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Remy Martin, 예술가 Matt W. Moore와 손잡아

-- 주변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추구

(파리 2018년 6월 26일 PRNewswire=연합뉴스) Remy Martin이 진취적인 정신을 표현하는 최신
프로젝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Matt W. Moore를 초청해 수백 년 된 자사 역사의 새로운
시각적 장을 열었다. 여기에는 독점적인 VSOP 한정 판매 제품과 호기기적인 증강 현실 앱이
동원됐다.

새로운 시각 언어 만들기

Remy Martin은 오랜 세월 예술을 찬미해왔다. 창의성과 대담성이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 특별 협력 프로젝트는 현대적인 대도시 환경에서 전통적인 코냑 제조 장인정신을
보여준다. Matt W. Moore는 디지털의 힘을 빌려 Remy Martin을 위한 시각적 서사를 구축했다.
그는 새롭고 다채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역사의 조화를 꾀하고자 자신의 대표적인 추상적
그래픽 ‘Vectorfunk’를 이용했다.

Moore가 만든 Remy Martin 시각적 서사는 코냑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발견의 세계를 소개하며,
포도와 잎사귀 같은 자연 요소를 혼합한다. 또한, 미묘한 단서를 집어넣어 관객을 움직임과
신비의 모험으로 초대한다. 심지어 그는 신화 속의 켄타우로스 같은 Remy Martin의 소중한
상징을 재구성해 기하학적 웅장함을 담은 그래픽 구조로 특히 확장시켰다.

미술에서 ARt #ARtbyremymartin으로

Matt. W. Moore는 “증강 현실을 통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상상력이 넘치는 새로운 증강 현실의 모험을 통해, 예술가는 물론 관객의 입장에서 주변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ARt는 증강 현실 투어(Augmented Reality Tour)를 뜻한다. 증강
현실 투어는 뉴욕과 런던부터 모스크바와 상하이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즐기는 도시 관광
형태를 취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적 관점을 통해 ARKit 기술을 이용하는 세계 최초의 브랜드 활성화
프로젝트인 셈이다. Matt의 새로운 시각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3D 그래픽 요소로 구성된
거대한 팔레트를 이용해 자유롭게 예술가가 되거나, 주변 환경을 재설계하거나, 자신만의 세계
비전을 구축할 수 있다.

애플 스토어에서 Remy Martin ARt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자신만의 ARt 세계를 만든 후,
#ARtbyRemyMartin으로 공유해보자.

Remy Martin VSOP 한정 판매 제품은 2018년 6월 1일부터 판매됐다.

추가 정보:
http://vsopbymwm.remymartin.com
http://www.remymartin.com

영상:
https://youtu.be/DBMyPil1gRI
https://youtu.be/06Mm2Cjzx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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