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Outlet Shopping(R), ‘(RED)(TM) Is The New Black’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 

 

-- ‘에이즈가 없는 세대 만들기’ 목표 위해 €100,000 모금 돌입  
 

(런던 2013 년 2월 4 일 PRNewswire=연합뉴스) Value Retail의 럭셔리 아웃렛 빌리지 

컬렉션인 Chic Outlet Shopping(R)이 2 월 1 일 ‘(RED)(TM) Is The New Black’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2 월 한 달 동안 붉은 색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찬미할 계획이다. Chic 

Outlet Shopping(R)은 2015 년까지 에이즈가 없는 세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100,000를 

모금한다는 목표 하에 (레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보노와 바비 슈라이버가 설립한 (레드)는 

수백 만 명이 국제적인 에이즈 퇴치 운동에 가담하도록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및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58688-chic-outlet-shopping-red-is-the-new-black-

campaign  

 

유럽에 위치한 9 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는 신중하게 선정된 국제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제품에 (제품)레드[TM] 스윙 태그를 부착할 예정이다. Chic Outlet 

Shopping(R)은 (레드) 스윙 태그가 부착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에 €1 를 기부한다.  
 

사진작가이자 인도주의자 Helena Christensen 의 디자인이 들어간 특별판 (제품)레드 토트백은 

2 월 28일까지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만 판매된다. Chic Outlet Shopping(R) 

환영 및 관광객 정보 센터에서 €10 에 판매되는 이 토트백의 수익금은 전액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에 기부된다. 
 

음력 설날과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Chic Outlet Shopping(R)은 (레드) 주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9 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는 최고의 홍보와 특별 소매 

할인으로 구성된 활기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액세서리 디자인 Lulu Guinness 가 자신의 

대표적인 레드 립 핸드백에서 영감을 받아 런던 근처 비스터 빌리지에서 팝업 부티크를 열 

예정이다. 파리 근처 라발레 빌리지에서는 Le Palais des Thés 와 함께 특별한 (레드) 티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이곳에서 손님들은 중국의 유명한 현대 사진작가 Peikwen Cheng 와 Lu 

Yan Peng 의 사진을 배경으로 차를 마실 수 있다.  
 

“2 월 한 달 동안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찾는 모든 고객들이 (레드)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에이즈가 없는 세대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레드)를 구입하면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 가치 소매 관리 책임자 Desirée Bollier 
 

“2 월 1일부터 Chic Outlet Shopping(R)와 파트너십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오는 이 시기는 9 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중 한 곳을 찾아 (레드)를 

구매하기에 적절한 때라 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전역으로 (레드) 메시지를 전파하고, 에이즈가 

없는 세대를 만드는 운동에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 (레드) CEO Deborah Dugan 
 

(레드) (TM) 소개 

2006 년 보노와 바비 슈라이버가 설립한 (레드)는 에이즈와의 전쟁에 기업과 시민들을 동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레드)는 (레드)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중 최대 50%를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에 기부할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Apple, 
Starbucks, Converse, The Coca-Cola Company, Beats by Dr. Dre, Belvedere, 



Bugaboo, Claro, Penfolds, SAP, Telcel 및 American Express(영국) 등은 자랑스러운 

(레드) 파트너들이다. Shazam, Girl Skateboards, Mophie, FEED, Nanda Home, 

Bottletop, Tourneau, Fatboy USA, HEAD 및 TOUS 등은 (레드) 특별판 파트너다. 
 

지금까지 (레드)는 가나, 레소토, 르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및 잠비아에서 HIV/AIDS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2 억 달러를 기부했다. 수익금 전액이 현장 업무에 

투입되며, 간접비로 빠지지 않는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은 (레드) 

지원이 예방, 치료, 카운슬링, HIV 테스트 및 간호 서비스를 통해 1 천 4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레드)는 (제품)레드, 2015 년까지 에이즈 없는 세대 만들기 캠페인 및 가장 최근에는 (레드)러시 

투 제로 캠페인을 포함하여 HIV/AIDS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몇 

가지 유명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레드)는 The ONE Campaign 에 속한다. 추가 정보는 http://www.joinred.com을 참조한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소개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은 HIV 와 AIDS, 결핵 및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를 위해 자원을 모으고 배분하는 국제적인 자금조달 기관이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도모한다. 이처럼 혁신적인 

접근법은 국가 오너십과 실적 기반 자금 조달에 의존한다. 즉,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이 

입증가능한 성과를 낸 영역에 자금을 제공한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은 2002 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51 개국 1 천 

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미화 229 억 달러를 지원했다. 지금까지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이 지원한 프로그램들은 420 만 명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제공하고, 970만 명에 결핵 

치료를 제공했으며,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3 억 1 천만 개의 살충제 처리 모기장을 공급했다. 

에이즈와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은 이 세 가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기존 

노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자 및 다자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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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렛 빌리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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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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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Value Retail P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