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야생화로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L'Eden by Perrier-Jouët, 

상하이 개장 
 

(상하이 2017년 3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Perrier-Jouët Champagne이 

마이애미, 도쿄 및 런던에 이어 상하이에서 자사의 첨단 브랜드 체험 프로젝트인 “L'Eden 

by Perrier-Jouët”를 선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Maison Perrier-Jouët의 영원한 

영감의 원천인 자연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이로운 세계로 변신시킨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055851-rewilding-eden-perrier-jouet-

shanghai/  

 

L'Eden by Perrier-Jouët는 Design Shanghai의 일환으로 2017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Design Shanghai 는 Maison Perrier-Jouët 이 공식 샴페인 

파트너로 참여하는 아시아 굴지의 국제 디자인 대회다. Maison Perrier-Jouët는 

“재야생화(rewilding)”라는 독특한 비전하에 상하이의 한 공간을 변신시킬 예정이다. 

재야생화는 경이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뜻밖의 도시 공간에서 이국적이고 풍성한 자연을 

선보인다. 
 

황홀한 조명의 입구를 지나 L'Eden by Perrier-Jouët으로 들어서면 우거진 나뭇잎과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찬 매력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이 세계에는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현실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 이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환상적인 사진 

스튜디오와 Miguel Chevalier 가 만든 실험적인 디지털 작품 Extra Natural을 

포함하는 일련의 최첨단 설치물을 만나게 된다.  
 

이 공간의 중심에는 에페르네에 있는 Maison Perrier-Jouët의 유명한 Eden 저장고를 

재해석한 작품이 있다. 이 저장고에는 Maison Perrier-Jouët의 가장 진귀하고 소중한 

빈티지들이 보관돼 있다. 셀러 마스터 Hervé Deschamps는 상하이로 와서 명망 높은 

Maison Perrier-Jouët Belle Epoque cuvées 의 독점 시음회를 연다. 아르누보의 

거장인 Emile Gallé가 Maison Perrier-Jouët 를 위해 만든 상징적인 화이트 아네모네 

모티프가 Maison Perrier-Jouët Belle Epoque cuvées 를 장식한다.  

 

L'Eden by Perrier-Jouët 상하이는 이달 7일에 개장하며, 개장을 기념하는 환상적인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이 파티에는 188명이 참석하며, 주빈은 Shawn Dou다. 그 외 

파티에 참석하는 유명인사로는 Ye Mingzi, Zhao Lei 등이 있다.  
 

이 공간은 Design Shanghai 기간 내내 밤낮으로 개방되며, 샴페인 마스터클래스와 

디자인 간담회 같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공간을 채운 자연스러운 다채로운 

장식이 밤낮으로 신비로운 변신을 거듭하며, 야생적이고 경이로운 이 체험을 더욱 

고양시키는 최면을 거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예술계와의 오랜 인연으로 유명한 Maison Perrier-Jouët는 21세기 아르누보의 유산을 

재해석하며, 예술과 자연을 특별한 다감감적 체험의 산물인 L'Eden by Perrier-Jouët로 

융합시킨다. 
 

(사진: http://mma.prnewswire.com/media/474422/Maison_Perrier_Jouet.jpg) 
 

출처: Maison Perrier-Jouët 
 

 

Antoine Flament, antoine.flament@pernod-ri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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