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애미에서 베일을 벗은 “A Banquet of Nature by Perrier-Jouët": 

자연과 다시 교감하다. 

 

Design Miami/ 2019를 맞이해 메종 페리에 주에(Maison Perrier-Jouët)가 게스트와 자연 그리고 

게스트와 게스트가 서로 다시금 교감하는 매혹적이고 놀라운 순간들이 가득한 "A Banquet of 

Nature”를 선보였습니다. “A Banquet of Nature by Perrier-Jouët”는 새롭고 예술적인 시음 

행사로 게스트들을 초대합니다. 파에나 호텔에서 취임식 연회를 주관했던 House’s Artisans of 

the Wild의 창의적인 영감이 행사 곳곳을 채웠죠. 이 Maison Perrier-Jouët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 샴페인, 디자인 그리고 미식이 어우러진 진실되고 본질적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교감을 이끌어내고 의미를 불어넣는 새로운 개념의 연회 

 

Maison Perrier-Jouët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교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내면서 연회의 전통을 재해석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아르누보 운동을 연상케 하죠. 이 

하우스만의 독특한 매력인 예술과 자연의 조화는 1811년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르누보의 마스터 에밀 갈레(Emile Gallé)가 하우스를 위해 1902년에 창조한 아네모네 

모티프는 이러한 예술과 자연에 대한 열정을 표현합니다. 

 

“A Banquet of Nature by Perrier-Jouët”를 찾은 사람들은 House’s Artisans of the Wild의 

창의적인 영감으로 가득한 예술적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게스트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들로 채워져 서로 간의 소통과 교감을 다시금 만끽할 수 있었죠. Artisans of the Wild는 저녁 

연회 휴식 시간에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 게스트들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도 선사했습니다. 

 
 

샴페인, 디자인 그리고 미식을 아우르는 대화의 향연으로 새로이 태어난 연회 

 

Artisans of the Wild의 세 장인이 “A Banquet of Nature by Perrier-Jouët”에 참가해, 각자 하우스의 

문화적 유산과 기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독특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이들은 샴페인, 디자인 

그리고 미식을 아우르는 그 유례가 없었던 대화를 이끌어  Maison Perrier-Jouët의 자연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비전을 담아냈죠. 



 

Maison Perrier-Jouët의 셀러 마스터인 Hervé Deschamps과 Analogia Project의 디자이너 Andrea 

Mancuso는 꼬박 일 년 간의 협업을 통해 Metamorphosis라는 새로운 예술적 샴페인 행사를 

주관하고, Design Miami/ 2019에서 글래스웨어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Andrea Mancuso의 독특한 

크리스털 작품들은 저마다 확고한 개성을 드러내면서 여섯 가지 Perrier-Jouët 뀌베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Mancuso는 자신의 디자인을 "Perrier-Jouët 샴페인처럼 스토리를 지니고 있고, 

놀라움을 창조하며 감동을 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Metamorphosis는 자연의 은유를 탐구하는 

새로운 시음 경험을 구성하고, Maison Perrier-Jouët가 200년 이상의 장인 정신으로 포도를 

샴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Hervé Deschamps는 미슐랭 3성 셰프 Pierre Gagnaire와 협업하여 Perrier-Jouët 뀌베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메뉴의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제 요리에 영감과 의미를 주는 

존재가 바로 자연입니다” 라고 Pierre Gagnaire는 설명합니다. “A Banquet of Nature by Perrier-

Jouët”에서는 계절과 결실의 진정한 풍미에 대한 최고의 존경으로 자연이 접시에서 만개하고, 

실제로 요리에 사용된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장식한 테이블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식사에 

대한 전통적인 구성을 탈피한 각각의 요리는 그 자체로 게스트들을 대화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Perrier-Jouët  뀌베의 플로럴하며 복합적인 스타일이 와인의 짝으로도, 요리 

성분으로도 Pierre Gagnaire의 구조적인 요리들과 훌륭하게 어우러졌습니다"고 셀러 마스터 

Hervé Deschamps는 말합니다. 

 
 

Artisans of the Wild의 재능이 더해져 새롭게 탄생한 연회 

 

댄서이자 안무가인 Blanca Li가 연회에서 게스트들에게 Metamorphosis를 선보였습니다. 조화로운 

움직임과 자유로운 에너지의 분출로 그녀는 글래스 발표 현장을 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편, 모델 Winnie Harlow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개성으로 게스트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스트 Emmanuel Perrotin을 비롯해 

아트 커뮤니티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자연의 재해석을 테마로 한 “A Banquet of Nature by Perrier-Jouët”는 게스트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의미 있는 목적을 훌륭히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