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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2012 년 7 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국 모델이자 뮤즈인 데이지 

로우가 Kildare Village 에서 진정한 시크 서머 티 파티 주인 역할을 하며 시크 서머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s://www.multivu.com/mnr/56572-value-retail-kildare-village  

 

더블린의 수많은 엘리트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은 꽃에서 영감을 받은 칵테일, 

캔디색의 마카롱 및 미니 오이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서머 티 파티를 즐겼다. 어울리지 

않는 도금틀을 바탕으로 하는 꽃 콜라주가 벽을 장식했고, 흰색 말뚝 울타리와 빈티지 도자기가 

완벽한 정원 파티 장소를 연출했다.  
 

“Kildare Village 에서 시크 서머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무척 떨립니다. 쇼핑은 물론 

축제를 사랑하는 제게 있어 올 7 월 Kildare Village 는 공연, 음식 및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데이지 로우 
 

여름의 정수를 포착하는 Kildare Village 는 국제상을 수상한 플로리스트 Joe Massie 가 만든 

독특할 플로럴 꾸뛰르 무대를 선보이며, 올 여름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 가장 재능이 풍부한 플로리스트라고 생각하는 Joe Massie 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찬사를 

듣고 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4 년 연속으로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을 수상한 최연소 플로럴 

디자이너에 등극했다. 그가 만든 절대 놓칠 수 없는 플로럴 무대는 축제 기간 내내 전시될 

예정이다. 7 월 내내 Kildare Village를 찾는 방문객들은 음악 공연 및 전통과 혈통 추적과 같은 

축제를 주제로 하는 일련의 경험을 즐기는 것은 물론 아일랜드 장인 음식을 제공하는 독특한 팝업 

매장에서 시크 서머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도 먹을 수 있다. 
 

Kildare Village 소개 

Value Retail 의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 중 하나인 Kildare Village 는 

더블린에서 채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며, 아일랜드 최고의 럭셔리 아웃렛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 Kildare Village 는 패션과 럭셔리 제품을 판매하는 럭셔리 아웃렛 매장을 통해 1 년 

내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선별된 아일랜드와 국제 브랜드들의 지난 시즌 컬렉션을 권장 소매 

가격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곳에서는 7 For All Mankind, Anya Hindmarch, 

Asics, Furla, Kenneth Turner 및 Superdry 와 같은 국제적인 브랜드들은 물론 Louise 

Kennedy 와 같은 아일랜드 최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컬렉션도 판매한다. Kildare Village 는 

또한 매일 운영되는 교통 서비스인 Shopping Express(TM), 관광 정보 센터 및 아동 놀이 공간 

등도 제공한다. 다양한 식당과 카페를 갖춘 Kildare Village 는 우수한 쇼핑 경험과 즐거운 

외출을 원하는 방문객들이 찾는 목적지로 성장했다. 관련 추가 정보는 KildareVillage.com 을 

참조한다.  
 

Chic Outlet Shopping(R) 소개 

Chic Outlet Shopping(R)은 고급 아웃렛 쇼핑 빌리지 개발과 운영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기업인 Value Retail 가 구축한 고급 아웃렛빌리지다. 현재 900 개가 넘는 부티크가 들어서 있는 

Chic Outlet Shopping(R)빌리지들은 연중 권장 소매 가격에서 최대 60% 또는 그 이상 할인된 

가격에 세계 최고의 럭셔리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의 지난 시즌 진품 컬렉션을 판매한다. 

유럽과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문 도시들 중 일부-런던, 더블린,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볼로냐, 브뤼셀/앤트워프/퀼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및 곧 들어설 쑤저우/상하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고급 패션, 우수한 서비스와 환대, 

연중 이어지는 축하 행사 및 높은 가격 대비 품질과 동일시된다. 유명한 문화와 역사의 지역에 

위치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는 그 자체로 국제 관광지로 성장했다. Value 

Retail 은 자사의 독특한 Chic Outlet Shopping(R) 빌리지를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으며, 그 결과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50 마일 떨어진 역사적인 도시 쑤저우에 중국 

최초의 Chic Outlet Shopping(R)빌리지인 Suzhou Village(TM)를 개장할 계획이다. Suzhou 

Village(TM)도 다른 Chic Outlet Shopping(R)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는 

물론 고급 국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Value Ret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