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son Mumm과 신임 CEO 우사인 볼트, 뉴욕 ePrix에서 대담성, 승리 및 축하를 위한 기회를 

잡아! 

 

(뉴욕 2018년 7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새롭고 흥미진진한 자동차 경주 포뮬러 E 

경주로의 공식 파트너 Maison Mumm이 올해 9번째와 10번째 ePrix 경주를 기념하며 지난 주 

뉴욕 시에서 자사의 대표적인 대담성, 승리 및 축하 정신을 선보였다. Mumm의 신임 CEO(Chief 

Entertainment Officer, 최고 엔터테인먼트 책임자) 우사인 볼트가 가상으로 참여하면서 

Mumm에 행사 참여에 활기가 더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는 두 편의 

대담한 영상에서 자동차 경주의 미래에 경의를 표하고, 혁신적인 우승의 상징이라는 Mumm의 

명성을 다졌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click: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38551-maison-mumm-usain-bolt-new-york-eprix/  

 

대담성 

 

금요일 밤, Maison Mumm은 브루클린 항구를 찾은 손님들에게 현대의 대표적인 속도 아이콘인 

포뮬러 E 경주와 우사인 볼트 간의 짜릿한 만남을 선보였다. Mumm의 신임 CEO인 우사인 

볼트는 대담한 신작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경주 트랙이 내려다보이는 건물의 정면에 투사된 

이 영화를 보고 파티 참석자들은 감탄을 자아냈다. 이 환상적인 영상 애니메이션에서 우사인 

볼트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아가는 샴페인 코르크 잡기’라는 Mumm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포뮬러 E 자동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어지는 고속 경주에서 우사인 볼트는 Mumm의 핵심 

가치인 대담성, 우수성 및 승리를 향한 갈증을 구현했다.  

 

승리 

 

승리의 상징인 Mumm은 뉴욕 우승자 시상대에서 자랑스러운 존재감을 드러냈다.Sam Bird, 

Felix Rosenqvist  과 Nick Heidfeld Mumm의 전설적인 Mumm Grand Cordon 퀴베가 

든 대형 포도주병을 뿌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이 독특한 포도주병에는 선견지명이 있는 

웨일스 출신의 디자이너 Ross Lovegrove의 획기적인 디자인이 적용됐다. 전면 레이블을 

없애고, Mumm을 상징하는 붉은 색 장식띠를 유리에 바로 새겨 넣었다. 풍부한 거품, 

반짝이는 황금색 및 피노 누와의 힘을 간직한 Mumm Grand Cordon은 인생의 모든 승리를 

위한 세련된 현대식의 동반자다.  

 

축하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38551-maison-mumm-usain-bolt-new-york-eprix/


 

뉴욕 ePrix는 Mumm이 활력이 넘치고 혁신적인 요소를 축제에 가미하는 일련의 행사를 통해 

축하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주말 내내 방문객은 경주 트랙에 설치된 

Holobox에 들어갈 수 있었다. Holobox는 Mumm CEO 우사인 볼트의 실제 같은 홀로그램과 파티 

분위기를 공유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검은 색의 정육면체 상자다. 우사인 볼트는 경주 후 

열린 파티에서도 가상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사인 볼트 홀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가상의 혼합 디스플레이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파티는 맨해튼에 소재한 클럽에서 열린 공식 

포뮬러 E 애프터 파티로 이어졌다. 애프터 파티에서는 포뮬러 E 선수들과 Mumm 귀빈들이 밤새 

춤을 췄다.  

 

ePrix가 열린 주말, Mumm은 전통적인 승리 축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포뮬러 E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와 흥분 요소를 추가했다. Mumm과 우사인 볼트는 뉴욕에서 대담한 기여를 하며 

첨단 포뮬러 E(미래의 경주) 세계에 경의를 표하고, Mumm을 샴페인 혁신의 단상에 올렸다. 

 

Mumm의 날아가는 코르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른 사람이 있을까? Mumm의 도전을 

받아들인 우사인 볼트의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음주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38651-maison-mumm-catch-flying-cork/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38651-maison-mumm-catch-flying-c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