

각 컬렉션의 원료, 실크, 양모, 캐시미어, 린넨과 면화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으며 

스타일과 품질은 시간을 초월한 느낌을 준다.

LTbO SRL

corSo leonardo da vinci 48/50 21013 Gallarate (va)

Tel  +39 033 177 7198

Website  www.ycmilano.it

E-mail  elena@ycmilano.it

Contact  elena GhiSolfi

BOOTH #11, 1F



전시회 기간중에는

KIMBO ESPRESSO의

후원으로 커피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