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2년년년년 에밀에밀에밀에밀 갈레갈레갈레갈레 후후후후 처음으로처음으로처음으로처음으로 만든만든만든만든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한정한정한정한정 판매판매판매판매 Belle Epoque "Belle 

EpoqueFlorale Edition by Makoto Azuma"를를를를 일본에서일본에서일본에서일본에서 공개한공개한공개한공개한 Perrier-Jouet 

 

(도쿄 2012 년 7 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어젯밤은 Perrier-Jouet 샴페인 하우스가 

1902 년 자사의 첫 번째이자 상징적인 에밀 갈레 디자인 한정 판매 후 처음으로 디자인 

한정 판매 Belle Epoque 큐베를 전 세계에 공개한 역사적인 밤이었다. 이 공개 행사는 

Perrier-Jouet 샴페인 하우스와 역사적인 돈독한 관계에 있었던 일본에서 열렸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s://www.multivu.com/mnr/56570-champagne-perrier-jouet 
 

일본의 유명한 플로럴 아티스트 Makoto Azuma*가 만든 Belle EpoqueFlorale Edition 은 

에밀 갈레의 유명한 아르누보 디자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찬사이다. 에밀 갈레의 

아르누보 디자인은 원래 일본의 예술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서 Perrier-Jouet 

프리스티지 큐베를 통해 Perrier-Jouet 의 예술적 유산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Makoto Azuma는 미적 한계에 도전하며 흰색 일본 아네모네가 점점이 박힌 정교한 단일 

식물 아라베스크로 독특한 결합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1902년 에밀 갈레의 디자인을 

상기시킨다. 에밀 갈레의 그 디자인은 셀러 마스터 Herve Deschamps 가 신중하게 고른 

Belle Epoque 2004** 병의 수제 황금꽃 모티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Makoto Azuma 는 “에밀 갈레의 아네모네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면서 입에 

샴페인을 머금을 때의 느낌 및 담쟁이덩굴 및 나뭇잎의 섬세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뭔가 굉장한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독특한 한정 판매는 도쿄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전통적인 일본식 합포엔 

정원에서 150명이 넘는 언론인과 VIP 손님들을 초대한 비공개 국제 행사에서 공개되었다. 

초대 손님들은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에밀 갈레는 물론 Azuma Makoto 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아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전시회를 관람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들로는 배우 Miki Maya, 탑 모델 Ai Tominaga, 음악 프로듀서 Verbal 및 음악가 

Tomoyasu Hotei 와 같은 일본의 유명인사들과 중국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 Wendy Yip, 

홍콩 패션 디자이너 Dorian Ho, 사교계 인사 Kennis Tai 및 배우 Isabel Leung과 같은 국제 

VIP 등이 있었다.  

 

일본 예술가 Makoto Azuma 에게 디자인을 맡긴 것은 Perrier-Jouet 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자연의 원시적인 힘-이것은 아르누보 운동의 진정한 정신이다-에서 영감을 

얻는 일본 예술에 감탄을 마지 않았고, 식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에밀 갈레는 1902년 

디자인에 흰색 일본 아네모네를 사용했다. 

 

Martell Mumm Perrier-Jouet 의 회장이자 CEO 인 Lionel Breton 은 “Makoto Azuma 와 

Perrier-Jouet 는 전통, 자연에 대한 열정 및 진정한 독창성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합니다. 독특한 작품을 통해 현대의 에밀 갈레로 여기지는 M. Azuma 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꽃 선택에서부터 병 자체에서 보여지는 무한한 조정과 모티프에 이르기까지 Belle 

EpoqueFlorale Edition 은 미에 대한 현대적인 비전을 구현하는 동시에 Perrier-Jouet 의 

고급스러운 장인 정신을 표현한다.  

 

Perrier-Jouet Belle EpoqueFlorale Edition은 9월부터 평균 RSP 30유로에 Perrier-Jouet 

주요 유통 시장에 위치한 독점 아웃렛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행사 이미지 및 관련 PR 자료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한다: 

http://digitalpressroom.perrier-jouet.com 
 

편집자 주: 

 

Perrier-Jouet 소개 

Perrier-Jouet 는 1811 년부터 와인을 만들어온 가장 독점적이고 고급스러운 샴페인 

하우스다. 매우 훌륭한 포도밭을 보유한 Perrier-Jouet는 셀러 마스터들의 전문 지식으로 

구축된 와인 기술로 유명하다. Perrier-Jouet 의 200 년 역사에서 셀러 마스터는 단 

7명뿐이었다.  

 

관련 추가 정보는 http://www.perrier-jouet.com, 

http://www.facebook.com/champagne.PerrierJouet, http://www.twitter.com/Perrier_Jouet 

및 Instagram @perrierjouet를 참조한다.  

 

Makoto Azuma* 소개 

1976 년생인 Makoto Azuma 는 시골에서 자랐으며 후에 락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했다. 

하지만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플로럴 아트였다. 2002년 그는 도쿄에 오뜨 꾸뛰르 플로럴 

워크숍인 "Jardin des Fleurs"을 열었고, 2005 년부터는 국제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꽃과 

식물의 모든 측면을 탐구하는 그는 “맞춤” 정신으로 꽃과 식물 작업을 하며, 꽃과 식물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는 개인적이 명백하게 현대적인 비전과 유서 깊은 일본 

예술을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훌륭한 작품으로 그와 같은 철학을 표현한다. 그는 전 

세계에서 열린 전시회, 행사 및 공연, 파리에서 열린 Colette 와 Cartier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 및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NRW Forum 등에서 찬사를 받아왔다. 

 

Perrier-Jouet Belle Epoque Vintage 2004** 소개 

Perrier-Jouet 의 Herve Deschamps 는 이 특별 한정판을 위해 뛰어난 연도뿐만 아니라 

Perrier-Jouet 만의 특징적인 스타일인 플로럴, 스타일리쉬 및 다이아몬드 컷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2004년 빈티지를 선택했다.  

 
Please enjoy Perrier-Jouet responsi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