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Martell, ‘Indigo by Martell’ 선보여 

 

-- Martell, 코냑 Gatebourse Tower 옥상 테라스에서 파노라마 바 개장 

 

(코냑, 프랑스 2018년 7월 13일 PRNewswire=연합뉴스) Indigo by Martell은 Martell의 역사적인 

장소의 중심에 있다. 바로 24m 높이에 있는 Gatebourse Tower 옥상 테라스에 들어선 것이다. 

Fondation d'entreprise Martell이 위치한 Gatebourse Tower는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부터 샤랑트 

강둑까지 코냑 지방의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거대하고 개방된 이 테라스 바는 완벽한 

만남의 장소로 설계됐다. 유쾌한 분위기는 마주 앉아 술을 나눠 마시거나 가족 및 친구와 

느긋하게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Indigo by Martell은 코냑 주민이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이 완전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코냑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Indigo by Martell은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장한다. 이 독특한 장소의 영업시간은 5:30 

pm~1 am, 일요일에는 정오~10 pm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63651-house-of-martell-presents-indigo-by-martell/ 

 

420㎡ 면적의 이 옥상 공간의 배치는 프랑스의 인테리어 설계 사무소 Premices and co.가 

맡았다. Premices and co.는 생태학적 설계를 전문으로 한다. 가구는 지역 장인의 재능을 빌린 

Fondation d'entreprise Martell이 특별히 구상하고 위임했다. Atelier W110의 장식장 제작자이자 

디자이너인 Christophe Bret과 Thierry Drevelle이 미학과 실용성을 결합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물건을 만들었다. 

 

이 옥상 테라스에 사용된 목재(코냑의 Tonnellerie Leroi가 공급한 100% 프랑스산 참나무)는 

Fondation 타워 아래에 있는 Passage의 미를 연상시킨다. 그 외 여러 천연 및 재활용 소재가 이 

테라스의 독특한 설계와 환경에 조화롭게 통합됐다. 

 

Indigo by Martell은 설립 후 지금까지 Martell의 특징이 된 관대함과 정통성을 기반으로 고객을 

환영한다. Indigo by Martell 책임자 바텐더 Maxime Le Gal과 그가 이끄는 팀은 영감을 받아 

창의적인 칵테일 메뉴를 개발했다. 이 칵테일 메뉴에는 믹솔로지 고전 칵테일(Highballs and 

Collins, Juleps and smashes, Sours and Crustas)이 당연히 포함된다. 이 메뉴는 또한 Indigo by 

Martell의 대표적인 칵테일인 Indigo Collins(Martell Blue Swift, 메밀 시럽, 블랙베리 및 레몬으로 

만든다)과 같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롭게 탄생한 칵테일도 제공한다. 맛있는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는데, 고객에게 뛰어난 갖가지 Martell 코냑을 시음회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 중 일부는 프랑스 내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코냑이다. 처음으로 시음할 코냑은 버번 



통에서 숙성된 최초의 Martell VSOP인 Martell Blue Swift다. Indigo by Martell은 유쾌한 분위기에 

맞춰 Maxime Le Gal이 만든 갖가지 펀치(럼이 들어간 고전적인 펀치부터 진이나 코냑이 들어간 

좀 더 창의적인 펀치까지)도 제공한다. 칵테일 메뉴와 더불어 지역 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가벼운 요리도 제공된다.  

 

재능의 발견과 표현에 전념하는 공간인 Indigo by Martell은 정기적으로 훌륭한 팝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Indigo, 여행의 색 

Indigo는 저지 출신의 Jean Martell이 처음으로 프랑스를 찾아 거래를 시작한 최초 물건 중 

하나다. 그가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을 때의 주요 활동 품목은 오드비였다. 여기에 저지에서 

수입한 와인과 스타킹이 추가됐다. 오늘날 인디고 색은 Martell의 파란색과 더불어 Martell이 

지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 코냑을 수출해온 해양의 파란색을 연상시킨다.  

 

Maxime Le Gal 

미국에서 태어난 Maxime은 이중적인 문화유산(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미국의 문화유산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프랑스의 문화유산)이 있다. 그는 런던에서 파리를 거쳐 멜버른까지 

세계 곳곳의 최고의 바에서 일했다. 파리에서는 2015~2017년 Little Red Door를 지휘했다. 그의 

사명은 유쾌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의 시그너처는 영감을 받은 칵테일이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18229/Maison_Martell_Rooftop_Terrace.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63651-house-of-martell-presents-indigo-by-martell/ 

 

출처: Maison Mar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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