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JIYU
MADE IN ITALY

#하이힐을
벗어 던져



전세계 무료배송

비아지유 플랫은 
제작부터 배송완료까지 6-8주가 소요됩니다. 



신데렐라에게는 단 한켤레의 유리구두밖에 없었죠. 

신데렐라의 무도회처럼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피렌체 부띠크에 구비된 컬렉션을 구매하고 곧바로 신고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매장의 영감의 방(Inspiration Room)을 둘러보세요!

신데렐라가 
부러워할 
컬렉션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기는 이탈리아니까요!

5
맞춤 플랫 디자인 가이드 5단계



이탈리아의 도시명에서 따온 10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샌달과 부츠도 가능할거에요! 

모델 선택1
파르마 (PARMA)

커버 일러에서 영감을 받은 슈즈.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태슬 로퍼!

레지오 (REGGIO)
비아지유의 첫번째 로퍼보다 발등이 덜 덮이

는 새로운 로퍼. 여름용 로퍼로 제격.

 라벤나 (RAVENNA)
비아지유 파르마에서 태슬을 뺀 모델. 앞등을 

많이 덮는 전형적인 이탈리안 로퍼.
마릴린먼로가 1950년대에 즐겨신은 로퍼 - 백

리스 로퍼, 혹은 블로퍼

이세오 (ISEO)



클래식한 포인티트 플랫.
매끈하고 세련된 디자인. 발가락 골을 덮습니다.

*비아지유 베스트셀러

*ㅋ코모 (COMO)

섹시한 포인티드 플랫. 
앞과 옆이 낮습니다. 

발가락 골을 노출시킵니다. 

시에나 (SIENA)
아몬드 포인티드 플랫. 발가락 골을 노출시킵니다. 

깔끔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타일입니다. 

트렌토 (TRENTO)
포인티드 웨지. 4cm (1.5inch) 웨지입다.

*비아지유 베스트셀러

밀라노 (MILANO)

폰자 (PONZA)
비아지유의 베스트셀러에 섹시함이 가미된 모델.

클래식 포인티드 컷아웃 플랫.
쨍한 컬러, 특이한 패턴으로 주문해보세요.

엘바 (ELBA)
비아지유의 베스트셀러모델의 또다른 변신! 이 
플랫은 모든 발등을 다 덮습니다. 발등에 스트

라이프를 더해보세요.



토리노 (TORINO)
살짝 각진 플랫.

넉넉하게 나와서 장시간 비행에 좋습니다.
발목 스트랩은 옵션.

포토피노 (PORTOFINO)
2cm 속굽이 있는 발레 플랫. 

부드러우면서 편안한 플랫입니다. 

라운드 웨지. 4cm 웨지입니다.
비아지유의 클래식 라운드토플랫에

웨지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베르가모 (BERGAMO)

로마 (ROMA)
클래식한 라운드 플랫.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밑창입니다.
 도시여성에 잘 어울리겠어요. 리본은 옵션입니다.

베네치아 (VENEZIA)
부드러운, 라운드 플랫.

 슬리퍼처럼 피곤한 발을 착 감아줄거에요. 



사이렌 (SYRENE)

올비아 (OLBIA)

포르테 (FORTE)

제노아 (GENOA)

라벨로 (RAVELLO)

클래식, 포인티드 부츠. 
베스트셀러 트렌토에 기반해 만들었어요.

매칭, 혹은 대비되는 스트라이프를 추가하세요.
웨지 4cm(1.5in)

포인티드 부츠로 따뜻한 날에 신기 좋습니다.
베스트셀러 트렌토에 기반해 만든 부츠.

클래식 스웨이드로 신어보에쇼.
웨지 4cm(1.5in)

클래식, 라운드토 앵클부츠.
양쪽 지퍼로 조금더 유연한 편이에요.

매칭, 혹은 대비되는 스트라이프를 넣어보세요.
웨지 4cm(1.5in)

올비아 (OLBIA)
클래식, 라운드토 앵클부츠.

얇은 발목에 딱이죠. 부츠 뒷지퍼가 있어요.
하나 혹은 두개의 스트라이프를 선택해보세요.

웨지 4cm(1.5in)

클래식, 아몬드 포인티드 앵클부츠.
모던한 카우보이의 룩에서 영감받았답니다.

바닥재 마감처리는 옵션이에요.
 주말에 신나게 놀러갈때 신기 딱이에요!



소렌토 (SORRENTO)
발등위 X자 스트랩 샌달.

발볼 넓은 분께 추천!
낮은굽 4cm / 1.5in.

싱글 스트랩 샌달.
클래식한 웨지 샌달.
낮은굽 4cm / 1.5in.

사보나 (SAVONA)

모데나 (MODENA)
발목부 굵은 X자 스트랩 샌달.
다양한 컬러를 추가해보세요.

낮은굽 4cm / 1.5in.

핍토 웨지힐. 4cm 웨지입니다. 
사교모임에 깔끔히 신고나가기 좋은 신발이에요.  

사르데냐 (SARDINIA)



왼발과 오른발을 각각 다른 사이즈로
주문가능합니다. (추가비용 없음)

정확한 사이즈 찾기. 2

205cm-270cm 
까지 가능합니다. 



컬러 선택하기.3 세계적인 염소가죽공장, 스테파니아에서는 20여개의 
클래식컬러를 선보입니다. 
비아지유에서 가장 인기있는 색깔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색깔은 영문과 이탈리아어로 기재되었습니다)  

Black
Nero 

Tan 
068

Dune 
073

Anthracite 
10425

Espresso 
078

Grigio 
088

Bottle Green 
10410

Bordeaux 
082

Rosso 
080

Midnight 
091

Summer Navy 
10319

그리고 일년에 두번, 45개의 리미티트에디션 컬러를 출시합니다.
아래는 비아지유가 꼽은 Spring/Summer 2016 컬러에요.  

Persian Rose 
10488

Deep Poppy 
10493

Pink Flamingo
10498

Sunset Orange
 10483

Melon 
10484

Orchid 
10497

Lagoon 
10473

Limone 
10478

Kelly Green 
10513

Tiffany Mint 
10506

Cobalt 
10509

Garnet
083

Tulip Pink 
10580



가이에라 Gaiera 가죽공장에서 만든 메탈 소재는 어떨까요?
뉴트럴한 톤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Gaiera 공장은 여성 경영자가 운영한답니다!

Burma Anthracite 
749-13

Burma Sabbia Rosata
29334

Burma New Navy
1711N

Burma Black
900

Burma Argento
921

Burma Platino 
986N

Burma Rose Gold
391SC

Burma Cinnamon 
29334

Burma Nudo 
3330M

ABIP, LUXE CALF HAIR 

Ruanda 
700/666

Leopard
100/666

Maxiceetah
700/469

Atlanta
700/862

Naby
700/666

Oslo
700/666

Lima 
700/740

Grevy 
700/666

Giraffa
700/202

Liquid Silver Fox
199/248

Oslo
217/666

 Liquid Anthracite
199/248



가죽 패턴 고르기4 염소가죽은 플랫슈즈를 제작하는데 가장 좋답니다. 
자연방수가 되고, 스크래치도 안나는 편이에요.
엄청 부드럽기도 하고요! 

바라누스 Varanus: 도마뱀 프린팅

*스테파니아 공장에서는 염소가죽 위에 패턴을 입힙니다. 

벨루키드 Velukid: 깔끔한 스웨이드 히드라  Hydra: 은은한  펄감카룽 Karung: 기하학 프린팅

사바나 Savannah: 레오파드 프린팅



POINT OF VIEW DOPPIATO

GROSGRAIN (GIGLIO)

VELVET

SAILCLOTH (TELA OLONA) 

LINEN (CRELINO)

SATIN STRIPES

GLITTER

FAUX SUEDE



Doppiato 
Black and White

London Antisfild
Chilli\Midnight

Tune Doppiato
Black And White

Satin
Black and White

Razmir Rigato 
Candy Pink riga 2,4

Doppiato 
Black and Navy

London Antisfild
Oro|Gray

Razmir Rigato 
Candy Pink riga 10



좀더 색다른걸 원한다면?
광택이 도는건 어떠세요? 혹은 천연재료로 만든 가죽은요?

Metallic Goatskin by Gaiera

Raffia

Cavallino by ABIP + Dolmen



비아지유는 아래와 같은 가죽 또한 추천합니다:

Napa by Gaiera

고객의 요청에 따른 디자
인

Patent by Martini Pio



시그니쳐 신발을 만들어보세요.5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그리고 나만을 위한 신발을 만들 수 있답니다.
리본, 스터드, 발목스트랩 등을 추가해보세요! 

스터드
가장 인기 많은 시그니쳐입니다. 
사이즈(대, 소)와 색깔(차콜메탈, 

실버, 혹은 매트블랙)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령과 스타일에 관계없이 사랑받는 리본.
플랫슈즈의 색깔과 

어울리는 색깔로 선택해보세요.

리본



라운드 플랫, 혹은 포인티드 플랫에 
자유롭게 매치해보세요. 

평범한 신발에 포인트를 더해봐요.

클래식 플랫은 끈리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로마(ROMA)

와 베네치아(VENEZIA)제품에 
추천해드립니다. 

시크한 느낌엔 발목스트랩!
색깔을 믹스매치해 선택해보세요.

토리노, 시에나와 환상콤비.

톡 튀는 컬러를 추가해보세요. 
토리노, 로마, 베네치아, 

그리고 코모에 완벽할거에요.

테두리

끈리본

발목스트랩

백스트라이프



토캡
플랫의 앞코에 포인트를 줘보세요! 

대담한 컬러 선택도 좋아요. 

스와로브스키
(SWAROVSKI)

발끝에 스와로브스키를!
비아지유 팀과 함께 당신만의 

반짝반짝 빛나는 한켤레를 디자인해봐요. 

백캡
플랫의 뒤를 백캡으로 감싸보세요.  

조금더 안정감이 있어보여요.

시그니쳐 컬러, 퍼 추가
플랫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따뜻한 퍼를 추가해보세요. 
시그니쳐 컬러가 있다면 빨간 

밑창같은건 오히려 식상해 보이겠죠? 



*모든 상담 및 피팅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VIAJIYU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탄생한 슈즈컴퍼니로,

플랫슈즈만을 맞춤제작합니다.

MADE IN ITALY.

MADE TO ORDER.

선구적인 여성이라면 멋진 플랫 한켤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VIAJIYU입니다.



Y O U
A R E

H E R E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렌체 부띠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VIAJIYU.setmore.com 에서 개인 예약을 진행하세요.

피팅은 20분 정도, 디자인 선택은 20분 이상 정도 소요됩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 발에 꼭 맞는 신발을 고르기까지는 총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매장방분은 늘 환영하나, 사전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ㅂ 바 쁘 신 가 요 ?

오늘 시간이 없으시다면...
Skype, Facetime, 혹은 WeChat으로도 

상담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JIYU
일본어로 ‘자유’를 뜻하는 단어

VIA 
이탈리아어로 ‘길’을 뜻하는 단어

비 아 지 유
( V A I J I Y U ) 란 ?

이렇게 VIA+JIYU를 합성하여 만든 브랜드 명입니다.
흔적없는 길을 선택해 선구자가 되자는 일본의 속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Let us not follow where the path may lead. 
Let us go instead where there is no path, 

And, leave a trail.”



“엘레강스와 편안함은 공존 가능하다” -살바토레 페라가모

비아지유는 페라가모의 말에 공감합니다.

페라가모는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발을 고스란히 본따
완벽한 맞춤 신발을 만들었지요.

이처럼 비아지유는 미래에, 장인이 직접 여러분들의 발 치수를 재고,

본을 떠 온전한 맞춤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아뜰리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 라 가 모 의

 전 통 을  따 라 서



비아지유 플랫은 공장에서 찍혀나오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제작부터 배송까지 6-8주가까이가 소요됩니다.

이탈리아의 공장에서 제작되는 신발은 지역 제품만으로 만들어지고, 
비아지유의 파트너 공장은 2세대, 3세대 이탈리아 장인들입니다. 

비아지유와 파트너 공장 및 장인은, 프로덕션 과정과 노동 윤리를 상호존중합니다. 

슬 로 우 

패 션 에

동 참 하 세 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유로든.

자세한 사항을 florence@viajiyu.com 으로 보내주시면
재제작, 무료수선, 혹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365일 재제작, 
무료수선, 환불



원 하 는 신 발 을

오 늘  못 찾 으 셨 다 면 ? 

너무 슬퍼하지마세요. 
매 시즌마다 새 스타일을 선보이거든요. 
언젠간 고객님의 발과 딱 맞는 신발이 나올거라 믿어요. :)

저희 비아지유 매장으로 가장 애장하는 플랫, 신달, 부츠나 운동화를 보내주세요. 
더 편안하고 발에 꼭 맞는, 완벽한 신발을 만드는데에 영감을 얻을게요. 



기부하기

비아지유의 창립자는 새 신발을 한켤레 살때마다 
신지 않는 신발 한켤레를 기부한답니다.

Soles4Soulds.org 나 DressforSuccess.com 에 접속하셔서
비아지유의 기부 움직임에 동참해주세요.  



우 리는  신발  회 사가

 아 닙니다. 

비아지유의 미션은,
열정적이고 선구적인 여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여성들을 비아지유에서는
#trailblazer 이라고 부릅니다.

여성 기업가라면,
비아지유가 당신의 기업을 어떻게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혹은,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문의해주세요.
나이, 학력,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florence@viajiyu.com 으로 연락주세요.
 

YOU ARE A #TRAILBLAZER. EVERY WOMAN IS.



THE VIA
MANIFESTO

YOU DEFY LABELS.
YOU GO YOUR OWN WAY.
YOU FOLLOW YOUR OWN PATH.
YOU ARE ONE OF A KIND.
YOU FAKE COURAGE.
YOU ARE BRAVE.
YOU ARE STRONG.
YOU ARE ORIGINAL.
YOU FOLLOW GENIUS.
YOU APPRECIATE CRAFTSMANSHIP.
YOU ARE CURIOUS.
YOU TRAVEL.
YOU CREATE.
YOU GO LEFT WHEN THE CROWD GOES 
RIGHT.
YOU MAKE YOUR OWN RULES.
AND, SOMETIMES YOU BREAK THE RULES. 
YOU CARE MORE ABOUT TIME THAN MONEY.
YOU LOVE WHAT YOU DO. 
YOU ARE A NEW SPECIES OF WOMAN, 
WHO BLAZES TRAILS EVERYWHERE. 

YOU ARE A #TRAILBLAZER



W H E R E 
W I L L  Y O U R 
V I A J I Y U  SHOES  
T A K E  Y O 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