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칼 라거펠드 키즈, Melijoe.com에서 처음으로 공개  

 

(파리 2015년 11월 2일 PRNewswire=연합뉴스) 칼 라거펠드가 Melijoe.com 독점으로 자신의 

새로운 아동&유아 기성복 및 액세서리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 9일 Melijoe.com은 칼 

라거펠드 키즈 컬렉션을 소개하고, 2016 봄-여름 데뷔 컬렉션 제품을 선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679251-karl-lagerfeld-kids-pre-order-melijoe/ 

 

미니-칼 라인 신상이 도착했다! 칼 라거펠드의 대표적인 특징과 그의 고양이 뮤즈 슈페트가 

자수 및 인쇄 형태로 곳곳에 등장해 컬렉션의 멋을 드높인다. 진정한 라거펠드 스타일을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위트가 넘치는 동시에 세련미가 돋보인다. 나이가 좀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의 티셔츠와 운동복 상의, 청바지, 치마, 넥타이,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빳빳한 흰색 셔츠와 검정 블레이저를 선보인다. 보닛과 턱바이부터 아기용 겉옷, 작은 블라우스 

및 미니 블레이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멋진 아기용품도 선보인다. 이 컬렉션의 액세서리는 

고양이 귀와 수염부터 트롱프 뢰유 칼라와 타이까지 사랑스러운 디테일을 비롯해, 손가락 없는 

장갑, 록스타 안경, 모자, 발레리나 플랫, 머리띠 및 미니 핸드백 등으로 가득하다.  

 

한편 행사의 귀빈인 고양이 슈페트는 Melijoe.com 세계를 뒤흔드느라 바쁘다.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한 슈페트는 이 옷에서 저 옷으로 뛰어다니고, 페이지 사이를 즐겁게 뛰놀며, 칼의 축복을 

받으며 사이트를 점령한다. 티셔츠 칼라, 자신의 이미지가 들어간 파카 또는 장화에서 튀어나온 

슈페트는 이내 모자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고양이 귀가 달린 머리띠를 잡아채며, 발레리나 

플랫을 신고, 부끄러운 듯 라거펠드 초상화 밑으로 미끄러지며, 미니스커트 안으로 들어가 

꼬리를 만다. 슈페트의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눈길을 뗄 수 없을 정도다. 

 

한 술 더 떠서 재미를 즐기는 고양이 슈페트에게 있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Melijoe.com에서만 독점으로 영화와 2D 애니메이션을 혼합한 네 편의 영상에 출연했다. 



슈페트는 사진 촬영장을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패션쇼 중간에 무대에 뛰어들기도 하며, 

라거펠드의 노트북을 가로채 친구들과 잡담을 하기도 하고, 라거펠드의 제도판을 망쳐 놓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에 올려 공유할 예정인 작고 귀여운 영상은 이와 같은 슈페트의 일화들을 

담는다.  

 

이는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다. 슈페트에게는 아직 놀라운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다. 채널 고정 

추천! 

 

칼 라거펠드 키즈 봄-여름 2016 컬렉션은 11월 9일부터 Melijoe.com에서 판매한다. 주문한 

제품은 2015년 12월에 배송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O4cd2rOi4i4&feature=youtu.be 

 

출처: Melijoe.com 

 

커뮤니케이션 : Pascale Launay press@melijoe.com 

https://www.youtube.com/watch?v=O4cd2rOi4i4&feature=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