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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LM에서 Chic Outlet Shopping(R)가 개최한 ‘경험 사냥꾼을 만나다’ 

원탁행사에서 나온 결론들  

 

(런던 2013년 6월일 PRNewswire=연합뉴스) Value Retail 중국 사장인 Chris 

Cabot는 “중국 쇼핑객들은 점점 세련되고 있으며, 이제 단순히 브랜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독특한 경험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Value Retail 중국은 6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ITLM Asia에서 원탁행사 ‘경험 사냥꾼을 만나다’를 선보였다. 

이 행사에서 Chris는 세 명의 업계 관계자들과 더불어 연설을 했다. 아시아의 

럭셔리 여행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이 행사에서는 럭셔리 

제품과 여행, 이 둘을 결합하는 방식, 진정성, 출처 및 ‘리테일-테인먼트’와 같은 

주제를 다뤘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1914-newly-wealthy-asians-seeking-retail-tainment 

 

Value Retail은 아웃렛 쇼핑에서 독특한 컨셉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업체이자, 럭셔리 아웃렛 쇼핑 빌리지 개발과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이다. 유럽 전역에 위치한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환영 센터, 다언어 호스트, VIP 라운지, 퍼스널 

쇼퍼, “샵 앤 드랍” 핸즈 프리 쇼핑 및 운전사 서비스를 포함하여 갖가지 환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Chris Cabot 사장이 설명했듯이, 2012년 1분기에 비해 2013년 1분기 면세 매출이 

34%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Value Retail이 ‘경험 쇼핑’에 대한 국제 여행객들의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리테일-테인먼트’로 꽉 찬 하루 여행을 제공하며, 그 자체로 관광지나 

다름없다”면서 “국제 관광객들은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Chic Outlet Shopping(R)은 올해 처음으로 ILTM Asia에 참여했다. Chic Outlet 

Shopping(R) 원탁행사에는 Chris Cabot 외에 세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연설했다. 

 

* 논평자 -  

YING SHEA, SK Group 럭셔리 사업 수석 개발 임원 

“중국 럭셔리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니 반갑다. 예전에 

중국인들은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유명 브랜드나 로고가 들어간 물건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지나면 가치 경험이라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마련이다.” 



 

* 여행객 -  

ALFRED CHANG, Kuoni Group Travel Expert 부사장 

“부를 축적한 중국인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예쁜 것을 찾아 

쇼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고품질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요즘에는 개인 쇼핑을 포함해 쇼핑 경험을 통해 향상되기를 원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 소비자와 브랜드 -  

DANIEL WANG, 마담 피가로 중국 편집장이자 특집 기사 책임자 

“내게 있어 럭셔리 제품은 디자인이나 외관의 매력뿐만 아니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대변한다. 중국 소비자들은 럭셔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럭셔리 

제품이 제공하는 문화, 꿈의 가치 및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한다.” 

 

9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중국인 쇼핑객의 평균 지출액은 전체 

시장 중 가장 높은 €347에 달한다. 2013년 1분기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찾은 중국인들은 3천만 유로(전년 대비 49% 증가)를 쓰며 면세 매출 

중 거의 3분의 1(33%)을 차지했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면세 매출이 

가장 높은 그 외 시장으로는 러시아(14%), 중동(12%) 및 동남아시아(11%) 등이 

있다. 국제 관광객들은 1회 방문 시 평균 €309를 지출했다.  

 

Chic Outlet Shopping(R)은 지역 파트너들이 포함되는 맞춤 여행 일정은 물론, 

Chic Outlet Shopping(R) 제품을 만들고 구매하기 위해 여행 무역과 MICE 시장을 

위한 온라인 Chic Travel 포털을 구축했다. 기본 패키지는 단돈 €44에 모든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럭셔리 Shopping Express(TM) 

코치 서비스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 센터에서 돌아오는 교통편 제공, 

상품권, 일부 매장에서 10%를 추가 할인해주는 VIP 카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등을 포함한다. Chic Outlet 

Shopping(R)은 15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여행 무역은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이용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럭셔리 아웃렛 쇼핑 빌리지 개발과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 Value Retail이 구축한 럭셔리 아웃렛 

빌리지 컬렉션이다. 현재 900개가 넘는 매장이 들어선 9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권장소매가격에서 최대 60% 혹은 그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최고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지난 시즌 진품 컬렉션을 1년 

내내 판매한다.   

 

유럽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문 도시들 중 일부(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및 조만간 쑤저우와 상하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계속되는 유명 

행사 및 높은 가격 대비 가치와 동일시되고 있다. 문화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등극했다.  

 



Value Retail은 중국에 특징적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개장하기 위해 

새로운 벤처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최초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인 쑤저우 

빌리지(Suzhou Village(TM))가 곧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쑤저우 빌리지 역시 우수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적인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특징으로 한다.  

 

원탁 연설자 네 명에 대한 추가 정보: 

 

* 경험 -  

CHRIS CABOT, Value Retail 중국 사장 

Chris Cabot 사장은 2002년 Value Retail에 합류했으며, 합류 후 Value Retail 

Management의 COO를 비롯하여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COO로 일하면서 

그는 정교한 시스템과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Value Retail 중국 

사장으로서 중국 내 확장을 책임지고 있다.  

 

* 논평자 -  

YING SHEA- SK Group 럭셔리 사업 수석 개발 임원 

Ms Ying Shea는 SK Group의 수석 개발 임원으로서 럭셔리 사업 부문에서 사업 

개발과 투자를 맡고 있다. 그녀는 중국 내 럭셔리 지출 경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했으며, 럭셔리 소비자 및 럭셔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여행객 -  

ALFRED CHANG, Kuoni Group Travel Expert 부사장 

Alfred는 큰 성공을 거둔 Kuoni Destination Management와 Gulliver Travel Agency 

(GTA)에서 파생된 세계 굴지의 단체 여행 기업 Kuoni Group Travel Expert의 

지역 부사장이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관광지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과 홍콩 

여행사를 위해 유럽, 미국 및 그 외 국제 관광지에서 포괄적인 단체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비자와 브랜드 -  

DANIEL WANG, 마담 피가로 중국 편집장이자 특집 기사 책임자 

Daniel 편집장은 성공적인 작가인 동시에 독특한 패션 비평가이자 패션 

블로거다. 마담 피가로에 합류하기 전에는 Yokamen.cn을 설립하고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Yoka.com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Yokamen.cn과 

Yoka.com 모두 중국의 주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포털이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2년 연속 Sohu.com에서 탑 10 블로그에 들었다. 그는 패션 비평책 

3권을 출판했는데, 3권 모두 Amazon.cn의 패션 부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현재 마담 피가로에서 전반적인 기사 내용 감독에서부터 집중적인 특집 

기사 계획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상: http://www.multivu.com/mnr/61914-newly-wealthy-asians-seeking-retail-

tai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