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네스콜(Kenneth Cole), 케네스콜 커넥트(Kenneth Cole Connect™) 패션 스마트워치 출시 

뉴욕, 2015년 3월 27일 /PRNewswire/ --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가 액세서리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케네스콜과 제네바 워치 그룹(Geneva Watch Group)은 새로운 케네스콜 커넥트 

스마트워치 콜렉션(Kenneth Cole Connect™ Smart Watch Collection)의 출시를 발표했다. 이 심플하고 

스타일리쉬한 스마트워치는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곳에서 인터렉티브 멀티미디어 보도자료를 경험할 수 있다 

디자이너 케네스 콜은 "디자이너로서 저는 항상 고객들이 바라는 바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그게 반드시 

고객들의 예측대로만은 아니다" 라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패션 부문 중 

하나이고 나는 이 플랫폼 수용의 선두에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케네스콜 커넥트의 각종 남성 및 여성용 스마트워치는 세계적 시계 및 보석류 무역 박람회인 배젤월드 

(Baselworld)에서 3월에 소개된 바 있다. 하이라이트 이벤트로는 즉석사진 촬영부스에서 방문자들이 

케네스콜 커넥트 시계를 뽐내며 실시간으로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본 마케팅 

활성화(activation)는 불과 3일만에 13,127회의 임프레션(impression; 광고 노출수)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시계 업계의 리더인 케네스콜은 스마트워치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써, 출시가는 

135달러이다. 블루투스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케네스콜 커넥트는 착신호출, 문자, 일정표 행사의 

알림을 통해 유저가 은밀히 접속되어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앱 기능이 포함된 12가지 스타일이 있다. 

구매자들은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음악을 조절할 수 있으며 팔 길이보다 멀리에서 셀카(selfie)를 찍을 수도 

있다. 셀카의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 됨에 따라 케네스콜 커넥트는 착용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작동하고 손목으로부터 바로 사진을 찍도록 해준다. 

그 밖에도 스톱워치, 배터리 방전 폰 알림, 3 ATM 내수성, 착용자의 전화기 분실을 막기 위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질 때를 알려주는 "떠나지 마세요 알림"과 같은 기능이 있다. 케네스콜 커넥트는 충전기가 필요 

없이 기존의 시계 배터리로 작동하여 타 스마트워치들과 더욱 차별을 두었다. 

주식회사 케네스콜 프로덕션(Kenneth Cole Productions, Inc.)에 관하여  

주식회사 케네스콜 프로덕션은 케네스콜 콜렉션(Kenneth Cole Collection), 케네스콜 뉴욕(Kenneth Cole 

New York), 케네스콜 리액션 (Kenneth Cole Reaction), 언리스티드(Unlisted)의 브랜드명으로 핸드백, 

의류와 액세서리를, 젠틀 소울(Gentle Souls )의 브랜드명으로는 신발을 디자인하고 공급 및 납품한다. 

또한 해당 회사는 제3자 라이선스를 통해 향수, 시계, 주얼리, 안경류, 기타 액세서리 부류에서 남성용, 



여성용, 아동용 어패럴의 생산도 허가하였다. 본 회사의 상품은 백화점, 전문점, 직영소매점,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 추가 정보는 KennethCole.co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네바 워치 그룹(Geneva Watch Group)에 관하여 

1974년에 설립된 제네바 워치 그룹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손목시계 및 시계의 디자인, 생산, 유통의 

글로벌 리더이다. 본 회사는 케네스콜 뉴욕(Kenneth Cole New York), 케네스콜 리액션(Kenneth Cole 

Reaction), 스페리 탑 사이더(Sperry Top-Sider), 토미 바하마 (Tommy Bahama), 테드 베이커 런던 (Ted 

Baker London), 주욕(Zoo York)과 같은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과의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시계를 

제작하며 프리스타일(Freestyle), 게임 타임(Game Time), 브레일(Breil)을 포함한 자사 전매 상표를 

생산한다. 추가적으로, 제네바 워치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자들 대부분의 자체기획 손목시계와 

시계를 디자인하고 생산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GenevaWatchGrou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Cindy Riccio Communications의Anna Dutkowsky, anna@cricciocomm.com, +1-646-205-3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