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Maison Mumm, 전례 없는 무중력 병 디자인으로 새로운 시대 열어

-- Mumm Grand Cordon Stellar의 첫 무중력 비행

(바트리, 프랑스 2018년 9월 13일 PRNewswire=연합뉴스) 우주에서 맛보기 위해 만든 최초의
샴페인 Mumm Grand Cordon Stellar를 개발하기 위해 Maison Mumm은 3년간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Maison Mumm은 이 샴페인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랭스 포도밭 위로
비행하며 무중력 비행 중에 이 혁신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선택을 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00251-maison-mumm-new-zero-gravity-bottle-design/

과학이 일조한 샴페인

Maison Mumm의 목적은 그 본질(향, 시음 의식 및 AOC 사양)을 유지하면서 우주로 샴페인을
가져가는 것이다. Maison Mumm은 무중력이 기체 상태의 액체에 미치는 과학적인 제약에
관심을 가진 최초의 기업이다. Maison Mumm은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우주에서 사용되는
물건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대행사 SPADE의 설립자인 Octave de Gaulle을 초빙하고,
그와 나란히 일할 전문가팀(엔지니어, 연구원, 우주비행사 및 포도주 양조학자)을 구성했다.

Maison Mumm은 이 멋진 과학적 모험을 추진하면서 Jean-Francois Clervoy(프랑스 ESA 우주
비행사이자 세 차례 NASA 우주 임무에 참여한 베테랑)와 Gerard Liger-Belair(랭스대학교
교수이자, 샴페인 거품의 생리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원)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들은 액체 역학과 모세관 활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Mumm Grand Cordon
샴페인이 지구에서 보이는 행태를 파악했다.

이들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중력 효과가 없는 경우, 병에서 액체를 분출시키고, 병에서
나오는 즉시 액체를 포착하며, 마지막으로 그 액체를 마시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Liger-Belair 교수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동안 진행한 샴페인의 거품 생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Maison Mumm에 제공했다. 또한, 그는 무중력 상태에서 샴페인의 행태를 예측하는
연구도 지휘했다.

SPADE는 이 팀에 속하는 두 명의 과학 전문가가 세운 이론을 바탕으로 병 원형을 제작했으며,
이를 이용해 여러 개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들 모형은 2017년 4월과 2018년 2월 사이에 진행된
세 차례 포물선 비행에서 실제 조건에 따라 테스트 됐다.

Maison Mumm 덕분에 이들 가설을 검증하고, 다양한 현상과 반응에 대한 관찰을 촉진했다.
이들 현상과 반응은 Jean-Francois Clervoy의 도움을 받아 분석됐다.

첨단 디자인

이와 같은 혁신 수준에서는 모든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재료부터 시작해 맛, 이산화탄소
배출, 심지어는 와인 거품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PADE는 복잡한 사양을 고수할 수 있는 유리, 항공 등급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랭스
Mumm Grand Cordon 조립통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금속)을 선택했다. 가능한 한 충실하게
지구에서의 시음 의식을 재현할 수 있도록 유리병의 이중 구멍, 그 안에 들어간 기계화된
시스템, 코르크 위에 장착된 고리, 손잡이가 점점 가늘어지는 독특한 유리잔 등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새로운 맛의 센세이션

Mumm Grand Cordon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무중력 조건에서 새롭고 놀라운 맛의 특징을
선보이고, 입안에서 예상치 못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병 안에서 와인은 마시는 대상이 아닌
흡입하는 대상인 거품 형태로 존재한다. 다음 단계에서 이 유제는 액체로 변하고, 이 액체는
모세관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구개와 혀를 감싼다. 랭스에서 진행된 Mumm Grand Cordon
Stellar의 첫 번째 공식 무중력 시음회에 참여한 2017 유럽 최고의 소믈리에 Raimonds Tomsons는
“무중력 상태는 피노 누아의 힘을 방출함으로써 Mumm Grand Cordon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집중 및 강화시킨다”라며 “무중력 상태에서 과일의 표현이 지구에서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설명했다.

개척 정신

Maison Mumm은 설립 후 지금까지 혁신과 대담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것은 큰 도전이지만, Maison Mumm은 열정적으로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국제

마케팅 이사 Pierre Berard는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자사는 설립 후 지금까지 샴페인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지켰다”라며 “따라서 자사는 과거의 선구자는 물론 미래의 선구자까지도
당연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04년, 자사는 프랑스 최초의 성공적인 남극 원정대를
축하하고자 Jean-Baptiste Charcot 사령관과 함께 배에 올랐다”면서 “미래에는 이 독특한 모험을
통해 우주로 향하는 승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는 Maison Mumm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방식으로 와인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우주 관광 시대와 최초의 상업적 탄도 비행에 따라 미래 우주 탐험에서
샴페인이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Maison Mumm은 샴페인을 넘어 우주에서 샴페인의
행태와 시음에 크게 기여했으며,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

대담하게 도전하고, 승리하며, 자축하라

가능성의 한계에 도전하고, 대담성을 발휘하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Maison Mumm의 이 혁신이 대변하는 가치이자, 항상 Maison Mumm의 힘이 된 가치다.
2016년부터 Maison Mumm의 C.E.O.(Chief Entertainment Officer, 최고 엔터테인먼트 책임자)를
역임하는 우사인 볼트처럼 말이다. 우사인 볼트는 랭스에서 열린 이 중요한 행사에 Maison
Mumm과 함께 당연히 참석했다. 그는 포물선 비행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샴페인의 맛을
발견했으며, 이후 지구로 돌아와 Maison Mumm 지하 저장고에서 열린 독특한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743674/Maison_Mumm.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400251-maison-mumm-new-zero-gravity-bottl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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