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L'Eden by Perrier-Jouët, DesignMiami/ 2016에서 자연의 경이로움 선보여 

 

(마이애미, 2016년 11월 30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L'Eden by Perrier-Jouët가 새로운 몰입 경험으로 방문객들에게 경이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연과 디자인을 찬미하는 독특한 행사인 L'Eden by Perrier-Jouët는 야생미를 

띠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계로 방문객을 안내한다. DesignMiami/ 2016 디자인 박람회 

기간에 파에나 구에 위치한 Casa Claridge's 주변의 역사적 공간을 IT의 장으로 변신시키고, 

Perrier-Jouët의 독특한 사연을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상기시킨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993651-leden-by-perrier-jouet-design-miami/  

 

아트 디렉터 Simon Hammerstein은 배경 도법, 무대 공연 및 감각적 경험이 기발하게 혼합된 

세계로 방문객들을 초대한다. Adèle Jouët, Pierre Perrier 및 아르누보 선구자 Emile Gallé 등을 

포함하는 출연진들이 자연미가 가득한 매혹적인 사랑과 예술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하고, 

관객은 그 세계에 푹 빠져든다. 19세기 서재는 배와 귤 향이 난다. 섬세하게 여성적인 분장실은 

난초와 목련으로 장식된다. 한편, 환상적인 식탁은 포도나무와 인동으로 연출한 장식 속으로 

녹아 든다.  

 

방문객이 현실을 중단시키고, 본연의 자신이 되도록 장려하는 The Box의 소유주이자 설립자인 

Simon은 Perrier-Jouët의 독특한 유산에 마이애미 국제 디자인 박람회의 활기를 결합함으로써 

이와 같은 궁극적인 운동장을 연출하기에 적임자다. 그의 분위기 있는 작품은 촉각, 후각 및 

감각적 조작을 독특하게 결합해 방문객을 유혹한다. 그뿐만 아니라 Perrier-Jouët 설립자들을 

결집시킨 사랑 이야기와 지속적으로 자연을 찬미하는 Art of Champagne을 소개한다.  

 

하지만 L'Eden by Perrier-Jouët는 단순한 저녁식사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대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활기 넘치는 포럼이며, 밤낮으로 손님을 환영한다. 이곳에서는 기억에 남을 파티 외에 

DesignMiami/의 세련된 활기를 보완하는 회의, 시음회, 간담회 및 저녁 식사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Perrier-Jouët와 디자이너 Andrew Kudless 간의 

새로운 예술 파트너십도 선보인다. Andrew Kudless는 자연, 아르누보 및 샴페인 공정에서 

영감을 받은 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11월 29일에 공식 개장식이 열렸고, 화려한 갈라 이브닝 행사에 유명인사와 VIP들이 참석했다. 

사라 제시카 파커, 케이티 홈즈, 레이디 빅토리아 허비, 사샤 레인 및 귀빈들이 독특한 축제 

http://www.multivu.com/players/uk/7993651-leden-by-perrier-jouet-design-miami/


분위기를 즐겼다. L'Eden by Perrier-Jouët는 이달 1일까지 DesignMiami/에서 자연의 마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1130/444033 )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7993651-leden-by-perrier-jouet-design-miami/ 

 

출처: Maison Perrier-Jo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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