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유명 패션 부티크 플랫폼 파페치 (Farfetch) 론칭 캠페인 UNFOLLOW 발표  

-- 온라인 패션 플랫폼 파페치 미국 광고대행사 드로가5(Droga5)와 함께 브랜드 캠페인 발표.  

 [공고문] 2015년 2월 6일, 런던 – 패션 부티크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Farfetch)가 자사 최초로 진

행되는 브랜드 광고 캠페인 언팔로우 (UNFOLLOW)를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파페치의 광고

대행사 드로가5가 이번 캠페인을 위한 영상, 포스터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을 맡았다.  

멀티미디어 배포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42351-farfetch-inaugural-campaign-unfollow/ 

파페치의 마케팅 대표 스테파니 홀튼 (Stephanie Horton)은 “대규모의 패션 리테일 기업들이 현재

의 패션 트렌드를 움직이고 있으며 대다수의 패션 고객들은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파페치는 개인의 유니크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 아이템을 고객들에게 소개하

고 있다. 캠페인 UNFOLLOW는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고객들

을 위한 패션 움직임이다” 라고 말했다.  

300 Boutiques, 1 Address!  

파페치의 웹사이트에서는 300여 곳의 전 세계 유명 패션 부티크의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익스

클루시브 아이템뿐만 아니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이템,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패션 부티크 제품들까지 파페치의 웹사이트 한 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캠페인 UNFOLLOW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파페치의 패션 애호가 고객들을 위해 시작된 

패션 움직임이다. 포토그래퍼 찰리 잉그만 (Charlie Engman)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촬영한 패션 사진은 기존의 사진과는 달리 모델의 얼굴과 모델이 착용한 아이템의 브랜드를 소개

하지 않는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모델들을 뒤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트렌드에서 벗어나 스타일

을 향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드로가5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닉 스터드진스 (Nik Studzinski)는 “파페치의 첫 브랜드 캠페인을 

맡게 돼서 기쁘다. 이번 캠페인 UNFOLLOW를 통해 파페치는 패션 애호가들을 위한 진정한 패션 

브랜드라는 것을 알릴 것이다. 얼굴도, 브랜드도 강조되지 않은 패션 사진을 소개하면서, 파페치

는 기존의 패션 관습 혹은 트렌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기업 그리고 누구나 독특한 스타일

링으로 대중 트렌드를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파페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광고 캠페인은 고객 쇼핑 경험의 질을 향

상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도 하다. 파페치는 현재 새로운 부티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

며, 지역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국제시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어, 러시아어 및 중



국어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개설한 파페치는 올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독일어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파페치 에디터  

UNFOLLOW는 2015년 3월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파페치(Farfetch) 

파페치는 전 세계의 패션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현재 파리, 

뉴욕, 밀라노, 부카레스트, 헬싱키 및 이비자에 위치한 300곳 이상의 유명 패션 부티크들을 통해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신인 디자이너 제품까지 파

페치의 컬렉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성을 추구하는 파페치는 파트너 부티크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으로 유

명하다. 대표적인 파트너 부티크로는 런던의 브라운스 (Browns), 파리의 르클레어 (L'Eclaireur), LA

의 로렌조 (Lorenzo)와 뉴욕의 파이브스토리 (Fivestory)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스메츠 (Smets)가 

있다. 

2008년 포르투갈 사업가 호세 네브스 (José Neves)가 설립한 회사로 오프라인 패션 부티크들이 

온라인 소매업체와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패션을 사랑

하는 애호가들에게는 전 세계 패션 아이템을 유명 패션 부티크를 통해 쇼핑할 수 있는 특별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farfetch.com  

@Farfetch #Unfollowers  

Source: 파페치(Farfe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