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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뉴욕과 함께하는 190년간의 러브
스토리
몰입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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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인 공간

- 바쉐론 콘스탄틴이 뉴욕에 북미 플래그십 부틱을 오픈합니다
- 새롭게 선보이는 2층 규모의 부틱은 1831년부터 오랫동안 이어진 메종과 미국의 관계를
기념합니다
- 인하우스 워치메이커, 비스포크 스트랩, 인터랙티브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 공간을 선보임과
동시에 최초로 “Les Collectionneurs” 빈티지 워치를 상시 판매하며 고객 중심 경험을 선사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컬렉션으로 향하는 창
미국 예술에서 받은 영감

뉴욕, 2021년 6월 – 265년이 넘는 오랜 역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메종인 바쉐론 콘스탄틴이, 뉴욕의 중심인 이스트 57번가 28에 자리한 북미 플래그십 부틱 오프닝을
기념합니다. 새로운 부틱은 메종과 미국의 뿌리 깊은 인연, 그리고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향한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북미 플래그십 부틱은 1831년부터 이어져 온 메종과 미국의 관계를
기념합니다. 미국의 창의적인 정신 및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스트 57번가 28
에서 북미 지역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열었습니다. 플래그십 부틱은 탁월함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헌신과 함께 메종의 모토인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를 실현합니다.”
– 루이 펠라 Louis Ferla, 바쉐론 콘스탄틴의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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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 북미 플래그십 부틱의 위치로 뉴욕을 선택한 것은 메종에 강력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1831년 자크 바텔레미 바쉐론은 편지를 통해 미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1832년에는 뉴욕에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에이전트를 설립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바쉐론 콘스탄틴 타임피스는 록펠러 가문과 헨리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자동차 제조업자인
제임스 워드 패커드, 배우 말론 브랜도,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같은 저명한 미국인의 손목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혁신적인 바쉐론 콘스탄틴 타임피스 및
미국 고객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특별한 레퍼런스로는 비행사를 위한 최초의 대형 손목시계, 제1
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엔지니어 부대에 제공했던 포켓 워치 시리즈, 몇 년 뒤 미국 시장을 위해
클래식하고 대담한 매력의 기울어진 다이얼 디자인을 선보이는 쿠션형 케이스의 “아메리칸 1921”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는 2021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며 뉴욕 플래그십 오프닝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인하우스 워치메이커, 전시 및 가족
친화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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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포켓 워치 제임스 워드 패커드 - 1918년
2 -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로드 칼라 워치 – 1989년

3 - 아메리칸 1921 – 1921년
4 - 미국 엔지니어 부대를 위한 포켓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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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슨과 파크 에비뉴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바쉐론 콘스탄틴 플래그십 부틱은 4,500평방피트
이상의 2층 규모의 건물로 공개됩니다. 글래스 소재의 독특한 외관은 57번가에 바로 맞닿아 있고,
메종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 형태의 유려한 브라스 톤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수집가와 방문객들은
투명 글래스를 통해 메종의 창의성과 탁월한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바쉐론 콘스탄틴의
현대적인 워치메이킹 정신에 맞게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선사합니다.
자연광으로 가득한 아트리움과 2층 규모의 공간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말테 크로스 모티브를 더한
눈부신 블루 스트로우 마르퀘트리 장식의 벽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예술성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헌신을 드러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수집가와 방문객들은 개방적인
디스커버리 테이블의 Metiers d'Art 타임피스 제품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공예 및 기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스크린에서는 “크로노그램”이라는 특별한 인터랙티브 엑티비티를 통해 미국 내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를 다루는 몰입형 경험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Lausann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크로노그램은 최근
각광받는 기법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1755년부터 축적해 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탁월한 아카이브를 디지털로 구현하고 대중과 공유하여 메종의 헤리티지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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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는 메종의 복원 능력을 선보이며, 제네바에 소재한 바쉐론 콘스탄틴 프라이빗 헤리티지
컬렉션의 역사적인 타임피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탁월한 디자인을 배경으로 19
세기 건물에서 영감을 받은 브론즈 소재의 수직 기둥이 활기를 더하는 거대한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2층에서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향한 메종의 헌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으며, 인하우스
워치메이커와의 소통을 위한 넓은 워치메이킹 벤치와 함께 인그레이빙 및 엠보싱 옵션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스트랩 스테이션을 선보입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위층에
자리한 가족 친화적 바에서는 게임과 음료를 제공하며 고객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진정한 헌신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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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플래그십 부틱에서는 심플한 컴플리케이션부터 하이 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바쉐론 콘스탄틴 타임피스 컬렉션과 함께 부틱 익스클루시브 모델, 최초로 상시 판매되는 “Les
Collectionneurs” 빈티지 워치 그리고 캐비노티에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 또한 플래그십 오프닝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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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Collectionneurs”
메종의 헤리티지 부서 전문가의 인내와 재능을 바탕으로 엄선된 “Les Collectionneurs” 컬렉션은 20
세기의 빈티지 바쉐론 콘스탄틴 워치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원 과정을 거쳐 현대 컬렉션과
동일한 품질 보증이 제공됩니다. 이전에는 전 세계 바쉐론 콘스탄틴 부틱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연간
이벤트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진귀한 타임피스들이 북미 플래그십 부틱에서 전 세계 최초로 “Les
Collectionneurs” 상시 판매 제품으로 선보입니다.
Les Cabinotiers
싱글 피스 에디션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접근 방식을 담은 Les Cabinotiers는 메종의 풍성한
창의성과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캐비노티에 부서에서는 메종의 탁월함과 헌신을
구현하며, 최첨단 기술력과 18세기 워치메이킹 기법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혁신의 전통을 이어 가는 마스터 워치메이킹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형 타임피스와 바쉐론 콘스탄틴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고안한 타임피스를 함께
선보이는 Les Cabinotiers는 기술적 및 예술적 측면에서 꿈을 실현하며, 현대 워치메이킹이 지닌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습니다.
특별한 아메리칸 1921
아메리칸 1921 워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바쉐론 콘스탄틴은 아카이브와 워치메이킹
전문성을 탐구하여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메리칸 1921 오리지널 타임피스를 충실히 재현해냈습니다.
뛰어난 장인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술 및 인간의 서사시에서 탄생한 아메리칸 1921
유니크 피스 제품은 일 년 동안 메종의 복원 워크숍과 헤리티지 부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워치메이킹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그 유산과 기술의 보존, 계승 및
지속적인 발전을 향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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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미국 예술에 대한 경의를 담은 57번가의 디스플레이 윈도우와 부틱 1층의 전시
공간에서는 오프닝 기간 동안 꿈 같은 브론즈 시티가 재현되며, 미국 예술가 크리스 버든 Chris
Burden(1946~2015년)의 마스터피스인 메트로폴리스 II(2010년)에서 영감을 받은 자동차와 트랙
형태의 설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자신의 신체, 그리고 이에 대한 관람객과의
관계에 집중한 행위 기반 작품에서부터 공간을 파고드는 후기 작품이 지닌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예술가 크리스 버든은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현대의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관람객을 초대하여 그의 아이디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과 크리스 버든의 작업은 공예에 대한 헌신을 비롯하여 과학적 탐구를 통해 발견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치 미술 작품은 움직임과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향한 애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작업은 크리스 버든 에스테잇 Chris Burden Estate
의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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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틱 주소:
바쉐론 콘스탄틴
28 East 57th Street
New York, NY 10022

영업 시간:
월요일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12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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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년이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를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