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즉시 보도 가능 

찰스앤키스, 컬러풀한 2022 여름 컬렉션 아이템 출시 

싱가포르, 2022년 3 월 31일 – 비비드하고 컬러풀한 CHARLES & KEITH 의 이번 2022 여름 

컬렉션 핵심 키워드는 활기찬 에너지와 삶의 기쁨. 이번 신상품엔 따뜻한 계절이 가진 뜨거운 

열정과 해변 분위기를 반영한 유쾌한 디자인의 비치 샌들과 아방가르드 콘셉트의 액세서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하는 클로그 실루엣의 ‘매디슨’ 젤리 아이템은 가장 주목할 만한 

아이템. 울트라마린과 탠저린, 딥 바이올렛 등의 생기 있는 여름 컬러와 유쾌한 젤리의 투명한 

소재가 어우러져, 레트로한 리조트 분위기에 어울리는 휴가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일렉트라’ 시리즈를 통해 공개하는 여름용 스트랩 샌들은 미래의 사이버틱한 분위기를 담은 

독보적인 비율과 둥근 쉐입을 자랑한다. DNA와 혈구 등에서 영감을 얻은 둥근 관 모양의 

쉐입과 반투명한 소재, 코발트와 마젠타, 그레이 등의 컬러들은 트렌디한 디지털 아트를 

떠오르게 한다. 또 패딩 스트랩과 편안한 니트 소재는 디지털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백색 

소음과 정적을 연상시킨다.  

마트부터 저녁 데이트까지, 어떤 상황에도 매치하기 좋은 숄더 백도 주목할 만한 아이템이다. 

이번 백 컬렉션 전체에 사용된 부드러운 소재와 일렉트릭 블루, 핑크 등의 차분한 색상은 

편안함과 함께 스타일을 동시에 살린 핵심 디테일. 특히 ‘소넷’ 라인의 투-톤 체인 핸들처럼 

유니크한 디테일들은 기존 백의 클래식한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을 자랑한다. 특히 

하프-문 쉐입의 숄더 백은 올 여름까지도 계속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돼, ‘샬리아’ 그리고 ‘알덴’ 

라인을 통해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백 아이템들은 오가닉 느낌의 코튼 캔버스로 제작되고 

여기에 네이비나 올리브 컬러로 포인트가 더해져, 우아한 컬러 대비와 함께 해변의 따뜻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같은 라인의 미니 사이즈 백은 골드 체인 핸들이나 크로스바디 스트랩이 

들어가 상황에 따라 고급스럽거나 편안하게 연출하기 제격이다. 장난기 가득한 그래픽 탑-핸들 

백 역시 여름 내내 시스루 백 인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유기적인 오벌 형태의 블루 

트랜스루센트 일렉트릭 아이템은 2000 년대 인기를 끈 과감하면서도 실험적인 패션 감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트렌드를 이끌 예정이다. 

CHARLES & KEITH 2022 여름 컬렉션 슈즈 & 백은 오는 4 월부터 온라인 

스토어(CHARLESKEITH.COM)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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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 KEITH Global Press Office 
Phone: +65 6590 7700  
Email: PublicRelations@charleskeith.com 

 

CHARLES & KEITH소개 

 
CHARLES & KEITH 는 세련된 디자인과 컬렉션 제품들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아온 스타일리시한 

현대인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1996년 기업가 찰스 웡과 키스 웡이 다채롭고 유행에 

민감한 슈즈 디자인을 선보이며 패션을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이후로 슈즈와 백, 아이웨어, 액세서리 및 아이템들의 본격적인 라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험적, 이상적, 큐레이티드 및 모던함의 네 가지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찰스앤키스는 

언제나 여성을 찬양하며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찰스앤키스는 현재 전 

세계에 600 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몰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전역으로 브랜드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