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son Perrier-Jouët, 역사적인 저택 재개방 기념 

 

(파리 2017년 7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우아함, 아름다움 및 세련됨의 세계를 드러내는 

문이 열렸다. 과거를 기리고, 현재를 찬미하며, 미래를 포용하는 세계가 열렸다. 이는 자연이 

예술에 영감을 불어 넣고, 예술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세계다. 바로 Maison Perrier-Jouët의 세계, 

Maison Belle Epoque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32051-maison-perrier-jouet-historic-home/  

 

이 건물에서는 두 저택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선 Maison Perrier-Jouët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1811년 결혼하면서 이 건물을 설립한 Pierre-Nicolas Perrier와 Rose-Adélaïde Jouët는 예술과 

자연을 향한 자신들의 열정을 독특한 샴페인 비전으로 통합했다. 더불어 이 둘의 후손이 수 

세대에 걸쳐 거주했던 가족 주택의 이야기도 펼쳐진다. 이 부부의 후손은 그들만의 열정과 

인성을 통해 Maison Perrier-Jouët 브랜드, 예술 소장품, 정원 및 지하실 등을 만들어갔다.  

 

Maison Perrier-Jouët는 엑토르 기마르, 루이 마조렐, 프랑수아 뤼뼤르 꺄라방 및 에밀 갈레의 

걸작 다수를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프랑스 아르누보 작품을 소장하며, 이 사실에 기반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에밀 갈레는 Perrier-Jouët Belle Epoque 샴페인병을 장식하는 상징적인 

아네모네 무늬를 만든 작가이기도 하다.  

 

설립자 가문의 후손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거주했던 Maison Belle Epoque는 200년 된 Maison 

Perrier-Jouët의 유산뿐만 아니라 Maison Perrier-Jouët의 오랜 철학과 독특한 샴페인 비전까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임기응변의 재치와 세련된 태도를 찬미하는 Maison Belle 

Epoque는 환상적인 주변 환경을 기반으로 귀빈들을 접대하며, 그들에게 Maison Perrier-Jouët의 

전통, 장인 정신 및 예술과 자연이라는 두 영감에 대한 친밀한 통찰을 제시한다.  

 

우아한 저택 Maison Belle Epoque는 2년에 걸친 힘든 수리 작업 끝에 150명의 손님(Maison Belle 

Epoque의 친구, 국제 매체, 슈퍼모델 캐롤리나 쿠르코바를 포함한 여러 유명 인사)에게 

개방됐다. 쿠르코바는 Maison Perrier-Jouët의 세련된 생활의 지혜에 특히 친밀감을 느낀다.  

 

에페르네에 도착한 손님들은 Maison Belle Epoque로 이동해 환영을 받았으며, 아름답게 

재장식된 Maison Belle Epoque의 방들을 감상했다. 정원으로 이동해서는 세기 전환기풍의 유리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32051-maison-perrier-jouet-historic-home/


정자 스타일로 만들어진 맞춤 대형 천막을 감상했다. 이 천막에서는 세련된 요리, 생기 넘치는 

오락 및 선별된 Perrier-Jouët 샴페인이 제공됐다.  

 

미슐랭 별을 받은 셰프 Akrame(파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요리사 중 한 명)가 활기 넘치는 신제품 

Perrier-Jouët Blanc de Blancs와 전설적인 샴페인 Perrier-Jouët Belle Epoque cuvées에 어울리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요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맛있는 독창성이 발휘된 음식 

조합으로는 토마토 카르파초, 랍스터 핫도그, 브리임 타르타르 및 구은 파인애플 등이 있었다. 

이들 요리는 프랑스식 생활의 지혜에 대한 확실히 현대적인 비전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Polo와 Pan 디제이들의 라이브 공연으로 절정에 올랐다. 예술과 자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롭게 결합해 Maison Perrier-Jouët의 정신을 반영한 마법과도 같았던 저녁을 

마무리하기에 적합한 공연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