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크 아울렛 쇼핑(R)이 제시하는 시크 가이드 투 유럽 2012 
 
- 콩데나스트 관련 독점 미디어캠페인 
 
(런던 2012년 6월 7일 PRNewswire=연합뉴스) 시크 아울렛 쇼핑(Chic Outlet Shopping)(R)이 
제시하는 시크 가이드 투 유럽 2012(Chic Guide to Europe 2012)는 콩데나스트 출판물과 
관련된 혁신적인 미디어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춘 유명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단편 필름들을 수반한다. 각 필름은 시크 아울렛 쇼핑(R) 빌리지에서 촬영된다.  
 
멀티미디어 뉴스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www.multivu.com/mnr/56545-valueretail-chic-outlet-shopping  
 
시크 가이드 투 유럽 2012는 세계 유수의 출판회사와 시크 아울렛 쇼핑(R) 사이에서 체결된 
7년간의 협력체제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가이드 중에서 가장 국제적인 면을 잘 갖추고 있으며, 이 
캠페인에는 브라질, 독일, 미국, 영국,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국가들을 대변하는 대사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매튜 윌리엄슨(베니티 페어 UK, 콩데나스트 트래블러 UK), 
올리비아 팔레르모(베니티 페어 USA), 카롤리나 쿠르코바(보그 러시아), 베아트리체 옹(보그 
차이나), 헬레나 크리스텐슨(보그 저머니), 그리고 데보라 블로크 및 줄리아 블로크 앙콰이어(보그 
브라질). 
 
콩데나스트 타이틀에 대한 국제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캠페인 인쇄물이 적용되며, 대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봄/여름에 대한 상위 패션경향과 9곳의 시크 아울렛 쇼핑(R) 빌리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 등을 나타낸다. 해당 캠페인은 14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다. 
평행적으로 콩데나스트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디지털 캠페인은 사전 비디오점검 및 사회미디어 적용 
등을 통해서 660만 명 이상의 추가적인 군중을 대상으로 한다. 
 
“콩데나스트는 ‘밸류 리테일’을 위한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이용된다. 시크 가이드 투 유럽은 현재 
7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콩데나스트 타이틀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적용된다. 우리 
독자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럭셔리아이템 및 패션에 대해 유사한 기호를 나타내며, 이와 같은 경향은 
모든 시장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슨 벨(Jason Bell), 국제부 부장 – 콩데나스트 출판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진 해당 캠페인은 9곳의 빌리지들 중 6곳에서 촬영되었으며, 해당 캠페인에 
대한 국제적 기호에 맞춰서, 다양한 언어들을 이용하는 대사들에는 빌리지 필름들을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아트리체 옹), 러시아어(카롤리나 쿠르코바, 포르투갈어(데보라 블로크 및 줄리아 
블로크 앙콰이어), 그리고 독일어(헬레나 크리스텐슨) 등이 있다. 시크 가이드 투 유럽 2012는 
또한 ChicOutletShopping.com을 통해서도 제공되며, 14개의 다른 자막들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자막들에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플랑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터키어, 일본어, 카탈로니아어, 그리고 아랍어 등이 포함된다. 
 
시크 아울렛 쇼핑(R)에 대해서 
시크 아울렛 쇼핑(R)은 럭셔리한 아울렛 쇼핑 물건 빌리지의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유일한 업체인 
밸류 리테일을 통한 럭셔리 아울렛 빌리지의 집단이다. 현재 900곳 이상의 부띠끄들이 집결되어 
있는 9곳의 빌리지들은 1년 내내 추천 소매가격으로 최대 60% 이상의 할인을 적용하여 이전 시즌에 
소개된 주요 럭셔리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제공한다. 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퀼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그리고 2013년의 
경우 상하이까지 유럽과 중국을 대표하는 주요 관문들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빌리지들은 높은 수준의 패션, 우수한 서비스 및 환대, 축제 캘린더, 그리고 돈에 대한 예외적 



가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문화적/역사적 명성을 갖춘 지역 내에 위치하며, 빌리지들은 스스로 
국제적 관광지가 되었다. 시크 아울렛 쇼핑(R)을 중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밸류 리테일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쑤저우 지역에서 쑤저우 빌리지가 2013년 
가을에 처음으로 개장될 것이다. 해당 컬렉션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쑤저우 빌리지는 
예외적인 수준의 서비스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럭셔리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통해서 정의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