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TELL THE JOURNEY 

 

다층적인 감각을 선사하는 새로운 방문 체험으로 

Maison Martell을 발견해보세요 

 

 

2019년 5월 17일 Maison Martell은 Cognac의 역사적인 Gâtebourse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 몰입형 방문 체험인 Martell the Journey를 선보였습니다.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꼬냑 하우스 중 하나인 Martell은 대담함과 진정성, 탁월함을 갖춘 300년의 

유산을 현대성과 공명하도록 풀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시대에 발맞추는 능력을 

증명해냈습니다. Martell the Journey는 Fondation d’Entreprise Martell과 2018년 문을 연 Indigo 

by Martell 루프탑 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Maison Martell을 Cognac의 필수 관광지로 

자리 잡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객은 Martell the Journey에서 본인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자신만의 여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eritage, Savoir-Faire, Part des Anges의 세 가지 테마가 Maison Martell의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시각을 선보입니다. 'Heritage 코스는 1715년 Jean Martell이 처음 

하우스의 문을 연 시점부터 하우스에 쌓인 기록과 흔적, 그 역사와 국제적 변천사를 

풍부하게 그려냅니다.' Savoir-Faire에서는 전문 기술로 Martell의 꼬냑 생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탁월함과 전문성을 통해 하우스의 전 세계적 명성에 한몫하는 장인과의 조우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Part des Anges 코스에서는 새로운 쌍방향 설치 작품을 통해 

꼬냑을 본연의 방식 그대로 탐험할 수 있습니다. 

 



Martell the Journey는 선도적인 전시 디자이너 Nathalie Crinière가 구상한 현대적인 

시노그라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완전히 새로운 방문 경험입니다. 방문객은 관람객이 

되었다가 배우가 되기도 합니다. 최신 디지털 설치 작품이 모든 여정에 몰입감과 

쌍방향적 차원을 더해줍니다. 인간적 차원 역시 이 경험의 주요 요소입니다. Martell 

전문가가 방문객의 여정에 함께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Martell의 여정이 끝날 무렵, 방문객은 300년 역사의 하우스에 대한 설립자 Jean Martell의 

유산부터 Martell 꼬냑의 특별한 풍미를 자아내는 테루아르, 증류 방법, 에이징과 꼬냑 

제작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아로마, 소리에 대한 매혹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꼬냑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대담함 

Martell the Journey의 시작은 대담하게 꼬냑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설립자 Jean Martell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1750년에 처음 취득했던 Gâtebourse 부지 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점진적인 개발 과정과 Maison Martell의 운명을 주재한 아홉 

세대의 Martell 가문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애니메이션은 설립자의 

아내이자 그가 죽은 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한 Rachel Martell, 상징적인 Martell Cordon 

Bleu를 만든 그녀의 증손자 Edouard Martell 등 뛰어난 인물들을 다룹니다. 방문객은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 기록으로 가득한 5km에 달하는 Maison Martell 기록 보관소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정이 시작되면 방문객은 하우스에서 처음 발송된 

원거리 배송에 대한 기록, 빈티지 사진과 광고, Martell 꼬냑이 서빙된 역사 현장의 

기념품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Martell 꼬냑 장인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 

여정은 이전 꼬냑 저장고로 이어집니다. 견고한 들보와 콘크리트 바닥, 오크 통과 오래 

지속되는 향기까지 이전의 방식을 환기하는 흔적이 담겨있습니다. Maison Martell의 

기지를 느끼기에 이만한 곳은 없습니다. 하우스의 오랜 파트너인 포도 농장주와 양조자, 

통 제조자만큼 좋은 대변인도 없을 겁니다. 마치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실물 크기의 비디오 작품에서 진실함과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Jean Martell이 말을 타고 Charente 지역으로 건너가 최고의 장인을 만났던 그 때부터, 

Maison Martell은 유구한 파트너십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장인 한명 한명의 

전문성을 Martell 꼬냑에 조화롭게 담아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설명한 Martell 

저장고 장인 Christophe Valtaud의 생각입니다. 

 

꼬냑의 지역을 360° 탐험하다 

고전 기술부터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 방문객은 360°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는 극적인 

순환 공간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공간의 중앙에는 Martell의 칼새 모양 엠블럼이 

투영됩니다. 손으로 새를 잡아 아래위로 움직이기만 하면, Cognac의 루프탑에 올라 

Martell의 랜드마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테루아르의 다양한 풍경과 특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Grande Champagne의 구불구불한 언덕과 Maison Martell의 

시그니처 보르드리 크뤼의 부드러운 비탈과 수풀까지, 땅에 대한 하우스의 오랜 애착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설치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층적인 감각을 새롭게 발견하다 



Martell the Journey의 또 다른 혁신은 꼬냑의 감각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경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꼬인 포도 그루를 떠올리게 하는 조각 설치 

작품입니다. 이는 쌍방향적 작업 방식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 방문객은 

꼬냑의 다양한 색상을 발견하고 꼬냑 제작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로 멜로디를 작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Martell 칵테일 레시피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경험은 자연스레 이어져 Martell the Journey의 정점으로 향합니다. 바로 Martell의 상징적인 

꼬냑 세 가지 중 하나를 부띠끄에서 테이스팅하는 시간입니다. 레드 배럴에서 숙성한 

Martell VSOP, Martell Noblige, Martell Blue Swift가 준비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문 경험을 공개하기 전, Maison Martell의 CEO César Giron은 하우스와 

꼬냑 커뮤니티, 그 이상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Maison Martell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대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우스의 문을 연 이 

이니셔티브는 끊임없이 그 비전을 이어나가고 보전하는 Martell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Martell the Journey는 수 세대에 걸쳐 함께해온 파트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오며 빠트릴 수 없는, 나아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의 기지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Martell the journey 

주소: 16, Avenue Paul Firino Martell in Cognac 

5월 2일~10월 31일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 

비용: 20€/인 

온라인 예약: www.martell.com  

Martell에 문의하기: visites@martell.com 또는 05.45.36.34.98 

http://www.marte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