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Maison Perrier-Jouet, '야생의 예술' 세계 선보여 

 

-- 마이애미 파에나 호텔에서 진행 

-- 비전통적이고, 억제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장악  

 

(마이애미 2018년 1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Maison Perrier-Jouet가 EDEN by Perrier-

Jouet를 선보였다. EDEN by Perrier-Jouet는 파에나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짧은 몰입형 체험 

행사로, Maison Perrier-Jouet가 지난 7년간 협력해온 현대 미술박람회인 Design Miami/와 동시 

개최되고 있다. 이달 5일, 마이애미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들이 이곳에 모여 '야생의 예술(Art of 

the Wild)'을 감상했다. 이는 Maison Perrier-Jouet가 억제되지 않은 자연의 존재를 통해 일상에 

다시 마법을 걸고자 바라본 화려한 세계다. 이 행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마이애미에 주문을 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click:http://www.multivu.com/players/uk/8461451-maison-perrier-jouets-art-of-wild-universe/   

 

Maison Perrier-Jouet가 마이애미에서 EDEN by Perrier-Jouet를 공개하면서, 마이애미를 접수하고 

있다. EDEN by Perrier-Jouet는 Maison Perrier-Jouet의 설립 시점부터 시작된 예술 및 자연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다. EDEN by Perrier-Jouet는 예상치 못한 즐거운 세상에 대한 Maison 

Perrier-Jouet의 비전인 '야생의 예술'을 전파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다. 활기 넘치는 정신을 

반영해 Winnie Harlow가 12월 5일 파티의 진행을 맡았다. 이 파티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독특한 샴페인을 체험했다.  

 

Maison Perrier-Jouet는 해변에 이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야생의 예술을 전파했다. 이 공간은 

2인조 예술가 팀 Luftwerk가 그린 그래픽으로 연출됐다. Luftwerk는 작년에 Maison Perrier-

Jouet로부터 의뢰를 받아 Maison Perrier-Jouet의 문화유산을 해석했다. 특히 Perrier-Jouet Belle 

Epoque 컬렉션의 병을 장식한 Emile Galle(아르누보의 거장 중 한 명)의 1902년작 아네모네 

모티프를 해석했다. 야생의 예술에서 매력적인 자연의 핵심에서 시작됐으며, 샴페인 

에페르네에 위치한 Maison Perrier-Jouet 지하 저장고 탐색으로 귀빈들을 안내한 가상 현실 

여정에 따라 관객의 몰입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축제 하이라이트를 포착하기 위해 동일한 

스타일의 사진 부스를 설치했다.  

 

영국 디자이너 Bethan Laura Wood가 Maison Perrier-Jouet를 위해 만든 HyperNature는 화려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지닌 나무 형태를 띤다. 이 작품은 새롭고 변덕스러운 샴페인 체험을 



제안한다. 이 체험에서는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처럼 가지에서 바로 샴페인 잔을 

"딸 수" 있다. 또한, 전시회 내내 Design Miami/ 수집가 라운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EDEN by Perrier-Jouet는 다양한 야생의 예술 행사로 가득한 이틀 밤낮을 선보인다. 이 기간에 

손님들은 선별된 Maison Perrier-Jouet 퀴베를 맛볼 수 있다. 5일, Maison Perrier-Jouet는 Dazed 

Arts가 개최함에 따라 Bethan Laura Wood와 간담회를 열었다. 6일에는 Maison Perrier-Jouet가 

사적인 비공식 신작 발표회와 더불어 식품 디자이너 Laila Gohar의 창의적인 브런치와 선셋 

칵테일을 환영했다. 이 신작 발표회에서는 Jade Jagger의 새 보석 컬렉션이 소개됐다. 이곳에서 

진행된 마지막 행사는 에스티 로더의 CR 패션 북 캘린더의 출간이다. 이 패션 북 캘린더는 

라이프스타일, 패션, 음식 및 디자인을 포함하는 완전한 일정을 제시하며, 모든 형태의 

창의성에 대한 Maison Perrier-Jouet의 열린 자세를 반영한 것이다.  

 

Maison Perrier-Jouet는 Design Miami/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자연과 비전통적인 자연 

관찰을 바탕으로 EDEN by Perrier-Jouet에서도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른 샴페인 접근법을 

공유한다. Maison Perrier-Jouet는 자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지자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는다. 이 '야생의 장인들'은 예술과 환대를 비롯해 디자인, 패션 및 미식을 

포함해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비롯된다. 이들 각 영역의 대표자는 Bethan Laura Wood, Winnie 

Harlow 및 Laila Gohar다. Maison Perrier-Jouet는 야생의 장인들과 함께 200년 넘게 전개되어온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을 써 내려 가고 있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94691/Winnie_Harlow.jpg )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8461451-maison-perrier-jouets-art-of-wild-universe/ 

 

출처: Maison Perrier Jo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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