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 오브 와일드, 페리에 주에가 주관하는 하이퍼네이처의 화려한 런칭 파티가 열리는 

파리에서 새롭게 태어나다 

 

6월 23일까지 메종 페리에 주에(Maison Perrier-Jouët)는 자연을 주제로 하는 샴페인과 미식의 

전례 없는 대화에 참여하는 호기심 어린 생각을 모읍니다.  지난 밤 수백 명의 스페셜 게스트가 

페리에 주에 하이퍼네이처(HyperNature)를 발견하며 이번 주 이벤트 런칭이 열렸습니다. 

하우스에서 큐레이팅한 이 프로그램은 색다른 경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창조적인 자유로움과 자연에 대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관찰은 창립부터 메종 페리에 주에의 

아이덴티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과 자연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오늘날 

아트 오브 와일드(Art of the Wild)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트 오브 와일드란 생동감 

넘치고 자유분방한 자연의 존재를 통해 일상을 다시 찬미하게 만드는, 하우스가 관찰한 우주를 

나타냅니다.  

페리에 주에 하이퍼네이처 런칭 게스트 중 상당수는 와일드의 하우스 아티잔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술과 디자인부터 패션과 음식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창조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앰배서더 커뮤니티로 하우스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밤, 와일드의 아티잔인 

모델 위니 할로우, 영국 디자이너 베단 로라 우드, 미쉐린 스타 쉐프 아크람 베네랄, 그리고 

프랑스 현대 미술 화랑가 에마뉴엘 페로탕 모두가 참석해 메종 페리에 주에의 자유로운 영혼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날 저녁은 프랑스 인디 듀오 브리짓의 황홀한 어쿠스틱 음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파리 르 데르니에 에타주의 특별한 루프탑 세팅에는 메종 페리에 주에의 아트 오브 와일드의 

화려함이 스며들어있습니다. 다음 주, 이 공간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창조된 자연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낮에서 밤으로 바뀌며 도시의 전경은 그 아름다움에 빛을 더해갈 

것입니다. 

이 주 내내 예술, 자연, 음식 그리고 샴페인을 연결하는 워크샵, 설치, 라이브 뮤직 그리고 축하 

프로그램이 페리에 주에 하이퍼네이처의 일환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 중에는 메종 페리에 주에 

셀러 마스터 에르베 데샴이 1811년 설립 이래로 메종 페리에 주에 샴페인을 규정해온 꽃과 

같고 정교한 스타일을 게스트들이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독점 테이스팅을 이끌 것입니다. 

아크람 베네랄의 아름다운 요리와 페리에 주에 뀌베의 조화로운 만남인 “하이퍼네이처 테이블 

by 아크람”은 이 주 내내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베단 로라 우드의 눈부신, 

인터랙티브 실물 사이즈 나무 조각이 기발한 새 샴페인 테이스팅 의식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페리에 주에 블랑 드 블랑 뀌베의 향을 통해 혁신적인 후각적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페리에 주에 하이퍼네이처는 200년이 넘는 메종 페리에 주에의 유산과 아트 오브 와일드 

우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특별하고 공감각적인 기회이자 초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