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 ‘The Art of the Detail’ 캠페인을 선보여 
- 벨트, 가방, 장식 고리, 그 모든 것을 연계하는 작은 디테일 
 
(런던 2012년 4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액세서리는 마법이다. 액세서리는 좋은 취향을 
실질적인 존재감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이다. 효과적인 개인 스타일링에서 중요한 것은 시즌마다 
달라지는 완벽한 변신이 아니다. 작년에 제일 잘나가던 데이 드레스를 이번 시즌 멋진 파티 
드레스로 변신시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하이힐, 클러치, 그리고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된다. 옷은 큰 기쁨을 선사하지만, 흥미를 유지시키는 일등 공신은 바로 액세서리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3741-valueretail  
 
올 봄 Collection of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가 권장 소매 가격에서 최대 60% 
할인되는 풍성한 머스트 해브 액세서리의 세계로 세련된 쇼핑객들을 유혹하기 위해 ‘The Art of 
the Detail’ 캠페인을 선보인다. 각 빌리지에서 60~140개의 고급 아웃렛 부티크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제품에서부터 유럽의 틈새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가격 할인을 단행한다. 덕분에 방문객들은 
두 배나 많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한 차례 빌리지 방문으로 옷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카프탄을 바로 펑크업 시키는 펀치 네온 벨트나 셔벗 액센트 벨트는 어떤가? 대담한 기하학 
보석으로 날렵한 업무복을 어울리게 연출할 수도 있다. 여름용 드레스를 칵테일 드레스로 
변신시키는 무자비한 웨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시즌 핵심 트렌드 중 하나인 밝은 흰색의 데이-
투-이브닝 클러치가 지닌 변신 마력을 거부할 자 누가 있으랴?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The Art of the Detail’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다양한 홍보와 행사를 열 계획이다. 그 첫 타자로 마드리드 근처에 
위치한 Las Rozas 빌리지는 ‘The Art of the Detail’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VIP 행사를 
열고, 세계적인 스타일 아이콘 제리 홀이 사회를 맡은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The Art of the Detail’ 캠페인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액세서리는 
감정적인 제품입니다. 선택한 액세서리마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종종 액세서리는 개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 가서 내게 
어울리는 우아한 액세서리를 고르고 싶습니다.” 
 
제리 홀 
 
액세서리는 패션 생활의 구두점을 찍는 문법과도 같다. 액세서리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양해야 한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액세서리를 고르는 것은 신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2012 년 4월 16일~5월 13일 http://www.ChicOutletShopping.com/aotd 에서 The Art of 
the Detail 영상을 보고, FURLA, COACH, MULBERRY 및 BALLY 를 포함하여 선호 브랜드들이 
제공하는 멋진 액세서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한다.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고급 아웃렛 쇼핑 빌리지 개발과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업체인 Value Retail이 운영하는 고급 아웃렛 빌리지 컬렉션이다. 현재 900개가 넘는 부티크가 
들어선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일 년 내내 권장 소매 가격에서 최대 60% 
또는 때때로 그 이상을 할인한 가격에 세계 최고의 고급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지난 시즌 
진품들을 판매한다. 유럽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많은 관문도시들(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및 2013년에는 
상하이까지) 근처에 위치한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하이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이어지는 유명 행사 및 우수한 비용 대비 가치를 대변한다. 문화와 역사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이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그 자체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Value Retail은 자사의 개성 넘치는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중국에 설립하는 새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가을 중국 최초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인 Suzhou Village(TM)를 개장할 예정이다. Suzhou Village(TM)는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쑤저우에 위치한다. Suzhou Village(TM)도 다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고급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은 
물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Value Retail PLC 
 
 
 
The Chic Outlet Shopping(R) Villages Launch 'The Art of the Detail' Campaign 
 
- A belt, a bag, a bangle, the little detail that ties it all together 
 
LONDON, April 18, 2012/PRNewswire/ -- Accessories are magical. Accessories are 
the tools we use to transform good taste into real presence. Effective personal 
styling is rarely about a complete, season-on-season reinvention. What can turn 
last year's hottest day dress into this season's rocking party frock? A heel. A 
clutch. And a bit of imagination. Clothes are a great joy but it's accessories 
that keep us interested. And interesting. 
 
To view the Multimedia News Release, please click: 
http://www.multivu.com/mnr/53741-valueretail  
 
This spring, the Collection of Chic Outlet Shopping(R) Villages launches 'The 
Art of the Detail' campaign to entice savvy shoppers to discover a lavish 
selection of must-have accessories, with savings of up to 60% on the recommended 
retail price. From leading international designers to niche European 
collections, between 60 and 140 luxury outlet boutiques in each Village offer 
price reductions that will make visitors double take; a single visit can turn a 
wardrobe around. 
 
You know those punchy neon and sherbet accent belts that can immediately funk up 
a kaftan? What about introducing bold geometric jewellery worn with a sharp work 
suit to really pack a punch? Surely you've discovered the ruthless-looking wedge 
that turns a sundress into a cocktail dress? And who can resist the 
transformative charms of a bright white day-to-evening clutch, one of the 
season's key trends? 
 
As part of 'The Art of the Detail' campaign, the nine Chic Outlet Shopping(R) 
Villages will host a range of promotions and events from 16 April to 13 May, 
with Las Rozas Village near Madrid headlining the campaign with a VIP event 
premiering 'The Art of the Detail' film and a catwalk show hosted by 
international style icon Jerry Hall. 
 
"I am delighted to support 'The Art of the Detail' campaign. Accessories are 
emotional. There is always a story to tell through your choice of accessory and 
they will often become your most treasured possessions. I look forward to 
visiting the Chic Outlet Shopping(R) Villages and discovering an elegant 
accessory or two for myself." 
 
Jerry Hall 
 



Accessories are the grammar with which we punctuate our fashion lives. They must 
be interesting and varied, and with a visit to one of the Chic Outlet 
Shopping(R) Villages sourcing them can be fun and satisfying. 
 
For a chance to win one of a host of fabulous accessories from your favourite 
brands including FURLA, COACH, MULBERRY and BALLY, watch The Art of the Detail 
film on  http://www.ChicOutletShopping.com/aotd between 16 April and 13 May 
2012. 
 
About Chic Outlet Shopping(R) 
 
Chic Outlet Shopping(R) is the Collection of luxury outlet Villages by Value 
Retail, the only company to specialise exclusively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luxury outlet shopping villages. Currently home to more than 900 
boutiques, the nine Villages offer the authentic previous seasons' collections 
of leading luxury fashion and lifestyle brands with savings of up to 60%, and 
sometimes more, on the recommended retail price, all year round. Within easy 
reach of some of Europe's and China's favourite gateway cities - London, Dublin, 
Paris, Madrid, Barcelona, Milan, Bologna, Brussels, Antwerp, Cologne, Frankfurt, 
Munich and, in 2013, Shanghai - the Villages are synonymous with high fashion, 
superior service and hospitality, a calendar of celebrated events, and 
exceptional value for money. Located in regions of cultural and historic renown, 
the Villages have become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s in their own right. 
Value Retail's new venture to bring its distinctive Chic Outlet Shopping(R) 
Villages to China will see its first Village - Suzhou Village(TM), located in 
historic Suzhou, 50 miles west of Shanghai - open in the fall of 2013. As with 
other members of the Collection, Suzhou Village(TM) will be defined by its offer 
of international luxury fashion and lifestyle brands, together with an 
exceptional level of service. 
 
Source: Value Retail P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