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빌리지빌리지빌리지, Black Tomato, PINCH Magazine 의의의의 협력협력협력협력 사업사업사업사업 
 

(런던 2013 년 5월 17 일 PRNewswire=연합뉴스) 전문가 여행업체 Black Tomato는 유럽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PINCH 매거진과 함께 고급 맞춤 여정 컬렉션인 ‘Chic 

Weeks’를 만들었다. 
 

멀티미디어 보도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0662-chic-outlet-shopping-pinch-magazine 

 

Chic Weeks 는 스타일에 영감을 받아 유럽의 가장 유행에 민감한 쇼핑 지역을 여행하는 일곱 개의 

여정을 담은 일련의 특별 위탁 영상으로, PINCH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영상들은 스타일 감각이 

뛰어난 여러 명의 대사들이 자신만의 Chic Week 를 즐기는 동안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탈리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명망 있는 패션 기자 Kate Mulloy 는 밀라노 근처의 Fidenza Village를 

소개하고, 런던 기반의 패션 사진 작가 Chad & Paul 은 바르셀로나로 떠나 La Roca Village의 

부티크들을 둘러본다.  
 

각각의 Chick Week 여정은 각 도시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머스트 두(must-do)’ 활동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마드리드에서의 Chic Week 는 도시의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중심에 있는 호화로운 Hotel Ritz 를 중심으로 진행 된다. 여행객들은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눈을 뜨고, Shopping Express(TM) 서비스를 이용해 녹음이 우거진 Las Rozas 

Village 의 거리로 나간다. 이곳에서 패션 감각이 뛰어난 여행객들은 100개가 넘는 고급 디자이너 

부티크에서 고른 새로운 의상들을 입어보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 마드리드의 다양한 문화를 

만끽하고 이곳의 세계적인 요리들을 맛보며 며칠 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휴가는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Chic Outlet Shopping(R)와 Black 

Tomato 와의 협업은, 이러한 관광지에서 직접적인 경험이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들을 통해, 아주 

노련한 여행객들도 진정으로 독특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Andres Sosa, Chic Outlet Shopping(R) 디지털 마케팅 및 미디어 책임자 
 

Pinch 의 라이브 비디오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www.pinch-magazine.com/2012/10/chic-weeks/  

http://www.pinch-magazine.com/2012/10/watch-a-chic-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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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