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Chic Outlet Shopping(R), “(RED) Is The New Black” 

켐페인의 일환으로 헬레나 크리스텐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RED) 한정판 토트백 발표 
 

(런던 2012년 11월일 PRNewswire=연합뉴스) Value Retail의 고품격 아울렛 빌리지인 

Chic Outlet Shopping(R)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국제적 자선재단인 (RED)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사진작가이자 인도주의자인 헬레나 크리스텐슨(Helena 

Christensen)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디자인된 한정판 토트백을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641-value-retail-red-campaign-tote-bag 

 

한정판 백은 (RED) 특유의 디자인과 헬레나 크리스텐슨의 사진들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헬레나 크리스텐슨은 11월 6일에 Maasmechelen Village에서 개최된 

런칭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정판 토트백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는 12월 1일에 Maasmechelen Village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RED) Is The New Black” 캠페인 시작의 일환으로 2013년 2월 

1일부터는 유럽 내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컬렉션에서 구입 가능하다. 

10유로에 판매될 예정이며, 모든 수익은 글로벌 펀드에 기부된다. 

 

“(RED) Is The New Black” 캠페인은 2013년 2월에 모든 물건을 붉게 물들인 채 진행될 

행사다. 유럽 내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홍보행사 쇼케이스 프로그램과 더불어, 붉은색이 

살아 움직이는 세계를 만드는 빌리지 내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Chic Outlet Shopping(R)과 (RED)는 발렌타인데이와 음력 설이 있는 2월에 에이즈 퇴치 

캠페인과 특별 행사를 비롯해, 9개 모든 빌리지 내의 물건을 (RED)로 변형시키는 

행사를 위한 더욱 큰 파트너십을 진행할 예정이다. 

 

Value Retail Management의 CEO인 Desirée Bolliers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RED)와 헬레나 크리스텐슨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우리의 고객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세계적인 플랫폼의 힘을 극대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세계 곳곳의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에 대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RED)의 CEO인 Deborah Dugan은 “Chic Outlet Shopping(R)과의 파트너십은 (RED)에게 

있어 흥분되는 일이며, (RED)의 메시지를 유럽 전체에 알리고 고객들이 (RED)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는 기회”라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몇 년간 (RED)의 동반자이자 에이즈 퇴치를 위한 지원자인 헬레나 크리스텐슨과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헬레나 크리스텐슨은 “Chic Outlet Shopping이 이러한 프로젝트로 연락을 줘서 

기쁘다”면서 “(RED)의 오랜 서포터로써 가방의 수익금이 2015년까지 에이즈 없는 

세대를 만들자는 목표에 일조한다는 사실에 설렌다”라고 말했다. 

 

(RED)에 대하여 

(RED)는 2006년 Bono와 Bobby Shriver가 에이즈 퇴치에 비즈니스와 고객들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RED)는 협력 제품 및 서비스로 발생된 수익의 50%까지의 글로벌 펀드에 기부를 하는 

세계의 유수의 대기업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제휴를 하고 

있다: Apple, Starbucks, Converse, The Coca-Cola Company, Beats by Dr. Dre, Belvedere, 

Bugaboo, Claro, Nike, Penfolds, SAP, Telcel and American Express (영국 내). (RED) 

한정판 제휴업체는 다음과 같다: Shazam, Girl Skateboards, Mophie, FEED, Nanda Home, 

Solange Azagury-Partridge, Bottletop, Tourneau 및 TOUS. 

 

현재까지 (RED)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와 가나, 레소토, 르완다, 남아공, 

스와질란드와 잠비아의 HIV와 에이즈 지원을 위해 1억9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글로벌 펀드에 기부했다. 기타비용의 지출 없이 펀드의 전부가 현장의 지원활동에 

쓰인다. 글로벌 펀드는 (RED)가 1천400만여 명에게 에이즈 예방, 치료, 상담, HIV 검사 

및 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RED)는 (PRODUCT)RED, THE AIDS FREE GENERATION IS DUE IN 2015과 

(RED)RUSH TO ZERO 캠페인 등 유수의 유명 캠페인을 주도하며 HIV와 에이즈에 

관심을 유도하고 펀드를 적립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RED)는 The ONE Campaign의 한 부서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joinred.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Chic Outlet Shoppin(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세계적인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이월 상품 컬렉션 

등을 연중 내내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Value Retail의 9개의 빌리지의 

컬렉션이다. 

 

전세계로 홍보되는 Chic Outlet Shopping(R)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중국, 러시아, 중동,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미국, 남미, 서유럽 및 동유럽 지역 등의 

여행안내를 통해 마케팅을 한다. 

 

2012년, Chic Outlet Shopping(R)의 홍보 캠페인은 빌리지들을 패션/라이프스타일 매체, 

전략적 홍보, 언론 홍보, 온/오프라인 마케팅, 디지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9억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제공 된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컬렉션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ChiOutletShopp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