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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와인 및 증류주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인 모에헤네시(Moët Hennessy)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티크 “Les Caves Particulières”를 위베르 드 말헤르베(Hubert de Malherbe)가 디자인한 

밝고 새로운 콘셉트로 재개장함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 ADP 그룹, Lagardère Travel 

Retail 및 SDA가 협력하여 만들어진 아방가르드 프로젝트인 Les Caves Particulières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공간의 중심에는 여전히 고객들이 있으며, 고객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프랑스 취향의 삶의 

방식을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모에헤네시는 프랑스 여러 지역의 전형적인 메종을 한데 모아 특별하고 혁신적인 콘셉트인 Les Caves 

Particulières를 통해 2014년부터 그룹 브랜드의 탁월함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콘셉트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모에헤네시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룹의 와인 및 증류주 메종의 

명산지와 장인 정신을 드러냅니다. 

 

Les Caves Particulières는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 올해 완전히 새롭게 단장합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디자인 및 소매 디자인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한 전문가이자 우상파괴적 건축가인 위베르 드 말헤르베가 

맡았습니다. 위베르는 돌과 나무뿐만 아니라 그룹의 정복 정신을 상징하는 배송 상자를 활용해서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현대화했으며, 중심부에 커다란 체험 테이블을 배치해서 고객이 본 

프로젝트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부티크의 후각적 시그니처는 메종 겔랑(Maison Guerlain)의 향수 

디자이너인 티에리 바세르(Thierry Wasser)가 디자인했습니다. 

 

Les Caves Particulières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2E 터미널에 위치합니다. 이 구역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를 

선보이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프랑스풍 삶의 방식 홍보대사 격인 이 공간에서는 몰입 경험이 제공되며 특히 

헤네시 스페셜 에디션과 같이 일 년 내내 파리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특별한 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여행자에게는 다수의 독점적인 서비스와 제품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희귀 에디션인 Particulière Hennessy, 

Hennessy XO Paris 리미티드 에디션, 디스커버리 및 믹솔로지 워크숍, 개인 맞춤, 미식 공간인 La Halle 

Gourmande와 파트너십을 맺어 개발한 일련의 음식 및 와인 페어링 경험 등이 포함됩니다. Les Caves 

Particulières와 그 직원들은 호기심 많고 까다로운 여행자를 전담하며, Les Caves Particulières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모에헤네시에 대한 언급 인용 

 

- 로랑 보이데베지(Laurent Boidevezi), Travel Retail & AFME LAC 사장 – 개인 매장: Les Caves Particulières는 모에헤네시가 세계 

소매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아방가르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우리 고장의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훨씬 더 가까워진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Le Caves Particulières에서 우리 메종만의 독점적인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에헤네시, "Les Caves Particulières”를 위한 새로운 현대적 콘셉트의 

기틀 마련, 파리-샤를 드골 공항 

 



- 도나티엔 드 퐁텐 기욤(Donatienne de Fontaines Guillaume), Travel Retail EMEA & America 전무이사 - 모에헤네시: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를 떠나는 모든 여행자가 우리 명산지에서 대자연의 너그러움에 힘입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프랑스풍 

삶의 방식의 일부를 가져가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수준의 탁월함을 갖춘 보물 상자가 필요했습니다. 여행자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처럼 독특한 포트폴리오 

전용의 오리지널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파리에서 프랑스풍 삶의 방식에 대한 궁극적인 

경험을 창조해냈습니다.  

 

- 위베르 드 말헤르베(Hubert de Malherbe), Malherbe Paris CEO 겸 디자이너: 저는 Le Caves Particulières가 일종의 변하지 않는 

여정을 제공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메종의 정복 정신과 명산지의 아름다움과 노하우의 유쾌한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샴페인이 숙성되는 백악 저장고를 지나, 리숀 강둑에서 코냑 지방의 갈색 골짜기 돌에 이르기까지, 각 메종에는 

그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방문자는 몰입형 스크린을 통해 메종 중심부로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물리적 체험과 중앙 바 주변에서의 뛰어난 제품의 시음이 합쳐지면서 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모에헤네시 소개 

LVMH의 와인 및 증류주 부문인 모에헤네시가 25개의 메종을 재편합니다. 이 중 다수는 수 세기 동안 존속해 왔으며 

나머지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에헤네시의 비전은 럭셔리 와인과 증류주의 미래를 자연에서 지역 사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산지에 위치한 모에헤네시는 와인 양조부터 삶의 방식, 환대, 온/오프라인 통합 매장 소매 관리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수완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에헤네시는 여러 해에 걸쳐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넘겨 주려는 야심을 품고 핵심 약속 네 가지를 중심으로 

구조화한 리빙 소일즈 리빙 투게더(Living Soils Living Together) 프로그램에 전념해 왔으며, 그 핵심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 재생, 기후 영향 완화, 사회 참여, 직원 권한 강화. 모에헤네시는 모두를 위해 다양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장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o Yun, Ardbeg, Armand de Brignac, Belvedere, Cape Mentelle, Chandon, Château d’Esclans, Château Galoupet, Cheval des 
Andes, Clos19, Cloudy Bay, Dom Pérignon, Eminente, Glenmorangie, Hennessy, Krug, Mercier, Moët & Chandon, Newton 
 

ADP 그룹 소개  

ADP 그룹은 파리-샤를 드골 공항, 파리-오를리 공항, 파리-르 부르제 공항을 소유하며 운영합니다. 2020년 이 그룹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및 파리-오를리 공항에서 3,310만 명의 승객을 모셨고, 180만 톤의 화물 및 우편물을 처리했으며, Paris 

Airports 브랜드로 해외 공항을 통해 거의 9,630만 명의 승객을 맞이했습니다. ADP 그룹은 특출한 입지와 대규모 모객 구역의 

이점을 활용하여 그룹의 역량을 확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며 소매 및 부동산 활동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020년 그룹의 매출은 2,137백만 유로, 순이익은 1,169백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위베르 드 말헤르베 소개 

Arts et Métiers의 엔지니어인 위베르는 1993년에 190명의 전문가 팀의 지원을 받으며 에이전시를 창립했습니다. 위베르는 

에이전시의 모든 창조적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각 프로젝트(Dior, Place Vendôme, Sogo...)의 전략에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나머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에이전시에서는 

대중적인 제품과 사치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는 특히 에이전시가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agardère Travel Retail 소개  

Lagardère Travel Retail은 Lagardère 그룹의 두 지사 중 하나이며, 여행 소매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Lagardère Travel 

Retail은 39개 국가에서 공항, 기차역 및 기타 매장에 4,850개의 여행 필수품, 면세, 패션, 식품 서비스 아울렛을 두고 있으며, 

2020년에 23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100% 기준). Lagardère Travel Retail의 목표는 독특한 전체적 접근 방식을 통해 

승객의 여정 전반에 걸쳐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자산과 파트너 브랜드의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Société de Distribution Aéroportuaire 소개 

Societé de Distribution Aéroportuaire(SDA)는 Aéroports de Paris와 Lagardère Travel Retail 간의 합작 투자 회사입니다. SDA는 

Duty-Free Buy Paris 브랜드로 대표됩니다. 이 브랜드는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탁월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진정한 파리식 장식과 가구 덕분입니다. 

 



음주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연락처:  

 
                   Moët Hennessy 

 Jean-Christophe Laizeau 

 대외 관계 이사  

                   이메일: jc.laizeau@moethennes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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