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TELL HOME LIVE, 세계 최고의 인터랙티브 라이브 토크쇼 

Martell® Cognac이 Martell Home Live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의 교감을 통해 몽상가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꼬냑 하우스 중 하나인 Martell이 

혁신적인 토크쇼,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이노베이터가 자신들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계를 넘어섭니다.  

 

NYC – (2019년 4월 11일) – 지난 밤, Maison Martell이 뉴욕 The Greystone Court에서 유명 래퍼 Killer 

Mike의 진행과 함께 Martell Home Live 첫 에피소드를 선보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음악, 

미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크리에이티브들을 소개하고, Maison Martell의 Facebook 및 YouTube 

페이지를 통해 라이브로 스트리밍되었습니다.  

 

Martell Home Live 에피소드 01은 컬처 토크쇼 시리즈의 첫 에피소드로, 앞으로 이 시리즈는 세계 

여러 도시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artell Home Live의 각 에피소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몽상가와 크리에이티브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에피소드 01: 음악, 댄스 및 엔터테인먼트, 특별 공연: Princess Nokia, Big Freedia와 댄서팀 Javier 

Ninja, Archie Burnett, Dejiavu Ferguson, Charli XCX – 이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당당하게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보그 댄스씬 전설들의 댄스 공연과 팝컬처 

쇼케이스, 언더그라운드 랩씬의 뉴페이스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나서, 진행자인 Killer Mike가 

공연자들과 함께 그들의 부족했던 초기 시절과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스스로에게 진실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한 길 위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청중으로 참여한 뉴욕 시티의 선구자들과 나이지리아의 힙합 아티스트 Mister Incredible도 

국제 힙합씬의 역동적인 모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꼬냑 하우스 중 하나인 Maison Martell은 과감한 아이디어로 

한계를 넘는 도전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고 부드러운 풍미의 꼬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려는 창의적인 몽상가들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Martell Home Live가 

탄생했습니다. 

 

미식 및 칵테일 제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Martell Home Live 에피소드의 공개 날짜는 

다가오는 주에 발표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  

 

Martell Home Live 토크쇼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6MiCD9FYCM 

 

소개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UBScXl0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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