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크푸르트 근처 베르트하임 빌리지, 밀라 요보비치 등과 10 주년 기념 

 
-- Chic Outlet Shopping(R)의 'Toast to Chic' 캠페인 일환 
 
(런던 2013 년 11 월 13 일 PRNewswire=연합뉴스) Value Retail 이 유럽에 세운 9 개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중 하나인 베르트하임 빌리지(프랑크푸르트 근처)가 
배우이자 브랜드 대사인 밀라 요보비치, 에바 파트베르크 및 하비 크루거 2 세가 참석한 
1 일 행사로 10 주년을 기념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145-ten-year-anniversary-milla-jovovich-
toast-to-chic 
 
브랜드 대사, 사교계 인사 및 언론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귀빈들이 모델 에바 
파트베르크가 사회를 맡은 원탁 논의에 참석했다. 이 원탁 논의에는 Value Retail 
대표이사 Desiree Bollier 와 브랜드 대사 밀라 요보비치 및 에바 파트베르크도 
참석했으며, 베르트하임 빌리지와 Chic Outlet Shopping(R)의 10 년 역사를 
되돌아봤다. 1 일 기념행사는 베르트하임 빌리지의 공식 축제조명이 켜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Chic Outlet Shopping(R)과 베르트하임 빌리지 10 주년을 기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Chic Outlet Shopping(R)은 독특한 제품들을 판매하며, 이와 같은 디테일에 
대한 주의는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 
- 밀라 요보비치, Chic Outlet Shopping(R) 대사 
 
오늘날 베르트하임 빌리지는 뮌헨 근처 잉골슈타트 빌리지와 더불어 그 자체로 관광지로 
우뚝 섰으며, 독일의 쇼핑 관광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2003 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중동, 
러시아, 동남아시아, 브라질, 이집트 및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1 천 900 만 명이 
베르트하임 빌리지를 찾았다.  
 
“10 주년은 베르트하임 빌리지는 물론 Chic Outlet Shopping(R)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이정표다.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특이한 쇼핑 관광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0 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제 그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곧 
중국에서도 사업이 확장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10 년도 더욱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Desirée Bollier, Value Retail 대표이사 
 
10 주년 기념은 Chic Outlet Shopping(R)의 'Toast to Chic'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선물하기에 특히 초점을 맞춘 'Toast to Chic' 캠페인은 유럽 곳곳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주제로 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더욱 풍성한 시즌을 찬미하도록 영감을 제공한다. 이번 시즌에는 Chic Outlet 
Shopping(R)의 Chic Edition 매거진도 발행됐다. 이 잡지는 영감을 불어넣는 패션과 
선물 아이디어, 파티 및 라이프스타일 팁을 제공함으로써 세련된 축제 시즌을 맞이하도록 
독자들을 준비시킨다. 이 잡지는 11 월 18 일부터 유럽의 9 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볼 수 있다.  
 
'Toast to Chic' 캠페인에 관한 추가 정보는 ChicOutletShopping.com 을 참조한다.  
 
베르트하임 빌리지 



Value Retail 이 만든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중 하나인 베르트하임 
빌리지는 프랑크푸르트와 뉘른베르크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하며, 독점적인 
럭셔리 아웃렛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 패션과 럭셔리 제품을 판매하는 110 개가 넘는 
아웃렛 매장으로 구성된 베르트하임 빌리지는 1 년 내내, 주 6 일 동안 선별된 독일 및 
국제 브랜드의 지난 시즌 진품 컬렉션을 권장 소매가격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베르트하임 빌리지에 입점된 국제 브랜드 중 일부를 소개하면 Escada, 
Longchamp, Bally 및 Furla 등이 있고, 독일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Bogner, 
Birkenstock, Roeckl 및 Aigner 등이 있다. 베르트하임 빌리지에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하는 Shopping Express(R) 1 일 코치 서비스, 관광 정보 사무실 및 개인 쇼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선별된 레스토랑과 카페를 바탕으로 우수한 쇼핑 경험과 하루 
동안 즐거운 외출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지로 부상했다. 추가 정보는 
WertheimVillage.com 을 참조한다.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럭셔리 아웃렛 쇼핑 목적지 Collection of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 Value Retail 이 
구상한 독특한 아웃렛 쇼핑 컨셉이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1 년 내내 
굴지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의 지난 시즌 컬렉션 정품들을 권장 
소매 가격보다 최대 60% 혹은 그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문 도시들 중 일부(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그리고 다가오는 2014 년 상반기 중국의 
쑤저우)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계속되는 유명 행사 및 높은 가격 대비 가치를 특징으로 
한다. 문화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그 자체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중국에 특징적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개장하기 위해 Value Retail 이 새로 시작한 사업 Value Retail China 에 
따라,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 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1 호인 쑤저우 빌리지(Suzhou Village(TM))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쑤저우 빌리지 역시 우수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적인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특징으로 한다.  
 
 
영상: http://www.multivu.com/mnr/64145-ten-year-anniversary-milla-
jovovich-toast-to-chic 
 
출처: Value Retail P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