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로 공유되는 소원들: 음력설 기리는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런던 2015년 2월 11일 PRNewswire=연합뉴스) 2월 내내 유럽의 9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가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UnionPay International)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음력설을 기린다. 이들은 중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소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Value Retail의 열 번째 
빌리지인 쑤저우 빌리지(작년 5월 중국 쑤저우 개장)는 고객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양의 
해를 맞아 가족 및 친구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흥미진진한 
행사들을 열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445351-wishes-chic-chinese-new-
year/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가족, 선물, 불꽃놀이 및 축제의 시간인 음력설을 보낸다. 
음력설은 빨간색과 연관이 있으며, 그 기간에는 빨간색 포장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전통적으로 음력설을 쇠는 사람들은 올 한 해 소원이 실현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소원 나무’에 빨간 리본이나 소원을 매단다. 유럽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고객들이 올해 소원을 맬 수 있는 소원 나무를 각각 준비할 
예정이다.  
 
유럽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찾는 중국인 고객들은 
ChicOutletShopping.com에서 온라인으로 세부사항을 등록하고, 특별 음력설 붉은 
봉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고객들은 해당 빌리지에 도착해 환영센터나 관광객 
안내센터에서 봉투를 받으면 된다. 이 봉투에는 빌리지 매장들이 제공하는 특별 혜택과 
소원 나무에 소원을 달 수 있는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의 ‘소원’ 꼬리표가 들어있다. 
고객들은 각 빌리지의 전용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소원과 소원 나무 사진을 공유하며, 
그에 따라 고객들의 소원은 빌리지를 떠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다.  
 
매년 수천 명의 중국인 고객들이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찾는다. 중국인 
고객들은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독특한 브랜드 선별, 진정한 유럽 분위기 
및 뛰어난 가치에 매료된다. 2014년 유럽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의 총 
환급(비-EU) 매출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였으며, 매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유럽 전역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에서 수많은 매장들이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카드를 받고 있어, 국제 고객들의 거래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중국 쑤저우 빌리지도 쑤저우 TV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운 추첨을 통해 고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쑤저우 빌리지를 찾은 고객이 양의 해를 맞아 새해 소원을 제출하면, 
쑤저우 TV 제작진이 집을 깜짝 방문하는 행운에 당첨될 수도 있다. 매주 1명의 당첨자가 
5,000RMB를 받고, 50명의 차점자들이 500RMB를 받아 꿈을 이루는데 보탤 수 있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국제 패션 및 명품 브랜드 매장이 1천 개가 넘고, 
권장 소매가에서 최대 60% 이상을 할인해주며, 반드시 봐야 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과 
궁극적인 럭셔리 쇼핑 경험을 위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야말로 음력설을 쇠기에 
완벽한 곳이다. 
 
편집자 주 
 
* 자료 제공: Global Blue, Premier Tax Free, Fexco 및 Tax Free Worldwide의 
환급 데이터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럭셔리 아웃렛 쇼핑 목적지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컬렉션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전문업체 Value Retail이 만든 
독특한 아웃렛 쇼핑 컨셉이다.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은 1년 내내 굴지의 
럭셔리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권장 소매가격에서 최대 60% 혹은 때로는 그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유럽에서 인기 많은 관문 도시들 중 일부(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 앤트워프,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와 
중국 쑤저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이어지는 축하 행사 및 가격에 합당한 높은 가치 
등으로 정의된다. 또한 문화 및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위치해, 그 자체로 국제 
관광지로 부상했다. Value Retail의 벤처 Value Retail China는 이처럼 독특한 Chic 
Outlet Shopping(R) 컨셉을 중국에 소개하고자,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최초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인 Suzhou Village를 개장했다. Value Retail China가 두 
번째로 개장할 Shanghai Village는 상하이 국제관광 및 리조트 존(Shanghai 
International Tourism and Resorts Zone, SITRZ)에 위치하며, 2015년 가을 
개장할 예정이다. SIRTZ에는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도 들어서 있다. Suzhou Village와 
Shanghai Village는 다른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들과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국제적인 럭셔리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높은 수준의 서비스 등으로 정의될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관광지로 등극할 것이다.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소개 
차이나 유니온페이의 자회사인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UnionPay International, UPI)은 
유니온페이의 국제 사업 성장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3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카드를 
발행하고, 중국 외 148개 국가와 지역에서 카드 사용을 지원한다.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대 카드 소지자 고객 기반에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 및 상인들에게 
편리한 지역 서비스를 보장한다.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unionpayintl.com/en 
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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