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son Martell,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 개장 발표 

 

-- 세계 최초의 부티크 

 

(선전, 중국 2020년 9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Maison Martell이 시음, 탐색 및 독점 제품 

제공에 주력하는 특별한 부티크인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L'Atelier Martell Shenzhen)을 공식 개장했다. 

이번 개장은 코냐크와 선전 사이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혁신적인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이뤄졌다. 

Maison Martell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 예정인 신규 리테일 컨셉의 첫 번째 사례인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은 최첨단 인터랙티브 연결 경험을 통해 고객들이 Maison Martell의 세계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775551-maison-martell-

opening-latelier-martell-shenzhen/  

 

"오늘 우리의 300년 역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기념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 아틀리에 마르텔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험으로 코냑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을 반영한 혁신적인 

개념이다. 아틀리에 마르텔을 통해 우리는 고객이 탐색하고 몰입하며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우리의 유산과 전문 기술, 그리고 우리의 코냑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담한 경험을 제공한다" 

-- Cesar Giron Maison Martell 회장 겸 CEO  

 

매장 그 이상의 가치,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 

 

아틀리에 마르텔은 전문 지식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고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가 되도록 설계됐다. Maison Martell은 새로운 개념의 리테일을 출시하기 위해 Maison 

Martell처럼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성, 현대성 및 첨단기술로 유명한 도시인 선전을 택했다. 

 

Maison Martell의 상징과도 같은 관대함의 정신에 충실한 아틀리에 마르텔은 코냑의 진수를 선보이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 명칭은 장인의 작업장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디자인은 코냑의 무수한 뉘앙스를 보여주는 200개 이상의 견본용 몽트레(유리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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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전시된 Martell 셀러 마스터의 아틀리에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한, Martell 오크통 작업장의 

오크통들로 이뤄진 벽과 기록실에서 엄선한 제품은 가문의 장인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나무와 

구리 등의 재료로 보완돼 코냑의 제조 과정을 떠올리게 하고, 전통을 대담하게 변화시킨 Maison 

Martell의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글로벌 컨셉 

 

강력한 지역 관련성 

 

지역 문화는 아틀리에 마르텔의 글로벌 컨셉의 바탕이다. 이에 따라 160㎡ 규모의 이 새로운 부티크는 

Maison Martell과 선전시의 강력한 유대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선전은 도시의 역동성을 반영한 강렬한 코냑이자,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에서만 독점 제공되는 Martell 

Noblige의 컬렉터 에디션이 특징이다. Maison Martell은 또한 지역 예술 단체인 Jiu Society에 의뢰해서 

설립자인 Jean Martell의 유명한 초상화를 인상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가문의 대담한 비전을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틀리에 마르텔은 1년 내내 라이프스타일, 음식 및 패션 트렌드의 최첨단에서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독점 서비스 

 

혁신적인 경험 

 

아틀리에 마르텔의 컨셉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상적인 맞춤형 서비스와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로는 Martell의 셀러 마스터(양조 책임자)인 Christophe Valtaud가 

선전을 위해 특별 제조한 VSOP(특상급) 코냑의 캐스크(오크통) 체험이 있다. 은은한 향미가 어우러진 

세련된 블렌드의 선전 독점 에디션은 중국 요리와 이상적인 짝을 이룬다. 고객은 코냐크에서 배송된 

오크통에서 직접 몽트레(유리병)에 담아 코르크와 핸드 프린트 라벨을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또한,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은 고객이 선택한 모티프와 메시지로 하우스 아이콘의 Martell 

Cordon Bleu 병을 맞춤 제작함으로써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커스텀 인그레이빙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냑의 감각적 발견을 끌어내는 독창적인 체험도 제공된다. 고객이 세라믹 돔을 들어 올리면 Martell 

Distinction, Martell Noblige, Martell Cordon Bleu 및 Martell XO의 Martell의 상징적인 네 가지 코냑이 

담긴 각각의 작은 그릇이 나타난다. 그 후 고객은 세라믹 돔에 응축된 각 코냑의 독특한 향을 

음미하거나 피펫을 사용해서 손목에 떨어뜨려 향을 맡아볼 수 있다. 4개의 코냑은 이후에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에서만 독점 제공되는 마텔 미니어처 컬렉션의 일부로 구매할 수 있다.  

 

아트 오브 블렌딩 에어리어(Art of Blending Area)의 인터랙티브 시음 테이블에서는 마르텔 브랜드 

대사(Martell Brand Ambassador)가 전문 블렌딩 세션을 이끈다. VSOP 블렌딩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코냑의 향미에 대한 다양한 브랜디(eaux-de-vie) 효과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블렌드를 만들 수 

있다. 한편, 엑스트라-올드 블렌딩(Extra-Old Blending) 경험에서는 테루아르(환경으로 인한 포도주의 

향미)의 영향과 두 개의 권위 있는 포도주인 보르더리(Borderies)와 그랑 샹파뉴(Grande 

Champagne)의 뚜렷한 특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코냐크의 Christophe Valtaud와 라이브로 

진행되는 특별 시음 세션은 제한된 소수의 참가자를 위해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다.  

 

디지털 및 물리적 통합으로 고객 경험 개선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은 건물 전면에 설치된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하우스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방문객의 입장을 유도하는 등,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갖추고 있다. 부티크 내에서는 유산과 전문 지식에 초점을 맞춘 인터랙티브 시음 

테이블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Martell의 역사적인 샤또 샹뗄루(Chateau de Chanteloup) 360도 투어가 

포함된 혁신적인 '오디오 시음'을 통해 Martell 코냑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선보인다.  

 

아틀리에 마르텔의 전체 컨셉은 물리적 및 디지털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고객이 Maison Martell을 

탐색할 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는 WeChat의 전용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전과 

후 모두 매장 내 경험을 지원 및 개선한다. 

 

아틀리에 마르텔 선전 

 

영업시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위치: L123 store, L1 floor, Tower 1, One avenue, No. 348, Fuhua Road, Futian District,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 China 

 

MAISON MARTELL 소개 

1715년 Jean Martell이 설립한 가장 오래된 코냑 하우스 중 하나인 Maison Martell은 9대에 걸쳐 전해진 

전문 기술 유산의 산물이자 기교와 우아함을 갖춘 코냑으로 전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열정 및 테루아르에 대한 깊은 애착을 자랑하는 Maison Martell은 1912년의 상징적인 Martell 

Cordon Bleu에서부터 오늘날의 선구적인 Martell Blue Swift에 이르기까지 코냑의 새로운 표현을 

개척한 대담함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1274782/L_Atelier_Martell_Shenzhen.jpg   

로고: https://mma.prnewswire.com/media/1041130/Martell_Logo.jpg   

 

미디어 문의 

Maison Martell 

Gaelle Marcel, gaelle.marcel@pernod-ricard.com  

 

출처: Maison Martell 

 

 

CONTACT: Tel: +33 (0) 1 53 23 2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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