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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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재능
–

벤자민 클레멘타인
–

제임스 베이
–

"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하다.
"One of not many". 남과 다른 나만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260년
이상 이어져 온 메종의 탁월한 워치메이킹 세계를 대변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권위 있는 파인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사람이 지닌 가치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장인들이 세대를 걸쳐 계승해 온
전문성으로 더욱 풍성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메종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라 이토
–

코리 리차드

1755년 설립된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매뉴팩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계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2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쉐론 콘스탄틴은 파인 워치메이킹 전통에 부합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왔다. 메종의 철학은 겉에서 보이는 모습 보다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과 탐구의 정신, 열정, 그리고 최상의 레벨을 고수하는 워치메이커와 장인들, 유서 깊은 선대
기술의 전수, 풍부한 유산과 현시대에 적응하는 능력 등 이러한 가치들이 모여 파인 워치메이킹 애호가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었다.

"시계 업계는 연간 10억 개 이상의 시계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 중 25,000,000개의 시계만이 스위스에서
제작된다. 그리고 오직 50만개의 제품만이 파인 워치메이킹의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다. 이런 점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은 최상의 품질과 디자인, 전문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한정된 제조 수량에만 집중한다. 이미 최고급
시계 브랜드 반열에 올라선 메종은 특별하면서도 세련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명실공히 남들과 다른, One of not many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바쉐론 콘스탄틴의 CEO 루이
펠라Louis Ferla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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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하다.

개요
–

재능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는 절제된 우아함으로 기술적 전문성과 미학적인 정교함, 전통과 혁신의 섬세한 균형
위에 구축된 메종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엄격한 원칙과 겸손함,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메종의 열정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

벤자민 클레멘타인
–

제임스 베이

바쉐론 콘스탄틴은 메종의 이러한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작품을 통해 탁월함과 세계를 향한
개방성, 혁신과 창의성을 끊임 없이 표현하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과 협력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이들이야말로 메종의 ‘장인 정신’을 잘 보여준다.

–

오라 이토
–

코리 리차드

이들 중에는 가장 독특하고 설득력 있는 예술가인 벤자민 클레멘타인 Benjamin Clementine 이 있다. 그의
세대에서 가장 재능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클레멘타인은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의 거장이자 시인,
뛰어난 보컬리스트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창조적인 정신을 가진 클레멘타인은 사람들에게 더욱 충실하게 그의 정신을 추구하라고 말하며 “One of Not
Many”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창의성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집중, 감정의 균형을 요구하는 불확실한 공식이다.’ 라고 말한
예술가 제임스 베이 James Bay 도 역시 메종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그는 첫 번째 앨범의 전 세계적인 성공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음악 영역을 개척했으며, 록과 소울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대담하고 세련된 두
번째 앨범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들은 모두 피프티식스 Fiftysix © 컬렉션이 지닌 모던하면서도 도시적인 우아함과 가진 모던한 품격의
컨템포러리 스타일과 어울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디자이너 오라 이토Ora Ito는 탁월한 기술과 절제된 아름다움,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 "심플렉시티Simplexity" 컨셉의 조화를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패트리모니 컬렉션의 세련된
라인을 표현한다.
노련한 사진작가이자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대담한 탐험가인 코리 리차드Cory Richards는 가장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한다. 그는 오버시즈 컬렉션을 통해 발견의 정신과
세상을 향한 개방성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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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하다.

개요
–

재능

바쉐론 콘스탄틴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로랑 퍼브스Laurent Perve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탄생시간 음악, 디자인, 탐험, 사진 등은 바쉐론 콘스탄틴 역시 오랜 인연을 맺어온 분야이다.
그리고 그들의 작업과 메종의 작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브제를 넘어 감정을 자아내는 것이다."

–

벤자민 클레멘타인
–

제임스 베이
–

최고의 아티스트들은 메종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의 아트 디렉팅에 참여했다. 로랑 퍼브스는 "이번 작업은 이들
아티스트와의 창의적인 협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앞으로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람과 예술의 만남은 1755년 이후 메종의 역사에 굵직한
이정표를 남긴 일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오라 이토
–

코리 리차드

필 포인터Phil Poynter가 촬영한 캠페인은 무대 뒤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노하우를 담아낸다. 마치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과 워치메이커들처럼 모든 비주얼에서 비율과 포커스를 조정하고, 악기를 조율하는 등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된 특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폴커 게르Volker Gehr
아트 디렉터: 피에릭 제구아Pierrick Jegou, 알렉사 슈섹스Alexa Chessex
사진 및 영상: 필 포인터Phil Poynter
장소: LA 캐피톨 스튜디오, 런던 애비 로드 스튜디오, 파리 팔레 루아얄, CA 바스퀘스 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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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하다.

벤자민 클레멘타인BENJAMIN CLEMENTINE
개요
–

재능
–

벤자민 클레멘타인
–

제임스 베이
–

오라 이토
–

코리 리차드

2013년 완벽하게 준비된 스타처럼 보이는 벤자민 클레멘타인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남들과는 달랐던
벤자민 클레멘타인의 과거는 그가 클래식 음악을 독학해서 연주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 오늘날 가장 주목
받는 특별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벤자민 클레멘타인은 독특한 기교와 차별화된
음악 스타일로 많은 찬사를 받으며 1백만 장이 넘게 판매된 데뷔 앨범, At Least For Now로 2015년 권위
있는 영국의 머큐리 음악상Mercury Prize과 프랑스의 빅투아르 드 라 뮈지크 Victoire de la Musique 를
수상했다. 이어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고릴라즈 Gorillaz 앨범 Humanz에서 데이먼 알반 Damon Albarn
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고, 2017년 마침내 모두가 기다려온 두 번째 앨범 I Tell A Fly를 발표했다.
앨범 전 곡을 직접 작사하고, 녹음 및 제작한 ‘I Tell A Fly’는 클레멘타인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란 프리즘을
통해 그를 둘러싼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분노와 풍자, 비판과 연민이 공존하는 이
앨범은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뉴욕 카네기 홀 공연을 포함한 투어 공연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하게
했다. 미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National Public Radio는 클레멘타인을 "현대 음악계의 조지 오웰"이라
칭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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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하다.

제임스 베이 JAMES BAY
개요
–

재능
–

벤자민 클레멘타인
–

제임스 베이
–

오라 이토
–

코리 리차드

에릭 클랩튼 Eric Clapton 과 마이클 잭슨 Michael Jackson 의 음악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제임스
베이는 음유시인처럼 음악을 배우던 10대에는 순수한 블루스에 빠져 있었다. 그 후 2015년 데뷔 앨범인
Chaos And The Calm에서 'Let It Go’와 ‘Hold Back The River’ 등과 같은 감성 충만한 곡을 선보이며
대중을 사로잡았다. 내슈빌에서 녹음한 음반으로 그는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고, 이보르 노벨로상을 비롯해
GQ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15년 주목할 만한 신인 아티스트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이어 2016년 Q
어워드와 브릿 어워드에서 최고의 솔로/남성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제임스 베이는 거리 공연을 통해 훌륭한
비트의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선보이며 그의 음악이 단지 수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도시에서 펼쳐진 그의 투어 공연은 매진 행진을 이어갔고 권위 있는 페스티벌의
메인 뮤지션으로 활약하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6년이 끝나갈 즘, 길 위의 음악 생활에서
돌아온 베이는 두 번째 앨범에 수록할 첫 번째 곡에 대한 영감을 떠올리고, 음악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끄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일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2018년 제임스 베이는 자신에게도 소중한 음악적 성장을 이루게 한 앨범
‘Electric Light’를 발표한다. 이 앨범에서 그는 모든 이들에게 익숙한 솔직한 감정을 담아내면서도 창조적
변신을 향한 그의 열정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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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하다.

오라 이토 ORA ITO
개요
–

재능
–

벤자민 클레멘타인
–

제임스 베이
–

오라 이토
–

코리 리차드

1977년생인 오라 이토는 열 아홉 살 때부터 루이비통, 애플, 나이키 등의 브랜드에서 가상 3D 오브제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디자인과 건축 분야의 유명 글로벌 브랜드와 다양한 컬렉션을
통해 함께 일하기도 했다. "심플렉시티 Simplexity"라고 부르는 그의 디자인 철학은 복잡한 기능을 가진
오브제를 간결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오라 이토의 작품은 순수한 미니멀리즘을
특징으로 독창적이면서도 시간을 초월한 공통의 비전을 담은 고품격의 미적 코드를 구현한다. 2011년 오라
이토는 프랑스에서 ‘예술 문학 기사장 Chevalier des Arts et des Lettres’ 작위를 받았으며, 2013년에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마르세유 모듈러 Marseille Modulor, MAMO” 아트 센터를 제작하고 자비에 베이앙
Xavier Veilhan (2013년), 다니엘 뷔랑 Daniel Buren (2014년), 댄 그레이엄 Dan Graham (2015년) 등
주요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했다. 최근에 선보인 작품으로는 2016년 프랑스 니스에서 선보인 새로운 트램
선로와 파리 퐁피두 센터의 영구 소장품에 포함된 아이코닉한 작품 6점, 밀라노 가구 전시회에서 선보인 ICO
의자가 있다. 2017년에는 다니엘 뷔랑과 협업하여 에펠탑 근처에 자리한 차세대 호텔, 유마 Yooma '어반
롯지'를 디자인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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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NOT MANY"
바쉐론 콘스탄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공개하다.

코리 리차드 CORY RICHARDS
개요
–

재능
–

벤자민 클레멘타인
–

제임스 베이
–

오라 이토
–

코리 리차드

코리 리차드는 탐험가이자 비주얼 스토리텔러이다. 14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그의 삶은 정해지지 않은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코리 리차드는 카메라와 함께 잘 정돈된 복합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전 세계 야생의 외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오르지 않은 남극 대륙의 산을
비롯해 네팔의 히말라야, 앙골라, 우간다, 파키스탄의 잊혀진 전쟁 지역을 탐험하며 그는 탐험가의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 내재된 유사성과 역설을 포착하여 보여준다.
코리는 2016년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의 2개 정상을 성공적으로 등반했다. 열정적인 등반가이자 소셜
다큐멘터리 작가인 그는 모험에서부터 인물 사진,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며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로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왔다. 그의 사진은 아웃사이드 Outside와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에 실렸고, 그의 영화는 밴프 산악영화제 Banff mountain film festival 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거의 모든 주요 모험 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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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마스터 워치메이커를
통해 축적된 시계 제조 기술 및 예술적 가치, 미학적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그리고 히스토릭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또한, “캐비노티에”를 통해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Fiftysix

