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챤 루부탱, SportyHenri.com과의 한정 판매 캡슐 

컬렉션 발표  
 

(파리 2016 년 9 월 14 일 PRNewswire=연합뉴스) 크리스챤 루부탱이 

SportyHenri.com 과 동종 최초의 협력 프로젝트인 독점적인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SportyHenri.com 은 남성 스포츠와 스타일을 위한 e-컨셉 매장이다.  
 

크리스챤 루부탱은 Sporty Henri 의 모토 ‘Mettre Le Sport En Valeur’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남성 컬렉션을 구성하는 높은 소장 가치의 스니커 실루엣을 바탕으로 네 가지 

한정 판매 스타일을 구상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운동화 제품은 흰색, 코발트 블루 및 

검정색으로 구성된 Sporty Henri 브랜드의 깔끔한 배색과 독특한 로고(Sporty Henri 의 

설립자이자 전 프랑스 프로 핸드볼 선수였던 Henri Tai 에서 영감을 받음)를 선보이며, 

모든 디자인은 크리스챤 루부탱의 대표적인 붉은 밑창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한정 판매 컬렉션과 관련해 크리스챤 루부탱은 “Henri 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재미있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스포츠와 스타일 혼합하기)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독점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것은 실로 즐거운 경험”이라며 

“SportyHenri.com 의 새로운 모험에 합류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올 4 월에 문을 연 SportyHenri.com 은 일상적인 스타일링과 핏 가이드를 넘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조언을 포함해 옷에 취미가 있는 운동선수를 위한 쇼핑과 사설을 결합한 

독특한 제안을 한다. SportyHenri.com 의 목적은 ‘The Gang’의 지식과 지원을 통해 

고객의 스포츠 라이프를 고취시키는 것이다. Tony Parker 를 비롯해 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전문가들이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경험, 개인적 관행 및 

조언을 제시한다. SportyHenri.com 은 패션과 스포츠의 교차점에서 Henri Tai 가 직접 

선택하는 고급 국제 브랜드와 틈새 브랜드들을 다양하게 혼합한다. 크리스챤 루부탱과의 

협력 작업은 SportyHenri.com 의 첫 독점 캡슐 프로젝트다.  
 

크리스챤 루부탱과의 협력과 관련해 Henri Tai 는 “내게 옷은 내 자신의 연장선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것이 바로 SportyHenri.com 을 

통해 살리고자 하는 내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크리스챤 루부탱과의 협력 

작업에서 이 비전이 훌륭한 캡슐로 구체화됐다”면서 “이 캡슐 컬렉션을 자사 고객들에게 

독점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설명했다.  
 

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협력 작업은 친구 사이인 크리스챤 루부탱과 Henri Tai 의 두 번째 

프로젝트다. 둘은 최근에 막을 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공식 기념의상 

공급업체로서 쿠바 대표팀을 지원하고자 제휴한 바 있다.  
 

이 캡슐 컬렉션은 오늘부터 SportyHenri.com 와 일부 크리스챤 루부탱 플래그십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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