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마스의 매력 

 

(런던 2012 년 10 월 22 일 PRNewswire=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가 창의성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11 월 1 일에 시작되는 ‘크리스마스의 매력(The Charm 

of Christmas)’ 캠페인을 통해 디자인 역사에서 가장 풍부하고 대담했던 시기 중 하나인 

아르 데코 시기의 감수성으로 무장했던 절충적인 우아함을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아르 

데코쇼를 연출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ultivu.com/mnr/56631-value-

retail-charm-of-christmas 에서 볼 수 있다. 

 

아르 데코는 모든 현대적이고 우아하며 자유로운 것들을 바탕으로 1920 년대 사람들의 

삶으로 파고 들었다. 아르 데코는 그때나 지금이나 디자인 인재들의 양성소였던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가 디자인 대회를 열면서 

유럽 최고의 디자인 학교들(런던의 영국왕립예술학교, 파리의 유명한 ESMOD, 밀라노와 

마드리드에 위치한 European Institute di Design, 아일랜드의 국립 예술과 디자인 

대학교 및 뮌헨의 U5 Academy)과 손을 잡은 이유다. 크리스마스 철을 맞아 유럽에서 

가장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는 이 대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올해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축제 캠페인에 쓸 예술 주제 디자인을 주문할 예정이다. 즉, 

21 세기 식으로 아르 데코의 빛나는 자신감을 해석하는 디자인을 주문할 예정이다.  

 

브라질의 Marcio Alves Roiter, 미국의 Eva Jean Bart-Lorenzotti, 러시아의 

Vadim Yasnogorodsky, 홍콩의 Nicole Schoeni 와 Steve Leung, 영국의 Colin 

McDowell, 이탈리아의 Umberta Gnutti Beretta, 벨기에의 Gert Voorjans, 독일의 

Michael Von Hassel, 스페인의 Montse Cuesta, 및 프랑스의 Mathilde de 

L'Ecotais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인 선각자들이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협력 과정을 통해 €9,000 상금의 우승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우승자는 

12 월 1 일 ChicOutletShopping.com[http://www.chicoutletshopping.com/ ]에서 

발표된다.  

 

11 월 15 일부터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찾는 방문객들은 조명을 켠 초대형 

크리스마스 선물 조각들로 구성된 화려한 디스플레이에서 생명력을 얻은 참여 학교들의 

다양한 디자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디자인 덕분에 9 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세련된 야외 거리는 가르보 스타일의 영광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세계 굴지의 럭셔리 패션과 홈웨어 브랜드는 물론 비스터 빌리지에 위치한 

Soho House Group 의 스파 브랜드 Cowshed 를 포함하는 변덕스러운 팝업 부티크가 

제공하는 반짝이는 제품들을 위해 완벽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 철에는 

피덴차 빌리지에서 자선단체 Convivio(이탈리아에서 가장 관대한 비영리 기관으로 

2 년마다 열리는 무역쇼를 주관)와 공동으로 만든 부티크인 'A New Home for 

Convivio'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부티크는 프라다, 샤넬, 발렌시아가, 에트로 및 

랑방과 같은 대형 패션 브랜드는 물론 할리 베리, 캐서린 제타 존스 및 기타 레드 카펫 

스타일이 기부한 빈티지 작품들을 선보이며 리서치, 예방, 인식 및 지원을 주요 사명으로 

삼고 ANLAIDS of Lombardy(이탈리아 국립 HIV 및 AIDS 퇴치 협회)를 장려할 



예정이다. 뮌헨 근처 잉골슈타트 빌리지와 프랑크푸르트 근처 베르트하임 빌리지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향수라는 축제의 감정을 느끼고, 

풍족하고 짜릿한 멀드 와인을 들이키며 지역 공예품과 장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 매력 및 화려함으로 가득하고, 아늑한 향응과 크리스마스 환대가 풍부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보다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고 야심찬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선보이는 영감 가득한 축제 선물을 쇼핑하기에 더 이상적인 분위기가 또 있을까? 

 

편집자 주 

 

국제 심사위원단 

 

Marcio Alves Roiter, 브라질 

Marcio 는 아르 데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다. 그는 브라질 아르 데코 협회 

회장으로서 2011 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 11 회 세계 아르 데코 회의를 조직했다.  

 

Eva Jean Bart-Lorenzotti, 미국 

미국 보그 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그녀는 종종 초청을 

받아 업계와 스타일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통찰을 공유한다. Eva 는 구겐하임 박물관 젊은 

수집가 회의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등 수많은 자선 활동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한다.  

 

Vadim Yasnogorodsky, 러시아 

파리 보자르 국립 미술 학교에서 공부한 Vadim 은 현재 Home Concept(디자인 가구) 

사장이자 모스크바에 위치한 British Higher School of Art and Design 교사다. 

그는 Vogue, GQ 및 Wallpaper* Magazine Russia (EIC) 등에서 일해왔다.  

 

Nicole Schoeni, 홍콩 

홍콩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Nicole 은 현재 Schoeni 아트 갤러리 소장이다. Schoeni 

아트 갤러리는 지금은 고인이 된 그녀의 아버지 Mandred Schoeni 가 현대 중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설립한 갤러리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이 갤러리를 

확장해왔으며, 현재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자신의 예술 교육이 미친 영향을 반영하여 

영국 도시 예술로 컬렉션을 확장하고 있다.  

 

Steve Leung, 홍콩 

Steve Leung 은 1957 년 홍콩에서 태어났으며 오늘날 수상 경력이 있는 최고의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그는 1981 년 홍콩대학에서 건축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폴란드에서 열린 UIA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Students 에 홍콩 

대표로 참가하여 여러 상을 수상했다.  

 

Colin McDowell, 영국과 아일랜드 

1990 년대 2000 년대 The Sunday 

Times[http://en.wikipedia.org/wiki/The_Sunday_Times ]의 선임 패션 작가였던 

Colin 은 그의 동시대 인물인 Anna 

Wintour[http://en.wikipedia.org/wiki/Anna_Wintour ] 및 Suzy 

Menkes[http://en.wikipedia.org/wiki/Suzy_Menkes ]와 함께 패션쇼 첫 줄에서 

자주 보는 익숙한 얼굴이 되었다. 그는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을 포함하여 약 20 권에 달하는 패션과 디자이너 책을 저술했다. 

2008 년 그는 패션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http://en.wikipedia.org/wiki/Member_of_the_British_Empire 

](MBE)을 받았다. 그는 

영국왕립예술회[http://en.wikipedia.org/wiki/Royal_Society_of_Arts ] 

특별회원이며, 5 개 영국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http://en.wikipedia.org/wiki/Honorary_doctorate ]와 교수직을 

수여받았다. 그는 현재 Audi Fashion Festival 

Singapore[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Audi_Fashion_Festiva

l_Singapore&action=edit&redlink=1 ]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2010 년 그는 

왕립예술대학원[http://en.wikipedia.org/wiki/Royal_College_of_Art ] 선임 

연구원이 되었다.  

 

Umberta Gnutti Beretta, 이탈리아 

경영 학사 학위를 받은 Umberta 는 사회 및 예술 관련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기업가다. 

그녀는 RED 나 amfAR 같은 다양한 연합을 지원하는 Beretta 암 연구 재단 이사회 

임원이자 밀라노 폴디 페촐리 박물관 복원 클럽 회장이다.  

 

Gert Voorjans, 벨기에 

Gert 는 주택 개발과 패션 소매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다. 벨기에 

디자이너로 유명한 그는 드리스 반 노튼이나 믹 재거 같은 고객들을 위해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했다. 열렬한 아르 데코광인 그는 최근 세계 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100 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Michael Von Hassel, 독일 

사진작가인 Michael 은 아주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으며, 지난 5 년 간 독일, 두바이, 

멕시코 및 인도에서 50 개가 넘는 전시회를 열었다. 2011 년 그는 세계 최대 사진 중 

하나를 선보이기도 했다. 유리 뒤에 설치된 이 사진 작품은 크기가 거의 20 평방미터에 

달한다.  

 

Montse Cuesta, 스페인 

Montse Cuesta 는 Architectural Digest Spain 의 편집자다. 예술, 공예 및 장식 

예술 분야의 유명한 권위자로 통하는 그녀는 Architectural Digest 국장직을 

역임해왔다. 다양한 예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그녀는 ARCO 의 VIP 라운지를 장식할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경합에서 ARCO 와 협력 중이다.  

 

Mathilde de L'Ecotais, 프랑스 

Mathilde 는 재료와 다양한 직물에서 영감을 얻는 사진작가, 디자이너 및 감독이다. 

그녀는 프랑스 현대 셰프 Thierry Marx 의 최신 저서에서 그와 협력하며 책과 함께 

판매되는 DVD 에 들어갈 200 장의 사진과 20 편의 영상을 제공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음식 

아이템의 추상적인 질감에 초점을 맞춘 'Edo'(‘먹는다’는 뜻이다) 순회 예술 전시회를 

프랑스에서 개최했다. 그녀는 로스엔젤레스 타임스와 같은 주요 인쇄 간행물에 

포토저널리즘 작품을 기고해왔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Jalouse 지에 의해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참여하는 디자인 학교 

 

IED (Istituto Europeo di Design), 마드리드와 밀라노 

IED 는 45 년 전 밀라노에서 디자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및 패션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오늘날 IED 는 사립 디자인 예술 학교로서 이탈리아, 스페인 



및 브라질을 포함하여 전 세계 9 개 도시에서 90 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IED 디자인 강의는 대학 학위, 집중 석사 학위, 전문 과정은 물론 고급 과정과 

여름 과정도 포함한다.  

 

영국왕립예술학교, 런던 

올해 설립 175 주년을 맞는 영국왕립예술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과 디자인 

대학원이다. 켄싱턴 남부와 배터시에 위치한 이 학교는 James Dyson 경, Tracey Emin, 

Peter Blake 경 및 유명한 영화감독 리들리 스콧 경을 포함하여 예술과 디자인계의 

내로라 하는 인물들을 배출했다.  

 

ESMOD, 파리 

Esmod Paris 는 전 세계 21 개 학교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학교다. Esmod Paris 는 인재를 모집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역동성과 움직임을 

장려한다. Esmod 는 처음부터 패션업계 현실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학교는 인재를 위한 시장의 진정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신뢰도를 

구축했다. 이 학교는 교환 프로그램, 유명 기관과의 파트너십, 국제적인 교수진 및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경력을 풍부하게 넓힐 수 있는 갖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 예술과 디자인 대학교, 아일랜드 

국립 예술과 디자인 대학교는 원래 1746 년 사립 회화 학교로 시작했으며, 오늘날 매년 

750 명이 넘는 정규 학생이 등록하는 국립 대학으로 성장했다. 이 학교는 디자인, 교육, 

미술 및 시각 문화와 같은 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Orla Kiely 와 Philip 

Treacy 같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U5 Academy, 독일 

U5 Academy 는 뮌헨을 기반으로 하는 사립 학교로서 40 년 동안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며 그래픽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교육을 해왔다. 이 학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현실을 공부한다”는 모토 하에 기업 취업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실용적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기술을 가르쳐왔다.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고급 아웃렛 쇼핑 빌리지 개발과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기업인 Value Retail 가 구축한 고급 아웃렛빌리지이며, 연중 권장소매가격에서 

최대 60% 또는 그 이상 할인된 가격에 세계 최고의 럭셔리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의 지난 시즌 진품 컬렉션을 판매한다. 또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퀼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및 2014 년에 들어설 쑤저우 및 상하이 등, 유럽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문 도시들 중 일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이어지는 축하 행사 및 높은 가격 대비 품질과 

동일시된다. 유명한 문화와 역사의 지역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그 자체로 국제 관광지로 성장했다. Value Retail 은 회사의 독특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으며, 그 결과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 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최초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인 Suzhou Village(TM)를 개장할 계획이다. Suzhou 

Village(TM)도 다른 Chic Outlet Shopping(R)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는 물론 고급 국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