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승리의 아이콘인 우사인 볼트, 프랑스 제 1의 샴페인 하우스 Maison 

Mumm의 CEO(Chief Entertainment Officer)로 임명 
 

(뉴욕 2016년 11월 28일 PRNewswire=연합뉴스) Maison Mumm이 세계에서 가장 

대담하고 수상 경력이 많은 운동선수 중 한 명인 우사인 볼트를 자사의 신임 CEO(Chief 

Entertainment Officer)로 특별 임명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우사인 볼트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취득한 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수개월간 고심한 

끝에 특별 성명(https://www.youtube.com/watch?v=tn5fVdL_rO4)을 발표했다. 그의 

특별 성명에 따르면, 그는 프랑스 제 1의 샴페인 하우스 Maison Mumm의 CEO라는 자신의 

가장 큰 경력 도전 중 하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1].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990651-usain-bolt-appointed-maison-

mumm/ 

 

‘Mumm의 새 CEO 우사인 볼트’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받침대 위에 세워진 Mumm 병이 

극적인 빛을 받는다. 우사인 볼트가 화면에 등장하면서 이 병을 잡는다. 그 후 그의 

행동은 예상을 벗어나는데, 바로 자신의 금메달로 병을 쳐내는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Mumm 의 신임 CEO 로서 Mumm 의 에너지, 강렬함 및 매혹적인 신선함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소비자들이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독특하고 대담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Mumm을 위한 그의 장기 목표는 세계를 흥분시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궁극적으로 Maison Mumm을 미국 제 1의 샴페인 하우스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Mumm이 처음으로 마련한 직책인 엔터테인먼트 담당 최고책임자, 

CEO(Chief Entertainment Officer)가 될 만한 자격이 넘친다. 스포츠계에서 그의 

리더십은 견줄 상대가 없다. 그는 승리를 향한 집념과 더불어 우승 후 다른 선수들과 서로 

축하를 나누는 유명한 인성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왔다. “뭐든지 

가능하다. 나는 한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의 모토는 Maison Mumm의 모토 ‘오직 

최고’, 그리고 Maison Mumm 의 정신인 ‘대담성, 승리, 축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우사인 볼트는 “Maison Mumm의 CEO로서 세계인들에게 대담한 방식으로 축하하고, 

즐기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게 되어 영광”이라며 “나의 첫 번째 사명은 환상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축하하는 Mumm의 유산을 드높이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팬들을 초대해 함께 잔을 

들 생각을 하니 무척 떨린다”고 말했다.  
 

우사인 볼트가 새로 맡은 역할은 Mumm의 개척 정신을 이어가고, 대담하며 예상치 못한 

일을 해내는 Mumm 브랜드의 성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초 Mumm은 

새로운 샴페인병 디자인을 선보이며 전통적인 샴페인병의 스타일을 재정의하고,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영국 디자이너 Ross Lovegrove가 만든 

Mumm Grand Cordon 은 Maison Mumm 189 년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길고 가는 병목이 두드러지는 이 획기적인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샴페인 

생산 공정에 일대 혁신을 가미해야 했다. 고급 샴페인 제품에만 사용되는 이 병의 앞쪽에는 

레이블이 없고, 대신 병에 바로 G.H. Mumm 시그너처와 독수리 엠블럼을 넣었다. 그뿐만 

아니라 Maison Mumm은 혁신은 물론 축하의 한계에 꾸준히 도전했으며, 샴페인 

하우스로서는 최초로 디지털 연결 샴페인병[http://digitalpressroom.mumm.com/mumm-
launches-an-innovation-with-mark-ronson-to-push-the-limits-of-the-

celebration-experience/ ] (코르크가 터지면서 행사장에서 쌍방향 사운드와 시각적 

경험을 유발한다)과 드론을 이용한 샴페인병 배송 

서비스[http://digitalpressroom.mumm.com/on-august-30-31-maison-mumm-will-



unveil-spectacular-beach-delivery-for-its-mumm-grand-

cordon_6163_6163/ ]를 선보였다. 
 

Martell Mumm Perrier-Jouet의 회장이자 CEO인 Cesar Giron 은 “Maison Mumm 은 

팬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발한 방식을 탐색하는데 전념한다”며 “우사인 볼트를 

엔터테인먼트 담당 최고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그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승리의 순간과 축하에 대담한 혁신을 가미해 독특한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Maison Mumm은 설립 후 지금까지 대담하게 관습을 깨는 개척자들과 손을 잡아왔다. 

일례로 1904년에는 프랑스 최초의 남극 탐험대를 이끈 탐험가 샤르코를 후원했다. 우사인 

볼트를 CEO로 임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우사인 볼트와 Maison Mumm 간에 

계획된 흥미진진한 약속 시리즈 중 첫 번째 대담한 단계다. 우사인 볼트와 Maison 

Mumm이 구상하는 것을 대담하게 체험하길 원하면 http://www.mumm.com에서 기쁨, 흥분 

및 영감을 선사할 발표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 

 

1. IWSR 제공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1126/443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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