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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of unique hand-crafted 
sculpture, décor and furniture for 
the home, garden and gift markets



Think Outside

 Think Outside는 홈데코, 가드닝을 위한 멋진 수공예 조각품, 장식품, 가구 또는 멋진 선물이 
될만한 제품들을 창조하는 브랜드입니다. 모든 Think Outside의 제품들은 사람들의 삶에 기
쁨을 주기 위해 완벽한 디테일의 디자인에 섬세한 수작업이 더해져 탄생합니다.

 1988년 애런 잭슨(Aaron Jackson)에 의해 탄생한 브랜드 Think Outside는 이후 빠른 성장
을 통해 현재 300명이 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 유럽, 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지의 
유명 홈데코, 기프트, 가드닝 제품을 제공하는 유통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신념에 따라, Think Outside는 개발도상국 공예 기술자들의 숙련도 향상을 지원함
으로써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 컬렉션마다 선보이는 독창적인 작품들은 애런이 직접 디자인하고, 그가 정기
적으로 트레이닝 한 각 개발도상국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현재Think Outside의 작업실은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매년 수천 개의 서로 다
른 예술품들이 탄생됩니다. 이 작업실은 지역 사회로부터 배출된 숙련된 기능공들로 구성됨으
로써 지역 사회와 그들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드니 본사
에서는 애런과 디자인팀이 바쁘게 새로운 디자인과 컬렉션을 구상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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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n Jackson Designer, Artisan, Businessman

애런 잭슨은 Think Outside의 중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수상 경력의 디자이너이자 창
업자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수공예를 시작한 애런은 언제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낡은 것들에 디테
일을 더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재주를 가진 열정적인 사업가
로서 애런이 겪은 그 간의 여정과 경험들은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집과 정원에서 즐
길 수 있을 독특하고 멋진 수공예품들을 제작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재료와 창의력을 통해 애런은 나무, 고무, 천연석, 심지어는 재활용된 44갤런 드럼통
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런은 항상 본인이 만든 독특하고 멋진 작품들을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했고, 
2012년 성공적으로 Think Outside를 영국, 스위스, 칠레 그리고 싱가폴에 런칭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국에 진출한지 18개월만에 더욱더 값진 성과를 얻었는데, 80명의 세일즈 
스텝을 관리하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500곳이 넘는 매장에 상품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런이 변함없이 믿고 있는 신념은 그가 언제나 사람들의 집과 정원에 어울
릴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창조해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6년 전
당신의 Clarence the cow를 사서 부
엌 밖에 두고는 지금까지도 볼 때마다 
웃음이 지어진다" 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큼 여전히 행복한 일은 없다.

Aaron Jackson



Our collections

지금까지 Think Outside의 제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My Piece of Africa와 ee-i-ee-i-o
입니다. 이 두 컬렉션은 서로 상반된 디자인 컨셉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디자인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My Piece of Africa는 고유의 토속적인 뿌리를 살려 가
공되지 않은 유기적인 디자인 구성으로, 컨템포러리 벽면 예술이나 고급스러운 야생동식
물 조각품, 정제된 무쇠로 만들어진 그릇, 화덕, 분수 등을 선보입니다.

 반면 ee-i-ee-i-o는 독특한 디자인과 컬러를 사용해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 제품들을 선
보입니다. 이 컬렉션에는 펠리컨, 소 같은 동물들과, 자동차, 배럴 등의 일상 생활용품들에
서 기인한 상품들이 보여지는데, 이 제품들은 쿨러나 플랜터로 사용되어 재미와 실용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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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Journey

1998 My Piece of Africa 시리즈 탄생 및 호주 판매 개시.

2002 My Piece of Africa 짐바브웨 워크샵 설립.

2006 베트남으로 워크샵 이전 Think Outside 로 명칭변경.

2012 Think Outside 영국, 스위스, 칠레, 싱가폴에 런칭.

2013 Think Outside 미국 런칭. 500개 이상 점포에 판매 중.

2015 Think Outside 전세계 300여명 이상의 스태프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에 판매 중.



Zimbabwe 1998 – 2006



Vietnam 2006 – 2013



Vietnam 2013 ~



우리의 가치

Innovation 혁신 – 우리는 언제나 디자인과 생산에 있어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분야에 있어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Remarkable 독창적인 – 우리는 언제나 독창적이고 특별한 제품들을 창조하려고 노력한다.

Investment 투자 – 우리는 우리의 직원, 고객, 산업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한다.

Sustainable 지속가능성 – 우리는 언제나 재사용, 재창조에 주력하며, 사람과 우리 산업이 가지는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려한다. 

Community 커뮤니티 –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나 문화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제품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이야기 
아무도 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곳에서 놀라움을 창조
해낼 때 그것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잠재성을 알
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그 잠재성을 인
정받지 못한 재료들을 발굴해내고, 그 안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아름답고, 쓸모 있고, 가치가 있는 상
품이 되어지길 기다리는 재료들을 찾습니다 ‒ 그리
고 그 재료들은 우리의 손을 거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재활용해 누군가의 집과 정원
에 자랑스럽게 놓을 만한, 소중한 이에게 선물 할만
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감을 불어 
넣어 줄만한 제품으로 재탄생 시킵니다. 

우리의 제품들은 전세계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 열정
에 즐거움 그리고 예리한 디자인 안목이 더해져 탄생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고, 정성을 담은 
우리 직원들의 손을 거쳐 전 세계로 보내집니다. 우
리의 작품들은 그 자체로 놀랍고, 재미있고, 흥미롭
고, 언어적 장벽과 경계를 허묾으로써 보는 이들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며,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신념은 굳건하고, 업계의 선구자의 위
치에 있기 위해 끊임없이 디자인과 독창성의 한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에
게 놀라운 제품들을 선사하기를 약속합니다. 

Think Outside –
enjoy remarkable



씽크 아웃 사이드는?
 Think Outside 고객님의 집과 정원을 더 멋지게 해줄 눈길을 사로잡을만한 조형물을 선사합니다.

 Think Outside 제품을 살 때는 그냥 조형물을 사는 것이 아닌,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재 창조된 디자인 수공예 작품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작품들은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킨 작업실에서 섬세한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Think Outside의 작품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예술품입니다.

 우리 상품은 고품질의 선물로도 적합합니다. 만약 독창적이고, 수공예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환경에도 좋은 상품을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오세요.

 우리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지속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풀뿌리 기업입니다.

 우리는 독특하고 놀라운 조형물, 장식품, 가구를 만드는 우리의 수공업자들의 손기술과 그들의 삶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집, 정원,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려는 선물에 기쁨을 더합니다.

 우리의 제품을 볼 수 있는 전 세계의 매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씽크 아웃 사이드 한국 총판매원

Contact

Email   petmania2017@hanmail.net
Phone  031-988-2536
FAX        031-988-2537

김포 상설 전시 판매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1623 모아패션아울렛 內 펫앤아트
1623, Gimpo-daero, Yangchon-eup, Gimpo-si, Gyeonggi-do,Republic of Korea
OPENING HOURS MON-SUN / 10:00am - 9:00pm

http://www.petnart.co.kr/shopinfo/ma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