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YKON Nine Elms: 베르사체 홈이 참여한 런던 최초의 
패션 브랜드 주택 

 
50 층 높이의 AYKON Nine Elms, 실내는 베르사체 홈이 맡아 

 
(런던 2015 년 7 월 16 일 PRNewswire=연합뉴스) DAMAC International Limited 의 
완전 소유 자회사이자 고급 부동산 개발업체인 DICO UK Property Holdings Ltd.가 
런던에 자사의 첫 패션 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50 층 높이에 360 세대가 들어서는 이 
패션 주택의 내부는 베르사체가 디자인한다. 각 동의 로비, 오락시설 및 인테리어는 
베르사체 홈(Versace Home)이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가구를 맞춰 넣을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575151-aykon-nine-elms-versace-home/  
 
들어서는 오락시설에는 최첨단 체육관, 실내 수영장과 스파, 소유주 라운지, 아동 
놀이공간, 옥상정원 및 영화관 등이 있다. 이들 오락시설 역시 모두 베르사체 홈이 
설계한다.  
 
AYKON Nine Elms 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배터시와 인접한 Nine Elms 재생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템즈강이 내려다 보인다. 2020 년 완공 예정이다. 베르사체가 실내 
디자인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는 AYKON Nine Elms 는 명품 패션 브랜드가 전적으로 
설계하고 구상하는 런던 최초의 대규모 민간 주택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AYKON Nine Elms 는 고급 펜트하우스, 3/2/1 베드룸 및 맨해튼 스튜디오 조합에 
템즈강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궁과 런던 아이로 이어지는 도시와 강 전망을 결합시킨다.  
 
베르사체 CEO Gian Giacomo Ferraris 는 “자사는 패션 및 명품을 대변한다”라며, 
“자사는 부동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베르사체 라이프스타일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자사의 사업에서 민간 주택 
프로젝트가 전략적인 요소로 부상했다”면서 “오늘날 자사는 DICO UK Property Holdings 
Ltd. 및 DAMAC(자사와 수년 동안 협력하고, 자사의 매우 높은 수준의 비전을 공유하는 
개발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런던 중심에서 베르사체 라이프스타일을 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자문업체 JLL 에 따르면, 런던은 전년대비 약 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시장 중 하나라고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5-7%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AMAC 회장 Hussain Sajwani 는 “자사의 현 국제고객 기반은 런던의 고급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AYKON Nine Elms 는 이들이 안정적이고 견고한 런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베르사체 브랜드화된 주거 공간을 선보이는 
AYKON Nine Elms 는 진정으로 독특한 컨셉이자, 활력이 넘치는 멋진 문화의 도시 런던의 
주택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환상적인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AYKON Nine Elms 는 잠재 구매자들에게 나이츠브리지와 메이페어 같은 고급 
쇼핑지, 첼시 및 계획된 리니어 파크 등과 가까우며 런던 중심에 위치한 고급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선사한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적 일류 건축회사인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KPF)와 Turner & 
Townsend (TT) 그리고 JLL 과 WSP 같은 컨설팅 업체들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지아니 베르사체 SpA 소개:  
1978 년에 설립된 지아니 베르사체 SpA 는 세계 굴지의 패션 디자인 하우스 중 하나다. 
1997 년부터 도나텔라 베르사체의 아트 디렉션 하에 오뜨 꾸뛰르, 여성 및 남성 기성복, 
보석, 시계, 액세서리, 향수 및 가구를 포함하여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제조, 
유통 및 소매 판매하고 있다.  
 
DAMAC 소개:  
DAMAC 는 중동지역 최대의 고급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로서, 중동 전역에 걸쳐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위치에서 고급 고층 민간아파트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한 DAMAC 은 오늘날 
중동전역에서 주요 마스터 플랜 개발, 골프장 커뮤니티, 호텔 및 호텔 아파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DAMAC 는 베르사체, 펜디, 트럼프 그룹, 파라마운트 호텔 & 리조트, 
타이거 우즈 디자인과 같은 업체들과 한정 판매 부동산 컬렉션을 개발하는 등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과 협력한다.  
 
AYKON Nine Elms 는 DAMAC 와 베르사체 홈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주택 프로젝트는 
아니다. DAMAC Properties 는 이미 홍해 연안 Al Jawharah 의 Jeddah 에 베르사체 
브랜드 타워를 완공한 바 있으며, 조만간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지에서 베르사체가 실내 
디자인을 맡은 고급 타워를 완공할 예정이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aykonproperties.com 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의처: 
Philip Sorensen, FTI Consulting 
+44(0)20-3727-1481 
Philip.Sorensen@fticonsulting.com  
 
Versace Press Office 
press@versace.it  
Via Borgospesso 15/A - 20121 Milan - ITALY 
전화: +39-02-76093981 
 
출처: Damac Prope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